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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요구하게 만들
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패킷교환 네트워크에서 중간 노드(라우터)들은 단순히 패킷을 다음 
노드로 전달하는 역할 만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은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토콜
이 기존의 네트워크에 전개되기에 어려운 구조이다. 액티브 네트워크는 이러한 중간 노드들
에서 프로그램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 네트워크에 유연성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
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와 프로토콜의 네트워크로의 전이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중간 노드에서의 사용자 프로그램의 실행은 노드의 상태를 쉽게 변화 시킬 수 있으
므로, 기존의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안 요소를 수반하게 된다. 대부분의 위협이나 
공격은 네트워크나 시스템의 취약점을 검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취약점을 관
리 차원에서 미리 검사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위험 요소는 상대적으로 감소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액티브 노드에 대한 보안 취약성 관리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서론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전자 메일, 

파일 전송, 원격 접속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던 컴퓨터 네트워크는 전자 상거래, 전자 

결제, 주문형 비디오(VOD: Video On Demand), 

화상 회의 등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

워크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
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향상된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로 이어진 결과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과 서비스의 보급은 여전히 네트워크 기반 구
조의 표준화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하부 기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네트워
크 기술들과 프로토콜들이 표준화 단계를 거치고 
실제 네트워크에 채택되어 응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표준화는 다양한 개
체들의 통신을 일관성 있게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표
준으로 지정되지 못한 기술들과 표준화가 진행 중
인 기술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나 동적인 서비

스의 지원은 표준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정적인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21]. 
액티브 네트워크란 패킷교환 네트워크 내에 프
로그램 가능한 라우터나 스위치를 배치하여 전송
되는 패킷들을 서비스 특성이나 사용자 요구에 따
라 적합하게 연산(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
크 구조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중간 노드들이 패
킷 내용에 대해 연산(computation)을 수행하고 수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active'
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절차들은 사용자마다 혹
은 서비스 응용마다 각각의 특성화된(customized)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다. 동적인 네트워크 환경, 
즉 중간 노드들에게 연산 기능을 부여하고 사용자
가 프로그램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네트워크 내에 
새로운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도입
하고 자원들을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15]. 
액티브 네트워크는 기존 패킷 교환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점들—예를 들면 비효율성, 
수동성,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 네트워크 
관리, 보안 관리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차
세대 네트워크 구조의 대안이다[12,15,16].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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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나 스위치들이 단순하게 패킷을 전달∙교환
하던 수준에서 패킷을 연산∙처리해야 하는 성능적
인 부담감이 생겨났고, 사용자의 프로그램 코드들
이 공유 자원인 이들 중간노드에서 실행된다는 점
에 있어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생한다[5,10]. 특히, 
액티브 노드의 구성 요소인 실행환경이나 액티브 
코드 등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취약점들로
부터 많은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단일 구성 요소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은 능동적인 
코드 전파에 따라 파급효과는 전체 네트워크로 확
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기
존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보안 점검 기능과 함께 
액티브 코드, 실행환경, 노드 운영체제 등의 액티
브 노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신속한 취약성 관리 
구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
한 편이고, 액티브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보안 취
약성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관리 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액티브 노드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 및 구조에 대
해 논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액티브 네트워크 및 
노드의 구조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액티브 
노드의 각 요소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에 
대해 분석 및 설명하고자 한다. 4장과 5장에서는 
액티브 네트워크 취약성 관리 구조와 핵심 요소들
을 설계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
서는 결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기술한다. 

  
 

2. 액티브 네트워크 및 노드의 구조 분석 
 
액티브 네트워크의 중간 노드인 스위치나 라우
터는 단순한 패킷 전달(forwarding) 기능 이외에 
사용자의 실행 코드를 저장-처리-전달(store-
compute-forward)할 수 있다. 사용자는 프로그램 코
드를 전송하여 실행하거나 네트워크 노드에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 코드의 기능을 호출함으로써 자
신이 원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
었다[15]. 이와 같이 액티브 네트워크 구조는 네트
워크 종단간에서 이루어지던 서비스의 개념을 네
트워크 전체 영역으로 확장했으며, 새로운 프로토
콜의 자동화된 전달 및 보급 등을 통해 네트워크 
기술과 서비스에 많은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져 왔
다.  
그림 1은 중간 노드에서 코드와 데이터를 포함
한 패킷을 처리하는 액티브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
을 나타낸 것이다[20]. 노드 운영체제는 들어오는 

패킷을 수신하여 해당 실행환경으로 전달하고, 실
행환경은 패킷의 코드를 로딩(loading)하여 실행한
다. 중간 노드는 실행 결과에 따라 들어온 패킷을 
그대로 나가는 패킷으로, 혹은 새로운 코드인 패
킷을 생성하여 다음 노드로 전달한다. 만약, 들어
온 패킷을 처리할 수 있는 실행환경이 노드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간 노드는 해당 패킷을 처
리 없이 다음 노드로 전달한다. 

