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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보호 분야에서 네트워크 시뮬 이터에 한 심이 커지고 있으나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연구 

 개발이 미흡하다. 특히 침입탐지 시뮬 이터의 평가를 한 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침입탐

지 시뮬 이터가 한지 단할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시뮬 이터에

서 DARPA 99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트래픽 생성기를 설계  구  하 으며, 그 결과가 정
상 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다.

1. 서론

   네트워크의 규모가 방 해짐에 따라 네트워크 시

뮬 이터를 이용한 연구에 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보호 분야 역시 네트워크 시뮬 이터에 한 요

구는 많아 졌지만, 방 한 네트워크 표 , 침입과 방

어의 복잡성  다양성 표 의 어려움으로 연구에 

많은 진척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특히 침입탐지 

연구를 해 어 리 이션과 그 취약 을 표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며, 한 침입탐지 시뮬 이터에 

한 한 평가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아, 침입

탐지 시뮬 이터가 한지 단할 근거 자료가 충

분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침입탐지 시뮬 이터의 평가데이

터셋을 생성하기 해 DARPA 99 데이터셋[1]을 침

입탐지 시뮬 이터에 발생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침입평가데이터 생성기를 구 , 설명한다.

2. SSFNet

   NS-Ⅱ[2, 3]와 함께 표 인 네트워크 시뮬 이

터인 SSFNet(Scalable Simulation Framework Net 

work Models)[4, 5]은 DML(Domain Modeling 

Language)을 이용하여 10만개 이상의 시스템이 존

재하는 규모 네트워크를 호스트 단 로 디자인 할 

수 있다. SSFNet이 지원하는 호스트 모델링과 라우

 로토콜, 네트워크 속도 등 각 네트워크가 갖는  

실세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 세계와 유사하게 동작하는 네트워

크 환경의 모습을 구성하고 찰할 수 있다. 

SSFNet은 라우터, 링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등 부분의 인터넷 서  시스템들을 시뮬 이션하

는 데 필요한 다양한 객체들이 자바로 구 되어 있

어 시뮬 이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특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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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SFNet IP 클래스의 확장

   트래픽 생성기는 로토콜에 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하  계층에서 구 을 하여야 

하며 상  계층의 모든 로토콜을 조작 할 수 있어

야 한다. SSFNet에서 근 할 수 있는 가장 하  

계층의 로토콜은 네트워크계층으로 IP 로토콜을 

기본으로 한다. SSFNet에서 네트워크계층과 송계

층의 통신은 IP 헤더의 로토콜 번호를 이용한다. 

트래픽 생성기의 경우에는 SSFNet에서 제공하는 

TCP, UDP, ICMP 로토콜을 부 조작 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리고 트래픽 생성기는 특별한 로토

콜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래픽 생성기

를 구 하기 해서는 IP  클래스를 확장해야 한다.

   SSFNet은 네트워크계층에서 송계층으로 데이

터를 송하기 해서 로토콜 번호와 이름을 이용

하여 객체를 찾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트래픽 생성기를 이용하여 TCP 는 UDP 데이터

를 송할 때 응답 패킷을 트래픽 생성기가 아닌 

TCP 는 UDP 로토콜로 패킷을 보내기 때문에 

패킷이 올바르게 송되지 못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SSFNet의 ProtocolGraph 클래스와 

IP  클래스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트래픽 생성기는 

특정 로토콜이 아닌 모든 로토콜을 캡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ProtocolGraph  클래스에 트래

픽 생성기를 등록해 줘야 한다. 한 IP  클래스에 

상  로토콜의 객체를 가져오는 부분을 수정해 주

어야 한다. SSFNet 클래스 확장 모습은 (그림 1)과 

같다. IP  클래스는 로토콜 번호를 이용하여 로

토콜에 한 이름을 가져오고 그것을 이용하여 

ProtocolGraph에서 상  계층의 객체를 가져온다. 

