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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내부 네트워크의 IP 리를 해 많은 네트워크 리 방안  솔루션들이 기 구축되어 운  이고, 
이를 해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단말에 특정 Agent를 설치하여 IP를 리하고 있어 단말(PC, 
IPT 화기 등)의 OS에 따른 기종별 Agent의 호환문제  단말에 기 설치 운 인 응용 로그램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IP 리를 해 Agent가 필요 없는 네트워크 

리 방식을 제안한다. 네트워크 Switch장비 Firmware의 포트차단 설정을 이용한 기법으로 Agent의 설치 

없이 Switch장비의 Firmware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근제어가 가능함을 제안한다. 이를 하여 인가

되지 않은 IP를 Switch장비의 Firmware로 차단하여 네트워크의 근제어가 가능함을 증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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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방화벽, IPS, IDS등의 장비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체 

네트워크에 한 공격을 방하고 있지만 결국 부분의 

보안문제는 내부 사용자의 보안 불감증에서 비롯한 개인 

PC의 허술한 보안 리  불특정인의 손쉬운 내부 네트

워크의 속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외부의 침입에 비하는 보안과 더불어 

내부 네트워크 리의 필요성을 두하게 되었고 그 일환

으로 네트워크 근제어(NAC, Network Access Control) 

보안기술이 효과 인 응 방안으로 두 되었다[1].

  재 상용화 되어 설치 운 인 네트워크 근제어 솔

루션  Switch에 연결된 모든 단말에 Agent를 설치하여 

구동하는 방식의 경우 단말의 종류에 따른 Agent 설치불

가  단말에 기 설치 운 인 특정 응용 로그램과의 

충돌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Agent-less방식의 네트워크

근제어 방식이 두 되었으나 이 역시 Backbone의 

Mirror Port를 이용한 IP Spoofing이나 Backbone 상단에 

컨트롤 장비를 통한 IP 리로 차단 상 IP가 Backbone 

으로 근을 하지 않는다면 내부 네트워크의 모든 단말로 

근이 가능한 문제 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ckbone에 의존한 Agent-less방식의 

문제 을 해결하고 체 네트워크 속도에 추가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Switch장비의 Firmware를 이용한 네트

워크 근제어 방식을 제안하 으며 본 논문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2장에서는 Agent-less 방식의 네트워크 근제어

에 해 설명하 고 3장에서는 Switch장비의 Firmware를 

이용한 Agent-less 방식의 네트워크 근제어를 구 하고 4

장에서는 제안한 네트워크 근제어 방식을 실험을 통해 

입증 하 으며 5장에서는 종합 인 결론과 앞으로 수행해

야 할 연구 과제에 하여 언 하 다.

2. Agent-less 방식의 네트워크 근제어

 네트워크 근제어의 사  의미로는 망의 감독  조

정을 한 제어와 련된 여러 가지 일. 시스템 동작의 감

시, 데이터의 정확성 보장, 사용자 확인 기록, 시스템의 

근  변경, 사용자의 근을 한 방법들을 포함한다[2]. 

(그림1)은 가트 그룹에서 정의한 참조모델이다.

(그림1) 네트워크 근제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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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에서와 같이 네트워크 근제어(NAC)는 무선/모바일

보안(79.3%) 다음으로 다른 보안 시스템에 비해 년

(2009) 비 네트워크 근제어(58.6%)의 높은 매출 증가율

을 보여 내부 네트워크 보안의 필요성이 두됨을 확인할 

수 있다[3].

<표1> 정보보안 제품의 매출 황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률

 웹 방화벽 43,411  49,957  15.1 

 네트워크 방화벽 41,602 49,572 19.2 

 침입방지시스템(IPS) 62,850 71,337 13.5 

 DDoS차단시스템 13,048 18,850 44.5 

 통합보안시스템(UTM) 42,283 62,336 47.4 

 가상사설망(VPN) 51,357 45,714 -11.0 

 네트워크 근제어(NAC) 16,940 26,875 58.6 

 무선/모바일보안 14,872 26,672 79.3 

                                         단  : 백만원

 (그림1)에서와 같이 상용화된 네트워크 근제어 솔루션은 

크게 Agent-based방식과 Agent-less방식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Agent-based방식은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단

말에 Agent를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리하는 방식으로 모

든 단말에 설치된 Agent를 통해 강력한 통제  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해 단말의 OS별 Agent 설치 호환, 미

설치단말의 확인불가  단말에 기 설치되어 운  인 

특정 응용 로그램과의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2)와 같은 Agent-less방식은 Backbone에 의존한 

