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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링은 인터넷 웜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하고, 

사용자 트래픽에 대한 과금을 위해 필수적이다. 일반적인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링 도구는 
TCP/IP 헤더 정보만을 이용하여 트래픽 분류를 수행하기 때문에 응용 트래픽을 정확하게 구
분하기가 어렵다. 동적인 포트번호를 사용하는 새로운 응용의 등장과 방화벽을 통과하기 위
한 포트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TCP/IP 헤더 기반의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은 부정확

해지고 있다. 인터넷 웜이나 바이러스 또는 P2P 응용과 같은 트래픽 모니터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TCP/IP 헤더 정보 뿐만 아니라 패킷의 페이로드 내용에 대한 조사도 병행

되어야 한다. 라우터에서의 트래픽 모니터링은 IETF IPIFX 워킹 그룹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
에 있는데, 이는 플로우 기반의 트래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IPFIX 표준에 기반하여 TCP/IP 헤더 정보와 더불어 패킷의 페이로드 내용을 조사하여 트래

픽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캠퍼스망의 패킷 트레이스를 이용한 실험

을 통하여 제안한 트래픽 모니터링 기법이 전통적인 포트번호를 이용한 방법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잘 알려진 포트번호에 숨겨진 비정상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보였다. 
 
Keywords: IPFIX, 플로우, 시그너처, 트래픽 측정  
 
1. 서론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메일, 온

라인 쇼핑, 온라인 뱅킹, 채팅, 온라인 게임, 및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등의 다양한 인터넷 응용

들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터넷 
응용들과 다른 인터넷 웜, 바이러스, 특정 네트

워크나 호스트를 공격하는 트래픽과 같은 부정

적인 사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서버, 
스위치, 라우터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요

소와 이를 통과하는 트래픽에 관한 특성을 관
찰하여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이 전통적이었으

나, 최근에는 네트워크의 부정적인 사용을 차
단하기 위해 트래픽의 흐름을 모니터링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트워크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1/2.5/10Gbps 와 같은 고속 링크에서 트래픽 측
정은 빠른 패킷 처리의 오버헤드 때문에 플로

우 기반의 모니터링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
다. 대표적으로 Cisco NetFlow [1]는 라우터에서 
패킷들의 흐름을 플로우 수준으로 측정하는 것
으로 라우터나 스위치에서 데이터의 양을 현저

하게 줄일 수 있다. IETF IPFIX(IP Flow 
Information Export) [2] 워킹 그룹에서 차세대 라
우터에서의 트래픽 모니터링에 관한 표준화 작
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패킷들의 흐름을 
플로우로 식별하여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플
로우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 템플릿 기능

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IPFIX 는 IPv6 
트래픽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인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링 도구들은 
TCP/UDP 포트번호를 이용하여 응용 트래픽을 
분류한다. 그러나, 포트번호 기반의 트래픽 모
니터링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예
를 들면, 잘 알려진 포트 번호 이외의 포트 번
호를 이용하는 새로운 인터넷 응용에 대해서는 
분류를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80 포트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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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하는 패킷은 일반적으로 HTTP 를 이용하

는 웹 응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의 P2P 
응용은 방화벽을 통과하기 위하여 포트번호를 
변경하여 80 포트번호로 통신할 수 있다. 따라

서, 포트번호 기반의 모니터링 결과보다 정확

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패킷 페이로드에 대하

여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패턴인 시
그너처를 탐색해야한다. 시그너처는 응용의 제
어나 패킷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정한 패턴이다. 예를 들면, eDonkey 
[3]와 같은 P2P 응용은 컨트롤 패킷의 패킷 데
이터의 첫 번째 바이트에 “0xE3”와 값은 시그

너처를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CP/IP 헤더 정보 뿐만 아니

라 패킷 페이로드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응용

의 시그너처를 탐색하여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

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은 라우터에서의 트래

픽 모니터링 표준인 IPFIX 를 따르도록 하였다. 
실제 패킷 트레이스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이 숨겨진 응용

이나 공격 트래픽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였다. 
2 장에서는 패킷 페이로드 정보를 이용하는 

