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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IoT에서 SSDP 반사체 공격에 한 응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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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증폭기법을 이용한 DDoS 공격은 정상 인 서버들에서 정상 트래픽과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공격 

탐지를 하더라도 감지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SSDP 로토콜은 IoT 장비들에서 리 사용되는 일반 인 로

토콜이기 때문에 DDoS 증폭 공격으로 활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SSDP의 서비스 확인 메시지 계의 

약 을 이용한 반사체공격기법을 분석하고 이러한 공격에 하여 각 디바이스의 Mac 주소를 리하여 공격을 감지

하고 방어하는 기술  제안과 홈 IoT 리 체계를 제안하 다. 가상 환경 속에서 실험  공격을 수행하여 가상공격의 

효과에 하여 정리 분석하 으며 제안 기술로 공격을 방지하도록 검증하 으며 한 홈 IoT의 보안 제 체제를 제

안하 다. 

키워드 : DDos공격, SSDP반사체공격, 홈 IoT, 보안 제체계, 반사체공격

Abstract  Recently, the DDoS attack using the amplifier method makes it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normal 
traffic from the normal server and it is difficult to detect even the attack detection. Since the SSDP protocol
is a common protocol widely used in IoT devices, it is used as a DDoS amplification attack.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reflector attack of SSDP which is one of the DDoS and suggest a technical proposal to detect
and defend against the attack by managing the Mac address of each device. Also, we propose a control 
structure to protect the reflection attack of SSDP in Home IoT.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system has been
verified by performing an experimental attack on the virtu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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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UPnP(Universal Plug and Play)는 네트워크에 연결 

되어진 제반 기기 간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상호인식이 

가능하도록 제어하는 구조이다. UPnP는 TCP/IP, 

SSDP, SOAP, GENA, HTTP  XML과 같은 인터넷 

통신 표 과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 되어있다[1-5]. 그 

에서 SSDP(Simple Service Discovery Protocol)는 

서비스검색 요청 메시지를 달하고 탐색 요청 메시지

에 응답 메시지를 서비스하는 단순 달  응답 로

토콜이다. 근래에 확산 되고 있는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여러 의 기기들을 이용하여 동시에 특정 서버나 네

트워크가 많은 서비스 요청에 의하여 동작 불능하도록 

유도하는 해킹기법이다[3,4,6-8]. 특히 특정 로토콜의 

취약 을 이용하여 서비스요청 메시지의 양을 증폭시

키는 증폭 공격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특

정 로토콜이 요구하는 은 량의 요청메시지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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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큰 사이즈의 응답 메시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진 

약 을 이용하여 큰 크기의 응답메시지를 송하므로 

DDoS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공격기법이다. UPnP는 

스마트 폰 텔 비 , 냉장고, 자동 도어 록, 등 등의 

가정용 자기기들의 자동제어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구조로 소규모 네트워크에 합한 미들웨어이다. 그러

나 IoT(Internet of Thing)사용이 확산 되고 있으며 특

히 가정에서의 활용이 차로 다변화하고 있는 상태에

서 IoT를 한 보안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

이다[9-12]. UPnP의 보안 체계는 분산네트워크 환경에

서 동 으로 재구성이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DDoS의 공격에 취약 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격자는 

SSDP 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기본 체계의 취약 을 

활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차 증가하고 있다[13-17]. 

SSDP 로토콜의 기능  M-search 기법에서의 취약

한 장치를 검색하여 DDoS 공격 종류  하나인 

SSDP 증폭공격 으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14]. 본 연구에서는 M-search를 이용한 SSDP 증폭공

격에 한 분석을 통하여 기술  안과 제  응

기술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련 연구들을 정리하고, 

SSDP의 구조와 반사체 공격에 하여 정리하 으며 

이어 가상 공격 시나리오를 3장에서 정리하 다. 4장

에서는 SSDP 증폭 공격 기법과 이에 한 응체계를 

제안한다. 5장에서 결론과 추후 연구에 하여 기술한다.

