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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망 기술의 발달로 Gbps급의 대역폭을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넷이 등장 함에 따라 차세대 

인터넷에서 서비스 될 수 있는 화상 회의, 원격 진료 등 다양한 초고속응용서비스들이 개발되어 시험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응용을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문제 발생 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용자 flow 

data의 종단 간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문제의 원인이 망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장치에 있는

지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한 지점에서 flow data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개발되어 있

으나 사용자 flow data의 종단 간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flow data의 종단 간 라우팅 경로를 찾고 각 구간별 패킷 

전송 율과 데이터 전송 율을 측정함으로써 사용자 flow data의 종단 간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단 간 Flow data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사용자 

flow data의 종단 간 라우팅 경로를 파악 할 수 있으며 또한 망에서 사용자 flow data가 손실 될 경

우 손실된 구간을 파악하여 망 관리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구간과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망 관리자는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 flow data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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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망 기술의 발달로 Gbps급의 대역폭을 지

원하는 미국의 Internet2[1]와 국내의 KOREN[2]

과 같은 차세대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차세대 인

터넷에서 서비스 될 수 있는 화상 회의, 원격 진료 

등 다양한 초고속응용서비스들이 개발되어 시험 운

용되고 있다. 특히 화상 회의와 원격 진료 같이 실

시간으로 서비스 되는 응용의 경우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더라도 지연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디

오와 음성 데이터를 압축하지 않고 Constant Bit 

Rate방식으로 전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응용을 사용하다 보면 음성 데이터는

출력되나 비디오 데이터는 출력되지 않는 등 다양

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문제 발생 시 문제가 망에서 발생 하는지 비디오

나 음성 장치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의 경험에 의

존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

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용자 flow data의 종단 간 

흐름을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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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넷의 FLOWSCOPE[3]와 같이 한 지점에서 

flow data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개발되어 있

으나 사용자 flow data의 종단 간 라우팅 경로상

에 있는 라우터들로부터 사용자의 flow data를 수

집하여 사용자 flow data의 종단 간 흐름을 모니

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flow data의 종단 

간 라우팅 경로를 찾고 각 구간별 패킷 전송 율과 

데이터 전송 율을 측정함으로써 사용자 flow data

의 종단 간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단 간 

Flow data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

다. 이 시스템은  Informational Traffic Flow 

Measurement Architecture[4]를 기반으로 설계

되었으며 Meter, Reader, Client로 구성된다. 

Meter는 각 라우터에서 flow data를 수집하여 

Reader로 전송한다. 우리는 Meter로 Cisco 

Netflow[5]을 사용하였다. Reader는 Meter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사용자의 flow 

data에 대한 정보를 요청 할 시 사용자의 flow 

data의 종단 간 라우팅 경로를 찾고 각 구간별 

성능 요소로써 패킷 전송 율과 데이터 전송 율을 

측정한다. 그리고 Client는 Reader에 사용자 

flow data의 정보를 요청 하고 Reader가 응답한 

결과를 출력한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테스트베드

에 구축하여 실험 하였다. 

본 논문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 시스템 구조, 

3장 테스트베드에서의 실험, 마지막으로 4장 결론

과 향후 연구 방향으로 구성 되었다.  

 

2. 시스템 구조 

 

종단 간 Flow data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조

는  그림 1과 같이 각 라우터에서 flow data를 수

집하여 Reader로 전송하는 Meter, Meter로부터 

모여진 flow data를 바탕으로 사용자 flow data의 

종단 간 라우팅 경로를 찾고 각 구간별 성능을 측

정하는 Reader, 그리고 사용자가 Reader에 사용

자의 flow data의 정보를 요청하고 Reader가 응

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flow data의 종단 

흐름을 보여주는 Client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종단 간 Flow data 모니터링 시스템 

 

