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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 에게는 망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Traffic 
Engineering, Capacity Planning 그리고 Network Provisioning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IP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트래픽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
다. 트래픽 분석 방식으로는 네트워크에 직접 측정 트래픽을 흘려 보내 측정하는 
Active 방식과 라우터를 통한 트래픽을 NetFlow 나 SNMP 등을 통한 Passive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ISP 는 편리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라우터의 NetFlow 를 이용

한 Passive 트래픽 분석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etFlow 정보를 기
반으로 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과 플로우 트래픽 자체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하여 망관리 정보인 IP 주소관리 정보와 IP 망관리 정보를 관리하는 시
스템들과 연동을 통해 망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플로우 분석시스템에 대해

서 기술한다. 
 

   1. 서론 
 

2005 년 10 월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

넷 서비스 가입자는 1200 만 명, 인터넷 이용자

는 3 천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1]. 1990 년대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인터넷은 통신 시장의 팽창

을 가져왔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 에

게는 치열한 경쟁과 다양한 서비스를 가져왔다. 
망관리의 역할도 단순히 망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망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그리

고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망 최적화(Network 
Optimization), 트래픽 특성 분석(Traffic 
Characterization) 그리고 망 감시(Network 
Surveillance) 등의 일련의 작업이 그것이다. 트
래픽이 모이는 혼잡한 구간이나 사용률이 낮은 
구간을 조정하는 Traffic Engineering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망의 위상(Topology)를 
계획하는 Network Planning 등의 망 최적화 작
업과 QoS 모니터링과 비정상 트래픽 검출 같
은 망 감시 작업을 위해서는 IP 네트워크의 전
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트래픽 특성을 분석하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트래픽 측정 방법으로는 네트워크에 직접 

측정 트래픽을 흘려 보내 측정하는 Active 방식

과 트래픽을 주입하지 않는 Passive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Active 측정 방법으

로 ICMP 패킷을 이용하는 ‘ping’과, 라우팅 경
로를 알려주는 ‘traceroute’가 있다. Passive 측정 
방법으로는 ‘Tcpdump’와 DAG [2] 같은 패킷 모
니터링과 라우터를 이용한 NetFlow 와 SNMP 
등이 있다. 패킷 수준의 측정은 패킷 단위의 
세밀한 측정이 가능한 반면 백본망의 고속 회
선을 측정하기에는 패킷을 수집하는 기술과 시
간에 흐름에 따라 늘어나는 데이터 량 등의 시
스템 설계 문제가 따른다. 그리고 SNMP 는 측
정 구간 회선의 전체 트래픽을 보여주어 분석

에 한계가 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세부적

인 분석의 장점으로 라우터의 NetFlow [3]를 이
용한 트래픽 분석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고에서는 동일한 Source Address, 
Destination Address, Protocol ID, Source Port, 
Destination Port 를 가진 패킷들의 집합인 Flow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플로우 분석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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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2 장에서는 
인터넷 망에서의 트래픽 측정 및 분석 분야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3 장에서는 Flow
의 개념과 ‘de facto’ 표준인 Cisco 사의 NetFlow
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다. 4 장에서는 플로우 
분석 시스템의 구조와 KORNET 망의 IP 관리

시스템과 IP 망관리 시스템 정보를 이용한 망
의 트래픽을 분석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그리

고 5 장에서는 트래픽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6
장에서 앞으로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마친다.  
 

   2. 트래픽 분석 최근 동향 
 

단순한 전화기와 회선 교환기(Circuit Switch)
로 이루어진 전화망과는 달리 인터넷망은 데이

터 전달의 모든 책임은 단말의 프로토콜에게 
맡기고 망에서는 패킷 교환(Packet Switch)만을 
하고 있는 최선형 서비스(Best Effort Service)를 
근간으로 발전해왔다. 이런 초창기의 단순한 
철학이 인터넷의 큰 성공을 가져왔지만, 지금

은 좀 더 나은 수준을 보장해주는 VoIP, IP-TV,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