수정된 부분은 로토콜 이름을 이용하여 객체를 검

색하기 에 Generator 객체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그림 1) SSFNet 클래스 확장

하는 것이다. Generator 객체가 존재하면 Generator  

객체를 반환하게 되며, 존재하지 않으면 로토콜 

이름에 따른 상  로토콜의 객체를 반환하게 된

다.

4. 평가데이터 트래픽 생성기 설계

   본 논문에서는 트래픽 생성을 해 SSFNet을 이

용하여 트래픽 생성기(Traffic Generator)를 구 하

다. 트래픽 생성기는 실세계의 TCP 덤  데이터

를 바탕으로 가상 시뮬 이터에서 같은 패킷을 생

성하는 역할을 한다. 트래픽 생성기를 이용하면 제

한된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TCP 덤  데이터를 가

상 시뮬 이터에 구축한 임의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

   SSFNet에 트래픽 생성기를 만들기 해서는 호

스트에 한 기본 설정을 하는 부분과 각 세션을 담

당하는 부분, 그리고 실세계의 TCP 덤  데이터를 

읽어 트래픽 정보를 장하고 있는 부분이 필요하

다. (그림 2)는 트래픽 생성기의 흐름도이다.

   SSFNet이 실행이 되고 DML의 ProtocolSession

에 트래픽 생성기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Generator 

클래스가 실행이 되게 된다. Generator 클래스는 

PacketManager 클래스와 TrafficManaager 클래스

를 생성하게 된다. PacketManager 클래스의 실행

을 해서는 패킷 헤더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정보는 TCP 바이 리로부터 가져오게 된다. 

PacketManager 클래스는 헤더 정보 값들을 이용하

여 패킷들의 정보를 벡터로 가지고 있으며, 

TrafficManager는 이 벡터 값들을 이용하여 SSFnet

의 가상 시뮬 이터 상에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

(그림 2) 트래픽 생성기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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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Generator 클래스

   Generator 클래스는 SSFNet의 ProtocolSession

클래스를 상속 받는다. 트래픽 생성기의 디버그 설

정 등과 같은 일반 인 설정을 담당하며 각 트래픽 

세션을 생성한다. Generator 클래스의 동작 차는 

(그림 3)과 같다.

   Generator 클래스는 DML 일로부터 트래픽 생

성기에 한 기본 설정을 읽고 설정 작업을 한 후  

실행시킨다. Generator 클래스는 PacketManager 

객체를 생성하여 자신이 생성해야 하는 트래픽 정보

를 얻게 된다. Generator 클래스는 PacketManager  

클래스의 벡터를 검사해서 생성할 트래픽이 있으면 

TrafficManager  객체를 생성해 트래픽 세션을 담당

하도록 한다. 생성 된 TrafficManager  클래스는 각 

세션의 트래픽을 송 한다.

4.2 PacketManager 클래스

   PacketManager 클래스는 트래픽 벡터를 생성하

기 해 TCP 바이 리 일로부터 헤더 정보를 추

출하고 그 정보를 유지한다. 벡터는 네트워크계층과 

송계층 정보로 나 어져 있다. (그림 4)는 

PacketManager 클래스의 동작 차를 표 한 것이

다. Generator 클래스가 PacketManager를 생성할 

때 생성자의 인자 값으로 DML에 명시된 TCP 바이

리 일의 이름을 넘겨주게 된다. Packet- 

Manager 클래스는 TCP 바이 리 일을 열고 가

장 먼  네트워크계층 정보를 추출하여 벡터에 장

한다. 송계층의 정보는 네트워크계층의 로토콜 

번호에 따라 TCP, UDP, ICMP 헤더 정보로 추출된

다. SSFNet에서는 TCP, UDP, ICMP 로토콜을 

지원하고 PacketManager  클래스도 TCP, UDP, 

시작

Host 기본 설정

PacketManager 생성

생성할 트래픽이
있는가?

TrafficManager 생성
Y

시뮬레이터에 트래픽 발생

N

Generator 종료

(그림 3) Generator  흐름도

시작

Generator로부터
덤프파일 이름 가져옴

덤프파일로부터
IP 헤더 정보를 가져옴

프로토콜 번호가
6인가?

