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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의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의 증가는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4)의 주소 부족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는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6)가 제시되었고 단기적으로는 NAT(Network 
Address Translator)가 제안되었다. NAT 는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활용하여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하지만 
역으로 해커들에게 숨은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NAT 기능을 활용한 
IP 공유기를 통해 내부 보안 프로세스를 우회할 수 있는 단말기를 검출하는 탐색 알고리즘을 분석하

고 이를 병렬화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검출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의 사용이 늘고 있고, 
IPTV, VoIP 등을 이용한 서비스가 증가되면서 NAT[1] 
기능을 탑재한 IP 공유기를 통해 유무선 네트워크 환
경을 구축한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

워크 환경은 일반 사용자에겐 편리한 네트워크 통신 
환경을 제공하지만 정보 보안 관점에서 보자면 보안 
통신망을 우회하는 경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듯 
비인가된 IP 공유기를 이용한 우회 경로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으나 정
확도가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2] 

또한 두 가지 이상의 탐지 알고리즘으로 동시에 분
석한 사례도 없다[2]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4 종의 
패킷 탐지 기법을 분석하고 이를 병렬화하는 시스템

을 통해 우회 경로의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
법론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비 인가된 IP 공유기를 검출하기 위
해 사용되는 패킷 수집 , 분석 기법을 병렬화하여 검
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제시하되 
Passive fingerprinting, TTL 패턴 분석, HTTP GET 데이

터 분석 및 IP 패킷의 ID (이하 IP-ID) 패턴 분석의 네 
가지 분석 방법을 병렬화 하여 검출하는 시스템을 구
현하고자 한다. 
 
3. 현재 검출 시스템 특징 및 보안 취약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패킷 수집 및 분석 기법의 종
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다음과 같이 크게 
4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û Passive fingerprinting[3] 
û TTL 패턴 분석[4] 
û HTTP GET 데이터 분석[5] 
û IP 패킷의 ID 패턴 분석[6] 

 
3.1 Passive Fingerprinting 
 
원격지에 있는 단말의 운영체제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OS fingerprinting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OS 
Fingerprinting 은 관리자가 직접 탐지를 위한 패킷을 
생성하는 능동형(Active) 방식과 네트워크 특정 구간 
내 Packet 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수동형(Passive) 방식

으로 나뉜다. 능동형 분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nmap
을 이용한 분석이 있으며 수동형 방식에는 SYN 패킷

의 TCP/IP 헤더 분석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3] 
능동형 분석을 위해 nmap 사용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한 
지연 시간과 점검을 위한 네트워크 부하가 생성된다

는 단점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분석을 위한 
수동형 분석 방식을 사용하였다. 
수동식 분석은 각 OS 별로 TCP SYN 패킷 내 IP 및
TCP 헤더의 특정 필드 값이 일정한 패턴을 갖는 특
징을 이용하여 해당 OS 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동일 
IP 에서 두 가지 이상의 OS 가 검출될 경우 이 IP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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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 기능을 탑재한 IP 공유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 의 항목을 통해 OS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표 1> OS 별 TCP 헤더 정보 

OS TTL WS 
From WS To Win 

Scale 
Time 
Stamp 

Windows XP 
Windows2003 128 65535 X 0 N 

WindowsVista 
Windows7 

Windows2008 
128 8192 16384 2 N 

Linux 64 5840 X 7 Y 
Android 64 5840 X 1 Y 

MAC OS X 64 65535 X 3 Y 
iOS 64 65535 X 2 Y 

 
3.2 TTL 패턴 분석 
 
TTL(Time To Live)은 IP 패킷 내에 있는 값으로서, 

그 패킷이 네트워크 내에 너무 오래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있을 수 있는 홉의 수를 
나타낸다. 패킷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지에 전달되

지 않을 수 있는데 TTL 값은 라우터를 통과할 때 마
다 “-1”씩 감소하여 “0”이 되면 폐기된다. 

TTL 의 초기치는 시스템에 의해 대개 8 비트 길이

의 패킷 헤더에 설정된다. TTL 의 초기값은 표 1 과 같
다. 단말만 연결된 스위치에서 TTL 정보를 수집한 경
우 OS 별 최초값에서 1 이상이 감소한 IP 가 감지되면 
해당 IP 를 공유기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TTL 값을 이용한 분석 방법은 NAT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호스트 수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서 
TTL 값이 변경되거나 Traceroute 와 같이 TTL 값을  
변경되어 전송되는 패킷은 TTL 값을 이용한 탐지방법

으론 오탐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5] 또한 
TTL 값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예외처리 구현된 공유기

의 경우엔 감지가 불가능하다. 
  
