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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All-IP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트래픽이 송수신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증하고 있어 이에 한 능동  응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로는 SPIE 시스템 기반 해시 함수와 Bloom filter 방식을 
용한 라우터 심 패킷 경로 역추  기법이 제시되었으나, DDoS 공격이 발생 시 이를 능동 으로 차단하면서 공격 근원지를 

역추 하기에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SPIE  Sinkhole 기반 라우터 기법의 장단 에 한 분석을 통해 
두 방식의 장 을 결합하여 All-IP 네트워크 환경에 합한 IP 역추  방식을 설계하고 이를 구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
법은 기존의 Sinkhole 방식과 유사하게 공격 패킷에 한 수집/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역추  패킷 Manager 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격 패킷에 한 단  수집/제어 할 수 있어 성능 향상과 함께 DDoS 공격에 한 능동  응이 가능하 다.

ABSTRACT

An advanced and proactive response mechanism against diverse attacks on All-IP network should be proposed for 

enhancing its security and reliability on open network. There are two main research works related to this study. First one is the 

SPIE system with hash function on Bloom filter and second one is the Sinkhole routing mechanism using BGP protocol for verifying 

its transmission path. Therefore, advanced traceback and network management mechanism also should be necessary on All-IP 

network environments against DDoS attacks. In this study, we studied and proposed a new IP traceback mechanism on All-IP 

network environments based on existing SPIE and Sinkhole routing model when diverse DDoS attacks would be happen. 

Proposed mechanism has a Manager module for controlling the regional router with using packet monitoring and filtering 

mechanism to trace and find the attack packet’s real transmission path. Proposed mechanism uses simplified and optimized 

memory for storing and memorizing the packet’s hash value on bloom filter, with which we can find and determine the 

attacker’s real location on open network. Additionally, proposed mechanism provides advanced packet aggregation and 

monitoring/control module based on existing Sinkhole routing method. Therefore, we can provide an optimized one in All-IP 

network by combining the strength on existing two mechanisms. And the traceback performance also can be enhanced 

compared with previously suggested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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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은 재의 개별 인 망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타날 다양한 유/무선 

속환경에서 음성, 화상, 데이터  방송이 융합

된 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

통합네트워크(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로 발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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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는 유비

쿼터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차세  네트워크 형식

의 All-IP 환경이다. All-IP 네트워크 환경에서 

DDoS(Distribute Denial of Service) 공격에 해 능

동 으로 응하고 근원지를 역추  할 수 있는 

기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재 인터넷의 개별 인 유/무선 환경에서의 

공격탐지 기술과 역추  기술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차세  네트워크 환경의 All-IP

에서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각각의 망에

서의 단순한 공격탐지의 문제가 아닌 통합망에서

의 유연성을 가진 통합 공격탐지 기술과 역추  

기술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

존의 탐지 기법들처럼 각 망에 한 공격만을 탐

지하는 것이 아니라 All-IP환경에서의 능동 이 

탐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의 IP 역추  방법으로 Bloom filter[1] 기반 

SPIE(Source Path Isolation Engine)[2] 시스템이 제

시되었다. Bloom filter는 Burton H. Bloom에 의해

서 고안된 확률  데이터 구조(Probabilistic data 

structure)로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 을 가

지고 있다. Bloom filter는 일방향성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장하기 때문에 사용되었던 

키를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해당 데이터

가 데이터 셋에 속하는지에 한 유무만을 단

할 뿐이고 해당 데이터를 원형 로 장하지는 

않다. 따라서 Bloom filter는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

터가 해당 데이터 셋에 속하는 지에 한 유무를 

단하는데 매우 효율 이다. 이러한 방식의 데이

터 구조는 매우 작은 데이터 공간(=메모리)을 사

용하여 매우 많은 정보를 장할 수 있고 운 하

는 방식에 따라 검색에 소모되는 로세스 부하, 

소요 시간을 일 수 있어 효율 인 검색을 할 수 

있다[3]. 

SPIE 시스템에서는 Bloom filter를 사용함으로

써 라우터를 지나가는 패킷의 정보를 장하게 

된다. Bloom filter는 시스템의 장 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큰 장 이 있지만, False positive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SPIE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False positive는 DGA(Data generation 

agent)의 Bloom filter에서 공격 패킷이 라우터를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지나갔다고 단하는 경우

이다. 이 문제는 SPIE에서 사용하는 Bloom filter

에 복되는 값을 표시하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2,3]. 

