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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학회 통신망운용관리연구회

초대의 말씀
한국통신학회 통신망운용관리 연구회 (KNOM)는 2017년 통신망 운용관리 학술대회
(KNOM Conference 2017)를 통하여 통신망 운용관리 기술의 최신 연구 개발 현황을 국내
관련분야 학자, 연구원, 네트워크 관리자, 및 실무 담당자들에게 소개하고,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네트워크와 컴퓨팅 기술은 최근 초연결성을 지원하는 핵심기술로 인
식되며 급속하게 발전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날로 고속화되는 무선기술과 차세대 인터넷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이러한 네트워크 기술 발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 등 향후 컴퓨터의 사용 개념을 혁신할 새로운 컴퓨팅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
니다. 또한 영상 데이터의 급속한 확산은 유무선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에서 상상하기 어려
운 새로운 데이터 폭주로 이어지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컴퓨팅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빠른 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무선 Data Explosion이라는 새로운 문제
를 야기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통신 사업자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지난 10여 년간 통
신망 운용관리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였던 End-to-End 네트워크 관리는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와 서버 및 단말을 포함해 관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편화는 네트워크 구조와 트래픽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가고
있으며,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보안침해도 급격히 증가하여 통신망 운용관리 분야의 연구
와 개발 범위 또한 급속히 넓어지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KNOM Conference 2017에서는 통신망 전반에 대한 모델링, 설계,
서비스 제공, 운용 관리 및 보안 기술 분야의 최신 연구 개발 결과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과
토론의 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디 본 Conference가 운용관리 전반에 걸친 활발한 기술교
류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학술대회에 통신망 운용관리와 관련된 연구소, 학계, 통신서비스 사업자, 통신기기
제조업체 등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실제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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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ET 상에서 Bloom filter 를 이용한
효율적인 DDoS 공격 검출 기법
이선혁, *박재형
전남대학교
wingmanf1@gmail.com, *hyeoung@chonnam.ac.kr

Efficient DDoS-Attack Detection Scheme using Bloom Filter in VANET
Seonhyeok Lee, Jaehyung Park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DDoS 공격 검출 기법으로 Bloom filter 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블룸필터는 False
positive(거짓 양성) 라는 단점이 있지만 가벼운 해쉬 함수라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필터를 VANET(Vehicular Ad-hoc Network) 환경에 적용하여 DDoS 공격을 효율적으로 검출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이 낮은 거짓 양성를 이루며 기존 알고리즘과 비슷한 DDoS 검출율을 보여준다.

증진시키기 위해 차량과 차량(V2V) 또는 차량과
인프라(V2I)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이다[3]. 기본적으로 차량 노드는 차량 정보 혹은
도로 정보에 대한 송/수신을 주 목적으로 하고 또한 차량
단가 문제로 인하여 프로세스의 자체 처리능력을 키우지
않고 현재 스마트폰 수준의 프로세스 통신 모듈을
탑재하고 이동성이 있기에 기존 서버 라우터, 스위치에서
사용하는 패턴 분석, Anomaly 분석등과 같은 DDoS 공격
트래픽 탐지 기법을 적용하기가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VANET 상에서의 DDoS 공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생기는 오버해드를 줄이기 위해
블룸필터를 사용한다. 블룸필터는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쓰이는 확률적인
자료구조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여도
자료구조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게 유지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포함여부를 매우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4].
블룸필터는 어떤 값이 실제로는 집합에 속해있지 않지만
자료에 속해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거짓 양성(False
positive)가 존재하고. 이러한 확률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본논문에서 활용하는 자료 구조인 카운팅 블룸
필터(CBF)는 1998 년 Fan 에 의해 제안되었다[5].
CBF 는 블룸필터와 마찬가지로 k 개의 해쉬 함수와 길이
m 을 갖는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삽입 연산과 체크
연산을 갖는다. 다만, 배열이 1 비트가 아닌 n-bit 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블룸필터에서는 같은
인덱스에 삽입이 두 번 이상 발생하더라도 해당 배열의
값은 1 이지만 CBF 에서 배열 한 칸의 값은 − 1 까지
증가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 1 을
임계값(threshold)이라고
정의하고,
만약
임계값에
도달한 칸에 다시 삽입 연산이 작용하는 경우를 한계
초과(threshold-overflow)가 발생했다고 정의한다. 또한
1bit 에서 n-bit 로의 변화는 체크 연산이 갖는 의미의
확장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블룸필터의 체크 연산이

Ⅰ. 서 론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s)공격은 시스템의
자원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네트워크 자원을 고갈시켜
본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방식
중에 하나이다[1]. 최근 2 년동안의 DDoS 공격
트래픽을 보면 10G 이상의 대규모 트래픽 공격에
비하여 5G 미만의 소규모 트래픽 공격이 50~70%
이상을 차지한다. 소규모 트래픽의 DDoS 공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 최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운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VANET 을 통해 다양한 개체들과 공유하여 도로 및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VANET 환경에서 운전자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인터넷에 노출되므로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도
대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DDoS 공격자의 트래픽
pps(packet per second)가 정상 유저보다 높은 DDoS
flooding 공격을 타겟으로 하는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공격자로부터 생성되는 트래픽의 pps 가 높다는 단순한
특성으로 네트워크상의 DDoS 공격 탐지와 함께 공격자
식별 및 공격 패킷의 차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고자
한다. 유입되는 패킷에 대한 단순 반복되는 동작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패킷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짧고 오버해드가 적다. 제안하는 기법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법에 준하는 DDoS 공격
탐지 및 검출률을 보여준다. 2 장에서는 VANET,
블룸필터의 개념, 제시하는 기법을 설명하고, 3 장에서는
기법에 대한 평가 및 결론을 맺는다.

Ⅱ. 본론
VANET 은 Ad-hoc Network 및 wireless LAN 을
통합하는 네트워크로 교통의 안정성 및 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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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소가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가?” 만을 판단할
수 있다면, CBF 의 체크 연산은 “해당 원소가 이 집합에
몇 번 삽입되었는가?” 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체크
연산의 결과로 나온 배열의 값 중 최솟값이 삽입된
횟수를 나타낸다. 라우터와 같이 연산이 크고 처리량이
많은 곳에서 CBF 를 이용하여 DDoS 공격을 탐지할
때에는 SYN 혹은 SYN/ACK 패킷을 받아서 4 개의
tuple(출발지와 목적지 IP / 출발지와 목적지 port)를
추출하여 CBF 에 입력을 하게 된다. 이 때 연결의 끝을
알리는 FIN 이나 RST 패킷을 받게 된다면 4 개의
tuple 은 CBF 로부터 추출된다. CBF 를 통해 손쉽게 FIN
패킷의 수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한 주기 내에서 CBF 에 삽입된 패킷들 중 한계
초과를 발생시키는 수적 비율이 한계초과발생비율이다.
이 한계초과발생비율이 기준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
DDoS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이 기준은 상황에
따라 적응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을 CAIDA 에서 제공하는 CAIDA DDoS
Attack Dataset 을 활용하여 공격 트래픽의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기존의 DDoS 탐지 기법 중에 하나인
STONE 과 비교하여 보았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5].

표 1. DDoS 탐지 기법 비교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VANET 에서 발생할 수 있는
DDoS 공격 형태 중에서 SYN flooding 공격의 경우에
대한 대비를 논의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자동차 환경에
맞추어 블룸필터를 이용하여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오버해드를 줄였으며 유사한 탐지율과 적은 거짓
양성발생확률을 보였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IoT 추세에
맞추어 적은 메모리를 요구하지만 DDoS 에 노출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공격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고 기준점에
대한 능동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더욱 신뢰성 있는 검출
기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림 1. DDoS 탐지기법 프로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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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EEE 802.15.4 is a standardized protocol stack equipped with rich capabilities for pervasive and ubiquitous computing
for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WPANs). IEEE 802.15.4 based beacon-enabled mode uses a super-frame
structure for the data transmission. The super-frame structure consists of two MAC parameters: beacon order (BO)
and super-frame order (SO). Beacon order defines the length of a beacon interval (BI), whereas super-frame order
depicts the active portion. These MAC parameters play vital role in network throughput, network delay and energy
deple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erformance of IEEE 802.15.4 under variable BO and SO in a star topology.
Simulation analysis based on NS-2, show that a large SO compared to BO results in high network throughput and less
end-to-end delay. Whereas, by selecting a large BO as compared to SO results in higher latency less and low
throughput.

terms of throughput and signal strength based on data
payload and CSMA/CA. However, the energy
consumption is observed high in non-beacon enabled
mode.
In beacon-enabled network of IEEE 802.15.4, the
PAN coordinator uses a super-frame structure for
data communication. The super-frame structure is
comprised of BO and SO parameter. Currently, IEEE
802.15.4 uses fixed parameters for each application,
thus results in degraded network performance. In this
paper, a detailed analysis of super-frame parameters
is discussed to analyze the realistic BO and SO for the
network. This paper highlights on following
contributions;

Ⅰ. Introduction
Wireless sensor network consists of tiny nodes with
sensing capabilities. WSN is essential in every field
including; health sector, industrial areas, asset
tracking,
forest
monitoring,
agriculture
fields
monitoring and rescue. IEEE 802.15.4 [1] standard
defines low data rate wireless connectivity for sensor
devices which consume least energy. Recently, both
industry and academia are greatly involved in the use
of IEEE 802.15.4 due to its low power and low cost
solutions.
In existing literature, many researchers have study
the performance of super-frame parameters (both BO
and SO). In [2] the authors presented a simulation
based study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IEEE
802.15.4 standard. Results show that beacon-enabled
is stable mode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and
network throughput. Authors in [3] aim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of different routing protocols based
on different network loads in a mesh based topology
under beacon-enabled mode. The work presented in
[4] mainly focuses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MAC parameters in a star topology. The study is
carried out for the throughput analysis and energy
consumption. A mathematical model presented in [5]
aim to enhance the throughput and energy
consumption in a beacon-enabled network. In [6] the
authors carried a performance analysis for a small
network in beacon-enabled mode. The results are
carried out in NS2 simulator, which shows enhanced
throughput. Many experiments presented in [7] target
to examine the impact of MAC parameters in a
beacon-enabled and non-beacon enabled network. It
is observed that, IEEE 802.15.4 non-beacon enabled
mode performs better than beacon-enabled network in

 To highlight the effect of BO on energy consumption
 To highlight the effect of SO on throughput and
end-to-end delay of communication
 To highlight the limitations of both static SO and BO
 To highlight the suitable SO and BO for the network
operation
The rest of paper is designed as follows: A scrutiny
on the performance of IEEE 802.15.4 based superframe structure is presented in section II. Whereas,
the section III concludes this paper.
Ⅱ. Simulation scrutiny of super-frame structure
This section presents the study super-frame
parameter (both BO and SO) on network throughput
and end-to-end latency in WPAN.
The simulation is carried out by using NS-2 [8].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MAC
parameters based on network load in a star topology.
The simulation scenario cover an area of 15 meter,
where 15 number of nodes are placed randomly
positioned. Here, ATMEL [9] energy model is used to
have more realistic simulation results. The rest of
simulation parameters are shown in Table 1.

*corresponding author: jypyun@chosu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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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Figure 1. (a) Average throughput at BO=6; SO=4 (100kbps)
(b) Average throughput at BO=6; SO=2 (100kbps)

(d)

Figure 2. (a) Average end-to-end delay at BO=6;
SO=4 (100kbps) (b) Average end-to-end delay at
BO=6; SO=2 (100kbps)
better for BO=6; SO=4 due to large active period as
compared to BO=6; SO=2. However, these values can
be dynamically adjusted instead of selecting a static
value during the deployment phase by an administrator.
Dynamic selection of both BO and SO can result in
enhanced network performance such as; increased
throughput, and less end-to-end delay.

Considerations

Value

Simulation time

500 s

Range

15 m

BO
SO

6
2, and 4

Traffic type

CBR

Size of packet (B)

60

References

Source nodes
(transmitting nodes)
Data rata (kbps)

10

Initial energy
Energy model

4 Jo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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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how the variation of throughput for the
BO=6; SO=4 and BO=6; SO=2 respectively at 100kbps
Each source node transmit data to the PAN
coordinator at 10kbps. Higher throughput is observed
as shown in Figure 1 (a) due to the large active
portion as compared to Figure 1 (b). Throughput is
primarily based on the active portion, higher the value
of SO, larger the active portion and the throughput will
be higher. The active portion for SO=4 is 245.760ms
and SO=2 is 61.44ms. Therefore, the active portion is
longer in case of SO=4, to transmit the data. In many
applications, the ideal BO and SO are 6 and 4
respectively regardless of the network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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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clusion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IEEE 802.15.4 based
super-frame structure is presen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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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the network performance in each cas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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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ing Resilient Network Provisioning by using Location-Trust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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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oftware-Defined Networking (SDN) is promised to be the future of Internet, which not only provides detail information of underlay
routers, but also makes a decision for controlling the network based on its current global view. However, in the case of unexpected nature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or typhoons; happen, the network would face many challenges like links and devices failures. Therefore, how
to provide a resilient network in disaster situations is particularly evident for network provision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approach, location-trustiness based reliable SDN, to enable resilient network provisioning. The trustiness of location could be estimated
based on disaster information. We then apply location-trustiness to calculate the trust value of the network elements (e.g., links, switches).
Finally, these trust values; instead of the hop count; are used as the metrics in network routing, which the path with higher trust value would
be chosen.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location-trustiness based approach, we simulate the responses to the network which is affected by a
disaster event. The results prove that our approach reduces significantly the time of recovering the network compare to the baseline method.

Ⅰ. Introduction
In recent years, network services’ trend of service-oriented
demands call for more flexible and resilient network provisioning.
Resilience is the ability of a network to provide and maintain an
acceptable level of service in the face of various challenges to
normal operations such as link or switch failures. There are
several researchers have been studied on disaster resilient
networks [1][2]. To deal with link failures, there are two main
approaches proposed including network restoration [1] and
network protection [2]. For the network restoration approach,
when a switch detects a link failure, it will send a packet-in
messages to the controller to notify about the status of failed link.
Once the controller receives that packet, it would compute new
routes based on the actual status of the network and write an
alternative flow entry into the related switches by sending packetout messages. This approach may take a long latency for
recovering all the affected flows. For the network protection
approach relying on the backup resources, the controller
computes multiple paths for each flow and pre-installs the flow
entries into the related switches. Whenever a link is detected in
failure status, the switch will forward directly the affected flows
to an alternative path without waiting for the packet-out from the
controller. However, this approach may fail to deal with many
broken switches whose backup resources also are corrupted.
Recently, SDN has received much attention, because it
provides centralized network management which not only
focuses on data plane functions but also control plane
functionality. The controller introduced in SDN provides detail
information of underlay routers and makes a decision based on
the global view of the current network. Hence, SDN is enabled to
deal with some network problems such as links/devices failures
or links congestion by reconfiguring the network to restore or
maintain network connectivity for all links/devices.

