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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유무선 단말의 등장과 함께 원하는 곳에서 시간에 제한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세상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네트워크 접속이 현대인 생활의 일부분이 된 현실에서 과

다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급작스런 네트워크 상의 장애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무엇보다도 큰 위

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과다 트래픽을 빠르게 탐지하여 대응하는 것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트래

픽 분석과는 달리 흐르는 네트워크 패킷의 5 tuple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과다/이상 트래픽

을 즉각적으로 탐지하고, 이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8초마다 트래픽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트래픽의 특성을 구분 및 위협도를 분석하여 이

를 바탕으로 트래픽 제어 정책을 생성 및 적용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본 메

커니즘을 실제 테스트망에서 시험한 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1. 서론 

기존에도 이상 트래픽 감지 및 트래픽 제어 기술에 

대한 논문 및 관련 제품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 

논문 및 제품에서는 네트워크 상에서 에러의 요인이 

계속 존재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이상 트래픽 제어를 

통해 서비스 완료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

다.[1]  

그러나 UMPC, Wibro 단말, SmartPhone, PDA 등과 

같이 인터넷 접속이 자유로운 휴대용 단말들이 등장

하면서 현대인의 생활 공간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네트워

크상에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과다 트래픽의 위협으로

부터 네트워크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요

소이다.  

논문에서는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

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서, 실시간으로 과다 트래픽을 

감지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보안 정책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적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에 

트래픽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메커니즘이 적용된 시스

템인 보안게이트웨이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정리한다. 4장에서는 이상 트래픽을 탐지하기 위한 메

커니즘에 대해서 트래픽 수집, 분석, 대응으로 구분하

여 기술한다. 5장에서는 본 메커니즘을 테스트해 본 

결과를 소개하고, 마지막 6장에서 향후 추가되어야 

할 연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 결론을 맺는

다. 

 

2. 기존 트래픽 분석 방법론 

본 장에서는 네트워크 보안 측면에서의 트래픽 분

석에 대한 기존 방법을 살펴본다.  

네트워크 보안 측면에서 트래픽 분석에 대한 연구

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원시 트래픽 데이터 수집,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Reduction, 트래픽 패턴 모델

링, 이상 트래픽 분석 및 감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2] 

네트워크 원시 트래픽 수집은 트래픽 분석의 기초

가 되는 현재 네트워크상에서 처리되고 있는 트래픽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단순히 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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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의 양 뿐만 아니라 어떤 특성에 대해 분석할 것인

지를 정한 후 해당하는 실제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3] 

1.25 대란과 같은 네트워크 마비를 일으키는 공격

은 주로 10분 이내에 네트워크 성능에 영향을 미친

다.[4] 따라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함에 있어 상세 

분석보다는 빠른 분석을 통해 이상 트래픽 여부를 판

단하고, 가능성이 높은 트래픽에 대해 상세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수집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의 축약 정리(reduction)을 수행함으로써 상세 

분석을 위한 트래픽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고, 이는 

성능 및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크상의 이상 트래픽을 판단하는 방법에는 알

려진 공격의 트래픽 패턴을 바탕으로 해당 공격을 구

성하는 트래픽을 분석 탐지하는 방법(예: 기존 IDS)

과 정상 상태의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이상 트래픽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대상 트래픽에 대한 트래픽 패턴 모델링과 

그에 따른 이상 트래픽의 분석 및 감지 단계가 필요

하다. 

 

3. 보안게이트웨이시스템 소개 

보안게이트웨이시스템(SGS-ATPS)은 네트워크의 인

입점에 위치하여 액세스급 네트워크 환경에서 

IPv4/IPv6 패킷에 대한 네트워크 공격을 사전 탐지, 

분석과 대응 정책의 실시간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으

로서, 무손실 패킷 수집 기술, 실시간 침입 분석 기술, 

침입 탐지 우회 공격 대비 기술, 트래픽 측정 기술, 

정책기반의 침해 대응 기술, 경보 및 보안 정책 전달 

프로토콜 기술 등을 제공하며 기가급 속도를 보장하

기 위한 하드웨어 기반 보안 엔진과 그림 2와 같은 

보안 리눅스 기반의 통합 보안 기능 블록으로 구성되

어 있다.  

