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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공개되어진 이질 인 네트워크 사이에 상호 제3의 공격 인 패킷 경로로 활용되어지고 IP역추  

등의 공격에 한 추 과 공격방법에 따른 방어기법을 용하는 방어 시스템만으로는 공격을 차단하는데, 한

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천 인 공격 경로를 차단하기 해 라우  로토콜을 운 하는 네트워크 정보

를 패킷 내에 캡슐화 함으로써 공격 상인 네트워크에서 지속 인 공격 라우  로토콜의 정보와 경로에 

한 정보를 지속 으로 학습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함에 따라 사  차단 논리를 구 하고자 한다. 한, 다양한 

공격 성향을 분류하는 단계에서 진화된 네트워크 라우  로토콜을 분류하고 다양한 공격에 한 방어 연구

이다. 본 논문 연구를 통하여 공격 경로 네트워크와 라우  로토콜별 공격을 분석하고 해당 근 네트워크

별 방어를 한 통합 정보보호 구  방법인 통합보안 시스템 3차원-Puzzle과 Path 그리고 Cube를 통한 방어

를 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shows a limit to attacks that the prevention system, which is used as the mutual third aggressive packet path 

between open heterogeneous networks and applies prevention techniques according to the trace like IP tracking and attack methods, 

can prevent. Therefore, the study aims to learn information of constant attack routing protocol and of the path in network, the 

target of attack and build a database by encapsulating networks information routing protocol operates in order to prevent source 

attack paths. In addition, the study is conducted to divide network routing protocols developed from the process of dividing the 

various attack characters and prevent various attack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attack path network and attacks 

of each routing protocol and secure exact mechanism for prevention by means of 3D-Puzzle, Path, and Cube of the integrated 

security system which is an implementation method of integrated information protection for access network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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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다양한 보안에 한 이슈와 새로운 공격기법

에 의한 침해 사례가 다변화됨에 따라 단순히 차단하

고 학습을 통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보안 시

스템으로는 극 이고 공격성이 강한 침해를 방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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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보안 시스템 통합과 정책 다변

화가 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이는 방어기법의 

비약 인 발 과 기능의 다양화  최신 고도화된 방

어기술에도 불구하고 근과 침해에 한 종합 제

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부분별 기능과 기술만을 확인

하는 단편 인 방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의 입

장에서는 특정 기능과 시스템의 문제   취약 을 

찾아 근하는 단조로운 공격만으로도 체 시스템과 

네트워크 체를 무력화 시키는 공격이 가능하다. 따

라서 소규모의 네트워크 라우  로토콜을 활용한 

백도어 방식의 1차 공격과 2차 인 장애 를 주요 

목 으로 하는 의도가 커지고 있다. DDoS공격 역시 

다양한 이질 인 네트워크 역을 수차례 근하며, 

공격한다. 이러한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고 빠른 처방안을 한 종합 통합보안 시스템 망 

내 3차원-puzzle 보안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루어지는 공격

경로와 특정 라우  로토콜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

며, 한 학술 인 차원에서 라우  로토콜을 통한 

경로 송을 통해 근하는 공격에 한 공격기법을 

연구하여 종합 으로 방어를 분류하고, 분류된 공격 

경로와 라우  로토콜에 따른 종합 방어기법을 연

구하여야 하며, 연구된 결과를 제안과 실험을 통해 통

합보안 시스템 체계구축 할 필요가 있다[2][3].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통합보안 

시스템과 기존 라우  로토콜 취약 과 침해 사례분

석을 통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3장에서는 다양한 방어 

방법과 라우  로토콜을 연구  기능들이 기술되

고, 4장에서는 가상의 시범 네트워크에서 통합보안 시

스템과 라우  로토콜 기반의 근 망 라우  로

토콜을 확인, 가상의 매칭 3차원-Puzzle을 통한 최종 

허용 경로 선택을 구 하는 3차원-Puzzle Path을 이용

한 방어기법의 용에 따른 과정을 제안한다.

