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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팅 및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터넷 트래픽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 내부 서버의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서버 가상화와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해 패킷을 복제하는 기존의 하드웨어 TAP (Test Access Port) 장비는 서버 가상화

환경에서 구성된 가상 데이터 경로 (datapath)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 TAP 장비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Virtual TAP (vTAP)을 통해 가상 스위치에서 패킷을 복제한다. 그러나 가상 스위치에서 vTAP을 구현하면 호스트

머신의 컴퓨팅 리소스를 가상 스위치 및 가상 머신과 공유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해 고속 패킷 처리 기술인 eBPF (Extended Berkeley Packet Filter) 기반의 vTAP 구현 기술을 제안하고

기존 방법과 성능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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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proliferation of cloud computing and services, the internet traffic and the demand for better quality

of service are increasing. For this reason, server virtualization and network virtualization technology, which uses

the resources of internal servers in the data center more efficiently, is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However, the

existing hardware Test Access Port (TAP) equipment is unfit for deployment in the virtual datapaths configured

for server virtualization. Virtual TAP (vTAP), which is a software version of the hardware TAP, overcomes this

problem by duplicating packets in a virtual switch. However, implementation of vTAP in a virtual switch has a

performance problem because it shares the computing resources of the host machines with virtual switch and

other VMs. We propose a vTAP implementation technique based on the extended Berkeley Packet Filter (eBPF),

which is a high-speed packet processing technology, and compare its performance with that of the existing v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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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클라우드 컴퓨팅은 웹 서비스, 가상화, 서

비스 지향 아키텍쳐 등과 같은 많은 기술들을 결합

하고 SaaS, PaaS 및 IaaS와 같은 IT capability를

실현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한 형태이다

[1].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

산됨에 따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요구 사항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 머

신 (Virtual Machine, VM)을 사용하여 서버의 리소

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서버 가상화 (Server

Virtualization)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데이터 센터

(Data Center)에서 동일한 호스트 서버에 위치한

VM들 또는 물리적으로 다른 서버에 위치한 VM들

사이의 통신은 다양한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기 위

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VM들 사이의 가상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East-West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하드웨어 TAP (Test Access Port) 장비는

터미널과 라우터 (또는 스위치) 사이의 링크를 통과

하는 패킷을 복제하고, 복제된 패킷을 모니터링 시

스템에 전송한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동일한 호스트 머신에 위치하는 VM들 사이의 링크

는 가상 스위치 (virtual switch)에 의해 구성된 가

상 링크 (virtual link)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 링크

에 하드웨어 TAP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문제점

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하드웨어 TAP 장비로는

VM들 사이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TAP

장비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virtual TAP (virtual

Test Access Port, vTAP)은 VM 사이의 트래픽 모

니터링을 패킷 레벨로 제공한다. vTAP은 패킷 레벨

의 트래픽 모니터링 및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위하

여 각 호스트 서버에 위치하는 가상 스위치를 활용

하여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트래픽 모

니터링이 가능한 vTAP의 설계 및 구현을 제안한다.

가상 스위치 기반 vTAP 구현은 패킷을 복제하고

복제된 패킷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달할 때 가

상 스위치 및 다른 VM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호스

트 머신의 리소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vTAP의 성능

이 저하된다. 이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스트 머신의 제한된 리소스를 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커널 기반의 고속 패킷 처리 기술인 eBPF

(extended Berkeley Packet Filter)를 기반으로 하는

vTAP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 장에서는 vTAP와 연관된 기술을 설명하고 이

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제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BPF 기반 vTAP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설명하고, 제 4 장에서는 eBPF 기반

vTAP과 가상 스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vTAP

을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

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 내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Ⅱ. 연구 배경 및 관련 연구

1. 연구 배경

vTAP은 일반적으로 패킷 레벨에서 호스트 머신

(서버)의 VM들 사이의 트래픽을 복제하고, 복제된

트래픽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달하여 트래픽을 분

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vTAP의 설계 및 구

현은 Linux 커널 기반의 하이퍼바이저 (hypervisor)

인 KVM과 고속 패킷 처리를 지원하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확장성을 제공하는 eBPF를 기반으

로 한다.

eBPF는 Linux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IO Visor Project의 하나로, eBPF는

Linux에서 패킷 필터링 및 패킷 모니터링에 사용하

는 기존 BPF의 성능과 보편성 (universality)을 확

장하였다 [2]. eBPF는 주로 커널 기반의 tracing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micro-segmentation), 보안

그룹 (security group), 방화벽과 같은 커널 내부에

서 동작이 가능한 보안 기능에 활용되어 왔으며,

Docker 및 Kubernetes와 같은 컨테이너 (container)

기술에 eBPF를 활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기존 BPF는 상호 작용 (interaction)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다른 BPF 프로그램을 호출할 수 없다.

