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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역 범 의 보안 정책을 용하기 하여 리 스 커 기반의 Bridge 
방화벽을 용하고  운 시 실시간 트래픽 측정과 모니터링을 하여 NTOP을 이용하여 실시간 모니

터링 시스템을 구 하 다.

1. 서론

  인터넷 서비스가 리 보 되면서 네트워크 환경은 매

우 복잡해지고 있으며 보다 안 한 서비스 제공을 하여 

높은 수 의 보안 정책이 차 요구 되고 있다. 각종 네트

워크 환경 구축 시 방화벽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으며, 단순 호스트 방화벽부터 웹 방화벽 같은 특

정 목 성 방화벽까지 다양한 방화벽 제품들이 속속 출시

되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각종 시스템들을 운 하다

보면 최소단 의 호스트별 보안 정책을 하여 리 스 환

경에서는 IPTABLES[1]과 같은 호스트 방화벽을 사용하

게 되는데, IPTABLES는 쉽고 간편하게 호스트별로 보안 

정책의 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호스트별로 보안 정책을 

용하기 때문에  역 범 의 보안 정책을 용하기 

하여 매 호스트별 보안정책을 설정해야 하므로 매우 번

거롭고 불편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역 범 에서 호

스트별 보안정책을 하여 리 스 Bridge 방화벽[2]을 구

축하여  역 범 의 호스트들에 보안정책을 용하고, 

NTOP(Network Top)을 이용하여 방화벽의 실시간 트래

픽 측정과 모니터링을 하고자 한다.

2. 련연구

2.1 리 스 Bridge 방화벽

  리 스 Bridge 방화벽은 네트워크상에서 Bridge의 역할

로 데이터 패킷들을 단순히 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IPTABLES롤 통하여 FORWARD되는 패킷들에 하여 

허용과 차단을 수행하게 된다. 리 스 Bridge 방화벽은 리

스 Kernel 2.6 버  이상부터는 기본 으로 Bridge 모듈

을 담고 있어 별도의 커  패치나 커  컴 일 등의 작업

이 필요 없이 간단한 설정만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그림 1) Bridge 방화벽 개념도 

  그림 1은 네트워크상에서 Bridge 방화벽의 개념을 나타

낸 그림으로 NAT 방화벽 같이 별도의 네트워크 설정의 

변경 없이 재 사용 인 네트워크 환경을 그 로 사용 

가능하다.

2.2 NTOP (Network TOP)

NTOP[3]은 리 스 환경의 TOP 유틸리티와 같은 모니

터링 도구로서 네트워크 부분에 최 화 되어 웹서버를 내

장하고 있어 웹 기반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도구 이

다.[4]

한 각종 그래  툴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에 주로 

사용되는 RRD[5] 그래 를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각종 옵션들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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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다 상세한 정보의 모니터링도 가능하여 실시간 네

트워크 모니터링에 손색이 없는 도구이다. 

3. 설계  구

  본 논문에서는 리 스 Bridge 방화벽과 실시간 네

트워크 모니터링을 한 NTOP을 설치하기 하여 

Dell 사의 64bit 가 지원되는 x86 서버인 Power 

Edge R210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구축에 사용하

다.

구분 사양

CPU Intel Xeon X3210 (4 core)

RAM 8Gbyte

HDD 1Tbyte

[표 1] 논문에 사용된 시스템 사양

  리 스 배포 의 경우 Kernel 2.6 기반을 사용하

고 있는 CentOS 5.9 x86_64 버 을 이용하 으며 

GUI환경이 없는 최소 사양의 환경에서 구축에 사용

하 다.

(그림 2) 리 스 Bridge 방화벽 설정 

  그림 2은 두 개의 eth0, eth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존

재할때의 방화벽 설정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IPTABLES 방화벽 설정

  그림 3는 각 서비스별 포트를 기 으로 방화벽의 허용

과 차단을 설정 하고 있는 IPTABLES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 NTOP설치 과정

  그림 4는 NTOP 설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NTOP

의 경우 기본 yum repository 에 없는 패키지로 rpmforge 

repository를 추가하기 하여 간에 rpm 패키지를 간단

히 설치해 주면 된다.

(그림 5) NTOP모니터링 화면

   모든 설정을 마치고 해당 방화벽의 IP 혹은 도메인 주

소로 속하면 실시간으로 와 같은 NTOP 모니터링 화

면을 볼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을 통해 리 스 Bridge 방화벽을 이용하여  

역 범 에서 호스트별 보안정책을 용할 수 있었고, 

NTOP(Network Top)을 이용하여 방화벽의 실시간 트래

픽 측정과 모니터링을 측정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본 논문을 기반으로 콘솔 기반에서 IPTABLES 

설정을 하던 부분을 웹을 통하여 설정 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하여 사용한다면 보다 손쉽게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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