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2월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1권 제6호

- 93 -

논문 2011-6-13

자동 노드 인식 기능을 갖는

ARP 스푸핑을 이용한 인터넷 차단기

An Internet Stopper Using ARP Spoofing 

with Automatic Node Identification

정인환*

In-Hwan Jung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더넷 환경에서 ARP 스푸핑(spoofing)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컴퓨터들의 인터넷 사용을 소
프트웨어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터넷 차단기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구현된 차단기에서는 ARP 스푸핑을 작동시키
고 모든 패킷들이 관리자 컴퓨터로 보내지는 상황에서 그 패킷들을 본래 라우터로 전달하지 않고 폐기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차단기를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차단기는 차단 대상 컴퓨터들에 에이젼트(Agent)와 같은 별도의 프
로그램 설치 없이 관리자 컴퓨터 단독으로 차단 기능이 가능하다. 또한 차단 대상 컴퓨터들을 수동으로 정해주는 것 
뿐 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접속되어있는 컴퓨터들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수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컴퓨터 수에 관계 없이 ARP 스푸핑 메시지 발송 주기를 4초 미만으로 유지하면 인터넷 차단이 가능하였
으며 ARP 스푸핑을 위한 추가적인 네트워크 부담은 무시할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현된 인터넷 차단기는 물리
적으로 같은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다면 모든 서브넷의 노드들을 인식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서브넷의 컴퓨터들에 
대해서도 인터넷 차단이 가능하다. 구현된 인터넷 차단기는 대학교 실습실에서 강의 중 인터넷 차단을 위한 도구로 
및 망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cribe an efficient and easy to use internet stopper, which is called AINS 
(Automatic Internet Stopper), which uses ARP spoofing scheme. Instead of forwarding packets to router for the 
case of hacking, in ARP spoofing, the AINS ignores all the packets so that internet stopping operates. The 
AINS program needs to be installed only in manager computer that does not require additional agent program. 
In addition to setting manually the stopping computer list, it is able to indentify network nodes automatically by 
analyzing broadcasting packet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less than 4 secs for spoofing interval is 
enough for blocking internet usage regardless the number of computers and therefore network overhead is 
negligible. The AINS can indentify and control network nodes not only on same subnet but also on different 
subnet only if they are connected onto same ethernet switch physically. It is being used for an efficient tool for 
controling internet usage of university computer laboratory and also for an efficient networ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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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 실습실과 같은 공공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필요에 의해 잠시 인터넷을 단시킬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실습실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는 강의에 집 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일반 으로 네트워크 리자가 필요에 의해 특

정 컴퓨터들의 인터넷 사용을 지시켜야할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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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허 나 라우터의 원을 차단하거나 네트워크 

선을 분리시키는 물리 인 방법보다 리자 는 강사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 트웨어 인 방법이 물

리 인 방법보다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맞게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는 인터넷 차단 로그램인 AINS(Automatic 

Internet Stopper)를 설계하고 구 하 다. 구 된 인터

넷 차단기는 리 상 컴퓨터들에 에이 트(Agent)와 

같은 별도의 로그램 설치 없이 오직 리자 컴퓨터에

만 설치가 필요하며 차단 상 컴퓨터들을 자동으로 인

식시켜주기 때문에 설치와 사용이 편리하다. 본 차단기

는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차단 기능을 필요로 하는 망 

리에서 효율 인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구 한 인터넷 차단기는 ARP 스푸핑

(Spoofing) 기법을 이용하 다. ARP 스푸핑(Spoofing)

이란 조된 ARP message를 동일 서 넷 상의 노드들

에게 주기 으로 보내어 해당 노드의 ARP 정보를 조

하는 표 인 해킹 기법의 하나이다[1][2]. 스푸핑이 된 

컴퓨터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패킷을 라우터가 아

닌 리자 컴퓨터로 달하게 되는데 리자 컴퓨터가 

그 패킷들을 본래 라우터로 달하지 않고 폐기한다면 

해당 컴퓨터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ARP 스푸핑 방식으로 인터넷 차단을 해서는 상 

컴퓨터들을 정해주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IP주소를 

기 으로 이더넷 주소, 즉 MAC(Medium Access 

Control) 주소를 검색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AINS는 차단 상 컴퓨터들을 수동으로 정해주는 방법 

뿐 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속되어있는 컴퓨터들을 자

동으로 인식하는 기능도 가진다. 네트워크 자동 인식은 

ARP request와 같은 동보(broadcast) 패킷에 들어있는 

IP 주소와 MAC 주소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네트워

크 노드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AINS는 리자 컴퓨터

와 같은 서 넷(Subnet)에 속한 컴퓨터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서 넷에 속한 컴퓨터들도 인식할 수 있으며 

기존의 ARP 스푸핑 도구에서는 불가능한 서로 다른 서

넷의 컴퓨터에 한 인터넷 차단도 가능하다.

AINS를 이용하여 인터넷 차단 기능을 실험한 결과 

스푸핑을 해 ARP 메시지를 호스트 수에 계 없이 

최  4  미만 주기로 발송하면 인터넷 차단이 가능하

으며 그에 따라 인터넷 차단을 한 네트워크 부담은 

호스트 당 평균 20 Bytes / sec 미만으로 무시할만한 정

도인 것으로 악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

로 본 논문의 근간이 되는 ARP 로토콜과 스푸핑 기

법  기존의 인터넷 차단 방법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인터넷 차단기의 설계  구 에 하여 설명한다. 4장

에서는 인터넷 차단기 실행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하여 설명한다.

Ⅱ. 관련연구

1. ARP 프로토콜과 스푸핑

이더넷 환경에서 어떤 컴퓨터가 동일한 서 넷에 속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송하기 해서는 상 방 컴퓨

터의 물리주소(Physical address)인 이더넷(Ethernet)[3] 

주소 는 MAC(Medium access control) 주소를 알아

야 한다. 즉, 사용자는 논리주소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연결을 하지만 이더넷 상에서는 물리 주소인 MAC 주소

를 이용하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로토콜이 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4]이다. , 어떤 컴퓨터

든지 인터넷과 같은 외부와 통신을 해서는 라우터를 

통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컴퓨터든지 인터넷을 사용

하려면 라우터에 한 ARP Request/Reply 차가 선행

된다.

