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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NFV)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oftware-Defined Networking, SDN)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안 서비스
들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 기능 인터페이스(Interface to Network Security Functions,
I2NSF)의 유스케이스를 제시한다. 본 표준은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보안 서비스 제
공자들이 효과적이고 유연한 I2NSF 기반 보안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문서는 I2NSF 프레임워크 기반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의 3가지 유스케이스로써 시
간 기반 웹 차단, 회사 웹 서버 접근에 대한 DDoS 공격 약화 서비스, 악의적인
VoIP/VoLTE 트래픽 차단 서비스를 제시하고, 각 유스케이스에 대한 시나리오, 동작
절차 및 구현코드를 다루고 있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 해당 사항 없음

3.2 인용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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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is standard suggests use cases of Interface to Network Security Functions (I2NSF) for
Security Service in the network environments that are based on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NFV) and Software-Defined Networking (SDN). It facilitates security
software developers and security service providers for an effective and flexible I2NSFbased security service system.

2 Summary

This document shows three use cases of network security services in the I2NSF
framework, such as time-based web access control, DDoS attack mitigation service for
corporate web server access, and malicious VoIP/VoLTE traffic access control service.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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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의 인터페이스(I2NSF)
프레임워크 - 제5부: 보안 서비스 유스케이스
Interface to Network Security Functions (I2NSF) Framework
Using Software-Defined Networking
- Part5: Security Service Use Cases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연계 표준인 “SDN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의 인터페이스(I2NSF) 프레임
워크 - 제1부: 개요[Ⅰ-3.1]”에서 제안된 SDN 기반 I2NSF 보안 서비스 프레임워크의
유스케이스를 제시하여,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보안 서비스 운영자가 I2NSF를 이용
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용 표준

해당 없음.

3. 용어 정의

이 문서는 [6]에서 정의된 용어들을 사용한다.

4. 약어
ACL

Access Control List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M

Data Model

DoS

Denial of Service

ECA

Event-Condition-Action

GNSF

Generic Network Security Function

I2NSF

Interface to Network Security Functions
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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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M

Information Model

IoT

Internet of Things

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NFV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NSF

Network Security Function

TCI

Tag Control Information

5. 개요(Overview)

“SDN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의 인터페이스(I2NSF) 프레임워크 - 제1부: 개요[Ⅰ3.1]”는 서로 다른 솔루션 벤더에서 개발된 NSF(Network Security Function)을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I2NSF(Interface to Network Security Functions) 프레임워크를 정의한다.
I2NSF

프레임워크는

서로

다른

보안

솔루션

벤더에서

개발된

다양한

NSF들이

NFV(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및 SDN(Software-Defined Networking) 환경에서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I2NSF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각각의
NSF의 보안 기능들을 I2NSF 프레임워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NSF들의 보안
기능들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보안 소비자들의 보안 요구사항에 맞는 NSF들을 제공함으
로써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문서는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로써 시간 기반 웹 차단 서비스, 회사 웹 서버 접근에
대한 DDoS 공격 약화 서비스, 악의적인 VoIP/VoLTE 트래픽 차단 서비스 등의 3가지
유스케이스들을 통해 I2NSF 프레임워크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문서는 각 유스
케이스에 대한 시나리오, 동작 절차 및 구현코드를 기술한다.

5.1. I2NSF 프레임워크
이 절에서는 I2NSF 프레임워크와 유스케이스를 보여준다. (그림 5-1)는 SDN 기반의
I2NSF 프레임워크[1]를 보여준다. (그림 5-1)에서와 같이 I2NSF 소비자는 보안 서비스
사용자들의 보안 요구 사항들을 포함하는 고수준 보안 정책(High-level security policy)
을 소비자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7][8]를 통해 보안 제어기에 전달함으로써 보안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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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SDN 기반의 I2NSF 프레임워크

