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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기반의 가상 네트워크 기능 자원 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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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 가상화 (Network virtualization)는 물리 네트워크상에서 각 사용자 별로 독립된 가상의 네트워크 환경

을 생성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물리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하여 사용자 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관리자가 요구사항에 따라 동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동적으로 네트워크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여전히 직접

판단을 내리고 관리 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네트워크 관리 기능 실행 전까지 관리자에 의해 네트워크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가상화로 얻을 수 있는 동

적 네트워크 관리라는 장점을 최대화 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기술을 도입

하여 사람의 도움 없이 네트워크가 스스로 학습하여 동적으로 네트워크 관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방법은 가상 네트워크 관리에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문제인 자원관리 최적화 문제를 서비스 펑션 체인

(Service Function Chaining) 문제로 정의하고, VNF의 자원 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한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해 서비

스 중단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면서 네트워크 운용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ey Words : Virtual Network, Machine-Learning, Service Function Chaining

ABSTRACT

Network virtualization refers to a technology creating independent virtual network environment on a physical

network. Network virtualization technology can share the physical network resources to reduce the cost of

establishing the network for each user and enables the network administrator to dynamically change the network

configur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Although the network management can be handled dynamically, the

management is manual, and it does not maximize the profit of network virtualiz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Machine-Learning technology to allow the network to learn by itself and manage its management dynamically.

The proposed approach is to dynamically allocate appropriate resources by predicting resource demand of VNF in

service function chaining, which is a core and essential problem in virtual network management. Our goal is to

predict the resource demand of the VNF and dynamically allocate the appropriate resources to reduce the cost of

network operation while preventing service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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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네트워크 가상화 (Network virtualization)는 물리

네트워크상에서 각 사용자 별 독립된 가상의 네트

워크 환경을 생성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물리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해 사용

자 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절

감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관리자가 요구사항에 따

라 동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변경하여 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동적 네트워크 관리라는 장점

에도 불구하고, 가상 네트워크 생성 및 관리에 여전

히 관리자가 개입함으로써 네트워크 가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 학습

(Machine-Learning) 기술을 네트워크 관리에 적

용하는 방법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기계 학습은 사

람의 개입 없이 네트워크가 스스로 네트워크 상황을

학습하고, 최적화된 형태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기

술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1][2].

가상 네트워크 운영에서 핵심 요구사항은 최적화

된 자원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상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특정 네트워크 기능들을

가상 네트워크 기능 (VNF: Virtual Network

Function) 형태로 제공하며, 여러 VNF를 순차적으

로 연결해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 때, 네트

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VNF들을 순서대로 연결

하는 것을 서비스 펑션 체이닝 (SFC: Service

Function Chain)이라 부른다. 가상 네트워크 환경에

서의 자원관리 최적화 문제는 SFC 수행 시 VNF들

의 자원 수요를 예측하여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동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효율적으로 서

비스 펑션 체인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계 학습의 기술을 이용

하여 서비스 펑션 체인의 자원 정보 데이터로부터

각 VNF의 자원 수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CAT-LSTM

(Content & Aspect Embedding Attentive Target

Dependent LSTM)으로 명명한 모델이며, 기계학습

에서 많이 사용되는 순환 신경망 네트워크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일종인 LSTM (Long

Short Term Memory)의 구조를 Attention과

Embedding 기술을 활용해 변경한 모델이다.

CAT-LSTM 모델을 이용하면 VNF 자원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차례 2에서

는 연구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네트워크 관리에 기

계학습을 활용한 선행 연구내용을 소개한다. 차례 3

에서는 제안하는 모델에 필요한 기계학습 기술에 대

해 설명하고, 차례 4에서는 실제 VNF 자원 예측을

위해 개발한 최적화 된 모델에 대해 서술한다. 마지

막으로 차례 5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Ⅱ. 연구 배경 및 관련 연구

1. 연구 배경

오늘날 네트워크 관리는 일부 과정이 자동화되기

는 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과정이 관리자의 판단

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관리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네트워크 운용비용

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최근에는 기계학습 기술을 도입해 네트워

크 운용 및 관리를 자동화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

다.

네트워크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네트워

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가

상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다

양한 VNF들의 자원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할당하

는 문제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 기계학습을 이용

한 VNF 자원 수요 예측 기술은 초기 단계에 있어

예측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VNF 자

원 수요 예측 정확도가 높지 않은 원인은 아직까지

자원 수요 예측에 기계학습을 적용하기 위한 전반

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자원 수요 예측을 위한 데이

터와 학습 모델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3].

현재 VNF 자원 수요 예측을 위해 제안된 방법들

은 개별 VNF의 자원 정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

로, 주변의 다른 VNF 자원 정보 데이터나 전체 네

트워크 상태 등의 환경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므

로 예측 정확도가 낮다. 반면에 전체 네트워크 상태

데이터까지 활용할 경우에는 학습에 긴 시간이 요

구되며, 부적합한 데이터를 활용해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기계학습 기반 VNF 자원 예측 모

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여러 VNF들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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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구성된 서비스 펑션 체인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모델을 사용하는 것으로 학습 문제를 해결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개별 VNF의 자원 수요를

서비스 펑션 체인을 이루고 있는 다른 VNF들의 상

세한 자원 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

며, 타겟 VNF의 자원수요 예측 값은 ‘부족’, ‘적

정’, ‘과다’로 라벨링 (Labeling)된 값을 제공한다.

제안 모델의 최종 목표는 VNF의 자원 수요를 정확

히 예측하여 VNF 자원 자동관리 (Auto Scaling),

VNF 배포 (VNF Deployment), VNF 이전 (VNF

Migration), VNF 서비스 펑션 체이닝 (VNF SFC)

등의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기능에 활용하는 것이

다.

2. 관련 연구

최근에 기계학습을 적용한 네트워크 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논문 [4]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SFC를

고려한 VNF의 자원 관리 방법을 제안한다. 저자는

VNF의 기능적 부분셋인 VNFC에서 자원 관리를

수행했으며, Graph Neural Network (GNN)을 사용

해 각 VNF에 직접 연결된 VNF의 자원 정보 데이

터로 미래의 자원 수요를 예측하였다. 하지만 GNN

에서는 Sequential한 정보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논문 [5]의 저자는 가상 네트워크 임베딩 (Virtual

Network Embedd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학

습을 적용하였다. 저자는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

를 사용해 각 물리 네트워크의 노드 (Node)와 링크

(Link)가 에이전트로 작동하여 강화학습을 진행하며,

정책 (Policy) 선택에서 Greedy 선택 방법과

Softmax 선택 방법을 비교하며 초기 수렴 속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했다.

논문 [6]의 저자는 NFV 환경에서 동적 자원할당

을 위해 기계학습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으로는

NFV 구성요소들 간의 의존성을 이용하여 작업 진

행 차트 (Work Flow Chart)를 구성해 MDP

(Markov Decision Process)를 생성한다. MDP를 생

성한 후에는 Transition Proportion을 가용 자원 신

뢰성 (Reliability)으로 정의하고 이를 Bayesian

learning을 통해 학습한다.

본논문에서는선행연구에서활용한 강화학습이나

MDP를 정의하지 않고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SFC의 자원 데이터를 최대

한 이용하면서도 지나친 자원 사용으로 인한 학습

저하를 방지하며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들을 적용해

선행 연구들과 달리 구체적이고 네트워크 모델에

적합한 모델을 제안한다.

Ⅲ. 기계 학습을 적용한 VNF 자원 수요 예측

본 논문에서는 VNF 자원 수요 예측을 위해

기계학습을 적용한다.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바

탕으로 사람의 도움 없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

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등이 존재한

다. 본 논문에서는 지도학습으로 학습을 하며,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피쳐 (Feature) 데이

터와 함께 데이터에 대한 분류기준 (정답)으로

라벨링 (Labeling) 데이터를 사용한다. 지도학습

은 입력으로 피쳐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를

받은 후에 입력 데이터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피쳐 데이터를 입력 값으로 받았을 때

대응하는 라벨링을 결과 값으로 생성하여 반환

한다. 피쳐 데이터로는 SFC 종류, SFC 내 각

VNF 간 네트워크 데이터, VNF가 사용하는 자

원상태 데이터가 있으며 표 1은 이러한 피쳐

데이터를 Target, VNF, Content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정의한다.

표 1. 입력데이터의 상세 내용
Table 1. Detail of input data

타겟(Target) 데이터는 목표가 되는 VNF의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VNF 데이터는 각 VNF의

CPU, 메모리, 디스크, 기타 자원 상태 데이터를 가

지고 있다. Content에서는 SFC 종류 (서비스 종류)

와 같은 SFC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제

안하는 방법은 시간별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지 않

으면서 네트워크의 관계 정보 데이터만을 사용해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능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Content에 이전시간의 SFC나 VNF의

자원 정보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벨링 데이터는 자원의 상태에 대한 ‘부족’,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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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다’에 대한 판단 정보가 사용되는데, 이는

기계학습의 결과 값으로 VNF의 구체적인 자원 상

태 정보를 반환하기보다는 자원의 상태를 ‘부족’,

‘적정’, ‘과다’로 분류하여 반환하는 것이 VNF 이

전, VNF 배포 등의 네트워크 관리 기능에 적용하

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1. LSTM (Long Short Term Memory)

본 논문에서 사용한 기계학습 모델은 신경망 네

트워크 (Neural Network) 모델이며 기계학습 도구

(예: Keras, Tensorflow, Pytorch 등)를 이용해 구현

할 수 있다. 신경망 네트워크는 사람의 신경이 신호

를 전달하듯이 입력 데이터가 신경망 층 (Neural

Layer)을 지나가면서 학습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

서는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일종인

LSTM (Long Short Term Memory)을 개선한 방법

을 사용한다. RNN은 신경망 네트워크중의 하나의

모델로서 FNN(Feed Forward Neural Network)처럼

데이터가 각 층간 단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

라 층 내부 안에서 순환을 거치면서 학습이 가능한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의 구조는 각 층이 메모리를

가진 효과를 주게 되어 데이터 간의 관계를 활용하

는데 도움이 된다. 즉, 일반적인 신경망 네트워크에

서는 입력 데이터들이 모두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RNN에서는 이전에 입력된 데이터가

이후에 입력되는 데이터에 영향을 줌으로써 관계성

을 가지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확한 학습 결과를

만든다. LSTM (Long Short Term Memory)는

RNN의 일종으로 RNN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

선한 모델이다 [7].

 



  









  ∙  



   ∙  


   ∙   


⊙

 ⊙tanh ∙  



⊙tanh



∈ ×∈

⊙  요소별곱셈을위한  

수식 1 : LSTM 수식

Equation 1 : LSTM Equation

LSTM은 RNN의 Hidden State에 Cell-State를 추

가한 것으로 수식 1과 같이 표현한다. 수식 1에 보

인 


와 


는 각각 Weight matrix와

bias이며 LSTM의 forget, input, output 게이트의

파라미터 값이다. 이러한 수식은 RNN이 학습을 할

때 현재 사용되는 데이터와 이전에 사용된 데이터

를 사용하는 지점 간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역전파

그라디언트가 줄어드는 문제 (Vanishing Gradient

Problem)를 해결한다. 하지만 LSTM을 제안하는

VNF 자원 수요 예측을 위한 학습모델로 사용하기

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다. 제안하는 모델은 Target Dependent LSTM [8]

모델, Attention [9][10] 과 Aspect 및 Content

Embedding 기술을 활용한다.