The resiliency of the SDN network can be improved by preconfiguring backup links in the switches [3]. The authors
proposed algorithms to improve this resiliency by maximizing
the possibility of fast failover which we achieve through
resilience-aware controller placement and control-traffic routing
in the network. In [4], the authors proposed a SDN based
architecture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network against disaster
failures. To do this, they designed algorithms for geographicbased backup topologies generation and splicing. But, in the case
of the network affected by disaster events, this work could not
evaluate the impact of events to affected reg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approach, location-trustiness based reliable SDN,
to enable resilient network provisioning.
Ⅱ. Methodology
In this section, we present our method of enabling resilient
network provisioning by using location-trustiness. Before we
take into account the idea, there are some terms we need to
consider. First, the term a location-trustiness is used to indicate
the impact of disaster events on a location, which is a real
number in the range [0.0,1.0]. Thus, if the location-trustiness
equals 0, it means this location may be seriously affected by
disaster (no trust); meanwhile, if the location-trustiness equals 1,
so this location may be not affected (full trust). The locationtrustiness could be obtained by estimating based on multimodal
information as presented in our previous work [5]. Similarly, the
trustiness of link/switch is a real number in the range [0.0,1.0]
which indicates the likelihood of link/switch failure (down).
The basic idea of our approach is to calculate trust value of
links in the network by using location-trustiness. We then
propose an algorithm to find out top k paths between every endto-end pair in order by trust value. Here, a path contains at least
one link, and its trust value is determined by the minimum trust
value from a set of links belong to that path. Finally, we use SDN
controller to set the selected paths to the SDN switches in SDN
data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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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valuation
We used Mininet tool to simulate a network with 40 nodes and
128 links. We installed OpenDayLight as the controller. In additional,
we set up randomly the delay value of each link between two nodes
from 1 to 20 milliseconds to make a different throughput for each
path. We used Iperf to measure the throughput and recovery time of
the network when disasters occur. We simulated baseline method,
which supports fast failover mechanism using network parameters
and our method in the case study of location-trustiness based network
recovery.

Fig. 1. Overview of system design
For network provisioning, our design is based on SDN
architecture which typically composes of Control Panel and Data
Panel including OpenFlow (OF) Switches as shown in Fig.1. We
build a Location-Trustiness based Network Provisioning module
which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Trust-based Monitor,
Topology Discover, and Path Computer. First, Trust-based
Monitor component periodically read the trust value of links from
the database. Whenever these values changed, they would be
noticed to Path Computer module to compute multiple paths for
each end-to-end pair. Once paths computing is finished, a new
network topology could be created, and its information will be
used by the Network Generator module to establish flow entries
and group entries, then be sent to related OF switches via
OpenFlow protocol. As a result, a new resilient network could be
made, which could maintain an acceptable level of service in the
challenges of normal operations such as link or switch failure.

Fig. 2. Efficient of location-trustiness based network recovery
As the result illustrated in Fig. 2, the baseline draws the
throughput lower than our method. Also, it saves time to recover the
network connectivity when disasters happen. It could be seen that our
method recover the connectivity of network at second 23 instead of
second 37 in the baseline method.
IV. Conclusion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ovel approach, locationtrustiness based reliable SDN, to enable resilient network
provisioning. We apply location-trustiness to calculate the trust
value of the network elements. Then, these trust values, instead
of using number of hop, are used as the metrics in network
routing, which a path with higher trust value would be chosen.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our approach outperforms
baseline method.
Acknowledg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MSIP(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Korea, under the ITRC(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support program (IITP-2017-2016-0-00314) supervised
by the IITP(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References

Fig. 2. Example of Location-Trustiness based Network Recovery

[1] Sharma, Sachin, et al. "Enabling fast failure recovery in OpenFlow
networks." Design of Reliable Communication Networks (DRCN),
2011 8th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IEEE, 2011.
[2] Sgambelluri, Andrea, et al. "OpenFlow-based segment protection in
Ethernet networks." Journal of Optical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5.9 (2013): 1066-1075.
[3] Beheshti, Neda, and Ying Zhang. "Fast failover for control traffic in
software-defined networks." Global Communications Conference
(GLOBECOM), 2012 IEEE. IEEE, 2012.
[4] Xie, An, et al. "Designing a disaster-resilient network with software
defined networking." Quality of Service (IWQoS), 2014 IEEE 22nd
International Symposium of. IEEE, 2014.
[5] Nguyen-Van, Quyet, and Kyungbaek Kim. "Study on Location
Trustiness based on Multimodal Information.". In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Media and Applications (SMA),
January 11-12, 2016, Danang, Vietnam.

Fig. 2 illustrates an example of using location-trustiness for
the fast failover as a case study of resilient network provisioning.
Here, we assume that there is a mesh network topology, whose
switch having a few ports. We consider the flows from host H1 to
host H2. Without considering about trust value of the links,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at <ACF> could be an active path since it
has the lowest number of hops from H1 to H2. We assume that a
disaster happened, and it made link <CF> down, and the links
<CD> and <DF> are in the affected region. Typically, the link
<ADF> could be chosen as an alternation path. However, our
method use location-trustiness, in which each link is assigned a
trust value. In the case of disaster happened, the affected links
<CF>, <CD>, and <DF> are calculated and assigned with low
trust value 0.2, 0.5, and 0.6, respectively. In this case, the path
<ABEF> is set to be an active path, and two backup paths in
order of priority are <ADF> and <A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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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CADA 시스템은 정해진 기기들이 제한된 통신만을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사용하며 동작한다. 이러
한 특징 때문에 SCADA 네트워크에서 화이트리스트기반 보안기법이 많이 사용되고있다. 하지만 현재의
화이트리스트 모델은 표현력이 너무 단순하여 SCADA 시스템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화이트리스트 기반 ACL(Access Control List)에 SCADA 시스템의 기계적이고 반
복적인 통신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신 간의 고정된 발생순서 정보를 확장한 화이트리스트 모델을 제
안한다.

1. 서론1
SCADA 시스템은 폐쇄망에서 비공개 프로토콜을 사용
해 동작하였기 때문에 최근까지 보안과 관련한 위협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비즈니스 시스템과의 통합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확산됨에 따라 폐쇄망과 업무망 그리고
인터넷망 간의 연결이 증가하였으며, 외부 협력업체와의
협업으로 인한 연결성과 다양한 매체의 이용 등으로 인
한 보안상 취약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리소스가 적고 시스템 동작 패턴 또는 네트워
크 통신 트래픽이 규칙적인 제어시스템 환경에서 보안을
담보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3].
SCADA 네트워크는 정해진 기기들이 제한된 통신만을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사용하며 동작한다. 하지만 현재
SCADA 네트워크에서의 ACL 자동 생성[2][3]에 관한 연
구를 통해 생성된 ACL 은 단순한 5-tuple 정보만을 포함
하므로 SCADA 시스템의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통신특성
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1]. 또한 ANYANY 같은 규칙이 많이 생성된다는 점과 한 번만 발생한
통신이라도 규칙으로 생성한다는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ACL 의 한계점을극복하
고 SCADA 시스템의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통신특성을 반
영하기 위해서 ACL 들의 발생 순서를 추출하고, 추출된
발생 순서 정보를 ACL 에 추가하여 SCADA 시스템의 기

이 논문은 2015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o.2015R1D1A3A01018057)과 2016 년도 정부(미
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과학기술
인문융합연구사업임(No.NRF-2016M3C1B692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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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2
추출
구에

통신 특성이 반영된 ACL 를 생성한다.
장에서는 순차 패턴 알고리즘을 이용한 발생 순서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3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
대해 서술한다.

2. 순차 패턴 알고리즘
Frequent Pattern Mining 은 시간이나 다른 sequence 들과
의 연관관계가 있는 빈번히 발생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 분야이다. 순차 패턴 알고리즘은 크게
Apriori 기반 알고리즘과 Pattern-Growth 기반 알고리즘으
로 나뉘는데 Pattern-Growth 알고리즘은 분할 정복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Apriori 기반 알고리즘보다 데이터 세트를
줄여 효과적으로 탐색 공간을 줄임으로써 높은 효율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기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Pattern-Growth
기반의 PrefixSpan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PrefixSpan 알고리
즘의 적용을 통해 정해진 기기들이 제한된 통신만을 반
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SCADA 네트워크의 특성
을 반영할 수 있는 ACL 들 간의 발생 순서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그림 1 은 ACL 들 간의 순서 정보 추출의 개념을 도
식화한 것이다. 왼쪽의 여섯 개의 육각형의 색은 각각 하
나의 ACL 을 의미하고, 육각형의 형태는 해당 ACL 의 사
용 시간을 의미한다. 그림의 여섯 개의 ACL 에 순차 패
턴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주기성과 발생 순서 정보 그리
고 서버 클라이언트 정보 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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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하여 매칭된 ACL 의 고유번호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순서 정보 추출 단계이다. 본 단계에
서는 순차 패턴 알고리즘인 PrefixSpan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Transaction 의 ACL 매칭 발생 순서 정보를 추출한다.
그림 3 은 PrefixSpa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Transaction 으
로부터 ACL 매칭 순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21 번 ACL 다음에는 11 번 혹은 3 번 ACL 이
매칭되고, 12 번 ACL 다음에는 10 번 ACL 이 매칭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 는 12 번 ACL 다음에 10 번
ACL 이 매칭된다는 발생 순서 정보 추가하여 확장한 화
이트리스트 모델 예시이다. 해당 모델은 독립적인 12 번
과 10 번 ACL 을 발생 순서 정보 추출을 통하여 하나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화이트리스트 모델로 구성되었다.
그림 4 의 모델은 계층적 구조를 통하여 12 번 ACL 이 매
칭된 경우에만 10 번 ACL 을 매칭하므로 방화벽의 불필
요한 탐색 공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각 ACL 의 Max
duration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ACL 이 매칭 된 경우에
Max duration 시간만 해당 규칙을 열어주면 되므로 모든
규칙들을 항시 열어야 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림 1. ACL 들 간의 발생 순서 정보 추출 개념

3. PrefixSpan 알고리즘을 이용한 발생 순서 추출

그림 4. 제안하는 화이트리스트 모델 예시

3. 결론 및 향후연구
그림 2. 트래픽에 ACL 을 매칭하는 과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화이트리스트 모델에 확장될
ACL 들의 발생 순서 정보 추출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발생 순서정보를 추출할 ACL 에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는 이후 Transaction 을 생성
과정에서 ACL 을 트래픽에 매칭하여 매칭 정보를 추출하
기 위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SCADA 네트워크의 화이트리스트에
ACL 들 간의 발생 순서 정보를 추가한 화이트리스트 모
델을 제안한다. ACL 들 간의 발생 순서 정보는 순차 패턴
알고리즘의 하나인 PrefixSpan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추출
하였으며, 발생 순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화이트리
스트가 가지는 표현력의 한계를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발생 순서 정보를 통해 SCADA 시스템의
통신 특성을 반영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화이트리스트 모델을 확장
하여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화이트리스트 모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이트리스트를 자동으로
생성, 유지 및 보수하여 화이트리스트를 항상 최신의 것
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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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 공유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보안 방안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유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WPA/WPA2
PSK는 무작위로 문자열을 대입하여 패스워드를 비교하는 공격 방식에 취약하지만 수많은 문자를 대입해야하기 때문에 단일 컴퓨터로
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단일컴퓨터의 느린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의 GPU를 연결하여 대신 문자열을 대입하는 웹서비
스가 존재하지만 모두 유료인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렴한 라즈베리파이를 여러 개 연결하여 병렬처리로 무차별 대입(Brute force)
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연결한 노드개수에 따른 성능을 비교한다..

Ⅰ. 서 론

서비스 또한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라즈베리 파이는 좋은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다. 영국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사우스햄튼 대학교(University of Southampton)의 사이먼 콕스
2000년대 이후 정보사회에 따른 인터넷 보급화로 IEEE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그림1과 같이 64대의 라즈베리파이를 네

802.11 방식의 무선 랜이 널리 사용되면서 가정집, 공공장소 등
에서도 쉽게 무선 네트워크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유기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를 학습하기 위
한 테스트 환경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개인용 공유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 방식은 WPA/WPA2(Wi-Fi

트워크로 연결하여 MPI(Message Passing Interface)를 기반으
로 한 클러스터를 제작 한 바 있으며[2], 본 논문에서 또한 값싼
다수의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여 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무
차별 대입 공격(Brute force)을 병렬로 처리하여 노드 수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여 라즈베리 파이가 모의 침투 환경 구성의 적절한

Protected Access)이며 특히 WPA2 방식은 현재까지 보안 취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약점이 명확하지 않다.[1] 이에 WPA2에 대응하여 가장 많이 사
용하는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4-way handshake를 통하여 인증
하는 과정을 캡쳐한 다음 무작위의 문자열을 대입해서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길이가 10자리 이상의 소·대문
자, 숫자 및 특수문자가 혼합되어 있는 패스워드는 수많은 가짓수
가 존재하며, 비밀번호의 가능성이 있는 문자열을 모아놓은 이른
바 사전파일(dictionary file)을 사용하지만 이 또한 경우의 수가

[그림 1] 64대를 이용한 라즈베리파이 클러스터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공유기 비밀번호 취약점을 분석
하기 위한 모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 대입연산을 반복하
기 위한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는 단일 컴퓨터로는 한계
가 있으며, 반복적인 연산에 우수한 GPU를 여러 대 사용하여 컴
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개인이 운용하
기에는 가격부담이 크며 고성능 GPU 클러스터 서버를 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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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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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그림 2] 모의 침투 환경 구성도

본 논문의 모의 침투 환경은 그림2와 같다. 무선랜카드가 설치
[그림 5 노드 개수에 따른 수행 속도 결과(Gflops)

되어 있는 PC는 Aircrack-ng 오픈소스를 사용하여[3] Monitor
Mode를 이용해서 사용 가능한 공유기를 탐지하고 특정 공유기에
Ⅲ. 결론

붙어있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후에 Monitor Mode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공유기의 무선

비록 최신 단일 컴퓨터에 비해 개별의 라즈베리 파이의 좋지 않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인증을 deauth 패킷을 통해 의

