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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난 3 월 3 일 발생한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의 경우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방해하는 현상이 신
고되어 공격 시작 전에 악성코드가 분석됨으로 초동 대응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분산서비

스 거부 공격은 이러한 초동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에서 공격 트래

픽을 효과적으로 탐지 차단하는 DDoS 탐지 엔진이 필요하다. 또한 빠른 트래픽 증가로 인하여 
10Gbps Ethernet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고, 이미 수 백 Gbps 의 공격 트래픽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선로 속도 10Gbps 성능의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탐지 칩 셋의 구현에 대해 기술

한다. 칩 구현을 위한 고려 사항, 엔진 구조, 하드웨어 합성 결과 및 시스템에 장착된 칩의 성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서론 

네트워크와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최근 몇 년간 스마트 
폰에 인한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단말들은 멀티코어 프로세스를 장착한 CPU를 
사용하게 되었고, 단말의 컴퓨팅 성능은 더 강력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이버 공격중의 하나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다[1].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은 분산된 
클라이언트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하여 서버가 
오작동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은 사이버 공격이다. 또한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은 네트워크 좀비를 통한 Bot 
기술에 의하여 더욱 강력한 공격이 가능해졌다. Bot 
에 감염된 컴퓨터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가 좀비로 
악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C&C 
서버의 제어를 받아 공격에 악용되고 있다 [2, 3, 4]. 
이미 백본 네트워크 및 대규모 ISP 들은 10Gbps 
네트워크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며, 망으로 유입되는 
DDoS 트래픽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10Gbps 성능의 
대응 시스템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DDoS 
공격의 경향이 Syn flooding, UDP flooding, ICMP 
flooding등의 네트워크 공격뿐만 아니라 Get flooding 
이나 CC attack과 같은 응용계층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공격들이 혼합된 형태의 복합 공격들이 
발생하고 있어 단순한 임계치 기반의 대응 
방법으로는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5, 6]. 또한 
공격 기법이 다양화되고 있어 트래픽 전수 분석에 
의한 공격 탐지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Syn flooding 부터 CC attack까지 다양한 

공격을 실시간 전수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DDoS 탐지 엔진에 대한 것이다. 본 엔진을 구현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각 기능 블록을 HDL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로 구현하여 합성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엔진을 장착한 
20Gbps DDoS 대응 시스템의 실험 결과를 제시하여 
선로 속도의 DDoS 공격 탐지 및 대응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엔진이 개발되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DDoS 탐지 엔진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할 것이며, 
3장에서는 엔진의 구조에 대해 논한다. 4장에서는 
HDL 합성 결과와 실험 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10Gbps DDoS 탐지 엔진 요구사항 

이미 수년 전부터 10Gbps Ethernet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10Gbps POS(Packet Of SONET)를 주로 사용

하는 ISP 들도 장비 사용 연한이 다하면 10Gbps 
Ethernet 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Anti-DDoS 장비 등을 도입하려는 많은 망이 10Gbps 
Ethernet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10Gbps 의 선로 속
도에서 동작되는 Anti-DDoS 장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10Gbps Anti-DDoS 장비들은 
선로 속도로 패킷을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또한 공격 기법의 정교화로 인하여 과거 단순

한 임계치 기반의 탐지 기법으로는 공격을 효과적으

로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10Gbps 
속도의 패킷 처리 성능이 보장되는 DDoS 탐지 엔진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TCP 세션을 이용한 공격을 탐
지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백만 세션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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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세션 관리 기능이 요구

된다. 이러한 세션 관리 기능은 먼저 TCP 프로토콜을 
이용한 공격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
정 서버를 향하는 패킷의 IP 정보를 Flow 테이블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UDP 나 ICMP 처럼 세션을 갖고 
있지 않는 프로토콜에 대한 DDoS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 Flow 테이블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각 호스

트의 접속 이력을 관리하여 spoof 된 IP 에서 발생하

는 공격 패킷들을 차단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HTTP 
Get 등의 응용계층 공격은 대부분 TCP 프로토콜을 
이용하므로 이들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TCP 세
션 테이블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TCP 세션 
테이블은 세션의 시작과 종료에 대한 정보만이 관리

된다. 하지만 HTTP Get 공격을 세션 단위의 접속 의
도 기반의 DDOS 탐지를 위해서 세션 테이블에 접속 
의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호스트의 접속 의도를 분석하는데, 한번의 비정

상적인 접속 의도 만으로 공격으로 판단하는 경우 오
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시간 간격 동안 발
생한 이벤트 수를 관리하기 위해 이벤트 테이블이 필
요하다 [7].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L3 계층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공격 중에 IP spoofing 된 경우와 fragment 된 공
격도 찾아 낼 수 있어야 한다. L7 계층의 경우 HTTP 
웹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20Gbps DDoS 대응 시스템은 최대 
800 만개의 세션을 관리하고, 세션을 spoofing 할 수 
없는 응용계층 HTTP Get 공격은 공격자 IP 를 자동 
차단하기 위하여 200 만개의 자동 ACL 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방향 10Gbps 처리속도를 지원하며, 
50usec 이하의 지연시간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표 1> 20Gbps DDoS 대응 시스템 성능 