2. Target-Dependent LSTM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학습모델은 입력 데이터로

개별 VNF의 자원 정보 데이터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SFC를 고려하여 SFC를 구성하는 모든

VNF의 자원 정보 데이터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

한 경우에 라벨링 값이 SFC의 전체 피쳐 데이터에

대응하게 되어 목표로 하고 있는 개별 VNF 관계에

대한 학습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성능 저하가 발생

한다.

표 2. SFC에 대한 학습

Table 2. Learning for SFC

표 2를 보면 VNF 6개로 구성된 서로 다른 SFC

2개가 LSTM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이

예시는 SFC 전체에 대한 자원사용량을 예측하는

것으로 문제없이 라벨링 값과 피쳐 데이터 (입력데

이터 특징) 사이의 관계성을 찾아가며 학습한다.

표 3. LSTM을 사용한 VNF 학습

Table 3. Learning for VNF using LSTM

표 3은 이번 제안에서 목표로 하는 SFC 내 개별

VNF의 자원 예측에 대한 문제를 일반적인 LSTM

로 해결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표 2와 달리 이번

문제는 SFC 전체에 대한 자원 예측이 아닌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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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F 하나의 자원 예측을 실시해야 하는데, 타겟

VNF 자체는 다르지만 LSTM에 사용되는 입력 데

이터는 동일하기 때문에 라벨링 값과 피쳐 데이터

간의 관계성을 찾을 수 없어 정확도가 떨어진다.

표 4는 일반적인 LSTM이 아닌

Target-Dependent LSTM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

한 예시이다. 이 경우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지만 타겟 VNF에 따라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LSTM에 입력되며, 입력 데이터는 타겟

VNF를 기준으로 두 개로 분리된다. 분리된 각 데

이터는 타겟 VNF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타겟

VNF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분리된 데이터는 표

4 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데이터 순서가 좌우 반전

되어 입력된다. 즉 오른쪽 LSTM에 입력되는 데이

터는 VNF3-VNF4-VNF5-VNF6가 아닌, 좌우가 반

전 된 VNF6-VNF5-VNF4-VNF3가 된다. LSTM

에 VNF 데이터가 입력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상단 부분은 표 3을 표현한 것이며 하

단 부분은 표 4를 표현한 것으로 Target-Dependent

LSTM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모습을 보인다.

3. Attention

Attention은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기술 중의 하나

로 전체 피쳐 데이터 셋을 학습하는 동안 중요한

피쳐에 대해서 주의 (Attention)를 주며 학습하는 방

법이다. 예를 들어 식당의 맛을 평가하는 학습이 있

다면 식당의 주방장의 성별이나 종업원들의 나이와

같이 필요 없는 데이터는 주의를 주지 않고, 재료나

손님 수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에 대해서만 집중해 학습을 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VNF의 자원 요구량을 예측

하는 것이므로 SFC 내 여러 VNF 자원 정보 데이

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Attention을 이용하면

자원 예측에 대한 결과 값이 어떤 VNF와 연관이

있는지 학습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관성이 많은

VNF의 자원 정보 데이터에 집중함으로써 예측 정

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ttention 학습 중에 Aspect

Embedding 기법을 활용한다. 이는 자원 예측 결과

값과 각 VNF의 연관성을 학습하는 것 뿐 아니라

타겟이 되는 VNF와 다른 VNF들과 연관성을 학습

하는 효과를 주게 되어 보다 높은 예측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Aspect Embedding을 Attention에 추

가하여 사용하는 목적은 앞선 단락에서 서술한

LSTM 대신 Target-Dependent LSTM을 사용한 경

위와 동일하다.

4. Content Embedding

Content Embedding은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정

보나 배경적인 정보와 같이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Embedding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성

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번 제안에서는 SFC 내

VNF들의 자원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겟이 되

는 VNF의 자원 수요를 예측한다. 이 때 주 데이터

로 사용되는 VNF의 자원 정보 데이터 외에 보조적

으로 전체 SFC의 종류, 서비스 펑션 체인 길이, 그

그림 1. LSTM 과 Target Dependence LSTM

Fig. 1. LSTM and Target Dependence LSTM

표 4. TD-LSTM 사용한 VNF 학습

Table 4. Learning for VNF using TD-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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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Content Embedding을 통해

추가적으로 활용해 성능을 향상시킨다. 전체적인 과

정은 그림 2와 같다. 하나의 SFC의 VNF들은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Content Embedding으로 얻게 된

다. 만약 VNF의 시계열 데이터를 Content

Embedding으로 활용한다면 모든 VNF에 대한 시계

열 데이터가 똑같이 각 VNF 데이터에 Embedding

될 수 있으며, 자신의 데이터만 하나씩 서로 다르게

Embedding 될 수도 있다. 또한 Content Embedding

에서 Attention 학습 성능을 위해서 Aspect

Embedding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Ⅳ. 예측 모델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계학습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동작하며, 수식 2로 표현된다. 기계학습 모델

은 Python 언어로 Tensorflow, Keras, Pytorch 등

의 프레임워크로 구현한다. 학습용 데이터는 표 1에

서 제시된 것과 같으며, 타겟 VNF가 속한 SFC의

전체 VNF 자원 정보 데이터, 추가적인 정보로 활

용할 Content 데이터, Target VNF의 고유 번호, 라

벨링 값이 있다. 입력 데이터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CollectD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통해 수집되며 기계

학습에 사용되기 전에 손실된 값이나 오류 값 조정

을 위해 전 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사용

자는 학습할 서비스 펑션 체인의 길이나 고유 정보

에 대해서 임의의 제한을 두어 세부적인 조건을 추

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기계학습은 모

든 SFC를 학습하거나 일부의 SFC만 학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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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 CAT-LSTM 수식

Equation 2. CAT-LSTM Equation

전체 학습에서는 트레이닝 셋(Training Set)과 테

스트 셋(Test Set)의 두 종류의 데이터 집합이 필요

하며, 트레이닝 셋은 모델이 학습을 하는데 사용되

며 테스트 셋은 모델에 실제 적용해서 정확도를 계

산하는데 사용된다. 트레이닝 셋은 앞서 언급한 모

든 데이터가 셋을 이룬 것이며 테스트 셋은 라벨링

값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들이 사용되며 결과 값으

로 라벨링 값을 생성한다. 각각의 셋에 대해 과적합

(Overfitting)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데이터 값을

버리게 하는 Dropout을 사용하였으며 수치는 동등

하게 0.9를 주어 10%의 데이터 값을 사용하지 않

는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데이터 셋에 대해 한 번

의 학습에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는 Full-batch 방법

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Mini-batch을 활용하였으며, 64개의 데이

터 셋 단위로 그라디언트(Gradient) 학습을 진행한

다.

그림 2. CAT-LSTM

Fig. 2. CAT-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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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모델에서는 입력 값으로 주어지는 VNF

들의 자원 정보 데이터에 대해 100의 차원

(Dimension) 값을 할당하며, LSTM에 100개의

hidden layer 수를 할당하여 결과 값 역시 100의

차원 값을 가지도록 사용한다. Aspect Embedding

차원에 대해서도 100의 차원 값을 사용하는데, 이

는 LSTM의 결과 값이 100개의 hidden layer를 통

해서 100의 크기를 가지는 파라미터 벡터를 가진

것처럼 Aspect 값도 동일한 크기의 파라미터 벡터

를 준 것이다. 해당 값들은 여러 네트워크 환경의

구성에 따라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 Content

Embedding 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며 기본적인 설정으로 100의 차원 크기를 가지고

하나의 추가 정보를 Embedding 하는 것으로 정한

다. 이때 여러 추가 정보를 Embedding 할 수도 있

으며 각각의 차원 크기 역시 네트워크 환경의 구성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VNF 자원 정보 데이터

와 같이 직접적으로 LSTM에 데이터를 바로 입력

하지 않고 Content Embedding으로 추가적인 데이

터를 붙여주는 이유는 데이터의 방향성과 크기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러 주변의 VNF

들의 자원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의 자원 정보

를 예측할 때, SFC 종류 데이터와 같이 데이터의

방향성이 조금 다를 경우 Content Embedding 사용

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제

공할 수 있다.

Target Dependent LSTM은 기존의 LSTM에서

타겟 VNF를 기준으로 입력 데이터를 나누어 두 개

의 LSTM에 각자 학습하여 Concatenate를 하는 방

법이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입력 데이터에는 타겟

VNF가 속해있는 SFC 내 전체 VNF 자원 정보 데

이터로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는 순서대로 VNF들의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다. 이 데이터들은 라벨링을

원하는 VNF의 위치를 기준으로 두개의 입력 데이

터로 나누어지며, 기준 데이터에서 오른쪽으로 잘려

진 데이터들은 좌우 반전을 진행 한 후 입력 값으

로 LSTM에 사용된다. 수식에서 이러한 입력데이터

는  로 그림 2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수식 2

의 (2)번 수식에서 좌우 반전을 Reverse 로 표현하

고 있다 ( ∈
×  × 

이며,


∈ ∈) . 이러한 Target Dependence

LSTM은 기본적인 LSTM 과 달리 타겟 VNF에 의

존적인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이용하는 효과를 줌으

로써 보다 높은 성능을 얻게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그림 2에서 보듯이 LSTM의 입력 값으로 각 NFV

의 정보에 의 값이 추가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는 SFC의 정보가 되어 추가

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며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타겟이 되는 VNF의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다.

LSTM의 각 Cell들의 Output 값은 각각 와 

로 정의되며 이 값은 Aspect Embedding이 추가 되

어 총 200의 Dimension 크기를 가지게 된다. 수식

2에서 (1)과 (2)의 수식은 이러한 모습을 표현한 식

으로  은 Aspect 차원 크기를 가진 단위 벡터이

며 ([1,1,1,…1]) ⊗ 는 



를 의미한다.

와 는 이렇게 구한 값에 Attention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는 것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3), (4)에

서는 Softmax 연산을 통해 최종 Attention을 구하

며 (5) 에서 수식의 ρ 은 구한 Attention을 원래

Hidden Layer에 각각 적용을 하고 Concatenate를

하고 있다. Attention을 통해서 모델은 학습에 도움

이 되는 데이터에 대해 높은 평가를 주며 재차 학

습을 진행하게 되며, Aspect Embedding을 통해서

타겟이 되는 VNF 위주로 어떠한 VNF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지 학습을 하게 된다. 결과 값은 바

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7)의 수식 값을 거치

게 되는 데, 이 과정은 Attention으로 얻은 결과 값

과 마지막 LSTM Cell에서 얻는 결과 값을

Concatenate하여 학습하는 것으로 Attention이나

LSTM만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높은 결과 값을 보

여주게 된다. 이는 Attention이 LSTM과 달리 시계

열적인 정보 즉, VNF간의 거리에 관한 정보 값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두 학습

결과를 합쳐 상호보완적인 결과 값을 가지게 되어

높은 결과 값을 주게 되는 것이다. (8)의 수식은 (7)

에서 얻은 값을 Softmax를 통하여 레이블링 하는

것이며 Softmax 파라미터가 사용된다.

  






log




∥∥ 

이후에는 손실 함수(Loss Function)식 (9)으로 지

금까지 학습 데이터에 여러 파라미터들을 통해 얻

은 스코어함수(score function, y값)가 실제로 적용

되었을 때 얼마나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지 파라미

터들의 질을 측정하는 함수로 Cross-Entroy 식이 사

용되며 L2 정형화(Regularization)가 사용되어 값을

보정하여 주었다.

