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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Access list)이 용된 라우터 기반 네트워크의 검증 
사례연구

김노환
*

The case study to verify of a network based on router applying an ACL(: Access List) 

No-Whan Kim *

요 약

ACL(: Access List)은 네트워크의 근 허용 여부를 정해놓은 목록으로 주로 네트워크의 보안을 해 사용

한다.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용함으로써 특정 패킷을 필터링하고 출발지 주소, 목 지 주소, TCP/UDP 포트 

등을 기반으로 허가되지 않은 특정 IP 혹은 포트를 지정하여 차단하거나 허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표  ACL

과 확장 ACL이 용된 라우터 기반의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해 토폴로지를 설계한 후 패킷 트 이서를 이

용하여 공통 가상 망을 구 한 다음 시뮬 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효율 인 구 사

례를 제시하 다.

ABSTRACT

An ACL(: Access List), a list that determines network access, is used for the security of the network. An ACL if 

applied to a interface of router can filter particular packets. Also it can block or allow the access of certain 

unauthorized IPs or ports, based on the source address, destination address, and TCP/UDP port. This paper presents a 

simulation case to verify the effect of a router-based network applying Standard ACL or Extended ACL. The network 

was created through designing topology and then making a common virtual network using a Packet Tra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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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CL(: Access Control List)은 네트워크의 근 허

용 여부를 정해놓은 목록으로 주로 네트워크의 보안

을 해 사용한다.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용함으로

써 라우터를 경유하는 특정 패킷을 필터링하고 출발

지 주소(source address), 목 지 주소(destination 

address),  TCP/UDP 포트 등을 기반으로 허가되지 

않은 특정 IP 혹은 포트를 지정하여 차단하며, 가상 

터미  포트들에 한 근을 제한한다.

ACL은 범 와 치에 따라 구분해서 용할 수 

있는데, Layer3인 IP와 Layer4인 TCP/UDP 포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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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며 용범 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표  

ACL(: Standard Access List)과  확장 ACL(: 

Extended Access List)로 구분된다[1].

그림 1. ACL의 종류

Fig. 1 Classification of ACL

본 논문은 련연구로 해당 논문들을 검토한 후, 

선행연구로 ACL을 검토하 으며, 본론에서는 토폴로

지를 설계한 후, 표  ACL과 확장 ACL을 용한 라

우터와 각 단말기에 IP 주소를 할당한 공통 가상 망

을 구 하 다. 시뮬 이션을 통해서 특정 패킷을 필

터링하고 출발지  목 지 주소 등을 기반으로 허가

되지 않은 특정 IP 혹은 포트를 지정하여 차단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ACL이 용된 라우터 기반 네트워크

의 효율 인 검증사례를 제시하 다.

Ⅱ. 련 연구

2.1 논문연구

Dennis Eck은 worm/DoS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해 통상 으로 사용되는 악성 트래픽 필터

링, 차단  로깅, 감염된 호스트의 차단 등 다양한 

ACL의 시를 통해서, 네트워크 리자는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해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ACL을 통해 

최신 보안 상태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

Raj Tolani는 ACL의 다양한 규칙들과 용 를 

통해서 ACL을 이해하고 Cisco의 ICND 2 class가 

ACL을  보다 더 상세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3].

Nancy Navato는 확장 ACL이 용된 네트워크 보

안유지 방법을 설명하면서, 라우터의 ACL은 “show 

access-list”를 수행하여 사  검토해야 하며, 방화벽

과 같은 네트워크 보안장치가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효과 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4].

Sharat Kaushik외 2인은 ACL이 트래픽 흐름제어

를 통해 네트워크에 보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표   

ACL은 발신자 주소만을 검색하여 제어하며 확장 

ACL은 발신자 주소, 목 지 주소, 로토콜, 포트 번

호 등을 다양하게 검색하여 제어할 수 있음을 가상 

망 구 과 시뮬 이션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5].

김 , 박승섭은 향후 고속의 Internet Traffic 을 

처리하기 하여 여러 ISP들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상되는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서비스의 핵심으로 운 되고 있는 PE(: Provider 

Edge) 라우터의 Gigabit Ethernet의 ACL별 성능을 

객 으로 측정하는 구성 들을 제안하고 있다[6]

2.2 선행연구

2.2.1 표  ACL

기본 인 액세스 제어로 IP 패킷의 헤더에서 출발

지 주소만 검색하여 제어하며 L3 장비에 용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체 Protocol Suite에 한 IP 

패킷 입출력을 차단하거나 허용한다. ACL 번호 1-99

번을 사용한다. ACL은  인터페이스에 in과 out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in과 out의 방향은 라우터를 심

으로 한다.