트래픽 모니터링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설명

하고, 3 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을 기술한다. 4
장에서는 실험결과를 보이고,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라우터에서의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으로 널
리 알려진 Cisco NetFlow 를 이용하는 트래픽 모
니터링 툴은 FlowScan [4]이라는 공개 도구 뿐
만 아니라 많은 상용도구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NetFlow 를 이용하여 침입탐지시

스템(IDS)을 만들기 위한 도구도 개발되어 사
용되고 있다 [5]. NetFlow 를 이용하여 침입탐지

시스템을 구현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라우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
다. 하지만, NetFlow 는 패킷의 헤더 기반으로 
모니터링 정보가 생성되므로 "Ping sweep"이나 
"TCP/UDP port scan", "DOS attack"등과 같은 패
킷 헤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이상 트래픽만 
검출이 가능하다. 패킷 수준의 트래픽 측정도

구도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다 [6]. 

패킷의 헤더정보만을 이용하여 이상트래픽

을 탐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패킷의 
페이로드를 검사하는 방법들이 최근에 제안되

었다. ETRI 의 Wise [7]라는 도구는 패킷들을 플
로우로 조립하고, 패턴을 탐색하여 분류를 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정확

한 과금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있고, 자
체적인 플로우 스펙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IPFIX 표준은 지원하고 있지 않다. [8]에서는 
전체 플로우의 페이로드를 모두 검색하는 방법

부터 최초의 몇 개 패킷, 또는 최초 수 KByte 
정도만을 검색하는 방법 들에 대한 비교를 하
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페이로드를 탐색하여 응
용 트래픽 분류를 IPFIX 표준에 의거한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을 최초로 제안하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3. 제안된 시그너처 기반의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 
 
3.1 구조 
 

 
그림 1. IPFIX 플로우 모니터링 구조 

 
전체적인 트래픽 모니터링 구조는 그림 1 과 

같이 1) 패킷 캡춰 및 시그너처 탐색, 2) 플로

우 테이블 관리, 3) IPFIX 플로우 송신부, 4) 
IPFIX 플로우 수집 및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1. 패킷 캡춰 및 시그너처 탐색: 라우터의 

라인 카드에 도착하는 모든 패킷들은 
시그너처 기반의 탐지 엔진을 통과하게 
된다. 시그너처 기반의 탐지엔진에서 
정해진 규칙에 부합되는 패킷을 분류하고 
시그너처 식별값을 부여한다. 규칙에 
부합되는 패킷과 시그너처 식별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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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에 해당되는 플로우 엔트리의 
시그너처 필드에 업데이트된다. 

2. 플로우 테이블 관리: 도착한 패킷들은 
플로우로 판별되어 새로운 플로우 
엔트리로 생성되거나, 기존 플로우 
엔트리의 속성들을 업데이트하게 된다. 
플로우 테이블 관리자는 수신된 패킷에 
대하여 (IP 송신자 주소, IP 수신자 주소, 
송신자 포트번호, 수신자 포트번호, 
프로토콜)의 5-튜플로 이루어진 플로우 
식별자를 이용하여 플로우 테이블에 
동일한 플로우가 존재하는지 검색하고, 
없으면 새로운 엔트리를 생성한다. 기존의 
플로우 엔트리가 발견되면 플로우의 
속성들, 즉, 생성시간, 최종업데이트시간, 
바이트 수, 패킷 수, 및 시그너처 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플로우는 
일정시간동안 패킷이 도착하지 않으면 
삭제된다. 

3. IPFIX 플로우 송신부 (IPFIX flow exporter): 
플로우 테이블에서 삭제된 플로우 
엔트리들은 IPFIX 형태의 플로우 포맷으로 
플로우 수집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 때, 
전송되는 포맷의 내용은 템플릿이라는 
구조에 의해서 정의된다. 즉, 바이스트 수, 
패킷 수, 플로우 시작시간, 플로우 
종료시간, 시그너처 식별자 등의 속성들의 
포맷을 템플릿이 정하게 된다. 