SGS-ATPS는 그림 2와 같이 ATIC(Anomaly Traffic 

Inspection Chipset), PPEC(Packet Preprocessor Engine 

Chipset), IDEC(Intrusion Detection Engine Chipset)이라는 

3 개의 기본 엔진으로 이루어진 FPGA 칩셋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칩셋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PEC에서는 SPI(Stateful Packet Inspection), IP De-

fragmentation, TCP Reassembly, 비정상 프로토콜 탐지 

기능을 수행하고, IDEC에서는 패턴 매칭 및 휴리스틱 

기법을 이용하여 침입 탐지 기능을 수행한다. ATIC는 

Wire-Speed로 패킷을 포워딩하고, Response Coordinator

가 있어서 대역폭 제어, 패킷 필터링, 경보 대응 기능

을 수행한다. 

그림 1. 보안게이트웨이시스템의 기능 블록 

 

그림 2. 보안게이트웨이 시스템 칩 셋 구조 

 

4. 이상 트래픽 탐지 메커니즘 

본 장에서는 SGS-ATPS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상 트

래픽 탐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트래픽 수집, 분석, 보

안 정책 생성에 대한 각 단계별로 살펴본다.  

 

4.1 트래픽 수집 방법론 

트래픽을 수집하는 하드웨어 블록인 HTMB(그림1 

참조)는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수집하여 8초당 분석 

결과를 과다 트래픽 탐지 분석 블록인 TIMB에게 전

달한다. HTMB가 TIMB로 리포팅하는 트래픽 정보는 

Primitive flow, Aggregation flow로 구분되는데, Primitive 

flow는 Source IP address와 Destination IP address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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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플로우에 대한 정보이고, Aggregation flow은 

Source IP address나 Destination IP address 중 하나에 대

한 플로우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8초 동

안 특정 Host A에서 Host B로 패킷이 하나 전달되었

다면, HTMB가 Aggregation Flow 정보로 Host A가 패킷

을 하나 보냄, Host B가 패킷을 하나 받음, 그리고 

Primitive flow 정보로 Host A가 Host B로 패킷 하나를 

보냄, 이렇게 총 3개의 정보를 생성하여 TIMB에게 

리포팅한다. 여기서 "보냄" 이라는 정보 내에 Packet 

count(PPS), Byte count(BPS), Session success count, SYN 

bit count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Aggregation flow의 경우에는 Dispersion count라

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Dispersion count란 하나의 

Host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Host의 수를 의미한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

해서 HTMB는 매 초당 발생되는 TCP, UDP, 

ETC(ICMP포함)에 대한 PPS, BPS 정보를 TIMB에게 

전송하는데 이는 네트워크 관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4.2 트래픽 분석 방법론 

TIMB는 HTMB로부터 전달받은 실시간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그 위협도(Severity)에 따라 MAY, 

SHOULD, MUST로 구분하고, 트래픽의 형태에 따라

서 DoS, DDoS, Worm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DoS와 

DDoS는 짧은 시간 안에 네트워크 부하가 급증하는 

트래픽 패턴을 의미하고, Worm은 네트워크 생존성을 

위협할 정도의 많은 양의 트래픽은 아니지만 특정 패

턴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공격 트래픽으로 

구분한다. 

이상 트래픽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치로 

BPS(Bytes Per Second), PPS(Packet Per Second)를 활용하

게 되는데 여기서는 해당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 그 

임계치(threshold)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TIMB는 미리 정해진 임계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트래픽이 발생된 경우 그 정도

에 따른 경보를 생성하여 SPMB-IRD에게 전달한다. 

이 때 전달하는 정보는 Source IP address, Destination IP 

address, BPS, PPS, Protocol 이다.  

