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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복잡한 네트

워크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전파되고 있다. 이런 정보 

확산 현상은 삼성이나 애플과 같이 자신의 회사의 

이득을 위해 새로운 제품을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빨리 알리고자 전파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정치인이

나 유명인들이 자신의 신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

적으로 정치적인 견해가 전파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Fig. 1과 같이 악성루머나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에게 혹은 컴퓨터에 좋지 않는 정보도 이런 

인터넷망을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가기도 한다. 이는 

인터넷망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대해서 일

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여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이

다. 루머나 악성코드처럼 좋지 않은 정보가 퍼지는 

상황을 제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

다. 하나는 네트워크에 다양하게 연결된 여러 경로를 

찾아서 긴급하게 이를 차단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보를 처음 퍼뜨린 근원(Source)을 찾아서 

더 퍼지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 현재 

거대하게 생성된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이미 흘러가

고 있는 정보를 쉽게 차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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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처음 퍼뜨린 근원

을 먼저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정보의 근원을 찾는 문제를 처음 다뤘던 연구인 

[1,2]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진 추

정법 중 하나로써 최우추정량(Maximum Likelihood

Estimator; MLE)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네트워크

에 아주 많은 노드가 이 정보를 듣게 되면1), 즉 감염

되면 처음 정보를 퍼뜨린 근원을 찾을 수 있는 확률

이 모든 노드가 같은 수의 이웃 노드를 가진 비교적 

간단한 가장 간단한 정규트리(Regular tree)에서도 

31%를, 그리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10%를 넘지 

못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매

우 많은 노드가 근원이 될 수 있는 후보로 있는 경우

에는 나쁘지 않은 결과이다. 이후 연구로서, 이를 더 

높이고자 다른 여러 방법이 제안이 되었다. 그중 하

나로서, 본 논문에서는 루머와 같은 근원이 퍼뜨리는 

정보의 반대 정보를 네트워크에 있는 방어자(Defen-

der)가 동시에 퍼뜨리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즉,

두 가지 다른 정보가 퍼진 현상을 관측한 후 적절한 

추론 방법을 사용하면 얼마나 더 원래 정보의 근원에 

대해서 잘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정보의 근원을 보다 더 잘 찾기 위하여 

추가적인 다른 정보를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바

이러스가 퍼지는 경우에도 백신과 같은 것이 동시에 

퍼지게 되는 현상도 있고 또한 루머와 같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보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정보도 

같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착안

하여 제안된 방법이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확장된 연구로서 [3]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가

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논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3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1) 일반적으로 이 경우를 감염(Infection)되었다고 표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들에 대한 소개를 

비롯한 그 이후로 새롭게 제기된 다른 문제들에 대해

서 간략히 소개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

고 있는 정보 확산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을 자세히 

기술하고 이런 모델에서 원래의 정보의 근원을 잘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본 연구가 가진 접근 방법에 대한 방어자 

선택에 대한 두 가지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5장에서

는 이런 알고리즘 기법으로 새롭게 제안된 방법이 

정보의 근원을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

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실험을 보여준 후, 마지막 

장에서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하며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단일 소스(Single Source) 추론 

네트워크에서 정보가 퍼진 후 근원을 찾는 문제는 

[1,2]에서 처음 제안이 되었다. 여기서는 소셜 네트워

크뿐 아니라 일반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나 루머와 같은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시간 동안 정

보가 퍼져나간 후에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를 찾는 

방법으로써 최우추정량을 제안하였다. 이는 네트워

크 관리자는 정보가 언제 퍼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다만, 임의의 시점에 네트워크를 관측했

을 때, 확산된 형태(Snapshot)만 보고 그 근원에 대

해 추론하는 방법이다. [1,2]에서는, 정보가 연결된 

각 이웃들에게 확률적으로 퍼져나가는 모델을 고려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확률에 기반 한 추정량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해당연구에서는 그래프가 가장 

다루기 쉬운 정규트리구조인 경우에만 최우추정량

을 유한시간에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수

학적으로 밝혔다. 이를 토대로 루머 중심(Rumor cen-

ter)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래프 중심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각 노드를 근원

