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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PN을 구성하기 해서는 각각의 단말기(PC)에 VPN장치를 장착하거나, 공 망으로 연결하는 라우터

에 VPN장치를 장착해야만 한다. 본 논문은 VPN 장비 없이, NDIS Driver를 개발하여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든 VPN을 구성하여, 보안성과 이동성, 효율성을 높여 해킹으로부터 안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것이 목표이다.

1. 서론

   공 망을 경유하지 않는 사설망은 외부로의 데이터 

유출이나 외부로부터의 보안 공격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설망을 확장하여 본사와 지사간 는 본사와 출장 인 

구성원들간의 연결시에는 경제 인 이유로 용선 신에 

공 망을 경유하게 되는데, 이 공 망에서의 데이터 

유출이나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취약하게 되는 문제 이 

있다. 이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공 망을 경유 

하더라도 네트워크에서 송되는 임들을 보호함으로서 

보안성 측면에서는 용 사설망과 같은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상 사설망 (VPN : Virtual Private 

Network) 이라 한다. 사설망과 가상 사설망의 차이 은, 

사설망은 용선을 임 하여 본사와 지사간 연결되므로 

송 역이나 보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지사들과 본사를 용선으로 연결한다면, 고가의 용선 

임 료가 문제가 되고, 확장성과 이동성 한 매우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VPN을 사용한다.[1]

2. 련 기술

 2.1 VPN

   하지만 이러한 VPN에도 단 이 존재한다. 기존의 가상 

사설망은 아래 3가지  하나의 형태를 띄게 되는데 여기

서 그 단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라우터에 VPN장비 장착

   라우터에 VPN장비를 장착하여 라우터-라우터 간 

패킷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라우터 개수만큼 VPN장비가 

필요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확장성이 낮다.

(그림 2) PC에 VPN장비 장착

   PC에 VPN장비를 장착하기 때문에 방법 (그림 1)보다 

보안성은 높지만 PC 개수만큼의 장비가 필요하므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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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별도의 VPN서버 구축

   별도의 VPN장비 없이 VPN서버를 구축하여 모든 

패킷이 서버를 거쳐서 송,수신되어야 하기 때문에 속도 

효율이 떨어지고, 서버 구축 비용과 서버 리자가 필요한 

단 이 있다.[1]

 2.2 보안 취약 실태

(그림 4) 네트워크 보안 취약 실태

   PC용 메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NateOn 

을 이용하여 일을 송 할 때의 패킷을 패킷 모니터링 

로그램인 WireShark로 확인한 화면이다. NateOn의 패킷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여 일을 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일 내용을 WireShark에서 그 로 볼 수 있다. NateOn 

뿐만 아니라 다른 일 송 로그램 한 패킷이 그 로 

보이기 때문에 보안에 매우 취약하여 별도의 보안 암호화 

툴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 

 2.3 NDIS

(그림 5) Windows NDIS 계층

   NDIS 계층은 OSI 7계층  2계층인 DataLink계층에 

속하고 도우 운 체제에서 NDIS Driver로 존재한다. 2

계층 Driver이기 때문에 상  계층과는 독립 으로 동작하

며, 랜카드를 통해 송·수신 되는 패킷을 캡쳐링, 필터링, 변

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2] 이에 본 논문에서는 NDIS 

Driver를 개발하여 Driver 설치를 통해 별도의 VPN 장비 

없이 드라이버 수 의 소 트웨어 인 가상 사설망을 구축

하여 은 비용으로 보안성과 이동성, 효율성을 높이고, 

NateOn, FTP등 어떤 로그램이든 일 송 시에 기존 

속도를 유지하면서 패킷을 보호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

이 목표이다.

3. 설계

 3.1 시나리오

   PC A에서 PC B로 NateOn, FTP 등의 로그램을 이

용하여 일을 송 할 경우, 일의 내용 즉 패킷이 그

로 노출되어 송되기 때문에 해커에게 일의 내용이 그

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NVPN Security 보호 

하에서 송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패킷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된다.

(그림 6) 시나리오

   ① A와 B에서 각각 NVPN Security 활성화 한다.

   ② IKE SA : A에서 B의 IP주소를 입력하여 B에 연결 

요청을 한다. 이 때부터 두 시스템 간 IKE SA를 설정하기 

한 보안 라미터를 상한다.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 할 것인지, 어떤 키 교환 방식을 사용 할 것인지, 

어떤 무결성 알고리즘을 사용 할 것인지 양측 간 상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③ B에서는 연결 요청과 IKE 메세지를 받고 요청 

수락과 IKE 응답을 A로 보낸다.

