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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통신시설의 운용관리를 지능화/자동화하기 위한 한 요

소기술로써 통신시설의 운용상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행하는 Command 

Line Interface (CLI) 명령의 실행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룰 엔진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CLI 명령 실행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는 분석 방법을 정형화하여 기술한 분석 규칙(Rule)과 이 규칙을 실행

결과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엔진(Rule Engine)이 필요하다. 이 룰 엔진이 

실제 업무에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명령실행결과문들에 적

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규칙이 쉽게 작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

제로 한다. 분석 규칙은 통신시설에 대한 운용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

문가의 결과문 판독 지식을 룰 엔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한 것

이다. 따라서, 이 전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자신의 지

식을 분석규칙으로 쉽게 기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하여 네트워크 관리자가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한 명령실행결

과 분석 규칙과 이 규칙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결과문을 분석하는 룰 엔

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Keywords: Knowledge-based Network Management, Automatic Analysis, Rule 
Engine 

 

   

1. 개 요 
 

네트워크 운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수

의 네트워크 관리자가 다양한 기종의 통신시설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 필요하

다[1]. Wibro, IPTV, VoIP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상용화로 인하여 네트워크 관리자가 운용

관리해야 하는 통신시설은 다양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

라, 각 ISP 들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네트워크 운용관리 인력을 줄여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환

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통신망을 운용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네트워크 관

리자가 다양한 기종의 통신시설을 원격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우리는 지식기반의 통신시설 운용관리 방안을 제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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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이 제안에서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운용관리 경험과 지식을 재활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업

무절차(SOP)로 기술하고, 이 업무절차를 활용하여 통신시설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네트워크 

운용관리 경험과 지식의 집성체인 SOP 는 특정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세

부적인 작업절차 및 이들 작업을 수행하면서 내려야 하는 판단들과 이를 위한 기준 등으로 구성

된다. 이 SOP 는 해당 업무에 대한 가이드로써, 네트워크 관리자는 비록 작업대상 기종이나 업무

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가이드를 따라서 단계별로 수행되는 세부작업을 감

독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의 통신시설 운용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명령실

행결과문 자동분석을 위한 룰 엔진이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통신시설의 상태점검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CLI 명령들을 실행하고, 그 결과문을 분석한다. 이들 CLI 명령들은 종류도 많고 기종마다 

서로 다르며, 이들의 실행결과문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CLI 명령과 그 

실행결과문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소수 네트워크 관리자가 많은 기종의 통신시설을 운용관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이런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

태의 CLI 명령문의 실행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요약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방안으로써 룰 엔진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명령실행결과문 자동분석 룰 엔진에서는 관리자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는 명령실행결과문 

분석을 위하여 분석 방법을 정형화하여 규칙으로 작성하고, 이 규칙을 명령실행결과문에 적용하

여 실제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분석 규칙은 특정 기종의 통신시설에 대한 운용경험과 지식

이 풍부한 관리자의 명령실행결과문 판독 지식을 정형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많은 기종의 다양한 

형태의 명령실행결과문들에 적용하여 분석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분석 규

칙이 쉽게 작성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분석규칙은 같은 명령문을 실행한 다양한 명령실

행결과문들에 적용되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결과문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

한 분석규칙과 이들 분석규칙을 적용하여 명령실행결과문에 대한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엔진

의 설계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웹의 발전으로 전기적 신호형태로 기록되는 정보가 방대해짐에 따라, 이들 문서들에서 정보

를 검색하는 것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Information Extraction)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이들 연구들은 자연어로 작성된 문서들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령실

행결과문은 제한된 단어들과 단순화된 형태로 표현되는 웹 문서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추출 기술을 활용하여 명령실행결과문에서 통신시설의 상태정보를 찾고, 이 정보를 해석하는 네

트워크 관리자의 지식을 규칙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명령실행결과문에 대한 분석을 자동화할 수 있

다. 