보안 제어기는 I2NSF 소비자로부터 받은 고수준 보안 정책들을 NSF에서 실행될 수 있
는 저수준 보안 정책(Low-level security policy)으로 번역한다. 보안 제어기는 등록된
NSF의 보안 기능들을 이용하여 번역된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NSF들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저수준 보안 정책들은 NSF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
[9][10]를 통해 식별된 적절한 NSF들에게 전달된다.
I2NSF 소비자와 보안 제어기 사이의 소비자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9]는 RESTCONF
[2]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YANG[3]에 의해 기술된 데이터 모델은 I2NSF 소비자
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관점의 보안 정책들을 정의한다. 이러한 사용자 관점
의 보안 정책은 소비자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안 제어기에 전달된다.
보안 제어기와 NSF 사이의 NSF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10]는 NETCONF[4]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YANG에 의해 기술된 데이터 모델은 사용자 관점의 보안 정책들을 보안
제어기에 의해 번역된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정의한다. 이러한 저수준 보안 정책은 NSF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를 통해 해당 NSF에게 전달된다.
보안 제어기와 NSF 관리 시스템 사이의 NSF 등록 인터페이스[11]는 NETCONF[4]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NSF의 보안 기능(Capability) 및 접근 정보(예, IP 주소, 프로
토콜, 포트번호)는 등록 인터페이스에 의해 보안 제어기에 등록된다.

３

TTAx.xx.xxxx/R1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6. 유스케이스(Use Cases)
본 절은 I2NSF 보안 서비스의 세 가지 유스케이스를 제시한다.
6.1. 시간 기반의 웹 차단 서비스
본 절에서는 SDN 기반의 I2NSF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시간 기반의 웹 차단 서비스 시
나리오를 통해 SDN 기반의 I2NSF 프레임워크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서비스 시나
리오는 업무 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 없는 웹사이트(예: 페이스북)의 접근을 제어하는 시
간 기반의 웹 차단 서비스 시나리오이며 네트워크 관리자는 “사원들은 근무시간 동안 페
이스북의 접근을 차단”이라는 사용자 관점의 고수준 보안 정책들을 I2NSF 소비자를 통
해 생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성된 사용자 관점의 보안 정책들은 보안 제어기로 전달
된 후 NSF에서 실행될 수 있는 저수준 보안 정책(예, 사원들의 IP주소, 09:00 ~ 18:00,
http, www.facebook.com)으로 번역된다. 보안 제어기는 번역된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기반으로 보안 제어기에 등록된 보안 기능(예, IP 주소, 시간, 프로토콜, URL 검사 기능)
들을 식별한다.
IP 주소 검사 기능은 수신된 패킷이 어느 직원의 패킷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시간 검사 기능은 업무시간에 웹 접근을 시도하였는지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프로토콜 검사 기능은 수신된 패킷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패킷인지
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URL 검사 기능은 수신된 패킷의 URL이 페이
스북(www.facebook.com)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IP 주소, 시간, 프로토콜 검사 기능을 위해 방화벽을 사용하며 URL 검사 기능을 위해 웹
필터를 사용한다.

(그림 6-1) 방화벽 및 웹 필터 정책 적용 동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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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는 SDN 기반의 I2NSF 프레임워크에서의 방화벽 및 웹 필터에 정책이 적용되
는 동작 과정을 보여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I2NSF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먼저 NSF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NSF 등
록 인터페이스에 맞춰 보안 제어기에 방화벽의 보안 기능(IP 주소, 시간, 프로토
콜)들과 웹 필터의 보안 기능(URL)을 등록한다. (그림 6-2), (그림 6-3)는 시간
기반 웹 접근 보안 서비스를 위한 방화벽 및 웹 필터의 보안 기능들을 보여준다.
방화벽 및 웹 필터의 보안 기능들을 등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NSF 등록 인터페이
스는 본 표준의 연계 표준인 “SDN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의 인터페이스
(I2NSF) 프레임워크-제2부: NSF 등록 인터페이스(TTA 표준 제정 중)”를 참고한
다.