(1) ARP Request

(2) ARP Reply

라우터

인터넷

(5) 외부망 전달

IP: 211.48.44.254
MAC: 00E0B1BFB4F1

IP: 211.48.44.121
MAC: 000B6AABEDB8

IP 헤더 + DATA
Ethernet 헤더

Internet Address Physical Address   Type
211.48.44.254    00-E0-B1-BF-B4-F1 Dynamic

(3) 정상적인 ARP Table

(4) IP Packet

00E0B1BFB4F1 000B6AABEDB8

Ethernet 헤더
000B6AABEDB8 00E0B1BFB4F1

정상적인 ARP Reply
Source IP : 211.48.44.254 
Source MAC: 00E0B1BFB4F1
Target IP : 211.48.44.121
Target MAC: 000B6AABEDB8

목적지 MAC 출발지 MAC

그림 1. 정상적인 ARP 처리 및 라우팅 예
Fig. 1. Normal ARP processing and routing example

그림 1은 정상 인 ARP Request/Reply 처리와 IP 패

킷이 라우터에게 달되는 과정을 보여 다. (1) 컴퓨터

는 라우터의 MAC 주소를 알기 해 ARP Request를 

보내고 (2) 라우터는 ARP Reply로 자신의 MAC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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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게 보낸다. (3) 컴퓨터의 ARP Table에는 라우

터의 MAC 주소가 등록되어 유지된다. (4) 컴퓨터는 인

터넷 통신을 해 외부로 달할 IP 패킷에 하여 앞부

분 Ethernet 헤더의 목 지 MAC 주소를 라우터의 

MAC 주소로 지정함으로써 라우터에게 달되고 (5) 라

우터는 수신한 IP 패킷을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외부로 

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IP 패킷이 외부로 달되며 

이것이 IP 라우 의 원리이다[10].

라우터

(4) 전달(해킹)
또는 폐기(차단)

IP: 211.48.44.254
MAC: 00E0B1BFB4F1

IP: 211.48.44.121
MAC: 000B6AABEDB8

Internet Address Physical Address   Type
211.48.44.254 6C-62-6D-AF-6B-C7 Dynamic

(2) 위조된 ARP Table

IP 헤더 + DATA
Ethernet 헤더

6C626DAF6BC7 000B6AABEDB8

IP: 220.67.231.144
MAC: 6C626DAF6BC7

관리자PC

(3) IP Packet

Ethernet 헤더
000B6AABEDB8 6C626DAF6BC7

위조된 ARP Reply
Source IP : 211.48.44.254 
Source MAC: 6C626DAF6BC7
Target IP : 211.48.44.121
Target MAC: 000B6AABEDB8

(1) ARP Reply(1) ARP Reply

목적지 MAC 출발지 MAC

그림 2. ARP 스푸핑 예
Fig. 2. ARP spoofing example

그림 2는 ARP 스푸핑이 실행되는 이다. ARP 스푸

핑(Spoofing)이란 라우터의 MAC 주소 신 리자 컴

퓨터의 MAC 주소로 조된 ARP Reply메시지를 주기

으로 컴퓨터에게 송함으로써 해당 컴퓨터의 ARP 

Table에 라우터의 MAC 주소 신 리자 컴퓨터의 

MAC 주소가 등록되도록 조작하는 것이다. 이 게 조

된 MAC 주소로 인해 해당 컴퓨터가 인터넷 사용을 

해 발송하는 IP 패킷들은 라우터 신 리자 컴퓨터로 

달하게 될 것이며 이 때 리자 컴퓨터가 수신된 패킷

을 라우터에게 달하지 않고 폐기한다면 해당 컴퓨터

는 인터넷 사용울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림 2에서 

평상시 컴퓨터가 ARP Request를 보내고 Reply 에의해 

정상 인 ARP Table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1) 리자 

컴퓨터에서 해당 컴퓨터에게 조된 ARP Reply 메시지

를 계속 보냄으로써 (2) 해당 컴퓨터의 ARP Table에 라

우터의 MAC 주소가 리자 컴퓨터의 MAC 주소로 

조되어 등록되며 (3) 해당 컴퓨터가 송한 IP 패킷이 

라우터가 아닌 리자 컴퓨터로 달되게 되며 (4) 리

자 컴퓨터는 해킹 는 차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만

약 스푸핑 로그램이 IP 패킷을 라우터로 달하고 라

우터로부터 패킷을 수신해서 해당 컴퓨터로 달하면서 

패킷의 내용을 참조하여 요한 정보를 빼내게 된다면 

이것은 해킹이 된다
[5]. 반면에 수신된 패킷을 라우터로 

달하지 않고 폐기한다면 해당 PC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차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구 한 차단기는 해킹의 의도는 없이 인터넷 차단을 

한 도구로만 사용된다.

2. 인터넷 차단 방법

컴퓨터 실습실과 같은 공공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인

터넷을 차단시키는 소 트웨어 인 방법으로 많이 사용

되는 것이 인터넷 차단 기능을 포함한 강의 보조 로그

램이다. 이러한 도구는 리자(강사) 컴퓨터에 주 로

그램이 설치되고 학생 컴퓨터에 보조 로그램, 일명 에

이 트(Agen)가 설치된다. 강사용 주 로그램을 조작

하면 학생들 컴퓨터에 설치된 에이 트 로그램에 명

령어가 달되고 명령어를 달받은 에이 트 로그램

이 해당 컴퓨터의 지역 자원인 네트워크를 소 트웨

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에이 트 방식

은 네트워크 차단 뿐 만 아니라 학생들 컴퓨터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기능은 다양하지만 에이

트 로그램을 학생들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는 부담과 

설치된 로그램의 오류나 로그램 삭제 시 통제가 되

지 않는 단 이 있다. 이에 반해서 본 논문에서 구 한 

AINS는 리자(강사) 컴퓨터에만 설치하여 인터넷 차

단이 가능하므로 사용과 리가 용이하다.

Cain&Abel
[5] 이나 Fragrouter[6]와 같은 ARP 스푸핑

을 이용하는 해킹 도구를 인터넷 차단기로 사용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로그램은 정상 으로 동작 인 

컴퓨터의 정보를 해킹하기 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윤리 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한 인터넷 차단기능

을 사용하기 해서는 문  지식이 필요하며 불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차단 

기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ARP 스푸핑의 상이 리

자 컴퓨터의 IP 주소와 동일한 물리 /논리  서 넷에 

속한 컴퓨터들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를 

들어 리자 컴퓨터의 IP가 128.134.1.1 이라면 스푸핑 

상 컴퓨터들은 물리 으로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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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128.134.1.2 ~ 128.134.1.254 범 의 IP 주소를 갖

는 컴퓨터들만 스푸핑 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본 논문에서 구 한 차단기 AINS는 인터

넷 차단만을 목 으로 사용되므로 윤리 인 문제를 가

지고 있지 않으며 사용법이 간단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 은 리자 컴퓨터와 서로 다른 서 넷의 컴퓨터

들도 물리 으로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면 인

터넷 차단이 가능하다는 이다. 이에 해서는 3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한다.

