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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보 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달이 일상생활처럼 되고 있다. 한 

인터넷, 무선통신, 그리고 자료 교환에 한 증가로 인해 다른 사용자와 속하기 한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침입 차단 시스템과 침입 탐지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외부방어 개념의 
보안 책은 산망 내의 요한 정보  자원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해킹으로 단되는 침입에 하여 라우터의 구조  변경 없이 효율 으로 역추  하기 해서 ICMP 
역추  메시지(ICMP Traceback Message)를 이용한 ICMP 기반의 역추  시스템을 설계한다.

1. 서론1)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 으로 

인해 업무 효율이 높아졌고 생활의 질이 높아졌다. 

하지만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 기술의 발 은 정

인 효과뿐만 아니라 외부 시스템의 불법 침입, 요 

정보의 유출,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역기능도 생겨났

다. 

   이에 최근의 정보보호 경에서는 자신의 리 

도메인 내로 침입하게 되는 공격을 어떻게 효율 으

로 탐지할 것인가와 탐지된 공격을 어떻게 효율 으

로 차단하여 자신의 도메인을 잘 보호할 것인가에 

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탐지된 침입에 

한 응도 자신의 도메인 경계에서 해당 트래픽을 

차단하는 수동 인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

는 상태이다. 그래서 자신의 도메인 입구에서만 해

당 트래픽을 차단함으로써 침입자는 인터넷을 통하

여 제2, 제3의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을 통

한 경제 활동이 자 증가하는 요즘 사이버 공격으

1)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의 지역 신 인력양성사업

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로 입는 피해는 기업의 생존을 하는 수 에 도

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한 

능동으로 응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능동 인 응의 가장 기본 으로 요구

되는 기술이 공격자의 실제 치를 악하는 역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1].

2. 련연구

2.1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해킹 사건에 사용된 수법인 분산 서비스 거부공

격(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은 마스터 

서버에 속하여 하나 혹은 여러 개의 IP 주소를 

상으로 서비스 거부 공격을 수행하게 된다. 이럴 경

우 트리  마스터는 특정한 기간에 하나 혹은 여러 

개의 IP 주소를 공격하도록 하부 서버와 통신한다. 

이는 공격자의 명령에 의해 공격 도구가 설치된 

량의 서버들을 제어해 공격 상 시스템에 치명 인 

서비스 거부 공격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교란

시키려는 해커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 분산 서비

스 거부 공격은 IP 패킷에 근원지 IP 주소를 스푸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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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경로와 패킷의 경로는 서

로 다르다.

(그림 1) DDoS 공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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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분산 서비스 공격의 경우 공격경로와 

패킷의 경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그림 2) 패킷의 송경로와 공격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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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P 역추

   부분의 DDoS 공격은 해커의 치를 숨기기 

해서 IP 주소를 변경하여 공격을 시도한다. 이러

한 공격에 응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해커의 실

제 치를 찾아 응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 해커의 공격 패킷으로부터 별도의 부가 인 정

보를 수집하여 공격 패킷의 실제 인 주소를 찾는 

것을 IP 역추  기술이라 불리며 4가지 기법이 존재

한다. 먼  역추  마킹 기법(Traceback Marking)

기법으로 이는 패킷이 라우터를 거쳐갈 때, 라우터

에서 자신의 특정 정보를 덧붙이고, 피해 시스템은 

라우터 정보가 포함된 수신 패킷들을 통해 역추 하

는 기법이다. 두 번째로 역추  로깅 기법

(Traceback Logging)기법은 라우터로 하여  일정

기간 동안 키 라우터를 거쳐가는 모든 패킷 정보를 

기록하여, 데이터 마이님 기법을 이용하여 패킷을 

역추 하는 기법이다. 세 번째는 링트 테스 (Link 

Testing)기법으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피

해 시스템에 가장 가까운 라우터에서 시작하여 달

되는 패킷의 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기법이다. 마

지막으로 ICMP 역추  기법(ICMP Traceback)은 

라우터에 거쳐가는 패킷에 해서 패킷의 일부가 포

함된 ICMP 역추  패킷을 생성하여 목 지 주소로 

송하고, 송 받은 시스템은 해당 정보를 수집하

여, 공격이 검출되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커

를 역추  하는 기법이다[3].