(그림 6-2) 시간 기반 웹 접근 보안 서비스를 위한 방화벽 보안 기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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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시간 기반 웹 접근 보안 서비스를 위한 웹 필터 보안 기능 등록

2. 네트워크 보안 관리자는 시간 기반의 웹 차단에 관한 사용자 관점의 보안 정책들
을 전달하기 위하여 I2NSF 소비자를 활용하여 소비자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에
맞춰 시간 기반의 웹 차단 보안 정책(사원들은 근무시간 동안 페이스북의 접근을
차단)을 보안 제어기에 전달한다. (그림 6-4)는 시간 기반 웹 접근 보안 서비스
를 위한 고수준 보안 정책을 보여준다. 방화벽 및 웹 필터의 사용자 관점의 보안
정책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비자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는 본 표준의
연계 표준인 “SDN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의 인터페이스(I2NSF) 프레임워크
-제3부: 소비자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TTA 표준 제정 중)”를 참고한다.

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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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시간 기반 웹 접근 보안 서비스를 위한 고수준 보안 정책 설정

3. 사용자 관점의 보안 정책들을 전달받은 보안 제어기는 방화벽 및 웹 필터에 적용
될 수 있도록 고수준 보안 정책들을 방화벽과 웹 필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저수준
보안 정책들로 번역한다. 사용자 관점의 보안 정책을 방화벽 및 웹 필터가 이해
할 수 있는 저수준 보안 정책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사원 -> 사원들의 IP 주소



근무시간 -> 09:00 ~ 18:00



페이스북 접근 -> http, www.facebook.com

4. 보안 제어기는 번역된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이용하여 등록된 NSF들의 보안 기
능들과 비교하여 저수준 보안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는 적절한 NSF를 찾는다.
번역된 저수준 보안 정책들이 수행되기 위한 NSF들의 보안 기능은 다음과 같다.


사원들의 IP 주소 -> IP 주소



09:00 ~ 18:00 -> 시간



http -> 프로토콜



www.facebook.com -> URL

즉 사원들의 IP 주소, 09:00 ~ 18:00, http에 대한 저수준 보안 정책은 IP 주소,
시간,

프로토콜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화벽에

전달되고

www.facebook.com에 대한 저수준 보안 정책은 URL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가지
고 있는 웹 필터에게 전달된다.
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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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제어기는 위 절차에서 얻어진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방화벽 및 웹 필터에
전달하기 위하여 NSF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에 맞춰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전달
한다. (그림 6-5), (그림 6-6)는 시간 기반 웹 접근 보안 서비스를 위한 방화벽
및 웹 필터의 저수준 보안 정책 설정 예를 보여준다. 방화벽 및 웹 필터에 전달
되기 위해 사용되는 NSF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는 본 표준의 연계 표준인 “SDN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의 인터페이스(I2NSF) 프레임워크-제4부: NSF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TTA 표준 제정 중)”를 참고한다.

(그림 6-5) 시간 기반 웹 접근 보안 서비스를 위한 방화벽 저수준 보안 정책 설정

(그림 6-6) 시간 기반 웹 접근 보안 서비스를 위한 웹 필터 저수준 보안 정책 설정
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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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전달받은 방화벽 및 웹 필터는 각각의 시스템에 맞게 보안
정책들을 수립하고 수신된 보안 정책에 따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6-7) 방화벽 및 웹 필터를 활용한 시간 기반의 웹 차단 서비스의 트래픽 흐름