지금까지 정보추출 기술의 핵심은 필요한 정보를 찾는 규칙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Riloff 는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준 문자열 (trigger)과 이 기준 문자열이 나

타나는 문장을 문법적 그리고 개념적으로 분석하는 Concept Node 라는 규칙을 지정하여, 기준문

자열이 나타나는 문장을 분석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한 정보를 해석하는 AutoSlog 라는 시스

템을 개발하였다[3]. LIEF 는 추출할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문장의 문법적 특성과 문맥적 특성을 

Extract Pattern 으로 정규화하여 한 문장에서 여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4] Solderland 는 문장에서의 구성요소들의 문법적 구성요소의 형태를 판별하여 찾고자 하는 정

보의 위치를 파악해낼 수 있는 방법[5]과 의미와 기호를 분리한 정규표현식을 활용한 정보추출 

방법[6]을 제안하였다. 근래에는 온톨로지 기술을 활용하여 주어진 예제 문서들을 시스템이 스스

로 학습하여 위와 같은 정보추출 규칙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 제안한 정보추출 규칙들은 복잡하여 규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네트

워크 관리자가 많은 기종의 통신시설들의 다양한 형태의 명령실행결과문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

는 정보를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 이들 규칙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긴 하

지만 아직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통신시설 운용에 활용되어 네트워크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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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명령실행결과문으로부터 추출해낼 수 있는 규칙을 정확하게 작성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우

리는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정보추출 규칙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통

신시설의 운용상태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명령실행결과 자동분석 룰 엔진 
 

통신시설의 운용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통신시설의 상태를 조회하는 명령실행결과문으로부터 

상태정보들을 추출하여 수집한 후에, 이들 정보들을 기준정보들과 비교, 대조하여 장치의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명령실행결과 자동 분석 룰 엔진은 이 과정을 정보추출 규칙과 

결과분석 규칙을 바탕으로 정해진 자동으로 수행하고, 통신시설의 상태를 진단한 결과를 네트워

크 관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해준다. 이 장에서는 명령실행결과 자동 분석 룰 엔진을 

구성하는 정보추출 엔진과 결과분석 엔진과 이 들 구성요소들이 사용하는 규칙들에 대해서 상세

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그림 1. 명령실행결과 자동 분석 룰 엔진 

 

3.1 정보추출 규칙 
 

정보추출 규칙은 명령실행결과에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방

법을 정형화하여 기술한 것이다. 이 규칙은 복잡한 문법적 기술방법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필요에 따라 쉽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추출 규칙을 두 가지 구분된 요소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첫 번째 요소는 자연어 구문으로써 네트워크 관리자가 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코드 구문으로써 정보추출 엔진이 이해할 수 있는 형

태로, 엔진은 이 코드구문을 이용하여 명령실행결과로부터 정보를 추출한다. 

정보추출 규칙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편이를 돕기 위하여, 네트워크 관리자는 이미 정의된 규

칙 구성요소(Rule Element)들을 단순히 선택함으로써 하나의 정보추출 규칙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들 각 규칙 구성요소 역시 정보추출 규칙과 마찬가지로 자연어 구문과 코드구문으

로 이루어지는데, 관리자가 규칙 구성요소를 선택할 때, 자연어 구문을 참조하여 필요한 규칙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판단하게 된다. 

 

 

그림 2. 정보추출 규칙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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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완성된 정보추출 규칙의 자연어 구문과 코드 구문은 이 규칙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의 자연어 구문과 코드 구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조합된 구문들은 완결된 의미를 가

지게 된다. 자연어 구문은 정보추출 규칙이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네트워크 관리자의 

이해를 돕는데 사용되고, 코드 구문은 정보추출 엔진에 의해 해석되어 명령실행결과로부터 필요

한 정보를 일관성 있게 추출하는데 이용된다. 

 

RE1.코드구문 + RE8.코드구문 + RE5.코드구문코드 구문

RE1.자연어구문 + RE8.자연어구문 + RE5.자연어구문자연어 구문
Rule A

RE1.코드구문 + RE8.코드구문 + RE5.코드구문코드 구문

RE1.자연어구문 + RE8.자연어구문 + RE5.자연어구문자연어 구문
Rule A

 

그림 3. 정보추출 규칙 
 

규칙 구성요소들이 조합되어 하나의 완성된 정보추출 규칙을 구성하기 위하여 구성요소들은 

계층적 상하관계를 갖는다. 이 계층관계에 의하여 네트워크 관리자가 하나의 규칙 구성요소를 선

택하였을 때, 이어서 선택할 수 있는 규칙 구성요소의 집합이 결정된다. 계층구조 상에서 하위에 

있는 규칙 구성요소들의 각 구문들은 이전에 선택된 규칙 구성요소들의 구문들과 조합되는 방법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추출 규칙이 작성될 때, 추출할 정보를 찾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지점과 같이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입력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규칙 구성요소는 관

리자가 규칙을 작성할 때, 관리자로부터 입력되어야 하는 인자에 대한 정보도 각 구문들이 가지

고 있어야 한다. 