2.1 Meter  

Meter는 망 안에서 정해진 지점에서 트래픽 

flow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이다. 일반적

으로 Meter는 라우터에 설치되며 Meter의 동작

은 다음과 같다. Meter에 들어온 packet header

는 PACKET PROCESSOR로 보내진다. PACKET 

PROCESS는 packet header에서 source_ip, 

destination_ip 등의 속성을 추출하여 matching 

key를 생성한다. 그 후 PACKET PROCESSOR는 

특정 rule set이 정의된 Packet Matching 

Engine(PME)를 호출하여 matching key와 PME

의 rule set을 비교한다. matching key와 rule이 

일치하면 flow key를 생성하고 flow key는 flow 

table에 저장된다. Reader는 flow table에서 flow

를 항상 수집할 수 있다.[4]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Meter로 Cisco 

Netflow를 사용하여 라우터를 지나가는 패킷들을 

1/10의 비율로 샘플링 하여 flow data를 생성하

고 생성된 flow data를 Reader로 실시간으로 전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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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eader  

본 연구에서는 Reader를 그림 2와 같이 

Request Handler, Manager, Netflow data DB, 

Dynamic Flow Path Detection, 그리고 

Coordinator로 구성하였다.  

 

그림 2 Reader 구조 

 

2.2.1 Request Handler 

Request Handler는 Client가 요청한 사용자 

flow data의 정보를 받아 Coodinator에게 보내고 

해당 flow data에 대한 결과를 Coodinator로부터 

받아 Client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 이때 Client로

부터 받는 사용자 flow data의 정보는 source_ip, 

source_port, destination_ip, destination_port, 

그리고 period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period는 

Reader에서 Client로 결과를 보내주는 주기를 의

미한다. Client로 보내는 결과는 사용자의 flow 

data의 종단 간 라우팅 경로와 각 구간별 패킷 

전송 율과 데이터 전송 율로 구성된다.  

 

2.2.2 Manager & Netflow Data DB  

Manager는 Client의 ip 주소로  Reader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Client인지 인증해주고 

Netflow data DB는 Netflow2Mysq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eter가 수집하여 보내준 flow data를 

그림 3과 같은 형태로 저장한다.  

 

그림 3 Netflow data 예 

 

2.2.3 Dynamic Flow Path Detection  

Dynamic Flow Path Detection은 Netflow 

data DB에서 Client가 요청한 flow data의 정보에 

해당하는 flow data들을 추출하여 종단 간 라우팅 

경로를 찾고 각 구간별 성능 요소로써 패킷 전송 

율과 데이터 전송 율을 측정한다.  

구간별 성능 요소인 패킷 전송 율과 데이터 

전송 율은 flow data가 라우터 A B 를 지나고 

각 라우터의 Meter에서 수집된 사용자 flow data

의 집합이 각각 F1, F2 그리고 F1, F2의 원소의 

개수가 각각 M, N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구해

진다. 여기서 pkts는 flow data의 패킷 수이며 

bytes는 데이터 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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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data의 종단 간 라우팅 경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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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설명  

M: 해당 flow data를 수집한 Meter의 주소 집합 

MN : 집합 M의 원소의 개수 

F : 수집된 flow data의 집합 

FN : 집합 F의 원소의 개수 

Route : 사용자 flow data의 종단 간 경로 

F.IP_next_hop : flow data F의 next 라우터 주소 

F.router : flow data F가 수집된 라우터 주소 

next_router : flow data가 포워딩 될 라우터 주소 

 

위의 알고리즘은 후위 추적법을 사용하여 목적지

가 연결된 목적지 라우터를 먼저 찾은 후 목적지 

라우터를 next hop으로 하는 라우터를 찾고, 찾은 

라우터를 다시 next hop으로 하는 라우터를 찾는 

재귀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종단 간 라우팅 경로를 

찾는다.  