(그림 6-7)을 기준으로 방화벽 및 웹 필터를 활용한 시간 기반의 웹 차단 서비스의 트
래픽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원은 근무 시간(예, 오전 10시)에 www.facebook.com에 접근을 시도한다.
2. 직원들의 장비에서 생성된 패킷들은 방화벽에 전달되고 방화벽은 송신지 IP 주소
및 수신된 패킷의 시간을 확인한다. 만약 수신된 패킷의 송신지 IP 주소, 및 수
신된 패킷의 시간이 방화벽에 설정된 보안 정책과 일치하면 해당 패킷이 HTTP
패킷임을 식별한다.
3. 만약 수신된 패킷이 HTTP 패킷이라면 방화벽은 패킷을 추가로 검사하기 위하여
웹필터에게 해당 패킷을 전달한다. 패킷 전달을 위하여 Service Function
Chaining (SFC)[5] 기술이 사용된다.
4. 웹 필터에서 수신된 패킷이 www.facebook.com 접근에 대한 패킷인지 검사한다.
만약 해당 패킷이 www.facebook.com 접근에 대한 패킷이 맞다면 해당 패킷을
차단하여 직원의 www.facebook.com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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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화벽 및 웹 필터들은 값비싼 비용, 성능, 차단 관리, 정책 수립, 그리고 패킷 기
반 접근 메커니즘의 문제들을 가진다. 본절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SDN 기반 중앙
집중식 방화벽 및 웹 필터 시스템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비용: 라우터, 게이트웨이, 그리고 스위치와 같은 네트워크 자원에 각각 방화벽
및 웹필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상당하다. 제안하는 프레임
워크에서 각각의 네트워크 자원들은 하나의 방화벽 및 웹 필터가 중앙집중식 서
버에 의하여 제어되는 것과 같이 중앙집중식으로 제어될 수 있다.



성능: 기존 모델에서 방화벽 및 웹 필터의 성능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링크 속
도보다 종종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벽 및 웹 필터를 위한 모든 네트워크 자
원들은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방화벽 규칙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안하는 프
레임워크에서 중앙집중식 방화벽 및 웹 필터는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네트워크
스위치들 사이에서 순응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접근제어 관리: 관리자에 의해 서비스들이 관리되는 기존 모델은 수백개의 네트
워크 자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화벽 및 웹 필터와 같은 보안 서비스를 위한
차단의 동적인 관리가 어렵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서는 새로운 악성코드에 대
응하여 방화벽 규칙들이 동적으로 추가될 수 있다.



정책 수립: 기존 모델에서의 정책 수립은 각 네트워크 자원들을 위하여 개별적으
로 정책이 수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조직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흐름이
허용되거나 차단되어야 하는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중앙집중식 관점은 보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유용하다.



패킷 기반 접근 메커니즘: 차단의 기본 단위는 비정상적인 유저나 어플리케이션
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화벽 및 웹 필터를 위한 패킷 기반 접근 메커니즘은 충분
치 않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중앙집중식 서버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수준 규
칙들이 방화벽 및 웹 필터 시스템에 정의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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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회사 웹 서버 접근에 대한 DDoS 공격 약화 서비스

본 절에서는 SDN 기반의 I2NSF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DDoS 공격 약화 서비스 시나
리오를 통해 SDN 기반의 I2NSF 프레임워크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서비스 시나리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DDoS 공격을 약화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자원을 관리하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보여주며 네트워크 관리자는 “회사 웹 서버 접근에 대한 임계값 이상의 트래
픽 접근 차단“이라는 사용자 관점의 보안 정책 규칙들을 I2NSF 소비자를 통해 생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성된 사용자 관점의 보안 정책들은 보안 제어기로 전달된 후 NSF
에서 실행될 수 있는 저수준 보안 정책(예, 회사 웹 서버 IP 주소, 80, http, 500/s)으로
번역된다. 보안 제어기는 번역된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기반으로 보안 제어기에 등록된
보안 기능(예, IP 주소, 포트 번호, 프로토콜, 초당 패킷의 임계값 검사 기능)들을 식별한
다. IP 주소, 포트 번호, 프로토콜 검사 기능을 통해 해당 패킷이 회사 웹 서버 접근에
대한 패킷인지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임계값 이상의 트래픽에 대한 차단을 위해
초당 패킷의 임계값 검사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트래픽이 보안 정책이 설정된 초당 패킷
의 임계값을 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IP 주소, 포트 번호, 프로토콜
검사 기능을 위해 방화벽을 사용하며 초당 패킷의 임계값 검사 기능을 위해 DDoS 공격
약화기(DDoS attack mitigator)를 사용한다.

