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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사회가 등장하

면서 기존의 물리 작업이 디지털 작업으로 빠

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가상 세계에

대한 기술이 등장하여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

로 메타버스(Metaverse)가 등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의 상호 작용으로

다양한 컴퓨팅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

다[1, 2].

이러한 가상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개

념으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 나타났으

며,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화하는 자율 트윈

(Autonomous Twin) 개념으로 확장되어 다양한

컴퓨팅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3].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 사이의 여러 장치들

이 서로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 서로 다른

네트워크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인터 네

트워킹(Inter-Networking) 기술이 사용되고 있

으며 이를 구현하고자 SDN(Software-Defined

Networking)이 활용되고 있다[4].

하지만 SDN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네트워

크 토폴로지를 구성하고 제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5].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율 트윈 시스템을 구

축하여 트윈 시스템 간 인터 네트워킹을 SDN

SDN 기반 자율 트윈 인터 네트워킹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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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물리 작업의 형태가 디지털 작업으로 전환되면서 메

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 세계와 관련된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반

기술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및 자율 트윈(Autonomous Twin) 기술이 등장하였

으며, 트윈 시스템 간 네트워크망 연결을 위한 인터 네트워킹(Inter-Networking) 기술

이 사용되고 있다. 인터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SDN(Software-Defined Networking)이

활용되고 있으며, SDN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존재하여 트윈 시스템 보호를 위

한 인터 네트워킹 보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SDN을 기반으로 자율 트윈 인터 네트워킹 구축 시 비이상적인 네트

워크 트래픽으로부터 대피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통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MTD 전략

및 Openflow 프로토콜 패킷 메시지를 활용한 메커니즘을 제안하여 일종의 네트워크

방역 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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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구현 시 MTD 전략을 활용한 네트워

크 트래픽 제어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메커니즘을 통해 비이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으로부터 대피하여 안전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 일종의 네트워크 방역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2.1 SDN과 Openflow

SDN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으로서, 네

트워크 리소스를 최적화하고 변화하는 비즈니

스 요구, 애플리케이션 및 트래픽에 신속하게

네트워크를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가상화 및 컨테이너화에 대한 기술이다[6].

SDN은 네트워크의 제어 평면, 데이터 평면을

분리하여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림 1. SDN 개념 구조도

SDN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션

(Orchestration), 관리, 분석 및 자동화 기능을

SDN 컨트롤러(Controller)로 구현이 가능하며,

이 때 컨트롤러와 네트워크 장비(스위치/라우

터)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로 사용되는 것이

Openflow 프로토콜이다[6].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SDN 컨트롤러가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네트워크 패킷의 경로를

정의할 수 있게 되며, 네트워크 장비는 컨트롤

러로부터 전달받은 Openflow 프로토콜 메시지

를 수신받아서 Flow Table을 정의하여 네트워

크 트래픽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다[7].

2.2 MTD(Moving Target Defense)

공격 목표 교란 또는 표적 이동 보호 전략의

개념인 MTD(Moving Target Defense)는 공격

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 자체의 주요 속성들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공격

자가 목표 대상 시스템의 취약점 자체를 찾기

어렵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8].

MTD 전략을 활용하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처할 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공격자가 이전에 미리 파악한 취약점이

존재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2.3 KISA 사이버 대피소

그림 2. KISA 사이버 대피소 개요도

사이버 대피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며,

중소기업의 웹서버로 향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중에서 DDoS 공격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

여 분석, 차단함으로써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운

영 중인 웹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9].

III. SDN 보안 위협

구분 위협 종류 [5]

SDN

컨트롤러

· 악성코드 감염 (Data Sniffing Attack or

Data Dropping Attack)

· 관리자의 나쁜 의도

· 제어 평면과 데이터 평면 사이의 DDoS

공격

Openflow

프로토콜

· Spoofing 공격

· 네트워크 장비의 물리적 공격

(Tampering 공격)

· Repudiation 공격

· 프로토콜 패킷을 악용한 DDoS 공격

· 권한 상승 공격

표 1. SDN 보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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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 기반의 인터 네트워킹 구축은 네트워크

운용을 유연하게 그리고 자율 트윈 시스템에

맞추어 네트워크 인프라 맞춤형 설정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SDN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보안 위협은 다음 [표 1]과 같다.

위와 같은 위협 외에도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서의 보안 위협은 SDN 네트워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IV. 안전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메

커니즘 연구

그림 3. SDN 기반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 예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커니즘은 MTD 전

략 및 Openflow 프로토콜 메시지[10]를 활용하

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연하게 움직여서 악의

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따로 격리시킬 수 있

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대피하여 안전한 네트

워크 트래픽이 발생하도록 제어할 수도 있다.

SDN을 사용하여 구현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의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4.1 네트워크 트래픽 격리

SDN으로 구현된 네트워크망 내에 공격 트

래픽 발생 시, [그림 4]와 같이 해당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동시켜 네트워크망 내에 격리시키

는 것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운용자가 번호 ①, ②, ③ 의 순서

로 트래픽이 발생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였

을 때, 번호 ④ 와 같이 감염된 PC를 통해 호

스트가 공격을 받고 악성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SDN 컨트롤러는 공격 대상 호스

트([그림 4]의 Host 2)로 트래픽이 이동할 수

없도록 프로토콜 메시지 생성기를 이용하여

Openflow 스위치에 명령을 전달할 메시지를 생

성하고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네트워크 토폴로

지 내 스위치에 메시지를 송신한다(번호 ⑤,

⑥). 그 후, 생성된 메시지를 수신한 스위치는

자체적으로 Flow Table을 재정의하고 결과적으

로 공격 트래픽은 격리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

(번호 ⑦, ⑧, ⑨).

그림 4. 네트워크 트래픽 격리 메커니즘

4.2 네트워크 트래픽 대피

SDN으로 구현된 네트워크망 내에 위험한

스위치 발견 시, [그림 5]와 같이 정상적인 트래

픽을 이동시켜 해당 스위치로부터 대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5. 네트워크 트래픽 대피 메커니즘

네트워크 운용자가 번호 ①, ②, ③ 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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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트래픽이 발생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였

을 때, 번호 ④ 와 같이 공격자가 네트워크망

내 스위치 중 하나([그림 5]의 Switch/Router

4)를 공격할 수 있다. 이 때, SDN 컨트롤러는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내

스위치 중 위험한 스위치를 인지하고, 프로토콜

메시지 생성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피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생성한

뒤 스위치로 송신한다(번호 ⑤, ⑥). 그 후, 메

시지를 수신한 스위치는 자체적으로 Flow

Table을 재정의하고 결과적으로 위험한 스위치

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트래픽이

이동하여 정상적인 통신이 이루어진다(번호 ⑦,

⑧, ⑨).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율 트윈 시스템을 구축하여

트윈 시스템간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SDN 기

반 인터 네트워킹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

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네트워크 패킷 흐름

을 제공하고자 MTD 전략을 활용한 안전한 네

트워크 트래픽 제어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SDN 기반 자율 트

윈 인터 네트워킹 환경에서 일종의 네트워크

방역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제안한 메커니즘을 자동화된 보호 시스

템으로 설계 및 구현하여 실제 SDN 컨트롤러

를 이용한 트윈 시스템 간 인터 네트워킹 구축

시 네트워크망 운용자가 안전하게 네트워크망

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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