SPIE 시스템에서 역추  기능을 제공하기 해

서 STM(SPIE traceback manager), SCAR(SPIE 

collection and reduction), DGA의 3 가지 구성요소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에서도 모든 라우

터에 DGA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라우터에 공

격 패킷이 지나간 것에 한 여부를 알 수가 있

다. DGA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라우터에 요청 메

시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요청 메시지를 처

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청 메시지를 받더라

도 DGA의 Bloom filter에 패킷의 digest 정보를 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추 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SPIE 시스템의 큰 취약 은  역추 을 하

기 한 라우터에는 DGA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SPIE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Bloom filter 기반 역추  기법 기법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해 Sinkhole 라우터 기반 트

래픽 분석 기법을 용한 IP 역추  기법을 제시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은 기존 SPIE 

시스템의 문제 을 해결하면서 Sinkhole 라우터와 

연계한 역추  방법으로 최근 증하고 있는 

DDoS 공격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2. 기존 SPIE 시스템

2.1 SPIE 기반 IP 역추 [2,4]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를 통해 DDoS, 

Teardrop과 같은 공격이 발생하게 되면 SPIEMON 

(SPIE Monitor)은 Alerts 정보를 감지하고 요청 메

시지를 만들어서 STM에게 보내고 STM은 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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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다시 자신의 역에 연결되어 있는 SCAR

에게 보내게 된다. SCAR은 이 메시지를 SCAR에

게 연결 되어 있는 DGA에게 보낸다. DGA는 이 

요청 메시지 안의 패킷을 해시 함수를 통하여 

digest 값을 DGA내에 장되어 있는 Bloom filter 

값과 비교해 본다. 요청 메시지에 기록된 패킷의 

digest 값과 Bloom filter내에 장되어 있는 digest 

값이 일치하면, IDS 시스템으로부터 공격이라고 

단된 패킷이 DGA가 설치된 라우터를 통과하

다는 것으로 단하게 된다. 만약에 Request 내의 

패킷과 Bloom filter 내에 장되어 있는 값이 일

치하지 않으면, IDS에서부터 공격이라고 단된 

패킷이 DGA가 설치된 라우터를 통과 하지 않은 

것으로 단한다.

(그림 1) SPIE 시스템 공격 역추  방식

2.2 Bloom filter 용

SPIE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Bloom filter는 일방

향성 해시 함수와 비트열의 벡터로서 구성 된다.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      

가 있다. 집합 의 각각의 원소들은 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비트열과 개 

    의 서로 독립 인 해시 함수들로

서 표 된다. 각 해시 함수들의 입력 값에  한 

출력 값의 범 는        까지 되고 

모든 출력 값이 동일한 확률로 나오게 되는 균등 

분포 난수의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집합 의 각 

원소가 평균 으로 사용하는 비트의 수는 

이 된다[1,3].

Bloom filter는 기화, 입력, 그리고 검색의 세 

가지 과정으로 동작한다. 기화 과정에서는   

비트열을 모두 0으로 기화를 한다. 집합 에 속

하는 하나의 원소인 에 해서 개의 해시 함수

에 각각 를 입력 값으로 넣는다. 그리고 비트

열  각각의 해시 함수의 출력 값에 해당하는 

치의 비트를 1로 설정한다. 만약 해시 값이 같을 

경우에도 1로 설정할 수 있으며 다른 제약은 없다.

 

2.3 기존 방식의 단   해결방안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의 SPIE 시스템

에서는 라우터에 설치된 DGA에서 라우터를 지나

가는 패킷의 정보를 Bloom filter에 장한다. 이 

Bloom filter는 메모리에 장이 되는데, DGA의 

메모리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Paging 기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페이지는 작은 Bloom filter를 의

미하며, 총 개수는 100개이다. 한 페이지에서 10

 동안 기록을 하며, 10 가 지난 후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 100개의 페이지에 모두 

기록될 경우 다시 처음 페이지로 돌아가고, 그 페

이지의 Bloom filter는 기화 되어 기록된다. 10

씩 100개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6분이 되며, 

이 시간이 지난 Bloom filter에 기록된 패킷 정보

는 사라지게 된다.