4. IPFIX 플로우 수집 및 분석 (IPFIX flow 
collector and analyzer): IPFIX 플로우 
수집부는 IPFIX 플로우 송신부가 전송한 
IPFIX 플로우 패킷을 수집한다. IPFIX 
플로우 패킷을 전달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기본적으로 SCTP 를 권장하고 있으며 
TCP 와 UDP 도 지원한다. SCTP 는 TCP 
처럼 신뢰성이 있다. 또한 TCP 와 달리 
SCTP 는 멀티-호밍을 지원하기 때문에 
IPFIX 플로우 송신부와 IPFIX 플로우 
수집부 사이의 연결에 대해 결함을 쉽게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수집된 IPFIX 
플로우는 수신된 템플릿 구조에 의하여 
플로우 패킷을 해석하여 플로우 정보를 
가공하여 통계처리하게 된다. 

 
3.2 시그너처를 위한 IPFIX 템플릿 

 
그림 1 에서 라우터는 패킷 페이로드에 

대한 시그너처를탐색하여 플로우 테이블에 
기록을 한 후, 이 플로우가 삭제되는 경우, 

플로우 수집 서버에게 전송하여야한다. 이 
시그너처 정보는 플로우 테이블에 존재하는 
플로우 엔트리에 포함되어있어야 전송될 수 
있다. 현재 IETF IPFIX 워킹그룹에서 표준화 
중인 IPFIX 표준은 라우터가 플로우 수집 서
버에게 전송할 플로우의 구조에 대해 정의하

고 있는데, 5-튜풀과 플로우 생성/최종 시간, 
바이트 수, 패킷 수, 입/출력 인터페이스, 
TCP/IP 헤더의 일부분, AS 번호와 같은 정보

들이 사용된다. IPFIX 표준은 “템플릿” 구조

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는 플로우의 구조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시그너처 기반의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하여 SIGNATURE_ID 
필드를 플로우 엔트리에 추가하였다. 

 

 
그림 2. IPFIX 플로우 패킷 구조 

 
일반적인 IPFIX 플로우 정보는 그림 2 와 같

이 TCP/UDP 패킷으로 전송되는데, 각 패킷의 

헤더가 정의되어 있고, 플로우의 구조를 정의

하는 템플릿 셋이 먼저 전송이 되고, 데이터 

셋이 이후에 전송된다. 
 

 
그림 3. IPFIX 플로우 헤더 

 

그림 3 은 IPFIX 플로우 패킷의 헤더로 모든 

플로우 패킷에 필요한 것으로 플로우 패킷의 

타임스탬프와 일련번호가 기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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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그너처 정보를 포함하는 IPFIX 플로

우의 템플릿 구조 
 

그림 4 는 시그너처 정보를 포함하는 IPFIX 

플로우의 템플릿 구조이다. 5-튜풀과 바이트 

수, 최초 플로우 생성 시간, 최종 업데이트 시

간, 및 프로토콜과 같은 필드들이 정의되어 있

다. 그리고, 시그너처 기반의 트래픽 모니터링

을 위해 “SIGNATURE_ID” 필드를 추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 IDS 인 snort [9]에서 사

용되는 규칙의 시그너처를 프로토타입으로 이

용하였다. “SIGNATURE_ID” 식별자는 식별자 

값을 200, 데이터 크기는 2 바이트로 정의하였

다. 

 
그림 5. IPFIX 데이터 플로우의 예 

 
그림 5 는 라우터에서 트래픽 모니터링 결과

를 전달하는 IPFIX 데이터 플로우 패킷 내용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플로우는 소스 포트번

호 80 을 사용하고 있으며 1855 의 시그너처 분

류번호를 포함하고 있다. 시그너처 분류번호 

1855 는 “DDoS” 공격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플로우이다. 
 
