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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의 효율 인 리를 해서는 네트워크의 각 호스트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효율 인 방법  하나가 네트워크 장비에

서 제공하는 flow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네트워크 장비의 과부하 발생, 운용비용 상

승, 유연성  확장성 부족의 단 을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Enterprise 네트워크

에 합한 Flow 기반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조를 제안하고, 검증을 해 구 한 내용을 

기술한다. 본 시스템은 패킷을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flow 정보를 생성하고 장하는 Flow Generator 시

스템, 장된 flow 정보를 Analysis 시스템으로 송하는 Flow Exporter 시스템, Traffic Analysis 시스템,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보여주는 Traffic Reporter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본 시스템은 다양한 분석 목

에 맞게 Flow 정보를 조 할 수 있는 유연성과 다양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 기술한 시스템은 학교 Campus 네트워크를 상으로 구축되었다.

1. 서론

   오늘날의 네트워크는 그 요성에 의해 많은 기술 발

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

으로 트래픽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DoS/DDoS와 같은 유해 트래픽이나 비정상 트래픽 발생 

은 네트워크 체에 큰 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해 네트워크 실시간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재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은 용량 트래

픽의 실시간 처리를 해 flow 기반 분석[1, 2]과 cluster 

형태의 분석 시스템 구조[3, 4, 5]를 가진다. flow 기반 분

석을 하여 CISCO에서는 Netflow 모니터링 솔루션[1]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네트워크 장비에서 제공하는 

flow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분석 시스템이 제공되는 flow 

정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유연성이나 확장성이 떨어진

다. 그리고 장비의 과부하, 운용비용의 상승 등의 여러 가

지 단 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단 을 없애기 해 

IETF IPFIX WG에서는 유연한 구조의 flow 구조[6]를 제

안하 고, 이를 통하여 flow 생성 시스템의 유연성을 보장

하고 있다.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을 한 트래픽 분석시

스템의 구조는 RTFM[3] 구조에서 시작하여 NG-MON[5]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제안되고 있다. 이들은 flow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구조를 packet 수집에서 분석에 이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 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

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31-D00387)

르는 일련의 작업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각 시스템에 할당

하고 각 시스템의 상호 력을 통하여 실시간 분석을 하도

록 구축된다.

   본 논문에서는 flow 정보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Enterprise 네트워크에 합한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 시

스템의 구조를 제시하고 검증을 해 구 한 내용을 기술

한다. 본 논문에서 기술한 시스템은 학교 Campus 네트워

크를 상으로 구축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한다. 2장은 시스템 

구조  설계를 기술하고, 3장은 시스템 구 내용을 기술

한다. 4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에 해 언 한다.

2. 시스템 구조

2.1 Overall System Architecture

   Packet 단 의 분석은 정확하고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

지만, 오늘날의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고속 네트워크에

서는 분석시스템  네트워크의 과부하로 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RTFM[3]과 IPFIX[6]에서 제안한 

Flow기반 분석 시스템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설계하 다. 한, NG-MON[5]에서 제안한 5단

계의 실시간 시스템의 단 인 복잡함과 분석시간 지연을 

최 한 일 수 있는 구조로 Enterprise 네트워크에 합

한 실시간 트래픽 분석 시스템 구조를 설계 하 다.

   그림 1은 시스템의 체 인 구조를 표 한 것이다. 기

본 으로 본 시스템은 Flow Generator, Flow Exporter, 

Traffic Analyzer, Traffic Reporter로 구성되고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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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시간 Traffic Analysis System 체 구조

Analyzer와 Traffic Reporter 사이엔 Database가 존재한

다. Flow Generator는 트래픽 수집 링크로부터 raw 패킷

을 수집하여 IPFIX 기반의 flow정보를 생성하여 local 디

스크에 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Flow Exporter는 local 

디스크에 장된 flow 정보를 Analyzer의 요청에 의해 

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Analyzer는 다양한 분석 목 에 

맞게 수집된 flow 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DB에 장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Reporter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DB에 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Traffic Report를 생성한

다. 사용자의 요청은 웹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언제 어디서

든 네트워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 구조는 RTFM 구조를 기반으로 실제 

네트워크에 용 가능한 구조로 실 하 고, NG-MON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속에서 고속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네트워크에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2.2 Flow Generator

   모니터링에 많이 사용되는 SNMP를 이용한 Traffic분

석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SNMP agent가 제공하는 MIB

정보로 제한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 Flow Generator는 raw packet을 직  수

집함으로써 분석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 으로 가

져올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진다. 

   IPFIX에서는 Flow Generator가 flow를 정의할 수 있

고, 그에 따른 flow format을 flow template의 형태로 정

의할 수 있는 유연함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IPFIX의 

방법에 따라 flow의 정의를 하 는데, 일반 으로 사용되

는 5-tuple (src ip, dst ip, src port, dst port, protocol 

number) 정보가 같은 packet들을 집합[5]으로 정의한다. 