DDoS 공격은 량의 패킷이 특정 IP 네트워크 

주소로 송되는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의 서비스

가 정상 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형태로 패킷을 송

수신할 경우 체 네트워크 심으로 이를 리/

응할 수 있는 기술이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백본 라우터(Backbone router) 심으로 필

터링 과정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다. BGP(Border 

gateway protocol) 로토콜 심으로 라우터에서

는 근원지 IP 주소 값을 심으로 라우터에 수신

된 패킷에 해 필터링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방식은 가장 일반 인 형태라고 볼 수 있으나, 라

우터의 성능  메모리 부분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며 기존의 라우터에 한 부담을 높여주게 된



DDoS 공격 응을 한 Sinkhole 역추  로토콜 설계  구

88 2010. 4

다. 따라서 이에 한 개선 방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Blackhole/ 

Sinkhole[5] 라우터 방식을 이용한 DDoS 응 기

법이 제시되었다. 이 방식은 DDoS 공격 발생 시 

라우터를 통해 송되는 량의 공격 패킷을 

Sinkhole 라우터로 송하여 피해 시스템으로의 

송을 차단하고 공격 트래픽을 Sinkhole로 보내

는 방식이며 역추  방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림 2) Sinkhole 라우터 기반 DDoS 응 방식

기존의 역추  기법으로는 확률론 기반 역추  

기법[6], iTrace 기법[7]  DDoS 응을 한 역

추 [8,9,10] 등 다양한 형태의 역추  기법이 소

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Sinkhole 라우터 방식을 

용한 역추  방식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SPIE 시스템에서 제시

한 Bloom filter 기반 IP 역추  방법의 단 을 보

완하면서 DDoS 공격 응에 능동 인 기능을 제

공하는 Sinkhole 라우터 기반 방식을 결합하여 보

다 개선된 IP 역추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

3.1 Sinkhole 기반 IP 역추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이 개

별 라우터에서 패킷에 한 모니터링 과정을 수

행하고 이를 체 으로 통합 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래 그림은 체 인 구조를 보인다. 

Manager 시스템을 두어 일정 네트워크 환경에 

한 역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 으며 분산 

리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시스템 구성 요소  

체 인 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각 사용자 노드 : 네트워크 일반 사용자  

공격자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상의 종단 노

드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의 TCP/IP 로

토콜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에 속된 사용자 

시스템을 의미한다.

•라우터 : 네트워크 트래픽을 송수신하는 

간 네트워크 장비에 해당한다. BGP 로토콜

을 이용하여 체 인 패킷의 송 경로 등

을 악하며, 패킷의 IP 헤더에 기록된 수신

자 IP 주소를 보고 RIP(Routing information 

protocol),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등의 

경로설정 방식을 이용하여 패킷을 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Sinkhole 라우터 : 앞에서 제시한 일반 인 라

우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별도로 체 

네트워크에 한 공격이 발생하 을 경우 개

별 라우터로부터 Sinkhole 라우터로 패킷을 

송토록 하여 DDoS 발생 시 공격 트래픽에 

한 수집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이에 한 

분석  필터링  역추  등의 부가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라우터 시스템이다.

•Manager 시스템 : 라우터  Sinkhole 라우터

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한 역추   DDoS 

응 기능을 제공하기 해 별도로 구성한 

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일정 규모의 네트

워크를 상으로 공격 트래픽에 한 리/

확인 기능을 제공하며 공격 발생 시 해당 패

킷의 실제 송 경로 등을 별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3) 제안하는 시스템 작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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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inkhole 기반 IP 역추  모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기존 SPIE 시스

템과 Sinkhole 라우터 방식의 장단 을 비교 분석

하여 최 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 다. 라우터를 

심으로 패킷에 한 공격 발생시 Sinkhole 라우

터로 해당 패킷에 한 정보를 송하고 공격 역

추  정보를 생성/ 리하는 구조를 설계하 다.

각각의 라우터에서 구축하게 되는 Bloom filter 

모듈에서는 IP 패킷의 헤더를 포함하여 처음 24바

이트 정보를 취하여 이에 해 해시 함수를 용

하게 된다. 각각의 라우터에서는 수신된 패킷의 

처음 24바이트 정보에 해 두 가지 형태의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해시 값을 생성하고 이를 Bloom 

filter에 장하고 라우터를 통해 다음 홉으로 패

킷을 송하게 된다. 만일 공격 형태에 해당하는 

패킷일 경우 공격 리스트 일에서 검색하고 만

일 공격에 해당한다면 이를 Sinkhole 라우터로도 

송하게 된다.

