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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많은 기업과 조직에서는 LTE 망을 활용한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공공 안전과 국가 방위에서도 모

바일 환경의 국가재난망과 공군 LTE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모바일 정보보안 위협은 정보유출 공격에서

서비스를 무력화 시키는 DDoS 공격으로 위협이 진화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태블릿PC 등 단말기의 종

류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모바일 단말기의 사양 및 회선 속도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

DDoS 공격은 더욱 위협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DDoS 공격 대응은 네트워크 또는 서버 앞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

법이 보편적이지만 모바일 네트워크 상에 DDoS 공격 트래픽이 유통되어 네트워크 자원을 소비하는 문제점은 계속 상

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단말기 단계에서부터 DDoS 공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재난망 및 공

군 LTE망과 같은 사설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트래픽 유형을 분석하여 DDoS 공격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한

다. 하지만 국가재난망과 공군 LTE망에서 유통되는 트래픽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유통되는 정보유

형이 유사한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전송 트래픽과 동영상 파일 업로드 전송 트래픽을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하여 사설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DDoS 공격 탐지 기준을 정립하고 DDoS 공격을 탐지·차단하는 APP을 시범 구현하여 그 실효

성을 검증하였다.

A DDoS Attack Detection of private mobile network using Time Series

Analysis

Kim Dae Hwan* · Lee Soo Jin** · Pyo Sang Ho***

ABSTRACT

Many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re building a mobile office environment using the LTE network, the national

disaster network and Air Force LTE network are built for public safety and national defense. However the recent

threats on information security have been evolving from information leakage to DDoS attacks to neutralize the

service. Especially, the type of device such as Smart phones, smart pad, tablet PC, and the numbers are growing

exponentially and As performance of mobile device and speed of line develop rapidly, DDoS attacks in the mobile

environment is becoming a threat. So far, universal countermeasure to DDoS attacks has been interception the

network and server step, Yet problem regarding DDoS attack traffic on mobile network and expenditure of network

resources still remain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traffic type distributed in the private mobile network such

as the National Disaster Network, and Air Force LTE network in order to preemptively detect DDoS attacks on

terminal step. However, as direct analysis on traffic distributed in the National Disaster Network, and Air Force

LTE network is restricted, transmission traffics in Minecraft and uploading video file upload which exhibit similar

traffic information are analyzed in time series, thereby verifing its effectiveness through establishment of DDoS

attacks standard in mobile network and application that detects and protects DDoS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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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년간의 논란 끝에 2014년 8월, 국가재난안전통신

망(국가재난망)을 LTE 기술로 결정하였다[1]. 국가재

난망은 비상시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등이 의사소통

하여 신속한 구조 작업을 지원하는 필수 시스템이다.

LTE(Long Term Evolution) 기술이 선정된 이유는 동

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고 사고현장

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실시간 보고 가능하여 재난통제

본부가 현장과 상황을 공유하고 통제에 기여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공군 또한 네트워크중심전에 맞는 지휘통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파수공통통신(TRS) 무전기를 대체

하여 자체 LTE망을 전력화하였다[2]. 공군은 작전지

휘소와 각각의 무기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

전용 네트워크 장비, 컨텐츠 서버, 모바일기기관리

(MDM), 기지국, 단말기용 암호장비, 모바일 메신저

등을 개발하였다.

현재 많은 기업과 조직에서는 상용 LTE 망을 활용

하여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재난

망과 공군 LTE망 또한 공공 안전과 국가 방위를 위해

LTE 기술을 기반으로 상황공유와 지휘통제를 지원하

는 체계를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오피스의 주

요 구성요소인 모바일 단말기, 특히 스마트폰의 급격

한 확산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가 새로운 보안 위협으

로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PC, 카메라, 녹음기, 테

더링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안드로이드와 같

은 개방형 환경에서 누구나 손쉽게 모바일 컨텐츠를

제작·배포가 용이하여 (그림 1)과 같은 보안 위협에 노

출되어 있다[3].