또한 JIT (Just-In-Time) 컴파일이 복잡하고 프로그

램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

유로 Linux 커널 기반의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이

나 커널 기반의 네트워크 기능을 개발할 때 기존

BPF는 그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반면

eBPF는 C 언어 및 Python과 같은 상위 레벨의 언

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고,

프로그램을 커널에 로드하여 커널 함수를 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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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BPF의 전반적인 처리 과정
Fig. 1. Overall Process of eBPF

이 때 커널 내부의 verifier는 바이트 코드가 안전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바이트 코드를 거부

하여 프로그램을 커널에 로드하지 않는다. 커널 내

부에 정상적으로 로드된 eBPF 프로그램은 패킷이

오갈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이벤트를 소켓, 트래픽

제어,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같은 이벤트 핸들러와

연관시켜 해당 커널 함수를 호출한다.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eBPF의 전반적인 실행 구조는 그림 1에

나타나있으며, 위와 같은 eBPF 뿐만 아니라 다른

고속 패킷 처리 기술의 활용을 통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Open vSwitch (OVS) [3]는 VM 간 가상 네트워

크 구축 환경을 제공하는 Linux 기반 멀티 레이어

가상 스위치이다. OVS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확

장 방식을 채택하여 대규모 네트워크 자동화가 가

능하도록 설계되었다. OVS는 SDN (Software

Defined Networking)에서 사용되는 OpenFlow 프로

토콜 및 많은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SDN

스위치로써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를 자동화하는데

사용된다.

2. 관련 연구

현재 서버 가상화 환경에서 가상 네트워크 모니

터링을 통해 VM 간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

하는 상용 vTAP 솔루션들이 존재하고 있다.

Veryx vTAP은 하이퍼바이저 상에 생성된 레이

어에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vNIC (virtual

Network Interface Controller)를 연결하는 가상 스

위치와 함께 동작한다. Veryx vTAP은 트래픽을 모

니터링하고 복제한 다음 이를 Network Analyzer

혹은 침입 탐지 시스템 (Intrusion Detection

System, IDS)과 같은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달

한다 [4]. Gigamon vTAP은 각 VM에 모니터링 에

이전트를 설치하여 VM을 통해 들어오거나 나가는

패킷을 복제하고 복제된 패킷을 모니터링 플랫폼에

전송하여 가상화 환경에서 트래픽 가시성을 제공한

다 [5]. 마지막으로 IXIA vTAP는 호스트 머신의

커널을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 VM들 사이의 패킷을

수집하고 복제된 패킷을 외부 모니터링 프로그램으

로 전송한다 [6].

위와 같은 상용 솔루션들의 경우 높은 처리 성능

(throughput)을 제공하고 시스템 리소스를 적게 사

용하지만 vTAP이 포함된 상용 솔루션 대한 종속성

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유지 관리 및 확장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vTAP 설계

및 구현은 오픈 소스인 eBPF를 기반으로 하여 유

지 관리 및 확장성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상용 솔루션과는 별개로 SDN 및 OpenFlow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위해

vTAP 기능을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Planck는 상용 네트워크에서 millisecond 단위의 모

니터링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측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하드웨어 OpenFlow 스위치의 포트 미러링

(port mirroring)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트래픽 흐름

을 샘플링하고 샘플링 정확도 및 데이터 수집 속도

를 향상시킨다 [7]. NetAlytics는 클라우드 응용프로

그램의 성능 분석 시스템으로 인텔의 고속 패킷 처

리 도구인 DPDK (Data Plane Development Kit)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 NetAlytics 또한

하드웨어 OpenFlow 스위치의 포트 미러링을 사용

하여 VM들 사이에 이동하는 패킷의 복제본을 모니

터링 시스템에 전달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하나의

호스트 머신에 하나의 VM만을 가정하여 한계가 존

재한다 [8].

vTAP과 같은 패킷 복제 기술은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 ML)에도 적용되고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self-driving 및 intelligent

networking과 더불어 많은 ML 기술이 네트워크 분

야에 도입됨에 따라, 관리자가 설정하기 어렵거나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규칙에 대한 네트워크 행동

