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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DDoS(Distributed Denial-of-Service) 공격 또는 유해 트래픽 유입을 탐

지 또는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

능은 거의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 보안 솔루션들이 탑재하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HTTP 

트래픽의 실시간 데이터 측정 양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HTTP 트래픽을 

실시간 패킷 단위로 분석한다는 것에 대한 성능 부담감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응용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는 성능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고비용의 소프트웨어 가속

기나 하드웨어에 의존적인 전용 장비를 탑재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

재 대부분의 PC 에 탑재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의 GPU(Graphics Processing Units)를 범용적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GPGPU(General-Purpose computation on Graphics Processing Units)의 연구에 힘입어, NVIDIA

사의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HTTP 패킷 추출 

성능을 응용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 향상시켜 보고자 하 다. HTTP 패킷 추출 연산만을 기준으로 

GPU 의 연산속도는 CPU 에 비해 10 배 이상의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1. 서론 

인터넷에서의 웹 서비스는 매우 개방적이며 쉬운 
접근 방식을 지향하는 서비스 형태이다. 반대로 이러

한 웹 서비스의 특징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웹 서비스에 장애를 일으키기 위한 행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가장 대표

적인 시도가 DDoS(Distributed Denial-of-Service) 공격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격성이나 유해성 인터

넷 트래픽을 탐지 또는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기관들이 네트워크 트래픽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웹 서비스 형태가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을 사용하기 때문에 
HTTP 트래픽을 실시간 패킷 단위로 분석하는 능력은 
시스템의 도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1].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HTTP 트래픽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HTTP 트래픽을 실시간 패킷 단위로 분석한다는 부담

감은 그대로 성능 문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이러

한 성능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부분의 수많은 솔루션 
제작 업체들은 응용 어플리케이션 차원이 아닌 고가

의 소프트웨어 가속기나 하드웨어에 의존적인 전용 

장비를 탑재하기에 이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PC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그래픽 카드의 GPU(Graphics 
Processing Units)를 범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GPGPU(General-Purpose computation on Graphics 
Processing Units)의 목적에 따라, GPU 를 이용하여 네
트워크 트래픽에서 HTTP 패킷을 추출하는 프로그램

을 구현함으로써 응용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 성능을 
향상시켜 보고자 하 다. 

프로그램 개발은 NVIDIA 사의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를 사용하여 C 언어로 구현

하 으며, GPU 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 두 
개의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성능을 비교하 다. 

 
2. GPGPU를 이용한 HTTP 패킷 추출 기능 구현 

2.1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 
우선,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나누

어 호스트 PC 에 정해진 크기만큼 패킷들을 배열화하

여 연속된 공간에 적재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할당한

다. GPU 를 이용하는 시점에는 호스트 메모리에 저장

된 패킷 데이터들을 GPU 의 전역 메모리로 복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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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렇게 패킷 데이터들을 연속된 공간에 적재

하게 되면 GPU 에 의해 할당된 다량의 쓰레드는 각
각의 고유한 인덱스를 부여 받게 되어 해당 인덱스에 
부합하는 메모리 역에 접근할 수 있다. 만약, 쓰레

드의 수를 메모리에 저장된 패킷 데이터의 개수만큼 
할당하게 되면 GPU 하나의 쓰레드는 단지 하나의 패
킷 데이터만 독립적으로 분석하면 된다. 

 

 

(그림 1) GPU 에서의 프로그램 구조 

(그림 1)을 살펴보면, 패킷 데이터를 GPU 의 전역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8 개를 적재하고 GPU 에서 쓰레

드를 패킷 데이터 개수만큼 생성하게 되면 각각의 쓰
레드는 0 에서 7 까지의 인덱스를 부여 받게 되는데, 
GPU 의 각 쓰레드는 이 인덱스를 사용하여 전역 메
모리에 배열 형태로 저장된 패킷 데이터 하나를 분석

하게 되므로 각 쓰레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패킷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는 GPU 의 전역 
메모리 공간에 배열 형태로 미리 할당된 결과 테이블

의 각 쓰레드 고유 인덱스에 부합하는 역에 저장하

게 된다. 
 
2.2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제공 방법 
프로그램에서 GPU 의 성능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

해서는 대용량의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패킷 캡쳐 프로그램인 WinPcap[2]을 이용하여 
대용량의 트래픽 데이터를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캡쳐하여 2GB 정도의 트래픽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

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프로그램은 실행 초기에 
WinPcap 에 의해 저장된 대용량 트래픽 데이터 파일

을 읽어 사전 정의된 패킷 개수만큼 트래픽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호스트 메모리에 적재한다. 

 
2.3 HTTP 패킷 추출 선별 기준 및 데이터 구조 
HTTP 패킷 분석은 네트워크 트래픽 보안 분야에서 

DDoS 공격에 대한 탐지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
으며, 특히, HTTP get flooding 공격은 DDoS 공격 형태 
중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1]. 본 논문에서 구
현한 프로그램에서는 HTTP get flooding 공격 탐지를 
가정하여 선별 기준을 마련하 다. 