항목  성능치 

Spoofed/non-spoofed 
UDP/ICMP/TCP/IP  

Combined 
UDP/TCP/ICMP 

L3 

Spoofed/non-Spoofed  
UDP/ICMP Fragments 

임계치 및 접속 이력 
관리를 통한 DDoS 공격 
탐지 및 대응 

HTTP GET  

CC Attack 

Incomplete Get Attack  

탐

지 
 

및 
 

대

응 
L7 

Multiple Get request 

세션단위 서버 접속 의도 
분석 기술을 통한 공격 
탐지  
실시간 대응 : 
200 만개 ACL 대응 

CPS  초당 100 만 세션 

Max Connection  최대 800 만 세션 

Throughput  양방향 10Gbps 지원  

Latency  50 ㎲ 이하  

일반 
특징  

대응 방식 In-Line, Out-of-Path 

3. 시스템 구조 

20Gbps DDoS 대응 시스템은 그림 1 과 같은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림 1 의 오른쪽에 10Gbps 두 포트를 수
용하며, 시스템에서는 총 20Gbps 의 패킷을 처리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L3 에서 L7 까지의 트래픽을 분석

하여 DDoS 공격을 탐지한다. 특히 HTTP Get 또는 
CC 공격의 경우 패킷의 페이로드를 분석해야 공격을 
탐지 할 수 있으며, 모든 패킷의 세션을 유지하고 관
리하기 위한 세션 테이블이 디자인의 병목이 되고 있
다. 세션 테이블을 TCAM 을 활용하여 구현 할 수 있
으며, TCAM 의 동작 속도를 고려하면 하나의 칩에서 
20Gbps 성능의 엔진을 구현 할 수도 있겠으나, 동시 
처리해야 하는 세션 수, 동시 flow 수, white list 수, 그
리고 ACL 개수 등을 고려하면 소요되는 TCAM 이 너
무 많고 이를 제어할 칩의 핀 수가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는 FPGA 와 SRAM 으로 이러한 테이블들

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현재 가장 빠른 SRAM 은 약 
200Mhz 의 동작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32 비트의 버
스를 제공하여 있다. 따라서 5Gbps 트래픽을 처리하

는 엔진을 분산하여 설계하는 경우 20Gbps 트래픽을 
처리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의 구조를 그림 1 에 보였다. 그림 1 의 LoBEN 은 
20Gbps 트래픽을 4 개의 탐지 엔진으로 분배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탐지 엔진은 각각 5Gbps 의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ADEN
은 4 개의 SRAM 이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 세션 테
이블, flow 테이블, white list 테이블, 그리고 ACL 테이

블로 사용되고 있다. 표 1 에 보인 탐지 및 대응 기능

은 ADEN 에서 수행된다. 또한 탐지된 결과와 특정 
패킷은 PCI-E 접속을 통하여 CPU 로 전달되고 분석

되며, CPU 에서 대응 정책을 내려 패킷들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리 기능에는 로그 관리 기능과 
상세 분석 기능이 수행된다. 모든 탐지 및 대응 기능

이 하드웨어 칩으로 구현되었지만, 상세한 분석이 필
요한 공격을 추가로 찾기 위해 특정 패킷을 소프트웨

어로 분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림 1) 10G DDoS 대응 시스템 하드웨어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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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칩 합성 결과와 성능 

LoBEN 은 단순한 패킷 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패킷 
버퍼링 기능만을 수행하므로 공격 탐지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ADEN 칩의 합성 결과와 시스템의 탐지/대
응 성능에 대해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ADEN 칩은 Verilog HDL 로 구현되었다. LoBEN 칩과 
ADEN 칩은 64 비트 100Mhz 속도로 연결되어 6.4Gbps 
의 전달 속도를 갖는다. ADEN 내부에서 데이트는 32
비트로 처리되고 있으며, 166Mhz 클록으로 동작되는 
경우 5.3Gbps 의 처리 성능이 보장된다. 최소 패킷 사
이즈는 64 바이트이며, ADEN 에서 최소 크기 패킷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룩업 테이블의 룩업 시간은 16
클록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

도록 구현되었다. 또한 HTTP Get 등의 공격을 탐지하

기 위해서는 최대 1518 바이트 크기의 패킷의 페이로

드에 특정 contents 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세션 테이블 룩업 이전에 특정 contents 를 찾
기 위해 380 클록의 전처리 지연이 발생한다. 이때 칩
의 동작 클록을 150MHz 클록을 사용하는 경우 한 클
록은 약 8 nsec 의 시간이므로 패킷 처리를 위한 지연