3.3 HTTP GET 데이터 분석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방법 중 

HTTP 프로토콜의 GET 데이터의 User-Agent 를 통해 
비인가된 IP 공유기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HTTP 
Header 의 GET 메소드의 데이터를 여러 개 수집하여 
분석해 보면 한 대의 PC 인 경우 거의 유사한 패킷 
시퀀스 번호가 부여된다. 하지만 IP 공유기를 사용할 
경우 동일 IP 에서 동떨어진 시퀀스 번호로 통신되는 
패킷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비인가된 IP 공

유기가 있음을 예측하게 된다. 
또한 User-Agent 의 OS 정보가 하나의 IP 에서 2 개 

이상이 감지된 경우에도 이를 IP 공유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이나 학교와 같이 동일한 운
영체제나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호스트로 구성

된 NAT 환경에서는 정상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한계

를 가지로 있다.[5] 
 

3.4 IP 패킷의 ID 패턴 분석 
IP 헤더의 ID 값은 전송할 데이터 사이즈가 커서 하

나의 패킷을 여러 개로 나누어 전송하고자 할 경우 
사용된다. ID 값은 16 비트로 1 에서 65535 까지 순차적

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IP 에서 2
개 이상의 IP-ID 패턴이 검출되면 그림 1 과 같이 이
를 공유기로 추정할 수 있다.[7] 

 

<그림1> IP-ID를 활용한 IP공유기 탐지 

IP-ID 를 통한 분석은 여러 패턴이 존재할 수 있으

므로 선형 패턴을 감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운영체제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IP 의 
ID 를 선형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 랜덤하게 ID 를 생
성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에서 충남대학교의 NAT 탐지 실험결과를 
보면 한 대의 RED HAT 9.0 호스트에서 두 개의 FTP 
파일을 송수신 한 경우 2 대의 호스트로 탐지하게 되
는 과탐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4. 복수의 검출방법을 병렬화한 검출 시스템 

4.1 검출 방식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패킷은 1 차 필터링을 거

쳐 Passive fingerprinting 분석& TTL 패턴 분석, HTTP 
GET 데이터 분석, IP-ID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

를 도출하게 된다. 
 Passive fingerprinting 분석 방법은, 각 OS 별로 

TCP SYN 패킷의 Windows size, Windows scale factor, 
SACK, time stamp 등이 상이한 값을 갖는 특징을 이용

하여 하나의 IP 에서 다수개의 패턴이 나올 경우 이를 
IP 공유기로 추정한다. 

 TTL 패턴 분석 방법은, TCP SYN 패킷의 IP 해더

에 TTL (time to live) 값이 특정 OS 에 패턴화 된 TTL 
값 보다 1 에서 4 범위로 줄어든 값이 검출될 경우 
이를 IP 공유기로 추정한다. 

 HTTP GET 데이터 분석 방법은, 사용자의 PC 에서 
Web browser 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HTTP GET 데이

터 내의 User-Agent 정보를 통해 수집된 OS 정보가 
하나의 IP 에서 여러개가 검출될 때 이를 IP 공유기로 
추정한다. 

 IP-ID 패턴 분석 방법은, 하나의 IP 에서 두 개 이
상의 IP-ID 패턴이 검출될 때 이를 IP 공유기로 추정

한다. 
 그림 2 처럼 검출 방법 병렬화의 이점은, AND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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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판단할 경우 오탐 활률을 줄일 수 있으며, OR 
조건으로 판단할 경우 탐지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림 2> 복수의 검출 방법을 병렬화한 IP 공유기 

검출 시스템 구조도 
 

4.2 IP-ID 분석과 Passive Fingerprinting 분석 결합 
IP-ID 패턴 분석과 Passive Fingerprinting 분석 기술

을 병렬로 연결할 경우, IP 공유기 아래에 Windows OS
가 설치된 두 개 이상의 PC 가 존재할 때 이를 IP-ID 
패턴 분석에 의해 IP 공유기로 검출 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로 Windows OS 이외의 두 가지 이상의 OS
가 존재할 때 이를 Passive Fingerprinting 을 통해 IP 공
유기로 검출할 수 있게 되어 두 기술이 상호 보완 관
계로 작용할 수 있다. 

 
4.3 IP-ID 분석과 TTL 분석 결합 
IP-ID 패턴 분석과 TTL 분석 기술을 병렬로 연결

할 경우, TTL 값이 감소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 IP 공
유기에 Windows OS 가 설치된 PC 가 두 개 이상이 존
재할 때 이를 IP-ID 패턴에 의해 검출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로 TTL 값의 감소 패턴이 나타나는 공유기 
내에 Windows OS 계열이 아닌 PC 가 존재할 때 이를 
TTL 감소를 통해 IP 공유기로 검출 가능하게 되어 두 
기술이 상호 보완 관계로 작용할 수 있다. 