2. 관계 연구

DDoS 증폭 공격에 한 분석기법이 Rossow에 의

하여 지 까지 발생한 증폭 공격의 유형에 한 분석

과 앞으로 활용 가능한 로토콜에 하여서도 분석하

으며 Kuhrer et.al.은 증폭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하

는 기법을 제안하 다[5,18]. Hengst는 IoT에서의 

DDoS공격 내용들을 공격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여 

각 요소별로 공격유형들을 정리하여 분석하 다[7] 

Perakovic et al.은 증가하는 DDoS공격과 IoT와의 

계성을 분석하 다[13]. Hoque et. al은 존 시스템의 

구조와 공격 툴에 의한 공격 기술들을 분류하여 분석

하여 DDoS와 IoT와의 공격과 피해 등에 한 련성

을 분석하 다[15]. 최 상은 DRDoS의 증폭공격기법

을 로토콜별로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공격자가 존재

여부 등에 따른 방어기법을 제안하 다[6]. Haque는 

UPnP네트워크의 로토콜과 보안 이슈에 하여 정리

하 다[8]. 정소라는 SSDP의 기능 향상을 한 서비스 

 고 기법 fSSDP을 제안하 다[4]. 한편 오주혜는 

IoT환경에서 IP spooping 기법을 이용한 SSDP 증폭 

공격기법을 분석하 다[12]. 지 까지 DDoS기반의 증

폭 공격기법에 하여 분류와 방어기술들을 제안하

으나 보안 효율성 문제에 하여서는 확실한 방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방어 기술과 홈 제기법을 제안한다.

3. SSDP 프로토콜 구조 및 증폭공격

3.1 UPnP(Universal Plug and Play)

UPnP는 홈 네트워크(Home Newtork)에서 연결된 

제반기기가 상호 제공되는 서비스를 인식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미들웨어이다. 일반 으로 UPnP는 가정이나 

작은 규모의 사무실과 같은 소규모의 네트워크에서 사

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바일기기와 가 제품들 간의 

연계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UPnP의 구성은 Fig. 1과 같이 기기와 제어 포인트 

간의 통신 로토콜, 다음의 주소, 검색, 상태 정보,제

어, 상태확인과 상확인의 6개의 특수기능으로 구성

된다[16,19].

1) 주소(addressing): 기기의 IP 주소

모든 UPnP에 연결된 기기들은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에 연계된 클라이언트로 처음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DHCP 서버를 검색하게 된다. 이 

때 정상 으로 정보를 수신하면 IP주소를 할당받으며 

그 지 않으면 자동 으로 IP주소를 할당 받게 된다.

Fig. 1. Architecture of U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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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discovery): 네트워크에 존재하고 있는 기기들

의 검색

기기들을 검색할 때에는 SSDP 로토콜에 기반 한

다. 기기를 검색하기 하여 최소한의 정보나 서비스

를(형태, 고유번호, 상세정보를 한 포인터 등) 상호 

교환하여 검색하게 된다. 이미 알려진 주소나 약간의 

확인 고 메시지를 기기 멀티캐스  시킨다. 제어포

인트는 새로운 기능이나 가능성 여부를 표  멀티캐스

트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한다. 

3) 상세정보(description): 기기와 가능 서비스의 상

세 정보 

새로운 기기를 발견한 후에, URL을 이용하여 기기

로부터 UPnP의 상세정보를 요구한다. 상세정보에는 

기기에 한 정의와 서비스정의가 포함된다. 

4) 제어(control): 서비스를 한 제어포인트 기기에 

하여 주어진 지식정보에 의하여 서비스에 한 내용

을 제어하게 된다. 원격제어를 이용하여 기기서비스의 

가동을 요구하게 되고 서비스가 완료되면 종결처리하

거나 에러 처리 등을 행하게 된다.  

5) 상태확인(eventing): 제어포인트에 연결된 기기의 

상태확인

UPnP 상세서비스의 내용들을 종합 정리한다. 즉 기

기  서비스의 형태 등에 한 제반 정보를 정리하고 

수정 정리한다. 변수가 발생하거나 제어 포인트에서 

필요 할 경우 이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6) 상: 연결된 기기들의 재 상태 공지 

제어기능과 상태확인 기능 그리고 기기 간의 상호 

연결 기능을 하여 웹상의 연계와 웹 검색의 작업을 

하여 재의 URL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만일 

URL이 기기의 상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제어 포인트

는(Control Point) 이를 이용하여 HTTP GET을 이용

하여 필요한 HTML페이지를 얻게 된다. 

