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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플로우 시각화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상황 감시 방법인 VisFlow를 제안하며, 기존 트래픽 플로우 시각화

기술의 단점인 대량 트래픽 발생 시의 직관성 상실 문제, 대칭적 주소 공간에 의한 반사현상 문제, 종단간 연결 의미의

상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VisFlow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보안 시각화 인터페이스로써 플로우 시각화 기술을 활용

하여 개별적인 트래픽 데이터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네트워크 현상들을 패턴으로 형상화하고 관리 네트워크 내

의 보안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및 감시하는 방법이다. 트래픽 플로우의 포트 역할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노드 유형과

중요 정보를 식별 분류하고, 분류된 정보는 중요도에 따라 2D/3D 공간 상에 단순화 및 강조하여 표시함으로써 직관성

과 실용성을 높인다. 또한, IP주소값에 기반한 비대칭적 노드 배치를 통해 반사현상 문제를 해결하고 노드간의 연결선

을 활용하여 종단간의 세션 의미를 유지함으로써 정보성은 높인다. 관리자는 VisFlow를 통해 방대한 트래픽 데이터를

쉽게 탐색하고 전체 네트워크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네트워크 보안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Monitoring Network Security Situation Based on Flow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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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ethod of security visualization, VisFlow, using traffic flows to solve the

problems of existing traffic flows based visualization techniques that were a loss of end-to-end semantics of

communication, reflection problem by symmetrical address coordinates space, and intuitive loss problem in mass of

traffic. VisFlow, a simple and effective security visualization interface, can do a real-time analysis and monitoring

the situation in the managed network with visualizing a variety of network behavior not seen in the individual

traffic data that can be shaped into patterns. This is a way to increase the intuitiveness and usability by identifying

the role of nodes and by visualizing the highlighted or simplified information based on their importance in 2D/3D

space. In addition, it monitor the network security situation as a way to increase the informational effectively using

the asymmetrical connecting line based on IP addresses between pairs of nodes. Administrator can do a real-time

analysis and monitoring the situation in the managed network using VisFlow, it makes to effectively investigate the

massive traffic data and is easy to intuitively understand the entire network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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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네트워크 트래픽 시각화 기술은 정보 시각화

(Information Visualization) 기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들을 시각적 인터페이스 상에 의미있게

표시하고 네트워크 상황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법이다[1]. 시각화 기술은 한정된 공간 내에 많은 트

래픽 데이터들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방대

한 양의 트래픽 데이터들을 직관적으로 분석하는데 유

용하다. 또한, 개별적인 트래픽 데이터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네트워크 현상들을 패턴으로 형상화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쉽게 네트워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2, 3].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는 관리 네트워

크 내의 상황이 정상인지 또는 공격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 및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4, 5].

네트워크 종단간의 통신을 의미하는 세션 데이터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왕래하는 패킷들의 집합인 트래픽

플로우로 정의된다[6]. 플로우 기반의 시각화 방법들은

세션 데이터 내의 출발지 IP주소와 목적지 IP주소의

연결관계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이상 현상들을 효율적

으로 표시한다[5, 6, 7]. 이는 네트워크 공격이 출발지

(공격자)와 목적지(피해자) 사이의 연결 행위, 즉 두

주체간의 방향성을 갖는 연결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플로우 기반 분석 도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출발지 IP주소, 목적지 IP주소, 그리고 방향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표적인 트래픽 플로우에는 Cisco의 Netflow가 있

다. Netflow는 단일 방향으로만 전송되는 패킷 집합을

하나의 독립된 트래픽 플로우로 정의하기 때문에, 실

제 종단간에 왕래하는 패킷 데이터들은 방향이 다른 2

개의 단방향 트래픽 플로우로 제공된다[8, 9]. 이런 구

조에서는 선행 요청 트래픽 플로우의 출발지/목적지

주소와 응답 트래픽 플로우의 출발지/목적지 주소는

상호 변경되므로 방향성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Netflow와 같이 왕복 세션을 독립적인 2개의 단방향

세션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환경에서는 방향성은 의

미가 없다[4].

