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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하여 기존의 방어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

고 있는 시점에서, 공격력을 감소시키고 공격대상을 분산시키는 DDoS 공격 방어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DDoS 공격은 개인·기업·연구소·대학·주요 포털 사이트·금융기관 등으로 그 목표와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공격 양상도 네트워크 대역인 Layer 3를 소진하는 공격기법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인 Layer 7을 주목

표로 공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DDoS 공격에 대하여 Proxy Server Group과 Dynamic DNS를 이용한 DDoS 공격을 효율적으로 분산·감소시

키기 위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Method of Preventing DDoS Using Proxy Server Group

and Dynamic DNS

Sang Il Shin* · Min Su Kim* · DongHwi Lee**

ABSTRACT

As the existing strategy of preventing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s has limitations, this study is i

ntended to suggest the more effective method of preventing DDoS attacks which reduces attack power and distribut

es attack targets.

Currently, DDoS attacks have a wide range of targets such as individuals, businesses, labs, universities, major po

rtal sit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types of attacks change from exhausting layer 3, network band to pri

marily targeting layer 7.

In response to DDoS attacks, this study suggests how to distribute and decrease DDoS threats effectively and effi

ciently using Proxy Server Group and Dynamic 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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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공격자가 다수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

시켜, 공격자의 지시에 따라 대량의 유해 트래픽을 특

정 사이트나 시스템에 전송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좀비PC활용 공격기법이다.

기존의 DDoS 공격이 주로 공공기관과 주요 포털

사이트,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지만, 현재의 D

DoS 공격은 개인·기업·연구소·대학 등 거의 모든 사

이트가 공격 대상으로 목표와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공격 양상도 네트워크 대역인 Layer 3를 소진

하는 공격기법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인 Layer 7을 주

목표로 공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장비 없이도 DDo

S 공격 대행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여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DDoS 공격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도 발

전하고 있다.

이러한 DDoS 공격은 다른 네트워크 해킹과 마찬

가지로 근본적으로 TCP/IP의 3-Way Handshaking의

취약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네트워

크 통신 프로토콜을 보완 또는 대처하지 않는 한 근

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존의 방어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공격력을 감소시키고 공격대상을 분산시키

는 DDoS 공격 방어가 최선의 대응책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어 방법과 더불어

새로운 방어방법인 Proxy 서버와 DDNS(Dynamic D

NS)를 이용한 DDoS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기존의 DDoS 공격의 방어 기법을 알

아보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DDos 방어 기법인 Proxy

서버와 DNS 공격유형 및 방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DDoS 공격 및 방어

2.1.1 DDoS 공격 기술

DDoS 공격의 유형을 살펴보면 Flooding 공격, Co

nnection 기반 공격, Application 기반 공격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공격유형이 동일한 공격기법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달리 발전된 공격유형은 Syn, UDP, I

CMP, HTTP Flooding 공격과 웹 어플리케이션의 과

부하를 동시에 공격하는 등의 다양한 공격이 발생하

는 사례가 늘고 있다[1][2][3][4].

2.1.2 DDoS 공격 탐지 및 차단

DDoS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IDS/IPS, 방화벽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DDoS 전

용 대응시스템이나 망 차원의 Netflow, MRTG(Multi

Router Traffic Grapher)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5]. 또한, 웹 서비스 사용자 page 이동경로에 따른

분류, 허용된 사용자에 한해 웹 서비스 접속을 허용

하는 Admission Control을 통한 대응 방안 등이 제

안되고 있다[6][7].

2.2 Proxy 서버

Proxy 서버는 자신을 통해 컴퓨터나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나 컴퓨터에 간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

게 함으로써, 접속을 시도한 클라이언트와 최종 접속

된 서버 사이에 중계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8]. 즉, 사용자의 접속정보를 프록시 캐시(Proxy Cac

he)에 일시 보관하고 여러 사용자가 이를 공유하여

망의 부하와 웹서버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며, 동시에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속도를 개선하는 기

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대역폭을 갖는 구

간에서 인증서버 역할을 대신하여 인증을 해주는 역

할을 하고 있다[9].

2.3 DNS 공격유형

DNS에 대한 공격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네임 서버

의 침입, 네임서버에 대한 서비스 거부 공격, DNS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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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핑 공격, 내부 네트워크의 정보 유출로 분류할 수

있고[10], 공격 형태 또한 변화하고 있다[11]. 이러한

DNS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DNS에 대한 보안 확

장인 DNSSEC(DNS Security Extensions)의 개념이

제시되었다[12][13].

3. 제안하는 방법

DDoS 공격을 위해서는 공격 대상과 공격 지속 시

간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커는 공

격 대상의 IP, 도메인 네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수집

하여 공격 시 IP, 도메인 네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지정하여 공격할 수 있다.

3.1 Reverse Proxy Group를 이용한 DDoS 방어

Reverse Proxy는 실 서버 앞에 위치하여 마치 실

서버처럼 동작하므로 사용자와 공격자는 실 서버의

중요한 정보(O/S, 시스템 자원, IP 주소 등)를 알 수

없으며 Reverse Proxy를 실 서버로 착각하게 된다.

(그림 1)은 Reverse Proxy를 이용한 DDoS 방어의

일반적 시스템 구조이다.