으로 가정한 경우, 현재의 정보가 퍼진 모양이 나타

나는 경우의 수를 가장 많이 가진 노드를 말한다. 이

를 바탕으로 최우추정량을 사용한 경우, 정규트리에

서 원래 근원을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서 이론적인 결과를 얻었다. 즉, 차수(Degree)가 2인 

Fig. 1. Information Diffusion in Soc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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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그래프인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는 

최우추정량으로 실제 근원을 찾을 확률이 0이 되지

만, 차수가 3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고 네트워크에 감염된 노드가 많아져도 0보다는 

큰 확률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2). 하지

만, 최우추정량만을 사용한 방법은 정보의 근원을 발

견할 확률이 0.31을 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밝혀냈다.

그 후에 이 연구를 기반으로 근원을 찾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3]에

서는 본 논문에서와 같이 원래 정보에 반대되는 정보

를 퍼뜨림으로써 그 근원을 찾기 위해 두 가지 다른 

정보가 같이 퍼지는 현상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하

지만, 이 논문에서는 제안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보호

자(Protector)라고 하는 반대의 정보를 퍼뜨리는 노

드가 원래 정보를 그 이웃으로부터 전파가 된 후3)

반대의 정보를 퍼뜨리는 한계적인 상황만을 고려하

고 있다. 이 경우에서는 최우추정량이라는 가장 우수

한 추정 방법을 사용해도 반대정보의 확산이 원래 

정보의 근원을 찾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본 논문에서

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원래 정보를 듣고 나서 다른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시간에 동시에 

퍼뜨리게 되면 얼마나 원래 정보의 근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처음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4]에서

는 네트워크에서 전체 감염된 노드를 근원에 대한 

후보로 보는 것 대신에 이전에 미리 정보에 근원에 

대한 사전 지식(Prior information)이 있는 경우를 고

려하였다. 즉, 모든 감염된 노드를 고려하지 않고 일

정한 후보 그룹에서 반드시 근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였다. 저자들은 이 경우 사후추정량(Maximum a

Posterior Estimation)을 사용했을 때, 근원을 찾을 

확률이 1/2이 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확률 1로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

다. 하지만, 이것은 근원에 대한 기존의 정보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5]는 네트워크에 

정보가 퍼진 후에 관리자가 각 노드에게 추가적인 

질문(누가 너에게 이 정보를 알려 주었는지 등)을 함

2) 본 논문에서는 이 결과에 대한 수학적인 Closed form을 
제공하고 있다.

3) 여기서, 저자는 이를 소극적 보호자(Passive protector)라
고 정의하고 있다.

으로써 근원을 파헤쳐 나가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

였다. 실제 관리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여 주어진 자산(Budget)에서 

얼마나 이런 추가적인 질문들을 사용하면 더 잘 찾아

내는지를 이론적으로 밝혔다.

2.2 다중 소스(Multi Sources) 추론

앞 장에서는 주로 네트워크에 정보의 근원이 하나

인 경우 그것을 추론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였다면,

[6,7,8]에서는 이보다 더 일반적인 경우로 여러 노드

가 동시에 루머와 같은 정보를 퍼뜨리게 될 때, 이런 

근원들의 집합을 잘 찾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6]에서는 네트워크에 k개의 근원이 있

다고 가정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 모든 가능한 

근원들의 집합을 고려하여 가장 그럴듯한 후보를 찾

고 이에 대한 실제로 찾을 확률에 대해 분석하였다.

[7]에서는 같은 종류의 정보이지만 각각 다른 근원들

이 다른 시간에 퍼뜨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모든 근원을 찾아낼 수 있는 추론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것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얻어냈다. [8]에서는 정보

가 퍼져나가는 모델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이를 적절

하게 학습하여 다중 근원을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9]에서는 네트워크에 같은 정보를 퍼뜨리는 

근원들의 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주어졌을 때 모든 

근원을 동시에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3 근원 숨기기 및 찾기 (Seeking and Hiding Pro-

blem)

마지막으로, 정보의 근원을 네트워크 관리자의 입

장에서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는가와 동시에 실제 

근원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신을 잘 숨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었다. 특히, [10,11]에서는 자