 

 

그림 1. 액티브 네트워크의 개념 

 

2.1 액티브 네트워크 모델 

액티브 네트워크는 액티브 코드의 구현 방식에 
따라 액티브 노드 방식, 액티브 패킷 방식, 그리고 
두 방식을 혼합한 액티브 패킷 및 노드 혼합 방식
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액티브 
노드 방식이 주로 연구되었지만, 현재는 혼합 방
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5,17]. 

 
 액티브 노드 방식 
액티브 노드 방식은 현재의 패킷 형식을 최대한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변형만으로 사용하려는 방식
으로 액티브 코드 실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식별자
와 데이터를 적재하여 전송한다. 즉,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분리되어 이미 노드에 상주하고 있는 방
식으로, 실행 노드들은 패킷 내의 식별자에 해당
하는 프로그램을 로딩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 
방식은 액티브 네트워크의 초기 모델로써 프로그
램 로딩과 실행이 분리되어 있어 분리 방식
(discrete approach)이라고도 부르며, 새로운 프로그
램의 이식 및 수행이 동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접
근 방식에 비해 성능이나 보안 기능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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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는 액티브 네트워크 구조
에는 위싱턴 대학의 DAN[6], MIT의 ANTS[17] 등
이 있다. 

 
 액티브 패킷 방식 
액티브 패킷 방식 또는 캡슐(Capsule) 방식은 전
송되는 패킷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동시에 적재
하여 보내게 된다. 실행 노드는 자신의 실행환경 
내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처리한 후 결과를 다
음 노드로 보내거나 송신측으로 전달한다. 이 방
식은 전달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큰 경우나 네트워
크의 트래픽 문제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고, 실제 사용자의 프로그램 코드들이 네트
워크에 전달 되기 때문에 액티브 노드 방식에 비
해 많은 보안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 액티브 패
킷 방식은 미국 BBN 연구소의 Smart Packets[13], 
Active IP Option[18], M0[11] 등이 있다. 

 
 액티브 패킷 및 노드 혼합 방식 
액티브 패킷 및 노드 혼합 방식은 패킷 전달 과

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이나 분실에 따른 비효율성
을 제거한 방법으로 위의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형태이다. 즉, 규모가 큰 프로그램은 노드에 미리 
적재하고, 작은 프로그램은 캡슐 형태로 능동 패
킷에 포함시키는 형태를 취한다. 능동 패킷의 형
태는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해지지만, 프로그램의 
코드는 반드시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방식을 이용하는 구조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SwitchWare[3,7]와 콜럼비아 대학의 NetScript [14] 
등이 있다. 

2.2 액티브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DARPA의 액티브 네트워크 워킹 그룹(Working 
Group)에서 제안하고 있는 액티브 네트워크의 일
반적인 구조는 그림2와 같으며, 노드의 구성 요소
로는 노드 운영체제(NodeOS), 실행환경(EE), 액티
브 어플리케이션(AA), 그리고 액티브 코드(Active 
Code)가 있다[1,3]. 
 
2.2.1 노드운영체제 (Node Operation System) 
노드운영체제는 범용 운영체제인 유닉스(UNIX)
나 윈도우(Windows)와 유사하게 패킷 스케줄링, 
자원 관리 및 분배 등의 기본적인 프리미티브
(primitive)를 제공하고, 실행환경(EE: Execution 
Environment)에 대해 물리적 자원 접근 및 할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드운영체제는 도메인, 
쓰레드 풀, 메모리 풀, 채널, 그리고 파일이라는 5
가지 추상적 개념(primary abstraction)을 정의한다
[1]. 

 

 

그림 2. 액티브 노드의 구성 요소 
 

 
 도메인(Domains) 
도메인은 어카운팅(accounting), 접근 제어

(admission control), 시스템 내부에서의 스케줄링 
등을 위한 주요 추상 개념으로서, 쓰레드 풀, 메모
리 풀, 채널로 구성된다. 모든 자원의 할당과 프로
세싱은 도메인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도메인의 구
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도메인 구조 
 

 쓰레드 풀(thread pools) 
계산을 위한 추상적 개념이다. 도메인은 생성 

될 때 하나의 쓰레드를 포함하게 된다. 
 
