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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트래픽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작업은 끊임 없이 발생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정된 저장공간 내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분석해야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에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기술적인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데이터베이스의 효과를 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분야

의 OLAP 기술을 인터넷 트래픽 분석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그 방법의 유효성

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1. 서론 

 
인터넷을 운용하는 ISP 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단체나 기업에서는 네트워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
대로 네트워크에 대한 확장 계획을 세우고 보다 나
은 서비스를 위한 좋은 방법을 강구하며 불필요한 
네트워크 트래픽 유발을 방지할 수 있다. 즉 효과적

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1].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패킷을 연속적으로 수집하

여 헤더 정보를 추출한 후 패킷들간의 상호 관계나 
통계정보를 통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한다. 패
킷으로부터 추출된 트래픽 데이타는 패킷을 검출한 
시간과 헤더 정보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트래픽 
데이터는 플로우[2]라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 
플로우는 수초나 수분간격으로 트래픽 데이터를 수
집하여 헤더 정보가 동일한 것을 묶어 놓은 것이다. 
플로우에는 네트워크의 특정 지점를 수집시간 내에 
어느 정도 통과하였나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플로우는 NetFlow [2]와 같은 특정 플
로우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수집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케이블에서 태핑을 통해서 추
출할 수도 있다. 플로우 정보를 수집한 후에 분석을 
통하여 네트워크의 상태나 활용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시간기준으로 특정 시간에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 시스템의 IP 주소는 무엇인가? 또
는 일일기준으로 특정 날자에 웹 트래픽을 가장 많
이 받은 시스템의 IP 주소는 무엇인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결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는 끊임없이 발생되는 플로우 정보를 저장하고 저 

본 연구는 2003 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신진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장된 플로우 정보를 분석해야한다. 플로우 정보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지만 플로우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 이유는 플
로우 정보가 대량으로 발생되기 때문이다. 즉 많은 
양의 플로우 정보를 제한된 저장공간에 저장하고 
필요한 계산을 제한된 시간내에 끝내는 것은 특별

한 방법이 도입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G 
Ethernet 에서 시간당 플로우 정보는 대략 32.4Gbyte
에 이른다[1]. 

이와 같은 대량의 플로우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 분야의 기술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1,4].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함으로써 분석시스템

을 빠른 시간내에 개발할 수 있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용량의 플로우 
데이타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이를 적정한 시간내

에 분석할 수 있어야만 이러한 장점이 보장된다. 
트래픽 분석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이

용하는 방법중에 하나는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기술이다 [3]. 이 기술은 대용량의 데이터

를 온라인으로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OLAP 기술을 트랙픽 분석에 적용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방법에 따라

서 실험한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OLAP 기술 적용 
방법에 따라서 플로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
장공간과 분석을 위한 계산시간 간의 상관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각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이 기여하는 점은 분석 시스템 개발시에 데이

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

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

에서는 트래픽 분석 방법에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본 논문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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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다. 또한 OLAP 기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함으로써 논문의 이해도를 높인다. 제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하는 문제를 정의하였다. 문제 
정의는 트래픽 분석을 위한 질의를 분류하였고 플
로우데이타 저장을 위한 저장공간과 분석을 위한 
계산시간에 대한 제한사항을 정리하였다. 4 장에서는 
OLAP 를 적용하는 네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각 방
법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5 장에서는 각 방법을 실
제 플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험

한 결과를 제시한다. 6 장은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
구내용을 담고 있다. 
 

   2. 관련 연구 
 
2.1 OLAP 소개 
 

OLAP 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던 OLTP(On Line Transaction Processing)[5] 와
는 그 기능에서 확연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OLTP 연산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검색, 변경 또는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반면에 OLAP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

는 많은 부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그룹별 집단

화 함수 (Aggregation) 결과를 보여준다. 아래의 예
는 전형적인 OLTP 와 OLAP 의 연산을 보여준다. 

 
예) 전형적인 OLTP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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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는 과금 관리나 가입자

관리등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 온라인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두개의 시스템을 소개한다. 
 

a) NG-MON 
 
NG-MON (Next-Generation MONitoring)은 시간별, 

시스템별 그리고 프로토콜별로 트래픽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대용량의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분석이 
가능하도록 부하 분산 방법을 도입하였다[1]. 분석 
단계를 5 단계로 나누어서 파이프라인 구조를 갖도

록했으며 각 단계에서 병렬처리 방법이 도입되었다. 
NG-MON 은 플로우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플로우데이타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상에 입력되고 입력된 플

로우데이타를 온라인으로 분석을 한다. 저장 공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는 순서에 
따라서 최상위 정보만 취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 대한 분석도 본 논문에

서 다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NG-MON 이 사용하

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도 제시될 것이며 다
른 방법과의 비교 결과도 제시한다. 

 
b) ntop 
 
ntop 도 NG-MON 과 같이 트래픽의 분포를 분석

하는 시스템이다[4]. NG-MON 이 대용량 트래픽 분
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ntop 은 다양한 프로토콜

 

 

