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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면서

도 기존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환경을 변경할 필요 없이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이동하는 패킷(packet)의 흐름을 데

이터 링크 계층에서 제어할 수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침입 탐지, 침입 차단, 부하 분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네트워크 흐름 제어 시스템의 내부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내부 인터페이스(110) 및 외부 인터페이스(150)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미러링 인터페이스(120)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통신/관리 인터페이스(160)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100)이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상태를 나타낸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100)이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또 다른 상태를 나타낸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100)에 의하여 트래픽 흐름이 제어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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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면서

도 기존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환경을 변경할 필요 없이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이동하는 패킷(packet)의 흐름을 데

이터 링크 계층에서 제어할 수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각종 부작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하여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자료를 유출하는 이른바 해킹(hacking)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경

우에 따라 특정한 웹 사이트 주소(URL)로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특정 IP 주소로부터의 접속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

우도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보통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며, 이러

한 보안 솔루션은 기능에 따라 침입 차단 시스템(방화벽(Firewall)이라고도 한다)과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 함은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불법적인 사용자가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 함은 네트워크 상에서 불법 침입이 발생하였는가를 모

니터링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나, 기가 비트 네트워크(Giga-bit Network)와 같이 네트워크의 고속화에 따라 하나의 침입 차단 시스템이나 침

입 탐지 시스템만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보안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많은 트래픽량을 처리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으로서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

고 있으나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 보안 시스템 자체를 큰 시스템으로 대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라서 아주 큰 

보안 시스템으로도 다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 및 시스템 전체의 가격

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여러 대의 시스템에 의한 부하 분산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침입 차단 시스템에서 보다 정교한 구성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나 단체의 모든 시스템에 구성되어 있는 환경을 변경

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관리자의 업무가 과도하게 되며 내부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의 비용과 시간

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 탐지 시스템은 스위칭 기능이 없는 일반 허브(hub)에 연결하는 방법을 통해

서 패킷을 읽어 들이고 있다. 그러나, 스위칭 기능이 없는 일반 허브는 트래픽 양이 많은 고속 네트워크 하에서는 패킷

간의 충돌현상이 발생하므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속 네트워크하에서는 스위칭 허브의 미러링 포트(mirror

ing port)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부하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칭 허브의 미러링 포트는 네트워크 장

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지 보안 시스템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통 한 개의 

미러링 포트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침입 탐지 시스템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시스템을 나누어 

부하를 분산하는 방식은 더욱 어렵게 된다.

넷째, 상기 셋째 방안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스위칭 허브를 직렬로 연결하여 한 허브당 한 개씩 침입 탐지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여러 대의 시스템 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또한 침입 차단 시스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가 어려워지고 유지 및 보수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다섯째, 상기 둘째 방안과 관련하여 침입 차단 시스템에 네트워크 주소 변환기(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패킷에는 NAT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NAT

를 적용하는 침입 차단 시스템을 경유한 후에 여러 대의 침입 차단 시스템으로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한 스위칭을 하

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부하 분산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여섯째, 침입 탐지 시스템은 TCP 세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션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근본

적인 차단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침입 탐지 결과 차단할 규칙이 발생하면 침입 차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차단 규칙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침입 차단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탐지 결과를 침입 차단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서, 침입 탐지 시스템과 침입 차단 시스템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침입 차단 시스템은 

라우터나 시스템의 게이트웨이(gateway) 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상에 움직이는 모든 패킷들의 처

리 과정이 시스템의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에서 수행되어 처리되므로 네트워크 병목 현상은 항상 침입 차단 시스템에

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게이트웨이를 네트워크의 가운데로 넣게 되면 필수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성상의 변경이 초래

된다. 따라서, 게이트웨이의 안쪽 IP 주소 체계와 바깥쪽의 IP 주소 체계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한편, 네트워크에 

근간한 침입 탐지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흘러 다니는 패킷을 스니핑(sniffing)하는 방식을 채택하므로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을 유발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침입 탐지 시스템은 자체만으로는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네