이러한 기능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UPnP의 동작원

리는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해당기기는 자신이 

네트워크와 연계되었음을 알리고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발견기능이 가능하도록 SSDP에 

의하여 제공된다. 사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결된 

기기는 제어 포인트에서 자신의 존재를 공지한 후 지

원 가능한 서비스내용을 XML로 기술하여 같은 네트

워크에 연결된 기기들에게 고 메시지로(Advertisement) 

주기 으로 알린다. 다른 기기로부터 특정 서비스 검

색을 요청 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제공기기로부터 제

공 받은 제반 정보들을 이용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3.2 SSDP 프로토콜

SSDP(Simple Service Discovery Protocol)는 UPnP

의 네트워크 서비스이며 정보를 찾기 한 로토콜이

다. SSDP를 이용하면 DHCP와 DNS 같은 네트워크 

서버 는, 정 이 호스트 없이도 정보를 찾는 서비스

가 가능하다[4-6]. SSDP는 HTTP와 유사하며, UDP통

신을 사용한다. SSDP 의 송방식에는 UPnP 로토

콜을 지원하는 기기에서 자신의 기기와 서비스를 고

(Advertisement)하기 해 검색기능 메시지를 멀티캐

스  방식으로 달하는 고 메시지 달방식과 검색 

방식인 M-search 통신의 2가지로 분류된다[4,12].

1) 고(Advertisement) 메시지 송 

고메시지 송은 Fig. 2와 같이 자신의 기기에 

한 설명과 가능 서비스를 알려 주기 하여 검색메시

지(discovery)를 멀티캐스트 형식으로 배포한다. 이 방

식에는 2가지 달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수행 된다:

Fig. 2. Outline of Advertisement

① Multicast UDP 송 (시작/종료)

DMS 시작, ssdp:alive NOTIFY를 장치 값 XML 

URL포함하여 송한다. 로토콜 내부에는 Body부분

은 포함하지 않으나, HTTP Header에 blank line을 포

함하여 송한다. DMS 종료, NTS header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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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p:byebye NOTIFY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송, 장

치마다 유일한 uuid값과 장치 값 URL 값을 포함하여 

송한다. 

Fig. 3. Outline of M-search

② UDP Listen

ssdp:alive, ssdp:byebye NOTIFY로 장치를 검색한

다. NOTFIFY 송시 default TTL 값은 4이고 설정을 

따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신호가 종료 될 때 까

지 검색 주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M-search 통신

M-search 방식은 Fig. 3과 같이 제어 포인트에서 

기기와 기능서비스에 한 검색을 하여 멀티캐스  

방식으로 송되며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① Multicast UDP 송

DMS, DMR 검색 할 경우, ssdp:discover M-SEARCH 

송하여 연결한다. 신호 송시 패킷의 모든 헤더는 

소문자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UDP Listen

M-SEARCH Listen 후, 신호에 에러가 있을 경우 

에러 응답을 보내지 않고 무시한다.

③ Unicast UDP 송

M-SEARCH응답, Root device Description URL 내

용을 포함하여 보낸다.

3.3 SSDP(Simple Service Discovery Protocol) 

반사체 공격

1) DDoS 공격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은 분산된 

다 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시스템 는 네트워크

에 량의 트래픽이나 연결 요청을 송하여 네트워크 

역폭  시스템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정상 인 서

비스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DDoS공격은 해커의 

에이 트(좀비PC)를 양성하여 한 곳으로 량의 트래

픽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한다[8,16].

Fig. 4. Outline of DDoS attack

DDoS 공격의 극 화 는 공격의 효율성울 높이기 

해서는 에이 트 숫자에 따라 그 효율의 증폭이 Fig. 

4와 같이 달라진다. 그러나 DDoS 공격의 가장 큰 단

 하나는 에이 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각되어 무

효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악성코드 삽입 는 

로그램 설치로 인해 감염시킬 수 있다는 단 이 존재

한다. 

2) SSDP 반사체 공격

SSDP (Simple Service Discovery Protocol)는 네트

워크 서비스  존재 정보의 고와 확인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로토콜로 유니버설 러그앤 이의 확인

의 기반으로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된다. SSDP는 소스 

IP 주소 조와 증폭 요소를 가능하게 해 주는, 연결이 

없는 상태라는 자체 속성 때문에 공격에 활용되는데, 

주로 고 송  M-search 메소드 부분의 취약 을 

활용한 공격이다. 공격자는 에이 트(좀비PC) 비기

간 없이도 충분한 SSDP 반사체 공격을 할 수 있다. 

한, 가장 큰 장 으로는 기존의 DDoS에 공격과 비

교하 을 경우 공격자 은닉에 유리한 상태이다. 그 이

유로는 DDoS 공격에 좀비는 자기 자신을 은폐하지 않

기 때문에 표 에 로그기록이 그 로 남게 된다. 한, 

일회성 좀비가 아닐 경우 실제 공격자의 정보를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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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로 알 수 있다. 그러나 SSDP 로토콜 증폭공

격은 Fig. 5와 같이 첫 번째 홈 IoT장비에 패킷을 

장하기 때문에 바로 공격자의 IP정보를 알기 어렵다

[16]. 홈 IoT 반사체 한, 공격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

지 않다. 두 번째로는 반사체가 연계 네트워크 내에만 

있다고 가정 할 수가 없다. 즉 SSDP 로토콜 반사체 

공격은 해커의 치와 정보를 찾기 어려운 특징을 가

지고 있다.