 

2.2.4 Coodinator  

Coodinator는 Client에서 요청한 period 마

다 Dynamic Flow Path Detection 모듈을 호출하

여 최신의 라우팅 경로를 찾고 각 구간별 패킷 전

송 율과 데이터 전송 율을 측정하여 Request 

Handler를 통해 Client에게 전송하게 하는 역할

을 한다. 이외에 Coodinator는 위에서 언급한 각 

모듈들을 필요에 따라 호출 하고 각 모듈에서 반

환한 값들을 다른 모듈로 넘겨주는 중계자 역할을 

한다.  

 

2.3 Client  

우리는 Client를 그림 4와 같이 GUI 

Interface, Communication Module, Analysis 

Module로 구성하였다.  

GUI Interface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flow 

data의 정보를 입력 받아 쿼리를 작성하여 

Communication Module로 전달하고 해당 쿼리에 

대한 결과를 Analysis Module로부터 받아 사용자

에게 보여준다.  

Communication Module은 GUI Interface로

부터 쿼리를 받아 Reader에 전송하고 Reader로

부터 해당 쿼리에 해당하는 응답을 Analysis 

Module로 전송한다.  

Analysis Module은 Reader로부터 받은 IP 

주소로 표현된 사용자 flow data의 종단 간 라우

팅 경로를 사용자가 속해 있는 망 구성을 참조하

여 라우터 이름으로 변환한다. 또한 각 구간별 패

킷 전송 율과 데이터 전송 율을 조합 하여 사용자 

flow data의 종단 간 흐름을 보여준다.  

 

그림 4 Client 구조 

 

3 테스트베드에서의 실험 

 

우리는 그림 5와 같이 테스트베드를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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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된 3개의 라우터와 1개의 Reader 그리고 

2개의 호스트로 구성하였다. 각 라우터에서는 

Meter로 Netflow V5를 사용하여 flow data를 수

집하여 Reader로 전송하게 하였다. 두 호스트 중

에서 호스트 A를 출발지로 호스트 B를 목적지로 

하는 flow를 발생 시켰다. 그 후 호스트 A에서 

자신의 flow data에 대한 정보를 Reader에 요청 

하였다.  

그림 5 테스트베드 구성도 

 

그림 6은 Client 실행 화면으로 Client가 출

발지 주소와 포트 번호 그리고 목적지 주소와 포

트 번호에 해당하는 flow data의 정보를 요청한 

결과로 해당 flow data의 종단 간 라우팅 경로 

Source  Router A  Router B  Destination

를 찾고 구간 Router A  Router B의 패킷 전송 

율(PTR) 87%와 데이터 전송 율(DTR) 93%를 측

정하였다. 이것을 통해 A  B 구간에서 사용자 

flow data가 패킷 수 측면에서 13% 손실이 발생 

하였고 데이터 량 측면에서 7% 손실이 발생 하였

음을 알 수 있다. 망 구성을 멀티 홉으로 확장 할 

경우 각 구간별 PTR과 DTR을 측정 함으로써 어

느 구간에서 손실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 파

악 할 수 있어 Client가 요청한 사용자 flow data

의 종단 간 흐름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6 Client 실행 화면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종단 간 Flow data 모니

터링 시스템은 사용자의 요청 시 사용자 flow 

data의 종단 간 라우팅 경로를 찾고 각 구간별 

패킷 전송 율과 데이터 전송 율을 측정 함으로써 

사용자 flow data의 종단 간 흐름을 모니터링 한

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사용자 flow data

의 흐름에 문제 발생 시 망 관리자에게 문제 발생 

구간과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망 관리

자는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 flow data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과제로 객관적인 성능 측정 요소로 구

간별 지연 및 처리량 등 더 많은 측정요소를 추가

하여 모니터링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

이고 KOREN에서 적용하여 실험할 것이다. 또한 

종단 간 Flow data 모니터링 시스템을 트래픽 엔

지니어링 기술과 결합하여 특정 사용자 flow data

흐름에 문제 발생 시 망 관리자가 직접 문제를 해

결 하지 않고 자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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