트워크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흘러 다니는 패킷을 감청하는 방식만으로는 패킷에 대한 차단이나 

혹은 다른 필요에 의한 조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부 TCP 세션의 경우에는 TCP 프로토콜의 특성을 이용하여 

세션을 차단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전체적으로 UDP 프로토콜 등 다른 여러 가지 프로토콜에서는 통신을 차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침입 차단 시스템과 같은 게이트웨이형 시스템의 부하 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과,

침입 탐지 시스템의 부하 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상기 2 종류의 시스템이 혼합된 모델 또는

상기 2 종류의 시스템 중 어느 하나가 지원되는 모델이면서 브리지와 같이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환경의 변화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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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시스템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침입 탐지 시스템과 침입 차단 시스템의 기능을 구비한 

부하 분산형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물리적으로 네트워크가 분리되게 하면서 

물리적 으로 분리된 네트워크가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네트워크의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존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환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침입 차단 규칙을 포함함으로써 일부 패킷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일

부 패킷들만 필터링하여 침입 차단 시스템으로 넘겨줌으로써, 침입 차단 시스템의 부하를 덜어 줄 수 있는 트래픽 흐

름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네트워크가 분리된 지점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침입 차단 시스템을 포함한 일반적인 게

이트웨이 응용프로그램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복수개의 침입 차단 시스템 및 침입 탐지 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는 트래픽 흐

름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스위칭 장비의 미러링 포트와 연결하여 네트워크 부하를 거의 영으로 유지하면서 복수개의 침입 탐

지 시스템과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

다.

또한, 본 발명은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규칙을 즉시 침입 차단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일반 운영체제 커널 내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운영체제하에서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이

동되는 패킷을 고속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여 고속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의 속도(wire-spe

ed)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브로드캐스팅을 기반으로 하는 적어도 2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

에 설치되며, 상기 네트워크 사이에서 소정 규칙에 따라 패킷의 송수신을 차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적어도 1 이상의 

침입 차단 시스템 및 상기 네트워크 사이에서 소정 규칙에 따라 패킷의 흐름을 감시하는 적어도 1 이상의 침입 탐지 

시스템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내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패킷을 송수신하는 내부 

인터페이스;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패킷을 송수신하는 외부 인터페이스; 상기 내부 인터페이스, 상기 외부 인터

페이스 및 상기 침입 차단 시스템과 연결되며, 상기 내부 인터페이스 또는 상기 외부 인터페이스로부터 패킷을 수신

받아 미리 설정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 수신된 패킷을 차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규칙 조회 및 필터 모듈; 및 상기 내

부 인터페이스, 외부 인터페이스 및 침입 탐지 시스템과 연결되어 상기 내부 인터페이스 또는 상기 외부 인터페이스

로부터 패킷을 수신받아 미리 설정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신된 패킷을 상기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미러

링하는 미러링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규칙 조회 및 필터 모듈과 상기 미러링 인터페이스에 있어서의 미리 설

정되어 있는 규칙은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패킷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은 브로드캐스팅을 기반으로 하는 적어도 2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에 스위칭 장비를 통해 연결되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장치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사이에서 소정 규칙

에 따라 패킷의 흐름을 감시하는 적어도 1 이상의 침입 탐지 시스템과 연결되어 복수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

해 상기 적어도 1 이상의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복수의 미러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의 내부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

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일실시예에 따른의한 시스템(100)은 내부 인터페이스(110), 미러링 인터페이스(120), 

규칙조회 및 필터 모듈(130), 주소변환기(140), 외부 인터페이스(150) 및 통신/관리 인터페이스(160)로 구성된다.

상기 내부 인터페이스(110)는 내부 네트워크(10), 미러링 인터페이스(120), 규칙조회 및 필터 모듈(130)과 연결되어 

내부 네트워크(10)로부터 외부 네트워크(20)로 패킷을 송수신하며, 상기 외부 인터페이스(150)는 미러링 인터페이스

(120) 및 주소변환기(140)와 연결되어 외부 네트워크(20)와 연결되어 외부 네트워크(20)로부터 내부 네트워크(10)로

패킷을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내부 인터페이스(110) 및 외부 인터페이스(150)의 구성을 도 2에 나타내

었다.