Ⅱ. 련연구

2.1. 통합보안 시스템과 라우  로토콜의 취약

공 망에서 불특정 다수의 공격은 특정 네트워크 

역에 근하기 해 여러 경로들을 거쳐서 근하

기 때문에 많은 네트워크 역을 경로로 활용하고 서

로 다른 이질 인 네트워크 역마다 특정 라우  

로토콜의 변화를 통해서 공격정보를 제외한 캡슐화 

과정을 거친다. 본 논문에서는 최  공격자가 포함된 

네트워크 역의 라우  로토콜로부터 방어를 해야 

하는 네트워크 역의 라우  로토콜 방어기법에 

한 정확한 정의와 기능들을 연구한다. 통합보안 시

스템이 구 되어 있는 네트워크 역으로 최  유입

되는 공격 패킷은 그림 1과 같으며, 특정 스탬   

래그를 패킷의 정보에 추가필드로 구성함으로써 공

격기법과 방어기법을 제안한다[4][5].

그림 1. 패킷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Packet

특정 공격 상에 한 공격이 다수의 서로 다른 네

트워크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한, 

공격에 한 통합보안 시스템이 라우  로토콜의 

필드 구성 정보에 한 유기 인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서버 는 네트워크의 

정상 인 역할과 처리를 방해하거나 치명 인 장애를 

유발시킨다. 한, 최근의 공격은 최종 공격 네트워크 

역의 특정 시스템으로 경로를 순회하면서 경로마다 

장애 유발을 기하는 Ready-Zombie를 심으면서 

근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림 2. 이질 인 네트워크 간 침입변화 라우  구성
Fig. 2 Routing Construction of Intrusion Changes 

between Heterogeneous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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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목 지 네트워크로 마지막 유입되기  단

계 네트워크 라우  로토콜과 최종 목 지 네트워크 

라우  로토콜을 통합 방어 가능한 방법  방어기

법을 확인한다. 그림 2는 서로 다른 이질 인 네트워

크 간의 다양한 라우  로토콜의 변화를 보여 다.

2.2. 통합보안 시스템과 라우  로토콜 취약  유형

통합보안 시스템은 Firewall, IDS, IPS, VPN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보안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 한 형태이며, 공격의 방법은 표 1과 같이 TCP/IP 

이어 계층별 공격기법과 같이 다양하다.

표 1. TCP/IP 이어 계층별 공격기법과 상
Table 1. Attack Techniques and Targets by TCP/IP 

Layer

과거 많이 활용되어진 다양한 공격기법을 포함한 

새로운 공격기법 등이 난무하고 있으나 공격기술과 

목 은 큰 차이 이 없다. 단, 역추 을 차단하려는 

치 한 자기 숨김을 한 변화와 근 증거 제거를 

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더욱더 공격의 형태가 복잡해

지고 있다. 이러한 공격방법  기법은 특정 네트워크

로 근을 한 라우  로토콜 취약 을 악하고 

취약 내 정상 인 근 경로로 공격을 시도한다.

2.3. 가상의 매칭 3차원-Puzzle Path 설계와 리기법

통합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역으로 마지막 패킷을 

송하는 라우터 단의 정보를 그림 3과 같이 가상의 매

칭 3차원-Puzzle을 통해 마지막 근 네트워크 라우  

로토콜을 확인한다. 최종 허용 경로 선택을 구 하는 

3차원-Puzzle Path를 용함으로써 각 침해에 한 개

별 인  학습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근 네트워크 라우

터 역의 라우  로토콜인 RIP, IGRP, IS-IS, 

EIGRP 등을 기록 학습한 정보를 최종 패킷 필드에 구

성해서 통합보안 시스템으로 유입을 허용  근 공격

의 성격에 따라 방어정책과 기법을 용한다.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통합보안 시스템에 Cube를 구성

한다.

그림 3. 3차원-Puzzle Path 설계
Fig. 3 3D-Puzzle Path Design

VPN, IDS, IPS 등의 종합 인 통합보안 시스템의 

일반 인 기능 수행 에 근  유입 패킷의 필드

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래그 필드를 그림 4와 

같이 3bit 추가 는 기존 패킷의 미사용 필드를 구분

자로 구성한다. 이는 망 자체에서 유입되어진 기존의 

IPv4 는 IPv6 패킷의 구성과 형태를 조작해서 변경

하는 방식이 아닌 통합보안 시스템이 수한 패킷을 

그림 5과 같이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그림 4. 3차원-Puzzle Path 리기법
Fig. 4 3D-Puzzle Path Management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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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acket 구성과 필드 구
Fig. 5 Packet Construction and Filed Implementation

Ⅲ. 침입방어 보안

일반 인 네트워크의 경우는 RIP를 기본으로 운

되어 지고 있으나,  세계 으로 내·외부 그리고 유

무선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이러한 네트

워크들은 다양한 라우  로토콜을 기반으로 패킷을 

유입 는 반출하는 과정들을 거친다. 보안이라는 부

문에서 보안 련 시스템 구 기법과 라우  로토

콜 취약성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종류  기법 등

을 표 2에서와 같다.

