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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인류는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다. 웹에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메일을 확인

하고 보내고 물건을 구매하고 뉴스를 시청할 수 있는 편

리함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 이면에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해커들의 다양한 공격이 기존의 인터

넷 시스템에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일어

난 3.20 대란은 수많은 컴퓨터를 작동불능의 상태로 만

들어버렸고 2014년 말에 발생한 한수원 침해사고는 원

전시스템파괴라는 위협을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Intrusion Detection 

System(IDS)/ Intrusion Prevention System(IPS)가 사

용되고 있지만, IDS/IPS의 경우에는 기존의 알려진 공

격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IDS/IPS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플로우 

데이터를 저장하여 분석하려는 노력들이 있지만, 네트

워크 플로우만으로는 분석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어려

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저장하고 저

장된 트래픽을 분석에 사용하려는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우리는 TCPDUMP나 WireShark를 사용하여 네트워

크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제한된 

대역폭을 가지는 네트워크에서만 행해질 수 있고 기가

비트 대역폭을 가지는 최신의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다음 

단락에서 10Gbps 네트워크상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저장하는 기술의 최신동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네트워크상에서 수집되는 주요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플로우 데이터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이다. 네트워크 플로우 데

이터의 경우에는 nfdump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고 패킷 데이터의 경우에는 tcpdump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검색

은 linear scan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있을 시에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10Gbps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초당 대략적

으로 1GB의 패킷 데이터가 저장된다. 그리고 최악의 상

황을 가정할 경우 하루에 약 86TB의 데이터가 저장된

다.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하여 linear scan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용량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하여 인덱스가 

필요하다. 

우리는 인덱스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초당 5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10Gbps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초당 수백만 

개의 패킷이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여 10Gbps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하여 인덱스를 생

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인덱스를 위하여 B-tree를 이용할 수 있

다. 그러나 B-tree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생성, 변경, 삭

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용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변경이나 삭제 

없이 데이터의 생성만 이루어지는 특수한 데이터가 된

다. 이러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Bitmap Index를 활용하

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문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네트워크 

패킷 저장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Ⅲ장에서는 10Gbps 네

트워크 트래픽 저장을 위한 동향을 다룬다. 그리고 Ⅳ

장에서는 비트맵 인덱스 생성 및 검색 기법에 대한 동향

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결론을 준다. 

Ⅱ. 네트워크 패킷 저장 

패킷 저장을 위한 표준은 Berkeley Packet Fil-



 

최선오 외 / 10Gbps 네트워크 트래픽 저장 및 실시간 인덱스 생성 183 

ter(BPF)[1]를 사용하는 것이다. BPF는 libpcap[2] 라이

브러리에서 사용된다. BPF 필터는 라이브 트래픽을 필

터링하거나 저장된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곳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트래픽들은 pcap 포맷으로 저장된다. 

BPF가 패킷 필터링을 위한 표준이기 때문에 pcap이 파

일기반 패킷 저장을 위한 표준이 된다.  

pcap 파일은 (그림 1)과 같이 패킷이 수집되는 인터

페이스 종류와 패킷길이를 포함하는 헤더를 가지고 있

다. 헤더 뒤에 각각의 패킷이 저장된다. 각 패킷은 타임

스탬프와 두 개의 길이를 포함하는 헤더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 것은 패킷의 길이이고 두 번째 것은 저장되는 데

이터의 길이이다. 헤더는 인덱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패킷을 읽기 위하여 그 패킷에 도달할 

때까지 pcap 파일을 처음부터 읽어야 한다.  

Ⅲ. 10G 트래픽 저장 

10Gbps 네트워크 트래픽을 일반장비로 저장하는 것

에 관한 이슈를 다룬 논문은 n2disk[3]이다. n2disk는 2

가지 방식으로 동작하는데 첫 번째는 single thread를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multi thread를 사용하는 것

이다. 첫 번째 것은 기가비트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하

는데 적합하고 두 번째 것은 10Gbps 네트워크를 위해 

사용된다.  

1. Single Thread 시스템 

Single Thread 시스템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단 하

나의 packet consumer thread가 있다. 패킷리더는 하

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부터 패킷을 읽고 필터링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패킷은 드롭시킨다. 그리고 필터

링 조건이 만족되는 패킷들은 메모리 버퍼로 복사한다.  