신의 정보를 보다 더 잘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적응

형 확산(Adaptive Diffus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확

산 방법을 제안하였다. 저자들은 이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우추정량을 

가지고 찾는다고 해도 근원을 잘 찾지 못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혔다. [12]에서는 근원과 네트워크 관

리자를 각각 하나의 게임의 주체(Player)로 두고 근

원은 정보가 퍼져나가는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그리

고 관리자는 퍼진 노드 중 일정한 크기의 집단을 선

택함으로써 각각의 주체들이 자신의 유익(Payof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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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화 하는 게임이론(Game Theory)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런 게임모델에서 시간이 충분

히 지난 후 궁극적으로 평형을 이루게 되는 내쉬 균

형(Nash Equilibrium)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분

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방법이 다른 최근 논문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Table 1에서 나타내었다.

즉, 본 연구는 기존의 정보가 어떻게 퍼져있는가에 

대한 확산 형태에 더하여 다른 종류의 정보를 퍼뜨림

으로써 얻게 되는 추가적인 정보(Additional Infor-

mation)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근원에 대한 탐지 확

률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살펴본 연구 중 하나이

다. 특히, 최근 관련논문[3]에서 제안된 기존정보를 

듣게 되면 반대정보를 퍼뜨리는 소극적인 보호자 방

법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에서 방어자

가 있는 경우 기존정보와 동시에 반대의 정보를 퍼뜨

리는 경우 기존정보의 근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3. 시스템 모델 및 제안된 Voronoi 추정법

3.1 정보의 확산 모델(Diffusion models)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라는 그래프로 표기될 수 있는데, 여기서 는 네트워

크에 있는 모든 노드(Node)의 집합이고 는 각 노드

를 연결하는 변(Edge)들의 집합이다. 여기서 노드란,

소셜 네트워크에서 한 사람의 개체를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인터넷망에서 한 컴퓨터를 말하기도 한다. 그리

고 이런 노드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그래프에서 

변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는 각 노드의 소셜 연관성

(Relationship) 혹은 각 컴퓨터의 연결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른 논문들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정보가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네트워크의 경계

에서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노드가 충분히 많이 있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가 하나로 연결된(Con-

nected) 경우를 고려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에 두 가지 정보에 대한 근원

이 있다. 하나는 루머와 같은 원래 정보를 퍼뜨리는 

근원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정보가 퍼지는 것을 대비

해서 그 반대의 정보를 퍼뜨리는 근원이다. 전자를 

저자는 정보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후자를 반대 정

보의 근원(Defender: 방어자)이라고 표현하겠다. 그

리고 각각을  와 로 표현하도록 한다. 그런 후,

Fig. 2와 같이 네트워크에서 두 가지 정보가 각각의 

근원으로부터 그 이웃에게 전달되어서 퍼져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정보가 퍼지는 현상은 이미 잘 알려

진 확산 방법 중 하나인 Susceptible-Infected (SI)

모델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즉, 이것은 한 노드가 이

미 감염된 상태라고 하면 이와 연결된 이웃 노드는 

비율이 인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

를 따라서 정보가 확률적으로 퍼져나가는 확산모델

이다. 그리고 이와 반대의 정보가 퍼져 나가는 경우

도 비슷한 방법으로 퍼진다고 가정한다. 즉, 그림과 

같이 임의의 노드가 보호된(Defended) 상태4)라고 하

면 이 노드는 그 이웃에게 같은 비율 로 방어자가 

준 정보를 지수분포로 퍼뜨린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는, 퍼지는 비율은 네트워크의 환경이나 정보의 긴급

성 등에 따라서 각 노드마다 다를 수 있으나, 좀 더 

용이한 분석을 위해서 위와 같이 동일한 비율로 퍼져

4) 보호된 상태는, 감염된 상태와 반대로 방어자로부터 정보
를 전달 받은 경우를 말한다.