SELECT  s_id, s_name, s_dept
FROM Students 
WHERE s dept = ‘css’; 
형적인 OLAP 연산 

종류의 OLAP 연산은 대량의 데이터베이

 가해질 경우 그 응답시간이 수 십분 또
을 넘어서게 된다. 많은 종류의 응용에서

의 응답 시간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술을 적용한다.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관계형 데이터베이

전시킨 Star 스키마와 실체뷰를 이용하는 
(Relational OLAP), 독립적인 자료구조인 
 사용하는 MOLAP(Multidimensional OLAP) 
2 가지 방법 모두 공통으로 대용량의 데
빠른 OLAP 반응시간을 위하여 미리 집단

 가해진 요약 데이터 (summary data)를 생
OLAP 연산은 원래의 데이터가 아닌 새로 
약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베이스를 이용한 트래픽 분석 시스템 

에 대한 분석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ntop 은 분석 
결과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사
용한다. 즉 저장 공간으로써의 의미밖에 제공하고 
있지 않다. 트래픽 분석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하

지 않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있어서 제한적

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장공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분석기로써의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이 많지 않다. 

SELECT  s_id, SUM(credit) 
FROM Students 
GROUP BY s_id; 

 
3. 문제 정의 
 

3.1 플로우 형식 
 
플로우에 대한 데이터 형식(포멧)은 Cisco 사에서 

제정한 NetFlow[2],  IETF 에서 제정한 IPFIX[6] 그
리고 sFlow 단체에서 제시한 sFlow[7]등이 있다. 이 
플로우 포멧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패킷을 수집한 위치, 프로우를 생성한 시간, 패킷으 
헤더 정보, 그리고 패킷의 수와 크기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각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플로우 포멧마다 다
르지만 위와 같은 네가지 정보는 모두 포함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플로우 포멧에 대한 특수성을 배
제하고 문제에 보편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플로우 
형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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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yte

s_time

크기

필드

4byte4byte2byte2byte2byte4byte4byte4byte2byte

sizecountdst_portsrc_portprotocoldst_IPsrc_IPe_Timelocation

패킷양패킷정보측정시간측정위치

 

 
플로우 = 수집위치 

+ 수집시간  
+ 패킷 정보  
+ 패킷 양  
 

그림 1 에서 각 필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location: 플로우 정보를 생성을 위하여 

추출한 위치이다. 일반적인 트래픽 
수십개 이내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면 모든 측정위치를 표현하기에 충
- s-time, e-time: 플로우를 생성을 위하여 

추출하기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

현한다. 시간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으나 여기서는 1970 년 1 월 1 일 0
0 초 이후로 경과한 초를 나

UTC(Coordinated Universal Time) 방식

한다. UTC 는 4byte 로 나타낸다. 
- src-IP, dst-IP: 각각은 패킷을 보낸 그리고

시스템의 IP 주소를 나타낸다. 본 논
는 Ipv4 만을 가정함으로 4byte 이면 
다. 

- protocol: TCP/IP 표준에서 Transport layer 의
토콜 종류를 나타낸다.  

- src-port, dst-port: 패킷을 보내거나 받은 
로그램의 종류를 표현한다. 일반적으

중에 하나는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에

서 표준으로 정해진 포트번호가 사

나머지는 유동적으로 생성된 번호를 
다. 

- count: 측정 시간동안 패킷이 통과한 수
낸다. 

- size: 측정 시간동안 통과한 패킷의 총 
모두 합한 양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위와 같은 플로우 

인터넷 트래픽 특히 IPv4 와 TCP 와 UDP 를
층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고려하였다. 대부분의

넷 트래픽이 이 범주안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

효성은 유지한다. 
초당 발생되는 평균 플로우 데이터 수 F
 

nFn =  
 
 

 

그림 1. 플로우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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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과 Fs 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될 수 있
다. 만약 네트워크 속도가 100Mps 이고 양방향 트래

픽 모두를 분석해야하며 평균 50%의 이용율과 평균 
550 바이트 패킷 크기를 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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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산되어 초당 23,831 개의 플로우 데

이터가 생성되며 그 크기는 762KB 이다. 분당으로 
계산을 하면 142 만개 43MB 이다. 

  
3.2 트래픽 분석 유형 
 
트래픽 분석의 결과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트래픽 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플로우데이타를 데이

터베이스에 그대로 읽어 들여서 이를 기초로 의미

있는 테이블을 계산함으로써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
론적으로 플로우 포멧에서 패킷의 길이와 패킷의 
크기를 제외한 모든 필드를 기초로 새로운 테이블

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플로우 포멧이 n 개의 
필드로 구성(데이터베이스에서는 n 차원의 테이블이

라함)되어 있다면 총 (n-2)! 개의 분석 테이블을 생
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 
테이블은 3 개 이내의 필드에 대하여 질의문이 만들

어지고 종류가 20 개 이내이다. 
분석 테이블 생성은 트래픽의 사용분포를 도출

하는 작업이다. 트래픽의 분포는 조건에 따라서 패
킷의 수나 양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계산한 결
과이다. 분석을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시간적 분석(Temporal Analysis) 
 
시간적 분석은 특정 시간에 트래픽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2003 년 4 월 1 일

에 트래픽을 발생시킨 시스템의 분포 계산이다. 이 
결과를 정렬하면 가장 많이 트래픽을 발생시킨 시
스템부터 차례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2003 년 4 월 1 일에 트래픽의 응용 프로그램 
별 분포 계산이다. 이 계산 결과를 정렬하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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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데이타

시간적 분석

특정 시간의
호스트 별 트래픽 발생 변화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시간 내에서 트래픽을 
분석하는 것이 시간적 분석이다. 즉 시간이 분석을 
위한 플로우 데이터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 범위 내
의 트래픽의 분포를 분석한다. 

