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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간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Unified Network Security System 

support for Traff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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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속의 대역폭과 원활한 트래픽 관리, 그리고 보안 기능을 갖춘 인터넷 접속 네트워크는 기업의 전략적인 
인프라로 그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인터넷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트래픽
에 맞추어 네트워크 속도의 향상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내/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보안공격에 대비하여 안심하고 자
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속도의 향상, 능동적 네트워크 보안, 응용 및 사용 목적에 따른 
트래픽 분할 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종단간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을 개발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접속과 방화벽 기능, VPN, 침입 방지, 콘텐츠 필터링, 트래픽 및 
QoS 관리, History Log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일체형 장비에 구현하여 기업이 전략적인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도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networking capability is gaining more weight for enterprise business and high-speed 
Internet access with guaranteed security management is essential to companies. This paper presents a unified 
network security management solution to support high-speed Internet access, active security management, traffic 
classification and control. The presented system provides firewall, VPN, intrusion detection, contents filtering, 
traffic management, QoS management, and history log functions in unified manner implemented in a single 
appliance device located at the edge of enterprise networks. This will enable cost effective unified network 
security solution to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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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 인터넷은 기존의 정보 검색이나 기업 홍보의 

차원을 뛰어넘어 고객의 참여와 소통을 이루어 내는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

속의 역폭과 원활한 트래픽 리, 그리고 보안 기능을 

갖춘 인터넷 속 네트워크는 기업의 략 인 인 라로 

그 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략  인터넷 인 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늘어나는 트래픽에 맞추

어 네트워크 속도의 향상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내/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보안공격에 비하여 안심하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이에 따라 보

안시장과 보안기술은 매우 격한 발 을 보이고 있

다.[1][2][3][4] 기업들은 략  인 라로서 인터넷 장비를 구

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텍스트 주의 콘텐츠에서 동 상과 같은 멀티

미디어 콘텐츠로의 환과 발 으로 인해 보다 빠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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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속도를 필요로 한다. 인터넷 속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회선 속도를 늘려야겠지만 회선 역폭에 따라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인터넷을 통한 업무 

트래픽의 증가는 필연 으로 기업의 네트워크 비용 증가

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소 견기업(SMB: Small 

Medium Business)에서는 네트워크 비용의 증가를 무작

정 감당하기가 어렵다. 

둘째, 외부 인터넷과의 연결은 필연 으로 기업 내부 정

보의 노출과 외부로부터의 보안 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더구나 최신의 고도화된 웜 바이러스와 해킹 기법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인터넷 인 라에 직 인 이 되고 있다. 

셋째, 인터넷의 오남용으로 인해 기업의 요한 인터

넷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인터넷 상의 개인 홈페이

지, 게임, 블로그, P2P를 통한 일공유 등 기업 업무에 

사용되어야 할 인터넷 회선이 비업무 인 트래픽으로 인

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요한 업무 트래픽

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는 문제 이 발견되고 있다. 

이 듯 인터넷 인 라가 기업의 요한 략  인

라로서의 비 이 높아지는 만큼 인터넷 속도의 향상, 네

트워크 보안, 업무용  비업무용 트래픽 리를 잘 해내

는가 하는 문제는 효율 인 비즈니스의 성공을 한 기

업 인 라 구축과 활용의 핵심 인 성공 조건이라 할 수 

있다.[8]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속도의 향상, 능동  네트워크 

보안, 응용  사용 목 에 따른 트래픽 분할 리를 통

합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종단간 트래픽 

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속 인터넷 속과 방

화벽 기능, VPN, 침입 방지, 콘텐츠 필터링, 트래픽  

QoS 리, History Log 기능 등을 통합 으로 일체형 장

비에 구 하여 제품화함으로써 기 이나 기업이 략

인 인터넷 인 라를 구축하면서도 통신비용을 감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한다. 

Ⅱ. 본 론

1. 개발 시스템 구조

이미 UTM (Unified Threat Management) 는 ESM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등 방화벽(Firewall), 

가상사설망(VPN), 침입감지  차단, 스팸차단, 바이러

스차단 등 기존에 각각 제공되던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

는 통합 보안솔루션이 거 한 잠재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5]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특히 

트래픽 리 기능을 으로 제공한다는 에서 차별

성을 갖는다. 즉, 단순히 기존의 여러 가지 보안장비의 기

능을 통합 제공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고속의 인터넷 속, 능동 인 통합보안, 효과 인 트래

픽 리 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 제안하는 통합 보안시

스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속의 성능  안정성 제공 

인터넷 쇼핑, 인터넷을 통한 업시스템, 인터넷을 통

한 공 망 리, 인터넷을 통한 고객 리등 지속 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업무와 증가되는 인터넷 트래픽들로 인

해 안정 이면서도 빠른 응답속도를 제공해야만 한다. 