공격자와 피해자 사이의 연결 관계를 표시하여 네

트워크 이상 현상을 표현하는 시각화 인터페이스들은

세션의 방향성(행위)에 의미를 두기 위해 출발지 주소

와 목적지 주소를 양쪽(좌 우, 상 하) 대칭평면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전체 IP주소들은

출발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IP 주소가 대칭축을 중심으로 출발지 주소 평

면과 목적지 주소 평면에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양쪽 주소 평면 공간에 2개의 호스트로

표시되지만 1개의 단일 호스트로 인지하고 해석해야

하는 반사현상(거울효과) 문제가 발생한다[4]. 이 문제

는 네트워크 상황 파악을 난해하게 만들어 인터페이스

의 직관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므로 대칭평면 상에

출발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은 지양해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보안 시각화 인

터페이스인 VisFlow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트래픽

플로우의 포트 역할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노드 유형

과 중요 정보를 식별하여 분류하고[4], 분류된 정보는

중요도에 따라 강조 표시 및 단순화함으로써 직관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한, IP주소값에 기반한

비대칭적 노드 배치와 노드간의 연결선을 활용하여 종

단간의 세션 의미를 유지하면서 정보성을 높이는 방법

이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트래픽 플로우 시각화

관련 기술과 제안하는 기술이 고려해야할 사항을 기술

하고, 3장에서는 시각화 인터페이스의 설계와 구현에

대해 다룬다. 4장은 구현된 도구를 실제 네트워크의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하여 결과를 도출 및 검

증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

며 논문을 맺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네트워크 플로우 기반 시각화 기술

네트워크 트래픽 플로우 기반 시각화 기술에는

NVisionIP[10], VisFlowConnect-IP[11], FloVis[12],

VisCat[3, 5] 등이 있다. NVisionIP와 VisFlowConnect

는 NCSA(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s)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개발된 시각화

도구이다.

NVisionIP는 Netflow 데이터를 이용하여 트래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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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화면에 시각화하는 도구로써 Galaxy View,

Small Multiple View, Machine View로 구성된다.

Galaxy View는 출발지 및 목적지 IP주소를 B클래스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하여 16비트씩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분할한다. 분할된 네트워크 주소는 가

로축에, 호스트 주소는 세로축에 대응하는 좌표값으로

설정하고 개별 호스트에서 송 수된 플로우 정보를 화

면상에 표시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의 상황 정보를 제

공한다[10]. 하지만, 이 방법은 종단간 세션에 대한 연

결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상황 감시보다는 공격

탐지 분야에 적합하고 공격 정보에 관한 연결 의미 해

석을 위해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VisFlowConnect-IP는 트래픽 세션의 연결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외부 도메인 시스템들과 내부 시스템들

간의 트래픽 흐름을 ‘평행 수직축(parallel axes)’을 사

용하여 상황을 표현하는 시각화 도구이다. 정의된 3개

의 평행 축에는 좌측부터 외부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송신하는 출발지 호스트를 표현하는 축, 내부 관리 도

메인의 호스트를 표시하는 축, 데이터를 수신하는 외

부 목적지 호스트를 표시하는 축으로 구성되며 연결선

을 이용하여 호스트간의 연결 관계를 표현한다[11].

VisFlowConnect-IP는 종단간의 연결 정보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상황을 이해하기가 쉬운 반면

에, 대칭축인 Internal host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송신

External host가 우측에는 수신 External host가 배치

됨으로써 결과 해석이 어려운 반사현상 문제가 발생한

다. 또한, 한정된 1차원 평행 수직축 상에 호스트들을

표시하기 때문에 특정 호스트에 대한 상황 파악이 어

렵고, 트래픽이 다량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연결선들

로 인해 직관성이 떨어진다.

FloVis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을 여러 화면을 통

해 다양한 측면으로 보여주는 시각화 도구이다.

FlowBundle 화면은 전체 호스트들의 통신(종단간의

연결) 패턴 내역을, NetBytes Viewer 화면은 호스트들

(서버, 클라이언트)의 활동 내역을, NetBytes Viewer

화면은 개별 호스트의 포트별 사용 내역을 표시하며,

각각의 화면들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한다[12]. FloVis

의 기본 화면인 FlowBundle은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

시스템들 간에 발생하는 NetFlow 데이터를 연결선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호스트의 위치는 IP주소를 이용하

여 방사형의 원테두리 상에 점으로 표시하고, 해당 호

스트를 클릭하면 NetBytes Viewer 화면이 실행되면서

시간에 따른 포트별 변화와 송 수신 데이터량을 보여

준다. FloVis는 하나의 원 위에 관찰 대상 시스템들 간

의 트래픽 흐름을 표시하므로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상

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수

평 대칭축을 중심으로 상단 반원에 목적지 호스트와

하단 반원에 출발지 호스트를 배치하고 연결함으로써

VisFlowConnect-IP와 동일한 반사현상 문제가 발생

한다.