이 버퍼들은 pcap file header들로 미리 채워진다. 그

리고 수집된 패킷들은 해당 pcap 패킷헤더를 가진 버퍼

로 복사된다. 메모리 버퍼가 가득차면 리더는 다음 버퍼

를 채우기 시작한다. 메모리 버퍼를 디스크에 쓰는 것은 

두 번째 스레드에 의해 수행된다. write() 같은 운영체제

에 의한 데이터 버퍼링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하여 

n2disk는 direct I/O를 이용하였다. 이것은 malloc() 대

신에 posix_memalign()을 사용하여 공유 메모리 버퍼

를 할당함으로써 수행된다. lock-less design을 위하여 

writer와 reader는 분리된다. 기록할 새로운 버퍼가 준

비되었는지 writer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wait()/signal()

를 사용하는 대신에 writer는 1 usec sleep을 하고 폴링

을 한다. 패킷들은 리눅스에서는 PF_RING[4]을 사용하

여 수집될 수 있다.  

가. PF_RING의 필요성 

최신 멀티코어지원 네트워크 어댑터는 몇 개의 

RX/TX 큐들로 논리적으로 분리된다. 그 큐들에서 패킷

들은 Intel I/O Acceleration Technology(I/O AT)[5][6]

의 Receive-Side Scaling(RSS) 같은 하드웨어 기반 장

비를 사용하여 부하를 분산한다. 하나의 큐를 몇개의 더 

작은 큐로 나눔으로써 코어들에게 부하를 분산하여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들은 정적으로 또는 동적으로 변경 가능한 분산 정책을 

지원한다[7]. 이용 가능한 큐의 수는 Network Interface 

Card(NIC) 칩셋에 따라 다르고 이용 가능한 시스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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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수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나 대부분 운영체제에서 패킷들은 단 하나의 RX

큐를 가지는 멀티코어 이전 시대에 설계된 패킷폴링 기

술을 사용하여 전달된다. 운영체제의 관점에서 100Mbit 

카드와 10Gbit 카드는 차이가 없다. (그림 3)과 같이 디

바이스 드라이버는 단 하나의 큐를 가지는 것처럼 모든 

큐를 하나로 합친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은 아무리 애

플리케이션이 몇 개의 스레드를 사용하여 패킷을 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성능제한의 주요한 이유가 된다.  

메모리 복사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패킷을 커널영역

에서 사용자 영역으로 옮길 때 표준 시스템 콜을 대신에 

메모리 매핑에 기반한 zero-copy 기술을 사용한다[8]. 

커널 내에서 패킷은 NIC 드라이버 계층에서 시작한다. 

그곳에서 들어오는 패킷들은 네트워크 스택에 의해 처

리될 때까지 socket buffer라고 불리는 임시 메모리에 

복사된다[9][10]. 네트워크 모니터링에서 패킷들은 라우

팅이나 관리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특정 어댑터에서 수

신되기 때문에 소켓 버퍼의 할당이나 재할당은 불필요

하고 zero-copy가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라 드라이버 

계층에서 직접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한편 메모리 대역폭은 캐시구조가 잘못 이용될 때 낭

비될 수 있다. 인터럽트 요청(IRQ)을 적절하지 못하게 

분산시키는 것은 과도한 캐시실패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럽트 요청 핸들러와 캡처 

스레드는 같은 프로세서나 코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 운영체제는 인터럽트 요청을 

코어들 간에 단순하게 분산시킨다. 이것은 실제로 패킷 

손실의 일반적인 경우가 된다. 최신의 운영체제들은 인

터럽트 요청 분산 정책을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게 한다

[11].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의 운영체제들은 큐 아이디

를 사용자 공간으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플리케

이션들은 CPU를 적절하게 설정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  

요약하면 병렬처리를 제한하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는 같은 소켓으로부터 오는 패킷들을 동시에 소비

하려고 하는 멀티스레드 애플리케이션들의 경쟁문제이

고 둘째는 불필요한 패킷복사, 부적절한 스케줄링과 인

터럽트 밸런싱이 메모리 대역폭 사용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나. PF_RING의 설계 