모델을 구축할 때 vTAP 기능을 이용하여 패킷 헤

더 값과 같이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feature 데이터

를 제공한다. Amaral et al. [9]는 포트 미러링을 사

용하여 복제된 패킷으로부터 time stamp,

inter-arrival time, flow duration과 같은 feature 데

이터를 추출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룰 기반

(rule-based) 또는 시그니처 기반 (signature-based)

의 패킷 검사 시스템 (packet inspection system)과

비교하여 패킷 분류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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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bakar 및 Pranggono [10]는 패킷 및 flow 레벨

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포트 미러링을 사

용하여 ML 기반의 IDS를 구현한다.

위의 연구들은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머신러닝을

위한 패킷 수준 데이터 수집을 위해 스위치의 포트

미러링 또는 SPAN (Switched Port ANalyzer) 기능

에 의존하고 있다. 포트미러링 기능은 스위치의 고

유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 스위치 별로 기능 설정이

필요하며, 해당 스위치의 패킷 포워딩 성능을 저하

시킬 수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스위치가 아닌 eBPF

활용이 가능한 리눅스 머신 상에서 주로 VM간 패

킷을 고속으로 복제하기 위한 vTAP 기능 구현에

초점을 맞춘다.

이전 연구에서 우리는 OpenFlow 프로토콜을 사

용하여 Open vSwitch 가상 스위치 기반으로 동작

하는 vTAP을 구현하여 SDN 네트워크에서 TAP

정책을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

다 [11]. 이 연구에서 우리는 가상 스위치 기반

vTAP이 가지는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 패킷 처리 도구인 DPDK를 활용하여 패킷 처

리 속도를 향상시켰다. 본 논문은 이전 연구인 가상

스위치 기반 vTAP과 다른 접근법으로, eBPF를 사

용하여 리눅스 VM 상에서 동작하는 vTAP을 설계

및 구현하고 그 성능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가상

네트워크 기능 (Virtual Network Function, VNF)의

형태로 서비스 체인에 포함되어 특정 트래픽의 패

킷을 효과적으로 복제, 모니터링할 수 있다.

Ⅲ. 시스템 디자인

그림 2는 서버 가상화 환경에서 하드웨어 TAP

장비의 한계점과 비교하여 vTAP과 가상 스위치의

동작 및 관계를 나타낸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가

상 스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vTAP은 패킷을 복제하

그림 2. 하드웨어 TAP과 Virtual TAP의 비교
Fig. 2. Hardware TAP and Virtual TAP

고 복제된 패킷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상 스위치 및 다른 VM들이 동일한 호

스트 머신의 리소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상 스위

치에서 vTAP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11].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Linux 호스트 머신 또는 VM을 가상 스위치 대신

패킷 복제 역할을 하도록 하여 eBPF를 기반으로

커널 내부에서 vTAP 기능이 동작하도록 구현한다.

그림 3. eBPF 기반 vTAP 구조
Fig. 3. Overview of eBPF-based vTAP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BPF 기반

vTAP 설계를 나타낸다. Linux 머신은 패킷을 전

송하는 VM과 연결된 입력 포트를 가지고, 원본 패

킷의 목적지인 Receiver VM과 모니터링 역할을 하

는 Monitor VM과 연결된 출력 포트를 가진다.

Linux 머신을 통해 전달되는 트래픽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eBPF 기반 vTAP에 의해 수집되며, vTAP

은 패킷의 헤더 정보를 통해 패킷을 식별하고 패킷

을 복제하여 복제된 패킷을 Monitor VM에 전달한

다. vTAP은 2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되는데, Python

으로 작성된 vTAP Application은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를 모니터링하고, C 언어로 작성된 TC

Program은 BPF 라이브러리를 통해 패킷을 식별하

고 패킷을 복제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달하는

실질적인 vTAP 기능을 수행하는 로직을 설정한다.

앞서 설명한 eBPF 기반 vTAP의 컴포넌트를 보

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Python으로 작성된 vTAP

Application은 바이트 코드가 바인딩되어 동작할 커

널 내부 네트워크 스택의 후킹 (hooking) 포인트를

지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BPF 기반 vTAP

의 기능은 패킷이 Linux TC (Traffic Control)에 도

달할 때 BPF API를 호출하여 구현하기 때문에 TC

에 바인딩 된다. vTAP Application은 패킷이 전송

되거나 도달할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이벤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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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TC Program을 호출한다.

