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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 포트 사용 방화벽 차단 불가

• IDS로 탐지는 가능 부정확성

차단 불가

Can You Block Worms?

Worms Are Not All.

You Are An Attacker !

A. Focus



• Worm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DDoS로

이어지는 2차 3차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

• DDoS에 대한 원천적인 방어 수단이 없음

• 단순 DDoS이외의 부가적 영향에 대한 대책

A. Focus

Can You Block Worms?

Worms Are Not All.

You Are An Attacker !



• 내부 자원의 전염 후, 다른 내부 시스템과

외부로의 전파의 근원지가 됨에 유의

• Worm의 전파는 물론, 감염된 내부 시스템

으로 부터 외부로 DDoS의 근원지

• 자사의 Image와 신용도의 추락에 대한

방어

A. Focus

Can You Block Worms?

Worms Are Not All.

You Are An Attacker !



B. 공격유형 별 방어

· Open port를 이용
· IP Spoofing등을 이용한 위장 잠입

· Open port를 이용
· IP Spoofing등을 이용한 위장 잠입

• OS 또는 Application 취약점을 이용
• Root 권한획득, DoS 공격
• 조작된 packet 을 이용한 공격 방법의 다양화
• DDoS의 Agent로 이용

• OS 또는 Application 취약점을 이용
• Root 권한획득, DoS 공격
• 조작된 packet 을 이용한 공격 방법의 다양화
• DDoS의 Agent로 이용

• 직접적인 분산 서비스 거부공격 (DDoS)
• Trinoo, TFN등의 시스템 잠입 프로그램 이용
• DDoS 공격 자체가 목적
• 전용 Tool (Agent)을 이용

• 직접적인 분산 서비스 거부공격 (DDoS)
• Trinoo, TFN등의 시스템 잠입 프로그램 이용
• DDoS 공격 자체가 목적
• 전용 Tool (Agent)을 이용

• 서버 프로그램(IIS,SQL 등)의 취약점을 이용
• 직접/간접적인 DoS, DDoS를 유발
• Codered/Nimda/Slammer worm 등

• 서버 프로그램(IIS,SQL 등)의 취약점을 이용
• 직접/간접적인 DoS, DDoS를 유발
• Codered/Nimda/Slammer worm 등

• Stateful Inspection 방화벽• Stateful Inspection 방화벽

• 방화벽으로 탐지, 차단 불가
• IDS를 이용하여 칩임 탐지

(부정확성, 비효율성)

• 적절한 Patch가 유일한 대안

• 방화벽으로 탐지, 차단 불가
• IDS를 이용하여 칩임 탐지

(부정확성, 비효율성)

• 적절한 Patch가 유일한 대안

• 일부 방화벽의 DDoS 방어기능
• 트래픽 조절 기능 스위치
• 설치된 Agent의 검색/제거

• 일부 방화벽의 DDoS 방어기능
• 트래픽 조절 기능 스위치
• 설치된 Agent의 검색/제거

• 감염에서 1,2차 DDoS 피해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 감염에서 1,2차 DDoS 피해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C. Worm의 공격적 특성

2차 DDoS 유발2차 DDoS 유발 3차 DDoS ???3차 DDoS ???

• 정상적인 Service Port를 사용하므로 방화벽 탐지,차단 불가

• Agent등을 이용한 직접적 DDoS가 아니므로 근본적 방지 불가

• Worm으로 인한 직접적 DDoS외에, 이로 인한 추가적 DDoS

• (보안 조치된) 공격 의사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

Worm의 전염과 전파 방지

DDoS의 방어 및 차단

자원의 보호 및 기업 신뢰성 방어

Worm의 전염과 전파 방지

DDoS의 방어 및 차단

자원의 보호 및 기업 신뢰성 방어
Solu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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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mWorm DDoS AttackDDoS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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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Worm의 공격 흐름도

Worm의 감염Worm의 감염

Worm의 전염 (내부/외부)Worm의 전염 (내부/외부)

DDoS 발생DDoS 발생

2차 DDoS 발생2차 DDoS 발생

대규모 통신 장애대규모 통신 장애



E. 단계별 방어 대책

1. 내부 시스템의 감염1. 내부 시스템의 감염

• 방화벽 차단 불가

• IDS 탐지가능 차단 불가

탐지와 동시에 차단 가능한

침입방지 시스템 필요

탐지와 동시에 차단 가능한

침입방지 시스템 필요



E. 단계별 방어 대책

2. 다른 시스템으로의 전염2. 다른 시스템으로의 전염

• 내부 다른 시스템은 물론

외부 전염 방지에 대한 책임

• 공격 근원지

기업 이미지 손상

Incoming traffic은 물론.,
Outgoing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동일 방어 기능이 요구

Incoming traffic은 물론.,
Outgoing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동일 방어 기능이 요구



