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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개요 

1.1. 개요 

오늘날 트래픽 패턴의 변화와 가상화 기술의 발달, 그리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새로운 이슈

로 인해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변해감에 따라 기존의 네트워크의 구조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

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oftware Defined Network, SDN) 입니다. 

SDN은 제어평면과 전달평면을 분리하는 개념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네트워크  

기존의 네트워크처럼 이더넷-스위치-라우터에 이어지는 계층적인 구조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데

이터의 전송을 Flow 단위로 처리하며, 이러한 Flow를 제어계층을 통하여 중앙에서 제어됩니다. 또

한 데이터 계층을 통하여 전송되는데, SDN은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들의 기능들을 제어계층에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동작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지니는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능을 네트워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SDN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보안기능 중 하나로 엠넷(MNet)을 꼽고 있습니다.. 

엠넷은 네트워크 보안 장비 중 하나로,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호스트의 요청을 허니팟(Honeypot)

으로 보내어 행동에 대한 로그를 유지 분석하고, 공격자를 추적하여 반격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엠넷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패킷 헤더(Packet Header)의 출발지 주소(Source address)와 도

착지 주소(Destination address)에 대한 변조가 필요하며, 어떤 패킷 흐름을 허니팟으로 보낼 지에 

대한 흐름 규칙(Flow rule)이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접근 주소(Malcious attack address)를 추적할 

수 있도록 패킷 분석과 접근자에게 자동으로 반격 할 수 있는 기능(Mirror function)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안 장비의 구매를 위한 비용

문제는 물론 해당 장비를 위치시킬 물리적 위치고려, 장비를 연결시키기 위해 기존 장비와의 연

결 및 설정 등의 작업이 추가적으로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데이터센터 등 

거대한 네트워크를 다루는 곳에서는 매우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SDN/OpenFlow는 자체적으로 패킷 헤더에 대한 변환 기능을 제공을 해주므로 해당 기

능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방법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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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 시나리오 

  엠넷은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중 하나로, 특정 호스트의 행위를 허니팟으로 보내어 행동에 대

한 로그를 유지한 상태로 이상행위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공격자에게 반격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순히 네트워크 감시(Network monitoring)나 네트워크 침입탐지시스템(Network Intrusion 

Detection System, NIDS)과 다른 점은 이상행위에 대해 경고나 차단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해 적극

적으로 응한다는 점입니다. 대신 정상적인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상행위를 하는 트래픽은 

허니팟으로 보냅니다. 

  악성행위를 하는 공격자(B)가 특정 서비스(C)로 접근을 시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접근

을 엠넷이 감지를 하게 되면, 목적지 주소(C)를 본래의 서비스가 아닌 허니팟(D)의 주소로 바꾸고, 

이를 허니팟(D)로 보내주게됩니다. 또한 허니팟은 악성 행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응답을 공격자

( B)에게 해줍니다. 이 때 돌아가는 패킷에 대해서도 엠넷이 중간에 출발지 주소(=허니팟)를 서비

스(C)의 주소로 바꾸어 최종적으로 이를 수신한 악성 호스트 입장에서는 본래의 서비스(C)가 응답

을 해준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공격자(B)가 접속을 유지하고 있을 때, 허니팟(D)는 공격

자(B)를 추적하여 공격자(B)의 컴퓨터의 권한을 획득합니다. 

 

    

  

Fig. 1. Research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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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실험 환경은 네트워크 망 구성은 Lenovo Laptop 6대를 활용하여 Openvswitch를 구현하였습니

다. 허니팟은 허니디(HoneyD)를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인 로그와 패킷 데이터들을 기록 및 저장하

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실험은 Work process 와 같이 공격자에서 서비스에 접근할 때 엠넷의 동

작과 허니팟의 동작을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kmucs-fwd’가 동작하는 화면입니다. 패킷의 정보가 흐름규칙과 일치하면 목적지 주소를 

허니팟 주소로 변경시켜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DN 컨트롤러에서 실시간으로 찍히는 로

그 데이터로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지 잘 나타내줍니다. 공격자가 아닌 일반 접속자가 접

근했을 때 정상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g. 2. Wor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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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작원리 

  먼저 (1) 관리자가 흐름규칙을 엠넷에 입력합니다. 이 규칙은 어떤 조건에 엠넷을 활성화 하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2) 공격자(B)가 서비스(C)를 향해 패킷을 보내면 이를 중간에 스위치가 수신

하게 됩니다. (3)스위치는 해당 패킷의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자가 입력한 엠넷 애플리케이션 

‘kmucs-fwd’의 흐름규칙과 비교한 후 동작 여부를 결정합니다.  (4)패킷 정보가 흐름규칙을 충족

한다면 해당 정보를 기록하고 다른 스위치에게 패킷을 전달합니다. (5)만약 일치하는 규칙이 없거

나, 목적지를 모른다면 스위치를 관리하는 컨트롤러에게 물어본 후 다른 전달 애플리케이션의 동

작을 따릅니다. 이후 (6)허니팟(D)이 응답을 하게 되면 스위치에서 흐름규칙을 확인하고 해당 규

칙에 맞추어 공격자(B)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통신에 (7)스위치가 공격자에게 반격하여 

공격자의 컴퓨터 권한을 획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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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Openvswitch를 구성하는 물리적 네트워크 망은 Lenovo Laptop 4대에 모두 OS Ubuntu16.04 와 

ONOS(Open Network Operating System, ONOS)를 설치했습니다. USB Lan Cable을 이용해서 

Laptop 4대 서로를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망을 구성할 예정이며 구현한 네트워크 토폴로

지의 모습은 아래의 Fig.3의 모습과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Fig. 3. 2대의 노트북을 USB Lan Cable을 사용해서 연결한 모습 

 

위 노트북에 OpenFlow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ONOS Ver 1.7 설치했습니다.. 또한, ONOS 프로젝트

를 관리하는 Maven 프레임워크와 Karaf 프레임워크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ONOS의 

버전 때문인지 Fig.4와 같은 빌드에러가 발생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Fig. 4. ONOS Build Fail 

  위 에러는 ONOS를 사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POM 파일 에러입니다. 프레임워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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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ven과 Karaf가 있는 Application 과 ONOS가 있는 폴더에서 POM 파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에러는 빌드에 버전 제한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신 버전일 

수록 Unstable 하기 때문에 보다 stable한 1.2.2 버전으로 수정했습니다. 수정 버전은 ONOS 1.2.2 

로서, https://github.com/opennetworkinglab/onos 에서 직접 빌드하기 전인 구 버전을 사용해서 

필요한 알고리즘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https://github.com/opennetworkinglab/onos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MART SOCCER 

팀 명 정성강조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6-11-15 

 

캡스톤 디자인 II Page 10 of 11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구현 계획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은 오픈플로우 컨트롤러 중 하나인 ONOS(Open Network Operating 

System, ONOS)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ONOS ver. 1.2.2 는 자바(Java)기반의 컨트롤러로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컨트롤러 중 하나입니다. 

  각각의 물리 스위치 하나가 엠넷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치(=엠넷)에는 오픈플로우 

메시지를 관리하는 ‘kmucs-fwd’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흐름규칙을 통해서 

스위치 간의 패킷을 수신 및 관리 해주도록 구현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대의 PC 에는 Normal 서버를 구현해서 공격받는 대상이 되도록 하고, 1대의 PC는  

허니팟을 구현해서 Attacker의 악의적인 접근에 대응하는 dummy를 구현해서 악성코드를 수집하

도록 한다. 위 허니팟은 github에서 클론하여 수정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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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해당 내용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