손실함수의 그라디언트 값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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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Optimization은 AdamOptimizer를 사용하고

학습률은 0.01을 가진다. 모델의 평가는 5 Fold

Cross Validation 을 사용하여 각 스텝당 20번의 반

복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림 3. 전체 시스템 구조

Fig. 3. System structur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VNF 자원 수요 예측 방법을 제안하

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SFC를 구성하는 VNF들의

자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효율적인 SFC 생성을

돕는다. 제안하는 모델인 CAT-LSTM은 Content

Embedding, Target Dependent LSTM,

Aspect Embedding 과 Attention을 결합해 생성하였

다. 전체 시스템 구조는 그림 3과 같으며 향후 연

구로는 SFC 시나리오를 구현한 실험 환경을 구축

한 후 데이터를 수집해 CAT-LSTM 모델 검증 및

성능 개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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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음원과 메타데이터 노출

분석력 및 방지 방안

정 우 식w, 남 현 규*, 이 영 석°

Analysis and Prevention of Contents Exposure in Music

Streaming

Woo-sik Jungw, Hyun-gyu Nam*, Young-seok Lee°

요 약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무선 인터넷의 발달로 음원 콘텐츠의 소비방식이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으로 변화하

고 있다. 그러나 취약한 스트리밍 콘텐츠 보호 방식으로 인해 음원 데이터와 메타데이터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19개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상에서 노출되는 음원과 음원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제안한다. 분석결과 19개의 서비스에서 모두 음원의 메타데이터의

노출이 있었다. 이러한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을 막고자 인증서 고정 방법 등의 음원 및 메타데이터 보호방법

을 제안한다.

Key Words : streaming service, certificate pinning, MITM

ABSTRACT

With the popularization of smart devices and the development of wireless Internet, the consumption method of

music contents is changing to streaming rather than downloading.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meta data of the

music source exposed on the network traffic for the 19 music streaming services in Korea and abroad. We

propose a preventive measure. As a result of analysis, we found that all of the 19 services were exposed to the

metadata of the music. We propose a music and metadata protection method such as certificate fixing method to

prevent exposure of such music and metadata.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w First Author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o0o0@cs-cnu.org

° Corresponding Author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lee@cnu.ac.kr
논문번호：KNOM2018-02-03, Received December 02, 2018; Revised December 15, 2018; Accepted December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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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트리밍이란 인터넷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멀티미디어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 인터넷

에서 영상 및 음악 등의 파일을 실시간으로 재생해

주는 기법이다. 최근 음원시장은 음반 판매보다 스

트리밍하여 음원의 실시간 전송을 통해 음악을 재

생시키는 추세가 되었다.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규

모는 커지고 음반과 다운로드 시장의 규모는 작아

지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빨

라진 인터넷과 LTE와 같은 무선 모바일 통신 환경

이 개선되고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음

원 스트리밍의 편리성이 증대된 것에서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의 빠른 성장과 달리 스

트리밍 서비스의 보안은 취약하다. 스트리밍 서비스

로 제공되는 음원 파일은 중간에서 패킷을 가로챈

다면 음원을 비용의 지불없이 소비할 수 있다. 이는

불법으로 콘텐츠를 소유하는 저작권 위반뿐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의 서비스 이용

내역이 노출되는 개인 정보 침해 사고가 될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위협을 예방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의 음원 재생 중 발생하는 트

래픽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음원 스트리

밍 서비스에서 음원 재생 중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이 가능한지 분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6개와 해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13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국내외 주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상으로 암호화 통신 여

부 및 가사, 앨범 정보 등 메타데이터 노출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MP3 음원 파일 주소가 패킷에

포함되어 콘텐츠 구매 없이 다운로드 가능한지 여

부 또한 분석하였다. 실험은 Window PC 웹 플레

이어와 앱 플레이어,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

이션에서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국내외 스트리밍 서

비스에서 19개 중 11개의 사이트에서 음원의 노출

이 있었고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메타데이터의 노출

이 있었다.

많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HTTPS를 사용

하여 음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중간

자 공격을 사용하면 여전히 음원 노출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

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보완하기 위

해 인증서 고정 방법을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애플

리케이션에서 음원 보호를 테스팅하였고 음원 노출

이 방지됨을 확인하였다.

2장에서는 스트리밍과 보안의 관한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음원 스트리밍 데

이터 수집에 관한 방법과.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에

대해서 제시하고, 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

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

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ee, S[2]는 음원 스

트리밍 사이트의 쿠키와 세션을 살펴서 사용자 인

증에 대한 스트리밍 사이트의 취약점 분석을 하고

자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재생

되는 음원에 DRM을 걸어 음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3]. 그리고 데이터를 스트리밍 서

버에 반응형 미들웨어를 두어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법을 연구도 있다[4]. 마지막으

로 cryptostream[5] 이란 암호학적 방법으로 사용자

의 액세스를 제어하여 스트리밍 데이터에 접근 권

한을 조절하여 스트리밍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1]에서 국내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HTTP

트래픽을 분석하여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의 음원 노출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전 연구에서와 실제 서비스 중인 음원 스트리밍 사

이트에서의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을 분석한다.

또한 이전 연구와 달리 해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와 HTTP 뿐만 아니라 중간자(Man In The Middle)

공격을 통한 HTTPS 트래픽 분석도 진행한다. 그리

고 음원 스트리밍에서의 노출에 대한 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음원 스

트리밍 서비스 이외에도 다른 스트리밍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음악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

1. 음악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

지원한다. PC는 브라우저에서 Adobe flash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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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플레이어 형태 또는 전용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모바일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의 대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6개를 대상으로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

하였다. PC는 Windows 10 환경에서 Chrome 브라

우저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8.1 에서 Nexus 5x 단말기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두 환경 모두 음원을 재생하여 실험이 진행되는 동

안 서버와 주고받는 패킷을 캡처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1. 음원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 및 노출 과정
Fig. 1. Music streaming data collection and exposure
process

그림 1은 데이터 수집 과정을 보여준다. 클라이

언트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서버에 음원 재생을

요청한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원을 재생시키

기 위해 음원 정보를 담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메타데이터를 먼저 전송 후, 음원을 전송한다. 서비

스에서 클라이언트로 가는 패킷을 MITM proxy1)를

사용하여 캡처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한 수집한

데이터에서 HTTP 또는 HTTPS 링크를 수집하여

음원과 메타데이터 노출을 확인한다. 음원의 노출은

사용자가 재생 가능한 음원 파일의 노출을 말하고

메타데이터의 노출은 음원 제목, 아티스트 명, 작사

및 작곡가 명 등 하나 이상의 데이터의 노출을 말

한다.

2. 패킷 캡처를 이용한 분석

국내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6개와 해외(중국, 미

국, 일본, 영국)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13개에 대한

분석한 결과이다. PC 웹 플레이어에서 음원을 재생

시키면 음원의 메타데이터가 먼저 전송된다. 메타데

이터에는 음원의 제목, 아티스트 명 등이 포함되어

1) https://mitmproxy.org/

있다. 그림 2는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 B사에서 전

송한 메타데이터의 일부이다.

그림 2. B사의 음원 정보 메타데이터(JSON)
Fig. 2. Music information metadata of company B(JSON)

재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한 이후에는 음원

파일을 전송한다. 전송 방식은 크게 음원을 단일

MP3 파일로 전송하거나 전체 파일을 여러 개의 세

그먼트로 분할하여 파일을 전송한다. 전송하는 파일

은 별도의 디코딩 작업 없이 음악 플레이어에서 재

생 가능하다.

그림 3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E사의

MP3 파일의 패킷과 다운로드 파일의 정보를 나타

낸 것이다. MP3의 정보와 경로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내기 때문에 별도의 동작 없이 패킷만으로 음원

파일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그림 3.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 E사의 음원파일 전송 패킷

Fig. 3. Streaming E company music file transmission packet

그림 4는 국내 C사의 스트리밍 음원 데이터의

HTTP 패킷이다. 음원 파일이 10초 단위로 분할된

TS 파일로 전송하며 이런 TS 파일을 하나로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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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완전한 음원 파일로 재생을 할 수 있었다.

그림 4. 음원 세그먼트 파일
Fig. 4. Music segment file

3. 중간자 공격을 이용한 HTTPS 데이터 분석

현재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는 중간자 공격에 상

당히 취약하다. HTTPS를 사용하여 패킷을 암호화

하여 음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대부분의 음원 스트

리밍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중간자 공격을 패킷의 복호화를 진행하

면 음원과 메타데이터가 추출 가능하게 된다.

그림 5. 중간자 공격을 통한 HTTPS로 전송된 음원의 노
출
Fig. 5. Exposure of music transimitted via HTTPS
through MITM attack

그림 5는 해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에서의 음원 노출이다. 그림처럼 CDN 서버

와 HTTPS로 지속적인 통신을 하여 음원을 스트리

밍 한다. 위와 같이 HTTPS를 통해 음원을 스트리

밍하면 패킷 스니핑 방법으로는 음원을 탐지할 수

없다. 하지만 중간자 공격을 사용하여 패킷을 캡처

하고 복호화를 하면 그림 5처럼 음원이 노출된다.

이는 HTTPS 역시 음원 보호방식으로는 안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HTTPS도 마찬가지로 HTTP에서의 전송 방식처

럼 음원의 메타데이터를 전송시킨다. 이러한 메타데

이터 역시 중간자 공격을 사용하면 HTTPS를 복호

화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개인 정보 노출에 영

향을 준다. 그림 5의 중간자 공격을 통한 노출과

마찬가지로 해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메타데이

터도 노출이 된다. 이 메타데이터 또한 HTTPS로

전송하는데 이 또한 노출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메타데이터에서는 HTTPS로 전송되었음에도 음

원 제목, 아티스트 정보 등 음원에 대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6. 옥텟 스트림을 사용한 음원 전송 패킷

Fig. 6. Music packet using octet-stream

또한 여러 서비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CDN 서

버와 지속적으로 통신하며 octet-stream의 형태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일

반적으로 MP3 파일을 나눠 보내는 스트리밍 방식

과 달리 사용자가 음원 파일을 직접적으로 다운로

드하거나 재생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간단한 디코딩

방법으로 음원을 완성하여 음원을 재생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서버와 HTTPS로 지속적으로 통신하

고 octet-stream으로 음원 파일을 받는다.

4. 음원 및 메타데이터 노출 결과

표 1은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의 음원과 메타데이

터 노출 결과이다. 먼저 음원 노출은 패킷 스니핑

방식으로는 6개의 음원 서비스에서 음원 노출을 확

인하였다. 또한 중간자 공격 방식으로는 추가로 5개

의 서비스에서 음원 노출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메

타데이터의 노출은 패킷 스니핑에서 13개의 서비스

에서 일어난다. 추가로 중간자 공격에서는 추가로 6

개의 서비스에서 메타데이터의 노출이 발생한다. 국

내외 19개의 사이트에서 19개의 사이트 모두 메타

데이터의 노출이 일어난다.



KNOM Review '18-02 Vol.21 No.02

14

Ⅳ. 음원 노출 방지 방안

음원 보호방법 실태를 알기 위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음원 보호 방법을 적용한 서비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2는 국내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서 음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그 수이

다. 현재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보호 기법은

크게 2가지로 HTTPS와 DRM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음원 서비스 자체에서 음원 파일에 DRM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다른 음악 플레이어로 재생을

하지 못하게 해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7에

서 다른 음원이 노출되는 서비스처럼 MP3파일이

2) https://www.melon.com/

3) http://www.genie.co.kr/

4) http://www.mnet.com/chart/TOP100/

5) https://music.naver.com/

6) https://music.bugs.co.kr/

7) http://www.ollehmusic.com/

8) https://www.apple,com/kr/apple-music/

9) https://www.spotify.com

10) https://soundcloud.com/

11) https://tunein.com/

12) https://www.last.fm/

13) https://www.accuradio.com

14) http://music.baidu.com

15) https://play.google.com/music/listen

16) https://www.pandora.com

17) https://www.deezer.com

18) https://y.qq.com/

19) https://music.line.me/trend

20) https://www.iheart.com/

아닌 DRM이 적용된 파일인 MP2T파일로 전송한

다. 이로써 전용 플레이어가 아니면 음원을 재생할

수 없게 하여 음원 유출을 막는다.