3. Ethernet에서 자동 노드 인식

스 칭 허 로 구성되어있는 이더넷(Ethernet) 환경

에서 네트워크 활동 인 노드들을 인식하는 것은 ARP 

Request 동보 패킷 는 Netbios[9] 로토콜 등에 의해 

동보되는 IP/UDP 패킷 등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Port mirroring 이나 Network TAP을 이용한다면 체 

망의 모든 네트워크 활동을 감시할 수 있으므로 노드 인

식이 빠를 수는 있지만 실질 으로 실습실과 같은 소규

모 범 에서 인터넷 차단만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필

요가 없다. 간단하게 스 칭 허 로 연결된 상태에서 

AINS를 이용한 자동 노드 인식과 네트워크 수동 검색 

기능만으로도 충분하다. 본 논문에서는 같은 서 넷에 

속한 노드들을 확인하여 리스트로 보여주는 것 외에도 

물리 으로는 같지만 논리 으로 서로 다른 서 넷 주

소를 갖는 노드들을 모두 보여주게 되며 그  특히 라

우터를 식별하여 표시함으로써 망 리를 한 요한 

정보도 추가 으로 표시하게 된다.

4. 패킷 드라이버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에 달되는 모든 패킷을 수집

하고 패킷을 직  송하기 하여 Winpcap[7] 패킷 드라

이버를 이용하 다. Winpcap은 libpcap[8]와 호환성을 갖

는 Windows 기반 패킷 캡쳐  송 라이 러리다. 본 논

문의 핵심인 ARP 스푸핑이 가능하기 해서는 수 의 

패킷 수신  송 기능이 필요하며 이를 해 winpcap에

서 제공하는 패킷 수신  송신 기능을 이용하 다.

본 논문에서 구 한 인터넷 차단기 AINS는 그림 3과 

같으며 winpcap 패킷 드라이버는 랜 카드의 장치 드라

이버인 NDIS와 TCP/IP 계층 사이에 있으면서 랜카드

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패킷을 Packet Sniffering을 

통해 응용 로그램인 인터넷 차단기로 달해주고 차단

기 응용 로그램에서 ARP 스푸핑을 해 네트워크로 

송하는 메시지를 정상 인 TCP/IP 경로를 통하지 않

고 네트워크 카드로 바로 송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Ⅲ. 설계 및 구현

1. 프로그램 구성 및 화면 설계

가. 프로그램 구조

본 논문에서 구 된 인터넷 차단기 AINS 로그램은 

그림 3과 같이 kernel level인 네트워크 드라이버와 

application level인 차단기 응용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그램의 흐름은 그림 4와 같다.

LAN Card

winpcap driver

TCP/IP protocol

Packet 
sniffering

N
D
I
S

인터넷 차단

ARP 분석

네트워크 검색

패킷 전송패킷 분석

IP Mac

…. ……
…. ……
…. ……

차단목록

Kernel Level

Application Level

AINS 프로그램

그림 3. 인터넷 차단기 시스템 구성도
Fig. 3. Internet stopper system configuration

프로그램 시작

(1) 네트워크 어댑터 선택

(3) 차단 목록 표시

네트워크 검색

(2-1) 자동검색 (2-2) 수동검색

(5) 인터넷 차단 실행

(4) 차단 대상 선택

그림 4. 프로그램 흐름도
Fig. 4. Program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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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el level의 winpcap 드라이버는 TCP/IP 응용 

로그램과 랜카드를 사이에 오고 가는 IP 패킷들과 ARP 

패킷이나 NETBIOS 패킷과 같이 응용 로그램까지 

달되지는 않지만 네트워크 카드가 수신하는 모든 패킷

들을 응용계층으로 달한다. 이 게 달된 패킷들은 

네트워크 검색 기능에서 ARP 분석과 패킷 분석을 통해 

<IP 주소, MAC 주소>를 인식하여 차단 상 목록에 등

록한다. 패킷 송 모듈에서는 네트워크 수동 검색과 인

터넷 차단에서 필요한 패킷들을 winpcap 드라이버를 통

해 네트워크 어 터로 직  송하게 된다.

그림 4는 로그램의 흐름을 보여 다. 로그램이 

시작되면 (1) 네트워크 어 터를 선택하고 차단 상 컴

퓨터들을 (2-1) 일정 시간 동안 자동 검색하거나 (2-2) 

IP 범 를 설정하여 수동 검색하여 (3) 차단 상 컴퓨

터들의 <IP 주소, MAC 주소>를 악하여 목록에 표시

한다. ARP 스푸핑을 하기 해서는 우선 네트워크 검색

을 통해 차단 상 컴퓨터의 IP 주소와 MAC 주소를 확

인해야 한다. 그것이 네트워크 검색이 필요한 이유다. 

(4) 차단 목록에서 차단 상 컴퓨터들을 선택하여 (5) 

인터넷 차단 기능을 실행한다.

(1)

(2)

(3)

(4)

그림 5. 인터넷 차단기 화면
Fig. 5. AINS Screen

나. 화면 설계

AINS 로그램의 화면은 그림 5와 같다. AINS 로

그램은 Windows 환경에서 Visual C++로 구 되었으며 

패킷 송수신을 한 winpcap 라이 러리와 네트워크 

련 IpHlpApi[11]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로그램은 

(1) 검색을 통해 인식된 노드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부

분 (2) 네트워크 어 터의 정보와 라우터  라우터 

MAC 정보를 표시해 주는 부분 (3) 네트워크 검색을 

해 자동 검색과 수동 검색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부분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차단을 실행하는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2. 각 기능별 설계 및 구현

AINS 로그램은 크게 두 부분으로, 패킷 분석을 통

한 네트워크 검색 기능과 ARP 스푸핑을 작동시켜 인터

넷 차단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설계하고 구 하 다.

네트워크 어 터 선택과 정보 표시

네트워크 자동 검색 기능

IP 범  수동 검색 기능

ARP 스푸핑을 이용한 인터넷 차단 기능

가. 네트워크 어댑터 선택과 어댑터 정보 표시

로그램이 실행되면 그림 6(a)와 같이 리자 컴퓨

터의 네트워크 카드를 선택하게 된다. 리자 컴퓨터에 

2개 이상의 네트워크 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네트워크 카드 에서 리가 필요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어 터를 선택할 수 있다. 네트워크 어 터 목록 

확인을 해 winpcap 의 pcap_findalldevs() 함수를 사

용하 다.

(a)

(b)

그림 6. (a) 네트워크 어댑터 선택 및 (b) 정보 표시 화면
Fig. 6. Adaptor selecting and showing network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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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어 터가 선택되면 그림 6(b)와 같이 리

자 컴퓨터의 네트워크 어 터 이름, 어 터의 IP 주소, 

MAC 주소, 라우터의 IP 주소 그리고 라우터의 MAC 주

소를 표시한다. 어 터의 라우  정보는 Window 의 

ipconfig.exe 명령어 실행 결과와 같으며 IpHlpApi 

Library
[11] 에서 제공하는 GetAdaptersInfo() 함수를  이

용하여 읽어올 수 있다. 라우터의 IP 주소가 악되면 

같은 서 넷에 한 ARP 처리 함수인 SendARP() 함수

를 이용하여 라우터의 MAC 주소를 확인한다.