성능을 보이지만 값싸며 리눅스를 포팅하여 사용할 수 장점으로 여

도적으로 해제시킬 수 있다. 그림3과 같이 반복적으로 인증이 해

러 대의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하여 병렬처리를 수행할 경우에 단일

제된 디바이스는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재인증을 시도 할 것이고,

컴퓨터보다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수의 라즈베리

이러한 과정에서 4-Way handshake를 캡처하며 인증에 대한 정

파이를 연결하여 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MPI 병렬 프로그래밍

보를 수집 할 수 있다. 이렇게 캡처한 파일을 라즈베리 클러스터

및 이를 활용하여 WPA2 해킹에 쓰이는 무차별 대입 공격을 병렬

가 구축된 서버에 무차별 대입 공격을 요청하고 노드 수에 따른

컴퓨팅을 통하여 성능향상을 보였고 이것이 효과적인 대체방안임을

성능 향상을 비교한다.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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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 텔레메트리는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플로우 단위 정보(e.g., NetFlow), 트래픽 샘플링 (e.g., sFlow), 카운터 기반 네트워크 모니터링 방식
(e.g., SNMP) 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네트워크 가시성(visi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 중 패킷 단위 트래픽의 행위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것을 패킷 단위 텔레메트리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패킷 단위 네트워크 텔레메트리 기법 중 하나인 In-band Network Telemetry 를 활용한
SDN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텔레메트리 수집 구조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연구 이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Ⅰ. 서론

Ⅱ. 관련 연구

현재의 네트워크는 연결된 장비의 개수, 트래픽 양 및
지원하는 프로토콜과 서비스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전통적인 네트워크 모니터링 방식 (플로우 단위
정보 수집(e.g., NetFlow), 트래픽 샘플링 (e.g., sFlow),
카운터 기반 네트워크 모니터링 방식 (e.g., SNMP))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1]. 우선, 네트워크 장비에 설치된 정보 수집
기능 및 종류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라우팅 경로
설정 오류로 인한 비효율적 패킷 포워딩, 장비 오류로
인한 간헐적인 패킷 손실, ECMP 의 비대칭적 패킷 분배
등의 문제는 기존 모니터링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텔레메트리
라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네트워크
텔레메트리는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모니터링에
사용되던 SNMP, sFlow, NetFlow 등의 모니터링
정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에서 발생하는 로그 등의
정보도 포함된다. 특히 패킷 단위 트래픽의 행위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것을 패킷 단위 텔레메트리라고 한다[1].
이러한 네트워크 텔레메트리를 수집하는 방식은 크게
In-band 와 Out-of-band 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Out-of-band 방식은 별도의 탐지 패킷을 생성하여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반면, In-band 방식은
기존 데이터 트래픽에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삽입하여
별도의 탐지 패킷 생성 없이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패킷 단위의 네트워크
정보를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네트워크 텔레메트리 수집 기술
및 이를 활용한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SDN
환경에서의 In-band 네트워크 텔레메트리 수집 구조
제안 및 향후 연구 이슈에 대해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두 가지
네트워크 텔레메트리 수집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3 장에서는 In-band 네트워크 텔레메트리를 활용한
연구에 대해 정리한다. 4 장에서는 연구 동향 요약 및
향후 연구 이슈에 대해 기술한다.

1. In-band Network Telemetry (INT) [2]
INT
는
P4[3]를
활용한
네트워크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로, 제어 평면의 개입 없이 데이터 평면에서
네트워크의 상태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 가능한
네트워크 상태 정보(메타데이터)는 스위치 ID, 인입 포트
관련 정보 (포트 ID, 타임스탬프), 인출 포트 관련 정보
(포트 ID, 타임스탬프, 홉 지연, 링크 사용률 등), 버퍼
관련 정보 (큐 사용량, 큐 혼잡 상태) 등이 정의되어
있다.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 패킷에 삽입되어 전달된다.
INT 를 지원하는 스위치는 그 역할에 따라 Source
스위치, Transit 스위치, Sink 스위치로 구분된다. Source
스위치에서는 전달하는 패킷에 INT 헤더를 삽입하며,
헤더에는 수집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상태 정보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다. Transit 스위치는 패킷에 INT 헤더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INT 헤더가 포함된 경우
지정된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패킷에 삽입하여 전달한다.
Sink 스위치에서는 INT 헤더 및 누적된 상태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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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텔레메트리 수집 관련 연구
Everflow[1]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패킷 단위의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조를 제안하였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패킷들을 분석
호스트로
미러링하는
match-and-mirror
방식과
스위치를 사용한 로드 밸런싱을 통해 확장성 있는 패킷
수집 구조를 제안하였고, 루프 탐지, 패킷 손실 탐지,
ECMP 프로파일링 등의 네트워크 디버깅 기능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데이터 패킷 전체를 수집 서버로
미러링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대역폭이 소비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Planck[4]는 스위치에서 포트 미러링 기능을 활용하여
스위치의 나머지 포트를 통해 전달되는 패킷들을 지정된
포트로 미러링함으로써 밀리세컨드 단위로 네트워크
감시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감시 대상이 되는 스위치마다 패킷 수집 서버가 직접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장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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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n-band 네트워크 텔레메트리 수집 구조
본 장에서는 프로그래머블 스위치로 구성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SDN 을 활용하여 INT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구조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SDN 을 활용하면
유연한 INT 기능 제어를 수행할 수 있고 메타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를 네트워크 제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DN 환경은 제어 평면과 데이터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텔레메트리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해 관리 평면이 추가되었다 (그림 1). 각 평면
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어 평면 (Control Plane)
SDN 컨트롤러가 제어 평면의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그래머블 스위치에 INT 프로그램 배포, INT
모니터링 조건 제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네트워크
요구 사항 반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SDN 컨트롤러는 각 프로그래머블 스위치에 INT
패킷 처리 동작을 정의한 P4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또한,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모든 패킷에 대해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과도한 양의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제어 평면에서는 INT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대상 플로우를 결정한다. 모든
플로우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특정 5-tuple 에
해당하는 플로우에 대해서만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수집된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관리 평면으로부터
전달된 현재 네트워크 상태(e.g., 특정 링크 장애 또는
혼잡 발생 등)에 따라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하며, 수집된
정보의 시각화 및 외부 어플리케이션과의 인터페이스
또한 제공한다.
2. 데이터 평면 (Data Plane)
데이터 평면에서는 INT 메타데이터 데이터 생성, 추출
및 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어 평면으로부터 배포된 프로그램에 따라 INT
패킷을 처리하며, 스위치의 역할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Source 스위치에서는 모니터링 대상 플로우
매칭 후 해당되는 플로우에 대해 INT 헤더 생성 및 삽입,
INT 메타데이터 삽입 기능을 수행한다. Transit
스위치에서는 INT 패킷 판별 및 INT 헤더에 지정된
종류의 INT 메타데이터 삽입 기능이 구현된다. Sink
스위치에서는 INT 헤더 및 메타데이터 추출, 관리
평면으로의 메타데이터 전송 등의 기능이 구현된다.
3. 관리 평면 (Management Plane)
관리 평면에서는 Sink 스위치로부터 전송된 INT
메타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INT Data Collector 는 수집된 INT 메타데이터를
JSON
형태로
변환하여
Distributed
Messaging
System 으로 전달한다.
Distributed Messaging System 은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장성을 제공하며, 분산된 Data Stream Processor 로
INT 메타데이터를 전달하며,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메타데이터를 저장한다.
Data Stream Processor 에서는 플로우 별, 스위치 별
통계 정보(e.g., 플로우가 전달된 실제 경로, 홉 지연
시간, 스위치 별 큐 상태 및 혼잡도 등)를 작성하여 SDN
컨트롤러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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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DN 환경에서의 INT 메타데이터 수집 구조
Ⅳ. In-band 네트워크 텔레메트리 활용 방안
본 논문에서 제안한 수집 구조를 활용하여 각
스위치의 포트 별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라우팅 정보 및 트래픽 엔지니어링의 결과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트래픽
매트릭스를 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SLA 위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
INT 는 기존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법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패킷 단위의 세부적인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네트워크 가시성을 최대한으로 제공해
주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INT 의 특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SDN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텔레메트리 수집 구조에 대해 제안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를 오픈 소스 SDN
컨트롤러에 실제로 구현하여 관련 연구자들이 쉽게
INT 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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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TN optimiz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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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집중형 과학(Data-Intensive Science)의 발전으로 대용량 데이터의 양과 질의 수준이
눞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한 데이터들은 엑사바이트 이상의 규모로 전세계의 데이터 센터와 연구소, 대학 등에 분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반의 응용연구를 위해서는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저장, 공유 등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로서 ScienceDMZ 기반의 DTN(Data Transfer Node)의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최적화와 최적 네트워크 설계는 빅데이터 기반 응용과학연구에 효율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초고속 전송을 위한 시스템 최적화와 네트워크 최적화 연구를 소개하고 국제간
시연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다.

Ⅱ. 본론

Ⅰ. 서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 집약형 과학분야의 빅데이터에 대한 초고속 전송,
공유, 저장을 위한 기술로서 ScienceDMZ 환경하에서의
최적화된 네트워크 설계 기술과 데이터 전용 전송
노드인 DTN(Data Transfer Node)에 대한 시스템
최적화 기술를 통한 전송 성능의 획기적인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가치와 크기가 함께 확장되고
있는 현재의 동향에 따라 입자물리, 천체물리, 바이오,
메디컬, 지구과학, 기상기후, 가상현실 등의 분야에서
응용연구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때 생성되는
빅데이터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요구사항들이
제안되고 있다. 1)Software Defined and Terabit/sec
network,
2)Intelligent
global
system/Networkintegrated global system, 3)Workflow Optimization,
4)Long distance transfer methods.
또한
이러한
빅데이터들은
엑사바이트
규모로
전세계적으로 분산·저장되어있으므로 응용연구를 위한
최적화된 전송, 저장, 공유 기술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집중형 과학분야의
빅데이터들에 대한 초고속 전송 기술 구현을 통해
효율적 응용연구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빅데이터 기반의 응용연구 동향과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ScienceDMZ 소개와 DTN 최적화를 통한
적용, 한-미간 10GE 망에서의 시연 결과를 소개하고,
결론에서 초고속 전송의 응용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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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먼저 빅데이터 기반의 초고속 전송
환경의 구현을 위해 ScienceDMZ 기술을 소개한다[2].
ScienceDMZ 기술은 미국의 ESnet 을 통해 제안되어
발전되고 있는 기술로서 빅데이터의 초고속 전송과
대학과 연구소들간의 최첨단 실험장비 및 관측장비들에
대해 ScienceDMZ 화를 통해 상호 신뢰 기관들 간의
보안규약 및 특화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획기적인
전송 성능을 구현하여 빅데이터의 초고속 전송과 공유,
저장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ScienceDMZ 는 다음과
같은 4 가지 핵심 기능의 구성을 통해 구현된다.
1)초고속 전송 환경 구성을 위한 과학데이터와 일반
비즈니스 데이터의 분리, 2)데이터 전용 전송 노드
구축(DTN), 3)성능 검증 시스템을 통한 전송 성능 보장,
4)초고속 전송을 위한 과학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규정
수립. 이러한 4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해 ScienceDMZ 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으로 구성된다[3].
먼저 일반 업무용 트래픽과 과학전용 트래픽의 분리를
통해 패킷로스를 최대를 줄이며, 데이터 전용 전송
노드의 구축을 통해 과학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전송
환경을 구축하고, 24 시간 전송 성능의 보장을 위해
ScienceDMZ 간 연동된 DTN 의 성능을 PerfSONAR 를
통해 실시간으로 검증하여 성능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ScienceDMZ 간의 연동된 사이트들 간에는 ‘Trust-Site’
개념의 신뢰성 있는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 상호간 전송
제약을 줄여 나간다.

KNOM Conference 2017

Figure 4 KISTI(Daejeon)-StarLight(Chicago)-SC16(Salt lake City)
Vlan Tagging Diagram

Figure 1 Prototype of ScienceDMZ

두 번째, 빅데이터 전송을 위한 ScienceDMZ 환경의
구축은 DTN 의 구축과 성능 향상을 위한 취적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DTN 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구성과
실제 DTN 간 전송 성능은 과학분야 빅데이터 전송의
핵심 기술이 된다. 다음은 DTN 구성을 위한 권장 서버
스펙(KISTI)이다.

KISTI 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분야 응용연구에
대해 ScienceDMZ 의 구축과 DTN 의 성능향상을 위한
최적화 연구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빅데이터에
대한 초고속 전송, 공유, 저장 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SC16 의 시연을 통해 국제사회 검증이
완료되었으며, 이를 통한 국내외 해당 분야의 적용을
통해 국내외 간 빅데이터 기반의 협업연구 활성화와
연구효율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Ⅲ. 결론

Figure 2 KISTI DTN Spec.

KISTI DTN 의 특징은 기본적인 서버 환경과
SSD(4TB), SATA(32TB), 40G/56G 전송을 위한 Dual
NIC (Mellanox ConnectX-3) 설치가 대표적인 특징이며,
빅데이터의 초고속 전송을 위해 40G 전송이 가능한
NIC(x2)과 데이터 캐슁과 초고속 전송을 위한 SSD 로
구성된 4TB 의 하드디스크는 ScienceDMZ 환경을 통해
초고속 데이터를 전송한다. 또한 기본적인 시스템
최적화로서 CMOS 상에서 C-State off, Turbo mode on,
Hyper-Threading off 등의 튜닝을 통한 전송 최적화와
GridFTP 의 사용으로 병렬전송을 한다. 지금까지
파일전송에 대한 실제 검증 결과로서 다음의 표를 통해
GridFTP 8 streams 전송이 현재까지는 가장 빠르다.[3]

본 논문에서 제시된 데이터 집약형 과학분야
빅데이터의 초고속 전송을 위한 ScienceDMZ 의 구축과
DTN 의 성능향상을 위한 최적화 기술 연구는 1 차적으로
SC16 을 통해 한-미간 대역폭 대비 95% 수준의
전송율을 달성했으며, 향후 ScienceDMZ 의 고도화,
DTN 성능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반의
최적화 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대륙 간 100GE 환경에
대한 단일 서버의 100GE 전송 기술의 구현을 위해 TCP
기반의 다양한 네트워크 전송 옵션에 대한 최적화 연구,
시스템 기반의 전송 환경 최적화 연구로서 NVMe 기반의
전송 성능 연구, 전송 툴의 고도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최적화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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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ample data transfer result
(RTT:53ms, BW:10Gbps)

ScienceDMZ 기반의 DTN 간 빅데이터 고속 전송
시연이 SC16 (Supercomputing Conference 2016@Salt
Lake City, US)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때 KISTI 의
DTN 은 한-미간 약 10,000 마일 거리상에서 GridFTP 와
FDT 를 사용하여 전송한 결과 10GE 환경에서 avg
9.16Gb/s 와 max 9.5Gb/s 를 달성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한-미간 네트워크 토폴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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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관계 분석 방법을 이용한
개선된 Skype 응용 트래픽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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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d Skype Application Traffic Detection System
Using Correlation Analysis Method
Sung-Ho Lee, Young-Hoon Goo, Ji-Tae Park, Se-Hyun Ji and Myung-Sup Kim
Korea Univ.
요 약
오늘날 네트워크 환경이 증가하며 응용 및 서비스 별로 발생시키는 트래픽 패턴에 다양한 종류가 생성됨에 따라
트래픽의 응용 및 서비스 별로 분류할 수 있는 트래픽 분석 방법이 연구되고있다. 특히 Skype 는 Microsoft 사에서
서비스하는 P2P 기반의 VoIP 서비스로서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있다. 이러한 이유로
Skype 트래픽 탐지는 네트워크 망 관리 측면에 있어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있다. 기존의 Skype 응용 탐지 시스템이
갖고있었던 한계점 극복과 다양한 Skype 트래픽 패턴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탐지하기 위해 본 논문은 패턴,
리스트, 시그니쳐 기반의 응용 탐지 방법을 통한 개선된 Skype 트래픽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학내 네트워크망을 통해 수집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Skype 트래픽에 적용하여 정확성과 탐지율을 검증하였다.