호출된 TC Program은 소켓 버퍼를 읽은 후 IP

및 MAC 주소와 같은 패킷 헤더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Key-Value 기반의 Hash Map을 살펴보거나

초기화한다. 패킷의 헤더 정보에 source 또는

destination의 IP 주소가 모니터링 대상 리스트에 있

는 경우 TC Program은 BPF 라이브러리를 이용하

여 패킷을 복제하고 복제된 패킷을 모니터링 VM으

로 전달하며, 리스트에 없는 경우에는 패킷은 vTAP

을 통과하여 destination으로 전달된다.

Ⅳ. 결과 및 검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BPF 기반 vTAP의 기능

을 검증하고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테

스트베드를 구성하였다. eBPF 기반 vTAP의 주목적

은 vTAP의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먼저

모니터링 VM에 전송되는 패킷의 처리량을 실험한

다. 그리고 침입 탐지 시스템 (IDS)을 이용한 애플

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eBPF

기반 vTAP을 검증한다.

실험 환경은 하드웨어 및 가상 머신에 구축되었

으며, 하드웨어로는 Intel Core i7-4790 (3.6GHz, 4

개 코어) 프로세서, 16GB 메모리 및 256GB SSD

를 사용하였다. 가상 환경은 Oracle VirtualBox

(ver. 5.2.12)를 통해 구축하였고, 각 VM은 Ubuntu

18.04 (kernel 4.15.0) OS를 사용하며 QEMU/KVM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관리된다.

1. 동일한 VM에 위치하는 Receiver 및

vTAP의 처리 성능 비교

본 절의 실험과 다음 절의 실험에서 우리는 제안

하는 eBPF 기반 vTAP을 통해 모니터링 VM에 전

달되는 패킷의 처리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eBPF

기반 vTAP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OVS 포트

미러링의 처리량과 비교하였다. OVS (ver. 2.9.0)는

동일한 환경에서 설치되었으며, OVS 포트 미러링

은 OVSDB (Open vSwitch Database) 프로토콜을

통해 다른 모니터링 포트로 복제된 패킷을 전달한

다. OVS 포트 미러링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

는 source 포트 (Sender), destination 포트

(Receiver) 및 output 포트 (Monitor)를 지정하여 포

트 미러링 정책을 적용하였다. 패킷은 고성능 네트

워크 테스트 도구인 Pktgen [12]에 의해 생성되었

그림 4. 실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성도
Fig. 4. Testbeds for Experiments

고, Monitor VM에 전달된 복제된 패킷의 수신 측

(RX) 처리량을 측정하였다.

그림 4(a)는 본 절에서 수행하는 실험의 테스트베

드를 나타낸다. Sender VM은 Receiver VM으로

UDP 패킷을 생성하여 보낸다. Receiver VM에서

동작하는 eBPF 기반 vTAP은 Receiver VM에 도달

하는 패킷을 복제하고 복제된 패킷을 Monitor VM

으로 전달한다. Monitor VM에서는 전달된 패킷의

처리 성능을 측정한다. 그림 5와 표 1은 본 절의

실험에서 eBPF 기반 vTAP과 OVS 포트 미러링을

통해 복제되어 Monitor VM으로 전달된 패킷의 처

리 성능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우리는 이 실험

에서 처리량, 초당 처리되는 패킷의 개수 (Packet

Per Second, PPS) 및 CPU 사용량을 매초 마다 측

정하였으며, 각 패킷 사이즈에 대해 20회 시행한

평균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먼저 OVS 포트 미러링은 패킷 사이즈가 64바이

트인 경우 초당 약 96,000개의 패킷을 처리하였다.