은 약 3.2 usec 가 된다.  
ADEN 은 Xilinx Vertex-5 XC5VLC110-1 칩을 사용하였

으며, 최대 동작 주파수는 178Mhz 로 약 5.69Gbps 의 
패킷 처리 속도를 갖는다. 또한 현재 구현된 엔진은 
칩의 내부 리소스를 약 35%를 사용하고, 사용 가능한 
핀이 50% 이상 남아 있어 하나의 칩에 두개의 엔진

을 넣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된 크기의 칩의 
경우에도 최소 두개의 엔진을 올릴 수 있어 11Gbps
의 실시간 처리 성능을 갖는 칩이 구현될 수 있다. 
칩 합성을 위해서 사용한 Synthesis 툴은 Synplify Pro 
9.4 이며, 로직 시뮬레이션은 Modelsim PE 6.4 로 수행

했고, FPGA 통합 툴은 Xilinx ISE 10.1 을 사용하였다. 
L3 이하의 DDoS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기
본적인 기능이며 정상 동작을 확인하였지만 시험 결
과를 본 논문에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2 에서 4 까지

는 지난 2009 년 77 DDoS 에 사용된 좀비가 발생하는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77 DDoS 공격 탐지결과 

 
(그림 3) 77 DDoS 공격 탐지결과 

 

 
(그림 4) 77 DDoS 공격 탐지결과 

그림 2 는 본 논문의 DDoS 탐지 시스템의 GUI 화면

이다. 본 실험을 하기 위해서 8Gbps 의 백그라운드 
트래픽을 실험 망에 인가하고 2 대의 77 좀비가 서버

들을 공격하도록 망을 구성하였다. 77 좀비의 경우 공
격지 정보를 특정 파일을 읽어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격을 시험을 위해서 시험망의 DNS 서버를 
조작하여 타겟 서버의 주소를 시험망에 있는 서버의 
주소로 응답하여 공격 패킷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그
림 3 과 그림 4 는 좀비에서 발생하는 공격 트래픽을 
wireshark 프로그램으로 보였다. 먼저 그림 2 의 중앙

에 4 개의 그래프가 보이는데, 이중 왼쪽 상단의 그래

프가 각 엔진으로 입력되는 트래픽을 보이고 있다. 
왼쪽 상단의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의 중간에서 트래

픽이 증가한 것이 보이는데, 이는 좀비에서 발생한 
트래픽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 그래프에서 하나의 
선은 계속 이전의 트래픽 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스템이 가진 기능중의 하나인 보호 영역 설정 
기능을 보이고 있다. 본 실험에서 그림 3 의 좀비는 

- 864 -



제3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8권 1호 (2011. 5)

보호 영역에 있는 서버를 공격하므로 공격 발생 후 
바로 차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림 4 의 좀
비는 비보호 영역의 서버를 공격하므로 일정 기간 공
격이 유지된 것이다. 이는 그림 2 의 좌측 상단 그래

프의 중심에서 입력되는 트래픽은 증가되었지만, 다
른 하나의 선은 계속 유지되다가 그래프의 마지막 부
분에서 공격 받는 서버를 보호 영역으로 설정하면서 
바로 탐지 차단되어 트래픽이 줄어든 것을 보이고 있
다. 그림 2 의 우측 상단은 차단되어 drop 된 패킷의 
양을 보이고 있다. 77 좀비는 복합 공격을 하며 이중 
HTTP Get 공격은 초당 약 30 개 정도로 초 저속 공격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현된 20Gbps DDoS 
대응 장비에서는 좀비들의 공격을 찾아 차단할 수 있
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과 4 에서 트래픽이 차단된 
후에도 소량의 패킷이 발생하는 것은 Spoofing 된 L3 
공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77 DDoS 공격 탐지결과 

 

 
(그림 6) 77 DDoS 공격 탐지로그 

그림 5 와 6 은 BreakingPoint 를 이용한 180 만 좀비가 
동시에 HTTP Get 공격을 시도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이를 탐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실험에서도 
10Gbps DDoS 대응 시스템은 모든 공격을 찾아 차단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3.3 DDoS 에서는 약 11 만

대의 좀비가 동원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더 많
은 좀비가 공격에 동원된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200
만대의 좀비를 탐지하고 자동 대응하는 기능 실험을 
완료 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10Gbps 선로 속도의 DDoS 공격 탐지 
및 대응 칩에 대한 설계 요구사항과 구현 및 실험 결
과를 보였다. 구현된 20Gbps DDoS 대응 시스템은 64
바이트 패킷이 20Gbps 속도로 시스템에 유입되는 경
우에도 실시간 탐지/대응이 가능하며, 패킷 크기에 의
한 패킷 지연이 증가되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Syn 
flooding 등의 L3 계층의 공격뿐만 아니라 L7 계층의 
HTTP Get 과 CC 공격 등을 효과적으로 탐지 대응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보였다. 현재 해당 시스템은 
기술 이전이 완료되었고, 상용화를 위한 추가 기능을 
구현 중이며, 조만간 상용시스템이 출시 되어 DDoS 
에 대한 위협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는 40Gbps 성능의 시스템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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