PF_RING은 멀티큐 어댑터와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고성능 패킷수집 기술이다. 그것은 멀티 스레

드 폴링과 zero-copy 기술을 사용한다. PF_RING은 멀

티큐를 지원하고 (그림 4)와 같이 그것들을 사용자들에

게 가상의 수집장치로 인식되게 한다. 가상의 수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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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플리케이션이 몇 개의 독립적인 스레드로 나누어

지게 하고 각각의 스레드는 트래픽의 일부분을 받고 처

리한다.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큐로부터 패킷을 받기 위

하여 물리장치(예, eth1)에 바인드될 수도 있고 또는 특

별한 큐로부터 패킷을 받기 위하여 가상장치(예, 

eth1@2)에 바인드될 수도 있다. PF_RING은 read()와 

같은 비싼 시스템 콜을 사용하지 않고 커널영역에서 사

용자영역으로 패킷을 옮기기 위하여 메모리 매핑에 기

반한 zero-copy 기술을 사용한다.  

2. Multi Thread 시스템 

10Gbps 네트워크에서 n2disk의 싱글 스레드 버전은 

제한된 패킷 필터링 규칙을 사용하는 고성능 CPU 

(3.0GHz 이상)에서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유는 

패킷을 처리하는 데 요구되는 CPU 사이클의 수가 싱글 

코어에 의해 주어지는 사이클 수보다 크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타임스탬핑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기에 비

싼 연산인데 약 80 tick을 요구한다. 그리고 2GHz 코어

에서 134 tick가 이용 가능한 것을 생각할 때 타임스탬

핑은 비싼 연산이 된다. 그러므로 하드웨어적으로 타임

스탬핑을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 (그림 5)와 같이 

멀티스레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n2disk는 zero-copy를 지원하기 위하여 PF_RING을 

이용하여 libzero 라이브러리를 구현하였다. libzero를 

이용함으로써 패킷수집 스레드는 들어오는 패킷을 패킷

처리 스레드로 메모리의 시간적 공간적 지역성을 높이

기 위하여 배치형태로 패킷을 모아서 전달한다. 예를 들

어 처음 32개의 패킷은 첫 번째 처리 스레드로 보내고 

다음 32개의 패킷은 두 번째 처리 스레드로 보낼 수 있

다. 최신 NIC들은 들어오는 패킷을 RSS를 사용하여 멀

티큐에 하드웨어적으로 분산되도록 할지라도 n2disk에

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RSS는 패

킷들이 네트워크 어댑터에서 수신되는 것과 다른 순서

로 저장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패킷처리 스레드는 패킷

들을 공유메모리로 복사해야 한다. 그리고 옵션으로 패

킷들에 대하여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다.  

3. 시스템구성 

n2disk는 2개의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Ÿ 싱글 프로세서 로우엔드 시스템(2.5GHz 쿼드코

어와 Hyper Threading Xeon X3440). 각 코어

는 약 168 CPU 사이클/패킷의 성능을 가진다. 

이 숫자는 CPU 클락을 10기가 라인에서 초당 

들어오는 패킷의 수로 나눈 것임(14.881 Mpps). 

Ÿ Non Uniform Memory Access(NUMA) 하이엔드 

시스템(듀얼 2.0GHz eight core와 HT Zeon E5-

2650, ~134 CPU cycles/paclet). 이 시스템은 7개

의 SSD를 사용하고 LSI 9260-16i 컨트롤러를 사

용한다. 그리고 8개의 10k RPM 디스크를 사용하

여 10기가 라인의 트래픽을 저장할 수 있음. 

Ⅳ. 실시간 인덱스 생성 

우리는 앞의 10Gbps 트래픽 저장기법을 사용하여서 

10Gbps 트래픽을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검

색을 위하여 인덱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음과 같은 트래픽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인덱스를 필요

로 한다. 