Table 1. Taxonomy of Information Source Finding Problems

Single Source Multiple Sources

Snapshot [1],[2] [6],[7],[8]

Snapshot + Additional Information [3],[4],[5] + this paper [9]

Seeking and Hiding [10],[11],[12] Not yet

Fig. 2. Diffusion of the source’s information (red) and 

defender’s information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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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것을 가정하였다. 후자의 경우를 본 논문에서

는 Susceptible-Defended (SD) 라고 정의하겠다. 이

런 SI 혹은 SD 모델에서는 만약 한 노드가 이웃 노드

로부터 감염 혹은 보호가 된 후에는 시간이 지나도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3.2 Voronoi 추정 방법(Voronoi Inference)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정보의 확산 모델이 주어진 

경우 최우추정량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을 네트워크에서 개의 노드에 정보가 

퍼진 그래프라고 하고 을 개의 노드가 방어자로

부터 그 반대 정보를 받은 노드들의 그래프라고 하

자. 이 경우에 최우추정량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arg∈ 
    (1)

즉, 네트워크에 방어자 가 있는 경우 두 정보의 

확산 그래프 과 을 만들어 냈을 확률이 가장 

큰 노드를 찾는 것이 최우추정량이다. 하지만, 위의 

식은 일반적인 경우 매우 계산하기 어려운(NP-hard)

문제라는 것이 잘 알려졌다. 그 이유는 앞의 모델에

서 네트워크에 개의 감염 노드와 개의 보호 노드

들이 퍼지게 되는 것은 확률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즉, 네트워크 관리자가 임의의 시점에서 퍼져 있는 

모습을 보고 발생될 확률을 계산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확률적 경로(Sample path)에 대한 경우의 수가 

지수적으로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우추정량

에 대한 하나의 근사적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Voronoi 분할법에 기반 한 추정법을 제안한다.

1) Voronoi 추정법: 일반적으로 Voronoi 분할

(Part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Fig. 3과 같이 평

면에서 노드들이 주어진 경우에 이들을 가장 균등

하게 각각의 노드들에 대한 구획을 구분 짓는 방법

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정보가 퍼

지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Fig. 4에서와 같이 각 정보

에 대한 구획이 나누어졌을 때, 그 중심점이 어디 있

는가를 찾는 방법이다. 이 경우, 네트워크에서 방어

자의 위치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이미 알려진 상황

에서 두 정보의 구획까지의 거리(Hop-distance)를 

계산하여 원래 정보의 근원의 위치를 추정하는 기법

을 제안한다. 이런 방법이 합리적인 이유는, 모델에

서 두 정보는 같은 비율로 퍼져나간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 평균적으로 두 정보가 만들어 

내는 구획은 각각의 근원들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있

을 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하지만, Fig. 4에서와 

같이 고정된 방어자를 기준으로 경계(Boundary)까

지 거리가 같은 감염된 노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중에 감염된 그래프에서 루머 중심

성5)(Rumor Centrality)가 가장 큰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추정 방법을 

Voronoi 추정법이라고 명명하고 그 추정치를  라

는 기호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게 된다.

  arg
∈ (2)

여기서,  는 감염된 노드 중 경계선까지의 거

리가 방어자 와 같은 노드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는 감염된 노드가 가진 루머 중심성을 뜻한다.

즉, Fig. 4에서 원래 정보가 퍼진 노드의 집합이 빨강

색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방어자의 정보가 퍼진 

노드들은 초록색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경

우, 방어자는 두 정보의 경계지점까지 2-hop의 거리

에 있으므로 Voronoi 추정법은 먼저 감염된 노드 중 

5) 감염 그래프에서 한 노드의 루머 중심성은 그 노드로부터 
그래프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샘플 경로들의 수를 더한 
값이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1]을 참고하면 된다.Fig. 3. Voronoi partition [The Wooden Boat Forum].

Fig. 4. Voronoi inferenc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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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까지 2-hop 거리에 있는 모든 감염된 노드를 

선택한다. 위의 예시에서는 파랑 동그라미가 그려진 

3개의 감염된 노드가 선택되는데, 이 중에서 루머 중

심성이 가장 큰 노드는 맨 위에 있는 노드이고(3노드 

중 가장 가운데 있다) 따라서 이 노드를 원래 정보의 

근원으로 추정한다.