 

  메모리 풀(memory pools) 
패킷을 저장할 버퍼나, 실행환경이나 능동 노드

의 상태를 저장하는데 사용될 메모리를 위한 추상
적 개념이다. 메모리 풀은 서로 다른 실행환경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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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널(channels) 
노드운영체제와 실행환경 사이에서 패킷을 수신

하거나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채널의 종류에
는 받는 채널(InChan), 보내는 채널(OutChan), 실행
환경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전달되는 채널(CutChan)
로 나누어진다. 

 파일(files) 
액티브 노드와 각 실행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상

태 정보 등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2.2.2  실행환경(EE: Execution Environment) 
실행환경은 유닉스시스템의 쉘(shell)처럼 동작하
며, 액티브 어플리케이션이나 코드가 실행되는 기
반 구조를 제공한다. 노드 운영체제와 액티브 어
플리케이션 사이에 존재하며 두 계층의 중계 역할
을 담당한다. 실행환경은 자바(Java) 가상 머신
(Virtual Machine)과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
으며, 액티브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위한 제한된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한다[8]. 또한, 노드 운영
체제를 통해 액티브 코드의 주요 자원에 대한 접
근을 제어한다. 특히, 실행환경 중에서 관리를 위
한 실행환경은 노드에 대한 보안 정책 설정, 새로
운 실행환경의 적재, 기존의 실행환경에 대한 설
정 변경, 액티브 네트워크 관리 등의 특별한 기능
을 수행한다. 

 
2.2.3 액티브 코드(AC: Active Code) 
액티브 코드는 실제 실행환경 내에서 동작하는 
코드를 의미하며, 전송되는 패킷 내에 있는 사용
자의 프로그램 코드나 프로그램에 대한 참조 식별
자 모두를 지칭한다. 액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액티
브 네트워크 기반의 사용자 서비스로써, 액티브 
코드들의 모임 또는 코드들을 접근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한다. 액티브 코드 및 어플
리케이션은 액티브 네트워크 구현 방식에 따라 다
양한 형태로 구현된다. 

3. 액티브 노드의 보안 취약성 분석 

프로그램 가능한 네트워크의 구현은 크게 
액티브 노드 방식과 액티브 패킷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8]. 액티브 노드 설계와 구현에 있어서 두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중간 노드에서 
신뢰할 수 없는 프로그램(untrusted program)이 

실행될 수 있는 보안 취약성이 내재한다. 액티브 
노드의 단일 구성 요소에서 발생되는 취약점은 
사이버 공격과 능동적인 전파에 따라 파급효과는 
전체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도 있다. 취약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기존의 네트워크와 비슷한 
형태와 행동으로 나타난다[2,5].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통해 액티브 노드 구성 요소들—노드 운영체제, 
실행환경,  액티브 어플리케이션, 액티브 코드—의 
취약성 분석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3.1 노드 운영체제의 취약성 

액티브 노드에서 운영체제는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채널 관리 등과 같은 노드의 
전체적인 자원 관리와 실행환경과의 인터페이스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22]. 운영체제의 
작고 사소한 보안 취약점에서 생겨나는 결과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다른 요소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철저한 
취약성 검사와 취약성 제거가 수행되어야 한다. 
노드 운영체제의 취약점은 크게 커널 레벨의 
취약점과 어플리케이션 지원(API) 레벨의 
취약점으로 나눌 수 있다. 커널 레벨의 취약점은 
커널을 설계할 때, 혹은 예외 상황의 
핸들링(handling)이 실패할 때 발생하게 된다[5]. 
API 레벨의 취약성은 노드 운영체제 설치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스템 관리자가 설치한 프로그램이 스택(stack) 
혹은 힙(heap)에서 오버플로우(overflow)를 
일으키거나, 취약한 권한 설정을 수행했을 때 
발생한다. 커널 레벨의 취약성과 API 레벨의 
취약성의 결과는 공격자에게 시스템의 중요한 
정보 획득이나 상위 권한 획득을 허용하거나, 
노드나 서비스의 붕괴와 같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24,25,26]. 
표 1은 노드 운영체제로 이용 가능한 범용 
운용체제의 알려진 취약성을 기반으로 노드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API레벨의 취약성은 노드 운영체제 커널 내에 
실행환경의 일부분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다른 
많은 예외 상황을 발생 시킬 수도 있다. 대부분의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서는 시스템 설정의 
재구성(reconfigure), 갱신(update), 보안 패치(patch) 
등을 통해서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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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검사나 비정상적인(abnormal) 행위의 접근 
금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2 실행환경의 취약성 

액티브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행환경은 능동 
코드의 전송, 실행을 위한 프로토콜의 제공, 노드 
프리미티브(primitive)의 접근, 실행 모델, 그리고 
코드 분배에 관한 방법을 제공한다. 실행환경과 
관련된 취약점에는 코드 인증과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의 문제, 인증되지 않은 코드 또는 
악의적인 코드의 실행으로 발생하는 자바 기반의 
실행환경 충돌, 서비스 거부(DOS: Denial of 
Service)와 같은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행환경의 취약성은 노드 운영체제와 가상 머신 
버전의 갱신으로 보완할 수 있다. 
실행환경의 구조적인 취약성은 노드 운영체제의 
자원 접근 제한이나 보안 정책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실행환경을 개발 및 배포한 조직에서 유지, 
보수를 담당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은 
같다. 

