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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악성코드의 지속적인 진화와 확대로 인해 악성코드 자체의 은닉 및 봇넷의 구성, C&C 서버의 
구조뿐만 아니라 좀비 PC 를 이용한 DDoS 공격 방식에도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등

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보호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DDoS 
공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GET flooding 공격의 경우 리다이렉션 방법을 이용하여 회피하였지만, 
최근들어 공격자가 일부 좀비 PC 를 이용하여 공격을 수행한 후 리다이렉션 페이지의 주소를 확보, 
C&C 서버를 통해 리다이렉션된 실제 응답페이지를 직접 공격하게 함으로써 이를 무력화 시키는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호스트이름 변경, 페이지 주소 변경 등을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경 적용하는 다이내믹 리다이렉션(Dynamic Redirection) 기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리다이렉션 
무력화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악성코드로 인해 발생되는 좀비 PC 와 그를 통한 
DDoS 공격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근 심각하고 파괴

적인 침해사고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공격의 난이

도가 높지 않고 쉽게 공격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공격의 효과가 커서 다양한 상업적,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공격 유형을 보면 서버 자원 고갈형 DDoS 
공격인 GET flooding 공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추세

이며, 이는 큰 대역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접속이 
많은 최초접근 페이지에 대해 GET 요청을 보내게 함
으로써 공격을 구분하기 쉽지 않으면서도 서버의 세
션, 디스크 I/O, 해당 페이지와 연결된 미들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에 부하를 가중시킬 수 있는 공격이

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대규모 DDoS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2009 년 7/7 DDoS, 2011 년 3/3 DDoS 공격은 
모두 이러한 형태의 공격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자원 고갈형 DDoS 공격을 방어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악성코드의 특성을 이용

한 리다이렉션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브
라우저가 아닌 악성코드에서 “HTTP 302 redirection” 
응답이나 HTML 태그, Javascript 기능 등으로 구현된 
리다이렉션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페이지에 
대한 모든 요청을 정해진 실제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함으로써 악의적인 공격을 무력화 시키고, 브라우저

를 통한 일반접속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리다이렉션을 이용한 처리방법

이 보편화 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여 공격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실제페이지를 공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페이지의 주소를 확인한 후 직
접적으로 실제페이지를 공격함으로써 리다이렉션 서
버를 우회하는 최근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리다이렉션 방식과 서버의 주소, 페이지 주소를 
변경하는 다이내믹 리다이렉션(Dynamic Redirection) 
기법을 통해 리다이렉션 우회 공격을 방어하는 기법

을 제안한다. 
 

2. 페이지 리다이렉션 종류 및 방법 

 
2.1 HTTP 301, 302 Redirection Code 
 

HTTP 응답 코드 중 하나인 “301 Move Permanently”
와 “301 Move Temporarily”를 이용한 방법으로, 웹서버

의 응답 코드 중 페이지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이동되었음을 의미하며, 해당 코드의 뒤에 위치하는 
이동된 페이지의 주소를 브라우저가 따라서 이동하도

록 하여 리다이렉션 시키는 방법이다.  
웹서버가 설정된 내용대로 직접 응답을 수행하므로 

디스크 I/O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웹서버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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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TML 태그를 이용한 리다이렉션 
 
그림 1 은 HTML 태그를 이용하여 리다이렉션을 구현

한 예제 이다. 그림과 같은 태그를 삽입한 HTML 문
서를 초기 응답 페이지로 위치시키면, 아래 그림과 
같은 태그에서 이동할 페이지를 해석하여 리다이렉션 
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1] HTML 리다이렉션 태그 예제 
 
2.3 Javascript 를 이용한 리다이렉션 
 
 HTML 태그를 이용한 리다이렉션 방법과 비슷하게 
초기 응답 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해석엔진이 자바스크립트 
부분의 이동명령을 해석하여 리다이렉션 시키는 방법

이다.  
 

 
 

[그림 2] Javascript 를 이용한 리다이렉션 예제 
 
 
3. 다이내믹 리다이렉션 (Dynamic Redirection)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DDoS 의 GET flooding 공격

의 경우 주로 해당 웹사이트의 대표 URL 로 요청을 
집중시킨다. 이 때 C&C(Command and Control) 서버로

부터 공격코드나 명령을 받은 좀비 PC 들은 그림과 
같은 형태의 요청을 서버로 보내게 된다.  
  