Ⅰ. 서 론1

Ⅱ. 본론

최근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고속 네트워크의
보급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였다. 이것은 단 순히
WWW, FTP, SMTP, DNS 와 같은 전통적인 인터 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P2P (peer-to-peer),
P2P 기반으로 게임, 스마트 폰 응용 등의 다양한
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부분도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트래픽 모니터링 및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Skype 의 트래픽들은 기본 적으로 암호화가 되어있고,
해당 응용 설치 시 동적 포트 번호가 할당되고,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아 Skype 의 트래픽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분석 방법론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Skype 응용 설치 때마다 달라지는 클라이언트
포트를 알아낼 수 있다면 대부분의 트래픽 을 쉽게 분류
할 수 있으며 각 호스트의 응용 사용 시간 측정 및 제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1][2] 기존의
Skype 응용 트래픽 탐지 시스템은 트래픽 탐지율
측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Type 2 문제(False Positive)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대용량의 다양한 시나리오의
Skype 응용 트래픽을 분류할 수 있는 개선된 Skype
응용 트래픽 분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2016 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과학기술인문융합연구사업
(No.NRF-2016M3C1B6929228)과 2015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2015R1D1A3A01018057).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kype 트래픽 탐지 그림 1 과
같다. 시스템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계
(Program1,2,3)는 Pre-Processing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는 Skype 응용 탐지 단계로서 크게 3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Login Detection 모듈은 Skype 응용을
사용하는 호스트의 IP(SC-IP)와 Skype 클라이언트에서
호스트에 할당하는 동적 포트(SC-Port)를 탐지하고
{SC-IP, SC-Port} 정보를 리스트로 구축한다.

Figure 1. Sky-Scope 시스템 구조
이 과정에서는 패턴 기반 탐지 방법이 적용된다. List
Matching 모듈에서는 {SC-IP,SC-Port} 리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Skype 응용 호스트를 탐색한다. Identification
모듈에서는 리스트를 통해 탐지된 호스트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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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pe 응용의 서비스 기능들을 분류하고 트래픽을
탐지한다. Identification 모듈에서는 리스트, 시그니쳐
기반의 탐지 방법이 적용되고 추가적으로 IP 간의 상관
관계를 이용한 correlation 방법과 IP 대역을 기반으로
한 IP range 방법을 적용 한다.
Skype 트래픽 중 기존의 시스템에서 가장 탐지하기
어려웠던 flow 는 TLS flow 이다. Skype 트래픽을
분석했을 때 대용량의 TLS flow 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의 Skype 트래픽 탐지 시스템에서는 시그니쳐와 IP
대역을 기반으로 TLS flow 들을 탐지했다.
개선된 Skype 트래픽 탐지 시스템에서는 그림 2 와
같이 추가로 IP 간의 상관 관계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한다. 그림 2 는 그림 1 의 Identification 모듈에서
적용되는 알고리즘으로 기존에 없던 리스트 기반의 IP
상관 관계 분석 방법을 추가해 이전의 시스템 보다
오탐을 줄이고 분석률을 높일 수 있다.

Figure 3. Skype 트래픽 수집
Trace
#

Figure 2. TLS flow 탐지 알고리즘

Identified Skype Traffic Completeness
Flow

Pkt

Byte

Trace
01

100%
(243/243)

100%
(1,854/1,854)

100%
(941K/941K)

Trace
02

100%
(390/390)

100%
(2,659/2,659)

100%
(1,351K/1,351K)

Trace
03

99.5%
(670/673)

99.8%
(4,798/4,807)

99.9%
(2,741K/2,742K)

Trace
04

96%
(1,382/1,440)

98.7%
(11,728/11,882)

99.8%
(8,429K/8,446K)

Table 2. 개선된 Sky-Scope 시스템 탐지 결과

Ⅲ. 실험
기존의 Sky-Scope 시스템을 통해 Skype
트래픽을 탐지했을 때 결과는 표 1 과 같다.

응용

Detection
Method

Flow
Completeness

Pkt
Completeness

Byte
Completeness

1. List

39.6%
(578/1,461)

26.7%
(2,501/9,380)

6.6%

2. Signature
& IP-IP
Correlation

56.3%
(824/1,461)

69.4%
(6,514/9,380)

91.5%

3. Signature
&IP-Range

2.6%
(39/1,461)

3.6%
(338/9,380)

1.7%

Total
Completeness

98.6%

99.7%

99.8%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kype 응용 트래픽 탐지를 위한
Sky-Scope 시스템의 구조를 개선해 4 가지 시나리오의
트래픽에 적용해보고 그 타당성을 검증했다. 향후 연구로
실시간 트래픽 수집 시스템에 적용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대용량의 트래픽에서 Skype 응용 트래픽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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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kype 응용 트래픽 적용 실험 결과
기존의 Sky-Scope 시스템의 문제점은 높은 분석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오탐 FP(False Positivie) 비율 또한
높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대부분의 트래픽을 탐지하는 Signature 와 IP-Range
기반의
탐지
방법을
개선해
오탐률을
기존의
10~15%에서 약 5%까지 낮추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개선된 Sky-Scope 의 실험 결과는 표 2 와 같다.
본 실험에서는 기존의 로그인, 서비스 트래픽으로
구분된 트래픽이 아닌 그림 3 와 같은 시나리오를 구성해
트래픽을 수집하고 실험을 진행했다.
개선된 Sky-Scope 시스템에 그림 3 의 과정을 통해
수집한 트래픽을 적용했을 탐지 결과 모든 트래픽
트레이스에서 95% 이상의 분석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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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 Individual Services Classification based on Supervised Machine
Learning

Baraka D Sija, Sung-ho Lee, Kyu-Seok Shim, Myung-Sup Kim*
Department of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Korea University.
Abstract

Unlike other applications, KakaoTalk is an application that provides an enormous number of services and a platform that distributes various
third part contents and applications, including hundreds of games which can only be played with KakaoTalk account. Kakao full suite of apps
include KakaoTalk, KakaoStory, KakaoMusic, KakaoGroup, KakaoHome, KakaoPlace, KakaoAlbum, KakaoPage, KakaoStyle and KakaoAgit.
Each of these apps is likely to have several further extensions. For instance, KakaoTalk extends to five major services which are instant
messenger (IM), voice calls, video calls, file sharing and gaming. In this paper, we study about these five KakaoTalk services and introduce
a basement for their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of KakaoTalk individual services is hard to implement based on traffic packet signatures since
KakaoTalk packets are encrypted with TLS/SSL. We learn about how TLS/SSL encryption protocol functions in KakaoTalk, the KakaoTalk
TCP/IP protocol (LOCO) and distinctive KakaoTalk packets features to classify one service to another. In this paper, we define the problem
and motivation, we suggest an architecture based on Supervised Machine Learning by tensor flow to solution of the defined problem and classify
five services.
keywords; KakaoTalk Services, Services Classification, Supervised Machine Learning

layers are the TLS Record Protocol and the TLS Handshake Protocol.
The TLS Record Protocol provides connection security that has two
basic properties The TLS Handshake Protocol provides connection
security that has three basic properties. [1]
Several approaches on improving the TLS/SSL protocol in general
has been proposed. To speed up the TLS/SSL session negotiation
time, batch RSA approach is proposed [2]. One the effective ways to
improve TLS/SSL handshake protocol are hardware (specific circuit)
approach, sessions catching and batching for heavily-loaded web
servers. [2]

Ⅰ. Introduction1)

Due to daily increase of Internet traffic volume, Network
Management administrators are demanding even more intelligent
techniques of how to identify and classify certain target or random
Internet traffic accurately. Since security of data in transit over the
Interne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e steadily growing
Internet volume data needs to be accurately managed and controlled.
To manage and control such kind traffic, core and high intelligent
studies are essential. As the core approach to identifying and
classifying five KakaoTalk key services we take a closer study on
TLS/SSL protocol security and encryption session establisher during
any KakaoTalk communication..
Since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protocol is the most
time-consuming phase in the handshaking process, in [1] an
architecture of how to improve the handshaking process is designed.
The primary goal of the TLS protocol is to provide privacy and data
integrity between two communicating applications. The TLS protocol
is composed of two layers above the TCP/IP protocol. These two

Ⅱ. Motivation and Problem Definition

Based on TLS/SSL handshaking protocol, classification of network
traffic including KakaoTalk is done in [3], whereas in [4] a research
is done on inferring user activities on KakaoTalk with traffic analysis
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The approaches do not figure out
about how to classify individual KakaoTalk services. Thus, in this
paper we take a further and novel approach on identifying and
classifying five KakaoTalk services Instant Messaging(IM), voice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calls, video calls, file sharing and gaming.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R1D1A3A01018057) and Science Technology and Humanities III. Proposed Architecture Overview
Converg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The proposed architecture operates as follows, at first all traffic is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captured from a single machine by the Microsoft Network Monitor
Planning(No.NRF-2016M3C1B692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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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nly KakaoTalk frames are collected for general analysis. Second,
the traffic of target KakaoTalk services is collected for all the five
services and then analyzed. The selected features are Machine
Learned and trained by tensor flow to figure out distinctive classifiers
for each service. As shown in figure 1, s1, s2, s3, s4 and s5 stands
for Instant Messenger(IM), voice calls, video calls, file sharing and
gaming services respectively. Since individual KakaoTalk services are
difficult to identified by signatures, Supervised Machine Learning by
tensor flow is applied for learning and classifying each selected
KakaoTalk service.

table 2, voice calls and another file sharing service (audio file) are
evaluated. Unlike table 1, in table 2 the number of packets increases
with time and bytes for voice calls and audio file respectively.
Although, theoretically the number of packets should increase per
time, during a 5mins call session, the number of packets is fewer than
prediction. In audio file transferring the service indicated a clear linear
relation to the file size. Through linear regression (Supervised ML) by
tensor flow under 0.01 learning rate trained data indicated comparable
results to real observed data.
Table 2. Evaluation of packets number for each service
Voice calls
FT (Audio file)
Flow
1
1min->63
3.3MB->1752
2
2min->91
6.46MB->3414
3
3min->118
9.4MB->4967
4
4min->141
14.3MB->8318
5
5min->110
19.2MB->11078
Min
Max
Total
Mean

1min->63
4min->141
523
105

3.3MB->1752
19.2->11078
29529
5905

V. Conclusion and Future work

Figure 1. Architecture Overview

This paper, proposes how to identify and classify individual traffic for
KakaoTalk services. From average, minimum, maximum and total
number of packets evaluated for each service, we have introduced a
basement to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KakaoTalk services.
We are collecting both general KakaoTalk traffic and individual
KakaoTalk services traffic to find clearer and more distinctive features
for individual KakaoTalk services. Furthermore, as the future work we
will set for capturing KakaoTalk Wi-Fi traffic as well for effective
evaluations, since the evaluations done so far base on Ethernet data
traffic.

IV. Selected features and Experimental Results

We analyzed KakaoTalk services from collected data set of 31,642
packets which is equal to 166MB data size. Successfully evaluated
services were four out of five, which are Instant Messenger (IM), file
transferring (sharing), voice calls and gaming. Key feature for
evaluating differences between the services is the number of packets
generated in five different approaches. Table 1 indicates evaluation of
packets number in five approaches in minimum, maximum, total and
average of the packets number generated for each service. When a
KakaoTalk client sends an instant message(IM) to another clien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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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급변하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개된 데이터와 서비스들을 연동하여 새로운 가치를 갖는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그러나 매쉬업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다른 출처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목적에 맞게
가공하고 서비스들을 연동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며, 이는 개발자들의 개발 부담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매쉬업 서비스 개발을 위한 Open API 기반의
메시지 라우터를 제안한다.

Ⅰ. 서 론
IT 기술의 발달은 수많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왔다.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해왔으며, 서비스
제공자들은 급변하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왔다. 그러던 중 Web
2.0 개념[1]이 등장하면서 개방, 참여,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개발
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Web 2.0 으로 인해 많은 공공
기관과 기업들이 데이터와 서비스를 인터넷 상에
공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갖는
서비스들이 개발되어왔는데 이렇게 개발된 서비스를
매쉬업 서비스라고 부른다.
매쉬업 서비스는 공개된 데이터나 기존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유연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매쉬업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 및 서비스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축이 필요로 하며, 이는
개발자의 개발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곧 매쉬업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큰 제약사항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OpenAPI
기반의 메시지 라우터를 제안한다. 메시지 라우터는
OpenAPI 메시지를 통해 개발자들의 요청을 받으며,
필요로
하는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중계하거나
서비스들을 연동하여 전달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및
서비스 연동을 위한 개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매쉬업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Ⅱ. 관련 동향 및 연구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나
서비스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활용 가능하게 제공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정부 3.0 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은 별도의 토큰을 신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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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날씨, 교통, 재난 정보
등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Google Map,
Facebook, Twitter 등 기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은 OpenAPI 을 통해 각 서비스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한편 매쉬업 서비스 개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이고자 하는 선행 연구 또한 국내외에서 존재해왔다.
그 중에서도 LAMEC (Lightweight Architecture for
Mobile web content access over Enterprise Cloud
mashup)는 모바일과 클라우드 플랫폼을 연동하여
모바일 웹을 사용할 때 전송되는 데이터 용량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2]. 또한,
매쉬업 서비스 개발 모델로 제안된 IoTMaaS 는 IoT
기기 사이의 연동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
환경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3].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성과를
보였지만,
다양한
플랫폼들을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는 다소 미흡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Ⅲ. 본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시지
라우터는
EIP
(Enterprise
Integration
Pattern)[3]를
통해
각
구성요소를 구현하였다. 메시지 라우터는 내부적으로
라우팅 모듈, 서비스 체이닝 모듈, 워크플로우 모듈,
트래픽 제어 모듈로 구성 된다 [그림.1]. 또한, 다양한
외부 플랫폼 연동을 위해 플랫폼과 메시지 라우터
사이에 IoT 어댑터, Service 어댑터, BigData 어댑터를
구현하였다. 각 어댑터는 외부 데이터 및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써 IoT 어댑터는 Mobius,
IoTMakers 와 같은 IoT 플랫폼과의 연동을 지원하며,
Service 어댑터는 Google Map, 정부 3.0 공공 데이터
연동 지원, BigData 어댑터는 MongoDB, MySQL 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부터 Apache Spark 같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 연동을 지원한다. 메시지 라우터는 OpenAPI 를
통해 개발자의 요청을 처리하는데, OpenAPI 는 HTTP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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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메시지로 정의된다. HTTP 메시지의 Body 에는
요청 메시지 이름과 요청 기능이 JSON 형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OpenAPI 를 통해 메시지가 메시지
라우터에 전달되면 라우팅 모듈은 메시지를 식별하여
요청 메시지를 다른 모듈 또는 어댑터로 전달한다.
서비스 체이닝 모듈은 여러 목적지를 거치면서 데이터를
연동하거나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체인을 생성한다. 워크플로우
모듈은 연동되는 메시지들을 통합하거나 스케줄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트래픽 제어
모듈은 메시지 라우터가 가지는 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 및 Load balancing 기능을 제공한다.