4. 방어자 선택 알고리즘 

지금까지 네트워크에서 방어자가 주어진 경우 두 

정보가 퍼진 가운데 원래 정보의 근원을 찾는 방법

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 있기 

전에 네트워크 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또 따른 방법 

중 하나는 좀 더 영리하게 이런 방어자를 미리 심어

두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네트워크에서 이런 방어

자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4.1 거리 중심 알고리즘 (Distance Center based 

Defender Selection Algorithm: DICD)

이 방법은 주어진 네트워크에서 모든 노드의 거리 

중심(Distance Center)을 찾아서 이 노드를 관리자

는 방어자로 선정해 놓는 방법이다. 여기서 먼저, 거

리 중심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주어진 

그래프 에서 임의의 두 노드를 선택하고 이를 각각 

와 라고 하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루프(Loop)가 

있는 그래프인 경우에는 이 두 노드를 연결하는 경로

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 를 이런 

경로 중 가장 짧은 경로(Shortest path)라고 하면 네

트워크에서 노드 ∈에 대해서 자신이 아닌 모든 

다른 노드 와의 거리를 합한 후 그것에 대한 역수를 

라고 정의한다. 즉,   
∈

 일 때, 이

런 를 최대화하는 노드가 네트워크에서 거리 중

심인 노드이다. 이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면, 네트워크

에서 방어자 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arg∈ (3)

이런 거리 중심 알고리즘을 고려하는 이유는 일반

적으로 루머나 바이러스와 같은 정보가 어디서부터 

퍼지는 것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는 경우 이것이 네트

워크에서 랜덤하게 발생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보의 근원과 최대한 거리가 가까운 방어

자를 선정하여서 네트워크에서 확률적으로 퍼지는 

정보가 반대 정보와의 경계가 예측 불가능하지 않도

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거리 중심 

노드를 적절히 찾아서 방어자로 선택한다.

4.2 차수 중심 알고리즘 (Degree Center based 

Defender Selection Algorithm: DECD)

앞서 제안한 네트워크에서 거리 중심에 있는 노드

를 선택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차수 중심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를 기준으로 이웃 노드의 수가 

가장 많은 노드를 방어자로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말

한다. 이 방법 또한,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루머

처럼 정보가 발생되는 위치가 랜덤인 상황에서 차수

가 가장 큰 노드를 선택하면 경계로 만들어지는 부분

이 좀 더 예측 가능한 부분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노드는 전체 네트워크에

서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노드가 

이런 허브와는 아주 멀지 않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

문이다. 본 방법에 대해 수학적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네트워크에 있는 각 노드 ∈에 대해서 

이것과 연결된 이웃 노드의 수를 라고 할 때, 방

어자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arg∈ (4)

차수 중심 방법은 본 논문에서 고려가 되는 네트

워크가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인 경우 이들의 분포가 멱급수

(Power law)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방어자 선정 방법 중 하나다.

5. 분석 및 탐지 실험 

본 장에서는 앞서 제안한 두 가지 알고리즘에 기

반하여 네트워크에서 방어자를 선택하고 이를 토대

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두 가지 반대의 정보를 충분히 

퍼뜨린 후 Voronoi 추정법을 사용하여 실제 그래프

에서 정보의 근원을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는가에 대

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위해서 Matlab을 사

용하였고 고려된 네트워크와 기본적인 실험 세팅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5.1 그래프(네트워크) 세팅

본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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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에 대한 그래프를 고려한다. (1) 먼저, 가장 간단

한 그래프인 트리구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특히, 트리구조 중에서도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가 동

일한 차수를 가진 정규 트리를 고려하였다. (2) 둘째

로, 트리보다는 좀 일반적일 수 있는 합성 그래프

(Synthetic graph)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가장 잘 

알려진 합성 그래프 중에서 Erdos-Renyi(ER) 랜덤 

그래프와 Small-World(SW) 그래프 그리고, Scale

Free(SF)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R 랜덤 그

래프 같은 경우 네트워크에 노드가 주어지고 각 노드

가 연결될 확률이 p>0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라 동전

던지기를 하여 성공을 하면 연결하고 실패를 하면 

연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성된 랜덤 그래프이다.