각각의 라우터에서 용하는 해시 함수의 작동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시 

함수의 질은 얼마나 은 해시 충돌을 일으키느

냐로 결정되는데 MD5와 SHA-0의 경우는 이미 

충돌이 발견되었으며, SHA-1의 경우는 공격법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재까지 충돌과 공격법이 

발견되지 않은 암호학 으로 안 한 해시 함수인 

SHA-256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의 비트

에 해당하는 패킷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항상 256

비트의 출력 값을 갖는다. Bloom filter인 경우 

체 인 크기는 해시 함수의 출력 비트 크기에 

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 으로 장용량  

Bloom filter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일반 으로 32

비트 정도가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존에 암호학 으로 안 하다고 알려진 SHA-256 

함수를 이용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Folding 방

식을 이용하여 최종 으로 32비트 값의 해시 값

을 계산하도록 하 다.

각각의 라우터는 두 가지 해시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시 시작 인덱스를 

변경하여, Manager 시스템  모든 라우터에서 같

은 SHA-256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다른 해시 

값을 추출하도록 하 다.

(그림 4) 패킷에 한 Bloom filter 용방식

본 연구에서 설계  구 한 Bloom filter 모듈

은 라우터에 존재하며 패킷 헤더 정보에 해 계

산된 해시 값을 Bloom filter에 용하여 기록하게 

된다. Bloom filter에 의해서 생성되는 Bloom filter

의 체 크기는 512 메가바이트로, 32비트의 

Bloom filter 값을 기록할 수 있다. 한번 생성된 

Bloom filter는 이후에 라우터에 의해서 역추  과

정 등에 활용된다. 한 추후 필요에 의해서 

Bloom fliter는 삭제될 수 있고 기록된 모든 정보

를 기화 할 수도 있다. 

라우터는 송수신되는 패킷의 정보를 추출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두 개의 해시 값을 구한다. 

해시 값들은 Bloom filter의 용되는 값이며, 

Bloom filter에 기록된 값을 이용해서 패킷이 특정 

라우터를 지나갔는지를 단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5) 제안하는 Bloom filter 기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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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안하는 Bloom filter 기반 역추  방식

공격 트래픽에 한 역추  모듈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사후 공격 경로 재구성  역

추 의 두 가지의 방법으로 수행된다. 실시간 역

추 을 해 각각의 라우터들은 공격으로 단한 

트래픽을 Sinkhole 라우터로 송하며, 트래픽을 

받은 Sinkhole 라우터는 Manager 시스템에 련 

패킷 정보를 달한다. 그리고 사후 공격 경로 재

구성  역추  기능을 제공하기 해 Manager 시

스템은 각 라우터로부터 공격 패킷에 한 검사

를 요청받게 되면 해당 공격 패킷이 특정 라우터

를 지나갔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6) 제안하는 공격 트래픽 역추  방식

앞에서 제시한 Bloom filter 모듈과 역추  모듈 

등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설계  구 한 시스

템 내부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라우터에서는 

패킷에 해 Bloom filter를 용하고 공격 패킷에 

해서는 Sinkhole 라우터로 달하며 련 정보

를 Manager 시스템으로 송하게 된다. 

4. Sinkhole 라우터 기반 IP 역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역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Manager 시스템  라우터 기화 과정, 

Sinkhole 라우터 설정  공격 패킷에 한 Bloom 

filter 용  송수신 과정으로 구성된다.

4.1 Manager 시스템 선정  라우터 기화

본 작동 과정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Manager 

시스템이 해당 네트워크에 속한 라우터에게 Bloom 

filter에 사용되는 해시 함수의 선택  설정 등에 

한 정보 등을 요청하는 단계와 요청을 받은 각각

의 라우터들이 자신의 해시 함수 련 선택 정보 

 라미터 설정 정보 등을 안 한 채 로 

Manager 시스템에 송하여 기화하는 단계로 구

성된다. 본 과정을 통해 Manager 시스템은 주변에 

있는 라우터와 연계하여 DDoS 공격 발생 시 패킷

에 한 모니터링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림 7) 기화 단계

4.2 Sinkhole 라우터 설정

앞의 기화 단계를 거친 후에 Manager 시스템

은 공격 패킷이 장될 Sinkhole 라우터를 설정하

게 된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해당 네트워크 내 

라우터들 에서 Sinkhole 라우터 기능을 담당할 

라우터를 설정하며, 그 단계를 거친 후, Manager 

시스템은 선정된 Sinkhole 라우터에 한 정보를 

해당 네트워크에 속한 라우터 등에게 송하게 

된다. 개별 라우터는 자신의 내부 변수에 Sinkhole 

라우터 주소 값 등을 설정하게 된다.