규칙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정보들이 네트워크 관리자가 정보추출 규칙을 작성

할 때,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 구현에 대하여 기술하는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3.2 정보추출 엔진 
 

정보추출 엔진은 정보추출 규칙의 코드구문을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정보를 추출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코드구문의 정의에 따라 정보추출 엔진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코드구문 분석 모듈과 결

과문 분석 모듈로 구성된다. 결과문 분석 모듈은 정보추출 규칙의 코드구문을 적용하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형태로 명령실행결과문을 가공하는 역할을 한다. 코드구문 분석 모듈은 정보추출 

규칙의 코드구문을 결과문 분석 모듈이 가공한 명령실행결과문을 대상으로 코드구문을 실행하여 

통신시설의 상태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을 한다. 

정보추출 규칙의 코드구문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Perl 과 같은 스크립트 언어의 

형태로 구현될 수 도 있고, SQL query 문과 같은 형태로도 구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QL 

query 구문을 활용하여 코드구문을 정의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코드구문 분석모듈과 결과

문 분석 모듈을 제작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구현도 역시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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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보추출 엔진 

 

3.3 결과분석 규칙 
 

결과분석 규칙은 정보추출 엔진이 명령실행결과문에서 추출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통신시설의 

운용상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기술

한 것이다. 결과분석 규칙은 통신시설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기준이 되는 범위나 임계값에 대한 

정보들과 이들 기준값과 통신시설의 운용상태정보를 비교하기 위한 표현식, 그리고 이 표현식이 

만족되었을 때, 통신시설의 운용상태를 네트워크 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자연어 

구문으로 이루어진다. 

통신시설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명령실행결과문으로부터 추출한 상태정보와 이들 값

에 대한 기준범위나 임계값과의 비교 대조 작업을 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분석 규칙은 통

신시설의 운용상태정보와 이들에 대한 기준범위나 임계값을 비교하는 논리표현식의 형태로 구성

하였다. 이 논리표현식은 대부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산술연산들로 구성되므로 네트워크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규칙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논리표현식이 만족되었을 때의 통신시설의 운용상태를 이후 혹은 다른 관리자가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논리표현식이 뜻하는 바를 요약하여 설명한 자연어 구문을 결과분석 규칙의 구

성요소로 포함되도록 하였다. 

 

3.4 결과분석 엔진 
 

결과분석 엔진은 정보추출 엔진으로부터 통신시설 상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분석하기 위한 

논리표현식을 참조하여 기준정보와 비교 대조하여 통신시설의 상태를 분석하는 기능을 한다. 상

태분석 논리표현식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신시설의 상태를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해하기 쉬운 결과

분석 규칙의 자연어 구문으로 반환한다. 

 

 
그림 5. 결과분석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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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 현 
 

이 장에서는 명령실행결과 자동 분석 룰 엔진의 상세 구현에 대하여 기술하겠다. 정보추출 

규칙과 복잡한 정보추출 규칙을 네트워크 관리자가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구현한 정보추출 작성 

기능, 그리고 이를 명령실행결과에 적용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정보추출 엔진에 대한 구현을 중점

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4.1 정보추출 규칙 
 

본 논문에서 정보추출 엔진의 프로토타입으로써 정보추출 규칙을 SQL 구문의 형태로 구현하

였다1. 정보추출 규칙 구성요소의 코드구문은 SQL 구문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관리자로

부터 입력을 받아야 하는 인자에 대한 정보와 규칙 구성요소의 계층상 상위 규칙 구성요소의 코

드구문과 조합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형태이다. 

이들 인자정보와 조합방법에 대한 정보는 규칙 구성요소의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들이다. 

이들 정보들은 규칙 구성요소 코드구문 내에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입력하는 값 혹은 선택해온 상

위 규칙구성요소들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erl 스크립트 언어에서와 유사하게 코드구문 내에 “$”으로 시작하는 문자

열을 변수로 정의하였다. 상위 규칙구성요소의 코드구문과의 조합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sql_stmt 라는 예약변수를 제외한 다른 “$”로 시작하는 변수들은 네트워크 관리자에 의해 지

정되어야 하는 정보들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규칙 구성요소들 간의 계층 관계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그림 6. 정보추출 규칙 구성요소와 계층구조 모델링 

 
이렇게 구성된 정보추출 규칙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관리자가 쉽게 규칙구성요소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화식 정보추출 규칙 작성 기능을 제공해줄 수 있다. 