 
[그림 3] GET 요청 

 
이때 2 장에서 살펴본 각 방법에 따라 리다이렉션 

응답이 클라이언트로 향하게 되고, 이를 해석한 클라

이언트는 실제 응답이 존재하는 서버로 다시 요청을 
보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림 4] 리다이렉션 처리 
 
 
 이때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일정한 리
다이렉션 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취약점

을 막기 위해, 최초 공격 탐지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리다이렉션 주소를 변경하여 실제 브라우저를 통한 
일반 접속이 아닌 경우 예측이 불가능 하도록 하여 
공격을 회피한다.  
 리다이렉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DNS 서버를 
이용하여 호스트네임을 변경하는 방법과 페이지주소

를 변경하여 요청 URI 를 변경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1 호스트네임 변경을 통한 리다이렉션 
 
호스트네임을 변경하여 리다이렉션을 시키는 방법

은 www.test.com 으로의 접속 요청 시 www1.test.com
과 같은 다른 호스트네임을 가진 서버로 요청을 리다

이렉션 시키도록 함으로써 구현된다.  
이 때 리다이렉션 서버는 DNS 서버와 실제 응답 

서버를 변경하여 www2, www3 등 다양한 호스트네임

을 만들어 내고 해당 호스트네임이 가리키는 아이피

주소를 웹서버가 응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으

로 호스트 이름을 변경해 가며 리다이렉션 주소를 재
지정 한다.  
 
3.2 페이지주소 변경을 통한 리다이렉션 
 
호스트네임을 변경하는 방식은 DNS 서버에 대한 

변경과 응답 웹서버의 설정을 아이피 설정을 변경해

야 하는 등의 적용 제약조건이 있어서 사용하기 어려

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서버의 설정이 아
닌 응답 페이지주소를 변경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리다이렉션 서버는 리다이렉션 응답 페이지에 삽입

된 실제 응답 페이지주소를 임의로 정한 후 (예, 
redirected_index.jsp 등) 응답 페이지주소를 똑같이 변
경해 주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리다이렉

션 페이지 주소를 재지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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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용 방법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을 웹사이트의 운영 상황

에 맞게 사용하고, 요청의 빈도에 맞게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공격자의 지속적인 리다이

렉션 페이지 추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림 5] 다이내믹 리다이렉션의 적용 방법 
 
  이때 적용되는 주기는 서버의 상황과 DDoS 공격의 
상황에 맞춰 수분~수십분의 주기를 가지고 수행되며, 
공격자가 변경된 리다이렉션 주소를 파악하여 C&C 
서버를 통해 재 명령을 내리는 주기보다 짧으면 된다.  
  또한 공격 악성코드에 간단한 리다이렉션 해석기능

을 넣어 해당 웹사이트의 리다이렉션 특성에 맞게 대
응을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세가지 리다이렉션 방법

을 혼합하고, 주기적으로 다이내믹 리다이렉션 기법

을 적용하면 이에 대한 대응도 쉽게 할 수 있다.  
 
4. 결론  

 
최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DDoS 공격 기법에서

는 공격자가 일부 좀비 PC 를 이용하여 먼저 공격을 
시도하고, 웹사이트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리다이

렉션을 시도할 경우 C&C 를 통해 직접 리다이렉션된 
실제 응답 페이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리다이

렉션 방어를 무력화 시키는 공격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리다이렉션을 해석하지 못하는 좀비 PC 의 한계

를 손쉽게 극복하고 좀비 PC 를 가려내는 가장 쉬우

면서도 효과적이던 방어수단을 회피하여 DDoS 공격

의 방어를 더욱 어렵게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이내믹 리다이렉션

(Dynamic Redirection) 기법을 사용하면 리다이렉션 주
소를 주기적으로 동적으로 생성하고, 방식에 따라 호
스트네임이나 서버의 페이지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리
다이렉션 회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가상의 좀비 PC 를 이용한 테스트 결과 실제로 호

스트이름의 변경을 통한 방법과 페이지주소 변경을 
통한 방법 모두 회피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좀비 PC 의 경우 웹사이트의 정상 응답페

이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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