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owmon 솔루션 소개
Your Network Under Control



01 변화 하는 네트워크 환경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

 네트워크의 트래픽 현황은 ?  

 Capacity Planning 을 위한 통계정보는 ?

 인터넷을 통해 활용되는 Application의 현황은 ?

 각종 보안 장비의 로그 및 Alert 에 대한 상관 분석은 ?

 증가 하는 보안 위협에 대한 대비는 ?



02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늘어나는 관리 포인트 및 데이터의 바다에…)

 증가되는 각종 보안 솔루션 운영 관리 (네트워크 및 End Point  보안)

 증가하는 클라우드 활용 및 이에 따른 네트워크 변화 불가피

 증가되는 보안 위협에 대한 대비(malware, ransomware, DDOS)

 사후 분석을 위한 Packet Capture 솔루션 및 스토리지의 증가…



03 줄어들지 않는 각종 사고들
(네트워크 이슈 / 보안 이슈)

 네트워크 장애 및 속도 저하

 각종 Application  장애에 따른 Call 증가

 다양한 보안 사고 들(해킹, DDOS, 자료 유출, Ransomware…)

 늘어나는 로그 및 트래픽 저장공간과 분석 시간들…



04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Flow  기반의 가시성 확보 및 보안 강화)

손쉽고 직관적인 모니터링

전문인력 없이도 활용 가능 한 현황 파악 및 이슈 관리

변화하는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탐지

DDOS 공격에 대한 탐지 및 방어

On Demand 패킷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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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mon  소개



Flowmon 소개

 2007년 설립 (체코)

 기술력기반의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 글로벌 기업

 2016년부터 가트너 Magic Quadrant공식 등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럽IT기업 (딜로이트)

 전세계 1000개 이상 고객

 주요 벤더사와 기술 파트너쉽



Flowmon 소개

1000+ customers 
40+ countries

Strong R&D 
background

First 100G probes 
in the world

European
origin

혁신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성능 관리와
보안 모니터링 통합 솔루션

고객 레퍼런스



Flowmon의 접근 방식

NetFlow (IPFIX)  및 NBAR2  활용

NetFlow v9 의 Extended 버전,  다양한 가변 필드 지원으로 확장된 L7 visibility 및 성능 metrics 제공

Flow data

실 트래픽 대비 Flow 비율은 500 :1



Flowmon 활용 분야

Network Visibility

IT Operations Security

Network
Performance
Monitoring and
Diagnostics

Application
Performance
Monitoring

Network
Behavior 
Analysis

DDoS Detection
& Mitigation

NPMD APM ADS(NBA) DDoS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네트워크 비정상
행위 탐지, 분석

DDoS 탐지, 완화



Flowmon 활용 분야 – 세부 내역

현황, 분포, 추이 모니터링
네트워크 및 서비스 장애 원인 파악 및 Troubleshooting
네트워크 및 서비스 성능, 사용자 체감 성능 모니터링 및 분석

네트워크 운영

보안 위협 관리

분석 및 리포팅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 최근에 신규 발생한 이벤트 탐지, 분석
머신 러닝 기반 베이스라인을 통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이벤트 탐지, 분석
사내 보안 정책에 위배되는 이벤트 탐지, 분석.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접속)된 인가되지 않은 새로운 디 바이스(시스템) 탐지, 추적

탐지 이벤트 Trigger & Alert
이벤트 Evidence record & post analysis (On Demand Full Packet 저장)
다양한 리포팅 및 대시보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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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mon  솔루션 구성



Flowmon 솔루션 구성

Appliance

Probes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NetFlow/IPFIX data 생성전달

Collectors

 Flow 정보를 통한 통합 모니터링 및 리포팅

Plug-in module (add-on Option)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선택 가능 Network Visibility
Troubleshooting

Flowmon 
Collector

LAN/WAN with Flowmon Probes or 
NetFlow/IPFIX compatible devices

Network Security
Anomaly Detection 

Application Performance 
Monitoring

DDoS Protection



Flowmon 솔루션 구성

기운영중인
네트워크
장비에서

Flow 전달

Flow 정보 및 L7 
모니터링

Flow 정보 통합을 통한
모니터링 및 분석



Flowmon 솔루션 구성

Flowmon Probe 
(full packet processing )

Flowmon Collector
(Analysis & Report)

트래픽
미러링

IPFIX flow Export

NetFlow v5/9/10
NetStream
IPFIX
sFlow
cFlow

NPMD

ADS

APM

DDoS

NTR

Add-on 라이선스

기본

TAP



Flowmon 의 활용

 Next Generation Network Monitoring (NetFlow/IPFIX)
 네트워크 트래픽 가시성

 실시간 트래픽 이력정보 및 히스토리 정보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 비용 최적화