였다. 동시에 P2P 의 등장으로 대역폭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이런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망에 어떤 응용 
프로그램들이 사용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대표적인 P2P 같은 응용프로그램들은 특성상 
방화벽이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동적인 
TCP/UDP 의 포트 정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
어 Layer 4 정보만 가지고는 정확한 측정이 불
가능 해졌다. 그래서 패킷의 Layer 7 정보를 분
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4, 5]. 더 나아가 암
호화되거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패킷의 
Payload 를 분석할 수 없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
다[6, 7]. 응용프로그램의 분류가 더 진행된다면 
QoS 를 보장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차
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트래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망의 트
래픽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론에서 언급

한 Active/Passive 측정 방법이 그것이다. 종량

제와 패킷 레벨의 분석을 위해서 Passive 방식

의 패킷 캡쳐링 기술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회선의 속도는 앞으로 20G, 40G 까지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 패킷 수집 장치의 개발 속도와 
처리될 많은 량의 데이터는 저장공간의 부족, 
분석의 어려움 같은 한계를 가져올 것이다. 그
리고 종량제를 제외하면 트래픽 분석은 샘플링

과 필터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라우

터에서는 NetFlow 를 만들 때 샘플링을 제공하

고, 이런 샘플링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
는 연구와 NetFlow 를 개량 개선 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8, 9]. 
 
3. Netflow 구조 
 

플로우는 일련의 동일한 특성을 가진 패킷

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동일한 특성으로

는 일반적으로 Source Address, Destination 
Address, Protocol ID, Source Port, Destination Port 
등이 있고 실질적인 응용 데이터의 흐름이다. 
SNMP 는 측정 구간 회선의 전체 트래픽 단위

의 통계 정보이므로 트래픽의 세밀한 분석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플로우 레벨의 분석은 
WWW, ftp, 스트리밍 서비스, p2p 등의 응용 세
션들의 특성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Cisco 의 NetFlow, InMon 의 sFlow 
[10]와 ntop 의 nflow[11] 같은 플로우 포맷이 
제안되고 있으며, IETF IPFIX Working Group [12]
에서는 플로우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NetFlow 는 Cisco 에서 개발한 플로우 형식이

며, Cisco 라우터에서 플로우 기반의 트래픽 측
정을 가능하게 한다. Juniper 라우터에서도 
NetFlow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준화는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네트워크에는 NetFlow 버전 
5 형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MPLS, 멀티캐스트, 
BGP 정보, IPv6 등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버
전 9 (RFC 3954)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버전 
9 은 사용자가 플로우 포맷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인터넷 백본인 
KORNET 은 NetFlow 버전 5 을 사용하고 있으

며 새로 구축될 프리미엄 MPLS 망에서는 
NetFlow 버전 9 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플로우 
분석 시스템은 KORNET 망에 적용되었고, 곧 
프리미엄 망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라우터의 특정 인터페이스에 패킷이 들어오

면 DRAM 메모리의 NetFlow 플로우 캐시에 플
로우 정보를 저장한다. 라우터의 메모리는 한
정적이고 기가급의 패킷을 처리해야 하므로 보
통 1:1000 정도의 샘플링하여 패킷을 처리하고 
플로우 캐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몇 가지 
룰을 적용한다. 1) TCP 플래그(FIN 이나 RST)를 
가진 패킷이 들어왔을 때, 2) 어떤 플로우의 마
지막 패킷이 들어온 후 15 초가 지났을 때 3) 
어떤 플로우가 생성된 후 30 분이 지났을 때, 4)
플로우 캐시가 가득 찼을 때, 플로우 캐쉬에 
있는 정보를  NetFlow 포맷에 담아 UDP 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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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다. 2), 3)의 경우 각각을 Active 타임아웃, 
Inactive 타임아웃이라고 부르고 라우터에서 값
을 설정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 은 NetFlow 헤더 포맷이다. 
‘Count’필드는 이 NetFlow 패킷에 포함되어있는 
플로우의 수를 나타낸다. 하나의 NetFlow 에는 
30 개까지의 플로우 정보를 실어서 보낼 수 있
다. 그 각각의 플로우 정보는 그림 2 의 형태로 
NetFlow 패킷에 들어가게 된다. 플로우 정보에

