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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현재 DDoS 공격 방어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백

본 네트워크의 대역폭 소비 문제, 간접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격방어 구조를 제안한다. 본 

방법에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지과정이 적응형으로 수행된다. 이중 최초의 분류과정에서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후의 적응형 분류를 통해 간접피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signature들은 각 AR로 전달되고, 각각의 트래픽 제어 모듈에서 필터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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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3년 1월 25일에는 SQL 슬래머웜의 발생 및 전파로 

인한 트래픽 폭증으로 인터넷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DDoS 공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터넷상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현

재, 이런 DDoS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툴이 

존재한다. 이중 NIDS(Network Istrusion Detection 

System)는 flooding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

은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발견해서 시스템 관리자나 방화

벽 시스템에 통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대부분의 NIDS에

서 통보되는 정보는 발견시간, 공격 목표, 공격 signature

등이다. 다만 이 방법은 1.25 인터넷 대란에서도 알 수 있

듯이, 관리자가 네트워크 경고를 받고도 문제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늦어져 즉각적인 조치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

다.

 사용자 네트워크와 ISP 사이의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패

킷 필터링이나 트래픽 shaping 기능은 공격플로우가 사이

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flooding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은 signature에 해당하는 공격 트래픽

을 filter out 시키거나 shape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방

법은 3가지 결점이 있다. 

1) 백본 네트워크와 게이트웨이 라우터 사이의 access  

※ 본 연구는 한국전산원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링크에 부하가 걸릴 수 있다. 

2) 백본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소비될 수 있다.(“혼잡 문

제”) 

3) 공격 패킷과 비슷한 합법적인 패킷이 방화벽/shaping 

시스템에서 실수로 버려 질 수 있다.(간접 피해 문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탐지위치를 그것

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보호되는 서버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성이 높고 구현 난이도가 낮

은 탐지 알고리즘이 요구되며, 생성된 signature를 

uptream 노드로 전달하고 이에 기반하여 필터링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공격툴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업

데이트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탐지알고리즘 자체가 컴포넌

트화 되어야 한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node에 programability를 부여한 active network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현재 DDoS 

공격 방어 기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다. 3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능동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한 

DDoS 방어 구조에 관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마지막으

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DDoS 공격방어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연구에 있어서는 공격 방지와 선점(attack 

prevention and preemption : 공격전에 이루어진다), 공격 

탐지와 필터링(attack detection and filtering :공격중에 이

루어진다), 공격 발신지 역추적과 식별(attack source 

traceback and identification : 공격후에 이루어진다)의 3

분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공격 방지와 선점 방법에서 호스트는 마스터와 에

이전트에 의해 보호 받는데, 마스터는 트래픽을 모니터하

고 DDoS 공격의 패턴을 정의해 놓은 signature와 비교하

여 공격을 탐지한다[1]. 그리고 공격 발신지 역추적과 식

별방법은 패킷의 발신지 주소와 상관없이 패킷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통해 전달되었는지를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2][3]. 공격 탐지와 필터링 방법은 실제 공격에 근거하여 

signature를 생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공격을 필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5].   

 DDoS 보안연구에 있어서 탐지부의 효율성은 FPR(false 

positive ratio)과 FNR(false negative ratio)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FPR은 전체 일반패킷에 대한 공격패킷으로 

잘못 분류되는 패킷의 비율이고, FNR은 그 반대의 경우

이다. 또한 필터링의 효율성은 DDoS 공격중에도공격패킷

의 필터링을 통해 일반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로 평가된

다. 그리고 공격 플로우의 signature들은 IP주소와 포트번

호 같은 일반값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패킷이 아닌 일

반 패킷이 공격 플로우의 signature와 일치하여 공격패킷

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효율성은 필터링되

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반패킷의 비율인 

NPSR(nomal packet survival ratio)로 평가된다. [표 1]은 

이 탐지/필터링을 사용한 한 4가지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Ubiquitous ingress
packet 

filtering(UIPF)

Route-based 
packet

filtering(RPF)

Local attack 
detection(LAD)

Distributed attack
detection(DAD)

 탐지위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ISP 네트
 워크

 인터넷에 분산되어
 있는 패켓 필터

 공격 대상이 되는 네 
 트워크나 그것의
 upstream ISP 네트
 워크

 인터넷에 분산되어
 있는 탐지 시스템

 필터링 위치  탐지위치  탐지위치

 탐지위치와 역추적이
 사용된 경우 
 upstream ISP
 네트워크

 탐지위치와 
 upstream 네트워크 

 공격 signature
 spoofed 발신지 IP
 주소

 BGP 라우팅 정보에
 대한 spoofed
 발신지 주소

 local 탐지 시스템에
 서 탐지된 트래픽의
 이상점

 분산 탐지 시스템에
 서 탐지된 트래픽의
 이상점

 FPR  = 0
 = 0
 (BGP 라우팅이 정확
 한 경우)