 효율적인 Trouble-shooting

 Next Generation Network Security (NBA, NBAD)
 엔드 포인트, 네트워크 보안장비 및 시그니처 기반 솔루션 보완

 행위기반 이상 징후 탐지

 다양한 공격 및 Zero Day 위협에 대한 탐지

 의심스러운 데이터 전송 및 행동 탐지를 통해 Malware,

Zero Day Attack  등 다양한 보안 및 운영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탐지



Flowmon 의 활용

 전체 패킷 캡처
 필요에 따라 On-demand 패킷 캡처 지원(사후 분석 및 증빙)
 다양한 성능 및 분산 구조 지원 (1G/10G/40G)

 애플리케이선 성능 모니터링(APM)
 에이전트 설치없이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구조 및 성능에 영향없이 활용 가능
 웹 트래픽(HTTP/S  및 SQL  DB 지원)

 디도스 탐지
 Flow  기반의 대용량 공격 트래픽 모니터링
 다양한 모니터링 환경 지원

(stand-alone, integrated, with scrubbing center)
 디도스 트래픽 우회 및 즉각적인 방어 지원

(디도스 방어 솔루션과 연동 : F5 / Radware /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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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mon  Probe



Flowmon Probe

 실시간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여 다양한 Flow 정보를 생성 및 전달

( L2~L7 정보 확인 및 필요시 전체 트래픽을 저장)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

( RTT / SRT / Delay / Jitter / TCP Retransmission 등)



Flowmon Probe

 필요시, Sampling 을 통한 모니터링 지원 (ISP 혹은 Telco)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다양한 Flow 버전으로,

다양한 대상(3th party Collector, SIEM  등)에 전달 가능

Flowmon Probe

Flowmon
Collector

SIEM

Legacy
Systems

NetFlow v5

IPFIX

NetFlow v9



Flowmon Probe - Models

Examples
IFP-2000-CU – two metallic ports 1G
IFP-20000Pro-SFP+ – two ports 10G accelerated, SFP+
IFP-1000-VA – one port 1G virtual
IFP-200000Pro- QSFP28– two ports 100G accelerated, QSFP28

IFP-20000Pro-SFP+

IFP – Flowmon Probe
X – Number of monitoring ports (1, 2, 4)
NNNN – Monitoring port speed (1000/10000/100000 Mbps)
Model – Pro (accelerated), VA (virtual), for standard model blank
Interface – physical interface type (CU, SFP, SFP+, QSFP+, CF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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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mon  Collector



Flowmon Collector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Flow 정보를 저장 하고 필요한 분석, 모니터링 및 정책을 설정

(Advanced analytics, visualization, reporting and alerting tools) 

 GUI 를 통한 다양한 분석 기능 지원



Flowmon Collector

 Configuration Center : System 구성 관리, 사용자 관리 및 인증 관리 등

 Flowmon Dash Board : Widget 을 통한 다양한 통계 및 현황 모니터링

 Flowmon Monitoring Center : Flow 정보 저장관리 및 Visualization 



Flowmon Collector - Models

IFC-R5-6000Pro

IFC – Flowmon Collector
RAID type – R5 (RAID5), R6 (RAID6), for virtual left blank
NNNN – Storage size in GB
Model – Pro (2x PSU, Hot Swap), VA (virtual), blank (1x PSU, no Hot 
Swap), SSD (SSD storage, 2x PSU, Hot Swap)

Examples
IFC-R5-1000 – 1TB, hardware RAID5, iDRAC Express, 1x PSU
IFC-R5-2000 – 2TB, hardware RAID5 , iDRAC Express, 1x PSU
IFC-R5-3000Pro – 3TB, hardware RAID5, iDRAC Enterprise, 2 x PSU
IFC-R5-2880SSD – 2,88TB, hardware RAID5, iDRAC Enterprise, 2 x PSU
IFC-1000-VA – 1TB, virtual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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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mon
(NPMD- Network Performance 

Monitoring & Diagnostics)



Flowmon NPMD

 네트워크 성능을 가시화하여 제공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시화

 사용자의 인터넷 환경에서 경험하는 네트워크 상태 데이터를 제공

- end to end experience, user experience

 네트워크 상태 분석과 진단을 통한 효과적인 장애 처리

 실시간 플로우 정보와 장시간 동안의 플로우 데이터 저장

 RTT (Round Trip Time) – network delay

 SRT (Server Response Time) – server delay

 Delay, Jitter, TCP Retransmissions

 NPM 수치를 기준으로 Alert 설정



Flowmon NPMD - NPM Principles

Round Trip Time – delay introduced by network
Server Response Time – delay introduced by server/application