인지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다[5]. 이에 기반 하여
실제 실험에서는 요청을 보낸 후 응답이 700ms 이내로
수신되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플랫폼으로부터
데이터를 1,000 번씩 요청하였는데, MongoDB 에서 최신
갱신 데이터 요청 (BigData 플랫폼), IoTMakers 에서
IoT 센서 최신 측정 값 요청 (IoT 플랫폼), 정부 3.0
공공데이터에서 중기 일기예보 요청 (Service 플랫폼)을
하였다. 그 결과, BigData 플랫폼에서는 84.9%, IoT
플랫폼에서는
78.8%,
Service
플랫폼에서는
89.2%이라는 높은 비율로 응답 메시지가 700ms 내로
수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그림 1. 메시지 라우터 전체 구조도
구현된 메시지 라우터는 다양한 플랫폼들 연동을 통한
매쉬업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지만, 기존 연동 방법과는
달리 데이터나 서비스들이 메시지 라우터를 경유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달의 신뢰성 손실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전달의 신뢰성을 성능 지표로
측정하기 위해 비실시간 데이터 전송 신뢰성,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신뢰성 두 가지 측면에서 성능을
검증하였다. 비실시간 데이터 전달 신뢰성은 메시지
라우터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누락되는 데이터 없이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를 측정한
성능 지표이다. 실험은 BigData 플랫폼을 통해
MongoDB 에 저장된 IoT 센서 데이터를 개발자가
요청하였을 때의 응답 시간과 전달된 데이터 개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요청 데이터 수가 증가할수록 응답
시간도 다소 증가하였지만, 누락된 데이터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그림 3.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신뢰성 측정 실험 결과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매쉬업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OpenAPI 기반 메시지 라우터를 제안하였다. 메시지
라우터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연동함으로써 개발자들의
서비스 개발 부담을 줄여준다. 향후 연구 이슈로는 더
많은 플랫폼의 연동을 위한 연동 인터페이스 설계와
메시지 라우터의 부하에 따른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한
확장성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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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 분야의 범위가 넓어지고, 네트워크 자원의 활용도가 증대되면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트래픽 분석에서 현재 연구단계의 한계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분야 중 하나는 시그니쳐 구조에 대한 연구이다. 시그니쳐 구조 연구는 시그니쳐
생성뿐만 아니라 시그니쳐를 이용한 트래픽 분류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연구다. 본 논
문에서는 트리 구조로 변화된 페이로드 시그니쳐 구조와 트리 구조 페이로드 시그니쳐로 분류
되는 트래픽 분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론은 페이로드 시그니쳐를 단순화 할 뿐만
아니라 분류 과정에서도 속도 향상에 대한 기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1. 서론1
오늘날 네트워크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자원의 활용도는 증대되면서 네트
워크 관리 대상 트래픽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
대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 분야는 모든 트
래픽의 출처를 파악하고, 빠른 속도로 트래픽 분류
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 중 하나는 트래픽을 분류할 수 있
는 키에 해당하는 시그니쳐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추출된 시그니쳐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연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트래픽 분류 방법론을
유지함과 동시에 시그니쳐 자동 추출 시스템에서
추출된 시그니쳐를 적용한다면 무차별적으로 추출
된 모든 시그니쳐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
인 트래픽 분류 속도 저하를 감당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무질서하게 자동으
로 추출되는 페이로드 시그니쳐 구조에서 트리구조
로된 페이로드 시그니쳐 구조에 대해 제안하고, 트
리구조 페이로드 시그니쳐를 이용한 트래픽 분류
시스템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페이로드 시그니
쳐 구조는 트리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그니쳐를
단순화 할 뿐만 아니라 트래픽 분류 시스템에 적용
할 때 빠른 시간내에 트래픽을 분류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본 논문은 본 장 서론에 이어, 2 장에서 페이로드
시그니쳐 구조에 대해 제안하고, 마지막 3 장에서
결론 및 향후연구에 대해 언급한 후 본 논문을 마
친다.

2. 제안하는 페이로드 시그니쳐 구조
기존 시그니쳐 자동 생성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이 논문은 2015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o.2015R1D1A3A01018057)과 2016 년도 정부(미
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과학기술
인문융합연구사업임(No.NRF-2016M3C1B692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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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쳐는 총 3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진다. 페이로
드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연속된 문자열을 의미하
는 콘텐츠 시그니쳐, 같은 패킷 내에 공통으로 발견
되는 콘텐츠 시그니쳐의 집합을 의미하는 패킷 시
그니쳐, 마지막으로 같은 플로우 내에 공통으로 발
견되는 패킷 시그니쳐의 집합을 의미하는 플로우
시그니쳐이다.

그림 1. 페이로드 콘텐츠 시그니쳐 자동 생성 과정
시그니쳐 자동 생성은 패킷 페이로드 내용을 기
반으로 순차 패턴 알고리즘을 통해 각 트래픽 트레
이스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패턴을 추출한다[1,2].
그림 1 은 다음의 과정을 나타낸다. 패킷 페이로드를
추출하여 시퀀스를 생성하고, 생성된 시퀀스들의 집
합에서 길이 1 의 콘텐츠 시그니쳐 후보를 생성한다.
길이 1 의 콘텐츠 시그니쳐 후보들의 미리 정의한
최소 지지도 검사를 통해 만족하지 않는 후보자들
은 삭제된다. 남은 길이 1 의 콘텐츠 시그니쳐 후보
들을 조합하여 길이 2 의 콘텐츠 시그니쳐 후보자를
생성하고, 위의 과정을 더 이상 길이가 증가되지 않
을 때까지 반복하여 최종 공통으로 발생하는 연속
된 문자열을 추출함으로써 콘텐츠 시그니쳐들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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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콘텐츠 시그니쳐 추출과 마찬가지로 패킷 시그
니쳐, 플로우 시그니쳐도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다.
콘텐츠 시그니쳐 추출을 위해 길이 1 을 문자하나로
정의했다면, 패킷 시그니쳐 추출을 위해 길이 1 을
콘텐츠 시그니쳐 하나도 정의한다. 플로우 시그니쳐
에서는 길이 1 을 하나의 패킷 시그니쳐로 정의한다.
위의 방법으로 추출된 시그니쳐의 구조는 다음
그림 2 에서 패킷 시그니쳐의 예와 같이 비슷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 시그니쳐가 존재한다. 이러한
시그니쳐들은 분석률, 정확함 그리고 정교함을 고려
하기 위해 삭제 및 통합하기 어려운 조건의 시그니
쳐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추출된 시그니쳐의
개수를 증가시켜 추출된 시그니쳐를 분석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트래픽 분류 과정에서도 비슷한 시
그니쳐들을 지속적으로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
되는 시간이 증가한다.

플로우들을 선별하고, 다시 Root 노드의 바로 밑 자
식노드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Leaf 노드까지
분석이 완료되었을 때, 트래픽 분류를 완료한다.

그림 3. 트리화 된 페이로드 시그니쳐 구조
이러한 시그니쳐와 트래픽의 매칭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더 세부적으로 응용 및 서비스를 분류할
수 있고, 비슷한 시그니쳐들을 기존 방식대로 처음
부터 새롭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 속
도 측면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3. 결론 및 향후연구

그림 2. 기존 페이로드 시그니쳐 구조
따라서 본 시그니쳐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본 논문은 트리화 된 페이로드 시그니쳐 구조를
제안한다. 트리화 된 페이로드 시그니쳐 구조는 시
그니쳐의 개수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고, 트래픽
분류과정에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HTTP 트래픽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본
방법은 HTTP 트래픽 뿐만 아니라 시그니쳐 자동
생성 모듈에서 추출된 모든 트래픽을 대상이 가능
하다[3].
트리화 된 페이로드 시그니쳐 구조는 시그니쳐
추출 과정에서 생성된다. 시그니쳐 생성 시 콘텐츠
시그니쳐는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생성되지만, 페이
로드 시그니쳐는 같은 패킷 내에서 공통으로 발생
하는 콘텐츠 시그니쳐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림 2 과
같이 공통적으로 발생하지만 다른 시그니쳐가 추출
될 때 해당 시그니쳐 구조를 트리화하여 추출한다.
트리 화된 페이로드 시그니쳐의 구조는 다음 그림 3
와 같다. 다음 그림 3 과 같이 트리화 된 페이로드
시그니쳐 구조는 기존 그림 2 에서의 패킷 시그니쳐
5 개의 시그니쳐를 하나의 트리 패킷 시그니쳐로 변
화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트리화 된 페이로드 시그니쳐 구조
뿐만 아니라 트리화 된 페이로드 시그니쳐를 이용
하여 트래픽을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조에 대
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트래픽 분류 시스템은 기존
방법인 각 시그니쳐를 하나씩 매칭하는 방법이 아
닌, 트리 구조의 페이로드 시그니쳐 하나에서 Root
노드부터 매칭을 시작한다. Root 노드로 매칭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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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시그니쳐 자동 생성 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페이로드 시그니쳐의 구조에 대해 제안했
다. 기존 페이로드 시그니쳐 구조는 비슷한 문자열
을 포함한 다른 시그니쳐로 추출되어 시그니쳐의
개수가 증가되고, 시그니쳐의 개수는 트래픽 분류
시스템에서 과부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이러한 시그니쳐 구조
를 트리 구조로 변화함으로써 시그니쳐의 개수를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트래픽 분류 속도도 감소시
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트리 시그니쳐 구조와
기존 시그니쳐 구조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트리 구조로 자동으로 추출
되는 페이로드 시그니쳐를 이용하여 기존 방법보다
더 효율적으로 트래픽을 분류할 수 있는 트래픽 분
류 시스템 개발할 예정이다.

4. 참고 문헌
[1] 심규석, 구영훈, 이성호, Baraka D. Sija, 김명섭, "
최신 네트워크 응용 분류를 위한 자동화 페이로
드 시그니쳐 업데이트 시스템", 통신학회 논문지
Vol.42 No.01, Jan. 2017, pp. 1-10
[2] 심규석, 김종현, 김성민, 김명섭, "급변하는 네트
워크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응용
시그니쳐 자동 생성 시스템에 대한 연구", 2016
년도 정보과학회 동계종합학술발표회, 휘닉스파
크, 강원, Dec. 21-23, 2016, pp.1021-1023
[3] 최지혁, 박준상, 김명섭, "시그니쳐 계층 구조에
기반한 HTTP 트래픽 분석 시스템의 처리 속도
향상", 통신학회 논문지 Vol.39B No.04, Apr. 2014,
pp.191-199.

2017 통신망운용관리 학술대회

ISSN : 2586-0232 (Online)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이상적인 메커니즘 정의
구영훈, Baraka D. Sija, 김명섭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
{gyh0808, sijabarakajia25, tmskim}@korea.ac.kr

Defining Ideal Mechanism of Protocol Reverse Engineering
Young-Hoon Goo, Baraka D. Sija, Myung-Sup Kim
Dept. of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Korea Univ.
요 약
오늘날의 인터넷은 네트워크 고속화 및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응용 및 악성
행위의 출현으로 복잡 다양한 비공개 프로토콜이 발생하고 있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및 보안을 위하여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보안 분야의 많은 부분에서 필수적이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표준화된 방법론은 없으며
복잡 다양한 오늘날의 대용량 네트워크에 적용하기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분류 방법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이상적인 메커니즘을
정의한다.

Ⅰ. 서 론

1

오늘날의 인터넷은 네트워크 고속화 및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인해 대용량의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응용 및 악성 행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
발생하는 복잡 다양한 프로토콜 중 다수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최소한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비공개
프로토콜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및 보안을 위하여
비공개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알 수 없는 비공개 프로토콜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타겟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알 수 없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므로 정상 응용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플로우
단위로 분류해 내고, 분류되지 않은 소량의 플로우에서
비공개 프로토콜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분류하여
네트워크 사용 현황 파악과 확장 계획 수립, 특정
프로토콜에 대한 대역폭 조절 등의 관리에 활용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취약성을
분석하거나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을 위한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비공개 프로토콜 분석을 위한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표준화된 방법론은 없으며 복잡 다양한
오늘날의
대용량
네트워크에
적용하기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프로토콜 리버스