덤프파일로부터
TCP 헤더 정보를 가져옴

Y

N

프로토콜 번호가
17인가?

덤프파일로부터
UDP 헤더 정보를 가져옴

Y

프로토콜 번호가
1인가?

덤프파일로부터
UDP 헤더 정보를 가져옴

파일이 끝났는가?

Y

N

N

Vector 유지

Y

N

(그림 4) PacketManager 흐름도

ICMP 패킷을 벡터에 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TrafficGenerator 모듈도 TCP, UDP, ICMP 트래픽

을 컨트롤 할 수 있다.

4.3 TrafficManager 클래스

   TrafficManager  클래스는 SSFNet의 Protocol- 

Session 클래스를 상속 받고, push() 함수를 이용하

여 IP  클래스와 직 인 통신을 맡게 된다. (그림 

5)는 TrafficManager 클래스의 동작 차를 보여 

다.

   TrafficManager  클래스는 시작할 때, Generator 

객체를 자신에게 등록한다. 그 후 IP 헤더 메시지를  

시작

Callback 함수를 이용하여
Generator 객체 등록

IP 헤더 메시지 생성

프로토콜 번호가
6인가?

TCP 헤더 메시지 생성
Y

N

프로토콜 번호가
17인가?

UDP 헤더 메시지 생성
Y

프로토콜 번호가
1인가?

ICMP 헤더 메시지 생성
Y

N

N

IP Layer의 push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

IP palyload에 layer4
데이터를 등록

(그림 5) TrafficManager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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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네트워트 구성도

생성하고 IP 헤더의 로토콜 번호에 따라 송계층

의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 송계층 데이터 생성

후 IP 헤더 메시지의 페이로드 값으로 송 계층의 

데이터를 등록시켜 다. 그리고 IP  클래스의 

push() 함수를 이용하여 SSFNet 가상 시뮬 이터 

상에 패킷을 송하게 된다. 패킷 송을 완료 시킨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가상 시뮬 이터가 블록 

되는 것을 막기 해 등록했던 Generator 객체를 

호출하게 된다.

5. 테스트

   트래픽 생성기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

기 해 최소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동작 실험을 

하 다. (그림 6)은 테스트를 한 네트워크 구성도

이다.

   간단하게 한 의 TCP 서버와 TCP 클라이언트, 

그리고 두 의 라우터와 패킷을 생성하는 트래픽 

생성기로 구성되어 있다. 트래픽 생성기는 DARPA 

99 데이터셋에서 2주차 화요일 공격  하나를 이용

하 다. 이 공격은 총 17개의 TCP 패킷을 생성하게 

된다. SSFNet의 tcpdump 기능을 이용하여 TCP 서

버에서의 트래픽을 캡처해 보았다.

   (그림 7)에서 박스 안의 내용이 IP 헤더의 출발

지 주소와 목 지 주소이다. 그리고 그 주소의 내역

은 (그림 8)에서 NHI[3]로 확인 할 수가 있다. 즉 IP  

(그림 7) TCP 서버의 덤  일

(그림 8) NHI 주소

'0.0.0.13'은 NHI 1(0)인 트래픽 생성기를 의미하며

IP '0.0.0.5'는 NHI 3(0)인 TCP 서버를 의미한다. 트

래픽 생성기로부터 TCP 서버까지 패킷이 올바르게 

송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6. 결론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트래픽 생성기 모듈 구 으로 

SSFNet을 확장하여 임의의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침입평가 데이터 트래픽을 정상 으로 생성하는 것

을 확인하 다. 그러나 실 네트워크와 시뮬 이터

의 결과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향후에는 연구 결과를 더 발 시키기 해 

DARPA 99 데이터셋과 시뮬 이터에 발생시킨 침

입평가 데이터와 차이 을 비교 분석할 정이며 

SSFNet에서 구 이 되지 않은 TCP 헤더의 필드의 

향에 해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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