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85

http://dx.doi.org/10.14400/JDC.2014.12.4.285

OpenFlow를 이용한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인증 시스템

문정경*, 조한진**, 김진묵*

선문대학교 IT교육학부*, 극동대학교 스마트모바일학과**

A secure authentication system on wired

wireless integrated network using OpenFlow

Jeong-Kyung Moon*, Han Jin Cho**, Jin-Mook Kim* 

Division of IT Education, Sunmoon University*

Dept. of Smart Mobile, Far East University**

요  약  최근 무선 통신장치들이 매우 빠르게 발전되고 사용자에게 보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유선 네트워
크 장치들과 새로운 무선 네트워크 장치들을 통합한 새로운 메쉬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
런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런 환경에서 사용자 또는 유.무선 통신장치에 
대해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환경에서 오픈플로우를 사용해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구성하고, 커베로스를 응용한 
사용자 인증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우리가 제안한 인증시스템은 장치 또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비밀성,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추가로 중간자공격에 대해서도 막을 수 있다.

주제어 : 오픈플로우, 인증시스템, 비밀성, 무결성, 중간자공격

Abstract  Recent, development of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are rapidly and these device being deployed 
to the user very fast. By this results, a wired network device and the new device such as wireless devices 
incorporate. Then a demand of new mesh network is rapidly growing. In this wired/wireless integrated network 
environment, the network is configured automatically, and a user or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must be 
provided for authentication services. But, these services do not in the real world.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that wired/wireless integrated network environment to automatically configure the network using 
OpenFlow and the authentication system using Kerberos method. Our proposed system to be able to provide 
authentication services, confidentiality, integrity services for user or wired/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And 
it can be prvented as well to man-in-the-middle attacks.

Key Words : OpenFlow, Wired/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Authentication system, Confidentiality, Integrity, 
Man-in-the-Middle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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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스마트폰, 기타 무선 네트워크 장치들이 폭발

으로 공 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유‧무선 통합 네트

워크 환경에서 독립 이고 자동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기존의 유‧무선 네트

워크 장치들을 그 로 사용하면서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

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5가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 네트워크 환경은 새

로운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없

다[6].

두 번째, 기존의 네트워크 구조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계층 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추상화하기 어렵다. 그러

므로 기존의 네트워크 장치들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빠르

게 자동으로 구성하여야만 하는 사용자정의 네트워크

(Software-Defined Network) 요구에 합하지 않고, 네

트워크 추상화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세 번째, 최근의 네트워크는 트래픽 패턴이 자주 변화

하기 때문에 정확한 네트워크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환경에서 네트워크 규모를 악하고 합한 서비스

를 즉각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네 번째, 기존의 네트워크 구성은 버추얼머신(VM)의 

치 이동과 주소체계의 변화에 빠르게 응하지 못한다. 

하지만 VM의 치 이동과 무선 장치들의 주소체계 변화

에 한 빠른 변화는 새로운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 환경

을 구성하기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8]. 

마지막으로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들은 표  API나 개

방형 인터페이스(Open Interface)가 없다. 그러므로 새로

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네트

워크 장치들을 포기하고 모두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

생한다. 이로 인해 높은 장치 교체 비용과 네트워크 복구 

시간이 소모된다.

시  요구에 따라 새로운 유‧무선 통신장치들끼리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에 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

다[6, 12, 13, 18]. 

하지만 사용자정의 네트워크를 사용해 유‧무선 장치

들을 조합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해도 사용자

에게 안 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해서는 반드시 

보안 문제를 선행해서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본 논

문에서는 오 로우를 사용해 네트워크를 쉽게 구성하

고, 오 로우의 확장 필드들을 활용해서 기 성, 무결

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

고자 한다. 우리가 제안한 새로운 인증 시스템은 기 성, 

무결성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터미  자체에 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안 한 소 트웨어 정의 네트

워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음을 보인다[15].

2. 관련연구

본 논문에서는 자동으로 무선 장치들로 구성된 새로

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변화가 많은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 는 장치에 한 인증을 수행하고, 비

성과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 한 인증 시

스템을 설계  구 하고자 한다. 이를 한 련 연구를 

2가지 기술하 다.

2.1 커베로스(Kerberos)를 기반으로 한 인증

시스템

커베로스 로토콜은 분산 컴퓨  환경에서, MIT의 

Athena 로젝트의 결과물로 개발되었다. 

[Fig. 1] Kerberos architecture and process

커베로스는 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사용자

에게 인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앙 집 형 인증

방식이다. 이것은 Needham-Schroederm의 신뢰할 수 있

는 제 3 자 로토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다.

[Fig. 1]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커베로스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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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올바르게 제공하기 해서 사용자

를 인증하기 한 티켓을 발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용

자와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에 해서 인증 서비스를 제

공한다. 이처럼 커베로스 로토콜을 응용하면 유‧무선 

장치들을 통합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빠르고 쉬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7].