표 2. 보안 시스템 종류와 방어기법
Table 2. Security System Kinds and Defense 

Techniques

 

3.1. 불법 침입 방어 구  시스템

3.1.1. Firewall 보안 정책과 구

Firewall은 공개되어진 공 망으로부터 폐쇄 인 

는 특정 네트워크 역 사설망을 외부 침입으로부

터 1차 인 필터링이 가능한 보안장치로 내부 역과 

외부 역 사이에 치해 외부 역에서 내부 역으로 

근하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2개의 

이질 인 네트워크를 논리 , 물리 으로 분리해 근

을 제어하고, 침입  내부사용자의 불법정보유출을 

방지하는 보안정책을 구  하는 시스템이다[6][7]. 

한, 외부 통신 체제인 불특정 다수로부터 내부 네트워

크를 보호해주는 하드웨어 는 소 트웨어 체제를 

말하며, Outbound-Packet과 Inbound-Packet을 통제, 

확인하고 인증 기법을 통해 그림 6과 같이 다양한 침

입을 차단한다[8].

그림 6. Firewall구 을 통한 방어와 리
Fig. 6 Defense and Management through Firewall 

Implementation

3.1.2. IDS 보안 정책과 구

Firewall의 경우는 외부로부터의 불특정 다수의 악

의 인 근에 해서 트래픽을 제어함으로써 보안 

정책을 구 하는 시스템인데 반해 IDS(Instruction 

Detection System)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패킷을 선

별해서 침입탐지를 하기 해 찰하고 일방 으로 

근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IDS는 2가지 형태로 

H-IDS와 N-IDS의 분류로 나뉜다. H-IDS(Host- 

based IDS)는 Host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활동들

을 감시하고 침입 발생을 탐지 하는 형태이고 

N-IDS(Network-based IDS)는 네트워크 역에서 일

어나는 활동들을 감시하고 침입 시도를 탐지하는 형

태이다[9]. 그림 7과 같이 IDS는 찰을 통해 특정 목

을 가진 인 패킷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Firewall보다 한 차원 진보된 시스템이다[10][11][12].

그림 7. IDS구 을 통한 방어와 리
Fig. 7 Defense and Management through IDS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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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IPS 보안 정책과 구

Firewall과 IDS는 차단과 탐지를 통해서 제3의 불

법 인 패킷을 차단하는 단계이지만,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는 불법침입과 DDoS공격 등과 같

은 비정상 인 근에 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

되어진 정보에 의거 제2, 제3의 반복된 침입을 차단하

고 차단에 따른 방어조치를 단 실행한다는 면에서 

Firewall과 IDS와는 구분된다. 한, IPS는 이미 알려

져 있는 다양한 공격정보를 학습해서 이에 한 처리

기법과 정책을 탑재하고 있다[13]. 구  방법은 그림 

8에서와 같이 특정 네트워크 Rear단에 구성한다.

그림 8. IPS구 을 통한 방어와 리
Fig. 8 Defense and Management through IPS 

Implementation

3.1.4. VPN 보안 정책과 구

Firewall, IDS, IPS와는 정책방향과 기법이 폐쇄

인 네트워크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차이 이 있으

나, 보안을 한 동일한 목 으로 구 되어진 형태이

다. 일반 공  TCP/IP망을 통해서 연결된 두개 이상

의 네트워크가 서로 직  연결된 네트워크로 인식되

그림 9. VPN구 을 통한 방어와 리
Fig. 9 Defense and Management through VPN 

Implementation

도록 하는 기법이며, 공개되어진 공 망에서 서로 다

른 치에 있는 특정 네트워크 간에 상호 인증을 통

해서 터 을 구성하는 방식의 시스템이다. 터 은 암

호화되어 있어 제3의 공 망 사용자가 임의의 근으

로 두 네트워크간의 통신 패킷을 할 수 없으며, 가

상 터 은 IPSec 등과 같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송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용되어진 네트워크이다. 공

망에서 구축되는 논리 인 특정 목 용 용망으로 

그림 9와 같이 구성된다[14].

3.1.5. ESM 보안 정책과 구

ESM은 Firewall, IDS, IPS, VPN과 수많은 제안되

어진 솔루션  보안을 한 정책 등을 서버와 라우

터 등의 네트워크 장비들을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체  침해를 리하는 것이다. 한, ESM은 일련, 일

된 정책에 따라 보안 제  운 과 리 업무를 

통합 구 하여 보안성과 보안 리의 효율성을 향상

시킨 원격 보안 리를 한다[15][16].