이 논문은 2016 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과학기술인문융합연구사업(No.NRF-2016M3C1B6929228) 2015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2015R1D1A3A0101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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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의 분류 방법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위한 이상적 메커니즘을 정의한다.
본 논문은 본 장의 서론에 이어 2 장에서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이상적인 메커니즘 정의를 기술하
고 3 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Ⅱ.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이상적인 메커니즘
정의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자동화 여부, 프로토콜
구조분석을 위한 입력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분류 방법을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한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이상적인 메커니즘을 정의한다.
1) 자동화 여부에 따른 분류
수동적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는 2005 년
Borisov 가 발표한 GAPA(Generic Application-level
Protocol Analyzer)를 예시로 들 수 있다. GAPA 는
손으로 작성한 문법을 통해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사양을
확인하고 파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그러나 수동적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모든 프로토콜 요소를 정확하게
복구할 수 있지만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수작업이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응용의 속도에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고속의 대용량 네트워크 환경과 고도로
지능화된 다양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자동적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필수적이다.
2) 입력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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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입력으로 네트워크
트레이스를 사용하느냐 실행 트레이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네트워크 트레이스 기반 분석 방법과 실행 트레이
스 기반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네트워크 트레이스 기반
분석 방법은 해당 프로토콜의 네트워크 패킷을 모니터링
하여 캡쳐한 각 네트워크 트레이스들을 입력으로 분석하
는 분석 방법이다. 실행 트레이스 기반 분석 방법은 해당
프로토콜을 따르는 프로그램 바이너리를 모니터링하여
실행 명령, 메모리 사용, 시스템 콜, 특정 파일 시스템
접근 등을 기반으로 로깅한 각 실행 트레이스들을
입력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 방법은 실제
프로그램 바이너리의 실행을 분석하기 때문에 프로토콜
구조 분석의 정밀도가 향상될 수 있으나 비공개
프로토콜의 프로그램 바이너리 입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이상적인 메커니즘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출력으로는 크게 구문,
의미, 프로토콜 상태 머신이 있다. 프로토콜의 구문은 각
유형별 메시지를 구성하는 필드들의 형식을 말한다.
필드의 형식은 필드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 혹은
offset 과 depth 로 표현할 수 있는 경계와 필드들이
가지는 값, 순서 등을 포함한다. 프로토콜의 의미는
메시지를 구성하는 각 필드들이 뜻하는 바를 말한다.
대다수의 기존 연구에서는 의미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필드의 의미 유형들을 미리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필드를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찾는다. 프로토콜 상태 머신은 프로토콜의 유형별
메시지들의 행위를 분석하여 발생 순서, 발생 조건,
메시지의 방향 등을 표현하기 위한 유한 상태 오토마타
이다.
선행 연구의 방법론 중에는 프로토콜의 구문만을
추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방법론도 있으며 유한 상태
머신만을 추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방법론도 있다.
상세한 프로토콜의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프로토콜 구문,
의미, 프로토콜 상태 머신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추론하여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메커니즘의
순서로는 구문 추론(syntax inference) –
의미
추론(semantics inference) – 프로토콜 상태 머신을
위한 행위 추론(behavior inference)의 단계가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의한 각 유형별
의미에
해당하는
필드들을
찾아야하므로
먼저
메시지에서 필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토콜의 구문을 먼저 추론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프로토콜 상태 머신의 추출을
위해서는 각 노드를 정의하기 위한 메시지 클러스터링이
필수적이다. 각 메시지의 구문 및 의미를 추론하여
공통된
프로토콜의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메시지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프로토콜 상태 머신 추론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순서인 프로토콜 상태 머신을
추론한 후 구문과 의미를 추론하는 것은 프로토콜 상태
머신 추론 시 선행적으로 노드를 정의하기 위한 메시지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후 구문 및 의미를 추론할 때
최종적 프로토콜 구조를 결정하기 위하여 메시지
클러스터링을 다시 한 번 수행하여야 하므로 비효율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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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메커니즘
Figure1 은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이상적인
메커니즘이다. 먼저 다양한 프로토콜 중 하나의 단일
프로토콜을 입력받는다. 이 단일 프로토콜은 다중 계층
구조의 프로토콜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로 구문 추론 단계에서는 각 입력이
네트워크 트레이스인지 실행 트레이스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메시지 내의 필드를 식별한다. 입력이
네트워크 트레이스인 경우, 여러 메시지에 대해 키워드
및 통계 분석을 통해 필드를 식별한다. 입력이 실행
트레이스인 경우, 특정 의미를 가지는 필드는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바이너리에서 메모리 접근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CPU 명령의 피연산자 메모리 접근
빈도 등의 특성을 관찰하여 필드를 식별한다.
두 번째 단계인 의미 추론 단계에서는 몇 가지 의미의
유형을 미리 정의하고 모든 필드에 대하여 각 유형별
의미에 만족하는 필드가 있는지를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추론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유형별 메시지의 프로토콜
구문과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메시지 클러스터링을 한다.
마지막으로 행위 추론 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의 결과인
유형별 메시지 클러스터들을 유한 상태 머신의 노드로
결정하고 노드들의 변환을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의
행위를 분석하여 관찰된 노드들 사이의 변환을 엣지로
연결한다. 최종적으로 유한 상태 머신을 최소화하여
프로토콜 상태 머신을 추출한다.

Ⅲ.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분류
방법을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이상적인 메커니즘을
정의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정의한 이상적인 메커니즘을
토대로 한 새로운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참 고 문 헌
[1] Juan Caballero, Dawn Song, “Automatic Protocol
Reverse-Engineering: Message Format Extraction and
Field Semantics In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ing, 2012,
Vol. 57, Issue. 2, pp. 451– 474
[2] John Narayan, Sandeep K. Shukla, T. Charles Clancy," A
Survey of Automatic Protocol Reverse Engineering
Tools," Journal ACM Computing Survey, 2016, Vol. 48,
Issue. 3, No. 40

2017 통신망운용관리 학술대회

ISSN : 2586-0232 (Online)

FloFex : 기계학습 기반 응용 트래픽 분류를 위한 트래픽 학습 특징 추출 시스템
박지태, 심규석, 이성호, 김명섭
고려대학교

{pjj5846, kusuk007, gaek5, tmskim} @korea.ac.kr

FloFex : Traffic Learning Feature Extraction System for Accurate
Application Traffic Classification based on Machine Learning
Jee-Tae Park, Kyu-Seok Shim, Sung-Ho Lee, Myung-Sup Kim

Korea Univ.
요약

최근 네트워크 환경의 비약적인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응용 별 트래픽 분류의 중요성
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 되고 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기계학습 기반 응용 트래
픽 분류 방법이다. 기계 학습 기반으로 분류 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할 학습 특징(Learning Feature)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다. 어느 학습 특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응용 트래픽 분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에 본 논문은 기계
학습 기반의 응용 트래픽 분류 시스템을 간단히 소개한다. 이 후 소개한 시스템에 사용할 응용 트래픽 학습 특징 추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기계 학습에 사용할 응용 트래픽의 학습 특징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 후 본 논문을 마친다.
개하고, 기계학습에 사용할 학습 특징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추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한다.

Ⅰ. 서 론1
최근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과 사용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응용
이 발생한다. 이러한 다양한 응용은 각기 다른 패턴의 트래픽을 발생시키
고 이러한 패턴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패
턴의 트래픽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방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응용 트래픽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고, 대
부분의 방법이 페이로드 시그니쳐 기반의 분류 방법이다[1,2]. 하지만 이
러한 시그니쳐 기반의 분류 방법은 기존의 패턴 이외 새로운 패턴이 나오
면 대처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계학습 기반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
다. 기계학습 기반으로 분류하는 방법의 장점은 기존의 시그니쳐 기반의
한계점을 해결 할 수 있고, 오늘날 여러 기업에서 OpenAI 툴을 제공해 주
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
러 OpenAI툴 중 Google에서 제공하는 Tensorflow를 사용한다[1].
기계학습 기반의 응용 트래픽 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반
면에 주의할 사항도 있다. 먼저 기계학습에 사용할 트래픽의 학습 특징 잘
선정해야 한다. 잘못된 학습 특징을 적용하여 실험을 하면 오히려 기존의
응용 트래픽 분류 방법 보다 정확도 면에서 떨어진다. 게다가 기계학습에
사용할 학습 특징이 적으면 가장 최적인 학습 특징을 찾기 힘들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학습 특징을 다양하게 추출해서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가장 최적인 학습 특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1]. 하지만 기존의 응용 트
래픽 학습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은 추출되는 학습 특징의 개수가 제한적
이므로 기계학습 기반의 정확한 응용 트래픽 분류 모델을 만들기에는 적
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기반의 응용 트래픽 분류 시스템을 소

Ⅱ. 본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응용 트래픽 분류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림 1. 기계학습 기반 응용 트래픽 분류 시스템 구조
먼저 분류할 다양한 종류의 응용 트래픽을 수집한다. 그 후 본 논문에서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과학기술인문
융합연구사업(No.NRF-2016M3C1B6929228)과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2015R1D1A3A0101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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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Sub Feature은 그림 3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Packet Count는 각 플로우에 있는 패킷의 개수이고 이는 total, forward,
backward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로 Flow Size, Duration, Protocol은 각
플로우의 크기(byte 수), 지속시간, 프로토콜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Source Port, Source Address와 Destination Port, Destination Address
는 각각의 플로우에 해당하는 Source, Destination의 포트번호와 주소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PPS (Packet Per Second)는 1초 동안 보내는
packet의 수라고 정의한다. PPS도 Packet Count와 마찬가지로 total
packet, forward, packet, backward packet에 따라 PPS, FPPS BPPS 로
나누어진다.

제안하는 학습 특징 추출 시스템으로 다양한 학습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Training Set과 Test Set으로 나눈다. 다음으로 Training Set으로 학습하
고 이를 바탕으로 Test Set의 응용 트래픽을 분류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응용 트래픽 학습 특징 추출 시스템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구성되어있다.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Pre-Processing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응용 트래픽의 학습 특
징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그림 2. FloFex 시스템 구조
그림 3. FloFex에서 추출된 학습 특징 리스트 구조

먼저 inputs으로 캡쳐된 응용 트래픽인 (Cap File)을 넣는다. 이 후
inputs에 Pre-Processing과정을 적용 시킨 후 트래픽을 두 번째 단계에서
불러온다. 다음으로 불러온 트래픽을 바탕으로 하나의 플로우씩 읽으면서
각 플로우의 학습 특징들을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Sub Feature는 바로
추출되고 Main Feature은 각각의 값들을 계산하여 추출된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응용 트래픽의 학습 특징들을 output에 저장한다.

Ⅳ.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은 정확한 응용 트래픽 분류를 위한 여러 가지 응용 트래픽의
올바른 학습 특징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추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실험을 통해 input으로 넣은 각 응용 트래픽의 값 (packet count,
packet size 등 )들과 위 방법으로 얻은 다양한 학습 특징들을 비교해본
결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시스템을 통해 기계 학습에 사용할 응용 트래픽의 학습 특징을 효율적
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FloFex 시스템 구
조를 개선시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추출된 학습 특징에 Tensorflow의
Softmax Regression을 적용하여 기계학습 기반의 응용 트래픽 분류 모델
을 만들 계획이다,

Ⅲ.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응용 트래픽 학습 특징 추출 시스템에서 추출 할
수 있는 학습 특징의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추출되는 학습 특징은 약 300개가 있고 각각의 학습 특징은 하나의 플로
우 별로 추출된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학습 특징을 추출한 결과, 추출된
학습 특징들은 크게 Main Feature와 Sub Feature로 나눌 수 있다.
Main Feature는 크게 시간대 별로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전
체 시간과 1~5초 이내의 Packet Size와 Inter Arrival Time 학습 특징의
값이다. 각 시간대별로 나오는 Packet Size와 Inter Arrival Time은 또다
시 크게 total, forward, backward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패킷(total,
forward, backward)은 그림 3과 같이 각각 8 가지의 통계적인 값 (max,
min, median, sum, mean, variance 1stquartile,3rdquartile) 을 가진다.
max는 최대값, min은 최소값, median은 중간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sum,
mean, variance는 각각 합, 평균, 분산을 나타내고 1stquartile, 3rdquartile
는 각각 해당하는 값들의 25%, 75%에 해당하는 값이다.
Sub Feature는 Main Feature와 다르게 응용 트래픽 값의 통계적인
값이 아니라 응용 트래픽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들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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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다. 폭주하는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하게 네트
워크 회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며,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적합한 QoS(Quality of
Service) 를 제공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트래픽 분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포트
번호와 암호화된 페이로드를 가지는 패킷을 발생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등장하여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이 기존의 시그니쳐
를 기반으로 한 트래픽 분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시그니쳐기반의 분석 방법은 트래픽 패턴 변화를 관리자가 인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그니쳐를 추출 하는 작업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학내 망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
3가지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수집한 뒤, 본 연구팀이 개발한 feature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트래픽이 발생시키는 패킷의 약 300개의
feature 중 특정 feature를 선정하여 기계 학습 (Mechine Learning) 을 활용하여 Google 에서 제공하는 Tensorflow 의 Softmax
Regression을 적용하여 featrue 학습을 통한 효율적인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Softmax
Regression 에 있어 효율적인 분류가 될 수 있는 Learning rate 와, Feature set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을 활용한 효율적인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내 망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 3가지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수집
하고, 본 연구팀이 개발한 feature 추출 프로그램(Pkt Feature Extraction)
을 통해 각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이 발생시키는 패킷의 약 300개의 feature
를 추출한 뒤 Softmax Regression 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feature
를 학습하여 트래픽 분석률을 측정한다.
본 논문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 Softmax Regression 을 이용한 트래픽
분류 과정과 시스템에 대해 언급한 뒤 3장에서 학습을 통해 생성된 모델
을 실제 검증 트래픽에 적용한 뒤 Softmax Regression에 쓰이는 적절한
Learning rate 와 검증 결과를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한다. 마지막
으로 4장에서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한 뒤 논문을 마친다.

Ⅰ. 서 론

오늘날 인터넷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그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
픽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다. 폭주하는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네트워크 회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네트워크 회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며, 효
율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종류의 트래픽이
회선을 돌아다니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중요한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네트워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솔루션의 중요성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적합한 QoS(Quality of Service) 를 제공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트래픽 분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포트 번호와 암호화된 페이로드를 가지는 패킷을 발생하는 어플리
케이션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트래픽 패턴이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트
래픽 분류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지만 대부분 시그니쳐를 기반으로 사전에
정의된 규칙에 의존한 방법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1]. 트래픽 패턴 변화를
관리자가 인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그니쳐를 추출하는 작업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2].
따라서 최근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을 이용한 트래픽 분석방법
이 부상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
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어플리
케이션 트래픽이 발생시키는 패킷의 feature 를 기반으로 Google 에서 제
공하는 기계학습 도구인 Tensorflow 를 활용하여, Softmax Regression

Ⅱ. 본론

본 장에서는 feature 생성 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을 활용한
트래픽 분류 방법에 대해 언급한다. Softmax Regression을 활용한 어플
리케이션 트래픽 분류 시스템은 그림 1의 과정을 거친다. 3가지 어플리케
이션에 대한 트래픽(Google, Facebook, Kakaotalk) 을 수집하고, 본 연구
팀에서 개발한 feature 를 추출하는 프로그램(Pkt Feature Extraction) 을
통하여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이 발생시키는 패킷의 약 300가지의 feature
를 추출한다. 그 중 6가지의 feature(Flow Size, Duration, Protocol,
TotalPktCount, ForwardPktCount, BackwardPktCount) 를 선정하여
Tensorflow 의 Softmax Regression 을 적용하여 Train Set 으로 학습 시
킨 뒤 Test Set 을 통해 트래픽을 어플리케이션 별로 분류한다.
Softmax Regression은 Multinomial Classification 으로 두 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기 위해 Binary Classification 을 확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과학기술인문융합
연구사업 (No.NRF-2016M3C1B6929228)과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2015R1D1A3A0101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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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의 패턴 분석, 예측 및 식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Softmax Regression 모델은 설정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적절한 Learning
rate 를 설정해야줘야 한다. Learning rate 를 너무 큰 값을 설정하게 되면
Cost function 을 사용하게 되는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에서 step 이
커져 적절한 cost 를 찾을 수 없게 되는 Overshooting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적은 값을 설정하게 된다면, step 이 작아져 Stops at
local minimum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이 발생
시키는 패킷의 각 feature 들이 갖는 수치는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각
feature들이 갖는 수치들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Preprocessing 작업을 거
쳐 학습해야한다. 마지막으로 Train Set과 Test Set의 적한 비율로 설정
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Train Set은 80%, Test Set은 20%로 설정한다.