그림 2. ACL에서 in과 out

Fig. 2 in and out at ACL

2.2.2 확장 ACL

표  ACL의 단 을 보완한 방식으로, 출입 통제 

시 출발지 주소뿐만 아니라 목 지 주소, 로토콜, 

포트번호 등을 검사하여 제어하며, L3 장비에 용된

다. ACL 번호 100-199번을 사용한다. 

그림 3에 보인 바와 같이 먼  ACL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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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없으면 표  ACL과 같이 패킷을 정해진 경

로로 내보내도록 “허용(permit)”한다.

이 인터페이스에 ACL이 용되어 있다면 ACL에 

있는 주소와 들어온 패킷의 출발지 주소를 비교하여 

일치하게 되면 목 지 주소, 로토콜 등의 순으로 일

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ACL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3. 확장 ACL의 동작

Fig. 3 Operation of Extended Access List

Ⅲ. 본  론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이 표  ACL과 확장 

ACL을 공통 용할 수 있는 토폴로지에 기반 한 가

상 망을 구 하고, 해당 ACL을 구 하기 해 라우

터를 설정한 후, 시뮬 이션을 실시하여 검증하 다.

그림 4. 표  ACL과 확장 ACL의 검증 사례

Fig. 4 The case study for verification 

of standard ACL & extended ACL 

3.1 토폴로지 설계

표  ACL과 확장 ACL의 검증 사례를 연구하기 

해, 그림 5와 같이 공통으로 용할 수 있는 토폴로

지를 설계하 다.

그림 5. 토폴로지 설계

Fig. 5 Topology design

200.100.1.0과 200.100.2.0, 200.100.3.0, 200.100.4.0을 

갖는 C 클래스 4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 고, 라우터

와 라우터 사이는 시리얼 포트를 할당하 다. 

3.2 공통 가상망 구성

실제 네트워크와 차이는 있지만 표  ACL과 확장 

ACL을 검증하기 하여, 그림 5와 같은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그림 6과 같은 가상 망을 패킷 트 이서로 

구 하고 RIP(: Routing Information  Protocol) 라우

 로토콜을 용하 다[7].

IP/suffix port Equip. IP/suffix port Equip.

200.100.1.1 /24 fa0/0 R0 200.100.2.2 /24 PC2

200.100.2.1 /24 fa0/1 R0 200.100.2.3 /24 PC3

200.100.3.1 /24 s0/2/0 R0 200.100.3.2 /24 s0/2/0 R1

200.100.1.2 /24 PC0 200.100.4.1 /24 fa0/0 R1

200.100.1.3 /24 PC1 200.100.4.10 /24 Server0

그림 6. 공통 가상 망 구

Fig. 6 Implementation of common virtu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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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뮬 이션 결과

3.3.1 표  ACL

표  ACL은 ACL을 정의하는 명령어와 인터페이

스를 설정하는 명령어로 구성된다. 

그림 7은 그림 6의 공통 가상 망에서, PC0를 제외

한 200.100.1.0의 모든 PC와 200.100.2.0의 모든 PC가 

Server0 속이 가능하도록 목 지 라우터인 R1에 표

 ACL을 용한 이다. 

그림 7. R1의 표  ACL 용

Fig. 7 Applying of standard ACL on R1

그림 8은 시뮬 이션 결과로서, PC0에서 Server0 

속이 ACL에 의해 차단되는 경우, ‘Host 

Unreachable’  메시지와 함께 ping이 되지 않고 다른 

PC는 ping이 정상 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 다. 

 

그림 8. 표  ACL의 시뮬 이션 결과

Fig. 8 The simulation results of standard ACL

한 사용자가 라우터에 Telnet 근하는 것을 허

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라우터로부터 다른 장치나 

호스트에 Telnet 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3.3.2 확장 ACL

확장 ACL은 ACL을 정의하는 명령어와 인터페이

스를 설정하는 명령어로 구성된다. 

⑴ 시나리오 1

그림 9는 그림 6의 공통 가상 망에서, PC0에서 

PC2, PC3, Server0와 다른 네트워크에 근할 수 없

도록 하고, Server0에서는 모든 PC에 근이 가능하

도록 R0에 확장 ACL을 용한 이다[8][9][10].

그림 9. R0의 확장 ACL 용

Fig. 9 Applying of extended ACL on R0

그림 10은 시뮬 이션 결과로서, PC0에서 R2에만 

ping을 보낼 수 없도록 R0에 확장 ACL을 용한 경

우로, PC0는 ping이 되지 않고 다른 PC는 ping이 정

상 으로 이루어짐을 확인 하 다. 