본 실험에서는 전체 그래프의 노드가 3000개인 경우 

한 노드가 가진 평균 차수가 4가 되도록 네트워크를 

형성시켰다. SW 그래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많아

도 6-hop으로는 다 연결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진 그래프이고 SF 그래프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멱급수 형태를 가진 이상적인 그래프이다.

각각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파라미터는 ER

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3) 마지막으로, 실험에서 고

려한 그래프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래

프(Real-world graph)로서 페이스북 그래프[13]와 

US-power grid network [14]를 생성시켜서 실험하

였다. 페이스북 네트워크인 경우는 총 4039노드가 

88234개의 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프를 형성하였

다. 그리고 US-Power grid 네트워크의 경우 4941노

드에서 6594개의 변을 가진 그래프로 형성하였다. 위

와 같이 형성된 그래프 위에서 거리 중심 및 차수 

중심으로 방어자를 선택한 후 랜덤하게 정보를 퍼뜨

리는 근원을 선택하여 SI 및 SD 모델에 따라 네트워

크에서 전체 확산된 노드의 수가 M+N=1000 이 되도

록 한 후 제안한 추정법이 실제 근원을 찾는지 아닌

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5.2 탐지확률(Detection Probability)

탐지확률의 척도는 아래와 같은 식을 사용하였는

데, 이는 전체 시도된 정보의 확산 중에서 실제로 제

안한 추정법이 원래 정보의 근원을 찾는 수로 나눠진 

것이다.

Detection ProbabilityofTrials
ofDetections

(5)

본 실험에서는 총 500번의 확산 현상을 생성시켰

고 그중에서 Voronoi 추정법으로 정확히 정보의 근

원을 찾는 횟수를 나누어 각 경우에 대한 탐지확률을 

계산하였다. 실험에서 구한 정확성 지표인 탐지확률

은 첫째로 원래 정보와 그 반대 정보의 근원들의 거

리를 증가시키면서 확산을 시킨 경우에 대한 경향성

을 위에서 설명한 3가지의 네트워크 그래프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체 확산이 된 노드의 수(감

염 및 보호)가 증가할 때 탐지확률을 구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연구[3]에서 제안한 소극적

(Passive) 방어자인 경우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고

려하고 있는 적극적(Active) 방어자 즉, 정보가 이웃

으로부터 들리고 반대의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동시에 다른 정보를 전파하는 경우에 대한 

성능의 차이를 구하였다.

5.3 실험 결과

1) 정규 트리: 먼저 Fig. 5는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대칭인 정규 트리인 경우에 두 근원의 거리에 따른 

탐지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근원의 거리가 가

까울수록 탐지확률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정보가 퍼져나가는 경우 경계

선이 두 근원의 가운데서 발생할 가능성이, 지수분포

를 따르는 확산현상에 대한 모델에서는 더 크게 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Vorinoi 추정법이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맞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정규트리에서 노드의 차수가 더 큰 경

우(d=10)가 그렇지 않은 경우(d=3)에 비해서 탐지확

Fig. 5. Detection probability in regular tree w.r.t. dis-

tance of two sources (source and de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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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더 높다. 그 이유는 제안된 추정법에서 적용되

는 루머 중심성이 일반적으로 차수가 클 때 잘 동작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Fig. 6에서

는 차수가 3인 경우에 대해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소극적 방어자보다 적극적 방어자를 사용하는 경우

에 얼마나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Voronoi 추정법이 현재까지 잘 알

려진 최적의 추정법인 최우추정법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소극적 방어자에서 사용한 선행연구[3]의 최우

추정량에 비해서도 그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근원의 거리가 아주 멀리 

않으면 제안한 Voronoi 추정법을 사용하여 원래 정

보의 근원을 찾는 것이 소극적 방어자처럼 전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2) 합성 그래프: 합성 그래프에서는 앞서 본 정규 

트리와는 다르게 그래프에 루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1]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루머 중심성을 

바로 계산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이런 경

우에는 Breath-First-Search (BFS) 트리 형태로 바

꿔주는 근사적 방법을 사용하여 루머 중심성을 계산

한다.6) 방어자 선택에 대한 알고리즘은 ER에서는 거

리 중심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네트워크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SW와 SF에서는 차수 중심 알고리

즘으로 선택하였다. Fig. 7은 정규트리에서처럼 소스

와 방어자의 거리에 따른 탐지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합성 그래프에서 ER, SW 및 

6)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계산식은 [1]에 나타나 있다.