그림 7. DRM이 적용된 음원 패킷 캡쳐

Fig. 7. DRM-applied music streaming packet capture

그러나 위의 방법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음원은

보호할 수 있지만 메타데이터의 노출은 막지 못한

다.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노출은 사용자의 행동분석

을 하는 데에 지표로 사용되어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관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원 노출만

이 아니라 메타데이터의 노출을 방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험 환경을 구

성하여 음원 스트리밍에서 노출을 실험하였다. 서버

에서 HTTPS 환경과 인증서 고정 방식이 적용된

환경을 구성하고 중간자 공격을 실행 하여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 정도를 실험하였다.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음원 스트리밍의 보안을 테

스트하기 위한 실험을 보여준다. 실험은 Nexus 5x

에서 안드로이드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HTTPS, DRM 인증서 고정 방식 3가지 단계로 진

행한다. 스트리밍 서버에서 HTTP, HTTPS 인증서

음원 노출 메타데이터 노출

패킷 스니핑 중간자 공격 패킷 스니핑 중간자 공격

서비스 갯수 6 : B, C, E, K, N, P 5 : G, J, O, Q, S

13 : A2), B3), C4), D5),

E6), F7), H8), I9), K10),

L11), M12), N13), P14)

6 : G15), J16), O17),

Q18), R19), S20)

서비스 합계 11 19

표 1. 음원과 메타데이터 노출 분석 결과

Table 1. Result of music and metadata exposure anaysis result

음원 보호

방법
HTTPS DRM 인증서 고정

서비스 갯수 12 3 0

표 2.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음원 노출 방지 방법

Table 2. Preventing music exposure in music stream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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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음원 스트리밍 보호 실험 요약

Fig. 8. Summary of music streamign protection

고정 방법으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음원과

메타데이터를 전송한다.

또한 HTTPS의 실험 환경에서 음원에 DRM 방

식으로 음원을 보호하여 음원 파일을 전송하는 방

법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한다. 캡쳐된 패킷에서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이 일어났는지 분석하여

안전한 음원 스트리밍 방법을 도출한다.

표 3은 음원 스트리밍 보호 방법 실험 결과를 요

약한 것이다. 먼저 HTTP 환경에서는 패킷 스니핑

방법과 중간자 공격에서 모두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이 있어 음원과 메타데이터 보호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HTTPS의 환경에서의 실험이다. 그림 9

는 HTTPS에서의 음원과 메타데이터 전송을 나타낸

것이다. HTTPS 환경에서는 음원과 메타데이터 전송

과정을 암호화 전송하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보호 방법으로 패킷 스니핑 방식에서는

음원과 메타데이터가 노출되지 않아 보호 효과가

있었지만 패킷의 복호화를 진행하는 중간자 공격에

서는 앞선 스트리밍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음원과

메타데이터 모두 노출이 되었다. 이에 따라 HTTPS

만으로 스트리밍 보안을 하면 취약함을 보인다.

그림 9. HTTPS에서 음원 스트리밍 과정

Fig. 9. Music streaming over HTTPS

그림 10. DRM 방법에서 음원 스트리밍 과정

Fig. 10. Music streaming in DRM

세 번째로 HTTPS 환경에서 음원에 DRM 방식

을 적용하여 음원 스트리밍을 진행한 결과이다.

HTTPS로 전송하는 음원에 DRM 방식을 사용하여

본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음원이 재생되게 하였다. 그

림 10은 DRM방식에서의 음원 스트리밍 과정이다.

DRM방식에서 서버는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 사용

자가 인증된 사용자인지 확인하고 확인된 정보가

맞을 시 음원파일의 URI를 전송한다. 서버는 사용

자를 검증하여 음원이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가 재

생 할 수 없게 한다. DRM 방식은 HTTPS와 마찬

가지로 패킷 스니핑 방식에서 보호 효과가 있고 중

HTTP HTTPS DRM 인증서 고정

노출 테스트

방법
음원 노출

메타데이터

노출
음원 노출

메타데이터

노출
음원 노출

메타데이터

노출
음원 노출

메타데이터

노출

패킷 스니핑 O O X X X X X X

중간자 공격 O O O O X O X X

표 3. 음원 및 메타데이터 보호방법 실험 결과

Table 3. Experimental result of music and metadata prot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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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자 공격에서도 DRM이 적용된 음원과 메타데이

터의 노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DRM이 적용된 음원

은 재생할 수 없었다.

그림 11. 인증서 고정 방법에서 음원 스트리밍 과정

Fig. 11. Music streaming over certificate pinning

마지막으로 인증서 고정 방법을 적용한 서버에서

중간자 공격을 실행하였다. 그림 11은 인증서 고정

방법 실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인증서 고정 방

법은 서버의 인증서가 미리 구성된 서버의 인증서

와 일치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끊는 방

식으로 인증된 사용자가 아니면 데이터의 전송을

막는 방식으로 실험하였다. 인증서 고정 방법은

HTTPS와 마찬가지로 패킷 스니핑에서는 음원의 노

출이 없었다. 또한 요구한 인증서와 다른 인증서를

사용하는 중간자 공격을 무력화하여 패킷을 복호화

하지 못하게 하여 음원 파일과 메타데이터 파일 모

두 노출이 되지 않게 하였다.

현재 음원 스트리밍에서 인증서 고정 방법을 사

용하지 않아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이 일어난다.

음원 스트리밍에서 인증서 고정 방법을 사용하여

음원과 메타데이터를 전송하면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인증서 고정 방법을

적용한 스트리밍 서버를 구축하면 안전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음원 재생 과정에서 주고받는 패킷을 캡처하여 외

부로 노출되는 데이터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국내외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음원 노출과

음원의 메타데이터가 노출되고 있었고 이는 사용자

의 소비패턴 및 개인 정보 노출의 가능성이 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HTTPS를 사용하여 노출을

방지하고자 하지만 이는 중간자 공격를 사용하면

쉽게 공격당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octet-stream을 통한

전송, DRM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메타데이터의 노출까지는 막지 못하였다. 우리는 메

타데이터의 노출까지 막기 위해 서버에 인증서 고

정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중간자 공격을 통해서 음

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보급 증가로 더욱 확산 될 것이다. 이런 변

화에 음원과 메타데이터 등 미디어의 노출을 방지

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음원 스

트리밍 서비스 인증서 고정 방법이라는 보안 기법

을 통해 음원 스트리밍의 보안을 적용 해보았다. 이

는 음원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다른 스트리밍 서비

스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미디어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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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네트워크 트랜잭션 이상 탐지를 위한 특징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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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 of Feature Selection for Anomaly Detection in

Bitcoin Network Transaction

Ui-Jun Baekw, Mu-Gon Shin*, Se-Hyun Jee*, Jee-Tae Park*, Myung-Sup Kim°

요 약

사토시 나타모토에 의해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되고 비트코인이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을 개척한 이후 여러 암호

화폐들이 등장하고 그 수와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익명성과 여러 취약점을 이용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취약점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용자들을 탐지해내기엔 역부족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내 자금 세탁, 자금 탈취 등 이상 행위를 탐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및 유저 그래프의 특징들을 수집하고 이로부터

통계정보를 추출한 후 이를 로그 스케일 상에서 플롯으로 나타낸다. 시각화된 플롯을 Densification Power Law와

Power Degree Law에 따라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 비정상 트랜잭션 및 비정상 유저를 포함하

는 이상 탐지에 적절한 특징들을 제시한다.

Key Words : Blockchian, Bitcoin, Feature Selection

ABSTRACT

Since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by Satoshi Nakamoto and Bitcoin pioneered a new

cryptocurrency market, a number of scale of cryptocurrency have emerged. There are crimes taking place using

the anonymity and vulnerabilities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many studies are underway to improve

vulnerability and prevent crime. However, they are not enough to detect users who commit crime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detect abnormal behavior such as money laundering and stealing cryptocurrency from the

network.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actions and user graphs in the Bitcoin network are collected and

statistical information is extracted from them and presented as plots on the log scale. Finally, we analyze

visualized plots according to the Densification Power Law and Power Law Degree, as a result, present features

appropriate for detection of anomalies involving abnormal transactions and abnormal users in the Bitcoi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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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되

고 비트코인이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을 개척한 이

후 여러 암호화폐들이 등장하였으며 그 수와 규모

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2월 7일 기준으

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는 878종에 달

하고 상위 10개 암호 화폐의 시가총액의 합은 110

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

장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의 취약점과 익명성을 이

용하는 여러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

죄들로 발생하는 피해는 막대하다. 취약점 개선과

범죄 예방 및 탐지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악성 행위를 저지르는 악성 사용자들과 범

죄들을 정확히 탐지해내기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발생하는 자금 세탁 및 암호

화폐 탈취와 같은 악성 행위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

트코인 네트워크 내 트랜잭션 데이터를 수집하고

트랜잭션과 유저 기준의 두 그래프를 추출하여 로

그 스케일화 된 플롯으로 나타낸다. 이후 시각화된

플롯을 Densification Power Law 법칙에 따라 분석

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 발생하는 악성 행위를

분석하고 탐지하기에 적절한 특징들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1장 서론에서 연구 배경과 연구 목표

에 대해 서술하며 2장에서 관련 연구에 대해 서술

한다. 3장 본론에서 핵심 개념 및 데이터 수집 및

통계를 추출하는 방법 및 추출된 데이터 구조, 플롯

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며 4장 실험 결

과에서 수집 및 추출한 데이터를 플롯으로 나타내

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한계점과 향후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본 논문을 마친다.

Ⅱ. 관련 연구

[1]은 시간에 따른 그래프 변화의 특성에 대해서

서술한다. [1]에서는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Densification Power Law라는 법칙을 제시한다. 이

는 실제 세상의 네트워크의 그래프의 에지 수와 노

드 수가 로그 스케일 상에서 선형 함수의 형태를

띈다는 경험칙이다. 그리고 그래프의 In-Degree,

Out-Degree등을 포함한 실제 네트워크의 많은 주요

특성을 재현하는 Foreset Fire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는 주어진 그래프가 Densification Power Law와

그 특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래프는 비정상적이

라는 것이다. 또한 Power Law Degree 법칙을 제시

하며 제시한 법칙에 따라 네트워크 내 악의적인 사

용자들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분포를 발견한다면

이는 네트워크 내 비정상적인 활동이 일어난 것이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2]에서는 [1]에서 제시한 법칙들을 이용하여 비

트코인 네트워크 내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또한 추출한 그래프를 K-means 알고리즘

을 통해 클러스터링하고 클러스터 내 데이터 간

LOF(Local Outlier Factor) 수치를 계산하여 이상

징후를 가지는 유저 데이터와 트랜잭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유저 데이터와 트랜

잭션 데이터의 교차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모듈형 프레

임워크를 제안하며 이는 동일한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주소 및 사용자들을 분

류하고 이러한 결과를 시각화 한다. 또한 제안한 방

법을 통해 주소와 사용자 사이의 경로와 역-경로를

찾아 수동적인 조사를 지원하며 실제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불법적인 웹사이트인 SilkRoad의 지갑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주소를 식별하거나,

CryptoLocker와 같은 랜섬웨어 피해자 및 피해 금

액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수량화 하였다.