   ④ Diffie-Hellman 키 교환 : 암호화, 복호화를 하기 

해서는 양 측에 같은 암호화 키가 필요한데, 이 키를 

공유하기 한 과정이 진행된다. 키 공유 방식으로는 

Diffie-Hellman 키 교환 방식을 사용한다.

   ⑤ 상호 인증 : RSA 공개 암호키 방식, 커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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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명 등을 이용하여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 할 

것인지 서로 상하고, 암호화에 사용 할 키를 서로 

공유하는 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상을 마친 

후에는 서로 간에 송신, 수신 되는 모든 패킷은 

암호화되어 송되고 무결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외부의 

탈취, 변조 공격으로부터 안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4] 

    ① ~ ⑤ 까지의 과정이 완료되면 A, B 사이에는 

NVPN 터 이 형성되고 양쪽을 오고가는 모든 패킷은 

암호화되어 보호된다.

 3.2 아키텍쳐

(그림 7) 아키텍쳐

   NDIS Network Driver를 개발하여 패킷 암호화, 패킷 

구조 재생성을 통해 가상 사설망을 구  하 다. 

Application에서는 Driver를 활성화, 리하고, IKE SA 

상 과정을 진행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쉽게 사용 할 수 있

는 User Interface를 구  하 다. 

 3.3 로토콜

(그림 8) AH + ESP Packet Structure

(그림 9) Full Packet Structure
  

   암호화를 해서 ESP 로토콜을 사용하고, 무결성을 

보장하기 해서 AH 로토콜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무결성 보호와 암호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두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터 링을 구성한다. 

   ·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

암호화를 하는데 필요한 암호화 키를 서로 같이 

공유하기 한 방법으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 에서도 Diffie-Hellman 키 교환 방식을 이용한다. 

공개키 방식이기 때문에 해커가 공개키를 탈취 하더라도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 할 수 없다.[3]

   · MD5 무결성 검증

무결성 보호는 MD5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AH(Authentication Header)를 헤더를 붙임으로써 

이루어진다. 무결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재 송 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손실 

없이 송 할 수 있다.

   · AES 암호화 알고리즘

암호화는 AE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ESP(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헤더를 붙임으로써 이루어진다. 

 2.4 안티 디버거

(그림 10) Anti-Debugger

   네트워크 상의 패킷은 완벽히 보호가 되지만, 악의 인 

목 으로 로그램의 구조를 분석하는 디버깅 기법으로 해

킹을 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제거하

기 해 안티 디버거 기법을 용하 다.

   디버거 툴  가장 강력하고 많이 쓰는 OllyDbg, 

WinDbg의 디버깅 기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안티 디버

깅 기술을 용하 다. DLL Injection 기법을 용하여 더

욱 완벽한 안티 디버거 기능을 구 하 다.

4. 구현 및 테스트

 4.1 User Interface

   · Main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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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ain Menu

   · Connection Menu

(그림 12) Connection Menu

   (그림 11)은 NVPN Security 기화면이다. 먼  자신

의 NVPN을 활성화 시키고, 상 방 PC의 IP주소를 입력하

여 연결요청 메시지를 송한다.

   · 독립 인 보안기능

   NVPN 터 이 Driver계층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NateOn, FTP, 원격 데스크톱 등 어떤 로그램으로 

일을 송하더라도 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 하다.

 4.2 검증

(그림 13) 일 암호화 검증

(그림 14) 로토콜 검증

   (그림 14)는 NVPN Security 가동  송되는 패킷의 

로토콜을 Merit Internodal로 설정하여 송 할 때의 

패킷을 WireShark로 분석한 화면이다. Merit Internodal 

이외에도 IPSec으로 가상 사설망을 구축 할 때 필요한 

다양한 로토콜을 설정하여 패킷을 송한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WireShark 툴을 사용해 송 인 일 내용을 그 로 

엿볼 수 있었고 이는 보안상 매우 험하다. 보안을 해 

가상 사설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확장성과 이동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 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Driver 개발을 통한 소 트웨어  

가상 사설망을 설계, 구 하 다. 그 결과로 로그램에 

구애 받지 않고 일 송 시에 외부, 내부의 해킹 

험으로부터 안 한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더 높은 보안 

수 을 유지 할 수 있었다. 재 휴 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취약 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보안 책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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