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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침입탐지 도구에서 침입에 한 응을 능동 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공격 응 

방법론을 연구하 다. 공격 응 방법론을 도출하기 해, NIDS에서 표 인 공격 유형인 삽입공격, 

회피공격, 서비스거부공격의 험성을 분석하 고, 의심되는 공격에 해 한 행동을 용하기 

한 공격 응 형태와 공격 응 방법론  공격 응 상태를 연구하 다. 

1.  서론

  재의 침입탐지 시스템은 트래픽이 과 한 네트

워크, 스 치드 네트워크, 비 칭 네트워크, 탐지 후 

응의 불가능, 응까지 오랜 시간 소요, 과도한 분

석 데이터의 축 , 정 오류 등 많은 문제 을 가

지고 있다.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공격에 한 

응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응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에서 침입자에 한 추 과 응은 계획을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다. 사용자는 언제 

공격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발생하는지, 공격자가 무

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해 사용자가 

어떻게 응할 것인지에 해 알아야할 필요가 있

다. 그러므로 공격- 응 처리를 설정하는 것은 요

하다. 

  재의 침입탐지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공격 침입

에 해 한 응을 할 수가 없다. IDS 업체에서

는 기존의 IDS에 침입차단 시스템을 조합하여 IPS

(침입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

나 공격에 한 한 응에 한 선행 연구 없이 

이루어지다보니 정형화된 응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인 라 차원에서 

실시간 침입에 한 탐지  역추 , 복구 등의 기

능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응 방법

론에 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공격이 발생할 때 

응방법과 공격에 한 응 차에 한 공격 응 

방법론을 연구하 다. 

2. NIDS에서 표 인 공격 유형

  NIDS에서 표 인 공격 유형은 다음과 같다[4, 

5].

2.1 삽입(Insertion) 공격

  일반 으로, 삽입 공격은 IDS가 종단 시스템보다 

패킷을 처리하는 것이 덜 엄격할 경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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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삽입 공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삽입 공격

공격자의 데이터 스트림

종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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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

네트워크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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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XTACK’

T C KT A A

종단 시스템에
의해 거절

모니터에 의해 수락

X

2.2 회피(Evasion) 공격

  삽입 공격의 반 의 경우로써, 패킷의 처리가 

무 엄격할 경우에 발생하며, IDS를 쉽게 취약성 공

격시킬 수 있으며, IDS의 정확성을 괴시킨다.

(그림 2) 회피 공격

공격자의 데이터 스트림

종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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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비스 거부(DoS) 공격

  서비스 거부(DoS) 공격은 NIDS에서 심각한 공격

이다. 이 공격은 응 능력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공격에 반응을 함(false positive)으로써 IDS가 마비 

상태가 된다.

 CPU 자원 고갈
  CPU의 계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 하도록 하여 

NIDS의 패킷을 캡쳐하는 것이 불가능 하도록 만들 

수 있다.

 메모리 고갈
  IDS가 동작하기 해서는 메모리가 사용되는데, 

여러 가지 로토콜의 패킷으로 인하여 가용한 메모

리를 최 한 사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

 네트워크 역폭 고갈
  네트워크에서 패킷을 캡쳐할 수 있는 양 이상의 

패킷을 보냄으로써, IDS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raw 

패킷을 드롭하도록 할 수 있다.

 IDS 응의 남용

  이 경우에는 IDS의 응 능력이 장  보다는 취

약 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를 들어, TCP의 경

우에는 3-way handshake를 하지 않았는데도, 

SYN+ACK에 IDS가 인식하는 공격 패턴의 내용을 

함께 송함으로써, 실제 연결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IDS는 공격으로 정을 내린다. 이러한 취약성을 이

용하여 무한히 많은 거짓 패킷들을 보냄으로써 IDS

가 마비상태에 빠지게 된다. 즉, 서비스를 할 수 없

다.

3. 공격 응 형태

  공격 응은 의심되는 공격에 해 한 행동을 

용하기 해 사용된다. 공격 응에는 자동화된 

응, 수동  응, 하이 리드 응 등 3가지 형태

가 있다[1,2].