(그림 6-8)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기 정책 적용 동작 과정

(그림 6-8)는 SDN 기반의 I2NSF 프레임워크에서의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기에 정
책이 적용되는 동작 과정을 보여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I2NSF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먼저 NSF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NSF 등
록 인터페이스에 맞춰 보안 제어기에 방화벽의 보안 기능(IP 주소, 포트 번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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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들과 DDoS 공격 약화기의 보안 기능(초당 패킷의 임계값)을 등록한다.
(그림 6-9), (그림 6-10)는 회사 웹 서버 접근에 대한 DDoS 공격 약화 서비스를
위한 방화벽 및 공격 약화기의 보안 기능들을 보여준다.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기의 보안 기능들을 등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NSF 등록 인터페이스는 본 표
준의 연계 표준인 “SDN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의 인터페이스(I2NSF) 프레
임워크-제2부: NSF 등록 인터페이스(TTA 표준 제정 중)”를 참고한다.

(그림 6-9) DDoS 공격 약화 서비스를 위한 방화벽 보안 기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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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DDoS 공격 약화 서비스를 위한 공격 약화기 보안 기능 등록

2. 네트워크 보안 관리자는 회사 웹 서버 접근에 대한 DDoS 공격 약화에 관한 고
수준 보안 정책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I2NSF 소비자를 활용하여 소비자 정책 전
달 인터페이스에 맞춰 회사 웹 서버 접근에 대한 DDoS 공격 약화 보안 정책(회
사 웹 서버에 접근에 대한 임계값 이상의 트래픽 접근 차단)을 보안 제어기에 전
달한다. (그림 6-11)는 회사 웹 서버 접근에 대한 DDoS 공격 약화 서비스를 위
한 고수준 보안 정책을 보여준다.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기의 고수준 보안
정책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비자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는 본 표준의
연계 표준인 “SDN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의 인터페이스(I2NSF) 프레임워크
-제3부: 소비자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TTA 표준 제정 중)”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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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DDoS 공격 약화 서비스를 위한 고수준 보안 정책 설정

3. 사용자 관점의 고수준 보안 정책들을 전달받은 보안 제어기는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수준 보안 정책들을 방화벽과 DDoS 공격 약화
기가 이해할 수 있는 저수준 보안 정책들로 번역한다. 사용자 관점의 고수준 보
안 정책을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기가 이해할 수 있는 저수준 보안 정책으
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회사 웹 서버 접근 -> 회사 웹 서버 IP 주소, 80(포트 번호), http



임계값 이상의 트래픽 -> 500/s

4. 보안 제어기는 번역된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이용하여 등록된 NSF들의 보안 기
능들과 비교하여 저수준 보안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는 적절한 NSF를 찾는다.
번역된 저수준 보안 정책들이 수행되기 위한 NSF들의 보안 기능은 다음과 같다.


회사 웹 서버 IP 주소 -> IP 주소



80 -> 포트 번호



http -> 프로토콜



500/s -> 초당 패킷의 임계값

즉 회사 웹 서버 IP 주소, 80, http에 대한 저수준 보안 정책은 IP 주소, 포트 번
호, 프로토콜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화벽에 전달되고 500/s에 대한
저수준 보안 정책은 초당 패킷의 임계값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는 DDoS
공격 약화기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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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제어기는 위 절차에서 얻어진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기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NSF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에 맞춰 저수준 보안 정
책들을 전달한다. (그림 6-12), (그림 6-13)는 회사 웹 서버 접근에 대한 DDoS
공격 약화 서비스를 위한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기의 저수준 보안 정책 설
정 예를 보여준다.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기에게 전달되기 위해 사용되는
NSF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는 본 표준의 연계 표준인 “SDN 기반의 네트워크 보
안 기능의 인터페이스(I2NSF) 프레임워크-제4부: NSF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TTA
표준 제정 중)”를 참고한다.

(그림 6-12) DDoS 공격 약화 서비스를 위한 방화벽 저수준 보안 정책 설정

(그림 6-13) DDoS 공격 약화 서비스를 위한 DDoS 공격 약화기 저수준 보안 정책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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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전달받은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기는 각각의 시스템
에 맞게 보안 정책들을 수립하고 전달받은 보안 정책에 따라 보안 서비스를 제공
한다.