⒜ PC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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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er0에서

그림 10. 확장 ACL의 시뮬 이션 결과

Fig. 10 The simulation results of extended ACL

⑵ 시나리오 2

그림 11은 그림 6의 공통 가상 망에서, PC0에서 

R1으로 Telnet 속 불가, 다른 PC에서는 Telnet 

속가능 하도록 R1에 확장 ACL을 용하 고,  

Telnet 속 시 비번은 admin으로 설정한 이다.

그림 11. R1의 확장 ACL 용

Fig. 11 Applying of extended ACL on R1

그림 12는 시뮬 이션 결과로서, PC0에서는 R1 으

로 Telnet 속이 불가하고, PC1에서 Server0로 

Telnet 속시는 ‘#Connection timed out; remote 

host not responding’ 메시지가 나타나며, PC1에서는 

R1으로 Telnet 속이 정상 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

다. 

⒜ PC0에서

⒝ PC1에서

그림 12. 확장 ACL의 시뮬 이션 결과

Fig. 12 The simulation results of extended ACL

⑶ 시나리오 3

그림 13은 그림 6의 공통 가상 망에서, 서버가 외

부로부터 ICMP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 수신 ICMP

를 차단하여 공격을 방지하고, PC0에서 오는 트래픽

이 FTP 서버 ‘200.100.4.10'에 근하는 것을 차단하

며, PC1에서 오는 트래픽이 라우터 R1의 ‘200.100.3.2’

로 Telnet  근을 차단하고, 네트워크 ‘200.100.2.0’에

서는 인터넷 속이 불가하여 웹서버 ‘200.100.4.10’ 

근을 차단하도록 R1에 확장 ACL을 용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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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R1의 확장 ACL 용

Fig. 13 Applying of extended ACL on R1

그림 14는 시뮬 이션 결과로서, Server0가 외부로

부터 ICMP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 수신 ICMP를 차

단하여 공격을 방지하고, PC0에서는 Server로 ping이 

불가하며, 모든 PC에서 Server0로 ping이 불가한 반

면, Server0에서는 모든 PC로 ping이 정상 으로 이

루어짐을 확인 하 다.

 

그림 14. 확장 ACL의 시뮬 이션 결과

Fig. 14 The simulation results of extended ACL

그림 15도 시뮬 이션 결과로서, PC0에서 오는 트

래픽은 내부 로컬 FTP 서버 ‘200.100.4.10'에 근이 

차단되고 다른 PC에서 오는 트래픽은 ftp 속이 정

상 으로 이루어짐을 확인 하 다.  

⒜ PC0에서

⒝ PC1에서

그림 15. 확장 ACL의 시뮬 이션 결과

Fig. 15 The simulation results of extended ACL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ACL이 용된 라우터 기반의 네트워크 련하

여 토폴로지에 기반 한 공통 가상 망을 구 한 후, 표

 ACL과 확장 ACL의 목록 로 허용(permit)과 차

단(deny)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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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구 사례를 제시하 다. 

제시된 구  사례는 4개의 호스트와 2개의 라우터 

 1개의 Server를 갖는 4개의 네트워크로 구성한 토

폴로지를 기반으로 하며, 이후 패킷 트 이서 시뮬

이터를 활용하여 공통 가상 망을 구 한 후, 라우터 

R0와 R1에 ACL을 설정하 다.

ACL이 설정된 공통 가상 망의 라우터에서 show 

access-list 명령을 실행하여 ACL 설정을 확인 한 후, 

각 PC와 Server에서 ping, telnet, ftp 등을 통해  각

각 검증하 다

시뮬 이션 결과, ACL을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용함으로써 특정 패킷을 필터링하고 출발지 주소, 목

지 주소, TCP/UDP 포트 등을 기반으로 허가되지 

않은 특정 IP 혹은 포트를 지정하여 차단함으로서  

공통 가상 망이 정상 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구  사례는 토폴로지 상에서 기존 이론 

심의 ACL을 검토한 후 부분의 수업에서 락된 

검증  추  실습과정을 연계하여 ACL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학습 결과가 기 된다.

향후, 제시된 ACL이 설정된 라우터를 갖는 네트워

크에 한 구  사례를 실제 수업에 용하여 문제

을 도출하고 취약 을 보완해야 하며, 평가도구를 개

발하고 분석하여 제시된 각 사례의 네트워크 효율성 

평가를 검증하는 등의 보다 다양한 분야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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