(그림 1) 모바일 오피스 보안 위협

더욱이 해외에서는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네티즌

들이 특정 정부의 인터넷 웹 사이트를 침범하여 정치

적 구호를 게시하거나 DDoS 공격으로 서버를 무력화

시키는 핵티비즘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핵티비

즘에 의해 DDoS 공격 방법은 네티즌들이 스스로 공격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동시에 실행시켜 대상 사이트를

공격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팸메일이나 악성

코드에 의해 악성코드 봇으로 감염되어 해커가 마음대

로 조정하는 좀비 단말기가 되어 DDoS 공격에 사용되

는 특징이 있다[4].

이미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태블릿PC 등 단말기의

종류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모바일 단말기

의 사양과 회선 속도가 빠르게 발전됨에 따라 좀비화

된 모바일 단말기의 성능이 좀비 PC 수준까지 발전하

였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은 수천에서 수만의 단말기

가 한 개의 IP를 공유하고, 기지국 이동에 따라 계속

IP가 변경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DDoS 공격에 사용되

는 특정 IP를 네트워크 또는 서버 앞 단계에서 차단하

는 현 대응 방식으로는 DDoS 공격 탐지 및 차단에 한

계가 있다. 게다가 최근 모바일 기반의 DDoS 공격도

구로 “모바일 LOIC” 등이 공개됨에 따라 기존 PC 기

반의 다양한 DDoS 공격이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동일

하게 가능하게 되었다.

KISA는 DDoS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영세 및

소상공기업의 홈페이지에 대해 무료로 사이버대피소

와 같은 DDoS 방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대

피소는 (그림 2)와 같이 공격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

시켜 정상 단말기만 웹 사이트에 접속을 허용하고

DDoS 공격인 좀비 단말기는 차단함으로써 홈페이지

서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5].

(그림 2) KISA 사이버 대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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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ISA의 사이버 대피소를 사용하는 DDoS

공격 대응은 모바일 네트워크 상에 DDoS 공격 트래픽

이 계속적으로 유통되어 모바일 네트워크 자원을 소비

한다는 문제점과 단말기 사용자가 인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DDoS 공격 트래픽이 발생된다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 안전과 국가 방위로 사용되는

사설 LTE망을 대상으로 DDoS 공격 트래픽이 모바일

네트워크 상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말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시 방안을

구축 예정인 국가재난망과 구축된 공군 LTE망에 직접

적용하여 유통되는 트래픽을 분석하는 것이 제한되므

로 상용 LTE 망에서 전송되는 정보 유형이 유사한

RPG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의 트래픽과 현장 상황 공유

를 목적으로 업로드 되는 동영상 파일의 전송 트래픽

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악성코드가 리패키징된

APP을 활용한 DDoS 공격이 이루어 지는 경향이므로

마인크래프트 트래픽과 DDoS 공격 트래픽을 결합하

여 추가적으로 시계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DDoS 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LTE 보안 대책을 살펴보고, 전송 트래픽으로 사

용되는 마인크래프트의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며, 전

송 트래픽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시계열 분석

의 적용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상황보고

와 상황공유를 위해 사용되는 사설 LTE망에서의

DDoS 공격을 탐지하는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실험 방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실험으로 마인크

래프트의 전송 트래픽과 동영상 업로드 트래픽의 변화

량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제안하는 DDoS 공격 탐지

방안을 사설 LTE망에 적용한 결과로 DDoS 공격 탐

지 및 차단 효과 증명하였다. 끝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와 향후과제를 기술하였다.

2. 관련연구

2.1 LTE 보안

LTE는 AN(Access Netwotk)에 대한 High-Data-

Rate, Low-Latency, Packet-Optimized, Radio-

Access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3GPP가 표준

화한 3.9G 네트워크 기술이다. LTE는 기존의 3G 기술

을 발전시켜 하향 100Mbps, 상향 50Mbps의 전송 속

도와 20MHz의 대역폭을 가지며, 500km/h로 이동시에

도 통신이 유지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LTE는 다양

한 기술들이 반영되어 UE(User Equipment), USIM,

eNB(eNodeB), MME(Mobility Management Entity),

HSS(Home Subscriber Server)의 핵심 요소로 구성되

고 (그림 3)과 같이 HSS와 USIM을 사용하는 인증과

정이 보안 수단으로 사용된다[6]. 이와 같이 LTE 보안

은 인증과정에서 필요한 키의 생성과 전송을 위한 암

호화 및 무결성 검증만이 고려될 뿐 DDoS 공격과 같

은 위협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대응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사이버대피소와 같은 DDoS 공격 대응