 
 Multiple Vendor Java Virtual Machine Bytecode 

Verifier Vulnerability 

 Sun Java Virtual Machine Segmentation 
Violation Vulnerability 

 Sun JRE Java Virtual Machine denial of service 
 JDK/JRE Runtime Environment could allow calls 

to an unauthorized class 
 

3.3 액티브 코드의 취약성 

액티브 패킷 방식의 경우 액티브 노드 방식에 
비해 많은 위협 요소를 갖고 있다. 액티브 패킷 
방식은 어떤 사용자든지 프로그램 전송이 
가능하고 제한된 환경에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합방식의 ANTS에서는 취약점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7]. 첫째, 캡슐 ID 에 대한 무결성 체크 
방법으로 MD5 를 이용한 핑거프린트(fingerprint) 
검사를 수행하면 프로토콜 스푸핑(spoofing)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캡슐 사용자의 
인증이 아니라 단지 캡슐의 무결성 검사로써, 
성능을 고려한다면 MD5 를 써도 무방하지만, 
엄격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SHA-1 이나 
RIPEMD-160 을 사용해야 한다. RIPEMD-160 은 
속도면에서 MD5 보다 느리지만, SHA-1 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속인 RIPEMD-160 의 경우 커널 
프로그래밍에 쓰이고 있다. 

표 1. 노드 운영체제 취약성 

분류 취약성 원인 대표적인 예 

악성 코드 
Multiple Vendor TCP Initial Sequence Number Statistical 
Vulnerability 

설계 에러 

시스템 
Linux Kernel Privileged File Descriptor Resource 
Exhaustion Vulnerability. 

사이버 공격 Linux UDP Denial of Service Vulnerability 

커널 
레벨 

예외 상황의
핸들링 실패 시스템 Linux Kernel d_path() Path Truncation Vulnerability 

시스템 환경 readvar argument buffer overflow 
오버플로우

어플리케이션 Multiple Vendor Telnetd Buffer Overflow Vulnerability 

시스템 환경 glibc LANGUAGE exploit has been released 
API 
레벨 

취약한 권한
설정 

어플리케이션
Multiple Vendor BSD KTrace SUID/SGID Process 
Tracing Vulnerability 

 
 

둘째, 리소스 제한 및 코드 인증을 위한 
방법으로 Sandbox 모델, TTL(Time-To-Live)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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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bytecode verification, proof-carrying code의 
이용이다. Sandbox 모델과 Java bytecode 
verification의 경우에는 반드시 EE에 대한 취약성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Java Virtual 
Machine bytecode verifier 취약점의 경우 Sandbox 
모델을 무시하고 시스템 수준에서 제한된 
코드들이 실행된다. Proof-carrying code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지만, 검증을 
생성하는 것은 프로그래머의 몫이다. 따라서, 
액티브 코드에 대한 Proof-carrying code의 검증 
과정에서 생기는 예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6]. 

 

4. 보안 취약성 관리 구조 

전통적으로 취약성 관리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매니저-에이전트 모델 형태이다. 관리 
대상 노드의 에이전트는 이미 알려진 취약점 
리스트에 관련된 검사 방법 또는 코드를 가지고 
있고, 관리자의 검사 요청에 따라 에이전트는 
노드의 취약점들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다시 
관리자로 전송한다. 이와 같은 중앙 집중적인 
구조는 편리한 관리를 제공하지만, 대상 노드의 
개수와 관리 항목의 개수에 따라 관리자측의 
과부하나 병목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기존 
관리 구조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관리 대상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거나 관리 대상 노드 내의 에이전트 
갱신, 배포가 거의 불가능하다. 액티브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보안 취약성 관리는 관리 대상 노드에서 
코드 실행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매니저-
에이전트 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장에서는 액티브 네트워크 
기반의 효율적이고 동적인 보안 취약성 관리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4.1 액티브 보안 취약성 관리 개념 

액티브 노드를 관리 대상으로 하는 보안 취약성 
관리는 실행환경을 통해 검사 코드를 각각의 
노드에 동적으로 배포할 수 있고, 취약성 제거 및 
대응 매카니즘을 위한 적절한 코드 역시 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액티브 노드를 위한 보안 취약성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액티브 네트워크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V-AC  
V-AC(Vulnerability assessment Active code) 실제 

취약성 검사를 수행하는 코드를 의미한다. 기존의 
관리 구조에서는 매니저 또는 에이전트 내에 
이러한 검사 코드가 필요하지만, 액티브 네트워크 
개념 확장에 따른 관리 대상 노드는 취약점에 
관한 정보와 검사 코드가 노드 내에 필요 없다. 
노드는 매니저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 받은 검사 
리스트에 따라 인접한 코드 서버에서 취약점 
검사에 필요한 코드를 요구하고, 실제 검사를 
수행한다. 
 