 ≥ 0
 (= 1 큰 범위의 
 DDoS 공격시)

 ≥ 0
 (탐지 알고리즘의 감
 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높다)

 FNR

 ≥ 0
 (= 0 모든 공격 패킷
 이 spoofed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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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DoS 공격을 탐지, 필터링 방법 비교[6]

 DDoS 공격은 일반적인 패킷으로 공격이 이루어 지므로 

합법적인 패킷과 구분하기 어렵고, 각각의 공격 source에

서 보내는 패킷의 양이 적기 때문에 local 관리자가 쉽게 

탐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통계적인 탐지 알고리즘에는 패킷 속성값의 엔트로피

(entropy)나 카이 제곱 (Chi-Square) 검증법등이 사용되고 

있다.[7] 이중 엔트로피 연산법은 어떠한 네트워크 속성값

에 대한 임의성(randomness)를 계산한 뒤, 그 값의 평균

의 변화량을 탐지하는 방법이다.

   




  

 위의 공식은 n개의 속성값(ex. Source address, 

destination address)에 대한 엔트로피 H를 구하는 공식이

다. 여기서 pi는 i번째의 속성값이 선택될 확률을 나타낸

다. 

 카이 제곱 검증법은 속성값에 대한 분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기대값에 대한 분산도를 계산하여 그 

값에 따라 비정상적인 속성값을 탐지할 수 있다. 이방법의 

구체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B는 샘플 패킷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묶어놓은 

binning 값이다.(ex. 패킷길이는 0-64, 65-128, 129-255로 

binning 될 수 있다) Ni는 N개의 샘플 패킷에서 각각의 

binning 범위에 속하는 패킷의 개수고, ni는 일반적인 분

포에서 binning에 속하는 기대값이다.

2.2 능동 보안기술을 사용한 DDoS 공격방어

 현재 능동 보안 기술과 관련된 연구로는 DARPA에서 진

행중인 IDIP(Intruder Detection and Isolation Protocol)와 

AN-IDR(Active Network Intrusion Detection and Response)이 

대표적이다.[8]

 미국의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에서는 현재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LSS(Survivability of Large Scale Systems)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IDIP(Intruder Detection and Isolation Protocol)를 개발하였고 
이후 보안 정책을 추가하여 CITRA로 발전시켰다.[9] 또한 
IDIP가 실제 시스템에 탑재될 때 생기는 정적(static)인 측면을 
보안하기 위해 FTN(Fault Tolerant Network) 프로그램에서 
AN-IDR(Active Network  Intrusion Detection and Request) 프로

젝트를 실행하였다.[10]

  유럽의 경우 액티브 네트워크에 대한 연합 프로젝트로서 진
행중인 FAIN의 프레임워크 상에 모바일 에이전트 기술을 적
용한 플랫폼 상에서 DDoS 공격에 대한 역추적 및 대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11]

Ⅲ. 제안사항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DoS 공격방어 시스템에 대

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액티브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여 보호서버에서 가장 가까운 AR에서 공격을 탐지

하고, 여기서 생성된 signature를 다른 AR들에게 전달하

고, 이에 기반하여 필터링을 수행하는 구조이다.(그림1) 이 

방법에서 DDoS 공격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도

록 동적, 이중적인 탐지기법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실제

적으로 필터링 과정을 수행하는 트래픽 콘트롤 모듈, 이런 

모듈들을 포함한 AR의 구성도를 제시할 것이다.

AR3

AR2

Local
Network

User User

Backbone
Network

AR1

Target Network
Local

Network

Management Server

Detecting

Filtering

Filtering

Local
Network

User User

User User

Attack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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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ignature 생성과정

 위의 그림은 탐지 알고리즘에서 signature가 생성되는 과

정을 설명한 그림이다. 이는 Elementary Classification과 

Adaptive Classification의 두 과정으로 나뉜다. 먼저 

Elementary Classification 과정에서는 탐지부를 지나는 패

킷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연산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엔트

로피 계산법을 사용하여 Suspicious Signature를 생성하게 

된다. 이런 Suspicious Signature 생성과정에서는 

congestion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 도가 낮도록(FPR, 

NPSR이 높도록) 임계값이 낮게 설정된다. 다음에 공격패

킷으로 오분류된 일반패킷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Adaptive Classification과정이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어떤 기간동안 계속 Suspicious Signature에 속하는 패킷