패킷 사이즈가 증가하면서 초당 처리되는 패킷의

수는 약 87,000개로 감소하였다 (표 1). 처리량은

패킷 사이즈가 64바이트인 경우 약 38Mbps를 나타

내었으며, 패킷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량은

약 1,002Mbps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BPF 기반 vTAP은 패킷 사이즈가 6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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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vTAP과 포트미러링의 처리 성능 비교 (Testbed 1)
Fig. 5. Throughput Comparison of Testbed 1

표 1. 세부 성능 측정 결과 (Testbed 1)
Table 1. Detailed Performance Measurement of Testbed 1

이트인 경우 초당 약 130,000개의 패킷을 처리하였

고, OVS 포트 미러링보다 약 25Mbps 더 많은 처

리량을 보였다. 처리량은 OVS 포트 미러링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패킷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였다. 또한 eBPF 기반 vTAP은 약 1.6%의 CPU

사용량을 보이며 OVS 포트 미러링보다 (약 2.3%)

적게 CPU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서로 다른 VM에 위치하는 Receiver 및

vTAP의 처리 성능 비교

그림 4(b)는 본 절에서 수행한 실험의 테스트베

드를 나타낸다. 이전 절의 실험에서와 같이 Sender

VM은 패킷을 생성하여 Receiver VM으로 보낸다.

이전 절의 실험과는 달리 Receiver VM과 다른

VM에서 동작하는 vTAP은 Receiver VM에 도달하

는 패킷을 복제하고 복제된 패킷을 Monitor VM으

로 전달한다. 본 절의 실험은 이전 절의 실험과 같

이 Monitor VM에서 처리량, 초당 처리되는 패킷의

개수, CPU 사용량을 측정하였다. 이전 절의 실험에

그림 6. vTAP과 포트미러링의 처리 성능 비교 (Testbed 2)
Fig. 6. Throughput Comparison of Testbed 2

표 2. 세부 성능 측정 결과 (Testbed 2)
Table 2. Detailed Performance Measurement of Testbed 2

서는 각 VM 마다 2개의 vCPU와 2GB의 메모리를

할당하였지만 하드웨어의 리소스 제한으로 인하여

본 절의 실험에서는 각 VM 마다 1개의 vCPU와

2GB의 메모리를 할당하였다.

그림 6와 표 2은 본 절의 실험에서 eBPF 기반

vTAP과 OVS 포트 미러링을 통해 전달된 패킷의

처리 성능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

OVS 포트 미러링은 리소스 제한으로 인하여 처리

성능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킷 사

이즈가 64 바이트인 경우 초당 약 46,719개의 패킷

을 처리하였고, 최대 패킷 사이즈인 경우 초당 처리

되는 패킷의 수가 약 40,000개 미만으로 감소하였

다 (표 2). 처리량은 패킷 사이즈가 64바이트인 경

우 약 20Mbps , 최대 패킷 사이즈인 경우 약

450Mbps를 나타내어 이전 절에서 측정한 값보다

약 50% 감소하였다. 반면 eBPF 기반 vTAP은 이

전 절의 실험에서 측정한 값과 거의 비슷하게 패킷

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PU 사용량은 OVS

포트 미러링이 약 13.5%를 사용하여 eBPF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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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AP이 사용하는 CPU 사용량 (약 6.8%)보다 2배

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전 절과 본 절의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eBPF

기반 vTAP이 OVS 포트 미러링보다 처리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BPF는 JIT 컴파일을

수행하면서 native instruction에 보다 쉽게 매핑될

수 있고, TC 프로그램이 패킷이 커널의 트래픽 제

어 계층에 도달할 때 트래픽을 인터셉트하기 때문

에, 유저 레벨에서 수행되는 OVS 포트 미러링보다

커널 기반의 eBPF vTAP이 더 나은 패킷 복제 성

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 침입 탐지 시스템 (IDS) 분석에 vTAP을

활용한 실험

마지막 절의 실험에서는 제안된 eBPF 기반

vTAP을 사용하여 원본 패킷을 Receiver VM에서

동작하는 IDS로 전달하고, 복제된 패킷을 Monitor

VM에서 동작하는 IDS로 전달한다. IDS는 네트워

크의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vTAP과 함께 활용하여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 상태

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절의 실험에서 우리는 오픈 소스 IDS

Suricata [13]를 사용하였다. Suricata는 고성능의 멀

티 스레딩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룰셋

(rule sets)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네트워크 공격에

대응한다. 본 실험에서 우리는 Suricata를 IDS 모드

로 작동시켜 vTAP을 통해 전달되는 악의적인 공격

트래픽을 탐지하여 경고 보고서 (alerts report)를 생

성하게 하였다.

그림 4(c)는 본 절에서 수행한 실험의 테스트베드

를 나타낸다. 본 절의 실험은 이전 절의 실험과 마

찬가지로 하드웨어 리소스의 제한으로 인해 각 VM

에 1 개의 vCPU와 2GB의 메모리를 할당하였다.