나. 네트워크 자동 검색 기능

ARP 스푸핑을 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상 컴퓨

터의 IP 주소와 MAC 주소를 악해야 한다. 네트워크 

자동 검색 기능은 차단 상 노드들을 일정시간 자동 검

색을 통해 IP 주소와 MAC 주소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일반 으로 어떤 노드가 네트워크 활동을 하게되면 라

우터에 한 ARP Request가 선행되며 NEBIOS 에 의

한 동보(Broadcasting) 패킷도 발생한다. 네트워크 자동 

검색 기능은 이 게 발생하는 패킷들을 분석하여 네트

워크에 속되어 있는 노드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동 

검색 알고리즘은 그림 6과 같다.

Winpcap 드라이버를 통해 패킷이 수집되면 ARP 패

킷과 IP 패킷을 상으로 IP 주소와 MAC 주소를 추출

하게 된다. ARP 패킷과 IP 패킷은 그림 8과 같이 

Ether_Header와 ARP_Header, 그리고 IP_Header로 구

성되어 있다. ARP 메시지의 경우 ARP 헤더의 

<ARP_Header.SrcIP, ARP_Header.SrcMac>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IP, MAC>를 갖는 노드를 리스트에 

추가한다. 반면에 IP 패킷의 경우 IP 헤더와 Ethernet 헤

더의 <IP_Header.SrcIP, Ether_Header.SrcMac> 정보

를 이용하여 새롭게 인식된 노드를 리스트에 추가한다. 

 자동 노드 인식 도  라우터의 MAC 주소와 동일한 

MAC 주소를 갖는 노드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 노드는 

“Router”라고 표시하며 붉은색 아이콘으로 표시한다. 

그림 9은 네트워크 자동 인식 기능의 실행 화면 이

다. 리스트에는 <Icon, IP 주소, MAC 주소, Info> 내용

이 표시된다. Info 필드에는 그 노드를 ARP 패킷으로 

인식했는지, IP/UDP 패킷으로 인식했는지, 아니면 그 

노드가 Router인지 표시한다. 화면 컴퓨터 목록에 여러 

개의 라우터가 표시되는 것은 VLAN(Virtual Local 

Area Network) 구성 때문이며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Algorithm AutomaticNetworkScan()

while (Scan_Run_Flag==TRUE && ScanTime > 0) {

  Packet = GetOnePacket() // winpcap 이용 Packet 수신

  switch Packet.Type { // Ether_Header.Type 검사

     case ARP Packet : SrcIP = ARP_Header.SrcIP

                  SrcMac = ARP_Header.SrcMac

     case IP Packet : SrcIP = IP_Header.SrcIP

                 SrcMac = Ether_Header.SrcMac

     default : // 다른 Packet 들은 무시한다.

                continue

  }

  if SrcMac == RouterMac // 검색된 노드가 라우터인지 판

단

     Info = “Router”

  if <SrcIP, SrcMac> ∉ CurrentList { // 새로운 노드이면

     if Info == “Router”

       Icon = RED // 라우터는 붉은색으로 표시

     else

       Icon = BLUE // 일반 노드의 경우 푸른색으로 표시

     Add new node <Icon, SrcIP, SrcMac, Info> to LIST

  }

}

그림 7. 네트워크 자동 검색 알고리즘
Fig. 7. Automatic network scanning algorithm

ARP 패킷의 구조

DstMac | SrcMac | Type

……| TTL | Protocol | ……… | SrcIP | DstIP

ARP Req/Rply | …. | SrcMac | SrcIP | TargetMac | TargerIP

Ether_Header ARP_Header

DstMac | SrcMac | Type

Ether_Header IP_Header

IP 패킷의 구조

그림 8. ARP 와 IP 패킷의 구조
Fig. 8. ARP and IP packet format

그림 9. 네트워크 자동 검색 실행 결과 화면
Fig. 9. Automatic Network Scanning Resul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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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P 범위 수동 검색 기능

인터넷 차단을 원하는 노드들의 IP 범 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기능이다. 실질 으로 실습실과 같이 일정한 

IP 범 가 정해진 곳에서 인터넷 차단을 하려면 자동 검

색 기능보다는 이 수동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차단 상 

노드들의 MAC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동 

검색 기능 알고리즘은 그림 10와 같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Algorithm ManualNetworkScan()
for (IpAddr=Star_IP;Ip<=Last_IP;IpAddr++) {
  if FindMac(IpAddr, MAC) == FALSE {
    Icon = RED
    continue
  }
  if MAC == RouterMac() 
      Info = “Router”
  if <IpAddr, MAC> ∉ CurrentList { // 새로운 노드이면
     if Info == “Router”
       Icon = RED // 라우터는 붉은색으로 표시
     else
       Icon = BLUE // 일반 노드의 경우 푸른색으로 표시
     Add new node <Icon, SrcIP, SrcMac, Info> to LIST
  }
}
Algorithm FindMac(Input: IpAddr, Ouput: MAC) {
  if (Domain of IpAddr == Domain of Adaptor) {
    Ret = SendARP(IpAddr, MAC) // ARP Reqest/Reply
    if Ret == NoReply
       return FALSE
  } else { // 같은 Subnet이 아니면 특별한 ARP 처리
    ARP.Command = Request
    ARP.TargetIP = IpAddr 
    ARP.TargetMac = NULL
    ARP.SrcIP = Domain of IpAddr | 0xff
    ARP.SrcMac = Adaptor MAC
    SendPacket(ARP) // winpcap 통해 직접 Packet 전송
    Packet = GetPacket() // ARP 응답을 수신
    if (TimeOut) // 노드가 응답이 없음
      return FALSE 
    MAC = Packet.SrcMac
    return TRUE
  }
}

그림 10. 네트워크 수동 검색 알고리즘
Fig. 10. Manual Network Scanning Algorithm

네트워크 수동 검색에서는 IP 범 가 정해지면 각각

의 IP에 해 FindMac()에서 ARP Query를 통해 MAC 

주소를 확인한다.  MAC 주소가 발견되면 푸른색 아이

콘으로 표시하고 발견되지 않는 노드들은 붉은색 아이

콘으로 표시한다. 수동 검색에서는 IP 범 를 임의로 설

정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자 컴퓨터가 속한 서

넷과 동일한 서 넷의 컴퓨터들 뿐 만 아니라 서로 다

른 서 넷에 속한 컴퓨터들에 해서도 노드 검색과 인

터넷 차단 기능을 가능하게 하 다. 일반 으로 ARP 

Query는 같은 서 넷에 속한 노드들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서 넷에 속한 노드들에 해서는 정

상 인 TCP/IP 경로를 통해 ARP Query를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FindMAC() 함수의 line 19에서 21과 같이 검색 상 노

드가 같은 서 넷에 속한 경우 정상 인 TCP/IP 경로인 

IpHlpApi 라이 러리에서 제공하는 SendARP() 함수를 

사용하고 line 23에서 33과 같이 서로 다른 서 넷에 속

한 노드들에 해서는 ARP Request 패킷을 winpcap 

라이 러리를 통해 직  송하고 그에 한 응답인 

ARP Reply를 수신하여 상 노드들의 MAC 주소를 확

인하 다. 이 과정에서 ARP Request 패킷의 Source IP

는 Target IP의 Domain에서 로드캐스  용으로 사용

되는 주소를 사용하 다. 그 이유를 아래 그림 11에 

한 를 들어 설명한다.