(그림 6-14) 회사 웹 서버 접근에 대한 DDoS 공격 약화 서비스의 트래픽 흐름

(그림 6-14)를 기준으로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기를 활용한 회사 웹 서버 접근에
대한 DDoS 공격 약화 서비스의 트래픽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격자들이 회사 웹 서버로 DDoS 공격을 시도한다.
2. 공격자가 보낸 패킷은 방화벽에 전달되고 방화벽은 수신지 IP 주소, 포트 번호를
확인한다. 만약 수신된 패킷의 수신지 IP 주소, 포트 번호가 방화벽에 설정된 보
안 정책과 일치하면 해당 패킷이 HTTP 패킷임을 식별한다.
3. 만약 수신된 패킷이 HTTP 패킷이라면 방화벽은 패킷을 추가로 검사하기 위하여
DDoS 공격 약화기에게 해당 패킷을 전달한다. 패킷 전달을 위하여 SFC[5] 기술
이 사용된다.
4. DDoS 공격 약화에서 수신된 패킷에 대하여 초당 패킷의 유입량을 검사한다. 만
약 해당 패킷의 유입량이 DDoS 공격 약화에 설정된 초당 패킷의 임계값을 넘는
다면 해당 패킷을 차단하여 공격자들로부터 회사 웹 서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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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DDoS 공격 약화 시스템은 비용, 성능, 네트워크 자원 관리, 정책 수립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SDN 기반 중앙집중식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
시스템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비용: 라우터, 게이트웨이, 그리고 스위치와 같은 네트워크 자원에 각각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상당하다. 제
안하는 프레임워크에서 각각의 네트워크 자원들은 하나의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기가 중앙집중식 서버에 의하여 제어되는 것과 같이 중앙집중식으로 제어될
수 있다.



성능: 기존 모델에서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기의 성능은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 링크 속도보다 종종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DDoS 공격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인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성능이 감소될지도 모른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서 중앙집중식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기는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네트워크
스위치들 사이에서 순응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네트워크 자원 관리: 관리자에 의해 서비스들이 관리되는 기존 모델은 수백개의
네트워크 자원들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DDoS 공격 약화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예로 로드밸런싱)을 위한 네트워크 자원들의 동적인 관리가 힘들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서는 동적인 네트워크 자원 관리를 위해 트래픽 흐름 전
달 경로 관리를 통해 네트워크 스위치의 로드밸런싱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관리를 통하여 현재 및 가까운 미래의 DDoS 공격 약화를 위한 워크로드는
네트워크 스위치들 사이에서 널리 분산될 수 있다. 게다가 새로운 DDoS 공격에
대응하여 DDoS 공격 약화 규칙들은 동적으로 추가될 수 있다.



정책 수립: 기존 모델에서의 정책수립은 각의 네트워크 자원들을 위하여 개별적
으로 정책이 수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조직 네트워크 내에서 새로운
DDoS 공격에 대응하여 어떤 흐름이 허용되거나 차단되어야 하는지 정책을 수립
하는 것은 어렵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서의 중앙집중식 관점은 보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유용하다.

１７

TTAx.xx.xxxx/R1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6.3. 악의적인 VoIP/VoLTE 트래픽 차단 서비스

본 절에서는 SDN 기반의 I2NSF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악의적인 VoIP/VoLTE 차단 서
비스 시나리오를 통해 SDN 기반의 I2NSF 프레임워크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서비
스 시나리오는 통신사 A사가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하여 VoIP/VoLTE를 이용한 보이스피
싱을

차단하는

시나리오이며

통신사

A사의

네트워크

관리자는

“공격자로부터의

VoIP/VoLTE 트래픽 차단”이라는 사용자 관점의 보안 정책들을 I2NSF 소비자를 통해 생
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성된 사용자 관점의 보안 정책들은 보안 제어기로 전달된 후
NSF에서 실행될 수 있는 저수준 보안 정책(예, 포트 번호 및 VoIP/VoLTE ID)으로 번역
된다. 보안 제어기는 번역된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기반으로 보안 제어기에 등록된 보안
기능(예, 포트 번호 및 VoIP/VoLTE ID 검사 기능)들을 식별한다. 포트 번호 검사 기능은
수신된 패킷이 VoIP/VoLTE 패킷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VoIP/VoLTE
ID 검사 기능은 수신된 패킷이 공격자의 VoIP/VoLTE ID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시나리오는 포트 번호 검사 기능을 위해 방화벽을 사용하며 VoIP/VoLTE ID
검사 기능을 위해 VoIP/VoLTE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를 사용한다.