도 2는 상기 내부 인터페이스(110)와 외부 인터페이스(150)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내부/외부 인터페이스(110,150)는 도 1의 미러링 인터페이스(120), 규칙조회 및 필터 모듈(130) 및 내부 

네트워크(10) 또는 외부 네트워크(20)와 연결되며, 내부에 수신 버퍼부(111), 송신 버퍼부(112) 및 흐름제어규칙 데

이터베이스(113)를 구비하고 있다. 내부/외부 인터페이스(110,150)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우선, 내부/외부 네트워크(10,20)로부터 패킷이 도달하면 일단 수신 버퍼부(111)에 패킷을 저장한 후, 흐름제어규칙 

데이터베이스(113)를 참조하여 미러링할 패킷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미러링할 패킷인 경우, 패킷을 다시 스케줄링하

여 미러링 인터페이스(120)로 패킷을 전달하고, 규칙조회 및 필터 모듈(130) 또는 주소 변환기(140)로 패킷을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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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규칙조회 및 필터 모듈(130) 또는 주소 변환기(140)로부터 패킷이 도달하면, 송신 버퍼부(1

12)로 패킷을 저장하고, 흐름제어규칙 데이터베이스(112)를 참조하여 미러링할 패킷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미러링할

패킷인 경우, 미러링 인터페이스(120)로 패킷을 다시 스케줄링하여 미러링 인터페이스(120)로 패킷을 전달하고 내부

/외부 네트워크(10,20)로 패킷을 전송한다.

여기에서, 패킷이 수신되면 프레그멘테이션(fragmentation)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한다. 프레그멘테이션이 발생한 경

우, IP 재조합(reassemble) 과정을 거쳐 완전한 정상 패킷으로 바꾸어 준다. 마찬가지로, 패킷을 송신할 때에는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의 MTU 크기를 보고 송신할 패킷이 너무 크면 IP 프레그멘테이션을 시킨 후 패킷을 각각 송신한다. 

이는 침입 차단 또는 침입 탐지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상기 수신 버퍼부(111) 및 송신 버퍼부(112)의 크기는 네트워크 혼잡현상(Network congestion)으로 인한 패

킷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크기여야 한다.

다음으로, 도 1의 미러링 인터페이스(120)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기 미러링 인터페이스(120)는 내부 인터페이스(110

) 및 침입 탐지 시스템(30)과 각각 연결되어 내부 인터페이스(110)로부터 침입 탐지 시스템(30)으로 필요한 패킷만을

전송할 수 있도록 포트내의 전체 또는 일부 트래픽 흐름의 미러링 기능을 수행한다. 미러링 인터페이스(120)의 상세

한 구성을 도 3에 나타내었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미러링 인터페이스(120)는 공유 메모리부(121), 송신 패킷 

관리부(122), 수신 패킷 관리부(123)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24)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의 미러링 인터페이스(1

20)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상기 공유 메모리부(121)는 내부 인터페이스(110) 및 외부 인터페이스(150)와 각각 연결되어 이들로부터 패킷을 전

달받아 임시로 저장한다. 또한, 상기 공유 메모리부(121)는 송신 패킷 관리부(122)와 연결되어 있다. 상기 송신 패킷 

관리부(122)는 공유 메모리부(121)에 저장된 패킷을 읽어 들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24)로 패킷을 전달한다.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124)는 전달받은 패킷을 침입 탐지 시스템(30)으로 송신한다. 만일, 침입 탐지 시스템(30)으로부터 

TCP 세션을 차단하기 위해 위조된 패킷이 수신된 경우에는 수신 패킷 관리부(123)는 수신된 패킷을 규칙조회 및 필

터 모듈(130)로 전달한다.