IP: 220.67.231.144
MAC: 6C626DAF6BC7

IP: 211.48.44.121
MAC: 000B6AABEDB8

FFFFFFFFFFFF 6C626DAF6BC7 Source IP : 211.48.44.255
Source MAC: 6C626DAF6BC7
Target IP : 211.48.44.120
Target MAC: 000000000000

(2) ARP Reply

6C626DAF6BC7 000B6AABEDB8 Source IP : 211.48.44.121
Source MAC: 000B6AABEDB8
Target IP : 211.48.44.255
Target MAC: 6C626DAF6BC7

(1) ARP Request

(1) 가상의 Srouce IP 를 갖는 ARP Request 패킷

(2) ARP Reply를 AINS 프로그램으로

AINS 실행

그림 11. 서로 다른 서브넷 IP에 대한 ARP 처리
Fig. 11. ARP Processing to Different Subnet IP

그림 11은 서로 다른 서 넷 IP에 한 ARP 처리 과

정을 보여 다. 여기서 리자 컴퓨터의 <IP, MAC>이 

<220.67.231.144, 6C:62:6D:AF:6B:C7> 이고 검색 상 

컴퓨터의 IP 주소가 211.48.44.121 이다. 그림 10 알고리

즘에 의해 IpAddr = 211.48.44.121, Domain of IpAddr = 

211.48.44, Domain of Adaptor = 220.67.231 이므로 서로 

다른 서 넷에 한 line 8 에서 line 18 까지 실행이 된

다. Line 8에서 line 12에 의해 ARP Request 패킷의 

Target IP는 211.48.44.120 이지만 Source IP는 

211.48.44.0 | 0xff 에의해 211.48.44.255 로 설정되고

Source MAC 주소는 리자 컴퓨터의 MAC 주소인 

6C:62:6D:AF:6B:C7로 설정된다. 이 게 설정된 ARP 

Request를 보내면 211.48.44.121 컴퓨터는 자신의 MAC 

주소가 포함된 ARP Reply를 <211.48.44.255, 

6C:62:6D:AF:6B:C7>로 응답하는데 여기서 211.48.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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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상의 IP주소이지만 MAC 주소가 AINS가 실행

인 컴퓨터의 MAC 주소이므로 AINS 로그램은 ARP 

Reply를 수신하여 211.48.44.121의 MAC 주소가 확인될 

수 있다. 여기서 211.48.44.255의 가상의 주소를 사용하

는 이유는 211.48.44.121이 응답을 보내기 한 Taget IP

가 AINS가 실행된 IP인 220.67.231.144 로 설정하면 

211.48.44.121이 같은 서 넷이 아닌 노드가 보낸 ARP 

Request이므로 응답을 하지 않게 되며 그 다고 

211.48.44 Domain의 아무 IP나 사용한다면 IP 충돌이 발

생하기 때문에 로드캐스 용으로만 사용되는 IP인 

220.67.231.255를 사용하여 해결하 다.

이와 같이 AINS 로그램에서는 논리 으로 서로 다

른 서 넷에 속하지만 물리 으로 같은 네트워크에 연

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에 해서도 IP 범 를 지정하여 

네트워크 검색이 가능하며 아울러 인터넷 차단이 가능

하다.

AINS 실행

VLAN-0 (Subnet-0)
IP: 220.67.231.1 ~ 253
G/W: 220.67.231.254

IP: 220.67.231.144

(1) IP: 220.67.231.3 (2) IP: 211.48.44.121

L3 Switch (Router)

MAC: 00-E0-B1-BF-B4-F1

220.67.231.254 211.48.44.254

VLAN-2 (Subnet-2)
IP: 128.134.165.1 ~ 253

G/W: Not Identified

(3) IP: 128.134.165.100

VLAN-1 (Subnet-1)
IP: 211.48.44.1 ~ 253
G/W: 211.48.44.254

그림 12. 인터넷 차단 대상 노드의 분류
Fig. 12. Cases of Selected Nodes for Internet 

Stop

라. ARP 스푸핑을 이용한 인터넷 차단 기능

인터넷 차단이 필요한 상 컴퓨터들을 리스트에서 

선택하여 인터넷을 차단하는 기능이다. ARP 스푸핑을 

사용한 인터넷 차단기의 핵심 부분으로 스푸핑의 원리

는 2장에서 설명하 으므로 생략한다. 인터넷 차단 상

을 리스트에서 선정하면 그 컴퓨터의 <IP, MAC> 정보

를 이용하여 ARP 스푸핑을 하고 그 결과 인터넷 차단

이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리자 컴퓨터와 같은 서

넷에 속한 컴퓨터들 뿐 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서 넷에 

속한 컴퓨터들도 인터넷 차단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구 하 다. 따라서 서 넷의 차이에 따라 그림 12과 같

이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인터넷 차단 기능을 설계하

으며 알고리즘은 그림 13와 같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11
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Algorithm InternetStopper() {
 for all Selected <IP, MAC> of LIST { // 선택된 Node들
   ARP_Reply.Command = ARP Reply
   ARP_Reply.TargetIP = IP
   ARP_Reply.SourceMac = Adaptor MAC
   if domain of IP == adaptor domain { (1) 같은서브넷
     ARP_Reply.SourceIP = Adaptor’s Router IP
     SendPacket(ARP_Reply)
   } else { // (2) 서로다른 서브넷
     if FindRouter(IP, RouterIP) {// (2 )라우터 확인됨
       ARP_Reply.SourceIP = RouterIP
       SendPacket(ARP_Reply)
     } else { (3) 라우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for all IpAddr in Domain of Target IP {
         // 가능한 모든 IP에 대해 Spoofing 한다
         ARP_Reply.SourceIP = IpAddr
         SendPacket(ARP_Reply)
       }
     }
   }
 }
}
Algorithm FindRouter(Input: IP, Ouput: RouterIP) {
 // 기존 LIST에 해당 IP의 라우터가 존재?
 for all router <ListIP, MAC> in LIST {
  if domain of router = domain of IP {
    RouterIP = ListIP
    return TRUE
 }
 for all IpAddr of domain of IP { // 라우터 찾는 부분
   if FindMAC(IpAddr, MAC) and MAC = Router MAC {
       RouterIP = IpAddr
       return TRUE
   }
 }
 return FALSE // Router가 발견되지 못함
}

그림 13. 인터넷 차단 알고리즘
Fig. 13. Internet Stopping Algorithm

(1) 차단 상 컴퓨터들이 리자 컴퓨터와 같은 서

넷에 속한 경우

그림 11에서 리자 컴퓨터의 IP가 220.67.231.144이

고 차단 상 컴퓨터의 IP는 220.67.231.3인 경우다. 이 

경우 차단 상 라우터의 IP는 리자 컴퓨터와 같은 

220.67.231.254 이므로 ARP Reply 패킷의 Source IP를 

라우터 IP 주소인 220.67.231.254로 설정하 다. 그러나 

Source MAC 주소는 라우터의 MAC 주소 신 리자 

컴퓨터의 MAC 주소로 설정하여 ARP Reply 패킷을 컴

퓨터(1)에게 송한다. 그림 13 알고리즘의 line 6에서 8

까지 내용이다.