 V-EE 
현재 연구 개발 중인 대부분의 실행환경은 보안 
상의 이유로 시스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실행환경에서 내에서 동작하는 액티브 
어플리케이션 역시 제약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므로 관리 자체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노드에 대한 취약성 검사의 경우, 
대부분의 동작들은 루트(root)의 권한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실행환경(MEE: Management 
Execution Environment)처럼 강화된 권한을 가지고 
시스템의 하부 구조까지 접근할 수 있는 취약성 
검사 실행환경(V-EE: Vulnerability assessment 
Execution Environment) 이 필요 하다.  

 
 V-AA  
취약점 검사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은 해당 
실행환경에서 취약성 검사를 수행하는 액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ABone(Active Backbone)에서 동작하고 있는 
실행환경에는 ASP, ANTS, PLAN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3]. 취약성 검사 응용은 제안하는 V-
EE를 포함하여 각각의 실행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AA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취약성 검사 리스트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V-AC를 생성하게 된다. 
각각의 V-AA(Vulnerability assessment Active 
Application)는 해당 실행 환경에 맞는 형태로 
작성된다. 

 

4.2 보안 취약성 관리 구조와 구성 요소 

액티브 네트워크 환경에는 여러 종류의 노드 
운영체제와 실행환경이 존재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새로운 운영체제와 실행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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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실행환경은 
개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캡슐 형태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액티브 코드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펜실베니아 대학의 
SwtichWare 경우에는 C언어를 수정한 PLAN을 
사용하고 있으며, MIT의 ANTS에서는 자바(Java)를 
사용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실행환경의 보안 
취약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의 다양한 취약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액티브 노드의 취약성 관리는 프로그래밍 언어, 
실행환경, 노드 운영체제 등의 노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취약성 분석 이외에도 액티브 
노드와 액티브 네트워크 구조 자체에 대한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취약성 분석과 관리는 하부 구조인 

액티브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와 노드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림 4는 액티브 
노드의 보안 취약성 관리 구조(VMA)를 나타낸 
것이다 

VMA(Vulnerability Management Architecture)는 V-
AN, M-AN, S-AN으로 표현된 3계층으로 구성된다. 
V-AN은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형상화한 
것으로써 보안 취약성이 점검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계층이다. M-AN은 V-AN의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계층으로 지역 관리 책임이 
있는 도메인이다. S-AN은 M-AN을 지원하거나 
전역 관리 책임이 있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요약하면, VMA 구조에서는 지역적인 취약성 검사 
및 관리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직적으로는 

전역적인 관리 지원을 수행한다. 
 

 MC 
MC(Managed Client)는 관리 대상 액티브 노드에 
대한 보안 취약성 검사를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MC는 AVE에 접속하여 취약성 검사를 의뢰하며, 
AVE으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는다.  

 
 AVE  
AVE(Active Vulnerability Engine)은 MC의 요청을 
받아 보안 취약성 관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AVE는 MC에서 오는 특정 관리 노드에 대한 
취약성 검사 의뢰에 따라, 특정 관리 노드에 
취약성 검사 요청을 하고 관리 노드로부터 취약성 
검사 결과를 보고 받아 MC에게 알린다. AVE는 
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MC를 통해 의뢰를 
요청하는 관리자에 대한 접근 제어를 수행하며, 
취약성 관리의 확장성을 위해 인접한 AVE와 
상호 연동을 한다. 

 
 VAN 
VAN(Vulnerability Assessment Node)는 AVE의 
관리 대상 노드로써, AVE으로부터 요청 받은 
취약성 검사를 수행하고, 수행 결과를 AVE에 
보고한다. VAN은 취약성 검사 요청 캡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V-EE와 V-
AA가 배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취약성 검사를 
위해 필요한 V-AC는 VAC_DS로부터 다운 받아 
실행한다. 