ESM은 솔루션 개념으로 시스템과는 달리 보안장

비의 형태가 아니라 Firewall, IPS, IDS, VPN 등의 

보안장비를 리하고 운 하기 한 System 

Integration Service이다. 기능 인 역할은 그림 10과 

같이 이벤트 수집, 통합 리, 침해경보, 침해 응과 

가용성, 무결성, 기 성 보장을 한 험 리 그리고 

이벤트 선별 기능, 통합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보고

서 생성 기능 등을 수행하여 보안기획  정책 수립

을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실시간 인 보안업무의 질  

향상이 된다[17].

그림 10. EMS(통합보안 시스템) 구 을 통한 방어와 리
Fig. 10 Defense and Management through 

EMS(Enterprise System Management)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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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Risk Management System) 등 의 보안수

으로 모든 보안 로세스를 단일한 시스템에 포함시

켜 침해정보수집, 근 모니터링, 취약성  침해 분

석, 최종 험 단계 경보, 침해 보안방어 응, 근제

어 처리, 최종 방어정책에 따른 결과 통보  보고, 

정책 피드백, 학습 리의 로세스를 가진다.

3.2. 라우  로토콜 보안 정책

라우 은 특정 목  는 가상의 무분별한 Lose 패

킷들을 최종 패킷의 목 지에 달하기 해서 경로

정보를 어느 라우터에 달할 것인가를 각 노드가 

단할 수 있게 하고 패킷내의 목 지 주소를 별  

해석함으로써 그 정보에 해당되는 목 지로 패킷을 

달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패킷을 출발지로부터 최

종 목 지까지 연결고리로 운 되어지는 라우터들은 

패킷을 목 지까지 달하기 해 인 한 서로 다른 

라우터에서 다양한 RIP, EIGRP, OSPF, IS-IS 등의 

로토콜을 운 하고 표 3과 같이 제어하는 라우  

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라우  로토콜을 상으로 공격자가 공격을 할 

때, 가장 흔한 향을 주는 보안상의 문제 은 그림 

11과 같이 특정 목 지 네트워크에 패킷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공 망 체 네트워크 패킷의 정보 유출

이 발생,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패킷의 목 지 경

로에 의한 최 의 경로가 아닌 차선의 경로를 통한 

네트워크 달 등이 있다.

표 3. 라우  로토콜 종류
Table 3. Kinds of Routing Protocol

그림 11. 라우  로토콜 공격
Fig. 11 Attacks of Routing Protocol

3.2.1. RIP 보안

라우  로토콜  가장 일반 으로 운 되어지는 

로토콜이며, 네트워크 구성상 계층구조는 가지고 있

지 않고 평면 인 형태로 구성된다. RIP는 Distance 

Vector 알고리즘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목 지까지의 

거리가 최  경로 결정의 단기  설정하고 Metric

을 Hop Count를 통해 도달할 목 지의 거리를 측정

하기 해서 Hop Count를 사용한다. RIP에서는 요청

과 응답이라는 2가지 종류의 패킷 형태만 있다. 패킷 

요청 운  기법은 주기  송, 상 의 요청패킷에 의

한 응답, 목 지 정보의 변화에 따라 구 된다.

RIP 라우  로토콜의 가장 일반 인 보안상의 취

약성은  그림 12와 같이 UDP 포트 사용, 비연속 인 

시 스 넘버, 요청되지 않은 경로 상의 다양한 메시지 

허용, Replay attack, 비인가, 경로 정보 조가 있다.

그림 12.  RIP 라우  로토콜 공격
Fig. 12 Attacks of RIP Routing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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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IGRP 보안

RIP와 동일한 Distance Vector 알고리즘 방식을 채

용한 라우  로토콜로써 그림 13과 같이 공격자가 

원하는 목 지까지 네트워크의 경로를 탐색할 때 

역폭과 지연시간, 송 에러비율, 부하도, MTU 등의 

다양한 기법 수행 부분을 고려함으로써 RIP와는 다른 

라우  형태를 가진다.