표 1.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모델 별 분석 결과

Features
F1

α = 0.001

α = 0.01

α = 0.1

α = 1.0

F2

F3

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α = Learning rate, AC = Accuracy (%),

F5

○
○
○
○
○
○
○
○
○
○
○
○

F6

○
○
○
○
○
○
○
○
○
○
○
○

AC
58.1
59.8
59.6
68.3
61.2
59.8
64.2
61.1
59.3
59.8
66.7
47.2

F1 = Flow Size, F2 = Duration,
F3 = Protocol, F4 = Total Packets,
F5 = Forward Packets, F6 = Backward Packets ,

Ⅳ.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은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을 이용한 효율적인 어플리케
이션 트래픽 분류 방법을 제안하였다. 3가지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Google, Facebook, Kakaotalk) 을 Tensorflow 의 Softmax Regression
을 활용하여 feature 학습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실험하였
다. 모든 feature를 학습시킨 뒤 learning rate를 0.01로 설정했을 때, 최고
의 분석률을 보였다. 위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earning rate 에 따른
그림 1. Tensorflow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학습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Learning rate 를 설정해야한다는 것
분류과정
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eature 추출 프로그램 (Pkt Feature Extraction) 에서
Ⅲ. 실험
추출한 300개의 feature 중 7가지만 선정하였다. 향후 feature에 대한 추가
Softmax Regression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 시스템의 효 적인 연구를 할 것이고, 조금 더 효율적인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학내 망에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검증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 Microsoft NetWorkMonitor 프로그램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수집하였다. 사용된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은 3가지로 Google,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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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응용 실행의 최적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을 활용한 IT 인프라를
연구가 활발하다. 데이터 집약적인 HPC 응용의 요구사항 중 실시간 분석 및
처리 및 성능과 결과 검증에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본
ScienceDMZ 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는 실시간 HPC 응용
1. 서론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은 IT 인프라를 동적으로
관리하여 응용 실행의 최적화를 위한 적시적 자원 관리
기술을
제공한다.
최근
서비스
특성에
따라
OpenFlow[1]와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SDN(Softwaredefined Network) 기술을 적용한 동적 네트워크 관리
연구가 활발하다. 이와 함께 기기들의 고성능화에 따른
데이터의 폭증, 트래픽 동적 변이 심화와 더불어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과 서비스의 다양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학
계산
응용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성능 환경을 활용한
SDC(Software-defined
Compute),
SDS(Softwaredefined Storage) 기술이 새롭게 정의되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기존의 HPC 연구는 필요 자원이
독점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점에 분석을 진행하는 일괄
배치 작업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기상 재난 예측과 같은
과학계산 응용은 실시간에 가까운 분석 및 결과 활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계산 응용은 자원 및 실행
인프라의 실시간 성능 처리와 결과 검증 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성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ScienceDMZ 환경 연구에 대한 조사와
실시간 예측 분석의 일례로 기상 재난 예측 분석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의 기술인
SDC, SDN 을 적용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HPC 응용 실행 구조를 정의한다.
2. 관련연구

2.1 ScienceDMZ
미국 ESnet 에서 제안된 ScienceDMZ 는 데이터
집중형 과학을 위한 통합적 전송체계이며 개념적
용어이다. TCP 환경에서의 최적화된 전송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트래픽 손실 없는 네트워크 상태를 추구한다. 망
분리는 일반적인 데이터 트래픽과 ScienceDMZ 데이터
트래픽에 의해 이루어진다. 트래픽 손실이 없는 경우
LAN 과 international 구간에 대해 Line Rate 의 90%
이상의 전송 성능을 나타낸다. 또한 고성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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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관리하는 적시적 자원 관리
예측을 요구하는 경우 적시적 데이터
논문은 고성능 데이터 전송 환경인
실행 구조를 정의한다.

전송을 위해 저장, 캐싱, 보안 기능까지 감안한 전용
노드(DTN)가 필요하다[2][3]. 이를 기반으로 고성능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확충하여 고성능 연구 환경을
제안하였다. 그림 1 은 국내 ScienceDMZ 기반의 고성능
인프라이다.

그림 1. 국내 대기과학분야 ScienceDMZ 기반의
고성능 인프라[2]

2.2 SDN, SDC
SDN 기술은 이종의 스위치와 라우터를 통해 손쉽게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는 OpenFlow 에 기반하여
출현하였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킹 기술 개발을
위해 네트워크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OpenFlow 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운영체제
사이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하여 네트워킹 시스템 모델을 정의한다.
SDN 기술은 네트워크 사용자가 하드웨어 기반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응용들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4].
SDC
기술은
SDN
의
개념에서
확장되었다.
데이터센터의 새로운 트랜드 기술로 데이터와 자원을
작업에 올바르게 배치하는데 있어서 작업의 동적인
수행을 고려한다[5]. 응용 실행의 최적화를 위한
자원관리 기술인 SDC 를 통해 데이터센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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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 재난 예제 시나리오

고성능 전송, 보안, 인프라의 실시간 성능 처리 및
결과 검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기존 환경에서
시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고성능
연구는 ScienceDMZ 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응용의 예로는 국지성 태풍 예보와 같은 기상 재난 안전
관련 분석, 예측의 경우이다.
기상청은 정기적인 예보를 위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년간
개발된
기상모델을
이용하여
슈퍼컴퓨터와 같은 고성능 자원을 활용한 단기, 중기,
장기 예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예측 서비스는 시간적 제약 하에
어려움이 있다. 그림 2 는 실시간 침수 예보를 가상화
하여 제공하는 인프라 구조를 나타낸다. 변동하는 기상
데이터를 위성 및 레이더로 측정하여 지형 및 광역, 국지
구름 모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강우 예상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기상 모델에 적용하여 지역별
실시간 침수를 예측한다.

데이터 집약적인 응용을 위한 데이터 배치 및 작업
스케줄러를 포함한다.
플랫폼의 작업 제출 및 작업 스케줄러 서비스는
응용의 특성 분석을 통해 찾아낸 각각의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세밀한(fine-grained) 자원 요구를 만족시키는
SDC 기술 기반의 작업 스케줄링 기법을 제공한다.
기상 재난과 같은 HPC 응용은 대규모의 입력 데이터,
중간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생성한다. 데이터의 생성
시점 및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용도와 사용 빈도가
다르다. 따라서 데이터의 생성 시점과 종류를 분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 사용한다. 이러한 데이터 배치
기법을 통해 응용에 사용되는 데이터 특성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지능적으로 데이터를 분배, 배치해야 한다.
데이터 집약적인 HPC 응용의 데이터와 작업 간의 관계
정보를 통해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이터 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한 예이다. 또한 데이터 배치
전략에서 성능 하락의 큰 요인인 네트워크 병목현상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 한다. SDN 환경에서의 데이터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전송 속도 및
대역폭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HPC 응용 실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컴퓨트 구조 대해 정의하였다. 응용의 특성과
데이터의 이동을 고려하면서 효과적인 스케줄링을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ScienceDMZ 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고성능 데이터
전송체계에서 데이터배치 기법은 데이터 집약적인 HPC
응용 과학 연구를 위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다. 현재
그리고 향후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과학
응용 개발 사업에도 원천기술로써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2. 실시간 침수 예보 인프라[6]

이처럼 국지적 태풍 예보, 도로별 침수, 홍수 지역
예측 서비스 등과 같은 실시간 분석 및 적용 연구는
대용량 데이터의 이동, 충분한 고성능 자원, 새로운 분석
모델 개발 등을 필요로 한다. 고성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ScienceDMZ 환경에서 데이터 저장과 계산
실험의 적시적 적용 및 통합적 연동이 가능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의 이해를 기반한
지능적 데이터 배치와 계산 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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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프트웨어 정의 컴퓨트(SDC) 구조

그림 3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능 구조도이다. 이
구조는 차세대 고성능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전송
및 계산 배치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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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oT 디바이스가 보편화 되면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더욱 밀접한 IoT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러한 IoT 디바이스들은 유선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무선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유, 무선으로 구성된 IoT 네
트워크에 DDoS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 IoT 디바이스들의 통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무
선 IoT 디바이스와 무선 채널에 대한 공격이 유선 IoT 디바이스보다 DDoS 공격에 더 큰 영향을 받음을 보이고, 무선 IoT 디바이
스를 위해 네트워크 단에서 DDoS 공격 탐지 및 방어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Ⅰ. 서 론
최근 IoT 디바이스가 보편화 되면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IT 분
야의 리서치 기업 가트너는 2014년 64억 개의 IoT 디바이스가 2020년에는
135억 개에 달할 것으로 추측한다. 더불어 2014년을 기준으로 2015년에는
IoT 디바이스의 사용률이 30% 증가했다.[2][3] IoT 디바이스의 증가와 함
께 IoT 디바이스의 영역도 점차 늘어나 카메라, 난방기기, 냉장고자동차와 같
이 인간의 삶에 밀접한 기기들도 IoT 디바이스의 영역에 포함 될 것이다.[4]
이러한 IoT 기기들은 주로 각 가정 및 회사, 학교, 병원 등에서 유, 무선으로
AP에 연결되어 통신하는데, IoT 환경에서는 특히 무선 환경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한 AP와 연결된 IoT 디바이스가 DDoS공격을 받을 때 IoT 네트워크의
각 기기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 유무선 IoT 게이트웨이 실험 환경
Ⅱ. 본론
본 논문에서는 한 AP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된 IoT 디바이스에 DDoS
공격이 가해질 경우, IoT 디바이스 사이의 Ping RTT를 관찰한다. 이를 통
해, DDoS 공격이 유, 무선으로 연결된 IoT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먼저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각 공격 상황에 대한 IoT 디바이스
의 Ping RTT 결과를 통해 IoT 네트워크 환경의 디바이스들이 DDoS 공격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다.

1. 유무선 IoT 게이트웨이 실험 환경 구축
DDoS 공격이 유, 무선으로 연결된 IoT 디바이스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
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은 실험 환경을 구축하였다. IoT 게이트웨이 AP로는
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TP-LINK TL-WR9400N plus 모델을 사용하였고,
4개의 각 노드는 Raspberry Pi 3 Model에 Raspbian 운영체제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노드 n1과 n2는 유선으로 AP에 연결하였고, 노드 n3, n4는 무선
으로 AP에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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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측정 방법
그림 1과 같은 실험환경에서 유선에서 유선 공격, 무선에서 무선 공격, 유선
에서 무선 공격, 무선에서 유선 공격에 대한 각 IoT 디바이스들의 통신 상태
를 비교한다. DDoS 공격은 n1과 n3에 설치된 hping3 DDoS 공격 툴을 사용
한다. ICMP Flooding 공격을 수행하며, 공격속도를 u1000(100 packets
for second), u100(1000 packets for second), u50(5000 packets for
second), u10(10000 packets for second)으로 각각 다르게 하여 IoT기기
의 통신 상태를 측정한다. IoT 기기의 통신 상태 측정은 1초당 1개의 Ping을
60번씩 보내어 주고받은 시간의 최솟값, 평균값, 최댓값과 손실률을 측정한다.

3. 유무선 IoT 게이트웨이 환경에서 DDoS 공격의 영향 분석
3.1 유선에서 유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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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공격 상황의 실험 결과

그림 2의 그래프 (a) 유선에서 유선 공격은 n1에서 n2로 이루어진다. 이러
한 유선에서 유선 공격 상황의 유선-무선의 통신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n2와
n4의 Ping RTT를 측정한 결과와 무선과 무선의 통신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n3와 n4의 Ping RTT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유선-무선(n2-n4) Ping
RTT의 경우 u50부터 영향을 받았으나 무선-무선(n3-n4)의 Ping RTT의
경우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선-유선 공격 환경에
서 무선-무선 통신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무선에서 무선 공격
그림 2의 그래프 (b)와 그래프 (c)의 무선에서 무선 공격은 n3에서 n4로
이루어진다. 그림 2의 그래프 (b)는 무선에서 무선 공격 상황에 유선과 유선
의 통신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n1와 n2의 Ping
RTT를 측정하였다. 그림 2의 그래프 (c)는 무선에서 무선 공격 상황에 유선
과 무선 간의 통신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측정을 위해 n1과 n4의 Ping
RTT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유선-유선(n1-n2)의 통신에는 영향이 없었지
만, 유선-무선(n1-n4)통신에는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공격 속도가 증가할
수록 Ping의 응답속도가 느려지며, 손실률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무선으로 연결된 디바이스가 공격을 받게 되면 무선에서 무선으로의
공격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유선에서 무선 공격
그림 2의 그래프 (d)와 그래프 (e)의 유선에서 무선 공격은 n1에서 n3로
이루어진다. 그림 2의 그래프 (d)는 유선에서 무선 공격 상황에서 유선과 무
선의 통신을 측정하기 위해 n2와 n4의 Ping RTT를 측정한 그래프이고, 그
림 2의 그래프 (e)는 유선에서 무선 공격 상황에 무선과 무선 간의 통신을 측
정하기 위해 n3와 n4의 Ping RTT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그림 2의 그래프
(d)를 보면 유선에서 무선 공격 상황의 유선-무선 통신은 DDoS 공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Ping의 응답속도는 7ms에서 22ms로 증가 했
으며 공격속도 u100부터는 손실률도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의 그
래프 (e)를 보면 유선에서 무선 공격 상황의 무선-무선 통신에서는 DDoS 공
격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u1000의 속도부터 Ping의 응답
시간과 손실률이 증가하며, u10의 속도부터는 손실률이 100%로 통신이 불가
능한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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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무선에서 유선 공격
무선-유선의 공격상황에서는 유선-유선, 무선-유선의 모든 경우가 크게 영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 무선 환경으로 AP와 연결된 IoT 디바이스에 DDoS 공격
이 일어났을 때, IoT 기기들의 통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
였다. 분석 결과 유선-유선 상의 공격은 공격받는 유선의 디바이스이외에 다
른 디바이스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선으로
연결된 디바이스로 DDoS 공격이 가해질 경우(무선에서 무선 공격, 유선에서
무선 공격)에는 모든 무선 디바이스들의 통신 속도가 느려지며 손실률도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실험 결과와 분석을 통해 무선으로 이루어진 IoT 디바이스
에 DDoS 공격이 가해질 경우, 그 IoT 네트워크의 디바이스들은 모두 불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DDoS 공격이 AP를 지나 무선으로 연결된 디바
이스에 도착하기 전에 네트워크 단에서 DDoS 공격을 탐지 및 방어하는 기술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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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V2V/V2I 통신 기술 및 커넥티드 카 개념 확산에 따라, 교통수단들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실시간 교통상황을 인지하
는 다양한 서비스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존의 차량 간 통신 기술들은 데이터 전송 여부
에 중점을 두었지만, 향후 SDN 등 네트워크 기술 발달에 따라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이해하는 유연한 네트워크 서비스 기
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교통상황을 인지하는 유연한 교통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자원
예약 및 대역폭 동적 할당에 대한 기법을 제안하고, 소규모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해당 기법을 검증하였다.