 

 

그림 4. 액티브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성 관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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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C_DS 
VAC_DS(Vulnerability Active Code Distribution 

Server)는 취약성 리스트에 대한 정보와 그에 
관련된 검사 코드를 가지고 있는 코드 분배 
서버이다. VAC_DS는 CT와 함께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는데, 이는 새로운 V-AC의 등록, 분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상위의 VAC_DS를 
통해 새로 등록된 V-AC는 하위의 VAC_DS에게 
분배되고, 하위의 VAC_DS를 통해 등록된 V-
AC는 상위의 VACDS로 등록할 수 있다. 

VAN에서 검사요청 취약성 리스트를 받은 V-
AA는 VAC_DS를 통해 해당 V-AC를 다운 받고, 
실제 취약성 검사를 하게 된다. 만일 해당 V-
AC가 VAC_DS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VAC_DS는 
상위 VAC_DS로부터 해당 V-AC를 다운 받아 
VAN에 전송하고, 그 V-AC를 자신의 V-AC 
리스트에 등록한다. 이와 같이 VAC_DS의 V-AC 
리스트는 상위 VAC_DS와의 연동을 통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된다. 

 
 CT  
CT(Center)는 전체 액티브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최상위 객체로써, VAC_DS에 등록할 V-AC의 인증, 
VAE의 인증 및 배포를 관리한다. 새로운 
취약성이 발견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V-AC들의 인증을 수행하여 해당 V-AC를 
검증하고, VAC_DS를 통해 전체 액티브 
네트워크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VAE의 
인증을 통해 전체 액티브 네트워크에 새로운 

취약성 검사 관리 서비스가 빨리 배포될 수 
있도록 한다. 

 

4.3 보안 취약성 관리 메커니즘 

보안 취약성의 관리는 그림 5와 같이 관리를 
위한 구성 요소들 간의 액티브 코드, 즉 캡슐 
교환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 
동작은 다음의 3가지 형태를 가진다. 

 
 액티브 노드 취약성 검사 메커니즘 
관리자는 MC를 통해 특정 관리 대상 노드에 
대한 취약성 검사를 의뢰한다. 취약성 검사 
의뢰를 받은 AVE는 검사를 의뢰한 관리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관리 노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다(①). 
자신의 관리 영역에 속하지 않는 노드일 경우, 
해당 AVE 로 의뢰를 전달하고(②), 자신의 관리 
영역에 속하는 노드에 대해서는 VR_DB 로부터 
해당 취약성에 대한 검사 코드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관리 노드에 취약성 검사를 요청한다(③). 
취약성 검사 요청을 받은 VAN 은 해당 취약성 
검사 코드를 인접한 VAC_DS 로부터 다운 받아 
코드를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AVE 에 
보고한다(④). 결과를 보고 받은 AVE 는 그 
결과를 REPORT_DB 에 저장하고 결과를 
의뢰·요청한 MC 혹은 AVE에 알린다(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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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취약성 관리 메커니즘

 
 

 AVE 관리를 위한 메커니즘 
AVE 관리를 위한 메커니즘은 CT와 AV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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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이루어진다. CT를 통해 갱신되는 V-EE는 
AVE의 요청에 의해 다운되어 AVE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성 검사 코드의 요청 메커니즘 
관리 대상 노드가 취약성 검사를 위해서 실행할 
취약성 검사 코드의 다운로딩에 관한 것으로써, 
이는 관리 대상 노드와 VAC_DS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취약성 검사 요청을 받은 관리 
대상 노드는 취약성 검사 코드를 인접한 
VAC_DS로부터 다운 받는다(⑴). 만약, 인접한 
VAC_DS에 해당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VAC_DS는 자신보다 상위의 Upper VAC_DS로부터 
코드를 수신 받아 관리 대상 노드에게 
전달한다(⑵). 

 

5.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본 장에서는 4 장에서 제안한 취약성 관리 
모델의 대한 설계와 실제 구현 결과물 중 ANTS 
기반의 취약성 분석 API 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구축한 실험 네트워크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겠다.   

5.1 액티브 노드 취약성 관리 시스템 설계 

5.1.1 AVE 
AVE는 관리자로부터 특정 관리 노드에 대한 

취약성 검사 의뢰를 받아 특정 관리 노드에 
취약성 검사 요청을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받아 관리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그림 6은 
AVE의 기능 모듈을 나타낸 것이다. AVE의 주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SAC Manager(Session & 
Access Control Manager)는 MC의 접근 제어 및 
MC와 연결된 세션을 관리한다. 접근이 허락되면 
RequestAnalyzer에서 취약성 검사에 필요한 
VAN의 V-EE정보 및 V-AC 정보를 얻어 VCR 
Capsule Generator(Vulnerability Checking Request 
Generator)에 전달한다. VCR Capsule Generator는 
AVE의 핵심 구성 요소로써, VAN에서 인식 
가능한 취약성 검사 요청 캡슐을 만든다. 캡슐은 
EE에 따라 다른 포맷을 가지므로, VCR Capsule 
Generator를 통해 생성된 캡슐은 VAN이 운용하고 
있는 V-EE에 따라 달라진다. 즉, AVE는 VCR 
Capsule Generator를 통해 관리 대상 노드에서 