다음으로, 도 1의 규칙조회 및 필터 모듈(130)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규칙조회 및 필터 모듈(

130)은 내부 인터페이스(110), 주소 변환기(140), 통신/관리 인터페이스(160) 및 침입 차단 시스템(40)과 각각 연결

되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침입 차단 규칙 또는 침입 탐지 규칙들에 따라 트래픽을 침입 차단 시스템으로 재전송(redir

ect)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규칙조회 및 필터 모듈(130)은 통신/관리 인터페이스(160)에 저장되어 있는 규칙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차단 규칙을 불러와서 저장해 둔다. 규칙조회 및 필터 모듈(130)에 저장되는 차단 규칙은 침입 차단 시

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차단 규칙을 저장해 둘 수도 있으나, 침입 차단 시스템의 부하 분산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5

참조)에는 OSI 계층 모델의 1계층에서 4계층까지의 차단 규칙만을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OSI 계

층의 5계층에서 7계층의 차단 규칙을 적용하거나 사용자의 인증 또는 암호화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패킷을 별

도로 필터링하여 침입 차단 시스템(40)으로 패킷을 송신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OSI 계층 모델의 1계층

에서 4계층까지는 네트워크의 정형화된 포맷으로 이루어진 패킷의 분석에 불과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차단 규칙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차단 규칙들이 보통 IP와 포트(port)에 의한 차단 정책을 위해 존재하므로, 실질

적으로 침입 차단 시스템(40)으로 전송되는 패킷의 양은 전체 패킷에 비해 훨씬 줄어들게 되므로, 침입 차단 시스템을

작은 규모의 시스템으로 연동하더라도 시스템 전체에는 전혀 무리가 없게 된다. 규칙조회 및 필터 모듈(130)로부터 

패킷이 전달되어 오면, 침입 차단 시스템(40)은 침입 차단 규칙을 통해 침입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기 타 보안에 필요

한 작업들을 수행한 후, 자신에게 속한 디폴트 라우트 테이블(default route table)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로 패킷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 때 패킷이 나가는 경로는 오직 하나이므로 본 발명에 의한 시스템(100)이 이 패킷을 

수신하게 된다. 규칙조회 및 필터 모듈(130)은 침입 차단 시스템(40)으로부터 패킷을 수신받으면 목적지 데이터 링크

주소(MAC address)를 확인하고 내부 인터페이스(110) 또는 주소 변환기(140)로 패킷을 전달한다.

다음으로, 도 1의 주소 변환기(140,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에 대하여 설명한다. 주소변환기(140)는 

상기 규칙조회 및 필터 모듈(130) 및 외부 인터페이스(150)와 연결되어 내부 네트워크(10)의 주소 체계와 외부 네트

워크(20)의 주소 체계를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주소 변환기(140)는 침입 차단 시스템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로서, 내부 네트워크의 IP 주소 체계와 외부 네트워크의 IP 주소 체계가 다른 경우 IP 주소의 체계를 맞추어 주는 

것으로서, 주로 내부 네트워크의 IP 주소 체계가 비공인 IP 주소인 경우에 사용된다. 물론, 주소 변환기를 사용하지 않

을 수도 있으며 이 때 패킷은 외부 인터페이스(150)와 규칙조회 및 필터 모듈(130)간에 직접 송수신된다. 다만, 주소 

변환기(140)가 없다면 주소 변환기 기능을 이용하는 침입 차단 시스템과의 연동시에 부하를 분산시키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된다. 즉, 주소 변환기가 없다면, 모든 패킷은 연동되어 있는 침입 차단 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소 변환기(140)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킷의 송신측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가 공인 IP 주소로 바뀌어 패킷을 수

정한 후 외부 인터페이스(150)로 전달된다. 내부 네트워크가 비공인 IP로 설정되어 있다면 모든 패킷은 주소 변환기(

140)에 의해 주소를 변환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도 1의 통신/관리 인터페이스(160)에 대하여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상기 통신/관리 인터페이스(160)

는 시스템 관리자가 규칙을 지정하고 시스템을 제어하고 통계 정보를 조회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로그(lo

g) 통계를 보안 시스템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침입 차단 시스템(40

), 규칙조회 및 필터 모듈(130) 및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내부에 제1 통신 모듈(161), 제2 통신 모듈(162), 