서비스를 개발되었고 사이버대피소를 경유하는 트래

픽 중에서 이상 트래픽을 식별하기 위한 탐지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림 3) LTE 인증 과정

2.2 마인크래프트(Minecraft)

스웨덴의 프로게이머가 개발한 마인크래프트는 ‘09

년 PC 버전이 출시된 이후 안드로이드, iOS, Xbox360

버전이 출시되어 ’14년에만 전세계적으로 5400만개 판

매된 샌드박스 인디게임이다. 게임 방법은 초원, 숲,

산, 바다 등에 3차원 블록을 설치하고 부수며, 게임상

의 동물들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고 몬스터로부터 생존

하는 게임이다. 게임 모드에는 서바이벌, 하드코어, 크

리에이티브, 어드벤처, 관전, 멀티플레이 모드가 있고

본 논문의 관심대상은 멀티플레이 모드로 (그림 4)와

같이 서버를 통해 하나의 월드에서 여러 플레이어가

상호작용 하는 게임이다[7]. 상호작용을 위해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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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호대화 메시지, 플레이어의 위치정보, 플레이어

활동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고,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러

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림 4) 마인크래프트

2.3 시계열 분석

시계열이란 한 사건 또는 여러 사건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자료이

다. 시계열 분석은 관측된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모형

화하고, 추정된 모형으로부터 미래에 관측될 값을 예

측한다. 즉, 시계열 분석은 관측된 자료를 분석하여 패

턴을 발견하고 미래에도 패턴의 특성을 잃지 않고 반

복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시계열 모형을 작성한다. 시

계열 분석 방법에는 평활법, 분해법, 활률적 시계열 분

석 방법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사

용되어온 평활법을 사용하였다. 평활법은 관측된 과거

및 현재의 시계열 자료를 이동평균, 가중 이동평균, 이

중 선형 이동 평균법 등의 방법으로 불규칙한 변동을

평활시킨 것이다. 이중 선형 이동 평균법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전송 트래픽 양의 변화를 (수식 1)과 같은 선

형 추세 모형으로 표현하였다[8].

      (수식 1)

최근 보안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도 수집된 정보

의 분석으로 해킹 시도와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하는

활동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9]. 기존 시계열 분석

은 기상 예측, 증시 예측, 경제 흐름 예측 등의 다방면

에서 사용되었지만 침해에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

석하고 침해사고 추이를 예측하여 침해유형간 상호연

관성을 분석하는 곳에도 사용되고 있다[10]. 이와 같은

시계열 분석이 네트워크 트래픽 예측에 적합함을 검증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11].

시계열 분석이 정보보안 분야에 적용된 사례로는,

지수 평활법을 적용하여 실시간 광대역 네트워크 공격

탐지 기법을 제안되었고[12], 웹서버에 대한 DDoS 공

격을 TCP 헤더 내의 플래그 값을 분석하여 공격 여부

를 판단하고 트래픽의 구분을 위해 비율 분석법이 제

안되었다[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패킷 헤더 정보 대

신에 패킷의 수와 트래픽 양의 비율을 구하여 공격여

부를 판단하는 기법도 제시되었다[14]. 여기서 발전하

여 확률이 고려된 ARIMA 모델을 사용한 시계열 분석

방법으로 이상 트래픽의 징후를 식별하는 연구와[15],

기존의 네트워크 패턴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결합하여

DDoS 공격을 탐지하는 방안도 연구되었다[16]. 하지

만 지금까지 시계열 분석이 적용된 연구들은 보호대상

이 되는 네트워크와 서버의 앞 단계에서 DDoS 공격을

탐지하여 네트워크 상에 유통되는 DDoS 공격 트래픽

을 방지할 수가 없었다.