우리는 Sender VM이 악의적인 공격 트래픽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IDS 및 IPS 테스팅 프레임워크

인 Pytbull [14]을 사용하였다. Pytbull은 DoS, shell

code 및 다양한 네트워크 공격 트래픽을 생성할 수

있다. 실험은 동일한 네트워크 구성에서 동일한 트

래픽으로 전송 속도와 같은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

면서 여러 번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Pytbull을 통해

생성된 공격 트래픽을 Tcpreplay [15]를 사용하여

저장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7은 서로 다른 전송 속도로 네트워크 공격

트래픽을 보냈을 때 각 IDS가 공격 트래픽을 감지

그림 7. Suricata IDS가 탐지하는 비정상적인 트래픽의 개수
비교 (Testbed 3)
Fig. 7. Suricata IDS Alerts Comparison of Testbed 3

표 3. Suricata IDS를 활용한 실험의 측정 결과
Table 3. Suricata IDS Experimental Results of Testbed 3

하는 개수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Receiver IDS

(Receiver VM에 설치된 IDS)는 10Mbps의 전송 속

도에서 평균 1,238개의 경고 보고서를 생성하였다.

전송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Receiver IDS에 의해

생성되는 경고 보고서의 수는 30Mbps에서 666개로

감소하였다. 반면 Monitor IDS (Monitor VM에 설

치된 IDS)는 Receiver IDS보다 더 많은 경고 보고

서를 생성하였다. 전송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10Mbps의 전송 속도에서 1,413개의 경고 보고서를

생성하고 30Mbps의 속도에서 1,223개의 경고 보고

서를 생성했다. 전송 속도에 따른 경고 보고서 수의

차이는 Monitor IDS가 Receiver IDS보다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각 IDS가 생성하는 경고 보고서의

수와 함께 각 IDS에서의 패킷 drop rate도 측정하

였다 (표 3). Receiver IDS에 도착한 패킷의 drop

rate는 10Mbps의 전송 속도에서 평균 59.31%으로

나타났으며, 30Mbps의 전송 속도에서 drop rate는

58.50%로 전송 속도가 점차 증가하였음에도 큰 차

이가 없었다. 반면 Monitor IDS 패킷의 drop rate

는 전송 속도에 관계없이 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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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 IDS와 Monitor IDS 간의 drop rate 비

교를 통해 Receiver VM은 IDS를 통한 패킷 분석

시 Monitor VM보다 많은 패킷 손실을 겪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험에서 CPU 사용률, 패킷의 수와

같은 여러 리소스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원본

패킷을 받는 Receiver IDS가 복제 패킷을 받는

Monitor IDS보다 높은 패킷 수신량을 보였고, 따라

서 더 많은 패킷을 분석하기 위한 Suricata 쓰레드

와 패킷 인터럽트 핸들러의 리소스 경쟁이 많은 패

킷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

VM에서 1개의 vCPU를 사용하면 CPU 부족으로

인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2) eBPF 기반 vTAP

에서 Monitor VM에 보내는 패킷은 패킷 복제에

대한 오버헤드가 발생하여 Receiver VM이 받는 원

본 패킷보다 낮은 패킷 처리량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 실험 결과에서 각 IDS 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보

장하기 위하여 VM에 더 많은 리소스를 할당하고,

미터링 (metering)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eBPF 기반 vTAP의 동작 방식 개선

을 고려할 수 있다.

Ⅴ. 결 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VM은 vNIC 및 가상

스위치를 통해 연결된다. 하지만 기존 하드웨어

TAP은 VM 간 트래픽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없으

므로 패킷 복제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vTAP

이 필요하다. 가상 스위치 기반 vTAP은 동일한 호

스트 서버에 위치한 다른 VM과 리소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

여 본 논문에서는 오픈 소스이자 고속 패킷 처리

기술인 eBPF를 사용하여 VM에서 동작하는 vTAP

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안

하는 eBPF 기반 vTAP은 PPS, 처리량 및 CPU 사

용량 측면에서 OVS 포트 미러링보다 우수한 성능

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은 리소스가 제한된 환

경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테스트베드를 확장하고 제

안된 eBPF 기반 vTAP의 동작을 미터링 및 큐 스

케줄링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선한다. 이후 커널을

bypass하는 다른 고속 패킷 처리 기술인 XDP

(eXpress DataPath)를 활용하여 vTAP를 확장 구현

할 예정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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