(2) 차단 상 컴퓨터들이 리자 컴퓨터와 같은 서

넷이 아니고 해당 컴퓨터가 속한 서 넷의 라

우터가 악된 경우

그림 12에서 컴퓨터(2)의 IP가 211.48.44.121로 리

자 컴퓨터와 서로 다른 서 넷에 속하면서 그 서 넷의 

라우터가 악되는 경우다. 이 경우 그림 13의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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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Router()에서 라우터를 찾는다. 우선 이미 검색된 

LIST에 211.48.44.121과 같은 서 넷 즉 211.48.44 로 시

작하는 주소를 가지면서 라우터로 인식된 노드가 있다면 

그 노드의 IP 주소를 컴퓨터(2)의 라우터 주소로 사용한

다. FindRouter() 알고리즘의 line 25에서 28의 경우다. 만

약 검색된 LIST에 211.48.44 로 시작하는 라우터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그림 13의 line 30에서 34의 내용과 같이 

211.48.44.1 ～ 211.48.44.254 주소 체 범 에 해 ARP 

스캔을 하고 수신된 ARP Reply 패킷의 MAC 주소를 확

인하여 그 주소가 라우터의 MAC 주소인 IP를 찾는다. 

이와 같이 FindRouter()에 의해 LIST에서 악이 되거나 

ARP 스캔을 통해 211.48.44.254 가 발견될 수 있다. 이

게 차단 상 컴퓨터의 라우터가 악된 경우는 컴퓨터

(1)번의 경우와 같이 ARP Reply 패킷의 Source IP를 라

우터의 IP로 설정하고 Source MAC은 리자 컴퓨터의 

MAC 주소로 설정하여 ARP Reply 메시지지를 컴퓨터

(2)에게 송하여 ARP 스푸핑이 일어나도록 한다.

(3) 리자 컴퓨터와 차단 상 컴퓨터가 서로 다른 

서 넷에 속하면서 해당 컴퓨터의 라우터가 악

되지 않은 경우

그림 12에서 컴퓨터(3)과 같이 IP 주소가 128.134 

.165.100 이므로 리자 컴퓨터와 서로 다른 서 넷에 

속하면서 FindRouter()로 IP 주소가 128.134.165 로 시작

하는 라우터가 LIST에도 없고 ARP 스캔으로도 발견되

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AINS 로그램에서는 차단 

상 컴퓨터에 가능성 있는 모든 라우터 주소에 하여 스

푸핑을 실행한다. 128.134.165.100 의 경우 이 컴퓨터의 

라우터 주소로 가능성 있는 것은 이 컴퓨터가 속한 주소

의 모든 서 넷 주소 즉, 128.134.165.1 ~ 128.134.165.254 

모두일 것으로 가정하여 이 범 의 모든 IP 주소를 상

으로 ARP 스푸핑을 실행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차단 

상 컴퓨터에게 최  253개의 ARP Reply 패킷이 송

되고 이에 따라 128.134.165.100 컴퓨터의 ARP Table에

는 128.134.165.1 ～ 128.134.165.254 의 모든 컴퓨터의 

MAC 주소가 리자 컴퓨터로 등록된다. 그림 12 알고

리즘의 line 14에서 17까지 내용이다. 

Ⅳ. 실험 및 결과 분석

1. 실험 환경

실험 환경은 VLAN으로 구성된 실제 사용 인 

100Mbps 이더넷 네트워크다. 실험의 상이 된 네트워

크는 두 종류다. 첫 번째 네트워크는 연구실과 사무실들

이 연결된 건물의 네트워크로 약 150 의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라우터에 여러개의 서 넷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네트워크는 실험의 상이 되는 실

습실이 있는 건물의 네트워크로 역시 여러개의 VLAN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0 여 가 연결되어 있다. 

AINS 로그램은 Windows XP에서 실행하 으며 

Winpcap 패킷 드라이버가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2. 기능 실험

가. 실험 1: 네트워크 자동 검색 기능 실험

그림 14는 실제 사용 인 사무실 네트워크(a)와 실

습실이 속한 건물 네트워크(b)에 하여  자동 검색 기

능을 실행한 화면이다. 네트워크 자동 검색은 주어진 시

간 는 검색 지 버튼을 를 때 까지 패킷들을 분석하

여 리스트에 노드들을 표시해 다. 그림 14(a)는 30

간 자동 검색을 실행한 결과며 (b)는 정지 버튼을 를 

때 까지 456  동안 계속 검색 인 화면이다. 그림 

14(a)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노드들은 라우터들이다. 

특이한 것은 네트워크에 여러 개의 라우터가 있는 것으

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AINS가 실행된 이더넷 

환경에서 불완 한 VLAN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VLAN은 그림 15와 같이 물리 으로는 같은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지만 논리  IP 주소를 달리 설정하는 방식

으로 하나의 라우터 는 스 칭 장치에서 여러 개의 서

넷을 설정하여 서 넷간 동보(broadcasting) 트래픽

을 제한하도록 리하는 방법을 말한다[12]. 그림 15는 그

림 14(a)에서 표시한 라우터 220.67.231.254와 

211.48.44.254가 VLAN으로 구성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 

Subnet-0는 그림 14(a)의 AINS가 실행된 서 넷이며 

Subnet-1은 같은 스 치에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서 넷이다. 라우터는 각각의 VLAN에 하여 

220.66.231.254, 211.48.44.254, 172.21.9.254 등 여러개의 

IP 주소를 갖지만 MAC 주소는 00:E0:B1:BF:B4:F1 하

나를 가지며 그 결과 그림 14(a)와 같이 동일한 MAC 주

소를 갖는 여러 개의 라우터가 인식되어 보여지는 것이

다. AINS 로그램으로 자동 검색 기능을 실행하여 일

정 시간이 흐르면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노

드들이 인식되어 목록에 표시된다. 그 이유는 라우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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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N 설정이 엄격하게 용되지 않아서 각각의 노드