규칙 데이터베이스(163), 통계 데이터베이스(164) 및 로그 데이터베이스(165)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는 컴퓨터 등을 통해 시스템(100)에 접속하는 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1 통신 모듈(161)을 통해 규

칙 데이터베이스(163)에 각종 규칙을 등록, 수정 또는 삭제 등의 조작을 행할 수 있다. 또한, 침입 차단 시스템(40)도 

제2 통신 모듈(162) 및 제1 통신 모듈(161)을 통해 규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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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이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서는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IP, 서버 IP, 서버 포트 등으로 구성된 차단/허용

규칙, 차단 예외 클라이언트 IP 리스트, 차단할 URL,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의 IP 리스트 등을 지정할 수 있

는 기능이 포함된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제1 통신 모듈(161)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트래픽에 대한 로그 데이터베이

스(165)에 접근하여 로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로그 데이터베이스(165)와 통계 데이터베이스(164)에 

있는 정보는 규칙 데이터베이스(163)에 정의한 바에 따라 제2 통신 모듈(162)을 통해 침입 차단 시스템(40)으로 전

달될 수 있다. 이 경우 침입 차단 시스템(40)에 서는 본 시스템(100)이 차단한 내역 및 통계와 자체적으로 차단한 내

역 및 통계를 같이 합쳐서 결과를 조회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도 5는 상기 도 1 내지 도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한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100)이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상태를 나타낸 블록도로서, 본 발명에 의한 시스템(100)이 브리지(Bridge)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

한 것이다.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네트워크 흐름 제어 시스템(100)은 내부 네트워크(10)와 외부 

네트워크(20) 사이에 연결된다. 또한, 도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침입 차단 시스템(40)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30)과 

같은 보안 시스템이 복수개 연결되어 있다. 이 때, 내부 네트워크(10) 및 외부 네트워크(20)와 본 발명에 의한 트래픽 

제어 시스템(100)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는 같은 네트워크 주소 체계를 갖거나 또는 전혀 상관없는 IP 주소 체계를

갖거나 무방하다.

이더넷(Ethernet)과 같은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기반의 네트워크는 특정 호스트로 가는 패킷이 전체 서브넷(s

ubnet)으로 브로드캐스팅된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모든 패킷을 읽어 들이는 모드

로 변경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는 읽어 들인 패킷으로부터 목적지의 OSI 참조 모델의 계층 중 데이터 링크 계

층의 주소(MAC address)를 확인하여 해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다시 패킷을 송신함으로써, 스위칭 기능을 갖춘 

브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패킷을 분석하여 시스템 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패킷은 자체적으

로 처리를 하고, 보안 시스템에서 처리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패킷을 보안 시스템으로 보내고, 보안 시스템에서는 이 

패킷을 차단할 것인지 또는 인증을 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검사한 후 다시 시스템(100)으로 경로를 설정하여 보내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한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100)은 보안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이 패킷을 다시 목적지 데이

터 링크 계층의 주소를 확인하여 해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패킷을 전송하면 통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도 5의 보안 시스템이 도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침입 탐지 시스템(30)인 경우, 패킷이 수신되면 특정 규칙에 따라 

해당 패킷을 보안 시스템(침입 탐지 시스템)에 복사한 후, 패킷의 목적지 데이터 링크 계층의 주소(MAC address)를 

확인하여 해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전송한다. 이 기능이 포트내의 전체 트래픽 또는 일부 트래픽의 플로우 미러링

(flow mirroring) 기능으로서, 도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러링 인터페이스(120)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때, 플로우

미러링을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복수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개의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도 6은 상기 도 1 내지 도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한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100)이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또 다른 상태를 나타낸 블록도로서, 브리지로서의 기능은 없이 패킷 수집 엔진 형태인 경우에 대한 것이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100)은 스위칭 장비(50)에 연결되며,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100)

에는 복수 개의 침입 탐지 시스템(30) 또는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60)이 연결된다. 도 6의 시스템은 도 1의 경우와는 

달리 패킷의 경로 재지정(redirect) 전송 기능은 없고 단순히 패킷을 복사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이 경우, 침입 차단

시스템과의 연동은 불가능하지만 네트워크의 부하는 전혀 없이 복수개의 침입 탐지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감시 시스

템을 연결할 수 있다. 이 때 스위칭 장비(50)가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100)에 연결되는 스위칭 장비의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는 미러링 포트로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도 7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은 시스템 구성하에서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이 구현되는 절차를 상세하게 나타낸 흐름도이

다.