[4]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까

지 일반 사용자에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 플랫폼을 제안하였으며 트랜잭션 그

래프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네트워크 내

사용자와 주소 내 연관성을 추출하였다.

[5]는 데이터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클러스터링

과 엔트로피를 이용한 익명화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서비스에서 활용될 데이터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엔트로피를 이용한 K-anonymity를 제안하였다.

[3,4]는 모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하

는 일반 사용자에게 Forensic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

할 순 있으나 Heuristic한 기준과 수동적인 분석으

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모두 반

영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2]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그래프 데이터 클러스터링과 클러스터

내 이상치인 LOF 계산을 통해 의심스러운 트랜잭

션 혹은 비정상적인 사용자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으나 탐지에 사용한 데이터가 비정상적인 사

용자와 정상적인 사용자를 구분하기에 충분치 않은

일반적인 특징들로 이루어져있어 정확한 탐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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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

트코인 네트워크의 그래프의 클러스터링[3,4,5] 및 분

석에 적절한 특징을 선택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네

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 데이터를 추

출하여 이를 Densification Power Law와 Power

Law Degree[1,2]에 따라 분석하고 향후 진행될 클러

스터링에 적절한 특징들을 제시한다.

Ⅲ. 본 론

본 장에서는 핵심 개념과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로부터 트랜잭션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하

고 이로부터 유저 데이터를 추출한다. 추출한 유저

데이터와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두 기준의 그래프

를 추출하고 두 그래프의 통계 정보를 추출한다. 마

지막으로, 두 그래프를 Densification Power Law와

Power Law Degree를 이용해 시각화하여 분석한다.

전체적인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체 실험 개요

Fig. 1. Outline of whole experiment

1. Power Law Degree & Densification Power

Law

Densification Power Law는 노드 N과 에지

E로 이루어진 그래프에서 네트워크의 특정 시간의 t

의 노드 개수의 a 제곱은 특정시간 t의 에지의 개수

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며 이는 수식 1과 같다.

 ∝   (1)

Power Law Degree는 실제 정상적인 네트워크

에서 P(K)를 차수 k를 가지는 노드의 특징이라고

정의하고 c가 양의 정수일 때 P(k)는 차수 k의 역

수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며 이는 수식 2와 같다.

 ∝  (2)

P(k)는 유저의 잔액, 평균 트랜잭션 사이즈, 트

랜잭션의 총 거래금액 등 노드의 특징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특징들의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총 합, 최댓값,

최솟값, 평균, 표준편차 등 통계정보를 추출하여 이

러한 특징들을 사용한다.

2. 데이터 수집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첫 번째 블록부터 200,000

높이의 블록에 담긴 트랜잭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

며 수집한 트랜잭션 데이터를 재-정렬하여 유저 데

이터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트랜잭션 데이터와 유저

데이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추출한 트랜잭션 데이터와 유저 데이터
Fig. 2. Extracted transaction and user data

수집한 트랜잭션 데이터는 트랜잭션의 해쉬, 입력

을 받은 유저의 정보인 Input(In-Degree),

Output(Out-Degree), 트랜잭션의 사이즈 그리

고 거래금액인 Value로 이루어져 있다.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유저 데이터는 유저의 식별자

인 주소, 입력 받은 트랜잭션의 리스트, 출력한 트

랜잭션의 리스트, 잔액, 유저가 포함된 트랜잭션의

사이즈, 입력 값과 출력 값의 합인 Value로 구성하

였다.

수집하고 추출한 트랜잭션 데이터와 유저 데이터

로부터 트랜잭션 기준의 유저-트랜잭션 그래프와 유

저 기준의 유저-트랜잭션 그래프를 추출하였다. 비

트코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은 한 개 이상의 입력과

출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트랜잭션 기준의 그래프와

유저 기준의 그래프는 모두 방향성을 가지는 차수

(In-Degree, Out-Degree)를 가진다. 추출한 두

기준의 그래프는 그림 3, 4와 같다.

그림 3. 추출한 트랜잭션 기준의 그래프
Fig. 3. Extracted transactio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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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추출한 유저 기준의 그래프
Fig. 4. Extracted User Graph

3. 수집 데이터 통계 추출

추출한 트랜잭션 및 유저 그래프의 특징들로부터

통계 데이터를 추출한다. 추출한 모든 통계 데이터

는 표 1,2와 같다.

User Graph

User-Transact

ion

In-Degree

Value

Sum

Max

Min

Mean

Stdvar

Transaction

Size

Sum

Max

Min

Mean

Stdvar

Out-Degree

Value

Sum

Max

Min

Mean

Stdvar

Transaction

Size

Sum

Max

Min

Mean

Stdvar

표 1. 추출한 유저 그래프의 통계 정보
Table 1. Extracted statistical of user graph

Transaction

Graph

Transaction -

User

In-Degree Amount

Sum

Max

Min

Mean

Stdvar

Out-Degree Amount

Sum

Max

Min

Mean

Stdvar

표 2. 추출한 트랜잭션 그래프의 통계 정보

Table 2. Extracted statistical of transaction graph

유저 기준의 그래프에서는 그래프를 이루는 각

In-Degree, Out-Degree의 트랜잭션 거래량과 트랜

잭션 사이즈로부터 5개의 통계 정보를 추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총 20가지의 유저그래프 통계 데이터

가 추출된다.

트랜잭션 기준의 그래프에서는 그래프를 이루는

각 In-Degree, Out-Degree의 트랜잭션 거래량으로

부터 5개의 통계 정보를 추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총 10가지의 트랜잭션 그래프 통계 데이터가 추출

된다.

4. 데이터 시각화

수집하고 추출한 두 기준의 그래프를 비교가 용

이하도록 로그 스케일의 플롯으로 나타낸다. 모든

플롯의 y 축은 공통적으로 차수( Number of

In-Degree, Number of Out-Degree)로 설정하였고 x

축은 추출한 In-Degree, Out-Degree 특징들의 통계

정보로 설정하였다.

Ⅳ.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추출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에 대해 설명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그래프의

분포가 비선형일 경우 해당 네트워크 내 이상이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그래프의 분포를 보며

분석하고 비선형적인 그래프의 분포를 가지는 특징

들을 찾는다.

그림 5. 노드 수와 에지 수 플롯 : 유저 그래프

Fig. 5. Number of node – Number of Edge
Plot : User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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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노드 수와 에지 수 플롯 : 트랜잭션 그래프
Fig. 6. Number of node – Number of edge plot
: Transaction graph

그림 5, 6은 두 기준의 그래프의 노드 수와 에지

수를 로그 스케일 상에서 나타낸 것이며 두 그래프

모두 선형함수의 형태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ensification Power Law에 따라 분석하면 이를 정

상적인 네트워크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는 분명한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하

고 있으므로 이는 노드 수와 에지의 수의 정보로는

비정상적인 행위 혹은 주체를 탐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림 7. In/Out-Degree 특징 : 유저 그래프

Fig. 7. In/Out-Degree feature : User graph

그림 7, 8은 두 기준의 그래프의 특징 중

In-Degree와 Out-Degree의 수, 잔액, 트랜잭션 사이

즈, 총 거래금액 등 일반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그림 8. In/Out-Degree 특징 : 트랜잭션 그래프
Fig. 8. In/Out-Degree feature : Transaction graph

나타낸 것이다. 이를 Power Law Degree에 따라 분

석하면 In-Degree 특징 플롯에서 트랜잭션의 분포

를 제외하고 모든 그래프가 선형함수의 형태를 띠

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일반적인 정보를 통해

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명백한 특징이 부족

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정확한 비정상 행위 및 주

체 탐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9. In-Degree value 통계정보 : 트랜잭션 그래

프

Fig. 9. Statistical data of In-Degree Value :

Transactio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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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Out-Degree value 통계정보 : 트랜잭션 그
래프
Fig. 10. Statistical data of In-Degree Value :
Transaction graph

그림 9, 10은 트랜잭션 기준 그래프의 특징 중

In-Degree와 Out-Degree의 Value 값의 시간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In-Degree의 평균과

Out-Degree의 표준편차에서 비선형적인 형태를 띠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1. In-Degree value 통계정보 : 유저 그래프

Fig. 11. Statistical data of In-Degree Value :
User graph

그림 12. Out-Degree value 통계정보 : 유저 그래프
Fig. 12. Statistical data of Out-Degree Value :
User graph

그림 11, 12는 유저 기준 그래프의 특징 중

In-Degree와 Out-Degree의 Value 통계 정보의 시간

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In-Degree의 최솟값,

최댓값, 표준편차와 Out-Degree의 최솟값, 최댓값,

표준편차에서 비선형적인 형태를 띠는 것을 확인하

였다.

그림 13. In-Degree 트랜잭션 사이즈 통계정보 :

유저 그래프

Fig. 13. Statistical data of In-Degree transaction
size : Transactio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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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Out-Degree 트랜잭션 사이즈 통계정보 :
유저 그래프
Fig. 14. Statistical data of Out-Degree transaction
size : User graph

그림 13, 14는 유저 기준 그래프의 특징 중

In-Degree와 Out-Degree의 트랜잭션 사이즈 통계

정보의 시간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In-Degree의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와 Out-Degree

의 총 합,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에서 비선형적인

형태를 띄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9-14]는 유저 및 트랜잭션 그래프의 특징들

로부터 통계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로그 스케일 상

의 플롯으로 나타낸 것이며 이로부터 그림 [5-8]의

선형적인 형태와는 비선형적인 구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Densification Power Law와 Power

Law Degree를 통해 분석하였을 때, 이는 네트워크

에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그래프의 통계정보를 특징으로 사용하

였을 경우 비선형적인 구간을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할 때 유저 혹은 트랜잭션이 정상인지 비정상

인지 구분하기에 적절한 분포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데이터

와 유저 데이터를 수집 및 추출하고 이로부터 두

기준의 그래프를 추출하였다. 또한 추출한 두 기준

의 그래프의 특징들로부터 통계 정보를 추출하였고

이를 플롯으로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수집 가능한 일반적인 정보보다 통계정보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분포를 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그래프

들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분류하고 실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례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 비정상적인 트랜잭션과 유저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기계학습 기반의 K-means와 심층학습 기

반의 SOM(Self-Organized Map)과 같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내 비정상적인 행위

와 행위의 주체인 악의적인 사용자들을 탐지하는

이상 탐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래프의

분포가 비선형적인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실제 사례

기반의 비교 및 상세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기에 비

선형적인 구간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는 명백한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하여 자금 탈취 혹은 세탁과 같은 비정상적

인 행위에 대한 실제 사례를 수집하고 이와 비교

분석하여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 제시한 통계 데이

터의 가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분석할 수 있는 특

징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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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한 eBPF 기반

Virtual TAP 설계 및 구현

홍지범w°, 정세연*, 유재형**, 홍원기*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BPF-based Virtual TAP for

Inter-VM Traffic Monitoring

Jibum Hongw°, Seyeon Jeong*, Jae-Hyung Yoo**, James Won-Ki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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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 Virtual Network Monitoring, extended Berkeley Packet Filter (eBPF), Linux Kernel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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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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ORD 기반의 네트워크 슬라이스 선택 기능

디아즈 리베라 하비에르w,칸 탈하 애흐마드, 메흐무드 아시프, 송왕철°

Network Slice Selection Function on M-CORD

Javier Diaz Riveraw, Talha Ahmed Khan, Mehmood Asif, Wang-Cheol Song°

요 약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이 모바일 네트워킹에 적용되면서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

수적이다. 5G 아키텍처에 대한 3GPP 표준 기술 사양에 따라 슬라이스 선택 프로세스를 활용하기 위해 Network

Slice Selection Function (NSSF)가 포함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 기능의 실제 구현은 네트워크 인스턴스의 동적 변

경 사항을 처리해야하므로 가상 네트워크 기능 (VNF)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제안 된

솔루션은 Central Office Rearchitected as a Data Center (CORD) 플랫폼에서 모바일 네트워크용으로 특화된

M-CORD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인 XoS를 통합하는 플랫폼 및 Software Defined

Networking (SDN),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FV) 및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OpenStack에 기반하고 있

다. 이 플랫폼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된 NSSF 구현은 백엔드 서비스와 네트워크 기능 인스턴스 간의 동기화를

통해서 동적으로 슬라이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다.