 

Q1: SELECT COUNT(*), SUM(PKTS), SUM 

(BYTES) FROM NET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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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SELECT COUNT(*) FROM NETFLOW 

WHERE L4_SRC_PORT=80 OR L4_DST_PORT=80 

Q3: SELECT COUNT(*) FROM NETFLOW GROUP 

BY IPV4_SRC_ADDR 

Q4: SELECT IPV4_SRC_ADDR, SUM(PKTS), 

SUM(BYTES) AS s FROM NETFLOW GROUP BY 

IPV4_SRC_ADDR ORDER BY s DESC  

Q5: SELECT IPV4_SRC_ADDR, L4_SRC_PORT, 

IPV4_DST_ADDR, L4_DST_PORT, PROTOCOL, 

COUNT(*), SUM(PKTS), SUM(BYTES) FROM NET-

FLOW WHERE L4_SRC_PORT=80 OR L4_DST_ 

PORT=80 GROUP BY IPV4_SRC_ADDR, L4_SRC_ 

PORT, IPV4_DST_ADDR, L4_DST_PORT, PROTOCOL 

 

일반적으로 인덱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MySQL과 같

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

는 데이터베이스의 쓰기성능이 10Gbps의 네트워크 속

도보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10Gbps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위한 인덱스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12]. 

한편으로 우리는 실시간으로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패킷이 저장된 이후에 트래픽 수집장치가 한가

한 시간을 사용하여 사후처리로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심야의 시간에 인덱스를 생

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트래픽 수집장치의 오버

헤드를 줄일 수 있지만 아직 인덱스가 생성되지 않은 트

래픽에 대한 검색을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3]. 따라서 우리는 실시간 인덱스 생성방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우리는 실시간 인덱스를 생성하기 위하여 B-tree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FastBit[13]과 같은 Bitmap 

Index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비트맵 인덱스는 검색을 빠르게 하는 구조이다[14]. 

그것은 값들의 연속 집합을 바이너리 배열의 위치로 매

핑한다. 예를 들어 (그림 6)은 0에서 3의 범위를 가지는 

연속 데이터의 예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데이

터 3의 존재는 두 번째 행의 마지막 컬럼을 1로 세팅함

으로써 알 수 있다.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서 port 번

호 데이터(n)를 가지는 m개의 레코드를 매핑하려고 할 

때 요구되는 저장공간은 m*n 비트가 된다. 이러한 표

현방식은 비트맵 인덱스 간의 bitwise 연산을 통하여 효

율적인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소스 포

트와 목적지 포트를 사용하는 모든 레코드를 두 개의 비

트맵 인덱스의 bitwise 연산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비트맵인덱스의 단점은 많은 저장공간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압축된 비트맵 

인덱스가 제안된다. 이것은 Run Length Encoding 

(RLE)을 사용하여 컬럼방향으로 인덱스를 압축하는 것

이다.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속된 1이나 0의 값

들은 하나의 1 또는 0과 그것들의 개수로 표현될 수 있

다. 이러한 방법으로 디스크 저장공간을 줄일 수 있다. 

최근의 연구는 압축된 비트맵 인덱스가 많은 항목을 가

질 경우에도 전형적인 B-트리보다 더 컴팩트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15]. 

1. BBC 

 높은 압축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빠른 bit-wise 연

산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

려진 것은 Byte-aligned Bitmap Code(BBC)이다[16]-



 

최선오 외 / 10Gbps 네트워크 트래픽 저장 및 실시간 인덱스 생성 187 

[18]. BBC는 효율적으로 bit-wise 연산을 할 뿐만 아니

라 gzip과 같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BBC는 fil 이라고 불리는 연속적인 값들을 하나의 값

과 그것들의 수로 표현하는 run-length encoding에 기

반을 둔다. fill 비트가 0이면 0-fill이라고 부르고 1이면 

1-fill이라 한다. 

RLE 기법들은 fill의 길이와 short fill의 표현에 차이가 

존재한다. 단순한 방법은 short-fill을 위하여 하나의 워

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일반적인 개선책은 short fill을 따

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개선책은 fill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적은 비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비트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BBC는 먼저 그것을 바이트

로 나누고 그다음 바이트들을 run으로 그룹화한다. 각 

BBC run은 tail이 따라오는 하나의 fill로 구성된다. BBC

는 fill length를 비트 수가 아니라 바이트 수로 표현한다.  