시간을 지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다. 즉 분석 대상이 되는 
플로우 정보의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임의로 설
정하도록 하면 모든 가능한 시간적 분석이 가능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은 분석 시스템 설계나 
개발을 어렵게한다. 특히 온라인 분석을 하는 경우

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유용성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단위, 일간단위, 주간단위, 월
간단위, 년간 단위로 시간 조건을 한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즉 2003 년 4 월 1 일 오전 0 시부터 
1 시간 동안, 1 일동안 등 시간 간격을 시, 일, 주, 월, 
년으로 한정하고 시작시간도 각 시의 0 분, 각 일의 
0 시, 각 월의 1 일, 각 년의 1 월로 한정한다. 본 논
문에서 시간적인 분석도 이와 같은 한정된 시간단

위에서의 트래픽 분석만을 고려한다. 
아래의 질의문 예는  특정 시간에 트래픽 송신

에 대한 분포를 계산한 예이며 그림 2 는 이를 그림

으로 표현한 것이다. 
 

SELECT mint(s_time), src_IP, SUM(size) 
FROM flow_table   
WHERE mint(s_time) between :a and :b 
GROUP BY src_IP  
ORDER BY SUM(size); 

SELECT src_IP, mint(s_time), SUM(size) 
FROM flow_table   
WHERE src_IP = xxx.xxx.xxx.xxx 
GROUP BY mint(s_time)  
ORDER BY SUM(size); 

그림 2. 시간적 분석 

 
b) 공간적인 분석(Spatial Analysis) 
 
공간분석은 특정 시스템의 트래픽이 시간에 따

라서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따른 분포 계산이다. 예
를 들면 시스템이 송신한 트래픽의 일별 분표 계산

이다. 이 계산 결과를 정렬하면 특정 시스템의 트래

픽 발생 유형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특정 시
스템이 송신한 트래픽의 응용 프로그램별 분포된 

계산이다. 이 계산의 결과는 특정 시스템이 어떤 응
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트래픽을 발생 시킨 결과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시스템의 트래픽을 분
석하는 것이 공간적 분석이다. 공간적 분석에는 트
래픽을 송신뿐만 아니라 수신 또는 두 시스템 간의 
교환도 포함된다. 

공간적 분석에서 특정 시스템을 지정하는 방법

에 아무런 제한없이 모든 경우를 계산하는 것이 이
상적일 것이다. 즉 분석 대상에 되는 플로우 정보에 
들어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트래픽의 분포를 
계산할 수 있으면 모든 시스템의 트래픽 유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의 트래픽의 분포를 계산하는 것
은 시스템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만들어야하

는 테이블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
다. 따라서 관심이 되는 특정 시스템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분석이 이루어진다. 관심이되는 시스템을 선정

하느는 방법은 전처리 과정(preprocessing)을 통하여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시간에 많은 트래

픽을 송신 또는 수신한 시스템이라든지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트래픽을 발생한 시스템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선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적인 분석은 특정 시간에 많은 트래픽을 송신하거

나 수신한 시스템에 대한 공간분석을 실시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 가장 많은 몇 개의 시스템을 대상으

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숫자 상으로 정확히 설정하

지는 않고 단지 수십에서 수백개의 시스템이라고 
가장한다. 이 경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간분석이

기 때문에 유용성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아래의 질의는 특정 시스템이 트래픽에 대한 시

간적 분포를 계산한 예이며 그림 3 는 이를 그림으

로 표현한 것이다. 

 
플로우데이타

특정시스템의
시간적트래픽변화

공간적분석

1

1

1

1

1

1

1

1

1

countdst_port

102

102

101

101

101

102

102

101

101

sizesrc_portprotocoldst_IPsrc_IPe_times_timelocation

30

20

size
21

102030/503

101020/402

protocol
ratiocounts_timesrc_IP

 
그림 3. 공간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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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프로토콜 분석(Protocol Analysis) c) 프로토콜 분석(Protocol Analysis) 
  
프로토콜 분석은 특정 프로콜이 시간적 또는 공

간적인 분포를 계산한다. 예를 들면 웹 트래픽이 일
간 분포를 계산한다든지 또는 시스템에 따른 분포 
계산이다. 프로토콜은 Network 계층, Transport 계층, 
Application 계층이 있다. 각 계층별로 사용되는 프
로토콜의 종류가 있으며 이를 분석한다. 본 논문에

서는 Transport 계층과 Application 계층만을 대상으

로 한다. Transport 계층은 플로우 정보의 Protocol 필
드로 표현되며 Application 계층은 src-port 와 dst-port
로 표현된다. 