3. 사설 LTE망의 DDoS 탐지 실험 방안

3.1 가정사항

국가재난망과 공군LTE망은 폐쇄망으로, 모바일 플

랫폼별 앱스토어의 APP 보안관리 취약점을 악용한

DDoS 공격 APP의 제작·배포는 쉽지 않다. 하지만 스

마트폰의 휴대 특성상 사용자가 부주의로 기기와 메모

리카드의 도난·분실이 발생할 수 있다. 도난·분실된 단

말기에 강제적으로 DDoS 공격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단말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등을 이용하여 DDoS 공

격 악성코드가 유포되어 좀비 모바일 단말기가 확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단말기 스마트폰 단계에서부터

DDoS 공격에 사용되는 전송 트래픽을 탐지하여 차단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안만이 네트워크

상에서 DDoS 공격 트래픽의 유통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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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인크래프트 트래픽 적용 타당성

국가재난망과 공군LTE망의 주요 기능은 (그림 5)

와 같이 개별 객체들간 상황보고, 임무지시, 위치정보

등이 있다. 이것은 마인크래프트의 게임 접속자들간

상호의사 교환정보, 가상 공간상의 위치정보, 접속자의

활동정보를 서버로 정보를 전송하고, 서버로 종합된

정보를 각각의 게임 접속자 단말기로 전송하여 공유하

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국가재난망과 공군 LTE

망과 같은 사설 LTE망에서 유통되는 전송 트래픽을

대신하여 마이크래프트의 전송 트래픽을 분석하는 것

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

래프트 전송 트래픽의 변화량을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

하여 추세 모형을 확인하였다.

(그림 5) 사설 LTE망 주요기능

3.3 실험방안

실험의 선행 작업으로 웹서버로 동영상 파일 업로

드하는 APP과 임의의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요청하는 DDoS 공격 APP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와 동영상 파일 업로드를 대상으로

100ms 주기로 전송 트래픽을 수집하였고, DDoS 공격

또한 100ms 주기와 100ms 주기 내에서 임의의 시간에

서비스를 요청하도록 설정하여 전송 트래픽을 수집하

였다.

최근 DDoS 공격 악성코드의 유포 방법으로 정상

앱에 악성코드가 추가되는 리패키징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리패키징이란 앱 제작 과정을 거꾸로 하여 앱의

최초 형태인 소스 코드로 변환시킨 후 소스 코드를 수

정하거나 다른 코드를 삽입하여 앱을 다시 제작하는

일연의 과정이다. 최근 정품 마인크래프트를 크랙한

APP이 온라인 상에 유통되고 있으며 리패키징을 통해

악성코드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마인크래프트

는 최대 접속자 숫자가 100만명이 넘는 인기 게임으로

DDoS 공격에 악용될 경우 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된다. 본 논문에서는 마인크래프트에 DDoS 공격을 리

패키징하는 대신에 정상적인 마인크래프트 전송 트래

픽양과 100ms 주기의 DDoS 공격 전송 트래픽 양을

결합하여 트래픽 양을 수집하였다.

각각의 트래픽 유형으로 DDoS 공격 여부를 식별하

기 위해 (그림 6)과 같은 과정에 따라 데이터 수집 및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 트래픽 양 분석 실험과정

4. 분석 및 적용

4.1 전송 트래픽 분석

마인크래프트의 수신 트래픽 양은 송신 트래픽 양

보다 월등히 많아 최대 40배 이상 되는 경우가 있다.

즉, 각각의 게임 접속자 단말기가 의사교환 및 위치 정

보를 전송하지만 대부분 타 게임 접속자들이 송신하는

의사교환 및 위치 정보를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데이터

가 주를 이룬다. 마인크래프트의 전송 트래픽 양의 변

화를 시계열 분석하면 (그림 6-a)와 같이 단말기에서

일정하지 않은 양으로 전송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전송

되고 기울기가 1보다도 작은 선형 추세 모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전송 트래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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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양이 계속 증가하고 기울기가 1보다 큰 선형 추세

모형을 보이며 전송이 끝나면 전송 트래픽이 발생되지

않음을 (그림 6-b)에서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DDoS 공격의 전송 트래픽 변화는 (그림 6-c)와 같

이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공격의 경우와 주기

내에 불규칙하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공격의 경우 모두

기울기가 1보다 작은 선형 추세 모형이다. 하지만 이

전의 마인크래프트 전송 트래픽 변화와 차이점은

DDoS 공격 전송 트래픽 양의 변화는 일부 급격하게

전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울기가 더 0에 가까운 선형

추세 모형이고 시간당 전송 트래픽양이 선형 추세 모

형을 중심으로 상·하 균일하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된

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의 전송 트래픽 양의 변화는

선형 추세 모형에 불균형함이 확인된다.