2.3 역추  시스템

2.3.1 호스트 기반 역추  시스템(Host-based 

Traceback)

   호스트 기반의 역추  시스템은 인터넷 상에 설

치된 모든 시스템에 역추  모듈을 설치해야만 한

다. 설치된 역추  모듈을 이용하여 속을 요구하

는 시스템의 인증을 통해 역추 을 수행하거나,. 해

당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각종 로그 기록을 분석하

여 역추 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역추  기법으로

는 AIAA가 있다.

   AIAA(Autonomous Intrusion Analysis Agent) 

시스템은 침해를 당한 서버의 해킹 피해 분석과 추

을 한 로그 분석을 에이 트를 이용해 자동화한 

역추  시스템이다.AIAA 시스템은 침입자가 거쳐온 

경유 시스템의 리자의 도움을 받아 AIAA를설치

하고, 이 시스템에서 바로 이 의 침입경로와 해킹 

흔 을 분석하고 다시 이 의 침입시스템으로 분석

을 옮겨가서 최종 경유지 서버까지 거슬러 간다.

   AIAA 시스템은 역추  경로상에 존재하는 시스

템들의 리자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기 때문에 역추

을 완료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한 역추  경로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에 직  

속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리자와의 조가 불가

능하여 시스템으로의 근이 불가능한 경우 역추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4].

2.3.2 네트워크 기반 역추  시스템

(Network-based Traceback)

   네트워크 상에 송수신되는 패킷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역추 을 수행하게 된다. 네트워크 기반 

역추  시스템은 송수신 패킷을 감시할 수 있는 

치에 역추  모듈을 설치하게 된다. 주요 역추  기

법으로는 Thumbprints based algorith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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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mbprint란 말 그 로 지문을 의미한다. 

Thumbprint를 이용하는 방법은 역추  시스템 체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추 을 해 공격자의 

시스템으로부터 공격 상 시스템까지의 연결 체인

을 구성하는 알고리듬이다. 본 알고리듬은 연결 체

인에 속하는 호스트들이 속한 네트워크 상에 송수신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한다. 그러나 패킷이 

암호화되거나 터 링되어 패킷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연결 체인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4].

3. 역추  시스템 설계

   iTrace 메시지(ICMP Traceback Message)는 

ICMP 패킷의 Message Body에 일련의 스트링으로 

포함된다. ICMP Traceback Message를 한 ICMP 

Type은 재 정의되지 않았지만, IANA에서 조만간 

정의 할 정이다. Code 필드는 항상 ꡐ0ꡑ으로 설

정되며, Message Body는 하나의 이상의 TLV 

(Type-Length-Value) 엔트리로 구성된다. [그림 3]

은 ICMP 역추  메시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5][6].

(그림 3) ICMP Traceback Message 형태

3.1 에이 트 시스템 설계

   에이 트 시스템은 특정 IP에서 비정상 트래픽 

상이 발생하면 해당 IP를 감시하고, 발생시 문제 

시스템을 손쉽게 찾아 해당 시스템의 정보와 수상한 

Source IP를 서버에 신고하게 된다.

3.4 서버 시스템 설계

   서버 시스템은 I-Trace 에이 트가 설치된 네트

워크 체를 아래 그림처럼 할하고 통제할 수 있

도록 구 되었다. 한 I-Trace 서버의 메인 로그

램은 사용자에게 할하는 네트워크의 황을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 되

었으며, 각 에이 트들은 자신이 가진 네트워크 

리 정보를 서버와 통신을 통해 교환하면서 유기 인 

공격탐지  응 로세스를 처리하도록 개발 하

다.