인터넷 속도 향상을 해 비용 비 가장 효과 인 인터

넷 구성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내부, 외부 으로부터 능동 으로 응할 수 있

는 강력한 보안 기능

인터넷을 통한 기업업무 시 내/외부 보안 으로부

터 안 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최신의 고도화된 보

안 으로부터 기업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해서는 

수동 인 방어보다는 보다 능동 인 보안 솔루션이 필요

하다. 따라서 모든 트래픽을 내용을 검사하고 유해 트래

픽 발견 시 즉각 으로 응하는 강력한 보안시스템을 

개발한다. 

•인터넷 트래픽의 효과 인 리

인터넷 회선의 경우, 기업 내부 네트워크처럼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얻기 해 자유롭게 변경하고 업그 이드

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필요한 성능을 해서는 그 

만큼의 투자를 유발하게 되어 투자 비 효용의 가치를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자원이다. 이런 기업의 자원이 

비업무 인 트래픽에 의해 사용되어 필요한 업무에 향

을 미친다거나 갑작스런 유해 트래픽의 발생으로 인터넷 

통신이 마비되어 업무에 향을 미친다면 큰 문제를 야

기하게 되므로, 따라서 지속 인 인터넷 트래픽 리를 

통해 최 의 인터넷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

발한다. 



2011년 12월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1권 제6호

- 269 -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용선을 사용하는 동시

에 고속 인터넷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고, VPN 기능

을 강화하여 IPsec과 SSL을 선택 /통합 으로 유연성 

있게 제공하며, 내/외부 보안상 의 치를 능동 으

로 악 할 수 있는 통합기능을 가진 보안시스템을 설계

하 다. 개발 시스템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황을 기능

별, Layer별로 모니터링하고 업무용  비업무용 트래픽

을 구분하며 트래픽 분산과 콘텐츠 차단 기능을 통합

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보안 장비  UTM, ESM 시

스템과의 차별성을 갖도록 개발한다. 개발 구 된 시스

템(ShildOne)의 특성은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 종단간 트래픽관리를 지원하는 통합보안시스템
Fig. 1. Unified Security Management System 

고효율의 인터넷 인 라 구축은 필연 으로 네트워크 

비용의 증가를 동반하게 되며, 네트워크 비용의 증가는 

소규모의 기업에게는 자본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투자

하기가 꺼려지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기능과 비용을 동

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일체형의 장비를 통하여 통합

된 기능을 제공하는 경제 인 솔루션은 인터넷 인 라를 

략 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 

한 유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과 시스템간 상호연동

성의 강화로 네트워크의 경계선은 과 달리 다양해지

고 불분명해졌으며 따라서 특별히 한 지 만 보호하면 

된다는 의미의 은 사라져가고 있다. 네트워크의 경

계선을 우회하여 침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

하고 있으며 소  Day-zero(신종) 공격이 증가하고 있

다. 본 제안 시스템은 경제 인 일체형 통합 보안시스템

을 개발함과 동시에 내/외부의 모안 에 동시에 처

할 수 있는 확장된 통합보안시스템으로의 발  략을 

가지고 설계하 다. 

2. 개발 시스템 기능 

본 논문에서의 설계  개발 내용은 통합 인 네트워

크 경계 보안을 실 한다는 에서 기존 UTM 솔루션과 

연결되어 있으나 트래픽 리 기능 등 새로운 기술을 

용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합

으로 제공한다. 

• 정책에 따른 인터넷 트래픽 분배 기능

- 목 지 IP, 출발지 IP 등 주소별 트래픽 설정(Layer 

3)  로토콜(TCP/UDP)과 포트별로 트래픽을 3

개 이상의 100Mbps  WAN 포트로 분산 설정하도

록 개발하고 내부 사용자의 인터넷 속 역을 확

보하도록 한다.

 

그림 2. 고속 인터넷접속 제공 및 정책별 트래픽 분배
Fig. 2. High speed Internet access and traffic 

classification 

• Deep Packet Inspection 기반의 방화벽

- 다양한 운 모드를 제공하여 NAT모드, Transparent 

모드, 라우트 등 보안정책에 따라 리자가 직  차단 

리스트를 입력할 수 있으며, 삭제도 가능하게 구 한

다.

- 로토콜별로 발신지 IP, 발신지 port, 목 지 IP, 목

지 port를 구별하여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객체기반의 자원 리  정책 용

- IP그룹/서비스그룹/스 /VPN사용자/VPN게이트

웨이를 객체로 등록하여 쉽게 정책 용이 가능하

도록 한다.