HTTP 패킷을 분석하여 추출하기 위한 선별 기준들

을 편리하게 하나의 묶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패킷 
필터를 (그림 2)와 같이 정의하 다. 

 
(그림 2) 패킷 필터 구조체 정의 

 
(그림 2)의 패킷 필터 구조체는 TCP 프로토콜을 기

준으로 정의하 으며, 목적지 IP 주소(dstIpAddress)는 
IP 주소의 마스크(dstIpMask)를 사용하여 하나의 목적

지 IP 뿐만 아니라 목적지 IP 대역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dstIpMask 필드를 255.255.255.0 으로 지
정하여 dstIpAddress 필드에 저장된 목적지 IP 주소를 
바탕으로 xxx.xxx.xxx.1 부터 xxx.xxx.xxx.255 까지 범위

를 설정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3)은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패킷 필터의 내용이다. 

 

 
(그림 3) 패킷 필터 설정 

 
아래의 (그림 4)는 호스트 메모리 및 GPU 의 전역

메모리에 적재될 패킷의 구조체를 정의한 것이다. 
 

 
(그림 4) 패킷 구조체 정의 

 
(그림 4)의 패킷 구조체에서 readTime 필드는 패킷

이 수집된 시각을 나타내며, 실제로 패킷 데이터는 
최대 1500bytes 를 넘지 않도록 data 필드에 저장된다. 

사전 정의된 패킷 필터에 의해 실제 패킷이 걸러질 
경우, 추출된 HTTP 패킷에서 소스 IP 주소 및 HTTP
의 URI 정보를 가져와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정의

된 결과 구조체의 할당 역에 결과 데이터를 저장한

다. 
 

 
(그림 5) 결과 구조체 정의 

 
(그림 5)의 결과 구조체에서 pathStartIdx 필드는 

URI 정보가 포함된 패킷 데이터 내에서 URI 문자열

의 시작 인덱스를 나타내며, pathLen 필드는 URI 문자

열의 총 길이를 나타낸다. URI 정보 필드를 이러한 
형태로 정의한 이유는 이미 패킷 데이터에 URI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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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URI 문자열 인덱스와 길
이를 가지고 URI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4 CUDA 를 이용한 HTTP 패킷 추출 
CUDA 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는 의미

는 GPU 에 할당된 다수의 쓰레드가 동시에 공통된 
연산들의 집합, 즉, 단위의 함수 내에 정의된 연산들

을 처리한다라는 의미이다. 프로그램에서 함수 호출 
시점에 해당 함수를 사용할 GPU 의 블록 수 및 블록

당 쓰레드 수를 지정하게 되면, 지정된 수만큼 GPU
의 쓰레드가 할당되어 함수 내에 정의된 연산들을 동
시에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6) CUDA 를 이용한 패킷 추출의 구현 

 
(그림 6)은 CUDA 를 이용하여 HTTP 패킷 추출 함

수를 호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GPU 블록의 
개수를 512 개, 블록당 쓰레드의 개수를 1024 개로 설
정하여 kernel 함수를 호출하고 있다. 각각의 쓰레드

는 함수 내에서 저마다의 고유 인덱스 값을 가지게 
되며, 이 인덱스 값을 사용하여 devPacketTable 에 적
재된 패킷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를 
devResultTable 에 저장하게 된다. 즉, 적재된 GPU 에 
할당되는 총 쓰레드의 수는 524,288 개에 이르기 때문

에 동시에 524,288 개의 패킷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림 6)에서 kernel 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넘기

는 인자들은 함수 호출 전에 GPU 의 전역 메모리에 
적재된 데이터들의 메모리 주소 값이다. 즉, kernel 함
수가 GPU 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은 
사전에 GPU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의 
(그림 7)은 CUDA 를 이용하여 GPU 의 전역 메모리에 
데이터를 적재하는 모습이다. 

 

 
(그림 7) CUDA 를 이용한 데이터 적재 

 

CUDA 를 이용한 HTTP 패킷 추출의 성능 향상을 
비교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의 (그림 8)과 같이 
CUDA 를 사용하지 않은 호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하

다. 
 