(그림 1) Reverse Proxy를 이용한 DDoS방어

Reverse Proxy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격자가 공격

을 감행하더라도 모든 공격은 프락시 서버가 받게 되

어 프락시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실 서버는 공격에 직

접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구성 정보만 변경하

면 언제든지 즉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림 2)는 이러한 Reverse Proxy 서버를 Group화

하여 구성한 시스템 구조이다.

(그림 2) Reverse Proxy Group를 이용한 DDoS방어

3.2 DDNS를 이용한 DDoS 방어

DDNS의 원래 목적은 유동 IP의 지원과 실시간으

로 DNS 정보를 수정하고 확산시키는데 있지만, 이런

기능을 DDoS 방어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즉, DDoS 공격 중에 공격 대상의 IP가 변경된다면

공격 패킷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네트워크를 떠돌다

가 TTL(Time To Live)값이 0으로 변하는 순간 네트

워크 장비에 의해 폐기될 것이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공격자는 공격을 계속하게 되고, 인지를 한 공격자는

공격 툴을 재 구동 해야만 될 것이다.

DDNS는 DNS 정보(도메인, IP 등)를 도메인 소유

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공격

받는 중에 IP를 변경하거나 일정주기로 IP가 자동으

로 변경되도록 하여 공격자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

3.3 Reverse Proxy Group 와 DDNS를 사용

한 DDoS 방어

Web 서비스 환경에서 Reverse Proxy Group과 D

DNS를 사용하여 DDoS를 방어할 수 있는 모델을 제

한하고자 하며 서비스 제공 형태 및 각자의 시스템

환경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안된 구성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Ÿ RP N : Reverse Proxy 번호 (예: RP 1 = Revers

e Proxy 1)

Ÿ Active : DDNS에 의해 변경된 IP를 소유한 Reve

rse Proxy (실 서버 앞에서 서비스를 중개)

Ÿ 각각의 Reverse Proxy는 모두 고유한 IP를 가지

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는다.

3.3.1 DDNS를 이용한 Active 변경

(그림 3)은 DDNS가 일정 주기로 도메인 네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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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IP를 변경시켜 주므로, 그에 따라 Active가

변경되며 Reverse Proxy N까지 도달하면 다음은 다

시 Reverse Proxy 1부터 재 시작되는 순환구조이다.

만약 공격자가가 IP 변경 패턴(보유한 IP 수, 변경

순서, 변경 주기) 등의 사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

로 무작위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Reverse Proxy Group에 속한 Reverse Prox

y의 수가 적을 경우 순차적, 무작위 방법 모두 공격자

의 사전 정보 수집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Reve

rse Proxy Group에 속한 모든 Reverse Proxy의 IP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림 3) DDNS를 이용한 순차적 Active

3.3.2 DDNS 이용 System에 대한 DDoS 공격

(그림 4)는 제안된 Reverse Proxy Group와 DDNS

이용 시스템에 대한 DDoS 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서

비스 관리자가 설정한 주기로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

는 IP가 DDNS에 의해 자동 변경하여 서비스 마비를

차단하게 해준다.

(그림 4) DDNS 이용 System에 대한 DDos 공격

4. 비교 검증

본 논문에서 제안된 Reverse proxy Server Group

을 5개로 구성한 시스템과 일반적으로 Reverse Prox

y Server Group을 1개로 구성된 시스템을 비교 검증

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DDoS 공격은 Breaking Point를 사

용하였고, 공격 시간은 각 10분에 제안된 시스템에는

Active = 5분으로 IP 변경을 제한하였다.

<표 1>은 두 시스템 구성간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

다. 두 시스템의 구성에 DDoS 공격 시간을 10분으로

하였으나 일반적인 시스템 구조에서는 2분 23초만에

서비스가 정지하여, 76.16%의 공격 성공률을 보였다.

반면 제안된 시스템 구조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Reverse Proxy Server Group이 공격을 방어하여 실

Server가 정상 작동 하였고, Reverse Proxy Server G

roup의 Server 시스템 1개가 정지하여 Active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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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구조 제안된 구조

공격 시간 10분 10분

공격

지속시간
2분 23초 10분

서비스

다운시간
7분 37초 2분 37초

Active 주기 - 5분

System 상태
실 Server

정지

Proxy Server

1대 정지

공격 성공률 76.16% 26.16%

으로 하였을 경우, 26.16%의 공격 성공률을 보였다.

<표 1> 시스템 간 비교 분석

5. 결 론

본 논문은 DDoS 공격의 범위 및 형태가 발전함에

따라 체계적인 방어 방법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Reverse Proxy Group과 DDNS를 이용한 DDoS 방어

구축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Reverse Proxy System과

제안된 Reverse Proxy Group System을 구성하였고,

제안된 System은 DDNS를 활용하여 Active = 5분으

로 IP 변경값을 넣어 구성하였다.

두 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일반적인 시스템은 2분 2

3초만에 실 Server가 정지하여 76.16%의 공격 성공률

을 나타냈다.

반면,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실 Server가 정상적으

로 운영되고, Proxy Server 1대가 정지하여 26.16%의

공격 성공률이 나타났다.

결국, 제안된 시스템의 RP의 개수에 따라 공격 방

어율이 달라 질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안된 구축 방안은 방어 장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 대역인 Layer 3의 소진

성 공격을 받는다면 서버의 동작 여부와 상관없이 서

비스가 마비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소한의 방어 장비를 구축하여 1차적

인 방어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방어 장비의 구축과 전략을 잘 세운다면 D

DoS 공격을 감소시키거나 분산시켜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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