E. 단계별 방어 대책

3. 외부로부터의 DDoS 방어3. 외부로부터의 DDoS 방어

• 인터넷 감염 호스트로부터

자연스런 DDoS발생

• 정상 트래픽과의 구분이

불가능 : 모두 차단 불가

일정량의 세션을 유지 시키는
지능형 세션 관리 시스템 필요

- Packet Threshold로 불충분

- 개별 IP별 세션 조절 효율

일정량의 세션을 유지 시키는
지능형 세션 관리 시스템 필요

- Packet Threshold로 불충분

- 개별 IP별 세션 조절 효율



E. 단계별 방어 대책

4. 내부에서 DDoS 발생4. 내부에서 DDoS 발생

• 내부 감염 호스트로부터

외부로 DDoS발생

• 모두 차단 불가

• 기업(국가) 이미지 손실

Outgoing Interface 에 대하여,
개별적 지능형 세션 관리 필요

-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한 조절

- 독립/복합 사용: 효율성 향상

Outgoing Interface 에 대하여,
개별적 지능형 세션 관리 필요

-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한 조절

- 독립/복합 사용: 효율성 향상



F. 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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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usion Detection & PreventionIntrusion Detection & Prevention

• 유해코드 탐지와 동시에 차단

• 악성 코드의 N/W진입을 원천 차단

Users



IDS의 단점

User

Finance
Servers

Firewall

HR Serv
ers

• Passive (sniffing) only

• 탐지는 가능하나 차단 불가.

- TCP Reset : ???

- Firewall Signaling : ???

기존기존 IDS IDS 의의 단점단점
1

Users



IDS의 단점

•부정확성

- False Alarms

- Undetected Attacks

기존기존 IDS IDS 의의 단점단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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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y Traffic

Allow Traffic

Deny Some Attacks

All Attacks Reach
the Vict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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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의 단점

• 탐지된 패킷은 이미 서버에 도달

• 시간차에 의한 오류 가능성으로 공격 성공
여부의 수동적 확인 관리 포인트 증가

• TCP 기반 서비스에 대하여만 동작

• 탐지와 차단 시도 사이의 시간차 동안 유입된
공격 패킷에 대한 공격성공

TCP Reset TCP Reset 



IDS의 단점

• ‘탐지 신호연동 방화벽정책
차단’의 시간에 공격 패킷은 이미
서버에 도달 확률

• 공격 성공여부에 대한 수동 재확인

• 다량의 spoofing된 주소를 이용할
경우에 대한 부작용If attacker used or spoofed an AOL (major site) address, all 

future AOL traffic would be dropped

1. IDS가 공격 탐지

2. 사전 정의된 방식에 의해 방화벽에
해당 출발지에서 오는 향후 트래픽을 차단
하는 정책을 삽입

Firewall signaling Firewall signaling 



F. IDP

Web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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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 & 방지” Detection & Prevention

• Passive and active modes
in-line mode로 원천 봉쇄

• Multiple response : 다중조치
탐지 후 조치 방법에 대한 선택 적용

• “탐지 & 방지” Detection & Prevention

• Passive and active modes
in-line mode로 원천 봉쇄

• Multiple response : 다중조치
탐지 후 조치 방법에 대한 선택 적용

Users

•“Improve accuracy”

• Multi-Method Detection :다중 탐지 기법
(Stateful Signatures 外)

• False alarm 감소

• 공격 탐지 율 향상

•“Improve accuracy”

• Multi-Method Detection :다중 탐지 기법
(Stateful Signatures 外)

• False alarm 감소

• 공격 탐지 율 향상

• 편리하고 강력한 중앙 집중 관리

• Rule-based
• 모든 기능에 대한 중앙 관리 제공

• 편리한 User Interface

• 편리하고 강력한 중앙 집중 관리

• Rule-based
• 모든 기능에 대한 중앙 관리 제공

• 편리한 User Interface



F. IDP

Multi - Method DetectionMulti - Method Detection

• 다양한 탐지방법 (MMD)으로 공격
탐지율 과 정확도 향상

• “In-Line”에서 패킷 차단에 적합
하도록 False Alarm을 감소 함

Stateful SignaturesStateful Signatures

Backdoor DetectionBackdoor Detection

Network HoneypotNetwork Honeypot

Protocol anomalyProtocol anomaly

Traffic AnomalyTraffic Anomaly

Spoof DetectionSpoof Detection

Layer 2 DetectionLayer 2 Detection

Syn Flood DetectionSyn Flood Detection



F. IDP - MMD

Stateful SignatureStateful Signature

각 공격 유형에 해당하는 "적절한" 
traffic 만을 검사하여 정확도와 속도
를 높임

• "expn root" 명령으로 mailing list 
추출 시도

• control portion에서 "expn root"
이 발견될 때만 차단

• control 부분 이외의 세션에 존재 시
(mail body) 공격이 아님

Protected networkInternet

NetScreen-
IDP 100

Victim
Mail server

Attacker

Mail
okay

Drop

CTL >expn
root

Mail
okay

CTL > TO, 
RCPT okay
DATA > expn
root is an 
exploit… okay



F. IDP - MMD

Backdoor DetectionBackdoor Detection

• ‘Interactive Traffic’을 감시

• 정책상 허가되지 않은 ‘Interactive
Traffic’의 차단

• 암호화 traffic에 대하여도 방어

Attacker Web server

Exploit server vulnerability

Server is compromised 
and the attacker has 
full control over the server

Download and run “worm”

Access backdoor through 

an interactive session

ATTACK!!!