우선, 패킷이 시스템(100)으로 들어오면 그 패킷이 ARP 프로토콜(Address Resolution Protocol)이 탑재된 패킷인

지 여부를 확인한다(S100).

만일 ARP 프로토콜이면 출발지 데이터 링크 계층의 주소(MAC)를 ARP 캐쉬에 갱신한다(S110). 이 때 갱신의 내용

은 몇 번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해당 데이터 링크 계층의 주소가 속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다음으로, 패킷이 ARP 요구 패킷인지를 확인한다(S120). 만일 ARP 요구 패킷이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로 브로드캐스팅한다(S130).

패킷이 ARP 요구 패킷이 아니고 ARP 응답 패킷이면 도착지 데이터 링크 계층의 주소를 이용하여 ARP 캐쉬에서 그 

주소가 속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찾아 내어 패킷을 해당 인터페이스로 송신한다(S140). 이와 같이 함으로써, A

RP 요구/응답 패킷의 처리는 종료된다.

한편, 패킷이 로컬 TCP/IP 스택에서 온 패킷이거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읽어 들인 패킷이면서 ARP 패킷이 아

닌 경우에는, 도착지 IP가 로컬인지를 확인한다(S200). 만일 도착지 IP가 로컬이라면, 로컬 TCP/IP 스택으로 패킷을 

넘겨준다(S210).

만일 도착지 IP가 로컬이 아니라면, 흐름 제어 규칙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흐름 제어 리스트(flow control list)에서 해

당 인터페이스의 정의한 값을 차례로 읽어 들이면서 비교한다(S300). 흐름 제어 리스트에는 일반 모드인지 재경로 설

정 모드인지 혹은 미러링 모드인지가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흐름 제어 리스트에는 미러링이 복수 개 존재할 수 있

고 혹은 재경로 설정이 복수 개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패킷마다 흐름제어 리스트를 모두 차례로 처리되어야

그 패킷에 대한 동작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단계(S300)에서 미러링 모드인 경우에는, 패킷을 해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패킷을 송신하고(S400), 그렇지 

않다면 다시 흐름 제어 리스트에서 다음 리스트의 값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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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계(S300)에서 일반 모드이면 정상적인 패킷의 전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내부에서 들어온 패킷인지를 확인

한다(S500). 만일 내부에서 들어온 패킷이면 규칙 조회 및 필터 모듈로 패킷을 전달하여 해당 패킷을 차단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S510), 만일 차단할 패킷이면 패킷을 차단하며, 통과를 할 패킷이면 주소변환기로 패킷을 전달한다(

S520).

주소 변환기는 만일 주소를 변환하라는 규칙이 설정되어 있다면, 패킷의 출발지 IP와 목적지 IP를 변경하여 패킷을 

재조립한 후에, 패킷을 패킷 송신 모듈로 보내어 ARP 캐쉬로부터 송신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찾아서 패킷을 송신

하게 된다(S530).

상기 단계(S500)에서, 내부에서 들어온 패킷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주소 변 환기를 통과하여(S540) 규칙 조회 및 필

터 모듈로 해당 패킷을 전달하여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S550), 만일 차단할 패킷이면 패킷을 차단하며, 통과를 할 패

킷이면 해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찾아서 패킷을 송신한다(S560). 여기에서, 내부에서 들어온 패킷인지 외부에서 

들어온 패킷인지에 따라 순서가 바뀌는 이유는 차단 규칙은 네트워크의 주소가 일관성이 있어야 관리가 편하기 때문

이다. 만일 차단 규칙이 비공인 IP와 공인 IP가 혼재된 상황에서 차단규칙을 만들려면 시스템의 관리가 매우 어려워 

지게 된다.

