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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최근의 네트웍 장비의 기본적인 기능인 stateful inspection 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되는 
세션 테이블들의 구조와 그 효율성을 확인한다. 그를 위해 LINUX, FreeBSD, OpenBSD 등의 운영체

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화벽 소프트웨어들의 세션 테이블 구조 및 특징을 확인하고 실제 실험을 
통해 구조적 특징 및 트래픽의 지역성이 테이블의 탐색에 걸리는 오버헤드를 줄이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실험하였으며, 트리 구조를 가지는 세션 테이블이 worst case 시의 테이블 탐
색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전체적인 패킷 처리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한다. 

 

1. 서론 

네트워크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서비

스의 종류 또한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들의 성능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방화벽이나 부하 분산기( load-
balancer )등의 장비는 서비스의 필요에 의하여 세션이

라고 하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

으며, 이에 따라 많은 양의 세션을 저장 관리하기 위
한 오버헤드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오버헤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수개의 패킷 처리장치를 
가지는 네트웍 프로세서[11]를 사용하여 패킷 처리 속
도를 높이거나 라우팅 테이블의 구조 개선[12]이나, 
필터링을 룰들의 최적화된 적재[13]등의 패킷 처리 속
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노력과 더불어 세션 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기법

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세션을 유지 관리하는 대표

적인 공개 방화벽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방화벽

들의 세션 관리 기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3 장에서는 
성능 평가에 사용된 트래픽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함
께, 실제 실험에 사용될 세션 테이블 구조에 대한 기
술, 그리고 성능평가 분석을 하고, 4 장에서는 결론을 

짓도록 한다. 
 

2. 공개 방화벽들의 세션 관리 기법 

<표 1> 공개 방화벽들의 사용 현황 
OS IPFILTER IPFW IPTABLES PF

Darwin Yes Yes   
DragonFly 

BSD 
Yes Yes  Yes

FreeBSD Yes Yes  Yes
Hewlett-
Packard 
UP-UX 

Yes    

SGI IRIX Yes    
Linux   Yes  

Mac OS X Yes Yes   
NetBSD Yes   Yes

OpenBSD    Yes
QNX Yes    

Sun Solaris Yes    
 

표 1 은 본 논문에서 참고된 방화벽들의 사용 현황

에 대하여 요약한 것이다. IPFilter 를 제외한 방화벽들

은 운영체제에 포함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으며, 현재에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방화벽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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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들이며, 지속적인 갱신이 이루어 지고 있다. 
 

2.1 IPtables[1]의 세션 테이블 구조 

Linux 에서 사용되고 있는 IPtables[1]모듈은 모듈의 
형태로 사용 가능하며, Linux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시
스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화벽 소프트 웨어이

다. IPtables 는 세션 테이블을 conntrack 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모듈로 관리하는데 이곳에 사용되는 세션 테
이블 관리 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IPtables 의 세션 테이블 구조 

 
Jenkins 해시 함수[8]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시 함수

에 의해 나온 색인 값에 따라 이중-연결 리스트

(doubled-linked list)로 구현되어 있다. 세션의 추가가 
리스트의 맨 앞쪽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IPtables 의 세션 테이블이 트래픽의 지역성을 고려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IP Firewall[2]의 세션 테이블 구조 

IP Frewall 은 OpenBSD 진영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몇몇 운영체제로 이식되어 있다. IPtables 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IPFirewall 세션 테이블 구조 

 
거의 모든 구조가 IPTables 와 같지만, IP Firewall 의 

경우에는 세션의 생성시 뿐만 아니라 세션이 사용되

는 시점에도 리스트의 맨 앞으로 정보를 이동 시킨다. 
이는 트래픽의 지역성을 가장 잘 고려한 경우라 할 
수 있다. 

 
2.3 IP Filter[5]의 세션 테이블 구조 

OS independent 하게 개발되었으며 가장 많은 종류의 
OS 에 porting 되어 있다.  

 
   (그림 3) IPFilter 세션 테이블 구조 

 
IPtables 와 다른점은 이중-연결 리스트가 아닌연결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이며, 타임아웃과 같은 
별도의 세션관리를 위한 연결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
다. 

 
2.4 Packet Filter[4]의 세션 테이블 구조 

OpenBSD 진영에서 개발하고 유지 관리되는 방화벽 
소프트웨어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그림 4) Packet Filter 세션 트리구조 
 
IPFirewall, IPtables, IPFilter 와는 다른 트리구조로 세션 
테이블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RB-tree 구조를 가
진다. 이는 balanced-tree 구조와 유사하며, 탐색시의 
worst case 를 최소화 하는 구조를 가진다. 
 