속성값을 복수의 탐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더 정 히 분

석하여 Malicious Signature를 생성하게 된다. 여기서 

Malicious Signature는 간접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도가 높도록(FNR, NPSR이 낮도록) 임계값이 높게 

설정된다. 다음은 signature 생성과정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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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ignature 생성과정 흐름도

 signature 생성을 위해 먼저 각 AR은 모니터링 툴에서 

패킷속성 sa, ma를 수집한다. 다음에 Elementaty 

Classification 과정에서 속성 sa에 대한 엔트로피를 계산

한다. 그 결과값을 업데이트 해오고 있던 엔트로피 평균값

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임계값(threshold)을 초과하면 속

성값 sa로 Suspicious Signature를 생성하고, 미만이면 엔

트로피 평균값을 업데이트 한다. 여기서 생성된 

Suspicious Signature에 속하는 패킷이 일정값 이상이 되

면 악의적인 패킷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은 

Adaptive Classific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Suspicious Signature에 속하는 패킷의 속성 ma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한다. 이 값이 앞의 과정과 마찬가

지로 임계값을 초과하 을 때 sa에 ma를 더해서 

Malicious Signature를 생성한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카이-제곱 테스트 평균값을 업데이트 하게 된다.

엔트로피 평균값 현재 엔트로피 값 Suspicious Signature

7(임계값 8) 8.7 {Scr=201.170.123.6}

표 2 Suspicious Signature의 예

 위의 표는 Elementaty Classification 과정에서 source 

address(sa)에 관하여 엔트로피 연산법으로 탐지하 을 때 

Suspicious Signature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카이-제곱 평균값 현재 카이-제곱 값 Malicious Signature

1200(임계값 1300) 2000
{Scr=201.170.123. 6
leng=1-64byte}

표 3 Malicious Signature의 예

 앞의 표는 Malicious Signatue의 예를 나타낸 것인데, 

Suspicious Signature가 [표2]와 동일하다면 속성값중 패

킷길이(ma)에 대해서 카이-제곱 테스트를 연산하 을 때 

생성될 수 있는 Malicious Signature를 나타내고 있다.

3.2 시스템 구성

 앞에서 설명한 탐지 알고리즘은 업데이트가 용이하기 위

해 콤포넌트화 되어서 AR에서 동작하여야 한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AR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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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에서 Component Manager는 Management 

Server의 명령을 받아 임계값 설정등의 콤포넌트 관리와 

트래픽 제어 메시지, signature의 전달, 연산 평균값 유지

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각의 Detecting Component들은 개

별 속성값에 대해 연트로피 연산법, 카이제곱 연산법을 수

행하는 n개로 구성된다. Traffic Control Module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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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raffic Control Module

 공격이 탐지되면 Component Manager에서 Red message

를 보내고 Traffic Control Module에서는 이 메시지를 받

으면 현재 모듈을 지나는 패킷들을 버퍼에 저장한다. 다음

에 Component Module에서 signature들을 받아 각각의 클

래스를 생성한 후에 Green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이 메

시지를 받으면 모듈의 각 클래스는 버퍼에 있는 패킷중 

signature와 일치하는 것을 자신의 큐로 가져온다. 이 큐

에 쌓인 패킷들은 각 노드의 허용 대역폭에 따라 (1) 

Normal (2) Suspicious (3) Malicious의 우선 순위로 트래

픽을 통과시킨다. 여기서 Suspicious Class의 경우 

Adaptive Classification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Suspicious Signature에 일치하는 패킷들을 카운터하고 그 

속성값을 Repository에 저장한다. 만약 패킷카운터의 수가 

임계값을 넘으면 Repository에 저장된 해당 패킷 속성값

을 Component Manager에 전달하고, 이 값은 Adative 

Classification을 수행하는 콤포넌트들에서 분석된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DDoS 공격방어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문제점을 제시하 고, 이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

다. Elementary Classification을 통하여 네트워크의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Adative Classification을 통하

여 간접피해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트래픽의 

이상점을 발견하는 IDS의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

성 signature를 기반으로 실제 트래픽을 콘트롤하는 시스

템을 제안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DDoS 공격의 실제 trace data에 엔

트로피 연산법과 카이 제곱 검정법을 적용하여 임계값 설

정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연구를 수

행할 계획이다. monitoring tool을 무엇을 사용하여 어떤 
속성값을 모니터하는 것이 탐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는지, signature message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에 제안된 구조의 구

현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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