Flow Generator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flow 정보를 생성하

여 local 디스크에 장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정의

한 flow 정의에 따른 IPFIX flow template 내용이다. 

   Flow Generator에서는 flow정보를 1분 단 로 생성하

여 장하는데, 이는 Analyzer의 분석에 있어 1분 단 로 

flow data를 송받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이기 때

문이다. 들 들어 Cisco NetFlow에서 사용하는 flow 

exporting scheme을 사용하는 경우 flow가 끝나는 시 에

서 flow정보를 export 하는데, flow duration이 1분이 넘

어가게 되는 경우 매분 bandwidth 측정이 어렵게 된다. 

  

그림 2. 제안된 IPFIX Flow Template 세부 내용

   독립된 Flow Generator는 모니터링 할 상 링크의 개

수와 트래픽 상황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 개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함을 제공한다. 를 들어 재 본 논문에서 

구 하여 설치한 Flow Generator는 최  bandwidth가 

100Mbps인 두 개의 링크를 모니터링하기 하여 1 GB 

memory, P-4 2 GHz CPU를 가진 머신 두 를 이용하여 

각각의 링크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 두 는 손

실 없는 패킷의 수집이 가능하고, 평균 CPU 부하는 13%

를 유지하 다. 

그림 3. 실시간 Traffic Analysis System 세부구조

   본 논문에서 구축된 시스템은 Campus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으로 오고가는 트래픽을 분석하는 목 으로 구축된 

것으로 Flow Generator의 설치 지 을 선택함에 있어서 

최상  라우터가 아니라 그림 3과 같이 백본 스 치 2

와 상  라우터와의 두 링크에서 수집하 다. 이유는 재 

Campus 네트워크에 구축된 라우터의 성능과 Flow 

Generator를 해 가용한 시스템의 성능이 인터넷으로 나

가는 모든 트래픽을 하나의 Flow Generator로 구축하기에

는 미흡하 기 때문에 두 의 Flow Generator 형태로 구

축하 다. 이와 같이 Flow Generator를 독립된 시스템의 

형태로 설계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 효율 으로 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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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장 이 있다. 

2.3 Flow Exporter

   Flow Exporter는 생성된 Flow 일을 Traffic 

Analyzer의 요청에 의해 Analyzer로 송하는 모듈이다. 

Ntop[7]의 경우 하나의 시스템에서 패킷의 수집에서 분석

까지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스템 부하가 커 

용량 트래픽의 분석에 부 합하다. 그리고 하나의 시스

템에서 동작하는 분석시스템은 여러 링크를 모니터링 해

야 할 경우 유연하게 용하기 힘든 단 도 가지고 있다. 

한, Header 정보나 Flow 정보를 각기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른 목 으로 분석을 할 경우에도 한 의 Machine에서 

분석 시스템을 작동하면 많은 부하가 생긴다. 이와 같은 

자원의 이용률  확장성을 고려하여 본 시스템은 Flow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따로 두었다.

2.4 Traffic Analyzer  

   Traffic Analyzer는 Flow Exporter에서 제공되는 flow 

정보를 송받아 목 에 맞게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분석

결과는 DB로 장하는데, 이는 Reporter에서 분석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는데 가장 효율 인 방법이기 때문

이다. 분석 요구에 따라 Analyzer는 다양한 형태로 그리

고 동시에 여러 개의 Analyzer가 구축될 수 있다. Flow 

Exporter와 Analyzer로의 통신은 TCP를 사용함으로써 

flow 정보의 안 한 송을 보장한다.

2.5 Traffic Reporter

   Traffic Reporter는 DB의 분석된 정보를 가져와 사용

자에게 보여주는 모듈로서 웹 서버를 통해 사용자에게 모

니터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웹으로 모니터

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리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다.

3. 시스템 구

   2장의 실시간 분석 시스템 구조를 바탕으로 Campus 

네트워크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Campus 네트워크 인터넷 링크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사

용자를 host별, subnet별로 사용량을 조사하여 어떤 

host/subnet에서 download/upload를 가장 많이 하 는지

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주는 시스템이다. 그림 4는 이 시스

템의 Web UI이다.    

3.1 Flow Generator

   Flow Generator에서 raw packet을 수집하기 하여 

pcap_library[8]를 사용하 다. Flow 정보를 효율 으로 

생성하고 장하기 하여 Hash table을 사용하여 packet 

정보로부터 flow 정보 생성시간을 효과 으로 하 다. 

Hash function은 shift folding function을 사용하 고, 

hash table 구조는 같은 hash key를 가진 flow들을 linked 

list로 연결하는 open hash table을 사용하 다. 