프로토콜 분석은 특정 프로콜이 시간적 또는 공
간적인 분포를 계산한다. 예를 들면 웹 트래픽이 일
간 분포를 계산한다든지 또는 시스템에 따른 분포 
계산이다. 프로토콜은 Network 계층, Transport 계층, 
Application 계층이 있다. 각 계층별로 사용되는 프
로토콜의 종류가 있으며 이를 분석한다. 본 논문에

서는 Transport 계층과 Application 계층만을 대상으

로 한다. Transport 계층은 플로우 정보의 Protocol 필
드로 표현되며 Application 계층은 src-port 와 dst-port
로 표현된다. 

아래의 질의 예는 Application 계층의 프로토콜의 
시간적 분포를 계산한 예이며 그림 4 는 이를 그림

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래의 질의 예는 Application 계층의 프로토콜의 
시간적 분포를 계산한 예이며 그림 4 는 이를 그림

으로 표현한 것이다. 
  

SELECT src_port, dst_port, mint(s_time), SUM(size)
FROM flow_table 
WHERE src_port = 80 or dst_port = 80 
GROUP BY mint(s_time),  
ORDER BY SUM(size); 

그림 4. 프로토콜 분석 그림 4. 프로토콜 분석 

  
3.3 시간적, 공간적인 제한 3.3 시간적, 공간적인 제한 
  
앞에서 언급한 분석이 온라인에서 분석을 할 수

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두개의 
분석 방법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 모
두 사용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분석을 대상

으로 한다. 온라인 분석의 특징은 질의에 대한 결과

를 수초내에 계산을 끝내야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

에서는 수초이내에 계산이 완료되면 분석 시스템이 
시간적인 제한 내에서 계산을 완료했다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수초라는 제약조건은 상당히 막연하지만 
통상적으로 적용된다. 

앞에서 언급한 분석이 온라인에서 분석을 할 수
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두개의 
분석 방법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 모
두 사용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분석을 대상

으로 한다. 온라인 분석의 특징은 질의에 대한 결과

를 수초내에 계산을 끝내야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

에서는 수초이내에 계산이 완료되면 분석 시스템이 
시간적인 제한 내에서 계산을 완료했다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수초라는 제약조건은 상당히 막연하지만 
통상적으로 적용된다. 

플로우데이타는 크기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히 방대하다. 이를 기초로 질의에 대한 응답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분석해야할 내용이 많은 경우 저장공

간도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수십 기가바

이트로 한정한다. 이 가정도 상당히 막연하지만 일
반적인 범용 데스크 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하드

디스크를 가정한다면 의미가 있다. 

플로우데이타는 크기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히 방대하다. 이를 기초로 질의에 대한 응답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분석해야할 내용이 많은 경우 저장공

간도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수십 기가바

이트로 한정한다. 이 가정도 상당히 막연하지만 일
반적인 범용 데스크 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하드

디스크를 가정한다면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조건

은 질의에 대한 응답을 수십기가바이트의 하드디스

크 공간을 사용하여 수초내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을 찾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조건

은 질의에 대한 응답을 수십기가바이트의 하드디스

크 공간을 사용하여 수초내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을 찾는 것이다. 
  
4. OLAP 기술 적용 방법 4. OLAP 기술 적용 방법 
  

관련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LAP 의 기본 
개념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
하여 미리 요약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질의에 대
한 응답을 빠르게하는 방법이다. 트래픽 분석에서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는 플로우데이타이고 
질의는 시간분석, 공간분석 그리고 프로토콜 분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OLAP 기술을 앞에서 정의한 
트래픽 분석 문제에 적용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다
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관련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LAP 의 기본 
개념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
하여 미리 요약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질의에 대
한 응답을 빠르게하는 방법이다. 트래픽 분석에서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는 플로우데이타이고 
질의는 시간분석, 공간분석 그리고 프로토콜 분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OLAP 기술을 앞에서 정의한 
트래픽 분석 문제에 적용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다
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플로우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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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timesrc_port

10

20

10

20

size
21

01010/401

02020/502

10010/501

101020/402

protocol
ratiocountdst_port

4.1 OLAP 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4.1 OLAP 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첫째는 OLAP 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이유는 OLAP
적용할때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이다. OLAP 를 적
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플로우데이타를 그대로 유
지하면서 질의에 대한 결과를 플로우데이타 상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이다. 

첫째는 OLAP 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이유는 OLAP
적용할때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이다. OLAP 를 적
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플로우데이타를 그대로 유
지하면서 질의에 대한 결과를 플로우데이타 상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이다. 