2.2 SDN/OpenFlow

본 에서 우리는 새로운 제안시스템을 설계  구

하기 해서, 기존에 많은 유‧무선 통신장치들이 자동으

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사용자정의 네트워크에 

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사용자정의 네트워크를 구성하

기 해서 가장 리 사용되는 오 로우에 해 설명

한다[3, 4].

2.2.1 사용자정의 네트워크: SDN(Sofrtware- 

Defined Network)

사용자정의 네트워크는 기존의 하드웨어 종속 인 네

트워크 구조  구성 방식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네트워

크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소 트웨어 방식을 사용한 네

트워크 구성 메커니즘이다. 

[Fig. 2] conceptual SDN structure 

[Fig. 2]에서 보이는 것처럼, SDN은 3계층 구조를 가

지고 있으며, 그 에서도 제어 계층에서 소 트웨어 방

식으로 서로 다른 기종의 스 치나 라우터 등에서 사용

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어를 한 네트워크 패킷과 데

이터 송을 한 패킷을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다[1, 2, 

9, 16].

2.2.2 오픈플로우(OpenFlow)

스탠포드 학이 제안한 오 로우는 여러 가지 유‧

무선 장치들에 계없이 독립 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하기 해서 사용하는 로토콜이다. 오 로우를 

사용하는 스 치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 로우 데이터 

필드 구조를 갖는다. 이를 [Fig. 3]에 나타냈다.

[Fig. 3] OpenFlow Tables and Head(ver.1.1) 

[Fig. 3]에 나타낸 것처럼, 오 로우 스 치는 오

로우 테이블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유‧무선 네트워크 

장치들에게 독립 으로 패킷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3

개의 구성요소를 갖는다[17]. 

본 논문에서 우리는 조건 필드의 헤더 정보들 에 메

타 정보 뒤에 확장 필드를 추가해서 사용자 는 단말장

치에 한 인증을 한 정보들을 추가한다. 그리고 해당 

인증 정보에 한 처리 방법을 처리 필드에 추가한다[5]. 

3. 제안시스템

본 에서는 오 로우를 사용해 유‧무선 통합 네트

워크 환경에서 안 한 인증시스템에 해서 제안한다. 

제안시스템은 유‧무선 단말장치들이 종단 지 에 치해 

있고, 사용자 는 단말장치에 한 사용자 인증을 수행

한다. 이를 해서 커베로스를 응용해 인증시스템을 설

계하 다.

3.1 제약사항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증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제약사항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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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시스템에서 통신의 주체가 되는 오  컨트롤

러와 오  스 치 사이의 통신은 TLS ver.3과 같은 

보안 로토콜을 사용한다.

(2) 오  스 치들끼리는 비 성 서비스를 보장하기 

해서 IDEA와 같은 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

에 탑재하고 암호화된 통신을 실시한다. 이를 아래

와 같이 수식으로 나타내었다.

(3) 오  컨트롤러들 사이에서의 통신에서도 비 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오  스 치들과 마찬가

지로 IDEA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아래의 

수식은 표 인 오  컨트롤러인 NOX 모듈을 사

용해서 비 성 통신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4) 제안시스템을 통해서 유‧무선 통신장치들이 인증

차를 수행할 때, 오 로우 테이블의 확장필드 

데이터를 메타 데이터 필드 뒤에 첨부해서 처리하

여야만 한다. 이것은 기존의 오 로우 테이블 

ver.1.1을 그 로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변화를 통해

서 쉽고 빠른 인증 차를 수행하기 해서이다.

(5) 제안시스템은 사용자 는 유‧무선 단말장치에 

해서 인증을 먼  수행한 후,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

비스를 나 에 처리한다. 만약 와 같이 사 에 인

증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 들을 미리 해결하

기 해서이다.

(6) 오  컨트롤러는 오  스 치들과 주기 으로 통

신을 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에 한 제어를 수행

하고, 자신이 리하는 서  네트워크에 포함된 오

 스 치들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리한다.

우리가 제안한 인증시스템은 커베로스의 인증 메커니

즘을 응용하여 사용자 는 유‧무선 통신장치에 한 인

증을 수행한다. 이때 단말장치들간의 비 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IDEA 칭키 알고리즘을 사용해 범용

성을 높 다.

3.2 제안시스템 구조

제안시스템은 아래 [Fig. 4]와 같이 오  컨트롤러와 

오 로우 스 치들로 구성된다. 하나의 컨트롤러들은 

여러 개의 오  스 치들을 리한다. 

[Fig. 4] Proposed system architecture and 
relation

오  컨트롤러들의 상  계층에 RoA(Router of 

Authority)가 있다. 이것은 오  컨트롤러들 간의 상호인

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오  컨트롤러들 간의 상호 인

증을 수행하거나 상  계층의 RoA와의 안 한 통신을 

해서는 TLS ver.3를 사용하여 설계했다. 

그리고 제안시스템은 오  스 치와 오  컨트롤러 

간의 안 한 통신을 해서 표  칭키 암호 알고리즘

인 IDEA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서 유‧무선 단말장치들 

사이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송‧수신함으로써 간자 공격

이나 데이터 ‧변조 공격을 막을  수 있다.