Key Words : Network Slice Selection Function (NSSF), Software Defined Networking (SDN),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FV), MCORD

ABSTRACT

As Network Slicing functionality gets applied to mobile networking, a mechanism that enables the selection of

network slices becomes indispensable. Following the 3GPP Technical Specification for the 5G Architecture, the

inclusion of the Network Slice Selection Function (NSSF) in order to leverage the process of slice selection is

apparent. However, actual implementation of this network function needs to deal with the dynamic changes of

network instances, due to this, a platform that supports the orchestration of Virtual Network Functions (VNF) is

required. Our proposed solution include the use of the Central Office Rearchitected as a Data Center (CORD)

platform, with the specified profile for mobile networks (M-CORD) that integrates a service orchestrator (XOS)

alongside solutions oriented to Software Defined Networking (SDN),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VNF) and

virtual machine management through OpenStack, in order to provide the right ecosystem where our

implementation of NSSF can obtain slice information dynamically by relying on synchronization between back-end

services and network function in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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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advent of high-speed networking has

brought with it a expone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services offered by the Internet

medium. Due to this, efforts to sustain this

demand have trigger innovation and evolution of

network infrastructure technology. However,

current generation mobile networks are facing a

bigger challenge. Smart-Phones, IoT devices, and

diverse mobile equipment have increased not only

in numbers but in capabilities. As one device can

provide multiple functionalities, the number of

services that are being tethered into the mobile

network cannot be efficiently served by just

increasing the bandwidth of a single physical

channel. Because of this reason, the evolution to

5G has been driven by considering the type of

services that the consumer expects when using a

network, thus, the creation of special

communication channels tailored by the type of

network services has become a primary factor for

the innovation of the next generation of mobile

networks.

Network Slicing is a key functionality in 5G

mobile networks and the main motivation for the

research presented in this document. It allows a

physical network infrastructure to be split up into

multiple virtual channels that can support a

plethora of services. To realize this purpose, the

use of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technology becomes indispensible. Between its

multiple benefits, it not only reduces the wait for

specialized hardware to cater specific network

functionality to be deployed, but also inherently

allows the multiple instantiations of network

functions which facilitates the creation of diverse

network slices. But as the benefits of this

technology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working

with physical infrastructure, a new challenge

surfaces. Due to the dynamic nature of Virtual

Network Functions (VNF), instantiation of

resources can occur in runtime. These new

instances of network functions need to be

properly identified and selected for the purpose of

enabling different levels of capabilities according

to policies defined for each user equipment.

In order to solve this complication, the 5G

architecture Technical Specification proposed by

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GPP)[1],

includes a network function whose role is to

select the correct network slice instance that

appropriately serve the request of a user

equipment. The Network Slice Selection Function

(NSSF) is the focus of the research presented in

this document, it follows 3GPP standards for

position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VNF

that comprise the mobile network. It handles the

selection of slices on the basis of information

passed by the user equipment from the access

network to the core network.

The focal point of this research is to

demonstrate the functionality of the NSSF. To

accomplish this, Long-Term Evolution (LTE) open

source components for the eNodeB and the

Evolved Packed Core (EPC) were used as VNF

[2] instead of standard 5G components, as

working with them currently represent a big

challenge. In order to achieve the orchestration

requirements related to working with multiple

VNF, the Central Office Re-architected as a

Datacenter (CORD) open source solution was

used. It combines the use of a Cloud Computing

software platform (OpenStack), Software Defined

Networking (SDN) and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FV) technologies as the platform

for the deployment and orchestration of network

functions.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contains the related work and motivation for the

research, Section III contains the system design

and implementation description of the NSSF

module. Section IV presents the results achieved

and finally, section V concludes th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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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otivation and Related Work

1. Research background and

motivation

As 5G mobile networks purpose is to support

multiple services and appliances, the need for

network slicing is crystal clear. Moreover, with

the advent of SDN and NFV, the trend of

developing network architectures using VNF has

become evident. Hence, many research groups are

developing network architectures that consider

network slicing as the major enhancement. The

organizations and research groups like ETSI,

ONF, NGMN, etc. have proposed solutions that

aim to achieve network slicing for 5G networks

[3,4,5].

The CORD platform developed by the Open

Network Foundation (ONF) is one of the major

open-source projects for development of

SDN/NFV based network solutions and contains a

profile specified for mobile networks, M-CORD

[6]. As it follows SDN and NFV approaches, it

aims to provide many logical slices over one

physical network. Also, It introduces scalability

for increasing the capability of networks at

runtime.

Not only these, but many research groups are

focusing on defining the management procedures

to create and provision personalized slices

dynamically [7, 8].

Fig. 1. NSSF in 5G Architecture

3GPP is the most prominent standardization body

for defining network architectures. It has been

actively building the path for getting closer to the

next generation of mobile networks. According to

their proposal, by introducing network slicing to

the network architecture it becomes indispensable

to add the functionality for proper selection of

resources. Figure 1 shows the 5G Architecture

proposed by 3GPP which introduced the NSSF as

a network function that selects network slices

with the basis of service parameters send by the

user equipment.

Network operators are not bound to a specific

domain of service provisioning and require an

optimized and dynamic way to select network

slices on real-time [9,10]. Hence, this research

work focuses on developing a Network Slice

Selection Function that is not constrained by the

state of the mobile network. Basically, it captures

the high-level configuration provided by the

orchestrator from the top and it contains a

database which maintains updated configurations

on runtime.

2. Related Work

The slice selection function has been proposed

before the 5G architecture was revealed.

Researchers have presented their own view on the

deployment of this network function and even

solution providers have deployed their own

functionality to fulfill the objectives of slice

selection [11,12]. Previous attempts put the NSSF

as part of the access network, where the slice

selection will occur before eNodeB and MME

registration. In other cases, the functionality of the

Slice Selection Function is closely dependent on

the rest of the EPC and thus becomes not

compatible with a mobile network solution besides

the one that is offered by the solution provider.

By not following the current 3GPP standard or by

close-sourcing the functionality of the NSSF, the

areas where this network function can be

implemented become severely limited.



KNOM Review '18-02 Vol.21 No.02

38

Ⅲ. System Design

1. General System Overview

In order to achieve a Network Slice Selection

Scenario, the use of the M-CORD Platform was

required. Figure 2 showcases the three main

components that comprise it. The extensible

service control plane, XOS, serves as the

orchestrator where multiple services reside, it also

allows the creation of multiple VNF’s namely

eNodeB, vMME, NSSF, vHSS, SPGWC, and

SPGWU in coordination with a network controller

(ONOS) and a cloud manager (OpenStack).

OpenStack is in charge of virtual machine and

network instantiation. It receives directions from

XOS for the creation of VNF as well for the

Networks, Ports, Image and resource allocation to

guarantee the correct operation of the underlying

system.

As the CORD platform is a core project in

development by the ONF, the use of ONOS

(Which is also developed by ONF) as an enabler

for SDN is evident. This network controller

allows the interconnection of instantiated VNF and

provides data network access required for E2E

connection. To realize this, two ONOS

applications are included in the deployment of the

CORD Platform: VTN and vRouter. VTN's role

is to interconnect VNF by assigning virtual

networks (i.e. s1_net, s6_net, etc.). On the other

hand, vRouter's role is to configure routing

protocols and provide internet connection to the

VNF that requires it.

There is also an important component that links

XOS to the backend services, this is called a

Synchronizer. Its role is to inform the system

about the operation of the VNF, the number of

instances that have been created, if there has been

an error during deployment, etc. Each XOS

service possesses a synchronizer, through this,

XOS can get bidirectional communication with all

the running VNF.

The rest of the components that are shown in

the picture represent the network functions that

compose the mobile network of our scenario. By

default, M-CORD contains preconfigured services

and VNF with the purpose to achieve an E2E

connection. Unfortunately, the use of this VNF is

constrained by license agreements and as of the

time of our research they were not usable for

deploying.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instead of

the VNF provided by CORD, another open source

solution was deployed.

The eNodeB and UE implementations are

secured by the use of the OpenAirInterface

System Emulation (OAISIM). It includes a

standard-compliant implementation of a subset of

release 10 LTE for UE and eNodeB. As we

currently lack of Radio Frequency (RF) devices in

our laboratory, the simulation of multiple UE that

can act simultaneously in connecting to a single

eNodeB can be tested with the use of OAISIM.

Like the eNodeB, the EPC is also part of

OpenAirInterface Software Alliance solution for

mobile open source VNF. It houses the

implementation of MME, HSS, SPGWC, and

SPGWU that serve as core network components.

Both projects are freely distributed by the

OpenAirInterface Software Alliance (OSA) under

the terms stipulated by a new open-source license

catering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s

used in 3GPP which allows contributions from

members holding patents on key procedures used

in the standard

Fig. 2. System overview and interaction of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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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twork Slice Selection Function

Description.

The NSSF is the main component pertaining to

this document. It is in charge of making the

selection of an appropriate Network Slice in the

base of parameters that a UE will send when it

wants to attach to the network.

The Implementation of the NSSF presented in

this paper is done in two parts. Figure 3

illustrates this by showing the Network Slice

Selection Function as both, an XOS Service and

a virtual machine Instance that acts as the VNF

functionality.

2.1. NSSF XOS Description

The service provides an Interface of

communication between XOS, ONOS, and

OpenStack. It is defined by a data model using a

modified version of Google's Protocol Buffers

called xProto. The purpose of the data model is

to define the high-level description of the

functionality of the service. All XOS Services

have a synchronizer that will take information put

on the data model and set them to actions for the

underlying system. For the NSSF, the

synchronizer takes specific directives to collect the

information of SPGW Instances every time there

is a change in the state of the network (i.e

instance deleted, instance created).

The service also contains an Ansible playbook

with the purpose to automate tasks related to the

NSSF Instance deployment. One task contained in

this playbook is the creation of a relational

database that contains the information of the

SPGW Ids that are up and running in the

network. The synchronizer has this information as

a list of IP addresses and the Playbook uses it to

create a MySQL Script which creates/updates the

Database (Depends on the initial state of the

Fig. 3. NSSF XOS Service and NSSF VNF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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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SF VNF) where the Slice information is going

to be stored.

2.2. NSSF　VNF Description

The VNF has the main functionality of the

NSSF, it receives the slice request message from

the MME through the Communication API and

uses the UE Information contained in it (i.e

IMSI) to collect the slices that are allocated for

the type of service that the UE is requesting. The

differentiator of the service is an extra parameter

encoded into the connection message. It depends

on the Network Operator to define its own

parameters.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nd

to facilitate the testing done in our scenario, we

are denoting the last digit of the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as the

service differentiator.

Following the description shown in Figure 3,

the logic that drives the NSSF is as follows.

The NSSF will listen to vMME requests until a

connection message arrives.

The NSSF will query the database in search for a

slice that can serve the connection request.