SF의 3가지 경우에 대해서 결과를 얻었다. 합성그래

프는 루프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한 번의 근사를 더 

사용하기 때문에 정규트리에서의 결과보다는 성능

이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두 근원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원래 정보의 근원

을 잘 찾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Fig. 8에서는 ER과 SF의 두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적극적 방어자와 소극적 방어자인 경우 탐지확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에도 

비록 정규트리에서의 증가량 보다는 작지만, 소극적 

방어자에 비해 적극적 방어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

략 10% 이상 탐지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실제 네트워크: 이 경우는 실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페이스북 그래프와 미국의 전기

선 연결 그래프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트

Fig. 6. Detection probability in regular tree (d=3): Active 

Defender vs. Passive Defender.

Fig. 7. Detection probability in synthetic graphs w.r.t. 

distance of two sources.

Fig. 8. Detection probability in synthetic graphs: Active 

Defender vs. Passive De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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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형성한 후 제안한 추정 방법으로 결과를 얻었

다. 먼저 페이스북 네트워크인 경우 전체 거리가 크

지 않으므로 차수 기반 알고리즘 방법을 사용하여 

방어자를 선택하였고, 반대로 US-power grid 네트

워크에서는 거리 중심 알고리즘으로 방어자를 선택

하였다. Fig. 9에서 이 두 가지 실제 네트워크에서의 

적극적 방어자인 경우 두 근원에 대한 거리에 따른 

탐지확률을 얻었고 합성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거리

가 멀어질수록 탐지 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결과에서 페이스북 그래프에 비

해서 US-Power 그래프가 더 탐지가 잘 되는 이유는 

페이스북 그래프인 경우 작은 거리 안에도 아주 많은 

노드가 존재하는 반면 US-Power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노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Fig.

10에서는 앞에서 접근한 바와 같이 소극적인 방어자

에 비해 적극적 방어자를 사용하는 경우 대략 7%

이상으로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앞의 다른 그래프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일 수 

있으나, 실제 네트워크에서 노드 수가 아주 많은 경

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증가량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Table 2에서는 제안된 두 종류의 방

어자 선정 알고리즘을 적용한 탐지확률을 다양한 그

래프에 대해서 얻었다. 위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

는 사항은, ER이나 US-Power grid 네트워크와 같이 

일반적으로 그래프 반경이 큰 경우에는 거리 중심으

로 방어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SF 나 SW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이 전체 그래프 반경이 크지 않고 인기 

있는 특정 노드를 중심으로 많은 다른 노드가 연결된 

경우에는 차수 중심으로 방어자를 선정하는 것이 효

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에서 루머와 같은 정보가 

퍼진 경우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반대정보를 같이 퍼뜨리는 방어자가 있

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방어자가 이웃으

로부터 정보를 듣는 순간 다른 정보를 퍼뜨리는 소극

적인 방어자가 아니라 동시에 다른 정보를 같이 퍼뜨

리는 적극적인 방어자인 경우 얼마나 더 원래 정보의 

Table 2. Detection probability for two defender selection algorithms (M+N=500)

거리 ER SW SF Facebook US-Power

DICD

3 0.27 0.23 0.22 0.23 0.28

6 0.22 0.17 0.19 0.15 0.24

9 0.17 0.13 0.16 0.10 0.22

DECD

3 0.21 0.26 0.28 0.24 0.23

6 0.17 0.21 0.23 0.21 0.16

9 0.14 0.17 0.21 0.19 0.13

Fig. 9. Detection probability in real-world networks 

w.r.t. distance of two sources.

Fig. 10. Detection probability in real-world networks: 

Active Defender vs. Passive De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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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을 잘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Voronoi

추정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고 그 효

율성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이는 [15]에서와 같

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에서 클라우드나 포그 컴퓨팅

기반 보안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데도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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