공간 복잡도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든 플로우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에 대하여 분석을 함으로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공간 복잡도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든 플로우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에 대하여 분석을 함으로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sec) 
1

시간분석대상= (sec) 
1

시간분석대상=
×=

d

ds

T
TFS  

 
위의 계산에서 일간 트래픽을 분석하는 경우 분

석대상시간은 60 x 60 x 24 초이다. 앞에서 100Mbps
의 경우에 적용하면 하루의 데이터 양이 618GB 가 
된다. 이는 문제정의에서 설정한 수십기가를 초과한 
경우이다. 플로우 데이터를 OLAP 를 사용하지 않는 
이 방법으로 주간, 월간, 년간 트래픽 분석과 같은 
장기적인 분석은 공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

에 불가능하다. 분석시간이 분, 시, 일, 주, 월 단위

로 증가하면 분석할 플로우의 데이터 크기는 로그 
단위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크기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간 복잡도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든 플로우 
데이터를 특정한 어트리뷰트에 따라서 정렬하는 시
간과 동일하다.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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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많은 데이터상에서의 정렬 방법으로 2-
Phase Multiway Sorting 을 사용한다[9]. 이 정렬은 블
록단위의 입출력시간이 전체 수행시간을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한 블록은 64kbyte 이다. 따라서 데이터

의 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1( 64 )
  

IO

IO

T S k T
T
= ÷ ×

=블럭간출력시간
 

 
TIO 는 시스템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 밀리

초이다. 앞에서 S1 이 작은 않은 숫자임을 알았으므

로 T1 도 상당히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100Mbps 의 
경우 TIO 를 10msec 로 계산하면 T1(100Mbps)는 약 2
시간이된다. 이는 우리가 설정한 수십초 이내에서 
결과를 계산해 내지 못하는 경우이다. 

 
4.2 전면적인 OLAP 분석 방법 
 
전면적인 OLAP 분석 방법은 플로우데이타에서 

모든 종류의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미리 생성하는 
방법이다. 문제정의에서 약 20 종류의 분석 테이블

이 있다고 하였다. 분, 시, 일, 주, 월, 달 별로 20 개

의 분석 테이블이 생성된다. 데이터베이스에 플로우

데이터가 입력되면 즉시 모든 테이블에 반영되도록 
OLAP 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프로그램

을 통해서 OLAP 질의를 주기적으로 발생시켜 분석

테이블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 방법은 
일단 분석테이블이 생성이 되면 플로우데이타는 데
이터베이스에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분석 결
과는 각 분석 테이블을 읽는 것으로 끝이나기 때문

에 빠른 응답 시간을 보장한다. 
이 방법의 공간 복잡도는 생성된 분석 테이블과 

직접관계가 있다. 모든 분석 테이블이 차지하는 공
간의 합이 바로 공간 복잡도이다. 

 
2 ( )   

( ( ) ( ))      

             ( )                    
             ( )     
             ( )      

i table

i table

S S i

F i B i

S i i
F i i
B i i

=

=

=

= ×

∑

∑
는 테이블 의크기

는 테이블 의플로우 수

는 테이블 의각 레코드당 바이트 수

 

 
각 분석 테이블의 크기는 질의문의 조건에 따라

서 다르다. 즉 분석을 위한 그룹연산에 사용되는 필
드의 데이터 종류 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프로

토콜 분석에서 전달계층의 프로토콜로 그룹연산을 
하면 프로토콜의 종류가 적기 때문에 분석 테이블

의 크기가 작을 것이며 공간 분석에서 수신 시스템

의 IP 주소로 그룹연산을 하면 IP 의 수가 많기 때문

에 분석 테이블의 크기도 크다. 이와 같이 그룹연산

에 의하여 분석 테이블의 크기가 감소되는 비율을 
그룹핑 인자(grouping factor)라고 한다. 공간 복잡도

를 그룹 인자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 ((( ( )) ( ))

( )     

( )     

n d f
i table

f

S F T G i B i

G i i

B i i

=

= × × ×

 

∑
는 테이블 의그룹핑인자

는 테이블 의레코당 바이트 수

 

 
( )fG i 는 분석 테이블을 작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다. 분, 시, 일, 주, 달 단위로 분석 시간이 길어져도 
각 분석 테이블의 길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각 
테이블의 플로우 수나 크기를 나타내는 필드의 값이 
증가할 뿐이다. 

시간 복잡도는 각 분석 테이블을 갱신하는 시간

이다. 분석 결과는 단지 분석 테이블을 읽어 들이는 
시간에 불과함으로 무시할 수 있다. 분석 테이블을 
갱신하는 시간은 플로우 데이터의 입력주기안에 모
든 갱신이 일어나야만 분석이 가능하다. 이미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 테이블을 생성하는 시간

은 2 Phase Multiway Sorting 에 의한 입출력시간이다. 
따라서 플로우 데이터가 입력될때마다 분석 테이블

이 생성되고 이때 마다 모든 분석 테이블이 생성되

므로 시간 복잡도는 다음과 같다. 
 