3. 성능 평가 

3.1 실험에 사용된 traffic 

실험에 사용된 트래픽은 DEC-PKT[7] 과 MRA[10]
트래픽으로 DEC-PKT 트래픽은 네시간에 걸친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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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Corporation 과 인터넷 사이의 트래픽이며, 
이중 첫 트래픽을 제외한 트래픽이 실험에 사용되었

으며, MRA 트래픽은 NLANR site 에서 제공하는 트래

픽으로 OC12c ( 622Mbit/s )Pos link 에서 수집된 트래픽

으로 IP, Protocol 해더의 정보만을 제공한다[10]. 모두 
트래픽의 IP, Protocol 헤더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

이 제공하는 형식을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3.2 성능에 사용된 세션 관리 기법 

2 장에서 설명한 방화벽의 테이블 구조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두 가지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 내어 실험에

서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장점을 홉합시킨 구조도 실
험하였다. 사용된 구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해시함수 & 이중연결 리스트 & 지역성 

IPtables, IPFirewall, IPFilter 가 모두 해시와 연결 리스

트 ( 혹은 이중-연결 리스트 )를 사용한 구조를 사용

하고 있으며, 이중 트래픽의 지역성을 가장 잘 적용시

킨 IPFirewall 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3.2.2 해시 & Rb-tree 

 
 (그림 5) 실험에 사용된 RB-tree 구조 

 
Rb-tree 구조를 실험하기 위해 해시와 Rb-tree 를 연

결 시킨 구조를 실험하였다.  
 

3.2.3 해시 함수 & RB-Tree & 지역성 

 
 (그림 6) RB-tree 에 지역성을 추가한 구조 

 

본 논문에서는 Rb-tree 구조에 트래픽의 지역성을 적
용시킨 그림 6 과 같은 구조도 실험하였다. 빛금친 부
분은 각 tree 마다 가장 최근에 사용된 세션 정보를 가
리키게 되어 있으며 세션 탐색시에 이 정보를 먼저 
찾아 봄으로써, 트래픽의 지역성을 고려한 구조를 가
진다.  

모든 구조들은 헤드 테이블의 수를 1024 개로 하고 
실험하였다. 

 
3.3 성능 평가 결과 

 그림 7 에서 10 까지는 각각의 트래픽에 대한 테이

블 구조 실험 결과이다. x 축은 세션 비교 횟수이며, y
축은 관리되는 총 세션 수이다. 즉 비교 횟수가 낮을

수록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3.3.1 테이블 구조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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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dec-pkt-2 트래픽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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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ec-pkt-3 트래픽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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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dec-pkt-4 트래픽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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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RA 트래픽 실험 결과 

 
DEC-PKT 트래픽은 상대적으로 관리되는 세션의 수

가 적으며, 최종적으로 트래픽의 지역성을 고려한 Rb-
tree 구조가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트래픽의 지역성을 고려한 RB-tree 와 일반 RB-
tree 를 비교함으로써 트래픽의 지역성을 고려한 경우

가 약 60%정도의 성능향상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
다. 그림 10 은 MRA 트래픽 실험 결과인데, MRA 트
래픽의 경우 유지되는 세션의 수가 높기 때문에 트리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해시와 연결 리스트로 구성된 
테이블 구조를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장점을 가짐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트래픽의 지역성을 고려한 
트리 구조가 좀더 나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3.3.2 트래픽의 지역성 실험 

다음의 그림은 트래픽의 지역성을 측정한 것이다. 
이는 세션을 찾게 되는 경우 몇 번의 비교만에 원하

는 세션을 찾게 되는가를 나타낸 것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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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역성 성향 분석 

 
지역성을 고려한 트리 구조가 가지는 단점은 하나

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점인데, 그림 11 을 
보면 거의 모든 트래픽의 경우에서 첫 세션정보가 가
리키는 정보가 찾으려고 하는 세션 정보일 확률이 가
장 크다. 따라서 지역성을 고려한 트리 구조가 가지는 
단점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은 세션 테이블 구조에서 트래픽의 지역성

과 세션 테이블 구조의 효과를 공개 방화벽들의 구조

를 토대로 실험하여 지역성과 트리구조를 동시에 고
려한 경우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이러한 구조를 토대로 좀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세션 테이블 구조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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