VisCat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트래픽

세션 기반의 시각화 도구로써 네트워크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VisNet과 네트워크 공격을 상세하게 분석하

는 VisMon으로 구성된다. VisNet의 IPGrid는 전체 IP

주소 공간을 4개의 2차원 평면 그리드에 출발지와 목

적지 호스트를 점으로 표시 및 연결하여 트래픽의 흐

름을 표시한다. 다수의 점들과 연결선들에 의해 생성

되는 군집 또는 발산 모양을 활용하여 각종 네트워크

서비스들의 현황과 공격들을 시각화한다[3]. VisMon

은 2차원 쿼드(Quad)와 3차원 큐브(Cube)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공격을 상세 분석하는 도구이다[5]. 공격을

포함한 대부분의 네트워크 이상 현상들은 종단간의 세

션 패턴들이 발산 또는 수렴 형태를 보이는데,

VisMon은 5-tuple의 군집화를 이용한 시각화 및 위치

기반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해당 공격을

표현하고 탐지한다. 하지만, VisCat의 VisNet은

VisFlowConnect-IP와 FloVis에서 발생하는 반사현상

문제가 있고, VisMon은 NVisionIP와 같은 네트워크

상황 감시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3. 시각화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통신의 종단간 연결을 의미하는 트래픽 플로우는

일정 시간 동안 관찰 지점을 통과하는 IP 패킷들 중에

서 공통 속성 갖는 패킷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공통

속성에는 출발지 IP주소(sip: Source IP Address), 목

적지 IP주소(dip: Destination IP Address), 출발지 포

트번호(spt: Source Port Number), 목적지 포트번호

(dpt: Destination Port Number), 프로토콜 번호(p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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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Number)가 있고, 부가 정보에는 패킷 개수

(pkts)와 바이트량(byts), 그리고 통신시작시간, 통신

지속시간(duration) 등이 있다.

3.1 시각화 인터페이스 설계

트래픽 플로우의 식별자인 5-tuple(<sip, dip, spt,

dpt, prt>)은 종단(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연결을 의미

한다. 5-tuple에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의미하는 2개의

IP주소가 있다. 각각의 IP주소는 시작과 끝을 나타내

는 노드(점)로서 표현할 수 있고 노드간의 연결선을

통해 연결관계를 표시한다. 연결관계 속에는 포트번호

와 프로토콜이 포함된다. (그림 1)은 종단간 연결관계

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종단간 연결관계 시각화

포트번호의 범위는 (65,536)개로써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색상과 매핑하여 데이터셋 속에서 규칙성

과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토콜은 tcp,

udp, icmp와 같이 주요 프로토콜별로 빈도순으로 색인

화하고 해당 프로토콜 선택하여 프로토콜에 따른 현상

들을 감시한다. IP주소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무작위

(랜덤)로 배치하기보다는 고유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IP주소값이 특정 의미를 갖도록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브넷과 같이 동일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시

스템들은 특정한 곳으로 분포(군집화)되어 네트워크의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고 IP주소에 의한 상황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대칭 공간상에 IP주

소를 표시한다면 대칭 공간인 양쪽 모두에서 동일 IP

주소가 나타나게 되므로 해석이 어려워지는 반사현상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2)는 반사현상 문제를 나타낸