상기 단계(S300)에서 경로 재지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패킷이 내부에서 왔는지를 확인한다(S600). 그 

이하 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일반모드에서의 과정과 동일하다. 다만, 패킷을 송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경로를 재지정할 때 이미 패킷을 송신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패킷을 차단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즉, 위조 RST(reset) 패킷을 송신하는 방식과 패킷을 폐기(D

ROP)하는 방식 두 가지이다. 만일 도 5에서와 같이 스위칭형으로 시스템을 구성한 경우에는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는 위조 패킷과 FIN(finish) 플래그를 세팅한 위조 패킷을 보내거나 혹은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없을 경우에

는 RST(reset) 패킷을 보내는 방식 혹은 단순히 패킷을 폐기(DROP)하는 방식 등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 이 세 가지 방식은 프로토콜 서비스 별로 혹은 관리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도 6과 같이 패킷 감시형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의 구조에서는 위의 세 가지 방식 중 패 킷을 폐기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진정한 범위는 이

러한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예컨대, 본 발명에 의한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은 약간

의 수정 및 변형을 통해 브리지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스위칭 장비, 라우터(router) 또는 컴퓨터 등에 응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를 하면서도 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이 하나의 주소

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환경 등은 전혀 변경할 필요가 없는 브리지 기능을 구비한 네

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브리지 기능을 구비한 상태에서 고속 네트워크상의 트래픽 

처리를 위해 여러 대의 시스템과 연결하여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한 개의 네트워크에서 패킷을 수집하면서 여러 대의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감시 시

스템 등에 패킷을 모두 혹은 필요한 부분만 필터링하여 트래픽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보안 시스템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주소 변환기를 내장함으로써 모든 패킷을 침입 차단 시스템으로 보내 주는 것을 방지하여 침

입 차단 시스템에서의 병목현상을 없앨 수 있다. 또한, 고속 패킷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네트

워크 의 속도(wire speed)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침입 현상에 대한 규칙을 차단 정책으로 바꾸어 이를 차단 

규칙에 반영하는 관리자의 업무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브로드캐스팅을 기반으로 하는 적어도 2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에 설치되며, 상기 네트워크 사이에서 소정 규칙에 따

라 패킷의 송수신을 차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적어도 1 이상의 침입 차단 시스템 및 상기 네트워크 사이에서 소정 

규칙에 따라 패킷의 흐름을 감시하는 적어도 1 이상의 침입 탐지 시스템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

템에 있어서,

내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패킷을 송수신하는 내부 인터페이스;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패킷을 송수신하는 외부 인터페이스;

상기 내부 인터페이스, 상기 외부 인터페이스 및 상기 침입 차단 시스템과 연결되며, 상기 내부 인터페이스 또는 상기

외부 인터페이스로부터 패킷을 수신받아 미리 설정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 수신된 패킷을 차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규칙 조회 및 필터 모듈;

상기 내부 인터페이스, 외부 인터페이스 및 침입 탐지 시스템과 연결되어 상기 내부 인터페이스 또는 상기 외부 인터

페이스로부터 패킷을 수신받아 미리 설정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신된 패킷을 상기 침입 탐지 시스템으

로 미러링하는 미러링 인터페이스; 및

상기 규칙 조회 및 필터 모듈과 상기 외부 인터페이스 사이에 삽입되어, 상기 내부 네트워크의 주소 체계와 외부 네트

워크의 주소 체계를 서로 변환하는 주소 변환기

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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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칙 조회 및 필터 모듈과 상기 미러링 인터페이스에 있어서의 미리 설정되어 있는 규칙은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패킷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인터페이스 및 상기 외부 인터페이스는,

내부 네트워크 또는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패킷을 수신받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수신 버퍼부;

내부 네트워크 또는 외부 네트워크로 전송할 패킷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송신 버퍼부; 및