 

4.3 트래픽 제어를 위한 보안 정책 생성 방안 

SPMB 블록은 SGS-ATPS내의 모든 보안 정책을 관

리하고 적용을 위한 형태로 파싱해주는 역할을 수행

한다. 

SPMB 블록은 보안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전달받은 

정책 기반의 보안 정책을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고 

PIB(Policy Information Based) 기반으로 작성된 보안 정

책을 해당 하드웨어 블록에 적합한 형태로 파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SPE(Security Policy Enforcement), 

TIMB로부터 전달받은 이상 트래픽 분석 정보를 기반

으로 자체 트래픽 제어 정책을 생성하는 

IRD(Intrusion Response Detection),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적용된 후 해제되어야 하는 time period를 가진 보안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EM(Event Manager)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 이상 트래픽 탐지를 위한 각 블록의 역할 

 

이상 트래픽에 대한 분석 정보를 TIMB로부터 전달

받은 SPMB-IRD는 해당 이상 트래픽의 위협도를 확

인한 후 그에 적합한 보안 정책을 생성한다. IRD는 

위협도에 따라 해당 트래픽을 제어하는 강도를 조절

한다. IRD에서 트래픽 제어를 위해 생성되는 보안 정

책은 일정 시간 동안 해당하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것

으로 SPMB-EM에게 전달된다. SPMB-EM은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을 확인하여 보안 정책을 적용하

고, 해제하는 내용을 SPMB-SPE에게 전달한다. 보안 

정책을 전달받은 SPMB-SPE는 해당 하드웨어 블록에 

적합하도록 보안 정책을 파싱한 후 트래픽 제어를 직

접 수행하는 HPPB 블록에 보안 정책을 적용 및 해제

시킨다. HPPB는 보안 정책의 내용에 맞추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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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하여 네트워크 및 해당 호스트를 위협으로부

터 보호한다. 

그림 3은 실시간 트래픽에서 이상 트래픽을 탐지하

여 해당 이상 트래픽을 제한하기 위한 트래픽 제어 

정책이 생성되어 적용되는 전반적인 흐름에서 각 블

록들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5. 시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과다 트래픽 탐지 및 

대응 과정에 대한 시험을 위해서 구성된 테스트베드

는 그림 4와 같다. 

실제 인터넷 환경과 유사한 백그라운드 트래픽을 

트래픽 생성기인 IXIA를 통해서 10M 생성하고, 공격 

트래픽은 총 60M를 생성하였다. 이때 백그라운드 트

래픽은 NSS Group 자료에서 분석한 실시간 트래픽의 

구성과 같이 TCP: 60%, UDP: 30%, ICMP 등 기타 트래

픽 10%로 생성하였다.[5] 

그림 4. 테스트베드 구성도 

 

구성된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트래픽을 생성하여 시

험해본 결과 공격 트래픽이 발생하고 1분 이내에 해

당 트래픽을 제어하라는 정책이 생성 및 적용되어 공

격 트래픽이 필터링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 테스트용 트래픽 정보  

Attacker Ixia : 3ffe:501:ffff:1000::/64 

Protocol TCP(60%)/UDP(30%)/ETC(10%)

SRC Port Random 

DST Port 80 

Victim 3ffe:501:ffff:2000::254 

따라서 본 메커니즘은 과다 트래픽에 대해서 실시

간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다. 

 

6. 결론 

본 논문은 네트워크의 위협 및 사이버상의 공격으

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이상 트래픽 탐지, 

제어 및 정책 생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반

으로 해당 트래픽에 대한 트래픽 제어 정책을 자체 

생성하여 자동 적용함으로써 네트워크 공격에 재빠르

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트래픽 분석 결과의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하여 Aggressive flow와 Primitive flow를 

추출하여 트래픽 분석에 사용하고 있다. 

추후 연구로는 실시간 트래픽 정보와 패턴 탐지로 

발생되는 경보 정보를 함께 분석하여 알려지지 않은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정책 

생성 방안 및 트래픽 제어양 자동화 방안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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