 
4.4 IP-ID 분석과 User-Agent 분석 결합 
IP-ID 패턴 분석과 User-Agent 분석 기술을 병렬로 

연결하면, IP 공유기 아래에 동일한 Windows OS 가 설
치된 두 개 이상의 PC 가 존재할 때 이를 IP-ID 패턴 
분석에 의해 IP 공유기로 검출할 수 있고, 또 다른 경
우로 IP 공유기 아래에 두 가지 이상의 OS 또는 버전

이 상이한 Windows OS 가 두 가지 이상 존재할 때 이
를 User-Agent 분석을 통해 검출할 수 있게 되어 두 
기술이 상호 보완 관계로 작용할 수 있다. 

 
4.5 IP-ID 분석과 Passive Fingerprinting 분석, TTL 분

석 결합 
IP-ID 패턴 분석 및 Passive Fingerprinting 분석과 

TTL 분석 기술을 병렬로 연결하면, IP 공유기 아래에 
동일 OS 의 PC 가 하나 이상 존재할 경우 Passive 
Fingerprinting 으로는 검출이 안되나 TTL 감소 패턴으

로 IP 공유기로 검출 가능하게 되며, TTL 감소 패턴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Windows OS 가 설치된 PC 가 두 
개 이상 존재할 경우에는 IP-ID 패턴 분석으로 검출

이 가능하게 되어 세 기술이 상호 보완 관계로 작용

할 수 있다. 

4.6 IP-ID 분석과 Passive Fingerprinting 분석, User-
Agent 분석 결합 

IP-ID 패턴 분석 및 Passive Fingerprinting 분석과 
User-Agent 분석 기술을 병렬로 연결하면, IP 공유기 
아래에 동일 OS 의 PC 가 하나 이상 존재할 경우 
Passive Fingerprinting 으로는 검출이 안되나, 버전이 상
이한 Windows OS 가 두 가지 이상 존재할 때 이를 
User-Agent 분석을 통해 검출할 수 있게 되고, 동일한 
버전의 Windows OS 의 PC 가 두 개 이상 존재할 경우 
이를 IP-ID 패턴 분석을 통해 검출할 수 있게 되어 
세 기술이 상호 보완 관계로 작용할 수 있다. 

 
4.7 IP-ID 분석과 TTL 분석, User-Agent 분석 결합 
IP-ID 패턴 분석 및 TTL 분석과 User-Agent 분석 기

술을 병렬로 연결하면, TTL 값이 감소되지 않는 특성

을 가진 IP 공유기에 PC 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TTL 
감소패턴으로는 검출이 안되나, 두 가지 이상의 OS 
또는 버전이 상이한 Windows OS 가 두 가지 이상 존
재할 때 이를 User-Agent 분석을 통해 검출할 수 있게 
되고, 동일한 버전의 Windows OS 의 PC 가 두 개 이
상 존재할 경우 이를 IP-ID 패턴 분석을 통해 검출할 
수 있게 되어 세 기술이 상호 보완 관계로 작용할 수 
있다. 

 
4.8  IP-ID 분석과 Passive Fingerprinting 분석, TTL  

분석, User-Agent 분석 결합 
IP-ID 패턴 분석과 Passive Fingerprinting 분석, TTL 

분석, User-Agent 분석 기술을 병렬로 연결하면, IP 공
유기 아래에 동일 OS 의 PC 가 하나 이상 존재할 경
우 Passive Fingerprinting 으로는 검출이 안되나 TTL 감
소 패턴으로 검출할 수 있고, TTL 값이 감소되지 않
는 특성을 가진 IP 공유기에 PC 가 연결되어 있을 경
우 TTL 감소패턴으로는 검출이 안되나 두 가지 이상

의 OS 또는 버전이 상이한 Windows OS 가 두 가지 
이상 존재할 때 이를 User-Agent 분석을 통해 검출할 
수 있게 되고, 동일한 버전의 Windows OS 의 PC 가 
두 개 이상 존재할 경우 이를 IP-ID 패턴 분석을 통
해 검출할 수 있게 되어 네 기술이 상호 보완 관계로 
작용할 수 있다. 
 