상기 수신 버퍼부에 저장된 패킷에 대하여 상기 미러링 인터페이스로 미러링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저장하는 흐름 

제어 규칙 데이터베이스

를 포함하며,

상기 수신 버퍼부는 상기 내부 네트워크 또는 상기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패킷을 상기 흐름 제어 규칙 데이터

베이스를 참조하여 미러링 여부를 결정하고, 미러링 규칙이 선언되어 있는 경우 해당 패킷을 상기 미러링 인터페이스

로 전송하고, 미러링 규칙이 선언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패킷을 상기 규칙 조회 및 필터 모듈 또는 상기 주소 변환

기로 전송하고,

상기 송신 버퍼부는 상기 규칙 조회 및 필터 모듈 또는 상기 주소 변환기로부터 수신된 패킷을 상기 흐름 제어 규칙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미러링 여부를 결정하고, 미러링 규칙이 선언되어 있는 경우 해당 패킷을 상기 미러링 인터

페이스로 전송하고, 미러링 규칙이 선언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패킷을 상기 내부 네트워크 또는 상기 외부 네트워

크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미러링 인터페이스는,

상기 내부 인터페이스 또는 상기 외부 인터페이스로부터 미러링되는 패킷을 일시 저장하는 공유 메모리부;

상기 공유 메모리부로부터 패킷을 읽어 들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전달하는 송신패킷 관리부;

상기 송신패킷 관리부로부터 패킷을 수신받아 상기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부터 패킷이 수신된 경우 수신된 패킷을 상기 규칙 조회

및 필터 모듈로 전송하는 수신패킷 관리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1 통신 모듈;

침입 차단 시스템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 2 통신 모듈;

미리 설정된 침입 차단 규칙 및 침입 탐지 규칙을 저장하여 상기 규칙 조회 및 필터로 규칙을 전송하는 규칙 데이터베

이스;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모든 패킷에 대한 기록을 저장하는 로그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상의 패킷에 대한 각종 통계 정보를 저장하는 통계 데이터베이스;

를 구비하는 통신/관리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1 통신 모듈;

침입 차단 시스템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 2 통신 모듈;

미리 설정된 침입 차단 규칙 및 침입 탐지 규칙을 저장하여 상기 규칙 조회 및 필터로 규칙을 전송하는 규칙 데이터베

이스;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모든 패킷에 대한 기록을 저장하는 로그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상의 패킷에 대한 각종 통계 정보를 저장하는 통계 데이터베이스;

를 구비하는 통신/관리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을 차단하는 규칙은 상기 규칙 데이터베이스, 상기 규칙 조회 및 필터 모듈 및 상기 침입 차단 시스템간에 

소정 기준에 의하여 분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을 차단하는 규칙은 상기 규칙 데이터베이스, 상기 규칙 조회 및 필터 모듈 및 상기 침입 차단 시스템간에 

소정 기준에 의하여 분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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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부터 탐지되는 결과에 의한 차단 규칙을 상기 규칙 데이터베이스, 상기 규칙 조회 및 필터 

모듈 및 상기 침입 차단 시스템에 즉시 전송하여 해당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

청구항 10.
브로드캐스팅을 기반으로 하는 적어도 2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에 스위칭 장 비를 통해 연결되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

름 제어 장치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사이에서 소정 규칙에 따라 패킷의 흐름을 감시하는 적어도 1 이상의 침입 탐지 시스템과 연결되어 복

수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적어도 1 이상의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복수의 미러링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침입 탐지 시스템과 연결되며, 상기 스위칭 장비를 통해 수신되는 패킷을 미리 설정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 선택

적으로 상기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미러링하는 미러링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미러링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부터 위조된 패킷이 수신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

인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

청구항 12.
제10항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수신되는 패킷을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소정 규칙을 저장하는 규칙 조회 및 필터 모듈을 더 포함하며,

차단할 세션에 대해 차단 메시지가 들어 있는 위조 패킷과 FIN(finish) 또는 RST(reset) 플래그를 포함하는 패킷을 

송신하여 실제 세션을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제어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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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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