또 다른 특징은 byte alignment이다. 이것은 fill 

length가 바이트의 정수배가 되도록 한다. 왜냐하면, 각

각의 비트에서 작업하는 것은 바이트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CPU에서 훨씬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

이다. alighment를 하지 않는 것은 압축률을 더 높게 할 

수 있지만 bit-wise 연산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 

 2. WAH 

최신 컴퓨터들은 보통 하나의 바이트에 접근하는데 하

나의 워드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 걸린다[19]. 이

것을 이용하고 논리 연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Word-aligned hybrid scheme(WAH)가 제안되었다. 주요 

아이디어는 단지 2종류의 워드가 있도록 코딩 기법을 단

순화하는 것이고 논리 연산 중에 개별 비트나 바이트를 

추출할 필요가 없도록 정렬기법을 설계하는 것이다.  

WAH는 RLE와 literal scheme의 하이브리드라는 점

에서 BBC와 유사하지만, BBC와 달리 훨씬 더 간단하고 

바이트가 아니라 워드로 압축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WAH의 두 종류의 워드는 literal 워드와 fill 워드이다. 

WAH는 literal 워드 (0)과 fill 워드 (1)를 구별하기 위하

여 워드의 가장 중요한 비트를 사용한다. literal 워드의 

나머지 비트들은 비트맵으로부터의 비트 값들을 사용한

다. 그리고 fill 워드의 두 번째로 중요한 비트는 fill 비트

이고 나머지는 fill length를 표현한다.  

(그림 7)은 128 비트를 표현하는 WAH 비트 벡터를 보

여준다. 이 예에서 워드는 32비트이다. (그림 7)의 두 번

째 라인은 비트맵이 어떻게 31비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세 번째 라인은 각 그룹의 16진수 

값을 보여준다. 마지막 라인은 WAH 워드의 값들을 보여

준다. 처음 3개의 워드는 일반적인 워드이다. 2개의 

literal 워드와 1개의 fill 워드를 나타낸다. fill 워드 

80000002는 두 개의 워드 길이의 0-fill을 나타낸다. 즉, 

62개의 연속된 zero 비트를 나타낸다. 다른 말로 하면 우

리는 fill length를 literal 워드의 배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은 Bitwise 연산의 예를 보여준다. 논리 연산

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각 31비트 그룹을 매칭할 

필요가 있다. literal 워드는 그 그룹의 위치를 차지하고 

fill 워드는 해당하는 첫 번째 그룹을 위해 예약된 공간

에 주어진다. C의 첫 번째 31비트 그룹은 A의 것과 같

다. B의 대응하는 그룹이 1-fill이기 때문이다. C의 다

음 3개의 그룹은 오직 zero 비트만을 포함한다.  

논리 연산은 압축된 비트맵에서 직접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연산에 필요한 시간은 압축된 비트맵의 크기에 

관련된다. 압축된 부분과 압축되지 않은 부분의 비율이 

0.5보다 작을 때 논리 연산 시간은 평균 압축률에 비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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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H는 BBC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첫째, 

WAH의 인코딩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하다. WAH는 두 

종류의 워드를 가지고 있고 BBC는 네 종류의 run을 가

지고 있다. 둘째, WAH는 항상 워드를 액세스하지만 

BBC는 바이트를 액세스한다. BBC는 메모리로부터 

CPU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셋째, BBC는 WAH보다 더 작은 short-fill을 인

코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많은 비용이 든다.  

3. COMPAX 

COMPressed Adaptive index(COMPAX)[21]는 비트

맵 인덱스 사이즈를 줄이는 워드의 코드북을 사용하여 

생성된다. 네 개의 워드 타입이 사용된다. 다음의 네 개

의 32비트 워드 타입들은 31비트 청크 단위로 비트 스

트림을 인코드하는 데 사용된다. 

 

1) [L]은 0과 1의 bitwise mix를 구성하는 청크를 나타

낸다.  

1 0011100 11000010 00110000 00000000 

2) 0-fill [0F]는 RLE에 의해 제로비트의 연속적인 청

크들을 인코드한다. 예를 들어 3개의 31 제로비트

가 단 하나의 32비트 워드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000 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11 

처음 3개의 비트(000)은 코드워드 타입을 나타내고 

나머지 29비트는 31비트 청크의 수를 나타낸다. 