아래 그림은 프로토타입으로 작성한 컨텍스트 메뉴를 활용한 대화식 정보추출 규칙 작성 기

능이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특정 명령을 실행한 결과 예문을 바탕으로 정보추출 규칙을 작성한다. 

예에서는 관리자는 규칙 구성요소의 인자가 되는 정보를 결과 예문에서 선택하고, 규칙 구성요소

의 계층구조 정보에 따라 펼쳐지는 컨텍스트 메뉴를 선택해가면서 정보추출 규칙을 작성한다. 
 

 
그림 7. 정보추출 규칙 작성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1 SQL 구문이 스크립트 언어에 비하여 작성하기 쉽고, 추출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를 고려할 때 집합연

산을 구현하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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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제의 컨텍스트 메뉴를 구성하기 위한 규칙 구성요소의 자연어 구문과 코드 구문을 간단

히 기술하면 아래 표와 같다. (주니퍼 라우터의 포트 상태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규칙 구성요소들

이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포트가 활성상태(UP)인지 비활성 상태(Down)인지를 찾기 위하여, 기준

이 되는 문자열을 지정하고, 그 뒤에 위치한 단어를 추출하는 정보추출 규칙을 작성하기 위하여 

그림 8 의 규칙구성요소 1 과 3 을 그림 7 과 같이 선택하게 된다. 규칙 구성요소 1 은 기준이 되

는 문자열 (Physical Link Is)의 위치를 찾는 SQL 구문이고, 규칙 구성요소 3 은 이를 이용하여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를 찾는 SQL 구문이다. 관리자가 선택한 기준문자열은 구성요소 1 의 $sel

에 대입되어 SQL 구문을 완성하게 되고, 이 SQL 구문은 관리자가 이어 선택한 구성요소 3 의 

$sql_stat 에 반영되어, 완전한 정보추출 규칙이 완성된다. 

 

번호 코드 구문 

1 
$sel 의 

Select column from 위치 where words = $sel 

2 
앞의 단어가 무엇인가? 

Select words from 단어 where column = ($sql_stat)-1 

3 
뒤의 단어가 무엇인가? 

Select words from 단어 where column = ($sql_stat)+1 

그림 8. 규칙 구성요소 코드구문 
 

4.2 정보추출 엔진 
 

정보추출 엔진은 작성된 정보추출 규칙을 명령실행결과문에 적용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이 

추출된 정보를 결과분석 엔진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추출 엔진은 결과문을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하는 결과문 분석 모듈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결과문에 정보추출 규칙의 코드구문을 

적용하는 정보추출 모듈로 구성된다. 

① 결과문 분석 모듈은 명령실행결과문을 단어 단위로 분리하여, 각 단어의 결과문 내에서의 

위치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② 이후 정보추출 모듈이 적용할 정보추출 규칙의 코

드구문을 불러와, ③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결과문에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SQL 문인 코

드구문으로 쿼리를 실행한다. ④ 정보추출 모듈은 쿼리를 실행한 결과를 수집한다. 이렇게 추출

된 정보들은 결과분석 엔진으로 전달되어, 통신시설의 운용상태를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코드 구문

자연어 구문
Rule B

코드 구문

자연어 구문
Rule A

코드 구문

자연어 구문
Rule B

코드 구문

자연어 구문
Rule A

RuleB.result < value2Rule 2

RuleA.result > value1Rule 1

RuleB.result < value2Rule 2

RuleA.result > value1Rule 1

VersionWord2

PhysicalWord1

VersionWord2

PhysicalWord1

5, 6W2.Pos

2, 1W1.Pos

5, 6W2.Pos

2, 1W1.Pos

 

그림 9. 정보추출 엔진 
 

정보추출 엔진 구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령실행결과문을 단어단위로 

위치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많은 insert 가 일어나며,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실행되는 정보추출 규칙의 코드구문도 여러 SQL 구문이 복합된 복잡한 SQL 문이다. 이러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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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정보추출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5. 시 험 
 

명령실행결과문 자동분석 룰 엔진의 네트워크 운용관리에서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

제 운용되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룰 엔진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 시험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5.1 시험사례 개요 
 