Fig. 5. Outline of SSDP attack

3) SSDP 반사체 공격 시나리오

이 에서는 공격자의 치에서 실제  환경에서 

Fig. 6과 같이 SSDP 반사체 공격 시나리오를 통하여 

공격과정을 개 한다:

공격자: IP(115.139.75.242)

          port(1111)

목표: IP(115.141.75.246)

        port(2222)

Hub: IP(115.140.75.1)

      port(1900)

Fig. 6. Outline of SSDP attack

// SSDP 반사체공격 시나리오:

과정1: 공격자는 UPnP 를 Shodan, Open 공유기 게

이트웨이 검색 등을 활용하여 취약한 기기 

검색.

과정 2: Gateway( 리자페이지) 근하여 IP를 활

용하여 CloudService 근(취약 기기) 하거

나 Port Scan을 통해 Upnp 데몬 포트 검색.

         UPnP Control (NewExternalPort : 리자 

페이지 WAN Port 33333 활성화)

         (NewInternalPort : 80번, 리자 페이지 

지정) WAN구간에서 들어오는 로토콜 

 NewExternalPort를 활용하여 들어오면 

데이터를 80번으로 포워딩하여 리자 페

이지에 근 권한획득.

과정 3: SSDP Protocol Src IP변조를 통한 DRDOS

형태의 ssdp amplification attack 진행. 

Fig. 6에서 2.게이트웨이에서 디바이스 

Request 신호의 형태는 Src Ip변조를 통해 

Attacker Ip 주소가 아닌 Victim의 주소로 

변조하여, Device Response신호를 Victim

으로 향하게 되어 반사공격이 성립.

가상 시나리오로 공격한 결과 PC환경에서 SSDP 

로토콜을 증폭 시켰을 경우 60mbps가 3.2Gbps로 증

가함을 보 으며 이를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381.4MB/s로 증가하 다. 한 SSDP 로토콜 환경에

서 M-search를 시행 할 경우 응답을 자체 으로 받은 

경우 122바이트 패킷이 4016 바이트 패킷으로 12개 디

바이스에서 응답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증

폭 공격을 하지 않아도 환경 상 큰 패킷이 생성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4. SSDP 증폭 공격 대응체계 제안 

본 연구에서는 SSDP 반사체 공격에 한 응책으

로 2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는 기술  

해결방안으로 M-search 로토콜의 특성과 Mac 주소 

매핑을 통해 타 사용자 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근을 무시하는 기술. 두 번째로 기존의 IT 제 체계를 

변형하여 홈 IoT 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SSDP의 공격방지와 공격자로의 이용을 방지하는 방안

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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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Mac 주소 활용 제안

기술  해결방안으로 SSDP에서 고 메시지 송

에서 M-search 로토콜의 특성과 Mac 주소 매핑을 

통해 타 사용자 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근시 패

킷 분실 는 무응답 방법이 있다. 

SSDP 로토콜의 M-search 방식에는 신뢰성 있는 

연결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격자는 요청 패킷 

Header의 송신자 IP주소를 변경하여 요청 메시지를 다

른 장치로 보내는 공격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격자가 

송신 Header정보를 받았을 때 인가되지 않은 장치에서

는 요청 패킷을 보내지 않고, 소멸시키는 방안을 제안

하여 검증된 고정 사용자만 사용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제안한 응기법의 효율성 검증을 하여 Table 1

과 같은 시뮬 이션 환경을 도우 서버 2008, 홈 

CCTV와 Mac 주소 BC-5F-F4-5B-44-2C를 사용한다. 

해커는 IoT Device를 정상 인 IoT 망에 붙이는 곳에 

사용 하 다. 컴퓨터 서버를 통해 SSDP 로토콜과 

변조를 하는 곳에 사용 하는 도구이며 Mac 주소는 정

상 인 서버에서 보 하여 매칭 데이터로 사용된다.