Ⅰ. 서 론
'한 집 당 자동차 1 대' 라는 말도 옛말이 되었다. 지난 70
여년 간 대한민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무려 2700 배 증가하여
2000 만대를 돌파하였고 차량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교
통 체증과 교통상황의 변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
작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운전자가 실
시간으로 교통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운전자들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주
행상황을 제공받고 교통 혼잡을 완화시켜 도시의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도로
에서 운전자들에게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통흐름에 대한 데이터
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을 때 이를 사용자에게 끊임없
이 지속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사용자의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구역의 교통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최
적의 경로를 설정해주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
대할 수 있다.

그림1 내부네트워크 구성도

Ⅱ. 본론
본논문에서는 유동적으로 변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지하
고 이에 따라서 해당 구역의 네트워크 Bandwidth 자원을 사용
자별로 동적으로 조절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차량 내부의
사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려고 한다.
네트워크 트래픽 양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에 맞춰
Bandwidth 의 조절하기 위해 SDN(Software defined Network)
환경이 필요하다. SDN Controller 로는 OpenDaylight[1]를
이용하였다. SDN 환경에서는 Open-Flow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Switch 로는 SDN Controller 와 Switch 간의 통신
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OpenFlow[2]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게 OpenvSwitch[3]이용하여 Switch 를 구축하였다. 실질
적인 내부 네트워크 구성도는 그림 1 과 같고,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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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도

Switch 및 AP 는 Raspberry pi3 를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Target Server 에서는 AP1 과 AP2 의 호스트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OpenDaylight

KNOM Conference 2017
Controller 에서는 SDN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들을 그림 3 과
같이 웹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결과물을 실제 차량으로 시험/검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RC Car 를 이용하여 시험하였다. RC
Car 에는 Raspberry Pi 를 부착시켜 내부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다. AP1 과 AP2 는 물리적인 거리로
멀리 떨어져 있고 AP1 에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적고, AP2 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정도로 트래픽이 많게 하고,
RC Car 가 AP1 에서 AP2 를 지나면서 Target Server 에서 서
비스를 제공 받을 때 Bandwidth 의 할당 여부에 따라 서비스
를 끊임없이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았다.
Bandwidth 가 할당되기 전에 는 AP1 에 있을 때는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 받다가 AP2 에 접속되고 나서는 얼마 안가 서비
스를 제공 받지 못하였고, Bandwidth 할당 후에는 AP1 에서
AP2 로 접속 이 바뀌어도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받을 수 있었
다.

Ⅲ. 결론

그림 3 OpenDaylight에서 본 네트워크 Topology

Bandwdith 를 조절하기 위하여, 호스트의 MAC 주소와 해당 호
스트에게 할당할 Bandwidth 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호스트의
Bandwidth 가 조절되는 형식의 Java Web Application 을 작성
하였다. 이 Application 은 OpenDaylight 와 Northbound API
[4], OVSDB[5], Restconf API, Southbound API[4]등을 이용
하여 작성되었다. OVSDB NorthBound API 를 이용하여
OVSDB 와 OpenDaylight 를 연결하고, host 를 추적하고 flow
를 정하기 위하여 Restconf API 를 사용하였다. 또한 스위치와
라우터 아래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Southbound API 를 이
용한다. Java Web Application 에서 SDN 내의 호스트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각 호스트와 관련된 스위치 포트에 할당하기 위
한 일정 대역폭이 할당된 큐를 생성하고, 생성된 큐들을 확인
할 수 있다. SDN 내의 호스트들을 확 인 한 후에 Bandwidth
할당량과 Bandwidth 를 할당하고자 하는 호스트 MAC 을 그림
4 와 같이 입력하면, 해당 호스트가 접속해 있는 Switch 의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주행 중 네트워크를 이용해 제공
받는 서비스를 끊임없이 이용가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DN 환경을 구축하고 Java Web Application 을 통하여 SDN
내의 호스트들을 확인한 후 각 스위치 포트에 할당하기 위한
대역폭이 할당된 큐를 생성하 고 생성된 큐들을 확인 해보았다.
또한 각 호스트에 Bandwidth 를 할당함으로써 네트워크 트래픽
이 많은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서비스가 제공됨을 보았다. 추후
AP 에서 접속한 차량의 정보를 수집 할 수 있게 된다면 도시
전체의 교통흐름에 대한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 함으로써 전반
적인 교통 분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래픽이 적은 곳
의 AP 에서는 차량에 할당된 Bandwidth 외에 남는 Bandwidth
를 차량 내부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에게 사용 가능하게 하
여 더 많은 사용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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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andwidth 할당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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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방식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인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품질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은 기존 구조에 스트리머(인터넷 개인 방송자)가 추가됨으로써 서비스
제공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스트리머의 네트워크 상태도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에서 스트리머의 네트워크 상태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품질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Ⅰ. 서 론

Ⅱ. 관련 연구

모바일
디바이스들과
소셜
오늘날에는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컨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를 요구해왔으며,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컨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변모해갔다. 특히 통신과 방송을 결합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제공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는 지금까지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이다[1]. 이미 국내에서는 이를 위해 AfreecaTV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Twitch TV, Youtube Live 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는 기존의 일반 스트리밍
서비스와는 다른 구조로 컨텐츠를 제공한다.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방식(CDN)[2]에 기반한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로 비디오
컨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는 스트리머가 실시간으로 비디오 컨텐츠를
서버로 공급하고, 서버는 이를 시청자에게 중계함으로써
스트리머-서버-클라이언트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스트리밍 서비스의 품질이
스트리머의 네트워크 상황에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스트리머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컨텐츠 품질이 얼마나 가변적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환경에서 스트리머의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시청자가
제공받는 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연구는 기존에도 다수 존재해왔으며, 대표적인 연구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Youtube 시청자가 느끼는 QoE (Quality-ofExperience)를 측정 및 분석한 연구가 있다[3]. 그
외에는 H.264/AVC 로 인코딩 된 비디오를 스트리밍 할
때 패킷 손실로 인한 시청자의 주관적인 품질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 시도가 있다[4]. 한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연구로는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P2P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의 시스템 구현이 있다[5].
앞에서 소개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서비스 품질 평가를
할 때, 스트리밍 서버와 시청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 지연시간, 재생지연시간, 지연 빈도 수 등의
객관적으로 측정된 수치와 MOS 를 이용한 시청자의
주관적인 품질 평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스트리머의 네트워크 상태에 따른 시청자 측 서비스
품질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함으로써 기존 연구와는
다른 측면에서 성능 변화를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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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방법
스트리머 네트워크 상태가 시청자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트리머 네트워크 상태를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우선
스트리머
네트워크의
대역폭
(Bandwidth)이 상대적으로 크고 변화율이 낮을 때를
네트워크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로 분류하였으며, 반대로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변화율이 높을 때는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로 가정하였다. 실험은 [그림. 1]의
구조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상황을 구현하여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스트리머 네트워크 상태가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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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가정하였으며, 스트리머는 대역폭이 큰 Desktop
PC 1 대 (평균 패킷 처리량: 19.67 Mbps)에서 아프리카
TV 플랫폼을 이용해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시청자들은 해당 방송을 무선 환경의 모바일
디바이스(삼성 갤럭시 S5)와 유선 환경의 Desktop
PC 에서 시청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스트리머의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네트워크
대역폭이 작은 Desktop PC 1 대 (평균 패킷 처리량:
8.51 Mbps)를 통해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였다.
시청자 환경은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하다. 각각의
실험에서 스트리밍 화질은 동일하게 설정되었으며,
측정은 시청자가 시청을 시작한 이후로 100 초동안
이루어졌다. 시청자가 받는 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은
시청자의 실시간 패킷 처리량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림. 3] Desktop PC 를 이용한
시청자의 Throughput 변화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논문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본
스트리머의 네트워크 상태에 따른 시청자의 스트리밍
서비스 품질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스트리머의
네트워크 상태가 시청자가 받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향후 연구 주제로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활용하였을 때, 성능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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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 구조
Ⅳ. 실험 결과
[그림. 2]는 무선 환경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네트워크
상태가 안정적인 스트리머의 방송(A)과 불안정한
스트리머의 방송(B)을 각각 시청했을 때의 패킷
처리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 결과 모바일 디바이스로
A 를 시청했을 때 평균 패킷 처리량은 4.86 Mbps,
표준편차는 0.14 으로 측정되었다. 반면에 B 를 시청했을
때의 평균 패킷 처리량과 표준편차는 각각 3.24 Mbps,
1.12 으로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모바일 디바이스
시청자는 B 보다는 A 를 시청할 때 더 안정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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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대학교 내 화학실험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취할 수 있게 하려
고 실험실 안전 관리 매쉬업 서비스를 설계했다. 실험실 안전 관리 매쉬업 서비스는 대학교 내 연구실의 특성
을 고려하여 3 가지 시나리오로 설계되었다. 또한, 실험실 안전 관리 매쉬업 서비스는 최대한 많은 기능들을
외부 서비스로 구현하도록 설계하여 개발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각각의 외부 서비스들은 Adaptor 를 통해
제어됨으로써 외부 서비스별로 모듈화되었다. 모듈화된 외부 서비스는 업데이트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서비스의 Adaptor 를 수정하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Ⅰ. 서론
최근 화학 사고에 대한 발생 현황 및 사례들을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화학실험
실에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화학실험실 사고
중 대부분의 사고가 대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1].
대학교 화학실험실의 학생 실험자들은 강의를 통해 실
험에 관련된 이론과 주의사항에 대해 배운 후 실험에 참
여한다. 하지만, 모든 학생 실험자들이 실험에 관련된 이
론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완벽하게 숙지하고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강의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이 있더라
도 단체 강의의 특성상 실험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론수
업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한 학생의 경우에도 일반 연구
소의 실험자들에 비해 실험에 참여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다. 하지만, 대
학교 실험실의 경우 일반 연구소보다 취급하는 화학물질
의 양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대학교 실험실의 경우 안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험 관리자의 주도하에 초기 대응
을 잘한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가스누출
사고의 경우 대학교 실험실과 같이 작은 실험실에서는
빠른 환기와 대피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대학교 화학실험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모듈들과 시나리오를 확장하여 ‘ 실험
실 안전 관리 매쉬업 서비스’ 를 설계하였다 [3, 4].
실험실 안전 관리 매쉬업 서비스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해당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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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기능과 출입 권한 관리기능, 관리자에게 알림을
위한 SMS(short message service) 전송 기능, 화학물질
정보 조회 기능과 스크린 출력 및 음성 안내 기능, 여러
가지 센서 디바이스 관리기능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많은 기능을 구현하는데 최대한 많은 외부
서비스들을 사용함으로써 개발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
다. 또한, 외부 서비스들을 하나의 서비스로 매쉬업하기
위해 각각의 외부 서비스마다 Adaptor 를 설계했다.
Adaptor 는 여러 가지 외부 서비스들을 각각 모듈화하여
외부 서비스의 업데이트나 변경에도 해당 Adaptor 만 수
정하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실험실 안전 관
리 매쉬업 서비스의 시나리오를 구조도와 함께 설명하고,
3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관해 설명한다.
Ⅱ. 본론
1) 화학 실험실 출입자 제어
화학 실험실 출입자 제어 시나리오는 화학 실험실에
허가받은 출입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어하기 위한 시
나리오이다.
최초 출입자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
그가 내장되어있는 출입 카드를 RFID 리더기에 태그 하
여 출입을 시도한다. 출입 카드 소지자의 ID 는 Non-IoT
Adaptor 에서 Message Queue 를 거쳐서 Stormpath
Adaptor 로 전달돼서 출입 권한 인증을 받는다 [5]. 출
입 카드 소지자의 ID 에 출입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입자는 출입이 거부 된다. 출입 카드 소지자의 ID 에
출입 권한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IP Camera 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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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실 안전 관리 매쉬업 서비스 구조도>
근처의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응 또는 대피
출입자의 얼굴을 촬영해 Camera FTP Adaptor 에서
Face++ Adaptor 로 전송돼 출입 카드 소지자의 ID 와
알림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출입자의 얼굴을 비교한다. 출입 카드 소지자와 출입자가
동일인물이라고 판단되면 출입이 허가되고, 동일인물이
ACKNOWLEDGMENT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출입이 거부된다. 이 두 가지 인증
절차를 이용하면 출입자의 권한인증과 동시에 출입 카드
이 논문은 2017 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
도난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6].
2) 화학물질 안전 수칙 안내
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5-0화학물질 안전 수칙 안내 시나리오는 화학물질을 사용
하기 전 실험자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00274,(ICBMS-2 세부) ICBMS 플랫폼 간 정보모델 연동 및
써 화학물질의 위험도와 올바른 사용방법을 인지하게 해
서비스 매쉬업을 위한 스마트 중재 기술 개발)
주는 시나리오이다.
사용자는 RFID 태그가 부착되어있는 화학물질을 RFID
리더기에 태그 한다. 태그된 화학물질의 RFID ID 정보는
IoTivity Adaptor 에서 Database Adaptor 로 전달되어
화학물질의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를 조
참 고 문 헌
회한다. CAS 번호는 Public Data Adaptor 로 전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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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Framework,” in Proc. Asian Conference on Defence
오이다.
Technology (ACDT), pp. 92-96, Jan. 2017.
IoTivity 는 센서들로부터 감지된 데이터를 IoTivity
Adaptor 로 계속 전송한다. 전송된 데이터가 특정 조건을
[4] D. Kwon, H. Kim, D. An, and H. Ju, “ Container Based
만족할 경우 IoTivitiy Adaptor 는 사고로 판단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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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외부 서비스들을 매쉬업하여
화학실험실의 안전사고를 예방 및 대응하는 실험실 안전
관리 매쉬업 서비스를 설계하였다.
향후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자에게 SMS 알림을 보
낼 뿐 아니라, IoT Adaptor 에 Actuator 기능을 추가하여
사고 감지와 동시에 자동으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출입자 제어 시나리오에서 축적된 출입기
록을 바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화학실험실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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