IGRP의 라우  기능은 RIP와 같이 주기 인 라우

 테이블의 업데이트로 인한 역폭 감소 문제 을 

이용한 공격과 RIP 라우  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보안상의 취약성인  UDP 포트 사용, 특정 공격 목표 

선정, 불특정한 시 스 넘버, 비연속 인 시 스 넘버, 

Replay attack, 비 요청 경로 메시지 허용, 인증, 경로 

조 등이 존재한다.

그림 13. IGRP 라우  로토콜 공격
Fig. 13 Attacks of IGRP Routing Protocol

3.2.3. OSPF 보안

Link State 방식을 사용하는 라우  로토콜 방식

이며, 라우  구성 환경은 Area와 AS라는 두 가지의 

요한 요소를 가지고 계층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

다. Area는 인 한 동일한 라우  로토콜로 라우

을 진행하는 네트워크와 호스트 는 노드들의 집합

이고, 각 Area들은 Autonomous System으로 논리

인 역으로 구분된다. AS는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개체로 동일한 라우  기법을 가지고 운 하는 네트

워크 집합이다. 이와 같은 라우  기법과 계층 인 구

성은 라우  테이블을 최소화함으로써 네트워크상의 

트래픽 량을 이고 라우  경로 선택을 통해 가장 

짧은 경로 선정으로 빠르고 안정 인 라우 을 지원

한다.

RIP 는 IGRP 라우  로토콜과 다른 운 기법

은 Hop Count 무제한, Convergence Time 반응속도

가 빠르고 라우  정보의 변경 등의 특정 변화가 있

을 때만 라우  테이블을 갱신함으로써 불필요한 행

나 송 역폭을 유하지 않는다. 한, 동일한 네

트워크 Address에서 VLSM(Variable Length Subnet 

Mask)를 사용하여 제한된 Address를 이용한다. 

OSPF 라우  로토콜의 가장 일반 인 보안상의 

취약성은 그림 14와 같이 특정 송 계층 로토콜 

사용, NULL값 사용, 단순한 패스워드 구 , Similar 

to MD5, 정보의 기 성 미지원 등이 있다.

그림 14. OSPF 라우  로토콜 공격
Fig. 14 Attacks of OSPF Routing Protocol

3.2.4. IS-IS 보안

IS-IS는 Link State 라우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

써 링크 상태 정보를 교환을 통해  체 네트워크 

상을 계산  확인한다. 동일한 라우  로토콜 기법

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사이의 패킷 송은 ES(End 

System)간의 패킷 송 기법과 정보를 기반으로 확인

한다. TCP/IP의 2계층에 기반을 두고 있는 라우  

로토콜이며, OSPF와 동일한  Link State 방식 로토

콜로 OSPF와 유사 는 동일한 라우  로토콜의 기

능을 가진다.

IV. 통합보안 시스템 망 내 네트워크 보안 
기법과 역추

4.1. 제안환경

공 망 내에 가상 네트워크 역을 라우터 단에 설

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네트워크로부터 유입되는 패킷

을 확인한다. 한, 최  근하는 패킷에 한 유입 

정보인 라우  테이블을 확인함으로써 유입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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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형태를 확인 후 통합보안 시스템에 별도의 유

입되어진 패킷 필터에 침입 종류에 따른 Flag를 추가

하고 해당 침입과 유사한 정보를 지닌 3차원-Puzzle 

Path 정보에 따른 Cube에 학습 장함으로써 타 네트

워크 최 근 라우터의 라우  로토콜 정보를  

리한다[18]. 따라서 이후에 유사한 침입 형태의 패킷

의 근 시도가 발생하면, 최  역의 타 네트워크 

라우터와 이  네트워크에서 운 되어진 라우  로

토콜을 비교 분석함에 따라 근 경로를 Cube로부터 

확인하고 3차원-Puzzle Path에 따라 해당 근 경로를 

확보 유입시킨다. 이후 지속 인 테스트를 통해서 

되어진 Cube 정보와 3차원-Puzzle Path 정보를 확인함

으로써 제3의 침입  경로를 악하고 유입 라우터

(N)에서부터 는 해당 경로로부터 유입되는 패킷 자

체를 사  차단 는 해당 타 네트워크 라우터(N-1)로

부터 유입되는 라우터를 특정 통합보안 시스템으로 별

도의 차단 없이 바로 포워딩함으로써 통합보안 시스템

은 특정 학습  정보에 기반을 둔 침입만을 차단, 

검, 유입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여, 그림 15와 같이 네

트워크로 유입되는 침입으로 인한 역폭 감소 는 

특정 서버의 장애유발을 차단한다.