• 다양한 차단기법을 용한 IPS 기능

- 공격형태  트래픽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차단 기법

을 용함으로써 효율 인 침입 응을 구 한다.



종단간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설계 및 구현

- 270 -

- 소스 IP/ 목 지 IP/ 서비스 포트별로 사  정의하는 

고정차단  IP Spoof, DoS 형태의 공격탐지, 그리

고 트래픽 안에 숨겨진 해킹과 웜바이러스들을 탐

지하여 용하는 실시간 차단 방법 등을 용하 다.

• 네트워크 로드밸런싱 기능

- 다양한 인터넷 사업자간 회선품질과 속도에 따른 패

킷 도달 순서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성능문제를 극

복하기 해 기본 Per-Destination 방식으로 복수의 

WAN회선을 통한 부하분산 기능을 제공한다. 

- 트래픽의 유형(소스IP 주소, 목 지 IP 주소, 서비스 

종류, TCP/UDP와 같은 로토콜의 종류)에 따라 

어느 WAN 회선을 사용할 지를 사용자가 정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라우  정책 설정 시 주 회선의 장애에 비하여 

Backup WAN 회선을 설정할 수 있다.

• VPN (가상사설망) 기능

- 원격사업장과 인터넷을 통하여 암호화된 안 한 통

신 방안을 제공한다.

- 이동사용자의 인터넷을 통한 안 한 원격 속 채

을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트래픽 분리 제어  QoS

- P2P 일공유와 같은 비 업무 인 로그램에 해

서 역폭을 제한할 수 있으며, Mail과 같은 업무에 

필요한 로그램에 해서는 필요 역폭을 보장한다.

- 간단한 설정으로 트래픽 보장  제한 정책을 변환

하여 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 트래픽 분리 제어
Fig. 3. Traffic Classification and Control

•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트래픽량, 최다사용자, 최다 

사용서비스/ 로토콜, 세션  Syn수, 평균 패킷 크

기의 황을 한 에 악할 수 있어 비정상 인 상

황 시 신속한 원인 악  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일별/주별/월별/년별 리포트를 활용한 통계  

History 리가 가능하도록 구 한다.

• 콘텐츠 필터링 기능

- 내용(Contents)에 특정 단어나 문자열 을 포함하고 

있는 트래픽을 차단하기 한 정책수립 기능을 제

공하여 유해사이트 차단을 한 URL 필터링  내

부정보 유출 방지 등의 다양한 목 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악성콘텐츠 제거(MIME Type, File Extension, Java 

applet, Active X, Cookies 등) 기능을 제공한다.

• Dynamic Host  DHCP 서버 기능

- 인터넷의 유동 IP 환경에서도 IP에 상 없이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 한다.

- 별도의 DHCP 서버가 필요 없이 IP 리가 가능하

도록 서버기능을 통합 구 한다.

Ⅲ.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속도의 향상, 능동  네트워크 

보안, 트래픽 분리 리를 통합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솔

루션으로서 종단간 트래픽 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보

안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본 기술 개발을 통하여 

고속 인터넷 속과 방화벽 기능, VPN, 침입 방지, 콘텐

츠 필터링, QoS 리 기능 등을 통합 으로 일체형 장비

에 구 하고 기업이 략 인 인터넷 인 라를 구축하면

서도 통신비용을 감할 수 있는 일체형의 통합 보안시

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구 된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경제 인 일체형 통합 보안시스템을 통신망 종단에 

어 라이언스 형태로 제공

- 고속 인터넷 회선의 안정 인 속과 활용을 제공

- 정책에 따른 주소별, 응용별 트래픽 진단 모니터링 

 분리 차단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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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방법의 VPN 기능을 선택 /통합 으로 지

원하여 정책의 유연성 제공

- 유해  비업무용 트래픽과 보안 의 근원지 모니

터링  History Log 기능 제공

• Deep Packet Inspection 기반의 방화벽 개발

로토콜 별로 발신지 IP, 발신지 port, 목 지 IP, 목

지 port를 구별하여 차단정책을 정의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4. 차별적 정책적용이 가능한 방화벽 제어
Fig. 4. UI of Firewall Control 

• 객체기반의 자원 리 정책  QoS 용

IP그룹/서비스그룹/스 /VPN사용자/VPN게이트웨

이를 객체로 등록, 객체별 정책 용이 가능하도록 구

하 다. 한 간단한 설정으로 트래픽 역폭 보장  제

한을 용할 수 있도록 리자 메뉴를 제공한다.

그림 5. 대역폭 보장 제어
Fig. 5. UI of Bandwidth Control

• 네트워크 로드밸런싱 기법 개발

다양한 고속인터넷 사업자 회선을 사용시 사업자간 

회선품질과 속도에 따른 패킷 도달 순서오류로 인해 발

생되는 성능문제를 극복하기 해 기본 Per-Destination 

방식으로 복수의 WAN회선을 통한 부하 분산이 가능하

도록 인터넷 속회선을 복수로 구성하 다.