3.1 자동화된 응

  자동화된 응은 특정 이벤트의 탐지에 기반을 두

고 자동 으로 발생하는 응이다. 규칙이 설정된 

후 공격자가 능동 포트에 연결을 하고 특정 공격 스

트링을 송한다면 이 연결은 제거된다. 그리고 시

스템은 안 한 상태로 반환된다. 자동화된 응은 

정당한 로세스의 수행을 정지시키는 오탐지의 약

을 가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자동화된 응이 있

다. 

3.1.1 연결 제거 

  이 공격 응은 일반 으로 방화벽에서 포트상의 

모든 연결을 단시킨다. IDS/IPS는 연결을 단하

도록 방화벽을 설정한다. 이것은 공격이 알려진 공

격의 특정 스트링과 일치하면 동작한다. 이것은 단

일 호스트에게만 향을 다. 그리고 공격자는  

다른 호스트를 이용할 것이고 공격할 것이다. 이러

한 공격 형태에 한 응은 공격자가 다시 공격을 

하기 에 약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3.1.2 Throttling(시간 조 )

  이것은 포트 스캔에 응하도록 사용되는 기술이

다. Throttling은 스캔 요청에 해 응답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응 방법이다. 따라서 액티비트가 증가

하는 만큼 지연도 증가한다. 많은 스캐 가 타이

에 의존하기 때문에, 추가된 지연은 부분 스크립

트-구동 스캔을 가로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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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Shunning(거 )

  이것은 공격자를 식별하고 공격하는 시스템을 거

부하는 처리이다. 공격된 호스트 는 방화벽이나 

라우터 같은 네트워크 검사 치에서 동작한다. 이 

같은 응의 단 은 공격자가 Shunning이 사용될 

것을 상하고 있다면 공격자는 공격의 IP 주소를 

스푸핑함으로서 정당한 서비스와 정당한 IP 주소를 

막도록 고의로 이 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3.1.4 세션 스니핑 는 RESET

  이 기술은 공격 시그니쳐가 탐지될 때 사용된다. 

IPS는 연결을 단하도록 조된 RESET 비트를 연

결의 양 종단에 송한다. 이것은 버퍼가 오버 로

우되게 하며 연결을 단시키고, 공격을 막는다. 세

션 스니핑은 TCP 패킷상의 PUSH 래그를 설정함

으로서 공격자에 의해 무력화된다. 이것은 패킷이 

도착했을 때 각 패킷이 어 리 이션으로 푸쉬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일반 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세션 스니핑은 인 것은 아니지만 

당한 응을 수행할 수 있다. 

3.1.5 Islanding(고립)

  고립은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자동 응이다. 이것

은 만일 충분한 양의 공격들이 일정 기간을 과하

여 발생한다면, 침입탐지 도구는 명령을 논리 제어 

계기에게 보내고 라우터의 기능을 지 시킨다. 

비록 서비스 거부 조건에 한 심각한 문제 가 있

다고 해도,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는 

리자의 부재시에 사용될 수 있는 략이다. 

3.2 수동 응

  자동화 응은 그것이 동작할 때는 최상이지만 아

직까지 사람이 정보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자동화 공격이 할 수 없는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다. 공격에 한 응을 수동

으로 하기 하여, 정형화된 방법론과 충분한 인

원 그리고 치 한 계획이 필요하다. 

3.3 하이 리드 응

  탐지기술과 사람 간 상호 조화로운 재 노력 없

이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는 IDS은 존재하기 어

렵다. 그러므로 하이 리드 응은 가장 일반 인 

형태의 응이다. 하이 리드 응은 자동 응과 

수동 응의 간단한 조합이다. 재의 많은 상용 

IDS의 부분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  공격 응 방법론  공격 응 상태

 

4.1 공격 응 방법론

  본 에서는 공격- 응 처리를 단계 별로 분석하

다[1,2]. 

4.1.1 험 분석 수행

  공격- 응 처리의 첫 번째 단계는 험 분석이다. 

험 분석은 기 내의 험을 식별하고 이들 험으

로부터 생되는 잠재 인 손실을 고려하는 것이다. 