그림 15. 제안환경
Fig. 15 Proposal Environment

4.2. 통합보안 시스템 망 내 3차원-Puzzle 보안 

취약  공격

학습으로 되어진 공 망 라우터 정보와 3차원

-Puzzle Path 사용 횟수 등의 정보를 확인 그림 

16과 같이 3차원-Puzzle 방어를 구 하여, 라우  

로토콜을 이용한 취약성 공격과 패킷으로 구성되어진 

백도어 형식의 Active-X 등의 장애 유발 원인을 사  

차단한다.

그림 16. 3차원-Puzzle 방어
Fig. 16 3D-Puzzle Defense

4.3. 라우  로토콜 다변화 보안정책 방어와 역추

지속 인 패킷의 유입과 발송을 통해서 최종 생성된 

Cube 정보에 의해서 어느 특정 라우터로부터 최  공격

이 시작되어 졌으면, 최  근을 시도한 네트워크 라우

 로토콜 정보를 통해 수많은 일반 인 로토콜과 

폐쇄 인 네트워크로부터 출발한 라우  로토콜 등의 

근을 해 이동 경로로 활용되어진 라우  로토콜. 

즉, 다변화된 패킷과 라우  로토콜을 통해 근한 패

킷만을 필터링하고 해당 패킷만을 통합보안 시스템에서 

사후 처리 는 사  조치하는 과정과 기법으로 방어한

다. 그림 17과 같이 3차원-Puzzle Path의 Cube화를 통

해 단계별 학습 정보를 차후 지속 인 공격에 따른 장

애유발과 역추  가능 특정 네트워크 역의 정보를 함

께 구성함에 따라 2원 인 구 이 가능하다.

그림 17. 3차원-Puzzle Path의 Cube화
Fig. 17 Cube of 3D-Puzzle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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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통합보안 시스템 망 내 3차원-Puzzle 보안 

취약  공격에 한 결과 분석

4.4.1. Cube 정보보안

제안하는 Cube의 경우는 일반 인 정보를 학습함

으로써 되어진 최종 데이터 테이블이므로 통합보

안 시스템 이외의 그림 18과 같이 별도의 IPS 는 

IDS 등의 기법을 통해서 Cube를 직  공격할 수 없

도록 보안을 유지하거나 는 Cube의 경로까지도 3차

원-Puzzle Path를 거쳐서 다수의 테이블로 구성 침해

에 따른 근 목 지 다변화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림 18. 단계  차단 흐름도
Fig. 18 Block Flow by Stages

4.4.2. 3차원-Puzzle Path 정보보안

VPN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그림 19와 같이 가상 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Path로 난수의 발생을 통해 10개 

이상의 가상 Channel Path를 구성함으로써 어느 Path를 

통해서 침입코자하는 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한,  1회 이상 침입 공격에 해서 향후 공격 포인트를 

보이지 않게끔 구성함으로써 보안을 유지한다.

그림 19. 가상 Channel Path 구성도
Fig. 19 Virtual Channel Path Construction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근 네트워크 라우  

정보를 Cube를 통해 학습   리하고 유사 는 

련 침해 정보를 가진 패킷을 가상의 3차원-Puzzle 

Path를 통해 최종 목 지로 유입시키는 과정 에 침입

이 확인된 패킷은 통합보안 시스템에서 보안조치를 취

하고 향후 공 망으로부터 유입되었던, 동일한 네트워

크와 라우  로토콜을 통해 공격하는 경우 가상 3차

원-Puzzle Path로 이미 정보가 학습되어 졌으므로 동일

한 서버를 공격하는 반복 인 사례를 사 에 차단한다. 

한, 역추  정보를 이미 유입되어지면서 별도의 래

그에 정보를 생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역추  가능하고 

통합보안 시스템 이외에 Cube와 3차원-Puzzle Path를 

구 하고 탑재하기 한 별도의 시스템과 많은 시간을 

통한  학습정보가 객 인 차단 정보로 운 되어

지므로 시간과 성능의 반비례 인 결과가 나타난다. 따

라서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통합보안 시스템 하나로 원

래의 보안 기능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Cube  3차원

-Puzzle Path를 운   구 에 따르는 보안 취약 을 

단계  차단과 가상 Channel Path를 구 해야 하는 하

드웨어 도입 문제 과 3차원 정보  기법을 3D화하

여, 시각 으로 해당 침입 포인트를 감지하는 센서에 

한 추가 인 연구와 사  차단 비율을 향상시키는 부

문에 한 집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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