(그림 6-15) 방화벽 및 VoIP/VoLTE IPS 정책 적용 동작 과정

(그림 6-15)는 SDN 기반의 I2NSF 프레임워크에서의 방화벽 및 VoIP/VoLTE IPS에 정책
이 적용되는 동작 과정을 보여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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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2NSF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먼저 NSF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NSF 등
록

인터페이스에

맞춰

보안

제어기에

방화벽의

보안

기능(포트

번호)과

VoIP/VoLTE IPS의 보안 기능(VoIP/VoLTE ID)을 등록한다. (그림 6-16), (그림 617)는 악의적인 VoIP/VoLTE 트래픽 차단 서비스를 위한 방화벽 및 VoIP/VoLTE
IPS의 보안 기능들을 보여준다. 방화벽 및 VoIP/VoLTE IPS의 보안 기능들을 등
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NSF 등록 인터페이스는 본 표준의 연계 표준인 “SDN 기
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의 인터페이스(I2NSF) 프레임워크-제2부: NSF 등록 인
터페이스(TTA 표준 제정 중)”를 참고한다.

(그림 6-16) 악의적 VoIP/VoLTE 트래픽 차단을 위한 방화벽 보안 기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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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악의적 VoIP/VoLTE 트래픽 차단을 위한 VoIP/VoLTE IPS 보안 기능 등록

2. 네트워크 보안 관리자는 악의적인 VoIP/VoLTE 트래픽 차단에 관한 사용자 관점
의 보안 정책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I2NSF 소비자를 활용하여 소비자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에 맞춰 악의적인 VoIP/VoLTE 트래픽 차단 보안 정책(공격자의
VoIP/VoLTE 트래픽 차단)을 보안 제어기에 전달한다. (그림 6-18)는 악의적인
VoIP/VoLTE 트래픽 차단 서비스를 위한 고수준 보안 정책을 보여준다. 악의적인
VoIP/VoLTE 트래픽 차단에 관한 사용자 관점의 보안 정책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비자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는 본 표준의 연계 표준인 “SDN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의 인터페이스(I2NSF) 프레임워크-제3부: 소비자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TTA 표준 제정 중)”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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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악의적 VoIP/VoLTE 트래픽 차단을 위한 고수준 보안 정책 설정

3. 사용자 관점의 보안 정책들을 전달받은 보안 제어기는 방화벽 및 VoIP/VoLTE
IPS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수준 보안 정책들을 방화벽과 VoIP/VoLTE IPS가 이해
할 수 있는 저수준 보안 정책들로 번역한다. 사용자 관점의 고수준 보안 정책을
방화벽 및 DDoS 공격 약화기가 이해할 수 있는 저수준 보안 정책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VoIP/VoLTE 트래픽 -> 5060, 5061



악의적인 VoIP/VoLTE 트래픽 -> 11111@voip.black.com

4. 보안 제어기는 번역된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이용하여 등록된 NSF들의 보안 기
능들과 비교하여 저수준 보안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는 적절한 NSF를 찾는다.
번역된 저수준 보안 정책들이 수행되기 위한 NSF들의 보안 기능은 다음과 같다.