(그림 4) I-Trace System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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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모니터링  공격자 역추

4.1 네트워크 모니터링

   에이 트 시스템에서는 리자가 설정한 네트워

크 임계치에 따른 패킷 수집을 제공하며, 패킷 헤더 

정보를 iTrace 메시지 생성 모듈에 송하게 된다. 

[그림 5]은 에이 트 시스템에서 임계치를 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림 6]은 패킷 모니

터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임계치 설정 화면

(그림 6) 네트워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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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림 7]은 다양한 원시 데이터의 분석 

단계별 과정을 거쳐 최 한 효율 인 가공을 통해 

얻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트래픽 통계 모듈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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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격 경로 재구성

   에이 트 시스템들은 서버로부터 통보된 공격 패

킷정보를 기반으로 공격패킷으로 의심되는 패킷들을 

검사해 해당 공격 유형과 일치하는 패킷을 찾아낸

다. 이 게 일치하는 추 정보들을 모아서 Victim 

IP를 기 으로 정렬하고, 라우터에서 라우  테이블

이 갱신되는 시간 간격을 갖도록 앞서 정렬된 추

정보를 시간에 따라서 그룹화를 한다. 그런 다음 각 

그룹에 속하는 데이터별로 라우터(에이 트) 주소, 

패킷이 유입된 인터페이스 등의 정보를 갖는 역추  

노드를 생성한다. 이런 과정을 각 네트워크에서 반

복하여 최종 인 공격경로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8)Attacker와 Victim 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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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tw o rk  :  2 0 3 .2 4 7 .4 7 .0
A t ta c k  T y p e 1  :  T C P  S Y N  f lo o d
A tta c k  T y p e 2  :  T C P  S Y N  f lo o d
A tta c k  T y p e 3  :  T C P  S Y N  f lo o d
T o ta l A tta c k  T ra ff ic  :  3 5 6 ,4 4 6 /s

[공 격 피 해 시 스 템 정 보 ]
V ic t im  IP  :  2 1 1 .1 0 1 .9 5 .5 9
A tta c k  T y p e  : T C P  S Y N  f lo o d
N e tw o rk  :  2 1 1 .1 0 1 .9 5 .0
A tta c k  T im e (te rm )  :  0 1 :0 0 .1 8
T o ta l A t ta c k  T ra f f ic  :  3 5 6 ,4 4 6 /s

[공 격 피 해 시 스 템 정 보 ]
V ic t im  IP  :  2 1 1 .1 0 1 .9 5 .5 9
A tta c k  T y p e  : T C P  S Y N  f lo o d
N e tw o rk  :  2 1 1 .1 0 1 .9 5 .0
A tta c k  T im e (te rm )  :  0 1 :0 0 .1 8
T o ta l A t ta c k  T ra f f ic  :  3 5 6 ,4 4 6 /s

5. 결론  향후 연구 방향

인터넷 사용자의 속한 증가로 인한 복잡한 TCP 

반응과 연 되어 네트워크 서비스에 많은 패킷 손실

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

여 학 연구소와 기업체에서는 침입 응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고, 공격자의 근원지를 추 하는 역추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침입에 한 응을 해 ICMP 기반의 

역추  시스템을 분석  설계하 다. 향후 연구로

는 세 한 분석을 통하여 모듈을 설계하고, 이 설계

를 바탕으로 역추  Agent와 역추  Manager를 구

하고자 한다. ICMP 역추  메시지는 재 IETF 

internet Area의 itrace Working Group에서 Internet 

draft로 제출된 상태이다. ICMP 역추  기법은 라우

터에 거쳐가는 패킷에 해서 패킷의 일부가 포함된 

ICMP 역추  패킷을 생성하고 목 지 주소로 송

하고, 송 받은 시스템은 해당 정보를 수집하여, 공

격이 검출되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커를 역추

 하는 기법이다. 더 나아가 이를 능동 네트워크 

기반으로 발 시켜 새로운 역추  시스템을 구 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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