(그림 8) 설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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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Bloom filter를 이용한 일반 패킷의 처리

일반 사용자에 의해 패킷이 발생해서 송될 

경우 라우터는 패킷에 해 자신의 Bloom filter에 

기록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격 리스

트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해시 값을 갖지 않을 경

우 일반 패킷이라고 단하면서 일반 라우터 기

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9) 일반 패킷 처리단계

4.4 공격 발생 시 역추  기능 수행

공격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 시스템은 우선 

Manager 시스템으로 공격 발생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피해 시스템은 공격이라고 의심되는 공격 

패킷에 한 정보를 Manager 시스템에 송하여 

공격 발생을 알리게 된다. Manager 시스템은 피해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공격 패킷에 해 자체 

장 구조 내에 기록하고, 이를 각각 라우터의 해

시 함수를 이용하여 해시 값을 추출한 후 해당 라

우터에 알리게 된다. 각각의 라우터는 공격 패킷

의 정보를 공격 리스트로 따로 기록하고, 트래픽

에 한 달 정보가 기록된 자신의 Bloom filter

에 Manager 시스템으로부터 각 라우터에 달된 

공격 패킷에 한 해시 값을 검사하게 된다.

각각의 라우터에 기록된 Bloom filter 검사 결과 

각각의 라우터에서는 공격 패킷이 자신의 라우터

를 거쳐 갔을 경우(Packet Passed)와 그 지 않은 

경우로 나  수 있다. 이 정보를 Manager 시스템

으로 송하며, Manager 시스템은 각각의 라우터

에서 받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공격 경로를 구축

하게 된다.

(그림 10) 역추 단계

4.5 공격 패킷 처리  모니터링

공격이 발생하게 되면 각각의 라우터는 평상시

와 마찬가지로 Bloom filter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만일 라우터에 장 리되는 공격 리스트에 기

록된 정보와 재 송되는 패킷의 형태가 유사

한 공격 패킷에 해당한다면 이는 실제 목 지 IP

로 송되는 것이 아니라 라우터에 이미 설정되

어 있는 Sinkhole 라우터로 송된다. 그리고 

Sinkhole 라우터는 Manager 시스템에게 해당 패킷

이 수신된 것을 통보하게 되고, 주기 으로 네트

워크에 한 모니터링 과정을 계속 으로 수행하

게 된다.

(그림 11) 공격 패킷 처리단계

5. 구   성능평가

5.1 역추  로토콜

로토콜 처리 모듈은 로토콜 메시지를 송수

신하기 한 송 모듈과 로토콜을 해석하기 

한 해석 모듈로 나  수 있다. 송 모듈은 메

시지를 보내는 처리를 하는 부분과 메시지를 받

는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다. Manager 시스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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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 모두 공통된 송 모듈을 사용하며, 서로

간의 ID를 이용한 통신 기능을 담당한다. 해석 모

듈은 요청을 한 메시지 생성과 수신된 메시지

를 요청에 따라 해석하는 기능을 한다. 로토콜 

구조와 련된 기능이며, Manager 시스템과 라우

터 각각의 다른 작업을 수행한다.

Manager 시스템이나 라우터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고 이를 처리하기 해 요청메시지를 보내

야 하는 상황이면, 로토콜 모듈은 메시지를 생

성하고 송 모듈을 통해 목 지에 메시지를 

송한다. 마찬가지로 송받은 메시지에 해 로

토콜 모듈은 메시지를 해석하여 메시지의 신뢰성

을 단한 후 메시지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2) 로토콜 처리 과정

5.2 세부 로토콜 설계  구

라우터는 패킷이 지나감과 함께 Bloom filter에 

기록하며, 공격 패킷을 단하여 Sinkhole 라우터

로 공격 패킷을 송한다. Manager 시스템과 라우

터 간 송수신되는 메시지 구조는 다음과 같다.