F. IDP - MMD

Network HoneypotNetwork Honeypot

• Attacker의 scanning 시도에,

• 존재하지 않는 서버의 정보를 흘림

• 존재하지 않는 이들 서버에 대하여
접근 시도는 공격자로 간주

Attacker
HTTP

HTTPS

Impersonated 
Services: 

FTP

Telnet

SSH

Real Services:

ATTACK!!!



F. IDP

Multi - Method DetectionMulti - Method Detection

Unknown Attack

Port / IP / Network Scanning

IP spoofing

MAC spoofing

SYN Flooding

Stateful SignaturesStateful Signatures

Backdoor DetectionBackdoor Detection

Network HoneypotNetwork Honeypot

Protocol anomalyProtocol anomaly

Traffic AnomalyTraffic Anomaly

Spoof DetectionSpoof Detection

Layer 2 DetectionLayer 2 Detection

Syn Flood DetectionSyn Flood Detection



G. Netscreen 방어기능

1. Flood Defense1. Flood Defense

• ICMP
- 초당 Packet 수 제한

• UDP
- 동일 목적지 IP에 대하여

초당 Packet 수 제한

• SYN (TCP)
- src/dst threshold 이상은

지정한 Queue size 한도
에서 Proxy로 연결

예예) ) SYN flood protectionSYN flood protection



G. Netscreen 방어기능

2. DoS / DDoS Defense2. DoS / DDoS Defense

• 동일 IP에 대하여 동시 연결
세션의 수를 제한

• Source IP Session-Limit
• Dest IP Session-Limit

• Src / Dst IP 개별적 또는
동시에 적용 가능

•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설정 가능

• ‘Alarm Only’ 설정 가능

예예) ) Session Limit AlarmSession Limit Alarm



G. Netscreen 방어기능

3. 기타 방어 기능3. 기타 방어 기능

• Block HTTP components
- HTTP로 유입되는 실행 코드

• MS-Windows defense
- WinNuke / Land Attack

• Scan / Spoof / Sweep
- IP spoof
- Port Scan



G. Netscreen 방어기능

4. 기타 탐지 기능4. 기타 탐지 기능

• IP option anomalies

• TCP/IP option anomalies



G. Netscreen 방어기능

5. USGA5. USGA

• ScreenOS의 Architecture

• NAT,VPN,FW,Attack defense
모든 기능에 대하여
인터페이스 (Zone) 영역에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설정
가능

U niversal 
S ecurity 
G ateway 
A rchitecture

UntrustPermitted Traffic
Received Traffic

Mkt Eng

ITFinance
Policy
Engine

Ether1/1 Ether1/2

Ether2/1

Ether2/2 Ether3/2

Ether3/1



H. 단계별 솔루션

1. 내부 시스템의 감염1. 내부 시스템의 감염

탐지와 동시에 차단 가능한

침입방지 시스템 필요

탐지와 동시에 차단 가능한

침입방지 시스템 필요

탐지와 동시에 차단 가능:

Netscreen IDP

탐지와 동시에 차단 가능:

Netscreen IDP

Solution



2. 다른 시스템으로의 전염2. 다른 시스템으로의 전염

Incoming traffic은 물론.,

Outgoing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동일 방어 기능이 요구

Incoming traffic은 물론.,

Outgoing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동일 방어 기능이 요구

H. 단계별 솔루션

Solution

Outgoing Traffic,
Multiple Interface 지원:

Netscreen IDP

Outgoing Traffic,
Multiple Interface 지원:

Netscreen IDP



3. 외부로부터의 DDoS 방어3. 외부로부터의 DDoS 방어

일정량의 세션을 유지 시키는

지능형 세션 관리 시스템 필요

- Packet Threshold로 불충분

- 개별 IP별 세션 조절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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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et Threshold로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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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단계별 솔루션

Solution

지능형 세션 조절

Src / Dst IP Session Limit:

Netscreen

지능형 세션 조절

Src / Dst IP Session Limit:

Netscreen



4. 내부에서 DDoS 발생4. 내부에서 DDoS 발생

Outgoing Interface 에 대하여,

개별적 지능형 세션 관리 필요

-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한 조절

- 독립/복합 사용: 효율성 향상

Outgoing Interface 에 대하여,

개별적 지능형 세션 관리 필요

-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한 조절

- 독립/복합 사용: 효율성 향상

H. 단계별 솔루션

Solution

지능형 세션 조절

Src / Dst IP Session Limit:

Outgoing Traffic (All Inf.)

Netscreen

지능형 세션 조절

Src / Dst IP Session Limit:

Outgoing Traffic (All Inf.)

Net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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