들이 송하는 ARP Request 패킷을 모든 VLAN으로 

동보하기 때문이다. VLAN 설정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면 AINS 로그램이 실행된 컴퓨터와 서로 다른 

서 넷의 노드들은 AINS에서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림 14(b)는 실습실이 포함된 건물의 네트워크에 

한 자동 검색 결과로 약 450  동안 자동 검색 결과 310

개의 컴퓨터가 검색되었다. 검색 결과 그림 14(a)에 비

하여 많은 노드 수가 인식되는 것은 학교 실습실들이 

속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그림 14(a)와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에서도 불완 한 VLAN 구성으로 인해 

리자 컴퓨터와 서로 다른 서 넷에 속한 컴퓨터들이 모

두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사무실 네트워크 검색 결과

(b) 실습실 네트워크 검색 결과

그림 14. 네트워크 자동 검색 기능 실행 화면
Fig 14. Automatic network scanning screen

L3 Switch (Router)

MAC: 00-E0-B1-BF-B4-F1

220.67.231.254 211.48.44.254

VLAN-1 (Subnet-1)
IP: 211.48.44.1 ~ 253
G/W: 211.48.44.254

AINS 실행

VLAN-0 (Subnet-0)
IP: 220.67.231.1 ~ 253
G/W: 220.67.231.254

IP: 220.67.231.144

그림 15. 그림 14(a)의 VLAN 구성
Fig. 15. VLAN Configuration of Fig. 15(a)

본 논문에서 구 한 차단기는 이 게 VLAN 으로 구

성되어있는 서로 다른 서 넷의 컴퓨터들도 자동 인식

과 수동 인식을 통해 MAC 주소만 확인된다면 인터넷 

차단이 가능하다.

나. 네트워크 수동 검색 기능 실험

(a) 사무실 네트워크 수동 검색 인 화면

(b) 실습실 네트워크 수동 검색 화면

그림 16. 네트워크 수동 검색 실행 화면
Fig. 16. Manual Network Scanning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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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는 두 네트워크에 하여 수동 검색 기능을 

실행한 화면이다. 그림 16(a)에서 검색 상 범 는 

211.48.44.23 ～ 211.48.44.254을 검색 이며 총 232개의 

노드  14개 노드에 한 ARP Query 결과 5개 컴퓨터

의 MAC 주소가 확인되었으며 MAC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컴퓨터는 붉은색 아이콘으로 표시되고 있다. AINS

가 실행된 리자 컴퓨터의 IP 주소는 220.67.231.144이

므로 검색 상 컴퓨터들이 리자 컴퓨터와 서로 다른 

서 넷에 속한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 AINS 차단기는 

서로 다른 서 넷에 속한 컴퓨터들도 식별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b)는 학교 실습실 한곳에서 

총 42 의 실습용 컴퓨터에 한 수동 검색을 실행한 결

과 화면이다. 42  컴퓨터 에서 원이 켜져 있는 39

의 컴퓨터가 검색되었으며 검색에 걸린 시간은 약 5

다. 이 게 같은 서 넷에 속한 컴퓨터의 수동 검색 

다음에 차단 상을 선택하여 차단 기능을 실행한다. 그

림 15(b)는 실제 학교 실습실에서 수업 도  학생들이 

강의에 집 하도록 잠시 동안 인터넷 차단을 실행하기 

 검색을 완료한 화면이다.

그림 17. 인터넷 차단 기능 실행 화면
Fig. 17. Internet Stopper Running Screen 

차단전

차단후

그림 18. 변경된 ARP 테이블
Fig. 18. Example of Modified ARP Table

다. 인터넷 차단 기능 실험

(1) 차단 실험 1: 동일한 서 넷에 속한 컴퓨터 차단

그림 17은 그림 12의 컴퓨터(1) 경우와 같이 리자 

컴퓨터와 같은 서 넷에 속한 실습실 컴퓨터에 한 수

동 검색 후에 인터넷 차단을 실행하는 화면이다. 수동 

검색 범 는 리자 컴퓨터와 같은 서 넷에 속한 IP 주

소 113.198.81.1 ～ 42 까지며 검색 결과 35개의 컴퓨터에 

한 MAC 주소가 확인되었고 이들 컴퓨터를 모두 선택

하여 차단 기능을 실행하고 있다. 차단 결과 그림 18은 

IP 주소 113.198.81.7 컴퓨터의 ARP Table에서 라우터의 

MAC 주소가 ARP 스푸핑에 의해 변경된 것을 보여

다. 라우터의 IP 주소는 113.198.81.254 이고 차단기능이 

실행되기 의 MAC 주소는  00-E0-B1-BF-B5-31 이

었으나 차단 기능 실행 후에는 리자 컴퓨터의 MAC 

주소인 00-1D-92-74-92-5D 로 변경된 것을 보여 다. 

따라서 ARP 스푸핑에 의해 인터넷 차단이 정상 동작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차단 실험 2: 서로 다른 서 넷이고 라우터가 확

인된 컴퓨터 차단

그림 19은 그림 12의 컴퓨터(2)와 같이 리자 컴퓨

터와 서로 다른 서 넷에 속하고 그 라우터 주소가 확인

된 컴퓨터에 한 인터넷 차단 기능 실행과 ARP 스푸

핑에 의해 변경된 ARP Table을 보여 다. 그림 19(a)는 

211.48.44.120 ～ 121에 한 수동 는 자동 검색이 완

료된 후의 상태다. 아직까지 라우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19(b)는 인터넷 차단 기능을 실행한 뒤에 AINS 

로그램에서 211.48.44.120 ~ 121 에 한 라우터의 IP 주

소 211.48.44.254 를 찾은 뒤 인터넷 차단이 실행되고 있

는 것을 보여 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INS 차

단기는 서로 다른 서 넷에 속한 컴퓨터에 해 인터넷 

차단을 실행하기 에 차단 상 컴퓨터에 하여 라우

터를 우선 검색하여 그 라우터의 IP 주소에 하여 스푸

핑을 실행하게 된다. ARP 스푸핑의 결과에 의해 그림 

19(c)에서 211.48.44.121의 ARP Table에 차단 에는 

211.48.44.254의 정상 인 MAC 주소가 등록되어 있었

지만 차단 기능 실행 후에는 라우터인 211.48.44.254의 

MAC 주소가 리자 컴퓨터인 220.67.231.144 의 MAC 

주소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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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동 검색으로 상 노드 확인

(b) 라우터 확인된 뒤 인터넷 차단 

차단전

차단후

(c) 차단 상 컴퓨터의 ARP Table 변화

그림 19. 라우터가 확인된 서로 다른 서브넷 컴퓨터 차단과 변
경된 ARP Table

Fig. 19. Internet Stopping of Computers in Different 
Subnet with Router Indentified and 
Modified ARP Table