Manager 시스템은 모든 라우터를 리하면서 

공격에 한 역추 을 한 분석을 주도하게 된

다. 이런 과정을 해 Manager 시스템과 라우터, 

라우터와 Sinkhole 라우터, 그리고 Sinkhole 라우터

와 Manager 시스템간의 통신이 필요하며 이를 

한 로토콜을 다음과 같이 설계  구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로토콜은 Manager 시스

템이 라우터들에게 보내는 설정, 명령, 알림 등의 

메시지와 라우터가 Manager 시스템으로 보내는 패

킷의 이동 경로가 포함되어 있다. ‘Start Code’는 

로토콜을 구분하기 한 값이다. 1 바이트 크기

의 고정된 값을 가지며 다른 로토콜과의 구분을 

한 값으로 사용된다. ‘Message Header’는 보내는 

단말의 ID와 목 지 ID, 체 메시지의 길이, 그리

고 메시지의 CRC 코드를 포함한다. ID는 라우터

의 경우 ‘1’부터 시작되는 고유 번호이며, Manager 

시스템은 ‘0’의 ID를 가진다. 메시지 길이는 ‘Start 

Code’부터 시작되는 체 메시지의 바이트 크기이

다. CRC코드는 ‘Message Header’의 시작 부분부터 

‘Message Body’의 끝까지 CRC코드 부분을 제외한 

값의 CRC를 구한 값이다. ‘Message Body’는 실제 

메시지 정보를 담고 있다. 2바이트 크기의 요청 ID

를 포함하며, 메시지에 따라 크기가 가변 인 형

태로 동작하도록 설계하 다.

가. 기 설정을 한 메시지

‘Request Hash Index’ 메시지는 Manager 시스템

이 각 라우터의 해시 함수 정보를 획득하기 해 

모든 라우터에게 해시 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이

다. 요청 ID의 값 ‘0x0101’이며, 다른 정보는 포함

하지 않는다. 체 ‘Message Body’의 크기는 2 바

이트이다.

 

‘Response Hash Index’ 메시지는 ‘Request Hash 

Index’ 메시지를 받은 라우터가 자신의 해시 함수

의 고유번호를 보내 응답하는 메시지이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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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의 값은 ‘0x0202’이며, 요청 ID 이후에 2 바이트 

크기의 해시 함수 고유번호 두개를 포함한다. 

체 ‘Message Body’의 크기는 6 바이트이다.

‘Set Sinkhole’ 메시지는 Manager 시스템이 

Sinkhole 라우터를 지정할 때 사용되는 메시지이

다. 이 메시지를 받은 라우터를 Sinkhole 라우터로 

지정되어 Sinkhole의 기능을 수행한다. 요청 ID의 

값은 ‘0x0110’이며, 다른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체 ‘Message Body’의 크기는 2 바이트이다.

 

‘Notify about Sinkhole’ 메시지는 Manager 시스

템이 Sinkhole 라우터를 지정한 이후에 다른 라우

터에게 Sinkhole 라우터의 정보를 알리는 메시지

이다. 이 메시지를 받은 라우터들은 Sinkhole 라우

터의 정보를 갱신한다. 요청 ID의 값은 ‘0x0120’

이며, 요청 ID 이후에 Sinkhole 라우터의 네트워크 

정보를 포함한다. 체 ‘Message Body’의 크기는 

8 바이트이다.

나. 공격 등록과 역추 을 한 메시지

‘Attack Packet’메시지는 Manager 시스템에게 공

격 패킷에 한 정보를 보낼 때 사용된다. 

Manager 시스템은 이 메시지를 받으면 공격 패킷 

리스트에 보 하고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공격 패

킷을 바로 용하지는 않는다. 보안 리자에 의

해서 패킷이 분석된 이후에 공격 패킷으로 단

되면 등록하게 된다. 요청 ID의 값 ‘0x0300’이며, 

패킷의 길이 2 바이트와 실제 패킷의 원본을 포함

하고 있다. 체 ‘Message Body’의 크기는 원본 패

킷에 따라 가변 이다.

 

‘Hashed Value’메시지는 공격 패킷에 해 

Manager 시스템이 각 라우터에 맞게 해시 값을 추

출하고 라우터에게 송함으로써 각 라우터로부

터 패킷이 지나갔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각 라

우터들이 공격 패킷을 Sinkhole 라우터로 송하

기 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청 ID의 값 ‘0x0131’

이며, 공격 패킷을 라우터에 맞게 해시한 32비트

의 값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 체 ‘Message 

Body’의 크기는 10 바이트이다.