3.2 Traffic Analyzer   

   Traffic Analyzer는 리 스에서 제공하는 cron 데몬을 

이용하여 1분 주기로 동작한다. Flow Generator가 Flow 

일을 생성하는 시간을 최  2  이내로 보고, 매분 2

에 Flow Exporter를 통해 Flow 일을 가져온다. 분석은 

Flow 정보  Source IP, Destination IP, Protocol, Bytes, 

Packets를 이용한다. Source IP와 Destination IP를 이용

하여 로컬 네트워크의 IP와 외부 네트워크의 IP로 구분지

어 다. 로컬 IP를 기 으로 외부 네트워크로 송수신되는 

Byte 수, Packet 수, Flow 수를 Hash Table을 이용하여 

메모리에 장한다. 메모리에 장된 분석 정보를 Text 

일로 장 후, Query 문을 통해 Traffic Trend. DB에 

분 단 의 Table을 생성하고 장한다. 모니터링 정보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과 

Traffic Trend. DB의 효율 인 리를 하여 3시간 이

까지의 Table은 유지하고, 그 이  시간의 Table은 삭제

한다. 

그림 4. Traffic Reporter Web User Interface

   Traffic Analyzer는 1시간이 지나면 1분 단  분석 데

이터 60개를 모아 1시간 단  데이터를 만들고, 하루가 지

나면 1시간 단  데이터 24개를 모아 1일 단  분석결과

를 만든다. 이러한 방식으로 1주 단 , 1달 단  분석결과

를 모아 DB에 장한다. 장된 데이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삭제함으로써 분석시스템의 디스크 용량을 일정한 

범  이하로 유지한다. 

3.3 Traffic Reporter

   Traffic Trend. DB의 분석된 정보를 가져와 웹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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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리자에게 편리함

을 제공해 다.

   일정주기 동안의 Traffic 통계 수치와 그래 , 다운로

드와 업로드별로 Traffic이 가장 높은 10개의 Host와 

Subnet을 보여 다. Byte 수, Packet 수, Flow 수 별로 순

를 정하여 보여  수 있으며, 백분율을 포함하여 체 

트래픽에서 각 Host가 얼마만큼의 비 을 차지하는지도 

나타낸다. 한, 보고서로 인쇄가 편리하도록 인쇄 웹 페

이지를 만들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두었다.

   한, 특정 IP를 리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특정 IP에 

한 자세한 트래픽 추이를 제공할 수 있게 하 다. 리

자를 한 특정 IP 입력이 가능하고, 특정 IP로 등록이 되

면 특정 IP에 한 일정시간 동안의 트래픽 추이가 수치

와 그래 로 리자에게 제공되어 진다.

3.4 System Specification

   본 논문에서 개발한 Flow-based Real-time Traffic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은 학교 Campus 네트워

크를 상으로 표 1과 같은 개발 환경으로 개발되었다.

Hardware P-4D-4.3GHz, 512MB, 80G HDD

OS Linux Fedora 6

Web Server Apache 2.2.3

Tool RRD-Tool, Cron 

Language C, PHP 5

DB MySQL

표 1. 개발 환경

   Packet을 Capture하는 Machine은 Linux Fedora 6 환

경을 다른 Machine은 Linux Fedora 7 환경에서 시스템이 

구 되었다. Flow Generator, Flow Exporter, Traffic 

Analyzer가 C로 구 되었고, Traffic Reporter는 PHP를 

사용하여 구 되었다. Traffic Analyzer는 리 스의 Cron 

데몬을 이용하여 매 1분마다 실행된다. DB는 MySQL을 

사용하 으며, 웹 서버는 Apache 웹 서버를 사용하 다. 

그리고 시간추이 그래 를 생성하기 하여 RRD-Tool을 

사용하 다. 구축된 시스템은 재 Campus 네트워크의 

모니터링을 해 운 되고 있다.

4. 결  론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은 네트워크 사용량이 크게 증

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공격, 침해사고 등으

로 인한 피해가 지속 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시 에서 

효율 인 네트워크 리를 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단 을 개선하여 

Enterprise 네트워크에 합한 실시간 트래픽 분석 시스템

의 구조를 제시하 고, 검증으로 Campus 네트워크를 

상으로 실시간 분석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한 내용을 기

술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IPFIX flow 규정에 따라 flow 

format을 정의하 고, RTFM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하여 

확장성과 유연성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 련된 몇 가지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분석 목 에 유연하게 용될 수 

있는 flow에 한 정의, DoS/DDoS와 인터넷 웜과 같은 

비정상 트래픽 탐지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네

트워크 트래픽의 한 제어를 통한 인터넷 품질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 연계시켜 시스템을 더욱 더 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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