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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는 NFV환경의 서비스 기능 체이닝 영역에서 sFlow 기반의 트래픽 분류기를 이용한 트래픽 

관리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sFlow의 실시간 트래픽 샘플링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트래픽의 효과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제안한 트래픽 관리 기법은 대규모 트래픽의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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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사물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로 네트워크 내의 데이터 트래픽

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네트워크의 제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분리하고, 네트워크 장비 및 기능을 가상화하여 

제어/관리하는 SDN(Software Defind Networking)과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기술이 등장한다. 특히 가상

화된 네트워크 자원으로 트래픽에 따라 효과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기능 체이닝(Service Function Chaining)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대규모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서비스 기능 체이닝 

영역 내에서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기능 체이닝 영역의 트래픽 분류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을 위한 트래픽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SFC (Servive Function Chaning)

서비스 기능 체이닝은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포함된 트래픽을 가상화 된 네트워크 기능의 순서와 경로로 체인

(Chain)을 형성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1]. Fig. 1은 서비스 기능 

체이닝의 구조도를 나타냈다. 초입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해당 

트래픽 대한 서비스 기능 체인(Service Function  Chain :SFC)을 

분류하는 트래픽 분류기(Traffic Classifier)가 구성되어 있다. 분류기

는 동일한 요구를 갖는 트래픽 흐름이 다시 분류기에 도달 하였을 

때 같은 서비스 기능 체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능 경로(Service 

Function Path :SFP)를 캡슐화(Encapsulation)하여  서비스 기능 

전달자(Traffic Function Forwarder :SFF)에게 전달한다. 전달 받은 

트래픽은 서비스 기능 경로를 통해 서비스 기능(Service Function 

:SF)에 도달하여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구성된다[1].

Fig. 1. 서비스 기능 체이닝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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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Flow

sFlow는 실시간으로 패킷을 샘플링이 하여 트래픽 흐름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기술이다. sFlow agent는 스위치나 라우터 

등의 다양한 종류에 내장되어 트래픽 전반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비정상적인 트래픽 패턴을 식별, 진단한다. 트래픽 샘플링을 통한 

패킷 정보는 해당 트래픽의 흐름을 파악하고 통계정보를 제공하는데 

용의하다[2]. 또한 이를 활용한다면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와 같은 Flooding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 보안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트래픽 분류기를 이용한 모니터링

Fig. 2는 SFC 환경에서 요구를 갖는 트래픽에 대해  sFlow 기반의 

트래픽 분류기의 구조이다. 

우선 사용자의 요구 정보가 포함된 트래픽을 동일한 서비스 기능 

체인으로 분류하는 분류의 과정이 그 첫 번째이다. 분류가 끝난 트래픽

은 sFlow module을 통해 분류된 서비스 기능 체인 별로 패킷 샘플링 

과정을 수행한다. 샘플링 된 패킷정보는 Management unit으로 저장 

되어 해당 트래픽 관리정보로 사용된다. 

샘플링 된 패킷 정보를 받은 Management unit은 두 가지 일을 

수행한다. 1) 해당 패킷의 서비스 기능 체인에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을 위한 서비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본다. 안정성과 보안을 위한 

서비스 기능으로는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심층패킷분석 등이 있다.  

2) 해당 서비스 기능이 없는 트래픽을 대상으로 패킷 헤더 정보와 

통계정보를 저장하여 트래픽을 모니터링 한다.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식별될 경우 Management unit은 Classification에게 해당 트래픽에 

대한 재분류를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서비스 기능 체인을 갖는 트래픽은 SFC 영역에

서 서비스 기능 경로를 식별하기 위한 Encapsulation 과정을 거친다. 

이 후 SFC 요소는 캡슐화 된 서비스 기능 경로를 보고 해당 트래픽에 

대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정상적인 트래픽에 대한 처리

Fig. 2. sFlow 기반의 트래픽 분류기 구조도

트래픽의 초기 유입 당시 Management unit은 트래픽의 네트워크 

서비스 체인 정보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을 위한 서비스 

기능의 유무를 확인한다. 이 후 해당 서비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트래픽에 대해서 패킷 샘플링 정보를 저장 하여 모니터링 한다.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적인 트래픽 식별을 두 가지 상황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초기 유입 당시 트래픽 내의 이상 패킷 식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샘플링 된 패킷정보를 통해 이상 패킷을 확인 후, 해당 

트래픽에 대한 재분류를 요청한다. 

두 번째는 초기 유입 당시 문제가 없었던 트래픽이 어느 시점에 

비정상적인 급증과 변화를 식별하는 경우이다. sFlow는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샘플링 하는 장점[2]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 나타나

는 트래픽의 급증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식별하여  재분류를 요청 

할 수 있다. 

재분류의 과정은 이상 패킷 또는 트래픽의 변화 정보를 기반으로 

알맞은 보안 서비스 기능을 먼저 수행 되도록 서비스 기능 체인을 

재형성하여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을 향상 시킨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서비스 기능 체이닝 

영역에서 sFlow 기반의 트래픽 분류기를 이용한 트래픽 관리 기법에 

대해 소개 하였다. sFlow의 실시간 트래픽 샘플링을 통해 변화하는 

트래픽에 대응하였고, 비정상적인 트래픽의 식별과 서비스 기능 체인 

재분류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에 대한 트래픽 관리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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