2 (( 64 )
   

s d IO table

table

T F T K T N
N
= × ÷ × ×

은 분석테이블의수
 

 
100Mbps 의 경우 1 분 마다 데이터베이스에 플로

우데이타를 갱신하면 (728K*60) / 64K * 10msec * 
20=136sec 이다. 이는 결국 1 분이내에 모든 분석 테
이블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4.3 취사선택에 의한 OLAP 분석법 
 
전면적인 OLAP 방법은 그룹핑 요인이 크지 큰 

경우에 분석 테이블도 역시 크다는 단점을 해결한 
방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P 주소는 모든 
IP 주소가 가능함으로 분석 테이블의 크기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방법의 핵심 개념은 의미 있는 
데이터만 분석 테이블에 유지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최상위 N (Top N)개만 분석 테이블에 유지할 
수도 있고 누적 분포가 50% 이상만 유지할 수도 있
다. 이러한 방법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네트워크 운
영자가 일반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송신한 N 개의 시
스템이나 많은 데이터를 수신한 N 개의 시스템과 같
이 주로 트래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각 분석 테이블 생성시 
의미가 있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이와 같
은 방법은 분석 테이블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의미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확

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어떤 정보를 취하고 
어떤 정보를 버릴 것인지가 중요한 일이다.  

이 방법의 공간 복잡도는 취사선택의 기준에 따
라서 달라지나 최상위 N 개만을 취하는 방법으로 한
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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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s
i table i table i table

S S i F i B i N B
= = =

= = × = ×∑ ∑ ∑ i  

 
시간 복잡도는 전면적인 OLAP 방법과 동일하다. 

플로우 데이터로부터 분석을 한 후에 그중에서 선택

을 하기 때문이다. 
 
4.4 OLAP 의 CUBE 를 생성하는 방법 
 
OLAP 에서 CUBE 는 분석을 위한 모형을 제공한

다. CUBE 는 차원과 척도로 구성이 된다. 차원은 분
석 기준에 대한 명세이고 척도는 분석 결과값에 대
한 명세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플로우 데이터에 
근거한 트래픽 분석에서 차원은 시간, 플로토콜이고 
척도는 패킷 수와 패킷 크기이다. 

갱신에 의한 CUBE 테이블의 크기는 CUBE 개념

에서 모든 분석 테이블을 미리 계산하는 둘째 방법

과 동일한다. 
 

4 2S S=  
 
이와 같이 CUBE 를 생성하면 플로우 데이터는 

CUBE 에 의하여 생성된 CUBE 테이블에 한번만 갱
신을 한다.  즉 CUBE 테이블 갱신 시간이 분석 테
이블의 수와 무관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분석 질
의는 CUBE 테이블상에서 연산이 이루어진 후에 질
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CUBE 의 장점은 질
의에 대한 결과가 일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결
국 이 방법의 시간 복잡도는 다음과 같다. 

 
4 (( ) 64 )s d IT F T K T= × ÷ × O  

 
4.5 각 방법의 비교 
 
앞에서 설명한 4 가지 방법은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표 1 는 4 가지 방법을 비교한 
결과이다. 

표 1. 방법 비교 요약 

방법 공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 분석력 
4.1 매우 큼 매우 큼 다양한 분석
4.2 중간 중간 일부 제한적
4.3 매우 적음 중간 제한적 분석
4.4 중간 적음 다양한 분석

 
공간 복잡도측면에서 4.1 은 모든 플로우 데이터

를 유지해야 함으로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43 은 분
석 결과를 토대로 일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이

터를 삭제함으로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4.2 와 4.3
은 분석 테이블의 데이터 삭제 없이 분석 테이블을 
그대로 유지해야하나 요약된 테이블이므로 모든 플
로우를 저장하는 것 보다는 적다. 

시간 복잡도측면에서 4.1 은 장시간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는 매우 많은 데이터에 대하여 연산을 수
행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4.2 와 4.3 은 
모든 분석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나 4.4
는 하나의 CUBE 분석 테이블 만을 갱신하면 되므

로 4.4 는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분석

력측면에서 4.1 방법은 모든 플로우 데이터를 유지

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플
로우 데이터가 적게 생성되며 다양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다. 4.2 는 정의한 분석 테이블에 대한 
질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석력에 일부 제
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4.3 은 분석 테이블에

서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함으로 더욱더 제한적이다. 
4.4 는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분석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질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CUBE 를 설계하므

로 질의 결과에 대한 응답 시간이 보장된 것과 그렇

지 않는 것이 있다. 
 

5. 실험 결과 
 

위에서 제시한 네가지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실험 환경과 실험 결과

이다. 
 

5.1 실험 환경 
 

실험에서 사용한 인터넷 트래픽은 NLANR 
(National Laboratory for Applied Network Research) 단체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트래픽 아카이브를 사용하였

다[8]. 사용한 인터넷 트래픽 아카이브는 한시간 동
안의 수집한 모든 패킷에 대한 정보이다. 모든 트래

픽은 인터넷 백본에서 추출한 것이다. 아래의 표는 
사용한 인터넷 트래픽 아카이브에 대한 특성을 정리

한 것이다. 
 