5060, 5061 -> 포트 번호



11111@voip.black.com -> VoIP/VoLTE ID

즉 5060, 5061에 대한 저수준 보안 정책은 포트 번호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가지
고 있는 방화벽에 전달되고 11111@voip.black.com에 대한 저수준 보안 정책은
VoIP/VoLTE ID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는 VoIP/VoLTE IPS에 전달된다.
5. 보안 제어기는 위 절차에서 얻어진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방화벽 및 VoIP/VoLTE
IPS에 전달하기 위하여 NSF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에 맞춰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전달한다. (그림 6-19), (그림 6-20)는 악의적인 VoIP/VoLTE 트래픽 차단 서비스
를 위한 방화벽 및 웹 필터의 저수준 보안 정책 설정 예를 보여준다. 방화벽 및
VoIP/VoLTE IPS에 전달되기 위해 사용되는 NSF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는 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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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연계 표준인 “SDN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의 인터페이스(I2NSF) 프레
임워크-제4부: NSF 정책 전달 인터페이스(TTA 표준 제정 중)”를 참고한다.

(그림 6-19) 악의적 VoIP/VoLTE 트래픽 차단을 위한 방화벽 저수준 보안 정책 설정

(그림 6-20) 악의적 VoIP/VoLTE 트래픽 차단을 위한 VoIP/VoLTE IPS 저수준 보안 정책 설정

6. 저수준 보안 정책들을 전달받은 방화벽 및 VoIP/VoLTE IPS는 각각의 시스템에
맞게 보안 정책들을 수립하고 전달받은 보안 정책에 따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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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악의적인 VoIP/VoLTE 트래픽 차단 서비스의 트래픽 흐름

(그림 6-21)을 기준으로 방화벽 및 VoIP/VoLTE IPS를 활용한 악의적인 VoIP/VoLTE 트
래픽 차단 서비스의 트래픽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격자들이 통신사 A사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보이스피싱 공격을
시도한다.
2. 공격자가 보낸 패킷은 방화벽에 전달되고 방화벽은 포트 번호를 확인한다. 만약
수신된 패킷의 포트 번호가 방화벽에 설정된 보안 정책인 5060 혹은 5061일 경
우 해당 패킷을 추가로 검사하기 위하여 VoIP/VoLTE IPS에게 해당 패킷을 전달
한다. 패킷 전달을 위하여 SFC[5] 기술이 사용된다.
3. VoIP/VoLTE IPS에서 수신된 패킷에 대하여 VoIP/VoLTE ID를 검사한다. 만약 해
당 패킷의 VoIP/VoLTE ID가 VoIP/VoLTE에 설정된 보안 정책과 일치한다면 해당
패킷을 차단하여 공격자들의 VoIP/VoLTE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

기존 방화벽 및 VoIP/VoLTE IPS들은 비용, 프로비져닝, 그리고 정책 수립과 같은 문제
점들을

가지고

있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SDN

기반

중앙집중식

방화벽

및

VoIP/VoLTE 보안 시스템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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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라우터, 게이트웨이, 그리고 스위치와 같은 네트워크 자원에 각각 방화벽
및 VoIP/VoLTE IPS를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화벽 및 VoIP/VoLTE IPS를
설치하는 비용은 상당하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서 각각의 네트워크 자원들은
하나의 방화벽 및 VoIP/VoLTE IPS가 중앙집중식 서버에 의하여 제어되는 것과
같이 중앙집중식으로 제어될 수 있다.



프로비져닝: 기존의 방화벽 및 VoIP/VoLTE IPS를 네트워크에 세팅하는데 걸리는
프로비져닝 시간은 몇 시간에서부터 몇 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제안하는 프레임
워크에서는 중앙집중적으로 네트워크 자원들을 관리함으로써 중앙집중적인 위치
로부터의 가상 및 물리적인 네트워크 자원들을 모두 신속하게 프로비져닝 할 수
있다.



정책 수립: 기존 모델에서의 정책 수립은 각 네트워크 자원들을 위하여 개별적으
로 정책이 수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조직 네트워크 내에서 VoIP/VoLTE
IPS를 위하여 어떠한 흐름이 허용되거나 차단되어야 하는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
은 어렵다. 그러므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중앙집중식 관점은 보안 정책을 수
립하기 위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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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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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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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관련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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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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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Ⅰ-3.1 TTAK.KO-12.0314, “SDN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의 인터페이스(I2NSF)
프레임워크 - 제 1 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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