3.3 제안시스템 인증절차

[Fig. 5]는 제안시스템의 오 로우 스 치와 오  

컨트롤러사이에서 사용자 는 단말장치에 한 인증

차에 해서 설명하 다. 

[Fig. 5] Authentication Procedures 

오  컨트롤러에 한 장치 인증을 해서 상  계층

의 RoA를 통한 인증 차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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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세부 인 인증 처리 차는 총 6단계로 구성되

었다. 세부 인 인증 차는 다음과 같다. 

(1) 오  스 치가 오  컨트롤러에게 통신을 요청하

고, 안 한 통신을 해서 비 키 할당을 요청한다. 

이를 아래와 같이 수식으로 나타내었다.

   

(2) 오  컨트롤러는 자신에 한 장치 인증과 오  스

치에 한 서비스 요청에 한 인증을 검토받기 

해서 RoA에게 인증을 요청한다. 이를 아래 수식

과 같이 나타낸다. 수식 4에 나타낸 것처럼, 오  컨

트롤러와 RoA 사이에는 안 한 TLS 로토콜을 

사용한다.

  

(3) RoA는 미리 약속된 해쉬 알고리즘을 사용해 오  

컨트롤러에 한 인증을 허락하는 토큰(Token)을 

생성해서 오  컨트롤러에게 달한다. 이때 사용

하는 암호화 세션 키는 TLS 로토콜을 통해서 별

도로 안 하게 달한다. 이를 아래 수식에 나타내

었다.

  

(4) 오  컨트롤러는 자신의 장치 인증을 확인하고, 

IDEA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달받은 토큰 과 

타임 스템 (Time stamp) 값을 암호화한 후, 오  

스 치에게 암호화한 토큰 정보를 달한다. 이를 

아래 수식에 나타내었다.

     

(5) 오  스 치는 달 받은 토큰이 올바른지 확인하

기 해서 타임스템  값을 미리 약속된 처리를 수

행한 후, 오  컨트롤러에게 달한다. 이를 아래 

수식에 나타내었다.

    

(6) 마지막으로 오  스 치와 오  컨트롤러 가 서로 

정당한 사용자 는 장치임이 인증되면, SDN 방식

을 사용해서 두 장치 사이에 안 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통신 채 을 설정한다.

4. 평가 테스트 및 결과

본 논문의 제안시스템을 테스트하기 해서 [Fig. 6]

과 같이 평가 환경을 구성하 다.  

[Fig. 6] Experiment environment

[Fig. 6]과 같이, 오  스 치들을 6개 연결하고, 오  

스 치_1과 오  스 치_5, 그리고 오  스 치_6에 데

스크 탑 PC를 연결하 다. 그리고 오  컨트롤러에 노트

북을 연결하고 제안한 인증 시스템을 탑재하 다.

실험 시나리오 1)

오  스 치_1과 오  스 치_5 사이에서 송‧수신하

는 데이터 패킷을 터미 에서 가로채어 확인해서 가로챈 

내용이 올바르게 암호화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실험 시나리오 2)

오  스 치_1과 오  스 치_6 사이에서 터미 에서 

가로챈 정보를 재- 송하 을 경우, 오  스 치_6이 원

래의 통신 패킷이 아닌 변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실험한다.

실험은 도우 7이 설치된 데스크톱과 노트북을 사용

하 다. 그리고 제안한 인증시스템은 MS-Visual Studio 

2010 환경에서 C++를 사용해서 구 하 다. 아래 [Fig. 

7]은 시나리오에 따른 실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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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 of Experiment 

[Fig. 7]과 같이, 제안한 인증시스템은 해커가 간에

서 데이터를 가로채는 공격에도 비 성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간자 공격 등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변조하여 달할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제안시스템

은 타임스템 와 해쉬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자 공

격을 감지할 수 있다.

5. 결론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 한 수요가 증할 수록

OpenFlow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정의 네트워크에 한

수요가 증하고 있다. 더욱이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환

경에서 사용자 요청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향후 네트워크 시장의 가장 큰 변화

로 다가올 사용자정의 네트워크에서 용하기 한 보안 

로토콜이 가져야 할 제약사항들에 해서 정의하 다. 

그리고 제약 조건을 갖는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동작 가능한 사용자 는 단말장치에 한 인증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시스템은 많은 유‧무선 통신장치들로 통합 네트

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오 로우 로토콜과 커베로스 

인증 방식을 응용해 설계하 다. 이는 사용자정의 네트

워크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

다. 그리고 기존의 오 로우 테이블에 확장 필드를 

용함으로써 인증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구 할 수 있다.

제안시스템이 비 성,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지 확인해 보기 해서, 실험 환경을 구성하고 구 한 

시스템을 실험해 보았다. 실험 결과, 제안시스템은 비

성,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자 

공격을 통한 데이터 재-사용에 해서도 안 하 다. 향

후 제안 시스템에 한 성능 평가와 다양한 유‧무선 장치

들을 이용한 확장된 실험들을 추가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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