네트워크에서 Denial of Service (DOS) 공격 트래픽의 유입이 감지되었을 때, 네트워크 관리

자가 이에 대하여 조치하기 위하여 상황을 분석하는 사례를 명령실행결과 자동분석 룰 엔진에 적

용하였다. DoS 공격 트래픽이 유입되는 상황을 재연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

다. ISP 이 기간망으로 가입자 트래픽을 집선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산의 V5124 와 메트로 네트

워크에서 라우팅에 사용되는 Alpine3808 을 연결하여 간단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 시험 네

트워크에 트래픽 생성장치 (Sprient 의 Smartbits 600)을 이용하여 DoS 공격 트래픽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V5124 A3808

Port 1:2
25.1

(to_V5124)

Port 25
25.2

(br25)Traffic Generator
(SmartBits 600)

Port 2
24.1
(br3)

Port 1

24.2
Port 8:32

26.1
(to_SMARTBIT)

Port 2

26.2

 
그림 10. 네트워크 구성 

 

DoS 공격 트래픽이 ISP 의 기간망으로 유입되면, Alpine3808 에서 이 상황이 감지된다. 

Alpine3808 은 DoS 공격 트래픽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막는 트래픽 차단 기능 (cpu-dos-protect)

이 있다. 따라서, Alpine3808 의 이 차단기능이 활성화되어 특정 트래픽이 차단된다면, DoS 공격 

트래픽의 유입을 의심해볼 수 있다. 그리고, Alpine3808 에서 생성한 Access Control List (ACL)

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DoS 공격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트래픽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lpine3808 의 DoS Protect 는 특정 세션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초당 Packet 의 수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임계값을 넘는 수의 Packet 이 유입된다면 이를 DoS 공격 트래픽으

로 간주하고 차단한다. 아래 그림은 트래픽 생성기가 발생시킨 DoS 공격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하

여 Alpine3808 이 ACL 을 생성하였음을 “show log”명령으로 확인한 명령실행 결과문이다. 생성

된 ACL 정보로부터 DoS 공격 트래픽이 Alpine3808 의 어떤 포트로 유입되었으며, DoS 공격자의 

IP 주소 (경우에 따라서는 DoS 공격대상의 IP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11/12/2008 14:52:09.00 <Info:SYST> DOSprotect notice: this second: raw packets to cpu: 

3085  dropped in software: 0 

11/12/2008 14:52:08.08 <Info:SYST> DOSprotect: Creating ACL ports 1:2 from 192.168.24.2 

proto all 

11/12/2008 14:52:08.08 <Info:SYST> DOSprotect: Replacing existing ACL ports 1:2 from 

192.168.24.2 proto all 

11/12/2008 14:52:08.08 <Info:SYST> DOSprotect: possible DOS port 1:2 mac 00:d0:cb:0a:85:6c 

from 192.168.24.2 proto all traffic 100% 

그림 11. Alpine3808 의 DoS 트래픽 유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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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공격자의 IP 주소에 대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 해당 트래픽을 가입자 트래픽이 집선되는 

다산 V5124 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실행한다. DoS 공격 트래픽 유입에 대한 대응조치로써 공격자

의 IP 를 차단하는 것은 DHCP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보

다는 가입자 트래픽이 집선되는 다산 V5124 의 ARP 테이블에서 공격자의 IP 를 바탕으로 그 MAC 

주소를 찾아서 차단하는 조치가 보다 효과적이다. 아래 그림은 다산 V5124 에서 ARP 테이블을 조

회하는 “show arp” 명령을 실행한 결과문이다. 이렇게 DoS 공격자의 MAC 주소가 확인된 경우, 

다산 V5124 장비에서 MAC 필터를 생성하여 해당 가입자의 MAC 으로부터 전송되는 트래픽을 차단

한다. 
 