 

‘Packet Passed’메시지는 라우터가 Manager 시스

템으로부터 받은 공격 패킷의 해시 값을 Bloom 

filter를 이용해 공격 패킷이 자신을 지나갔는지 

단한 결과를 Manager 시스템에게 알리는 

‘Hashed Value’메시지의 응답 메시지이다. 요청 

ID의 값 ‘0x0212’이며, 패킷이 지나갔는지 단한 

라우터의 ID 값 2 바이트와 1 바이트의 결과 정보

를 담고 있다. 결과가 ‘0x01’일 경우 라우터를 지

나갔음을 나타내며, ‘0x00’은 지나가지 않음을 나

타낸다. 체 ‘Message Body’의 크기는 5 바이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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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inkhole 라우터 련 메시지

‘Attack Detection’메시지는 라우터가 자신을 지

나가는 패킷에 해서 공격 패킷이라 단할 경

우, 원래의 목 지로 보내지 않고 Sinkhole 라우터

로 보낼 때 사용하는 메시지이다. 요청 ID의 값 

‘0x0400’이며, 보내는 자신의 라우터 ID와 공격 

패킷의 바이트 단 의 길이, 공격 패킷의 원본을 

포함한다. 체 ‘Message Body’의 크기는 패킷의 

크기에 따라 가변 이다.

‘Attack Trace Router’메시지는 ‘Attack Detection’

메시지를 받은 Sinkhole 라우터가 이를 Manager 

시스템에 알릴 때 사용하는 메시지이다. 이 메시

지를 통해 Manager 시스템은 재 어느 라우터에

서 공격 패킷이 지나갔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요

청 ID의 값 ‘0x0220’이며, 공격 패킷을 단한 라

우터의 ID를 포함한다. 체 ‘Message Body’의 크

기는 4 바이트이다.

5.3 구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로토콜의 동작을 확인

하기 해 유사 작동 로그램을 개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은 리 스 환경에서 

‘IP Queue’를 이용하여 패킷을 추출하며, 추출된 

패킷에서 필요한 바이트를 ‘SHA-256’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해시 값을 생성한다. 이는 메모리상에 

상주하는 Bloom filter에 생성된 패킷의 해시 값을 

기록하고 패킷의 처리를 진행한다. 그 후에 라우

터가 소유하고 있는 공격 해시 목록에서 해시 값

을 검사하고, 존재할 경우 패킷을 거부하는 방식

으로 공격을 탐지하고 Sinkhole 라우터로 송하

며, 존재하지 않을 경우 패킷을 승인시켜 일반

인 라우 이 진행되도록 한다.

(그림 13) 공격 패킷의 단 화면

5.4 성능 평가

All-IP 환경에서의 차세 환경에 맞는 기존의 

연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발 시스템의 성

능을 평가하기 해 하나는 개발 시스템이 용

되지 않은 상태와 용된 상태 두 가지를 상으

로 일정량의 패킷을 송하여 그 송량을 비교

하여 개발 시스템의 용으로 인한 과부하를 측

정하 다.

이 과부하 실험은 아래와 같은 구조를 구축하

고 64,815,121 바이트의 데이터를 근원지에서 목

지로 송하여 측정하 다.

(그림 14) 과부하 실험 환경

측정값은 송 시 걸리는 시간과 당 송되

는 킬로바이트(KB/s)로 나 어, 같은 데이터에 

해 총 10번의 실험을 통하여 개발 시스템의 용 

과 후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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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과부하 평가

의 선 그래 는 송 시 걸리는 시간의 비교

이며, X축은 실험의 횟수, Y축은 (second)이다. 

아래의 막 그래 는 당 송량의 비교이며 X

축은 실험의 횟수, Y축은 당 송량이다.

로토콜 처리, Bloom filter 용 등의 추가

인 작업을 수행하므로 당연히 용하지 않은 일

반 인 상태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알 수 있

다. 평균 으로 봤을 때, 아래 그래 와 같이 송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2% 증가하 으며, 

당 송량은 약 18%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 평균 과부하 평가

개발 시스템이 해시 함수 사용, Bloom filter 

용 등의 추가 인 작업을 수행하므로 당연히 일

반 인 상태보다 과부하가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작업들은 공격 역추 을 한 작업이며, 일

반 상태와 용 상태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

고 있지만, 실험에 사용된 개발 시스템은 유사 작

동 코드이며, 성능보다 공격 역추   DDoS 공

격 응을 한 로토콜 동작 검사에 이 맞

춰져 있어, 과부하를 최소화시켜 성능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다음은 로토콜 동작 실험이다. 즉 공격 패킷

에 해 공격 경로를 재구성하는 실험이다. 패킷

의 공격 경로를 구성하는 실험을 하기 해 아래 

그림과 같이 개발 시스템이 용된 가상의 라우

터 3개를 두고, 가상의 공격 패킷을 만들어서 3개

의 라우터  두 개의 라우터를 거치도록 하 다.