4. 실험 

표 1. 실험데이터 
충남대학교 캠퍼스 망 트래픽 

바이트 수 5,411,637,944 
패킷 수 74,100,476 
TCP 

패킷수
UDP 

패킷수 
71,348,569 2,608,243 

기간 2006 년 4 월 3 일 20:34 - 21:34 
 

 
그림 6. Snort 와 nProbe 의 결합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그너처 기반의 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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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모니터링 방법의 결과에 대해서 충남대학교 
캠퍼스망의 에지라우터에 흐르는 패킷 트레이

스를 표 1 과 같이 수집하여 테스트하였다. 패
킷 트레이스는 충남대학교 캠퍼스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을 연결하는 경계지점의 기가비트 
이더넷에 연결된 싱글 모드 광케이블의 광신호

를 50:50 으로 분리하는 광분배기를 이용하는 
트래픽 수집기에 의해서 수집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프로토타입은 snort(2.4.3) 와 nProbe(4.0) 
[10]를 기반으로 구현되어 실험되었기 때문에 
시그너처 식별자는 snort 규칙에서 사용된 페이

로드와 관련된 시그너처들이다. 그림 6 은 우리

가 제안한 프로토타입으로 일점쇄선은 snort 에

서 수집된 패킷과 시그너처 탐지 정보를 
nProbe 와 공유하기 위한 정보전달 경로를 나타

낸다. 
 
표 2. 시그너처 기반의 트래픽 모니터링 실험 

결과 

Dst 
Port 

Total number 
of  packets 

Total number of 
packets with 
signatures 

% 

0 57,310  9,738  16.9918%

80 17,672,270  15,880  0.0899%

1091 18,826  1,084  5.7580%

2029 4,740  2,130  44.9367%

2048 100,470  4,236  4.2162%

2056 41,748  24,930  59.7154%

2846 3,558      1,638  46.0371%

4595 10,128  1,228  12.1248%

4829 10,122  1,580  15.6096%

7674 14,032  10,348  73.7457%

 
표 2 는 충남대학교 캠퍼스 망의 트래픽을 

포트 번호별 시그너처가 포함된 비율을 보여주

고 있다. 대표적으로 0 번 ICMP 에서 전체 패
킷 중 약 16% 정도에서 시그너처들이 발견되

었고, 2056 포트번호에서도 59% 정도의 시그너

처들이 발견되었다. 
그림 3 은 각 포트 번호별로 시그너처가 탐

지된 패킷 수를 보여주고 있다. 0 번 포트번호

는 ICMP 관련된 이상 트래픽의 시그너처들이

고, 80 번 포트 및 2048 포트 번호에서 다양한 
시그너처들이 발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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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포트번호별 시그너처가 탐지된 패킷 

수 
 

 
그림 8. 시그너처별 구분 그래프 
 
그림 8 은 우리가 제안한 방법의 결과를 보기 

위해 개발한 모니터링 도구이다. 그림 8 은 시

그너처가 탐지된 트래픽의 양을 시그너처 식별

자로 구분하여 그래프를 나타낸 것으로 트래픽 

측정장비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위쪽 그

래프)과 나가는 트래픽(아래쪽 그래프)으로 구

분된다. 그림 8 에서 빨강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내는 것은 시그너처 식별자 

2586 에 대한 모니터링 그래프이다. 시그너처 

식별자 2586 은 "P2P eDonkey" 트래픽으로 네

트워크에 많은 양의 P2P 트래픽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에서 오른쪽 하단에 위치

한 리스트 박스는 현재 모니터링되고 있는 트

래픽을 시그너처 식별자로 구분하여 트래픽 양

이 많은 상위 10 개를 출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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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라우터에서의 트래픽 

모니터링 표준인 IPFIX 를 이용하여 시그너처

를 이용한 플로우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을 제

안하였다. 시그너처 기반의 트래픽 모니터링은 

기존의 TCP/IP 헤더 필드들을 이용한 트래픽 

측정 방법보다 정확한 트래픽 분류를 하게 하

여 인터넷 웜 또는 공격 트래픽 및 숨겨져있는 

P2P 응용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IPFIX 표준을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라우터에서

의 트래픽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snort 를 기반으로 한 프로토타입에 

의한 실험으로 다양한 공격 트래픽의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한 시그너처 탐색 방법은 플로우의 모든 

패킷이 아니라 시그너처를 포함하는 모든 패킷

들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향후 플로우의 시그너

처 탐색 알고리즘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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