Address         HWtype  HWaddress           Flags Mask    Iface       Port 

192.168.22.2    ether   00:00:f0:7f:9e:54   C             br5          4 

192.168.23.2    ether   00:00:f0:7f:9e:52   C             br4          3 

192.168.24.2    ether   00:00:f0:7f:9e:50   C             br3          2 

192.168.25.1    ether   00:04:96:20:15:00   C             br25        25 

220.123.31.1    ether   00:d0:cb:22:03:7d   C             br2          1 

-------------------------------------------------------------------------- 

       C       CH      H       CM      CMH       Total        Iface 

-------------------------------------------------------------------------- 

       2       3       0       0       0         5           ALL INTERFACE 

-------------------------------------------------------------------------- 

그림 12. 다산 V5124 의 ARP 테이블 조회 결과문 
 

5.2 적 용 
 
위에서 설명한 과정을 자동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룰 엔진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

도록 하겠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아래 예시화면을 이용하여 정보추출 규칙과 결과분석 규칙을 작

성한다. 관리자는 특정명령을 실행한 결과문을 바탕으로 이들 규칙들을 작성한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사항”은 결과문에서 통신시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항목을 의미하는

데, 여기에는 이들 항목을 결과문에서 추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규칙이 표시된다. “확인결과” 

는 위의 확인사항을 종합하여 통신시설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결과분석 규칙을 작

성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13. 명령실행결과문 자동분석을 위한 규칙작성 화면 

 

먼저, 위에서 설명한 사례를 자동화하기 위한 정보추출 규칙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림 14 는 Alpine3808 로 DoS 트래픽의 유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장

비의 로그에 ACL 의 생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추출규칙을 작성하는 화면이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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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Alpine3808 에 “show log”를 실행한 결과문을 보면서, 대화식 컨텍스트 메뉴를 이용

하여 DoS 공격트래픽 유입을 확인하는 지식을 규칙으로 작성한다. 예시화면에서 네트워크 관리자

는 DoS 공격트래픽의 유입을 판단하는데 핵심이 되는 정보인 “DOSProtect: Creating ACL”이라

는 문자열을 마우스 드래그를 통하여 선택하고, 이 문자열이 명령실행결과문에 나타나는지 확인

하는 규칙을 작성하고 있다. 이때, 네트워크 관리자가 선택한 문자열은 인자로써 정보추출 규칙 

구성요소로 전달되어, [“DOSProtect: Creating ACL”란 단어가 있는가?]2와 같이 하나의 규칙으

로써 완성된다. 

 
그림 14. DoS 트래픽 유입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추출규칙 작성 

 

일단, Alpine3808 로 DoS 공격트래픽의 유입이 확인되면, 같이 공격트래픽 정보를 확인하는 

규칙을 만든다. 그림 15 는 [“DOSProtect: Creating ACL”가 나타나는 라인에서 “from”뒤의 단

어가 무엇인가?]라는 정보추출 규칙을 작성하는 절차이다. 이 규칙을 통하여 DoS 공격트래픽의 

Source IP 주소를 추출할 수 있다. 이 규칙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림 15 에 나타난 것과 같이 두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관리자가 “DOSProtect: Creating ACL”이라는 문자열을 마우스 

드래그를 통하여 선택하고, 이 문자열이 나타나는 라인을 지칭하기 위한 컨텍스트 메뉴

(“DOSProtect: Creating ACL”가 나타나는 라인에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컨텍스트 메뉴에서 단

독항목으로써“에서…”라는 메뉴항목은 사용자로부터 추가적인 인자를 입력받은 후에 정보추출 

규칙작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 시스템에서 구현하였다. 따라서, 이후 관리자는 

“from”을 마우스 드래그를 통하여 선택한 후에 컨텍스트 메뉴를 통하여 [“from”뒤의 단어가 

무엇인가?]라는 후반부 규칙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5. DoS 공격트래픽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추출 규칙 작성 

                                                           
2 여기에 나타난 규칙 구성요소들의 코드구문들은 매우 기초적인 SQL 구문이므로 언급을 생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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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가입자 트래픽이 집선되는 다산 V5124 에서 공격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격자의 

MAC 정보를 확인하는 규칙을 만든다. 그림 16 은 공격자의 MAC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산 V5124

에서 “show arp”를 실행한 결과문의 일부를 스프레드시트의 형태로 테이블로 표시하고 IP 주소

가 나타나는 열에 공격자 IP 주소가 나타나는 셀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스프레드시트 상에서 오

른쪽으로 두 칸 떨어진 셀에 나타나는 MAC 주소를 추출하는 정보추출 규칙을 작성하는 화면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 12 에 나타난 것처럼 “show arp” 명령실행결과문에서 V5124 의 ARP 테이블을 

표시하는 부분은 표의 형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 구조화된 부분을 스프레드 형태로 표시한다