(3) 차단 실험 3: 서로 다른 서 넷이고 라우터 주소

가 확인되지 않은 컴퓨터 차단

그림 20는 그림 19에서와는 달리 인터넷 차단 에 

라우터의 주소가 확인되지 못한 경우 차단 기능을 실행

한 화면과 인터넷 차단에 의한 변경된 ARP Table을 보

여 다. 그림 12의 컴퓨터(3)에 해당된다. 그림 20(a)는 

수동 는 자동 검색에 의해 211.48.44.121 에 한 

MAC 주소가 확인되어 있으며 라우터는 리스트에 없는 

상태다. 그림 20(b)에서 인터넷 차단이 실행되면 우선 

라우터를 찾는 기능이 실행되지만 라우터를 찾지 못했

다. 비록 라우터를 찾지 못했지만 이 경우 AINS 로그

램은 211.48.44.121의 인터넷 차단을 해  211.48.44.121

의 모든 가능성 있는 라우터 주소에 해 ARP 스푸핑

을 실행한다. 즉, 211.48.44.1 ~ 211.48.44.254 모든 범 에 

해 AINS 의 MAC 주소를 Source MAC 으로 설정하

여 ARP Reply 패킷을 211.48.44.121 컴퓨터에 송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림 20(c)와 같이 211.48.44.121의 ARP 

Table에 있는 라우터를 포함한 모든 노드들의 MAC 주

소가 리자 컴퓨터의 MAC 주소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게 인터넷 차단 기능이 실행되면 

211.48.44.121 컴퓨터의 경우 실제 설정되어 있는 라우터 

주소에 계 없이 인터넷 차단 기능이 정상 으로 작동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 ARP 스푸핑 메시지 발

송 주기를 1 (1000ms)로 설정하 으며 이 경우 체 

ARP 스푸핑 메시지 양은 253 IP 수 x 60 byte / ARP 

message / 1  = 15 Kbyte/Sec (약 120 kbps) 이다. 따

라서 100 Mbps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에 부하를  

수 은 아니었다. 메시지 발송 주기를 3 로 늘린다면 

그 양은 약 40 kbps로 무시할 수 임을 알 수 있다.

표 1. ARP 스푸핑 주기 실험 결과
Table 1. Result of Varying ARP Spoofing Interval

   노드수

발송

주기( )

20 40 60 100

1 차단 차단 차단 차단

2 차단 차단 차단 차단

3 차단 차단 차단 차단

4 차단 차단 부분차단 부분차단

5 부분차단 부분차단 부분차단 부분차단

6 차단불가 차단불가 차단불가 차단불가

라. ARP 스푸핑 주기 변경 실험

ARP 스푸핑 패킷 송 주기가 무 짧으면 네트워크

에 부하가 발생하고 송 주기가 무 길면 ARP 스푸

핑에 의해 변경되었던 ARP Table이 라우터의 활동에 

의해 정상으로 복귀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 

스푸핑 간격을 찾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다수의 

컴퓨터들에 하여 ARP 스푸핑 메시지 발송 주기를 변

경하면서 실험하 다. 차단 상 컴퓨터는 실습실에 속

한 컴퓨터들로 AINS 로그램과 같은 서 넷에 속하며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 인 컴퓨터들이다. 표 1은 차단 

실험 결과를 보여 다. 실험 결과 인터넷 차단은 ARP 

메시지 발송 주기를 4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 차단 

상 컴퓨터 수에 계 없이 인터넷 차단이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킷 발송 주기를 3 로 한 경우 60

의 컴퓨터에 한 ARP 스푸핑 패킷 증가량은 60 x 60 

byte / 3 = 1200 bytes/sec (9600 bps) 이므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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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하를 주지 않으며 AINS 가 실행 인 컴퓨터에도 

부하를 주지 않는다. 차단 시간이 4 일때 60  이상 컴

퓨터의 경우 부분 차단만 가능한 이유는 ARP 스푸핑 

메시지가 각각의 컴퓨터들에게 달되는 간에 라우터

가 정상 인 ARP 메시지를 해당 컴퓨터에게 달하여 

ARP Table이 정상화 되고 노드들이 패킷을 라우터로 

달하기 때문이다.

(a) 서로 다른 서 넷 검색 후

(b) 라우터 확인 안된 상태로 인터넷 차단 실행 

차단전

차단후

(c) 인터넷 실행 후 라우터 가능성 있는 모든 IP 주소에 
한 변경된 ARP Table

그림 20. 라우터가 확인 되지 않은 서로 다른 서브넷 컴퓨터 
차단과 변경된 ARP Table

Fig. 20. Internet Stopping of Computers in Different 
Subnet with Router Not Indentified and 
Modified ARP Table

Ⅵ.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학교 실습실과 같은 공공의 네트워

크 환경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넷 차단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차단기 AINS(Automatic Internet Stopper)를 

설계하고 구 하 다. AINS 로그램은 ARP 스푸핑 

원리를 이용하 으며 Windows 환경에서 Visual C++와 

winpcap RAW mode 패킷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구 하

다. 구 된 인터넷 차단기는 차단 상 컴퓨터들을 수

동으로 설정하는 기능 외에도 네트워크 자동 검색을 통

해 손쉽게 차단 상 컴퓨터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한 

AINS는 리자 컴퓨터와 같은 서 넷에 속한 컴퓨터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서 넷에 속한 컴퓨터들도 검색

하고 인터넷 차단이 가능하다.

실제 사용 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수의 컴퓨터들

을 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네트워크 검색과 인터

넷 차단 기능이 정상 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다.  

스푸핑 주기를 변경하는 실험을 통해 차단 상 노드 수

에 계없이 약 4  미만의 스푸핑 간격으로 인터넷 차

단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 으며 네트워크 부담

도 무시할 만한 수 인 것으로 악되었다. 

ARP 스푸핑을 막는 방법은 정 (Static) ARP Table

을 사용하여 스푸핑에 의해 ARP Table이 조되는 것

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구 한 인

터넷 차단기는 다른 ARP 스푸핑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Static ARP Table을 가진 컴퓨터는 차단할 수 없는 한계

를 갖는다. 그러나 이 게 Static ARP Table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따라서 AINS는 효과 인 차단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다. 한 AINS는 차단 상 컴퓨터

에 에이젼트(Agent)와 같은 별도의 로그램 설치 없이 

오직 리자 컴퓨터에만 설치함으로써 인터넷 차단이 가

능하기 때문에 설치가 쉽고 리가 용이하다.

이 인터넷 차단기는 실제로 학교 실습실에서 수업

시간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을 막는 도구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본 논문에 이은 향후 연구 과제는 네트워

크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과 차단 기능이 실행 일 

때 차단 상 컴퓨터들에게 차단 인 것을 알려주는 안

내 페이지를 송하는 것 그리고 TCP 포트 주소별 선별

으로 차단을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사용자 인터페이

스와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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