표 2. 인터넷 아카이브 

측정일시 2003 년 3 월 30 일 PM12:00 
~ 
2003 년 3 월 30 일 PM01:00

측정위치 Texas GigaPop 
총 아카이브 크기 2.7GB 
총 패킷 수 42,043,270(분당 약 700,000 

초당 약 11,000) 
IP:non-IP 비율 100% IP 

 
실험에 사용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사양은 

표 3 과 같다. 이와 같은 사양은 서버급 시스템이며 
DBMS 도 상업용으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제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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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 시스템 사양 

컴퓨터 모델 Compaq Proliant ML330 
CPU  Pentium III 1.2G DUAL CPU 
Main Memory 1.5Giga 
운영체제 Linux 2.4.20 
DBMS Oracle 9i 

 
 
5.2 실험 결과 
 

분당 약 70 만개의 플로우 데이터가 각각 파일로 
생성되어 있다. 오라클의 sqlloader 를 사용하여 플로

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로드하는데 분당 
플로우 데이터에 대하여 평균 4 초 소요되었다. 이후 
작업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하였다. 
 

a) OLAP 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실험 
 
한시간 플로우 데이터 전체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공간 복잡도는 한시간 플오우 데이터가 데이터베이

스에 모두 읽어 들인 후 플로우테이블의 크기는 
4,236 블록에 약 1.70GB 이었다(하루의 경우 65GB 예
상).  5.1 의 수식 에 의한 계산은 1S

 
1 32 32 11,000 (60 60)

1.26
n dS F T

GB
= × × = × × ×
=

 

 
위와 같은 수식에 의한 계산 값과 실제 실험 수

치의 차이는 수식에서는 순수한 데이터만을 가정하

였으나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생성을 휘한 오버

헤드가 포함되있기 때문이다. 
시간 복잡도는 한시간 플로우 데이터에 대한 분

석 시간을 실험하였다. 실험시 표 4 와 같은 분석 테
이블 대하여 실시하였다. 
 

표 4. 분석 테이블과 그룹인자 

분석 테이블 
(Summary_table) 

그룹 인자 
(Grouping_factor) 

Hourly_Tx_Table src_ip 
Hourly_Rx_Table dst_ip 
Hourly_Ex_Table src_ip, dst_ip 
Hourly_Pt_Table protocol 
Hourly_ExPt_Table protocol, src_ip, dst_ip 

 
이때 사용한 SQL 문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실험결과로 얻어진 분석 테이블 수행

시간과 생성된 분석 테이블의 길이(레코드의 수)는 
표 5 와 같다. 
 

표 5. 실험 결과-1 

분석 테이블 
(Summary_table) 

생성 시간 
(sec) 

테이블 길이
(# of record)

Hourly_Tx_Table 180.34 13243
Hourly_Rx_Table 180.16 14784
Hourly_Ex_Table 62.04 37028
Hourly_Pt_Table 169.23 12
Hourly_ExPt_Table 195.32 61024

합 787.09 125988
평균 157.42 25218

 
4.1 의 수식 에 의거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T

 
1 1( 64 ) (1.7 64 ) 10 sec 278secIOT S K T G K m= ÷ × = ÷ × =  

 
수식에 의한 값이 278 초이나 생성시간의 평균이 

157.42 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데이터 크기가 1.7G
로써 크기 않기 때문에 시스템 메모리 상에서 2 
pahse multiway sorting 이 모두 가능하여 가 
10msec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  

IOT

 
b) 전면적인 OLAP 적용 방법 

 
총 한시간 플로우 데이터가 매 분마다 갱신된다

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각 분별로 
갱신되는 플로우 데이터마다 다음과 같은 분석 테이

블에 분석 결과를 추가하였다. 
 

표 6. 분석 테이블과 그룹인자 

분석 테이블 
(Summary_table) 

그룹 인자 
(Grouping_factor) 

Minutely_Tx_Table src_ip 
Minutely_Rx_Table dst_ip 
Minutely_Ex_Table src_ip, dst_ip 
Minutely_Pt_Table protocol 
Minutely_ExPt_Table protocol, src_ip, dst_ip 

 
이때 사용한 SQL 문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실험결과로 얻어진 분석 테이블 60 개

의 평균 생성시간과 생성된 분석 테이블 60 개의 평

CREATE VIEW Summary_table AS 
SELECT (Grouping_factor), SUM(size), COUNT(*)
FROM minute_flow_table  
GROUP BY (Grouping_factor) 

ORDER BY (Grouping_factor); 

CREATE VIEW Summary_table AS 
SELECT (Grouping_factor), SUM(size), COUNT(*)
FROM hour_flow_table  
GROUP BY (Grouping_factor) 
ORDER BY (Grouping_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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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길이는 표 7 과 같다. 
 

표 7. 실험 결과-2 

분석 테이블 
(Summary_table) 

평균 생
성 시간 

(sec) 

평균 테
이블 길

이 

평균 테
이블 크
기(MB)

Minutely_Tx_Table 3.08 6686 0.2
Minutely _Rx_Table 3.16 7826 0.3
Minutely _Ex_Table 3.31 20435 0.5
Minutely _Pt_Table 1.91 12 ~0
Minutely _ExPt_Table 3.73 43234 1.2

합 15.19 78090 2.2
평균 3.04 15639 0.4

 
위와 같은 실험 결과와 수식에 의한 결과와 비교

하기 위하여는 테이블 당 그룹핑 인자과 레코드의 
바이트 수가 필요하다. 아래의 표 8 는 각 테이블당 
위의 결과로부터 계산된 그룹핑 인자와 레코드의 바
이트 수이다. 
 