험은 양 인 측면과 질 인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양 인 험 분석은 험 평가의 요소와 잠재 인 

손실에 해 객 인 수치 값( 액)을 할당한다. 양

인 험은 일반 으로 특정 험과 결합되는 손실

의 양을 결정하기 하여 연간 손실 망(ALE: 

Annual Loss Expectancy)을 사용한다. ALE은 손실

의 값과 손실의 확률을 곱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손실 * 확률 = 험

  질 인 험 분석은 사용자가 공격이 얼마나 성공

했는지, 공격의 상이 얼마나 요한지를 자세히 

살필 수 있고 1에서 10까지의 등 으로 평가한다. 

한 사용자는 1에서 10까지의 한 등 의 응

방법을 용할 수 있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격 성공 + 요성) - 응책 = 험

  이 같은 근의 문제는 공격의 성공 여부, 공격 

탐지의 주체, 피해정도에 해 매우 주 이라는 

것이다. 

4.1.2 공격- 응 방법론 설계

  공격 응은 (그림 3)과 같이, 비(preparation) 

단계, 탐지(detection) 단계, 억제(containment) 단계, 

박멸(eradication) 단계, 복구(recovery) 단계, 추

(follow up) 단계 등 6개의 단계로 구성된다.

4.1.3 공격 응  구성

  순조롭게 공격 응을 용하기 해 공격 응 

을 구성한다. 공격 응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공격 코디네이터(IC: Incident Coordinator)
    IC는 보안 과 네트워킹 그룹간의 요한 규

칙 코디네이 을 도와 다. IC는 통신 처리와 

갱신되는 공격유형, 침입탐지규칙  응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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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격 리자(IM: Incident Manager)
    공격 리자의 역할은 공격 리와 공격에 

한 기술  취 을 수행한다. 향후 통신을 해 

공격 분석자와 IC에게 그 정보를 보고한다.

 공격 분석자(IA: Incident Analyst)
    공격 분석자는 공격으로부터 기술 으로 억제, 

박멸, 복구를 수행한다. 이들 개개는 기술  공

격 응과 보안뿐만 아니라 통신 기술을 가진 

문가이다.

  

(그림 3) 6단계 공격- 응 모델

준비단계준비단계

탐지단계탐지단계

억제단계억제단계

실제 공격인가?실제 공격인가?

박멸단계박멸단계

복구단계복구단계

추적단계추적단계

공격

Yes

No

훈련된 학습  

4.1.4 IDS 공격에 한 응

  공격 응과 침입 탐지  방지의 가장 요한 측

면  하나는 발생된 alert의 취 이다. IDS는 상당

히 많은 alert를 발생시킨다. alert가 정당한지 아닌

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IDS는 서비스 거부 공

격을 탐지하기 하여 많은 종류의 다른 시그니쳐와 

비정상행 를 검사한다.

4.2 IDS 공격 응 상태

  공격에 응하기 해서는 확인(Confirmation), 

응(Applicability), 발신지(Source), 범 (Scope), 응

(Response) 등 5개의 상태가 있다.

  (그림 4)처럼, 확인, 응, 발신지는 탐지 단계 부

분이다. 범 를 결정하는 것은 억제 단계 동안 수행

된다. 마지막으로 응은 공격 응 방법론의 박멸 

단계 동안 발생한다.

      

(그림 4) 5개의 공격 응 상태

준비단계준비단계

탐지단계탐지단계

억제단계억제단계

박멸단계박멸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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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재의 침입탐지 시스템은 탐지 후 응의 불가능

과, 응까지 오랜 시간 소요되고 정에 한 오류 

의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

서는 침입탐지 도구에서 침입에 한 응을 능동

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공격 응 방법론을 연

구하 다. 공격 응 방법론을 도출하기 해, NIDS

에서 표 인 공격 유형인 삽입공격, 회피공격, 서

비스거부공격의 험성을 분석하 고, 의심되는 공

격에 해 한 행동을 용하기 한 공격 응 

형태와 공격 응 방법론  공격 응 상태를 연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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