If the UE request can be serviced by a Slice (If

a slice exists in the database) the NSSF will

insert the UE information along with the Slice

Information to denote that the slice is being

served to a UE.

In case that there is no slice related to the

service the UE is requesting, the NSSF will select

a default slice (the default connection channel is

defined by the Network Operator).

In either case, the NSSF will forward the Slice

Id (SPGW IP Address) to the MME/AMF through

the communication API.

2.3. Database Description

The Slice database runs in a MySQL server

inside the virtual machine that represents the

NSSF VNF. The purpose of this implementation

is to allow the NSSF to manage its own selection

procedure by accessing a local repository, thus

minimizing the communication with external

modules. The DB stores the information of the

slice instances that currently exist in the network.

It contains three tables joined together by the

type of service that the UE is requesting and the

current SPGW slices that exist. Figure 4 shows

the tables named: SERVICE, SPGW, and Slice

Table.

The SERVICE Table contains the types of

services supported by the mobile network. For

this research purpose and testing scenario, Two

type of services are defined, Video and Web. It

is the role of the Network Operator to define the

services that are supported, due to this, this table

is filled manually.

The SPGW Table will have the current

information on the instances that exist in the

network. This table will be updated by the NSSF

XOS Service using the information of SPGW list

that the synchronizer provides every time the

network states changes.

Finally, the Slice Table will include the

association of the UE Id and the Service that has

an existing slice in the network, this table will be

filled by NSSF VNF selection procedure every

time a matching slice exists.

Fig. 4. Slice Database table description.

Fig. 5. Slice Databas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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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hows the information that the NSSF

provides once slice association is done. This is

presented by doing a JOIN of the three tables.

The above figure includes information of the UE

(i.e. IMSI:208930100001111) service information

(i.e. WEB) and slice assigned to this service (i.e

10.0.8.2) These three fields together show that a

slice is being assigned to a specific user

equipment that wants to consume a requested

service.

2.4. Communication API

The NSSF is developed using Python 2.7. But,

in the case of the rest of VNF, they are

developments done by the Open-Air Interface

Alliance in C language. As the NSSF requires

communication with the vMME in order to

receive UE information, a communication API had

to be created.

The Open-Air Interface implementation of the

EPC does not consider a Network Slice Selection

Function for its operations, instead, the MME has

the SPGW information in a configuration file.

Our implementation replaces this functionality by

getting the SPGW connection information from

the NSSF itself.

The MME code had to be modified to include

a call to the Communication API. It contains

python code that translates C function requests

into Python methods. It also executes a Remote

Procedure Call (RPC) for requesting the SPGW

Id to the NSSF, as shown in Figure 6. In other

words, the API holds the communication channel

that allows the vMME to interact with the NSSF.

Ⅳ. Test and Results

1. Experiment Environment

The deployment platform chosen for this

research is M-CORD version 4.1. It allows the

creation of a virtualized environment that can

exist in a single physical server. This type of

deployment is known as Cord In a Box (CiaB).

The development machine has 20 physical cores

and 64GB of RAM. The Operative System

required for this deployment is Linux Ubuntu

14.05.

The Open Air Interface EPC is running on a

modified version based on commit a58735fe, also

the OAISIM implementation is the latest master

branch. The EPC is running on Ubuntu 16.04 and

OAISIM on Ubuntu 14.04 both with the

recommended kernel modifications (i.e. 4.7.7

oaiepc kernel for the EPC and Linux

3.19.0-61-lowlatency kernel for the eNodeB). The

NSSF was developed using python and is running

on Ubuntu 16.04. Also, XOS services for the

VNF where created with a mix of xProto models,

python, and YAML.

To facilitate the deployment of the environment,

three VM images are configured using cloud-init

for making them compatible with OpenStack. The

images that contain the OAISIM and NSSF

implementations are created as part of this

research. Additionally, the EPC image was

obtained from the oai-scenario repo of the

developer aweimeow [13]. In this implementation

of the OAI EPC, the SPGW is separated into

control plane and user plane modules to support

the SDN based MCORD architecture.

These images are used for provisioning the

VNF, with the main purpose to save configuration

time during deployment. The EPC image is

common for the four VNF that represent the core

network (vMME, vHSS, vSPGW-C, vSGPGW-U)

but each of them is differentiated thanks to the

XOS services tied to each VNF. As mentioned in

the previous section, the XOS services contain

Fig. 6. Communication API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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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description in their data models, this is

used for setting up deployment configuration when

instances of VNF are provisioned.

2. Scenario

Figure 7 shows the setup of the scenario. Each

network component is represented by a VNF

instance. Furthermore, as the purpose of this test

is to showcase network slice selection, two slices

are created, one for WEB traffic and another one

for VIDEO traffic. This is done by creating two

instances of each vSPGWC and vSPGWU. The

purpose of the test is to have two user equipment

access the mobile network and have each of them

routed through different paths for connecting to

the data network on the basis of the service that

they are requiring.

OAISIM provides the means to create multiple

user equipment and connect them to the network

simultaneously. A Specific configuration has been

done for it to create two UE that have different

IMSI. The basis for slice selection is done by

taking the last digit of the IMSI and use it to

represent the type of service (Relative to this test

scenario: 1 being WEB, 3 being VIDEO). The

IMSI is a combination of the Public Land Mobile

Network (PLMN) for the first five digits and

Mobile Subscription Identification Number (MSIN)

for the rest of the enumeration. The test scenario

uses the following numbers: UE1 has

208930100001111 and UE2 has 208930100000403

defined as their IMSI.

In order the differentiate the slices, a basic

QoS configuration has been implemented inside

the two SPGWU instances that are part of the

user plane of the two slices. Figure 8 shows the

change in the configuration file for both of the

SPGWU, by changing the Policy and Charging

Enforcement Function (PCEF) and specifying the

Aggregate Maximum Bit Rate (AMBR) for the

uplink and downlink.

Fig. 8. PCEF configuration in different SPGWU.

The above figure shows the configuration for

the two slices. In this way, the WEB Slices is

limited to 10 Mbps and the Video slice to 30

Mbps.

3. Test results

The iPerf utility is used for generating test

results. In order to approximate a real-life

scenario test, iPerf connects to a server through

the internet. The SPGW-U provides internet

access to another physical server with a public IP

address that also resides inside the research lab

where the tests are being performed. A full E2E

connection test of a UE connected to the WEB

slice shows the following behavior presented in

Figure 9.

Fig. 9. UE E2E iPerf test, WEB Slice.

While executing the tests, the first results

showed that OAISIM is not a reliable medium

for verifying performance. Although it manages to

do an E2E connection by triggering the NSSF

functionality and connecting to an appropriate

slice successfully, the emulator only achieves a

throughput of around 1Mbps on the traffic test

regardless of the slice that it is serving the

Fig. 7. Test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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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This is due to limitations related to

emulation constraints.

As OAISIM was the cause of the bottleneck

for the performance test, iPerf was made to run

directly on the SPGWU Instances that were

configured to serve a specific type of services

(WEB and VIDEO). Results of this tests are

shown in the figures below.

Figures 10 and 11 Illustrate the result of the

test done using iPerf for each slice. Also,

simultaneous tests for both slices were conducted.

Instead of iPerf (This does not allow simultaneous

connections) the tool speedtest-cli was used. It

performs speed tests on the closest register server

on the speedtest.net site. The results are shown in

Figure 12. It is apparent that each slice does not

disturb the performance of the other one. The

physical link to the internet allows up to 100

Mbps, which is well above of the configuration

setup for each slice.

Fig. 11. iPerf test, VIDEO Slice

To further enhance the test results for future

experiments, the use of a more reliable eNodeB

oriented to a performance scenario must be used.

Although OAISIM serves its purpose to

demonstrate the E2E slice selection test, it fails to

deliver the required performance to illustrate the

benefit of having multiple slices.

Fig. 12. speedtest-cli Simultaneous test.

Ⅴ. Conclusion

The paper illustrated a Network Slice Selection

scenario using the M-CORD Platform as a

mechanism for slice creation and VNF

Orchestration. The importance of the NSSF is

justified through the literature. Although a full 5G

scenario was not presented, the purpose and

functionality of the Network Slice Selection

Function were demonstrated by providing logically

different resources to different users over a single

physical network.

Also, our NSSF scenario implementation allows

academia to deploy a slice selection test-bed with

the least investment as possible. This opens a

broad range of possibilities for institutions that are

interested in testing a working E2E mobile

network connection on top of M-CORD but are

budget constrained to fulfill their requirements.

Furthermore, our scenario can show the versatility

of the CORD Platform, as it allows us to

onboard practically any available open source

functionality to it, by effectively linking it to

existent LTE open source components.

Fig. 10. iPerf test, WEB S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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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집약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배치 기법

안 주 림w, 김 윤 희°

A Data Placement Scheme for the Characteristics of Data

Intensive Scientific Workflow Applications

Julim Ahnw, Yoonhee Kim°

요 약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활용한 데이터 집약적인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 실험의 경우 클라우드의 여러 데이터

센터에 대량의 데이터가 분산될 수 있고, 생성되는 중간 데이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 간의 접근을 통해 전송

될 수 있다. 또한 응용의 실행이 진행될 때, 생성된 중간 데이터를 이용하며 진행되므로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 실

행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기존의 데이터 배치 기법은 과학 응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집약적 단계를 정의하여 그 구간에서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데이터

배치 기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데이터 집약적 단계에서의 횟수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

한다. 또한 런타임 데이터 배치 횟수와 런타임 데이터 배치 시 오버헤드를 분석하여 성능을 비교했다.

Key Words : data placement, runtime data placement, data-intensive tasks, data-intensive scientific

workflow application

ABSTRACT

For data-intensive scientific workflow application experiments that leverage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large amounts of data can be distributed across multiple data centers in the cloud. The generated intermediate

data can also be transmitted through access between different data centers. When the application is executed, the

execution result is changed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data since the intermediate data generated is used.

However, existing data placement strategies do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define a data-intensive tasks and propose runtime data placement in that interval. Through

the proposed data placement scheme, we analyze the scenarios considering the number of times in the data

intensive tasks defined in this study and derive the results. In addition, performance was compared by analyzing

runtime data placement times and runtime data placement over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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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데이터 집약적인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은 대용량

의 입력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행 도중 생성된 중간

데이터의 처리를 통해 대용량의 출력 데이터를 산

출한다[1][2]. 또한 응용의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므로 대개 고성능 컴퓨팅 자원 및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으로 여

러 데이터 센터에서 클러스터와 그리드와 같은 기

존의 컴퓨팅 환경의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환

경으로의 이전이 진행됐다[3].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활용한 데이터 집약적인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 실험의 경우 클라우드의 여

러 데이터 센터에 대량의 데이터가 분산될 수 있고,

생성되는 중간 데이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 간

의 접근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응용의 실행이 진

행될 때, 생성된 중간 데이터를 이용하며 진행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 실행 결과가 달라지

기 때문에 데이터 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4][5]. 그러나 기존의 데이터 배치 기법은 과학 응

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클라우드 환

경에서의 과학 응용의 작업 이력 분석을 이용하여

응용의 특성에 맞는 자원에서 데이터 배치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집

약적인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의 작업 이력을 기반

으로 그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배치 기법을 제안한

다. 자원의 사용 패턴에 따라 실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데이터 집약적 단계라고 정의한다.

그 구간에서의 데이터 배치를 통해 런타임 데이터

배치 횟수와 런타임 데이터 배치 시 오버헤드를 분

석하여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응용의 특성에 적합한

클라우드 자원의 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데이터 배

치가 가능함을 보인다.