Delay (min, max, avg, deviation) – delays between packets

Jitter (min, max, avg, deviation) – variance of delays between 

packets

Syn

Syn, 
Ack

Ack

RTT

TCP handshake

Req

Ack Data

Client request

SRT

Server response

Data Data Data

Delay

Client

Probe

Server



Flowmon NPMD - NPM Principles

RTT

RTT = 3.165201 – 3.160639 = 0.004562

SRT

SRT = 3.360356 – 3.360355 = 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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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mon  Add-On
(ADS-Anomaly Detection System)



Flowmon – ADS

 기 구축 운영중인 End-Point  솔루션과 Perimeter(경계단) 솔루션의 한계를 보완

 머신 러닝 기반으로, 자동화된 위협, 공격 탐지 및 장애 원인 파악

 네트워크의 이상 행위탐지를 통한 위협 조기 발견 및 Visualization  지원

F
lo

w
m

o
n

A
D

S

Machine 
Learning

Adaptive 
Baselining

Heuristics

Behavior 
Patterns

Reputation 
Databases



Flowmon – ADS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공격

 감염된 디바이스 확인 (봇넷,  C&C 및 공격자와 통신 하는 서비스확인)

 각종 Scanning 모니터링 및 탐지

 네트워크 서비스 장애 혹은 이상 징후 확인

 인터넷을 통한 비정상적인 자료 유출 확인

 PROXY bypass  및 TOR  접속 확인

 DNS 및 DHCP  이상 징후 확인

 사용자 정의 Anomaly Detection Method  지원을 통한

유연한 대응 지원



Flowmon – AD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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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mon  Add-On
(APM-Application Performance 

Monitoring)



Flowmon – APM

 Agent 설치 없이 모든 사용자의 트랜잭션 모니터링

 Application에 대한 사용자 체감 성능 모니터링(User, Transaction)

 Network 성능, Application 성능,  DB  성능 구분 모니터링 (User Application  DB Server )

 다양한 성능 지표를 통한 통계 제공

Metrics Value

Transaction Count 5,275,217

Amount of Data 62.03 GB

Average Response time 1.116 s

Median Response time 0.043 s

95% percentile 7.667 s

APM Index Statistics ART & NTT



HTTP / 1.1
HTTP / 2.0

SSL 
decryption

Supported Application Protocols

Web Protocols Database Protocols

User  Application  Database transactions Correlation

Flowmon – A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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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mon – APM

 사용자 체감 성능

 네트워크 구간 성능

 애플리케이션 성능

사용자체감 성능
네트워크 성능, WEB응답성능

DB응답성능
WAS응답성능

User

L4 
S/W S/W S/W

트래픽
미러링

백본
S/W

TAP

Flowmon Probe

Flowmon Collector

트래픽
미러링

트래픽
미러링

네트워크에 흐르는 Full 패킷을 수집후 L7 Flow정보로 가공하여 데이터 처리
구성 변경 없이 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과 이상행위 탐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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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mon  Add-On
(FTR-Flowmon Traffic Recorder)



 기존의 Full Packet Capture  솔루션과 같이 모는 트래픽을 저장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Raw Packet  저장 (1G/10G/40G/100G)

>> 탐지된 이상 현상과 관련된 Packet 에 대한 저장

 스케줄 및 필터링을 통한 저장공간의 효율적인 사용 및 향후 빠른 분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

Flowmon – FTR



Flowmon – FTR

CAPTURE TASK
STARTED

ip 10.0.0.1

Rolling Capture Buffer

 최근 packet을 메모리 버퍼에 보관
 각각의 플로우 별 시작되는 N packet을 버퍼에 보관

 지정된 시간 동안 지정된 저장공간에 롤링 버퍼를 사용하여 저장

 Packet 캡쳐 방식과 연계

 버퍼에 저장된 packet 도 추출하여 보관

 ADS와 연동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캡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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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mon  Add-On
(DDOS Defender)



Flowmon – DDOS Defender

 Volumetric DDOS 공격 탐지

 자동, 수동 Base Line 설정 지원 및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Base line  운영