(그림 17) 공격 경로 추  실험 환경

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로토콜을 이용하

여 기화 단계, 설정 단계 등을 거쳐, Sinkhole 라

우터를 설정하고 공격에 한 응  역추 을 

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 다. 그 이후 일반

인 패킷의 흐름을 보내 각각의 라우터가 Bloom 

filter에 패킷 정보를 기록하는지 확인하 다.

공격 경로 추 을 해 임의의 패킷을 공격 패

킷으로 설정하 다. 그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공

격 패킷 리스트에 있는 3개의 패킷  실험 상

이 되는 공격 패킷에 해 ‘Attack Packet’으로 설

정한다. 설정과 함께 Manager 시스템은 ‘Hashed 

Value’메시지를 모든 라우터에게 송하고, 그 메

시지를 받은 라우터는 그 결과를 ‘Packet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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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로 응답한다. Manager 시스템은 모든 라우

터에게 ‘Packet Passed’메시지를 받은 후, Passed 

값이 true인 라우터의 ID를 보여 으로써 어느 라

우터를 통해 송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 다.

(그림 18) 공격 경로 추  실험 결과

마지막으로 본 개발 시스템을 기존 역추  기

법들과 비교하여 본 개발 시스템을 검증한다. 

ITU-T SG17 표 화 회의에서 합의된 역추 에 

한 세부 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11].

(1) 역추  서비스에서, 네트워크 이벤트의 요

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해 역추

 응답 시간이 필요하다.

(2) 역추  메커니즘은 이벤트의 특징에 기반을 

두는 네트워크 이벤트의 근원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를 들면, 트래픽 특징으

로 DDoS 근원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역추  메커니즘은 이벤트의 단일 패킷에 

기반을 두는 네트워크 이벤트의 근원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역추  메커니즘은 스푸 된 패킷의 발신자

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역추  메커니즘은 다른 도메인들 간에 

송되는 패킷의 발신자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응용 계층 라우트가 존재한다면, 역추  메

커니즘은 응용 계층 라우트에서 그 엔티티

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메일 서

비스에서 를 들면, 역추  메커니즘은 받

은 메일을 기반으로 첫 번째 송 메일 서

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역추  메커니즘은 네트워크 계층 경로에 

존재하는 엔티티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어야 하며, 특히 첫 번째 엔티티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를 들면, 수신 

받은 패킷에 기반을 두는 역추  메커니즘

에 의해 진입 라우터를 찾아낸다.

(8) 역추  메커니즘은 IP 주소가 사용 될 때, 

이것의 IP 주소와 시간에 기반을 둔 네트워

크 엔티티의 지리  정보(건물 주소)와 논

리 인 네트워크 치 정보(확실한 네트워

크 기사의 도메인 치 주소)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에 따라 기존 역추  기법과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비교하 다.

(표 1) 기존 역추  기법과의 비교

    요구사항

기법
1 2 3 4 5 6 7 8

Link Test × ○ × × ○ × × ×

Logging × ○ × × ○ × × ×

PPM × ○ ○ × × × ○ ×

iTrace × ○ ○ × × × ○ ×

Hash TB ○ ○ × × × × ○ ×

IPSec TB ○ ○ × × × × ○ ×

overlay TB ○ ○ × ○ × × ○ ×

제안기법 ○ ○ × ○ × × ○ ×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SPIE  Sinkhole 기반 라

우터 기법의 장단 에 한 분석을 통해 두 방식

을 결합하여 All-IP 네트워크 환경에 합한 방식

으로 개선하 으며, 이를 통해 공격 역추  기능

을 개선하고자 하 다. 제안한 기법에서는 특정 

네트워크를 리하는 Manager 시스템을 두어 패

킷에 한 리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공

격 발생시 Sinkhole 라우터로 해당 패킷을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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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된 역추  기법인 경

우 기존 SPIE 시스템보다 간편하고 최소화된 메

모리 구조를 이용하여 Bloom filter 정보를 장할 

수 있으면서도 효율 인 공격자 추  기능을 제

공한다. 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인 경우 기

존의 Sinkhole 방식과 유사하게 공격 패킷에 한 

수집/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Manager 시

스템을 기반으로 공격 패킷에 한 단  수집/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은 기존 기법

의 장단 에 한 분석을 통해 두 방식을 결합하

여 All-IP 네트워크 환경에 합한 방식으로 개선

하 으며, 이를 통해 공격 역추  기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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