Ⅱ. 관련 연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진행된 데이터 배치

기법 중 Yuan[4]은 의존도를 고려한 k-means 클러

스터링을 통한 데이터 배치를 제안하였다. 빌드 타

임에 기존 데이터 배치 기법을 적용하여 실행하다

가 특정 데이터 센터에 과부하가 걸린 경우에 런타

임에 데이터 배치를 다시 진행하여 전반적인 작업

부하를 맞춘다.

Zhao[6]는 데이터 센터의 저장 장치 용량을 고려

한 데이터 배치를 제안하였다. 데이터 모델링을 위

해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트리 구조를 사용하여 데

이터 배치를 진행했다. 제안한 데이터 배치 기법은

기본적으로 [4]의 의존도 고려 데이터 배치 기법을

따르며 하향식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상위 레이어

의 데이터 서브 트리를 높은 우선순위로 두어 데이

터 할당을 수행한다. 저장 장치의 저장 공간 확인을

위해 상향식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데이터 할당을

위한 저장 장치 위치를 선택한다.

Ⅲ.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 모델 정의

데이터 집약적인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은 대부분

이들 사이의 종속성을 가진 계산 작업의 DAG 형

태로 정의된다. 워크플로우의 작업과 데이터 세트가

모두 복잡한 관계로 구성되며 많은 양의 워크플로

우 데이터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으며, 각 워크플로

우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7].

그림 1. 워크플로우 모델
Fig. 1. The Model of a Workflow

그림 1.은 11개의 태스크로 이루어진 워크플로우

모델을 나타낸다. 태스크 1은 태스크 2, 태스크 3,

태스크 4에 대한 입력이 되는 3개의 중간 출력 데

이터 파일을 생성한다. 이 작업을 기반으로 태스크

2, 태스크 3, 태스크 4는 태스크 1이 실행을 완료하

고 해당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실행을 시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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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 배치 전략

1. 초기 데이터 배치 전략

본 연구의 빌드 타임 단계에서의 기본 데이터 배

치 기법은 [4][6]의 배치 기법을 따르고, 런타임 데

이터 배치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배치 기법을 따른

다.

기본 데이터 배치에서 기존 데이터 세트를 의존

성을 기반으로 여러 파티션으로 분할하고 이러한

파티션을 저장 장치 용량을 고려하여 데이터 센터

에 배포한다. 또한 응용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집

약적 단계를 정의하여 그 단계의 데이터 세트를 런

타임에 실행 중인 응용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 센터

에 배치시킨다.

데이터 배치를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Dependency Matrix(DM)을 구하고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 DM은 모든 데이터 세트의 데이터 의존

성을 계산하여 구한 의존도 기반 행렬이다. 본 논문

에서는 [4]를 참고하여 DM의 의존도를 계산한다.

두 번째 단계는 DM에 Bond Energy

Algorithm(BEA)[8]를 적용하여 Clustered

dependency Matrix(CM)을 구하는 것이다. BEA는

행렬을 기반으로 행과 열을 바꾸어 서로 비슷한 항

목을 그룹화 할 수 있는 순열 알고리즘이다. (1)을

통해 CM의 각 행렬 값이 최댓값이 되는 경우를 구

해 CM을 도출한다.

                              

      (1)

CM은 모든 데이터 세트 간의 종속성을 계산하여

도출한 행렬이기 때문에 종속성에 따라 클러스터가

완료된 행렬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한 CM을 기반으로 파티

션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분할된 데이터 세트의 저

장 용량이 배치될 데이터 센터의 용량보다 크지 않

을 때까지 재귀적으로 진행된다. 그 다음 데이터 센

터의 용량을 상향식 접근 방식을 통해 데이터 할당

을 위한 저장 장치 위치를 선택한다[6].

2. 응용의 특성을 반영한 런타임 데이터 배치

전략

응용의 특성을 반영한 런타임 데이터 배치를 위해

데이터 집약적 단계를 정의한다. 데이터 집약적 단

계는 과학 응용의 자원 사용 패턴에 따라 실행 시간

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의미한다. 기본 데이터 배

치의 진행 도중 데이터 집약적 단계의 작업 실행 시

응용의 특성을 반영한 런타임 데이터 배치를 실행한

다.

알고리즘 1은 데이터 집약적 단계의 실행 시 응용

의 특성을 반영한 자원에 데이터를 배치시키는 알고

리즘이다. 이때 프로파일링 정보를 통해 자원의 특

성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배치시킬 데이터 센터의 특

성에 대해 안다고 가정한다.

그림 2. 런타임 데이터 배치 알고리즘

Fig. 2. The Runtime Data Placement Algorithm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 데이터 집약적(DI) 단계

의 작업일 때(line 2), 응용의 자원 사용 패턴에 따

른 Intensive 데이터 센터의 현재 Intensive 자원 사

용량+데이터 집약적 단계 작업의 Intensive 자원 사

이즈가 데이터 집약적 단계의 최대 Intensive 자원

사용량보다 작다면(line 3) 런타임 데이터 배치를

실행한다. 이 때 Intensive 자원이 많은 데이터 센터

를 찾고, 배치할 데이터 세트의 용량보다 큰 데이터

센터 중 가장 작은 데이터 센터를 찾아 데이터를

배치한다(line 4-6). 배치를 완료하고 데이터 센터의

용량 변수에서 배치한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제외

시킨다(line 7). 데이터 집약적 단계 작업의 데이터

배치를 완료했으면 DI 집합에서 현재 단계를 삭제

하고(line 8) 데이터 집약적 단계의 작업이 아닐 경

우 현재 저장 공간 중 용량이 큰 데이터 센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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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한다(line 9). 배치를 완료하고 다시 데이터 센

터의 용량 변수에서 배치한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제외시킨다(line 10). 데이터 집약적 단계의 실행이

끝났을 경우 현재 데이터 세트의 상태를 기준으로

CM을 다시 구한다(line 13-15).

Ⅴ. 실험 및 결과

1. 대상 응용

지진학 응용인 Broadband는 Southern California

Earthquake Center에서 사용되는 계산 플랫폼 응용

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Broadband 응용은 총 770

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 작업에서 높은

메모리 사용량을 보이므로 Memory intensive 응용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물 정보학 분야의 Epigenomics는 USC

Epigenome Center 에서 게놈 전체에서 인간 세포

의 후성 상태를 매핑 하는데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Epigenomics 응용은 총 529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작업이 높은 CPU 사용량

을 보이고 실행 시간의 대부분이 계산 작업에 소요

되므로 CPU Intensive 응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집약적인 과학 응용을 실

행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컴퓨팅 자원으로 사용했다.

클라우드는 대규모 자원 풀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오픈스택을 사용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팅 머신의 사양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2. 는 실험에서 사용된 5가지 타입의 VM 정

보를 나타낸다. 사용된 VM의 타입은 Amazon EC2

를 참고하여 설정했다.

3. 실험 및 결과 분석

3.1. 데이터 집약 계산 단계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 2를 바탕으로 두

가지 응용의 데이터 집약적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

과를 바탕으로 [실험1]과 [실험2]를 진행하였다.

표 3. 은 두 응용의 데이터 집약적 단계를 분석

한 결과이다. 각 단계는 모두 자원 사용량이 큰 순

서대로 정렬한 결과이다.

3.2. 응용의 특성 고려 데이터 배치 결과 분석

[실험 1]에서는 제안한 데이터 배치 기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데이터 집약적 단계에서의 횟

수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그림 3. 은 Broadband의 작업 별 실행 시간 결과이

다.

그림 3. Memory Intensive 응용 Broadband의 작업 별 실
행 시간
Fig. 3. The Task-Specific Execution Time of Memory
Intensive Application Broadband

가장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 sdsu_

hf_seisgen의 경우 sdsu_hf_seisgen 단계에서의 런

타임 데이터 배치 시 기본 배치 보다 약 14초감소

표 1. OpenStack 클라우드 머신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OpenStack Cloud Machines

표 3. 각 응용의 데이터 집약적 단계 분석

Table 3. The analysis of each applications’ data intensive
tasks

표 2. Virtual Machine 정보
Table 2. Information of Virtual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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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알 수 있다. sdsu_hf_seisgen, ucsb_seisgen

단계에서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의 경우 약 212초가

소요되었지만 기본 배치보다 성능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dsu_hf_ seisgen 단계에서의 런

타임 데이터 배치 시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된 이유

는 데이터 세트의 전송 오버헤드 때문이다.

Epigenomics 응용의 데이터 집약적 단계 분석 결

과 워크플로우의 dependency의 차이가 작아 런타임

데이터 배치 시 mapMerge, map이 같은 데이터 세

트로 묶인다. 따라서 Epigenomics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 결과는 2가지 경우 밖에 나올 수 없다.

가장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 map의 경

우 기본 배치 실행 시 약 206초가 소요되었지만

pileup 단계에서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의 경우 약

191초로 감소했고, mapIndex 단계에서의 런타임 배

치 시 약 189초로 근소한 실행 시간의 감소를 보였

다. 또한 pileup 단계에서 기본 데이터 배치 시 약

52초가 소요됐지만, pileup 단계에서의 런타임 데이

터 배치를 진행했을 경우 약 50초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3.3. 데이터 배치 횟수와 오버헤드에 따른 성능

비교

[실험 2]에서는 제안한 데이터 배치 기법을 적용

하여 런타임 데이터 배치 횟수와 런타임 데이터 배

치 시 오버헤드를 분석하여 성능을 비교했다. 전체

실행 시간에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비율을 계산하

기 위해 Overhead Rate를 정의하여 성능 비교에

사용했다.

그림 5. 는 Broadband 응용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

횟수와 오버헤드 비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런타

임 데이터 배치를 1번 진행했을 경우 오버헤드는

약 239초, 2번 진행했을 경우는 약 365초이다. 전

체 실행 시간에서 오버헤드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

산하기 위한 Overhead Rate 값은 각각 약 0.73%,

1.12%이다. 런타임 데이터 배치를 진행한 횟수가

증가할수록 Overhead Rate가 증가한다. 하지만 응

용의 전체 실행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응용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배치가 의미 있음을 보인다.

그림 6. 은 Epigenomics 응용의 런타임 데이터 배

치 횟수와 오버헤드 비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런

타임 데이터 배치를 1번 진행했을 경우 오버헤드는

약 3.2초, 2번 진행했을 경우는 약 5.1초이다. 이처

럼 데이터 집약적 작업의 개수가 적은 경우 오버헤

드에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Overhead Rate의 경우 0.00097824%, 0.00097843%

이다.

그림 4. CPU Intensive응용 Epigenomics의 작업 별 실
행 시간
Fig. 4. The Task-Specific Execution Time of CPU
Intensive Application Epigenomics

그림 5. Broadband 응용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 횟수와 오
버헤드 비율
Fig. 5. Runtime Data Placement Times and Overhead
Ratios for Broadband Applications

그림 6. Epigenomics 응용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 횟수와
오버헤드 비율
Fig. 6. Runtime Data Placement Times and Overhead
Ratios for Epigenomics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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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집약적인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응용

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배치 기법을 제안했다. 과

학 응용에서 런타임에 자원의 상태에 따라 실행 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분석한 후 그 구간에서

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데이

터 배치 기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데이터

집약적 단계에서의 횟수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분석

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또한 런타임 데이터 배치 횟

수와 런타임 데이터 배치 시 오버헤드를 분석하여

성능을 비교했다. 실험을 통해 자원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실행 시간이 줄어들어 제안한

기법이 의미 있음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실제 데이터 센터의 위치와 네트

워크 대역폭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실

험 환경의 일반화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특성에

따른 데이터의 이동량을 측정해서 응용의 특성 별

실행 시간의 증가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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