는 플로우 유지 시간, 사용량에 대한 패킷 수/ 
바이트 수, TCP/UDP 포트 정보, IP 그리고  라
우팅에 대한 AS, Prefix Mask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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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etflow v5 패킷 헤더 포맷 
 

 
 

그림 2. NetFlow v 5 플로우 레코드 포맷 
 

NetFlow 버전 9 의 경우는 패킷 헤더는 같
지만 버전 5 처럼 플로우 정보를 하나의 포맷

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림 3 의 NetFlow 
버전 9 의 패킷 포맷을 보면 ‘Template FlowSet’
이라는 필드가 임의의 필드 형식을 정의하는 
곳이다. 그 임의의 필드 형식에 따른 플로우 
정보들이 뒤의 ‘Data FlowSet’ 필드에 들어간다. 
버전 9 이 되면서 라우터에서 Multicast, MPLS, 
BGP Next Hop, IPv6 정보를 담은 NetFlow 를 지
원할 수 있게 되었다. 
 

Option Template FlowSet
FlowSet ID (1)
Length (bytes)
Template ID (>255)
Option Scope Length (bytes)
Option Length (bytes)
Scope 1 Field Type
Scope 1 Field Length (bytes)
Option 1 Field Type
Option 1 Field Length (bytes)
…
Option N Field Type
Option N Field Length

Option Data FlowSet
FlowSet ID
Length (bytes)

Option Data Record
Scope 1 Value
Option 1 Field Value
…
Option N Field Value

Option Data Record
Scope 1 Value
Option 1 Field Value
…
Option N Field Value

Data FlowSet
FlowSet ID
Length (bytes)

Data Record
Field 1 Value
Field 2 Value
…
Field N Value

Data Record
Field 1 Value
Field 2 Value
…
Field N Value

Data FlowSet
FlowSet ID
Length (bytes)

Data Record
Field 1 Value
Field 2 Value
…
Field N Value

Data Record
Field 1 Value
Field 2 Value
…
Field N Value

Header
version (1, 5, 7, 8, 9)
# records in Export Packet
Export Packet sequence #
source ID (identifies router)

Template FlowSet
FlowSet ID (0)
Length (bytes)

Template Record
Template ID (>255)
Field Count (# fields)
Field 1 Type
Field 1 Length
Field 2 Type
Field 2 Length
…
Field N Type
Field N Length

Template Record
Template ID (>255)
Field Count (# fields)
Field 1 Type
Field 1 Length
Field 2 Type
Field 2 Length
…
Field N Type
Field N Length

 
그림 3. NetFlow v9 패킷 포맷 

 
4. 플로우 분석 시스템 구조 

 
NetFlow 를 처리하는 툴로는 FlowScan [13], 

Cflowd [14] 등의 프리웨어들과 시스코에서 개
발한 상용 NetFllow FlowColletor / Data Analyzer 
[15]처럼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다. KT 에서도 
NetFlow 분석을 위하여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

여 최근까지 운용하고 있다. 이는 플로우 데이

터를 저장하여 사후 가공 분석하는 구조이어서, 
이후 상세 트래픽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

이 있지만, 망사업자의 입장에서 다수의 회선

에 대한 묶음의 트래픽에 대한 동시 분석을 위
하여는 데이터 자체가 방대하고 가공처리의 많
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 설명하고

자 하는 시스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주요 분석 기능을 그림 5 와 같이 플로우 
처리모듈에서 메모리상에서 바로 처리하는 구
조로 개발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 기능을 
위하여 NetFlow 의 Protocol 별, Port 별, AS 별 등
의 정보를 바탕으로 망의 상세 특성분석을 반
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가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IP 주소관리 시스템과 IP 망관

리 시스템의 연동을 통해 망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스템 구성은 그림 4 처럼 NetFlow 의 수집

과 기본적인 통계를 처리를 하는 수집 서버와 
분석을 통해 리포팅을 해주는 분석 서버로 되
어 있다. 수집 서버는 라우터에서 UDP 패킷으

로 전송되는 NetFlow 를 수집한다. 참고로 
NetFlow 버전 9 부터는 TCP 와 SCTP 같은 신뢰

성 있는 프로토콜도 지원한다. 그리고 분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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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리포팅 웹 서버,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관

리 기능을 한다. 
 