운용되고 있는 서로 다른 V-EE들에 적합한 
캡슐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 AVE 기능 모듈 

5.1.2 VAN 

VAN 은 관리 대상 노드로써, AVE 로부터 
취약성 검사 요청을 받아 취약성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AVE 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7 은 
VAN의 기능 모듈을 나타낸 것이다. VAN의 주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EE Controller 는 
AVE 로부터 받은 취약성 검사 요청 처리를 위해 
V_EE 와 V_AA 인터페이스 처리 및 VACD 
Manager 로부터 받은 V_AC 의 V_EE 로의 전달 
기능을 수행한다. EE Controller 가 VAE 로부터 
수신한 취약성 검사 요청 캡슐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청 캡슐을 처리할 수 있는 V_EE 로 요청 
캡슐을 전달하면, V_EE 는 V_AA 로 전달하고 
V_AA 는 취약성 검사를 시작한다. V_AA 는 
취약성 검사를 위해 검사 코드를 VACD 

Manager(Vulnerability Active Code Downloading 
Manager)에 요청을 하면 VACD Manager는 인접한 
VAC_DS 로부터 V_AC 를 받아 EE Controller 를 
통해 V_AA 에 전달한다. V_AA 는 V_AC 를 
실행하여 검사 결과를 EE Controller 를 통해 
AVE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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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VAN 기능 모듈 

5.1.3 VAC_DS 

VAC_DS는 코드 분배 서버로써, 취약성 검사를 
수행하려는 VAN에 취약성 검사 코드를 분배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8은 VAC_DS의 기능 모듈을 
나타낸 것이다. VAC_DS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VACD Manager(Vulnerability Active Code Distribution 
Manager)은 VAN으로부터 취약성 검사 코드 
요청을 받으면 VACDB Manager(Vulnerability Active 
Code DataBase Manager)에 의뢰하고, VACDB 
Manager는 VAC_DB에서 해당 취약성 검사 
코드를 VACD Manager에게 전달한다. 취약성 검사 
코드를 VACDB로부터 전달 받은 VACD 
Manager는 해당 취약성 검사 코드를 VAN에 
전달한다. 만일 요청한 취약성 검사 코드가 
로컬의 VAC_DB에 존재하지 않으면 UVACDS 
Manager(Upper VAC_DS Manager)를 통해 상위의 
VAC_DS로부터 다운 받아 VAN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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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ACDS Manager

VACDB Manager

VACD comm

VACD Manager

inter-VAC_DS comm

VAC _ DB
UVACDS Manager

VACDB Manager

 

그림 8. VAC_DS 기능 모듈 

5.2 ANTS를 이용한 취약성 분석 Prototype 

ANTS 구조는 최적화된 루틴을 가지고 자기 자
신을 다른 노드로 전달할 수 있는 Capsule이 
Application에 의해 Network에 주입되어 network 상

의 Channel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Active Node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ANTS의 개념은 다음의 그림 10에서 보
이는 각각의 Class에 사상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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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NTS의 Class 개념도 

 

새로운 Application은 abstract class Application을 
subclassing하여 구현하고, 새로운 Service는 abstract 
class Capsule과 Protocol를 subclassing하여 구현한다. 
새로운 Application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ANTS에서는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제공하고 있다.[19] 
액티브 노드의 취약성 분석을 위해서는 운영체
제 버전, 실행환경 버전 등의 액티브 노드의 정보
가 필요하다. 그러나, ANTS에서 제공하는 API를 
살펴보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API가 존
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약성 분석을 위한 
Application을 개발하기 위해 ANTS에 VA 
API(Vulnerability Analysis API)를 추가하였다. 추가
한 VA API 리스트는 표 2과 같다, 
 

표 2. 취약성 분석 API 리스트 

Method Description 

public byte[] rt_osArch() Get  OS Architecture  

public byte[] rt_osName() Get  OS Name  

public byte[] rt_osVer() Get  OS Version  

public byte[] rt_eeVer() Get  ANTS Version  

public byte[] rt_javaVer() Get  JAVA Version  

public byte[] rt_username() Get  User Name  
 
그림 10은 취약성 분석을 위한 AA 캡슐에서 사
용 가능한 API의 대표적인 코드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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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byte[] rt_eeVer() 
{ 