그림 6. 트래픽 로드밸런싱 제어
Fig. 6. UI of Load Balancing Control

•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트래픽량, 최다사용자, 최다 사

용서비스/ 로토콜, 세션  Syn수, 평균 패킷 크기의 

황을 한 에 악할 수 있어 외상황시 신속한 원인

악  응이 가능하도록 리자 UI를 지원하 다. 이를 

통해 어 리 이션 별 사용시간을 미리 설정하여 특정 

시간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웹사이트 속을 차단하는 URL 필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업무시간에 비생산 인 채 , 웹 서핑 등으로 인한 생산

성 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림 7.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Fig. 7. UI of Realtime Network Traffic Monitoring

• QoS 기능을 통한 응답속도 개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내부 PC  일부가 P2P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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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일공유나 동 상 속을 하는 경우 업무에 

련된 네트워크 속을 보장하기 해 비업무 인 어

리 이션이나 PC별로 역폭을 조 하여 제한하고, 

요 업무 트래픽에 하여는 다른 트래픽이 유하지 못

하도록 일정 역폭을 약 보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8. 트래픽별 대역폭 보장을 통한 QoS 지원
Fig. 8. QoS support by bandwidth allocation per 

traffic

• 효율 인 네트워크 리 기능

갑자기 인터넷이 느려진 경우, 어느 사용자와 어 리

이션에 의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트래픽 모니터링 기능을 구 . 실시간으로 IP 주소와 어

리 이션별 트래픽 발생량을 추  확인할 수 있도록 

구 .

그림 9.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소스 추적 제어 
Fig. 9. Realtime traffic source trace and comtrol

• 원격 SSL VPN  P2P VPN 선택 가능

SSL Client를 이용하여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

서든 업무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며, Dynamic 

Host 기능을 이용해 유동 IP 환경에서도 P2P VPN 기능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후자의 고정 IP가 필요

한 Hub & Spoke 방식의 VPN보다 빠른 통신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림 10. 선택적인 SSL/P2P VPN 기능 통합 구현
Fig. 10. Selection of SSL/P2P VPN 

갑자기 인터넷이 느려진 경우, 어느 사용자와 어 리

이션에

• 시스템 구  기능  성능

다음 표 1에 개발된 통합 보안시스템에서 구 된 기능 

 지원 성능을 요약하 다. 

표 1. 개발 시스템 기능 및 성능
Table 1. System Function and Performance

기 능 개발 기술  성능

아키텍처

•방화벽/IPS/VPN/QoS/NLB 다기

능 문보안 시스템

•하드웨어 일체형

트래픽분배 성능 •100Mbps  3개 회선 지원

최  세션수 500,000 ～ 1,000,000

방화

벽기

능

Inspection 방식
•Hybrid type

•Deep packet inspection 방식

NAT 제공

IP Forwarding 제공(유동 IP도 지원)

방화벽 성능 •100Mbps ～ 200Mbps　

IPS 기능

•Signature 패턴 매칭

•비정상 로토콜, 트래픽 탐지차단

•실시간 패킷 필터링

•유해세션 차단

•DoS 공격완화

•스푸핑 차단 등

VPN 

기능

IPSec VPN 제공

SSL VPN 제공

유동 IP 지원 Center-remote 모두지원

VPN 성능 50Mbps ~ 100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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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방화벽, IDS, IPS, VPN, 앤티바이러스 

등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기능을 통합한 강력하고 능동

인 보안솔루션을 개발하 다. 개발된 시스템은 기존의 

용선 이외에 강력한 3개 회선의 100Mbps  고속 인

터넷 속을 안정 으로 제공함으로써 트래픽 증가에 따

른 역폭 확장 요구를 안정 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 

P2P, 게임 등 비업무용 트래픽을 진단하고 모니터링 하

는 기능  응용별 소스별로 트래픽을 분리하여 리하

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트래픽을 차단하고 

요한 업무용 트래픽에 한 네트워크 성능  QoS를 보

장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어 라이언스 형태의 일

체형 통합 보안장비로 구 되어 경제 이고 효율 인 보

안솔루션을 비용에 민감한 소규모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사용자 인증솔루션을 추가함으로써 네트워크 

경계보안뿐만 아니라 내부 사용자나 웜 등 내/외부의 다

양한 경로로 유입되는 이나 유해트래픽을 모두 차단

할 수 있는 안정 인 보안솔루션으로 확장 개발할 수 있

어 가격 비 효율성이 높은 통합 보안솔루션으로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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