Web Page Redirection기법으로 모든 단말에 Agent의 설

치 없이 내부 네트워크에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네트워크

근제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단말이 외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을 재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부의 모든 단말에 악성코드배포  해킹등의 

범죄를 방지할 수 없는 치명 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2) Agent-less방식의 네트워크 근제어 구성도

3. Firmware를 이용한 네트워크 근제어 구

 Agent-less 네트워크 근제어 방식의 문제 인 Backbone

에 국한된 네트워크 트 픽 차단  유도를 Switch단에서 

차단하여 인가받지 않은 IP는 내부 네트워크에 Port자체

를 차단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일반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Switch장비는 부분 자체 

Firmware가 존재하며 Firmware에는 자체 랜드사에서 제

공하는 속 ACL(Access Control List)기능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Extreme Networks Switch장비의 Firmware

인 Extremeware XOS Software의 동  ACL을 이용하여 

Agent-less 네트워크 근제어를 구 하 다.

(그림3) Firmware를 이용한 네트워크 근제어 구성도

 

 Switch장비의 Firmware를 이용하면 (그림2) Agent-less 방

식의 네트워크 근제어 구성도에서 사용되던 Redirection 

Server의 도움 없이 같은 네트워크 망에 연결된 PC 1 로 

새로운 Agent-less방식의 네트워크 근제어 구성이 가능하

다 (그림3)은 Switch장비의 Firmware를 이용한 네트워크

근제어 구성도이다.

 인가되지 않은 IP의 Port 차단은 Extremeware XOS 

Software의 Dynamic ACL 명령인 (명령어1)을 이용하여 차

단정책을 생성하고 (명령어2)를 이용하여 (명령어1)에서 

생성한 차단정책을 Switch장비에 용한다[4].

create access-list  <dynamic-rule> <conditions> 

<actions> {non-permanent} {application 

<appl_name> }

(1)

configure access-list add <dynamic_rule> [[[first 

| last]{priority <p_number>}]|[[before | after] 

<rule>] | [priority <p_number>]] [any | vlan 

<vlanname> | ports <portlist>] {ingress | egress} 

{zone <zone>} {application <appl_name>}

(2)

 (명령어1)과 (명령어2)를 이용하여 인가되지 않은 IP의 차

단된 Port는 (명령어3)을 이용하여 해당 IP가 정상 인 통

신이 가능하도록 용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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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e access-list delete <dynamic_rule> [any 

| vlan <vlanname> | ports<portlist> | all] 

{ingress | egress} {application <appl_name>}

(3)

4. 구 한 네트워크 근제어 방식의 실험

 성능평가를 해 Switch장비 1 와 PC2 를 이용하 다. 

테스트를 한 Switch장비는 “Extreme Summit X 150-24p”

장비를 사용하 고 IP는 192.168.10.1을 이용한다. 차단 명

령을 내릴 PC의 IP는 192.168.10.61을 이용하 으며, 상

이 될 PC의 IP는 192.168.10.60을 사용하 다.

 실험은 (그림4)과 같이 Switch장비의 차단 IP조회 명령을 

통해 차단된 Port  IP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 고, 

(그림5)와 같이 차단 상PC(192.168.10.60)로의 Ping 테스

트를 통해 네트워크의 근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그림4) Switch 장비에서 상PC 차단 

(그림5) 상 PC의 네트워크 가능 확인

 이제 (그림6)과 같이 Switch장비에 차단 ACL을 등록 후 

(그림7)과 같이 상 PC(192.168.10.60)로의 Ping이 

차단됨을 확인 하 다.

(그림6) Switch 장비에서 상PC 차단 후

(그림7) 상 PC의 네트워크 불가능 확인

 마지막으로 (그림8)의 Switch장비의 차단명령 해지 후 (그

림9)와 같이 상PC(192.168.10.60)로의 Ping 테스트를 통

해 다시 네트워크의 근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그림8) Switch 장비에서 상PC 차단 해지 후

(그림9) 상 PC의 네트워크 다시 가능 확인

5. 결론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 근제어의 구 에 

있어서 Agent나 Redirection Server 등 추가 장비나 솔루션 

없이 단지 Switch장비의 Firmware 명령(ACL)만으로 체 

네트워크의 특정 IP를 차단  해지가 가능함을 확인하

고, 이를 이용해 네트워크 근제어가 가능함을 증명 하

다. 지 의 실험방식은 Telnet을 이용해 Switch장비에 직  

속하여 확인하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나 향

후 텔넷 속이 가능한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안

리자가 원하는 IP를 클릭 한번으로 차단  해지가 가능

하게 한다면, 네트워크 근제어를 해 단지 리자가 보

유한 실행 일(exe) 한 개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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