Flow f= Flow.currentFlow(); 
Assert.assert(this == f.getObject(), "node method being
 called in correct flow"); 
String eeVer = "2.0.2"; 
return eeVer.getBytes(); 

} 
public byte[] rt_osVer() 
{ 

Flow f = Flow.currentFlow(); 
Assert.assert(this == f.getObject(), "node method being 
called in correct flow"); 

  
String str = System.getProperty("os.version","."); 

        return str.getBytes(); 
} 
  
public byte[] rt_javaVer() 
{ 

Flow f = Flow.currentFlow(); 
Assert.assert(this == f.getObject(), "node method being
 called in correct flow"); 

 
String str = System.getProperty("java.version","."); 

        return str.getBytes(); 
} 

그림 10. 취약성 분석을 위한 API 

5.3 실험 환경 구성 및 고찰 

현재 액티브 네트워크는 실제 필드에서는 아직 
적용되어 있지 않고, 테스트 베드들만이 존재 
한다. Abone은 액티브 네트워크의 실행환경과 
액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ANTS와 PLAN 
실행환경이 기본 실행환경으로 제공하고 있고, 
간단한 사용 등록 만으로 액티브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테스트 베드를 이용 할 수 있다[4]. 
본 취약성 관리 구조의 경우 취약성 검사를 위한 
실행환경이나 코드의 경우 상위 권한에서 
동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액티브 네트워크 
연구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만들었다. 그림 11와 
우리의 테스트 베드의 구조를 보여 준다. 테스트 
베드는 ABone에서 제공하는 액티브 네트워크 
데몬 프로그램인 anted 데몬을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Anted 데몬은 Abone 테스트 베드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본 테스트 베드에서는 

독립적인 액티브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4,17]  2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리눅스 머신을 이용하여 6대의 액티브 
라우터와 일반 리눅스 머신3대로 구성 하였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적은 라우터로 최대한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링형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1. 실험 네트워크 구성도 

대부분의 현재 연구 중인 액티브 네트워크 
프로젝트들이 리눅스 기반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도 현재는 리눅스만을 이용하였다. 
여러 종류의 리눅스 커널 버전을 설치하였다. 
테스트 베드의 시스템에는 자바 가상 머신, 
JANOS 노드 운영체제, ANTS 실행환경, Anetd 
데몬이 설치 되어 있어 ANTS 기반의 액티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사용 할 수 있다[22]. 본 
논문에서 제시한 취약성 관리 모델은 크게 지역적 
취약성 관리와 전역적인 관리 지원부분으로 
이루어 진다. 한 평면적인 취약성 관리 모듈은 
AEV, VAC_DS 와 다수의 VAN 으로 이루어진다. 
현재는 한 지역 관리 영역(1 AVE, 1 VAC_DS, 6 
VAN)만이 존재하고 있고,  JANOS 와 ANTS 
실행환경 기반의 취약성을 조사할 수 있는 검사 
코드를 구현 하였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지금까지 액티브 네트워크의 구조와 구성 
요소들에 대한 취약점, 그리고 취약성 관리 
구조에 대해 기술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스템에 대한 위협과 공격은 시스템 자체의 
취약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액티브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성 분석은 액티브 노드의 
취약성 분석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대상은 액티브 
노드의 구성 요소인 노드 운영체제, 실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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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어플리케이션, 액티브 코드가 된다. 이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제반 기술(OS, Language, VM 등)들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액티브 노드 구성 요소들의 
취약성은 기존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확장하고 
실행 코드 이동성에 관련된 취약성들을 심화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분석을 통해 얻은 
취약성 정보를 바탕으로 액티브 노드의 취약성을 
검사하여 취약성의 확장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 관리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시된 
취약성 관리 구조는 V-AN, M-AN, S-AN 의 3 
계층으로 구성되며, V-AN을 통해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고, M-AN을 
통해 V-AN의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고 관리하며, 
S-AN을 통해 네트워크 전역을 관리하게 된다. 

3 계층으로 구성되는 계층적 관리 구조를 통해 
기존의 수평적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와 달리 
수평적인 취약성 점검과 수직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성과 능동성을 제공하고, 통합적인 관리 
구조를 통해 새로운 취약성 검사 코드의 신속하고 
적절한 배포를 가능하게 하여 취약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우리의 시스템은 ANTS 환경에 

국한되어 있고 검사할 수 있는 취약성도 ANTS 
기반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액티브 
네트워크는 표준화가 진행이 미진한 상태여서 
여러 가지 환경이 존재한다. 앞으로 다른 여러 
액티브 네트워크 환경을 포함 할 수 있는 멀티 
플랫홈 환경 개발을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액티브 네트워크에 관련된 새로운 취약성에 
대한 연구 같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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