것이다. 노드 A에서 노드 B로 통신하는 트래픽 세션

은 노드 A에서 노드 B로 향하는 연결 플로우 과 노

드 B에서 노드 A로 향하는 연결 플로우 가 발생한

다. 단순하지만 플로우 개수를 1,000개 이상이라고 가

정할 경우, 사용자는 가 에 의한 연결 플로우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또한 sip 평면에 존재하는 노드 A와

dip 평면에 존재하는 노드 A를 동일한 노드로 인식하

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림 2) 대칭공간 상에 IP주소의 표시

모양은 노드의 유형을 구별시키고 크기는 노드를

강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공격자, 피해자, 중요

서버와 같이 관심대상 노드는 <표 1>과 같이 노드 유

형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을 갖도록 하고 노드 크기는

누적 빈도수만큼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시하면, 관심

대상 노드들은 강조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노드들

은 단순화될 수 있다. 노드 종류에 대한 선별 방법은

‘포트 역할을 이용한 노드 식별 방법’[4] 또는 ‘네트워

크 구성정보를 이용한 식별 방법’과 같은 노드 식별을

위한 다른 방법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표 1> 노드 유형별 표시 형태

노드 유형 표시 형태

Attacker ●

Victim ▽

Server ■

Host ∙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시

각화 인터페이스인 VisFlow의 2가지 IP주소 배치 방

법에 대해 설계 및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플로우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단순화시켜 네트워크 상황을 신

속히 감시할 수 있는 시각화 인터페이스로 IP주소의

2D 공간 배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서브네트워크와 호

스트들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IP주소의 3D 공간

배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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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IP주소의 2D 공간 배치

32bit 정수로 표현되는 IP주소는 식(1),(2)에 의해

(그림 3)와 같은 극좌표계의 점 로 정의할 수 있

다. 여기서, 반지름 은 누적 빈도수이고, 각도 는 정

수형 IP주소값을 최대 IP주소값으로 분할한 라디언 각

도이다.

        (1)

 


× (2)

반지름 로 생성된 원을 기준 참조원이라고 정

의하면, 처음 보고된 플로우의 IP주소(노드)들은 기준

참조원의 원주 상에 점 데이터의 쌍()으로 표시되

며, 두 점 사이를 연결하여 세션 의미를 갖도록 한다.

연결선의 색상은 목적지 포트번호에 따라 일정하게 배

정함으로써 트래픽의 규칙성이 나타나도록 표시한다.

(그림 3) IP주소의 2D 공간 배치

점 에서 의 변화는 누적 빈도수에 따라 반지름

값이 증가함으로써 기준 참조원에서 외곽으로 밀려

나와 빈도수가 작은 점들과는 구별되도록 강조하여 표

시한다. 구현에 있어서 극좌표로 명시된 노드들은 컴

퓨터 화면 상의 2차원 직교좌표계로 아래 식(3)와 같

이 변환시켜 표시한다.

  cos ,   sin (3)

3.1.2 IP주소의 3D 공간 배치

IP주소를 3D 공간 상에 배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술한 2D 공간 상의 IP주소 배치 방법을 이용하여 확

장할 수 있다. 이는 IP주소를 인터넷 주소 체계에 기반

한 A, B, C, D, E 클래스별로 분류하고 네트워크주소

와 호스트주소를 추출한 뒤, 클래스별로 각기 다른 반

지름을 갖는 네트워크 원들을 생성하고 네트워크주소

에 따라 높이값을 부여하면, (그림 4)와 같은 원통좌표

계의 점 좌표들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각각의 원

들은 클래스별 개별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각각의 호스

트들은 네트워크 원주 상에 위치하는 구조이므로 IP주

소값을 식(4),(5),(6)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4)

 max   

 
× (5)

 max  
 

(6)

여기서, 는 클래스별 참조 반지름에 관한 상수

값이고, 와 는

IP주소에서 추출된 Class별 정수형 네트워크 주소값과

정수형 호스트 주소값이다.

(그림 4) IP주소의 3D 공간 배치

식(7),(8)는 IP주소 위치를 원통좌표계로 정규화할

경우 간단하게 와 를 구하는 계산식으로 모든 IP주

소를 B-Class 형식(16bit netmask 사용)으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일관성있게 분할하고 와 를

계산한다. 이는 클래스별 주소 분할 방법과는 의미적

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처리 성능과 A-Class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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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방대한 호스트 식별을 고려할 경우 식(5),(6)에

비해 효율적인 방법이다.

 

 
× (7)

 

 
(8)

이상과 같이, 플로우 데이터 내의 IP주소가 네트워

크주소와 호스트주소로 분할 추출되면 와 는 고정

값이 되고 이후에는 빈도수에 따른 값만이 변화한다.