 
 

그림 4. 시스템 구성도 
 

그림 5 의 시스템 내부 구조에서 수집서버

는 NetFlow 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멀티 쓰레드

가 통계 데이터를 생성하는 구조이다. 각 쓰레

드는 하나의 트래픽 분석 단위가 되는 회선의 
모음인 프로젝트 단위로 지역별, AS 별, ISP 별, 
논리 Port 별, 인터페이스별, 라우터별, 프로토콜

별에 대한 일차적인 통계데이터를 가공처리하

며, 이에 대한 상위 IP 에 대한 통계를 생성한

다. 통계전송을 담당하는 쓰레드는 각 프로젝

트별 1 시간 단위로 메모리에 있는 통계 정보

를 분석 서버로 전송한다. 여기에서 포트별 분
석, IP 별 분석 등의 내용은 너무 많은 양의 데
이터를 메모리에서 가공하여야 하므로 현실적

인 방안으로 Top N 에 대하여 관리하는 방식으

로 시스템화 하였다. 
한편, 분석 서버에서는 수집서버로부터 통

계를 전송 받는 부분(Gathering 데몬)과 웹 서버

로 리포팅 기능하며 다른 2 개의 시스템과 연
동을 하고 있다. KT 의 IP 주소의 할당정보를 
관리하는 IP 관리시스템 과 연동하여 플로우 
정보의 발신/수신 IP 주소를 지역본부/지사 지
점까지의 구분이 가능하고 ADSL, VDSL, 
Netspot 등의 상품별 분류도 가능하다. IP 망관

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NetFlow 를 만드는 라우

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우터의 인터페이

스를 국제 구간, IDC 구간, KIX 구간 등으로 분
류하여 트래픽의 구간별 통계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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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스템 내부 구조 
 

그림 6 에서와 같이 KORNET 은 크게 전국

의 각 지역에 지역노드가 있고, KORNET 백본

구간을 통해서 다른 지역본부, 국제구간, KIX, 
IDC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KIX(Korea Internet 
eXchanger)는 한국 전산원의 인터넷 교환 노드

로 국내 타 ISP 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IDC(Internet Data Center)는 국내의 포탈사이트, 
주요 웹 서버, 게임서버 등을 서비스하는 장소

이다.  
플로우 수집과 분석은 하나의 프로제트 단

위로 이루어 지며 프로젝트는 복수개의 라우터

와 복수개의 인터페이스로 구성되며, 양방향/단
방향의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시스코 라우

터인 경우에는 플로우의 생성 자체가 단방향만 
지원하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회선의 라우

터와 쌍이 되는 상대측의 라우터에도 NetFlow 
설정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플로우 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부산지

역의 트래픽을 분석한다고 가정하면, 부산지역

과 KORNET 백본을 연결하는 중계라우터에 
NetFlow 를 설정한다. 트래픽 량, 플로우 수, 패
킷 수의 3 가지 단위로 통계를 내며, 시간대별, 
프로토콜별, 포트별, 어플리케이션별, AS 별, 국
가별, ISP 별, Top N 사용자, 지역별, 서비스 상
품별 통계를 만든다. 또 부산지역의 트래픽이 
KIX, IDC, 국제, 타 지역 등으로 얼마만큼의 분
포를 보이는지 구분하며 각각의 구간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 분포를 이루는지 통계를 낸다. 
비슷한 방법으로 특정 ISP 의 분석, 국제구간 
등 원하는 구간의 회선 다발에 대하여 프로젝

트를 설정하여 분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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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KORNET 구성도 
 
5. 망 자원 정보와 트래픽 분석 
 

기존 플로우 분석시스템과는 달리 망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IP 주소관리시스템

과 IP 망관리 시스템을 연동하여, 플로우 기본

정보 이외에 구간별, 지역별, 서비스 상품별 등
과 같은 분석 기능이 가능토록 구현하였다. 
 