3) [LFL]은 null-suppression을 적용한 후에 [L]-

[0F]-[L] 워드의 시퀀스를 나타낸다. 세 개의 워드 

중에서 페이로드 바이트 중 오직 하나만 non-zero 

(“dirty”) 이고 [0F] 워드에서 더티 바이트가 포지션 

0에 있으면 [L] 워드로부터의 세 개의 더티 바이트

와 두개의 위치 (0에서 3)는 단 하나의 [LFL] 워드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9)는 이것의 예를 보여준다. 

4)  [FLF] 워드는 [0F]-[L]-[0F]를 따르는 워드의 시

퀀스를 나타낸다. 세 개의 연속된 워드가 그 패턴을 

따르고 각 페이로드에 단 하나의 더티 바이트가 있

고 [0F] 워드에서 더티 바이트가 포지션 0에 있을 

때 그것들은 [FLF]로 압축된다.  

 

WAH와 비교할 때 WAH는 두 개의 워드를 사용한다. 

COMPAX는 [LFL] 과 [FLF]의 코드워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COMPAX는 1-fil을 사용하지 않는다. COMPAX

는 WAH에 비교하여 저장공간을 훨씬 더 적게 사용한

다. 튜플 정렬단계와 함께 사용할 때 약 60% 이상의 공

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8.1기가바이트 WAH 

비트맵 인덱스는 COMPAX를 가지고 3.3기가바이트로 

줄어들었다.  

4. 질의 처리 방법 

시스템은 소스 IP, 목적지 IP, 소스포트, 목적지포트, 

프로토콜, 시간과 같은 인덱스에 포함되는 속성에 대하

여 equality 질의나 범위 질의를 수행할 수 있다. 질의 

수행은 (그림 10)과 같이 다음의 단계를 포함한다. 

 

1) 질의에 포함된 컬럼이나 속성이 결정된다. 압축된 

비트맵 인덱스로부터 관련된 컬럼이 검색된다. 

2) 압축된 컬럼들 사이의 boolean 연산은 decompres-

sion 없이 직접 수행된다. 압축된 파일에서 플로우 

레코드 위치가 결정된다. 

3) 파일의 해당 부분의 압축을 풀고 결과가 사용자에

게 전달된다. 

 

예를 들어 시스템 관리자는 10.4.0.0/16 범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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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에 의해 포트 137을 접속한 모든 목적지 아이피를 

알기 원한다고 하자. 해당 질의는 다음과 같다. 

 

- Query: 소스IP가 10.4.*.* 범위에 있고 목적지 

포트가 137인 모든 목적지 IP를 찾아라. 

 

비트맵 인덱스 파일들은 매시간 만들어지기 때문에 

첫째 질의의 관심 시간 범위에 있는 인덱스 파일들이 검

색된다. 그리고 SrcIP.byte1, SrcIP.byte2, DstPort 에 

대한 비트맵 인덱스들이 검색된다. 우리는 각 컬럼의 압

축을 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 개의 컬럼에 대하여 

AND 연산이 수행된다.  

세 컬럼의 조인 결과가 {200, 10010, 10500}의 플로

우 번호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자. 각 압축블록은 4000개

의 플로우 레코드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해당하는 3개

의 플로우를 검색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블록과 세 

번째 블록을 검색할 필요가 있다. 각 블록의 시작 위치

는 해당 파일의 헤더에 제공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

당하는 소스 IP의 주소가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Ⅴ. 결론 

우리는 이 문건에서 10Gbps 네트워크 트래픽 저장방

법과 실시간 인덱스 생성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네

트워크 트래픽 저장을 위하여 PF_RING 기술을 소개하

였고 싱글 스레드 시스템과 멀티 스레드 시스템에서 네

트워크 트래픽을 저장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저장된 네트워크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검색하

기 위한 비트맵 인덱스 기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비트

맵 인덱스 기법으로 BBC, WAH, COMPAX를 소개하였

고 최종적으로 비트맵 인덱스를 이용한 질의처리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약어 정리 

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 

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BPF BerkeleyPacket Filter 

RSS Receive-Side Scaling 

NIC Network Interface Card 

NUMA Non Uniform Memory Access 

RLE Run Length Encoding 

BBC Byte-aligned Bitmap Code 

WAH Word-aligned hybrid scheme 

COMPAX COMPressed Adaptiv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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