5. 검증 

5.1 테스트 환경 
테스트는 표 2 과 같이 5 개 대역에 242 대의 호스

트가 연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NAT 기능을 수행하

는 공유기의 탐지 정확도를 검측할 수 있도록 수행하

였다. 정확성 분석을 위해 각각의 대역에 설치된 공
유기 및 NAT 모드 장비를 확인한 결과 총 13 대의 공
유기와 10 대의 NAT 모드 VMWare, VPN 서버 1 대까지 
총 24 대의 대상 장비가 확인되었다. 단, 1 대의 공유

기는 연결된 장비가 없어 탐지가 불가능하므로 전체 
탐지 대상은 23 대로 확인하였고 설치 내역은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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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테스트 환경 

대역 
호스트 

개수 
공유기 및 NAT장비 내역 

192.168.180.X 55 
공유기 2대 

NAT모드 VMWare 1대 

100.100.7.X 35 
공유기 1대 

NAT모드 VMWare 3대 

172.168.1.X 40 

공유기 3대 

NAT모드 VMWare 5대 

VPN 서버 1대 

TTL 예외테스트 장비 설치 

172.168.2.X 30 공유기 3대 

172.168.3.X 46 공유기 1대(연결된 장비 없음) 

172.168.10.X 36 
공유기 3대 

NAT모드 VMWare 1대 
 

또한 TTL 패턴 분석을 우회하는 호스트 검출 분석

을 위해 특정 공유기 아래 Linux OS 의 테스트 장비를 
임의로 설치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OS TTL 값 192 를 
출력하도록 “iptables –t mangle –A OUTPUT –j TTL –ttl-
set 192” 명령을 수행하였다. 

총 3 회에 걸쳐 각 방식별로 탐지 테스트를 수행하

되 시간 경과에 따른 탐지 결과 변화 추이 분석을 위
해 10m, 30m, 1h, 2h 경과 후 탐지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표 3 과 같다 
 
<표 3> 검측율 측정결과 

구분 시간 P T U I PT PTU PTUI 합 검출율 

1st 

10m  8   2 1  11 45.8% 
30m  5   3 6 4 15 62.5% 
1h  4   3 3 10 20 83.3% 
2h  4 1  4 4 10 23 95.8% 

2nd 

10m  5   4   9 37.5% 
30m  4 1  4 2  11 45.8% 
1h  3 1  5 4 10 23 95.8% 
2h  2 1  4 6 10 23 95.8% 

3rd 

10m  10 1  6   17 70.8% 
30m  3 1  4 6 4 18 75.0% 
1h  3 1  1 6 10 21 87.5% 
2h  5 1  1 6 10 23 95.8% 

평균 

10m  7.7 0.3  4.0 0.3  12.3 51.3% 
30m  4.0 0.7  3.7 4.7 2.7 14.7 61.3% 
1h  3.3 0.7  3.0 4.3 10.0 21.3 88.8% 
2h  3.7 1.0  3.0 5.3 10.0 23.0 95.8% 

 
5.2 결과 분석 
시간 경과에 따른 탐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초 

10 분 동안에는 IP 헤더로 확인이 가능한 Passive 
Fingerprinting 분석과 TTL 분석에 의한 탐지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Passive Fingerprinting 분석 결과 중 서로 
다른 2 가지 OS 가 검출되지 않고 TTL 분석에 의해 8
대가 탐지된 것은 동일한 OS 를 사용중인 것으로 예
상되었다. 30 분 경과 후에는 공유기에 연결된 호스트

에서 웹을 사용함으로써 User-Agent 분석에 의한 탐지

가 가능하였다. 1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전체 탐지 
가능한 24 대의 공유기 중 20 대가 탐지되었으며 2 시

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23 대가 탐지되어 95.8%의 검

출율을 도출하였다. 2 시간 경과 후 탐지 결과로 분석 
결과 단일 방식만 사용시 19.5%의 탐지율을 보인 반
면 2 가지 이상을 조합한 경우 32%, 세가지 이상을 
조합한 결과 54.1%, 네 가지를 모두 조합한 결과 
95.8%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 그래프

는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시간경과에 따른 검출 결과 그래프 
 

6.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수의 검출 방식을 병렬로 연결

하여 각 검출 방식에서 나타나는 제약사항을 상호 보
완해 비인가된 IP 공유기의 검출율을 높이는데 있다. 
단일한 검출 방식이 오탐(잘못된 탐지)을 하거나 실탐

(탐지하지 못함)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4 가지 검출 방
식의 병렬 구성을 정의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언급된 4 가지 검출 방식 외에 
RTT(Round-Trip-Time) 값을 이용한 단말 호스트의 접
속 유형 판별법[8]을 추가하여 정확도를 개선 향상시

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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