 
(그림 8) CPU 를 이용한 패킷 추출의 구현 

 
(그림 8)은 호스트에서 하나의 메인 쓰레드가 반복

문을 돌면서 호스트 메모리에 적재된 패킷 데이터 배
열을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패킷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2.5 구현 결과 
프로그램은 Microsoft Windows XP(SP3) 운 체제에

서 Visual C++ 2008 Express Edition[3]과 NVIDIA CUDA 
Toolkit 4.0[4]을 설치하여 개발하 으며, 프로그램 성
능 측정은 Intel(R) Core(TM)2 6400 @ 2.13GHz 의 CPU 
및 NVIDIA 의 Geforce GTX 550 Ti 그래픽 카드가 탑재

된 호스트 PC 에서 진행하 다. 
다음의 <표 1>은 CPU 와 GPU 의 HTTP 패킷 추출 

기능의 속도를 측정하여 비교한 것으로 GPU 에서의 
실행시간이 약 10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행시간 측정은 분석 대상이 되는 패킷 데이터들이 
CPU 를 사용할 경우에는 호스트 메모리에, GPU 를 사
용할 경우에는 GPU 의 전역 메모리에 모두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표 1> CPU 와 GPU 의 HTTP 패킷 추출 기능 속도 비교 

패킷의 
총 개수 

패킷의 
총 데이터량 

실행시간 

CPU GPU 
524,288 개 756MB 63ms 5.72ms

655,360 개 945MB 94ms 6.64ms

 
3. 관련 연구 

3.1 HTTP 헤더 구조 
본 논문에서 구현된 HTTP 패킷 추출 프로그램은 

아래의 (그림 9)와 같이 HTTP 요청 헤더 정의의 첫 
번째 라인을 참고하 다[5]. 

 

 
(그림 9) HTTP Request-Line 정의 

 
HTTP 요청 헤더의 가장 첫 번째 요소로 HTTP 메

소드가 등장하며 하나의 스페이스 문자 다음에 URI 
정보가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프로그램에서는 HTTP 요청 패
킷 중 GET 메소드를 사용하는 HTTP 패킷을 추출하

도록 패킷 필터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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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PU 와 GPU 의 구조 
CPU 와 GPU 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설계를 바탕으로 그 사상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CPU 는 하나의 쓰레드에서 복잡한 제어 논리들을 빠
르게 처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커다란 캐쉬 메모

리를 사용하여 명령어 및 데이터 접근 지연을 줄이고

자 하 다. 이와 다르게 GPU 는 대량의 그래픽 데이

터를 빠르게 계산하여 처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수치 연산에 최적화된 대량의 코어들을 
동시에 사용하여 특정 수치 연산들의 나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음의 (그림 9)는 
CPU 와 GPU 의 설계상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6]. 

 

 
(그림 9) CPU 와 GPU 의 구조 

 
CPU 의 이러한 설계는 순차적으로 복잡한 명령어

들을 처리하는 범용적인 용도로는 적합하지만, 단순

한 수치 연산들의 나열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에 있어

서는 GPU 와 비교하면 성능이 매우 떨어진다. 
이러한 GPU 의 특징에 착안하여 빠른 그래픽 처리

에 근간을 두고 있는 GPU 를 GPGPU 라는 연구를 통
하여 그래픽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과학 등 빠른 수
치 연산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활용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3 CUDA 의 구조 
CUDA 는 개발자들이 범용적인 목적으로 GPU 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할 때, 그래픽 처
리의 내부적인 상황들을 자세히 알지 못해도 어플리

케이션 개발 차원에서 매우 친숙한 개발 인터페이스

를 제공함으로써 GPU 를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
도록 NVIDIA 사에서 제안한 모델이다[7]. 

아래의 (그림 10)은 CUDA 가 사용 가능한 GPU 의 
메모리 모델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CUDA 를 통하여 
사용 가능한 메모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8]. 

 

 

(그림 10) CUDA 디바이스의 메모리 모델 
(그림 10)을 살펴보면, 하나의 그리드는 여러 블록

들의 집합으로, 하나의 블록은 여러 쓰레드의 집합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블록 내부에는 같은 블록

의 쓰레드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Shared 메모리가 존
재하는 반면에, 블록 외부에는 모든 블록의 모든 쓰
레드가 접근할 수 있는 읽기/쓰기가 가능한 Global 메
모리와 읽기만 가능한 Constant 메모리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프로그램은 실행 초기에 패킷 
데이터 전체를 GPU 의 전역 메모리에 적재하게 되는

데, 바로 GPU 의 Global 메모리에 적재하는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에서 HTTP 
패킷 추출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NVIDIA 사의 
CUDA 를 사용하여 기존의 개발 환경과 동일한 개발 
환경에서 쉽게 GPU 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었다. 또한, GPU 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성능을 비교

해 보고자, 호스트 PC 의 CPU 를 이용하는 같은 기능

의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두 프로그램의 성능을 비교 
측정해 본 결과, GPU 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실행 속
도가 약 10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상용 네트워크 트래

픽 보안 솔루션에 GPGPU 를 이용한 HTTP 패킷 추출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1)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

픽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GPU 의 메모리에 빠르게 
적재시키는 방법, (2) 패킷 필터링 기능을 보완하여 추
출하려는 HTTP 패킷 종류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
는 방법, (3) 솔루션의 목적에 맞게 HTTP 패킷 추출 
결과 데이터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등의 문제들이 
같이 고려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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