5.1. IP 주소 자원 정보 
 

IP 주소 자원 정보는 각 지역별, 계위별, 서
비스 서버군별 IP 주소 할당 내역과 또한 각 
IP 주소별 사용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다. 플
로우 트래픽 내부에는 라우터와 스위치에 각각

의 포트에 해당되는 바이트와 패킷 이용량을 
측정하는 SNMP polling 방식의 트래픽 분석 방
법과 큰 차이점은 내부에 IP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망에서 트래픽을 최대로 발생하고 
있는 source 호스트의 IP 의 분석이나 가장 이용

량이 많은 destination 서비스 서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플로우의 발착신 IP 주소와 이 
주소가 속한 노드, 서비스 상품코드를 이용하

여 그림 11, 그림 12 와 같이 해당 노드별 트래

픽 통계, 서비스 상품별 통계 등의 상세 분석

이 가능하게 된다. 
 
5.2. 조직정보 및 장비 구성정보 
 

조직 정보는 대부분의 망관리 시스템이 이
를 기반으로 통계분석 데이터를 가공하여 운용

자에 제공하는 정보이며, 지역본부, 노드, 센터, 

IDC, KIX 등의 정보가 이에 해당된다.  
Netflow 가 설정된 라우터가 소속된 조직정보

와 유출입되는 플로우의 IP 주소 관리 정보와 
연계하여 지역본부별 통계, 노드별 통계 등 망 
구성 계위별 트래픽 통계정보를 가공한다.  
장비 구성정보는 라우터를 설정하는 In/Out 인
터페이스의 구성 정보 등이 해당되며, 중계를 
담당하는 라우터의  In/Out 그룹별 분석에 의하

여 그림 8 과 같이 특정 지역본부에서 유입된 
트래픽이 타 지역구간, 국제, IDC, KIX 등으로

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6. 측정 결과 및 분석 

 
KORNET 센터와 지역 구간의 라우터 2 대

의 10G 회선 총 24 개에 대해 2005 년 11/22 일 
17 시부터 23 일 10 시까지 (18 시간)의 플로우 
정보를 분석하였다. 샘플링은 1/1000 로 하였다. 
해당지역에서 KORNET 백본구간으로 향하는 
방향을 상향으로, 해당지역으로의 트래픽을 하
향으로 정하였다.  
 

 
 

그림 7. 분석결과 메인 화면 
 

총 받은 NetFlow 패킷 수는 9,455,008 개이

고 총 수신 바이트 수는 500Mbyte 이다. 21 시에

서 22 시가 트래픽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전
체 상향 트래픽 량은 79Gbyte 이고 하향 트래

픽 량은 212Gbyte 으로 하향 트래픽이 3 배 정
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서버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웹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7
은 분석결과 웹 메인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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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KORNET 구간별 트래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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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향/상향 구간별 트래픽 점유 비율 

 
위의 구간별 하향 트래픽 점유 비율을 보면, 

KIX 구간 트래픽이 46%로 가장 많고 IDC 구
간은 25%, 국제구간 11%, 타지역 구간은 5%이

다. 상향 트래픽은 역시 46%로 KIX 가 가장 많
고, 국제구간 18%, 타지역 구간 10%, IDC 는 
6%의 분포를 보인다. 하향 트래픽이 3 배 정도 
많은 것을 고려하면 IDC 구간에서는 거의 모든 
트래픽이 하향에 분포하고 있다. 콘텐트를 담
고 있는 서버들이 위치하고 있고 다운받는 파
일들이 커지기 때문이다. IDC 구간의 하향 응용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웹 서비스 61%, 스트리

밍 서비스 10%, P2P 1%, 웹 폴더 1% 순으로 나
타난다. 반면 KIX 구간은 하향에서 웹 서비스 
42%, 스트리밍 3%, P2P 2% 등이며 상향에서는 
웹 서비스는 16%, P2P 10% 등이다. 지역의 일
반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향에서는 웹 트
래픽이 적고, P2P 등의 서비스가 많이 검출되고 
있다. 그리고 P2P 등이 더욱 많아 진다면 타 지
역구간과의 트래픽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Layer 4 의 포트 번호로 응용프로그램을 찾