원통좌표로 명시된 노드들은 컴퓨터 화면 상의 2차원

직교좌표계로 아래 식(9)와 같이 변환하여 표시한다.

  cos,   sin,    (9)

3.2 시각화 인터페이스 구현

VisFlow의 시각화 인터페이스는 OpenGL 라이브러

와 VisualC++을 이용하여 화면 중앙에는 네트워크 상

황을 감시하는 2D 뷰 또는 3D 뷰를 배치하고 좌·우측

에는 플로우 데이터의 주요 통계 정보와 그 정보를 필

터링하는 메뉴들로 구성한다. 필터링 메뉴에는 트래픽

5-tuple의 속성별로 선택하는 기능과 노드 유형별(공

격자, 서버, 피해자)로 선택하는 기능을 배치하고 해당

정보만을 필터링하여 상황 감시에 활용할 수 있다.

VisFlow의 통계 정보 및 필터링 메뉴는 다음과 같다.

⦁ 출발지/목적지 IP 주소
⦁ 출발지/목적지 포트 번호
⦁ 프로토콜 번호
⦁ 노드 유형 (공격자, 서버, 피해자, 호스트)

구현된 VisFlow의 3D Cylinder 시각화 인터페이스

는 (그림 5)와 같다.

TopN

출발지

IP주소

TopN

출발지

포트번호

노드

유형

TopN

목적지

IP주소

TopN

목적지

포트번호

TopN

프로토콜

172.068.0.100
80 (100%)

172.068.0.102
80 (100%)

172.068.0.103
1234 (100%)

reference cylinder

(그림 5) VisFlow(Cylinder)

4. 네트워크 트래픽 플로우 실험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라우터(KREONET과 미국의 StarTap 구간)를 통해

수집한 Netflow v5 데이터이다. 실험 데이터는 <표

2>와 같이 UDP 1434 포트를 이용한 Slammer Worm

공격을 비롯한 각종 스캐닝 공격들이 포함되어 있으

며, DDoS 공격은 자체 제작한 공격 도구를 이용하여

발생시켰다.

<표 2> 실험 데이터

파일명 이벤트 수 파일 크기 설명

N07270701 703,331 55M
일상적인 데이터
(1434 슬래머 웜

포함)

N07200703 73,572 6M
일상적인 데이터
(호스트 스캐닝

포함)

(그림 6)은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각화를 수행

한 결과 화면이다. (a)와 (b)는 전체 노드들과 일상적

인 네트워크 상황을 VisFlow의 2D와 3D 뷰로 시각화

한 것이고, (c)는 호스트 스캔 공격을, (d)는 DDoS 공

격을 VisFlow 3D 뷰로 시각화하여 감시한 것이다. 실

험 데이터에 내에 포함되어 있던 무분별한 노드들과

공격들이 단순한 방법이지만 정확하게 분류되었고 네

트워크 상황 정보들은 간략히 시각화되어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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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트워크 플로우 2D 감시 (b) 네트워크 플로우 3D 감시

(c) Host Scan 공격 플로우 감시 (d) DDoS 공격 플로우 세션

(그림 6) 네트워크 플로우 시각화를 이용한 네트워크 상황 감시 (VisFlow)

5. 결 론

본 논문은 트래픽 플로우 시각화를 이용한 네트워

크 상황 감시 도구인 VisFlow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기존 트래픽 플로우 기반 시각화 기술들의 문제점인

종단간 연결 의미 상실 문제, 대칭적 주소 공간에 의한

반사현상 문제, 대량 트래픽 발생 시의 직관성 상실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VisFlow의 설계 단계에

서부터 IP주소 공간 배치와 종단간 연결 의미를 중점

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대량의 플로우가 발생할 경우

에도 중요 노드들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직관성을 제공

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했다. VisFlow의 구현과 실

제 네트워크 환경의 플로우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VisFlow를 통해 전술한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네

트워크 상황들을 감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트래픽 플로우 시각화 기술은

단순하지만 직관성을 높여 네트워크 상황 정보를 빠르

게 제공한 방법으로써 트래픽 플로우 이외에 다른 보

안이벤트(네트워크관리시스템, 공격탐지시스템, 공격

대응시스템 등의 이벤트)와 동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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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안관제 분야의 네트워크 상황 감시뿐만 아니

라 공격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는 VisFlow와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공격탐지시스템, 공격대응시스템, 그리고 보안관제시

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접속 인터페이스를 정의 및 구

현하고 실제 연동을 통해 효용성을 극대화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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