면, 특정 행 혹은 열에 적용되는 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테이블의 

길이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에 있다. V5124 의 ARP 테이블처럼 테이블의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기 힘들다. 우리는 이 문제를 테이블 형태의 결과문에는 한 라인에 구분자로 구분되는 문

자열이 일정하게 반복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이 반복성이 중단되는 지점을 테이블의 끝으로 인식

하도록 해결하였다. 그림 16 의 왼쪽 그림은 V5124 의 “show arp” 명령실행결과문에서 

[“Address”가 나타나는 라인 다음부터 시작하는 테이블에서]라는 일련의 컨텍스트 메뉴를 선택

함으로써 관리자가 스프레드 형식으로 표시할 명령실행결과문의 시작을 지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6 의 오른쪽 그림은 스프레드 형식으로 전환된 명령실행결과문의 A 열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IP 주소가 나타나는 열 (A 열 혹은 1 열)을 선택하고, 이 열에 적용되는 규칙을 작성하는 것을 보

여준다.  

 
 

 

그림 16. DoS 공격자 MAC 주소 확인을 위한 정보추출 규칙 작성 

 

위 그림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는 [1 열에서 $sop_arg 가 들어있는 셀들의 $n 열 오른쪽에 있는 

값은 무엇인가?]라는 일련의 컨텍스트 메뉴를 선택하는데, 이 정보추출 규칙은 $sop_arg, $n 과 

같은 인자를 가지고 있다. $sop_arg 는 ARP 테이블에서 찾는 공격자의 IP 정보를 입력 받기 위한 

인자이다. ARP 테이블에서 찾고자 하는 공격자의 IP 주소 정보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 정보추출 

규칙을 작성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공격자의 IP 주소 정보는 작성된 규칙을 적용할 때 비

로소 결정되는데, 이때 이 규칙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Alpine3808 로부터 확인한 공격자

의 IP 정보를 이 정보추출 규칙에 인자로써 전달할 수 있도록 정의한 인자이다. $n 은 찾고자 하

는 공격자의 MAC 주소를 찾기 위하여 공격자의 IP 가 나타나는 셀로부터의 스프레드시트상에서의 

상대적 거리를 입력 받기 위한 인자이다. 

그림 17 과 18 은 위에서 작성한 정보추출 규칙들을 그림 10 과 같이 구성한 네트워크에서 실제

와 같은 DoS 공격트래픽이 유입되는 상황을 재연하여 적용한 결과들이다. 그림 16 은 Alpine3808

의 “show log”를 실행한 결과상에서 DoS 공격트래픽을 유발하는 Source IP 주소를 추출한 결과

이고, 그림 17 은 이 Source IP 주소를 인자(그림 16 의 sop_arg)로 다산 V5124 의 “show arp”명

령을 실행한 결과에서 공격자의 MAC 주소를 추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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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DoS 공격트래픽 정보의 자동 확인 결과 

 
그림 18. 공격자의 MAC 주소 정보 자동 확인 결과 

 

6.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네트워크 관리자의 통신시설 운용관리 역량을 향상하는데 명령실행결과문 자동분석 룰 엔진

을 활용할 수 있다. 통신시설의 기종 별로 각기 다른 형태의 명령실행결과문을 분석하여 통신시

설의 상태를 파악하데 네트워크 관리자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명

령실행결과문 자동분석 룰 엔진을 활용하면 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네트워크 관리자

는 자신이 운용관리하는 익숙한 통신시설에 대한 명령실행 결과 분석 규칙을 자연어를 기반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해당 기종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관리자가 이 규칙을 활용하여 이 장치들

을 쉽게 운용관리를 할 수 있다. 

명령실행결과문 자동분석 룰 엔진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종의 많은 명령에 대한 실행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보추출 규칙을 작성하기 위한 많은 규칙 구성요소들

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된 룰 엔진을 많은 명령실행결과문에 다양

한 정보를 추출하는데 시험적으로 활용하여, 규칙 구성요소를 작성하여 축척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그래픽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를 통한 장치제어 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명령실행결과문 자동분석 룰 엔진은 그 적용대

상이 텍스트기반의 결과문을 분석하는데 한정되어있다. 최근의 통신시설들은 실제 통신시설과 거

의 유사한 형상을 제공하는 그래픽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GUI 들 역

시 기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기종별 차이를 극복하고 네트워크 관리자의 통신시설 운

용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시설 제어 GUI 에 나타나는 통신시설 상태정보를 자

동으로 해석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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