기 때문에, 새로운 포트나 같은 프로그램에서 
유동적인 포트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영

되기 어려움이 있다. 포트 분포를 잘 파악하여 
트래픽 성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아래 그
림 9 와 10 에서는 구간별 트래픽 분석이 아니

라 설정 구간 전체의 상향/하향 포트 분포를 
살펴보겠다. 
 

 
 

그림 9. 상향 트래픽의 포트 분포 
 

 
 

그림 10. 하향 트래픽의 포트 분포 
 

상향 트래픽은 웹과 eDonkey 가 각각 11%, 
10%로 Top 을 차지하고 있고 하향 트래픽은 
웹이 38%, 19101(Club_Box, P2P 의 일종)이 6%, 
eDonkey 가 5%를 이루고 있다. 하향에서는 역
시 웹 서비스가 38%로 두드러진다. 그리고 
eDonkey 트래픽이 상/하향 10%정도 검출되고 
있다. P2P 등의 주요 응용프로그램이 부분적으

로 분포되고 있지만 그림에서 보이듯이 포트번

호만으로 분류를 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포트

들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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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역별 / 상품별 분석 
 

IP 관리시스템의 IP 의 할당 정보를 이용하

면 지역과 상품정보를 알 수 있다. 부산지역의 
하향 트래픽을 지역별, 상품별 분석해보자. 그
림 11 에서 부산지역의 지사, 지점별 분포이다. 
발신 주소와 착신 주소로 분석이 가능하며, 각 
지사 지점의 서비스 상품별 분포도 검색할 수 
있다. 
 

 
 

그림 11. 하향 트래픽의 착신지역 분포 
 

그림 12 는 서비스 상품별 분포이다. 해당분

석시간에서는 KORNET_EXPRESS 서비스가 
56%로 가장 많고 ADSL 이 26%로 다음이다. 
KORNET_EXPRESS 서비스에는 Ntopia 와 
VDSL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지역별 가
입자 성향, 서비스 상품별 가입자 성향의 분석

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2. 하향 트래픽의 서비스 상품별 분포 

6.3. 기타 분석 
 

플로우 정보에 대한 protocol, IP, ToS 등의 
분석이 있고, AS 번호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whois 서버를 이용해 AS 이름, ISP, 국가 정보

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IP 기준으로 상위 Top N 
보고서 등이 있다. Protocol 별 분석에서는 TCP 
트래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UDP 가 약간의 트래픽이 있으며 그 외의 트래

픽은 미미한 정도의 트래픽량만 결과로 나왔다. 
TOS 분석은 아직까지 KORNET 망에서는 QoS 
서비스나 CoS 서비스와 같은 등급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이 아니므로, 거의 모든 플로우에 
대하여 동일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 
고려하고 있는 QoS 가 적용되어 있는 망에서는 
각 서비스 등급별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AS 와 ISP 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외 및 국
내 타 망사업자와의 회선에 대한 트래픽 이용

량과 실제적인 상세 트래픽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KORNET 망에서 NetFlow 를 

수집하여 트래픽을 분석하는 플로우 분석 시스

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기존의 유사 시스템

과는 달리 망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
도록 IP 주소관리시스템과 IP 망관리 시스템을 
연동하여, 플로우 기본정보 이외에 구간별, 지
역별, 서비스 상품별 등과 같은 분석 기능을 
추가하였다. 앞으로 분석한 인터넷 망의 특성

과 성향은 망 설계와 정책 수립의 자료로 사용

될 것이다. 또한 추후 MPLS 기반의 QoS 를 제
공하는 망에 대하여 LSP 에 관련된 트래픽 분
석, CoS (Class of Service)의 서비스 영향에 관련

된 트래픽 분석, IPTV 와 같은 Multicast 기반 서
비스의 트래픽 분석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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