표 8. 그룹핑 인자와 레코드 바이트 수 

분석 테이블 
(Summary_table) 

그룹핑 
인자 

레코드의 
바이트 수 

Minutely_Tx_Table 0.009 12
Minutely _Rx_Table 0.011 12
Minutely _Ex_Table 0.291 16
Minutely _Pt_Table ~0.000 12
Minutely _ExPt_Table 0.671 20

 
위의 각 테이블의 그룹핑 인자와 레코드의 바이

트 수를 고려하여 4.2 의 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2.4MB 가 된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각 분단위의 
분석 테이블이 생성되면 시간 테이블을 즉시 갱신하

여 최종 60 개의 모든 분단위 테이블이 갱신된 후에 
모든 시간 테이블에 대하여 를 계산하면 4.1MB 
가  된다. 

2S

2S

실험 결과 분단위 테이블의 총합은 2.2MB 이고 
시간 테이블은 3.8MB 이었다. 수식에 의한 값과 크
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분석 시간은 수식에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 (( 64 )
((32 11,000) 60 64 ) 10 sec 5
16.5sec

s d IO tableT F T K T N
K m

= × ÷ × ×

= × × ÷ × ×
=

 

 
실제로 소요된 시간은 15.19 이다. 

 
c) 취사선택에 의한 OLAP 분석법 

 
시간단위의 테이블을 갱신함에 있어서 분단위 테

이블의 상위 100 개만 참여할 수 있도록하였다. 분단

위 테이블이 생성될 때 100 개만 만들어지도록한 사
용한 SQL 문은 다음과 같다. 
 

 

 

관

방

었

1
 
d
 

하
 

 

는

가

다
 

 
 
7
 

가

고

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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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VIEW Summary_table AS 
SELECT (Grouping_factor) SUM(size), COUNT(*)

RANK() OVER SUM(size) AS top_100_rank 
WHERE top_100_rank >= 100 
FROM minute_flow_table 
GROUP BY (Grouping_factor) 
ORDER BY (Grouping_factor); 
이 SQL 문은  b)의 SQL 문과 비교하여 RANK 에 
련된 것만 추가하였다. SQL 문만 다를뿐이고 실험 
법은 같다. 분단위 테이블의 공간 총합은 1.2K 이

다. 시간은 b)에서의 15.19 초와 거의 비슷하게 
6.01 이었다. 

) OLAP 의 CUBE 를 생성하는 방법 

분단위로 분석을 위하여 OLAP 의 CUBE 를 생성

는 경우 다음과 같은 SQL 문을 사용한다. 

 

CREATE VIEW cube_table AS 
SELECT src_ip, dest_ip, 

protocol, SUM(size),COUNT(*)
FROM minute_flow_data 
GROUP BY GROUPING SET 
(  

 (srcip, destip, protocol), 
 (srcip, protocol),  
 (srcip), 
 (destip), 
 (protocol));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CUBE 테이블을 생성하

 시간은 4.75 이 었다. 이 시간은 4 가지 방법 중 
장 작은 시간이다. 공간은 2 번째 방법과 동일하다. 
음은 각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9. 결과 요약표 

실험 공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sec)
a) 1.70GB 157.42 
b) 6.5MB 15.19 
c) 1.2KB 16.01 
d) 6.5MB 4.75 

. 결론 

플로우 데이터를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한 분석이 
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저장 공간도 많이 필요하

 또 분석 시간도 많이 걸린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결국은 4.2, 4.3, 4.4 에서 소개한 바와 같
 분석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은 방법이 대안이



다. 
분석 테이블을 미리 계산해 놓는 것도 테이블의 

수가 많고 장기간의 분석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분
석 테이블을 생성하는 시간과 이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적지 않다. 저장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으로 분석 후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4.3 에서 
소개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의 단점은 불필요한 분
석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트래픽 분석 뿐만 아니라 보안이나 과금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해야 할 경우에 불필요한 데이터의 
기준이 응용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수
용하기도 쉽지 않다. 

저장 공간은 줄일 수 없지만 응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OLAP 의 CUBE 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 분석 테이블의 수가 많은 경우에 각 테이블간의 
관계를 CUBE 로 설정하여 테이블 갱신 시간과 질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 방법은 최근에 데이터베이

스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Oracle 9i, MS 
SQL 에서 지원되기 시작했으나 효율적인 CUBE 를 
설계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작업이라는 점이 단점이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현재 사용되는 트래

픽 분석 시스템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또한 4.3 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

에서 취사선택의 기준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상위 N 뿐만 아니라 누적 총합 
및 평균과 표준분포를 고려한 기준 설정등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필요하다. 4.4 의 CUBE 사용 방법에

서 CUBE 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하다.  CUBE 설계시 질문의 종류, 질문의 빈도수, 
저장 공간에 따른 적절한 최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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