 다양한 트래픽 우회 방식을 지원하며, 사용자 간섭 없는 자동 우회 지원

>> PBR / BGP / BGP Flowspec / RTBH / 사용자 정의 Script  

 Scrubbing Center 연동 및 3th Party Solution(F5/A10/Radware)과의 연계를 통한 사용자
간섭 없는 자동 방어 지원



DDOS Defender 활용 – BGP Flowspec

Internet

Service Provider Core

플로우 데이터 수집
베이스라인 학습

Attack

Anomaly Detection
Mitigation 실행

Protected Object 1
e.g. Data Center, 
Organization, Service 
etc…

Protected Object 2

BGP FlowSpec을 통해 특정 루트
advertisement

Dynamic signature: Dst IP: 1.1.1.1/32
Dst Port: 135
Protocol IP: 17 (UDP)
Discard

Dropped traffic for Dst IP: 1.1.1.1/32 
Dst Port: 135
Protocol IP: 17 (U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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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
t Service Provider 

Core

Flow Data 
Collection

Learning Baselines

Attack

Anomaly Detection
Mitigation 실행

DDOS 방어
솔루션 (F5/A10)

Attack 
path

Clean 
path

BGP Route Injection
통한 트래픽 전환

베이스라인과 공격 특성을 포함한
Dynamic Protection 정책 배치

Protected Object 1
e.g. Data Center, 
Organization, 
Service etc…

Protected Objec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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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Defender 활용 – 3th Party  연동



DDOS Defender 활용

flow 데이터 수집
베이스라인 학습

Anomaly Detection
& Mitigation 실행

BGP 루트 삽입 및 변경
사항 전파를 통해 트래픽

전환

Internet

FlowGRE tunnel

Scrubbing center

Enterprise / 
Datacenter

HTTP/UDP 공격 경보 및
Incident Characteristics

1. Original Attack

2. Rerouted 
Attack 3. Cleaned 

Traffic

복잡한
트래픽 scru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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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mon  Cloud
(Cloud Traffic Visibility)



Monitoring Options in Public Cloud

3rd party vTAP03
● 모니터링 서버의 모든 패킷 데이터를 플로우몬

가상 장비로 제공

ERSPAN/GRE02 ● ERSPAN/GRE를 위한 L3 네트워크 구성요소 지원

Native Mirroring01

● Azure와 AWS는 가상 인터페이스로 부터 VxLan

터널링을 이용하여 트래픽을 전달하는 자체

vTap을 제공합니다.

● 플로우몬은 새로운 public cloud의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해 타 벤더사와 협업합니다.

FlowLogs04
● Public Could에서 제공하는 자체 로그



Flowmon in Public Clouds

 Benefits of Consolidated Flow Monitoring
 on-premise, private cloud, public cloud and hybrid 환경에 통합된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네트워크 관리자, 보안 관리자, 서버 관리자를 위한 협업 시스템 제공



3rd Party vTAP (Agents)

• Prisms agent deployed 
on a monitored server

• Traffic encapsulated in 
VxLAN or GRE

• vTAP component on 
servers

• 4 Instances needed: 
FabricManager, 
VSeriesController, 
vTAPController, 
VSeriesNode

• CloudLens
• Docker component on 

both server and probe 
side



Flow Export from Cloud Platform (FlowLogs)

 NetFlow v5/v9와 동이한 정보를 CSV/JSON 로그 파일로 제공
 저장 또는 API 연동 가능

 다양한 수치 데이터 제공(timestamps, flow duration, missing traffic)

Amazon AWS:
VPC FlowLogs contain 

information to reconstruct 
traffic charts, also 

ACEEPT/REJECT flag

Microsoft Azure:
NSG FlowLogs v2 contain 
information to reconstruct 

traffic charts and 
additional information

https://docs.aws.amazon.com/vpc/latest/userguide/flow-logs.html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network-watcher/network-watcher-nsg-flow-logging-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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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Network traffic 
monitoring

Collection of traffic 
statistics

Visualization and 
detection of 
anomalies

Gartner: “80% of operational issues can be analyzed and solved by flow monitoring

Recommendation : “Implement NetFlow/IPFIX to allow better measurement of user experience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이해 (직관적인 운영관리 지원)

신속한 장애 원인 분석 지원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SLA  기반의 관리)

네트워크 및 서비스 이상 징후 탐지 및 사용자의 비정상 행위 탐지

대용량 디도스 공격에 따른 즉각적인 탐지 및 대응



Flowmon Networks a.s.

Sochorova 3232/34 

616 00 Brno, Czech Republic

www.flowmon.com

Thank you
Performance monitoring, visibility and 
security with a single s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