Table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을 검증하기 해 가상 

시뮬 이션 환경이다. Table 1의 컴퓨터 OS, IoT 기

기, Mac 주소는 모두 해커의 시뮬 이션 환경이다. 해

커는 IoT 디바이스를 정상 인 IoT 망에 붙이는 곳에 

사용 하 다. 컴퓨터 서버를 통해 SSDP 로토콜과 

변조를 하는 곳에 사용 하는 도구이다. Mac 주소는 정

상 인 서버에서 보 하여 매칭 데이터로 사용된다. 

Normal 
SSDP Protocol

Proposed
 SSDP Protocol

M-search․HTTP/1.1 M-search․HTTP/1.1

Host: 000.000.000.000:1900 Host: 000.000.000.000:1900

ST: Mac: BC-5F-F4-5B-44-2C

MAN: ST:

MX: MAN:

MX:

Table 1. Experimental Environment for Simulation

기존의 SSDP 로토콜 내용만으로는 정상 인 사

용자와 비정상 인 사용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해커의 SSDP 로토콜 송신을 내용  

IP주소만 변경하여도 응답 정보는 쉽게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수 있다. 이러한 근은 Fig. 6과 

같은 형태로 쉽게 SSDP 로토콜 증폭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SSDP 매핑 로토콜을 용하므로 

공격자의 의도를 신뢰성 있게 감지하며 제어 할 수 있

는 제안 방안이다. 로토콜의 통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SSDP 로토콜의 경우 기기에 한 정보가 나

타나지 않는 반면, 제안한 SSDP 로토콜의 체계는 

Mac 주소를 표시하여 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식별이 되므로 Table 2와 같이 이를 감지

하여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Mac 주소를 활용

하여 신뢰성 없이 연결되어지는 디바이스 정보를 서버

에서 감지하고 퇴출시키는 방안으로 FIg. 7과 같이 해

커의 공격을 통해 다른 IoT 기기로 달되는 검색기능 

메시지 정보를 없앨 수 있다.

Factor Value

computer OS Windows Server 2008

IoT device Home CCTV

Mac Address BC-5F-F4-5B-44-2C

Table 2. SSDP Mac Address Add Protocol

Fig. 7. Exchange Process in SSDP Protocol

4.2 H-IoT 관제시스템 

보안 제서비스(Security Operation Service)는 각종 

침입에 하여 Fig. 8과 같은 앙 제 센터에서 실

시간으로 감시  분석, 응하는 서비스이다. 응체

계 구축 방안으로 두 가지 주요 을 제안한다:

1) 각 디바이스(PC)정보를 서버에 동기화 하여 장

할 수 있다. 각종 기기에서 서버로 요구 할 때만 

동기화 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과부하를 일 수 

있다. 한, 서버 정보를 모바일 앱과 연동하여 

가정 내부 사용자가 Mobile통해 쉽게 제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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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진행한다.

2) 앙 서버와 디바이스 내부에서 감염 는 공격 

징후를 연결된 모바일에 송함으로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Fig. 8. Block Diagram of Control of Home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재 홈 IoT통신에서 가장 많이 사

용하고 있는 SSDP 로토콜을 분석하여 기술 응과 

보안 응체계를 제안하 다. 그 결과 M-search 메소드 

특성  하나인, 송신자의 기기 검색을 통해 검색된 

장비에 한 응답 정보의 취약 을 활용하여 취약한 

IoT장비를 검색하고 2차 으로 공격자의 임의 인 

SSDP 로토콜 증폭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격에 한 해결방안으로 

Mac 주소를 활용한 SSDP 증폭 공격을 감지하고 무력

화하는 기술  해결방안과 홈 IoT 기반에서의 체계  

보안체계를 제안하 다.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실험

을 통하여 Mac 주소를 보여야 응답이 가능토록 하는 

제안 기법이 효율 임을 보임으로 기존의 SSDP 로

토콜과의 차이 을 보 다. 한 홈 IoT 환경에서 제

어 서버와 각 디바이스의 리를 종합화하고 모바일 

앱으로의 연동으로 감지  제어가 가능토록 체계 구

축을 제안함으로 신속하게 응이 가능한 리체계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가상 시뮬 이션 실험으로 

SSDP의 증폭 공격으로만 제한함으로 효율 이고 제

인 리체계 구축 제안에 한계성이 있다 하겠다. 따

라서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의 DDoS 공격 유형에 의한 

실험과 자료 분석을 통하여 홈 IoT 환경에서의 제안 

제시스템의 효율성 검증이 요구된다. 한 SSDP 

로토콜 증폭 공격에 한 다양한 응기술 특히 인증 

기술  공공기 에서의 표 화에 한 지속 인 연구

를 통하여 더욱 효율 인 기술 인 응체계 구축을 

추구하고자 한다[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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