마인크래프트에 리패키징되는 DDoS 공격의 전송

트래픽 양 변화는 (그림 6-d)와 같이 기울기가 1보다

큰 선형 추세 모형이다.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전

송 트래픽 변화와의 차이점은 동영상 파일 업로드의

경우에는 트래픽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지만 리패키징된 전송 트래픽 양은 불규칙하게 증감

함을 보인다.

(a) 마인크래프트 (b) 동영상파일 업로드

(c) DDoS 공격 (d) 마인크래프트 + DDoS 공격

(그림 6) 전송 트래픽 시계열 분석 결과

(a) DDoS 공격 차단 전

(b) DDoS 공격 차단 후

(그림 7) DDoS 공격 탐지·차단 APP (그림 8) 웹 서버 자원사용 현황



시계열 분석을 적용한 사설 모바일 네트워크의 DDoS 공격 탐지 23

4.2 분석 결과 적용

전송 트래픽의 시계열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7)과 같은 DDoS 공격 탐지 및 차단 APP을 구

현하여 스마트폰의 백그라우드로 APP으로 구동시킨

상황에서 구현된 DDoS 공격 APP을 작동시킨 결과,

DDoS 공격 APP이 탐지됨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DDoS 공격 탐지 및 차단 APP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DDoS 공격 전후에 웹서버를 대상으로

HTTP 서비스 요청 수량과 메모지 자원 사용양의 변

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8-a)와 같이 DDoS 공격 전에

는 웹 서버에 HTTP 서비스 요청수량이 없고 메모리

사용이 안정된 상태이었다. 하지만 DDoS 공격으로

HTTP 서비스 요청 수량이 증가하고 웹서버의 메모리

자원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이 확인하였다. 스마

트폰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전송 트래픽이 발생되는

APP을 탐지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가

DDoS 공격을 직접 차단시킴으로써 (그림 8-b)와 같이

웹서버의 HTTP 서비스 요청 수량이 급감하고 메모리

사용이 정상화됨을 확인하였다. 스마트폰 단계에서

DDoS 공격 APP을 차단 시킴으로써 모바일 네트워크

상에 DDoS 공격을 위한 불필요한 트래픽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고 모바일 네트워크 자원을 소비하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최근 해킹 및 악성코드는 정보유출 피해뿐만 아니

라 비즈니스 연속성 피해를 주는 사이버 침해사고로

진화되고 있다. DDoS 공격은 개방성, 시스템의 복잡

도, 악성코드와 해킹 기술의 고도 발전, 악성코드의 손

쉬운 유통 구조로 사전 탐지와 차단이 어려운 정보보

안 위협이다. 이와 같이 DDoS 공격은 단독으로 운영

되는 국가재난망과 공군LTE망의 사설 모바일 네트워

크도 발생 예외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DDoS 공격 탐지와 차단은 보호대상의

앞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감시를 통해 DDoS 공격을 탐

지하여 차단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다량의

모바일 단말기가 운영되는 환경에서 DDoS 공격의 보

호대상 앞에서 탐지하여 차단하는 방법은 대역폭이 한

정된 무선 네트워크의 가용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 단계에서 선

제적으로 DDoS 공격을 탐지하여 차단하는 방법이 필

요하고 또한 각각의 사설 모바일 네트워크 별로 유통

되는 트래픽 유형을 분석하여 적용기준을 정립하는 것

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국가재난망과 군 작전망에서

유통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신하여 온라인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와 동영상 업로드 전송 트래픽을 대상으

로 시계열 분석을 적용하여 스마트폰 단계에서부터

DDoS 공격을 탐지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시범적으로

DDoS 공격을 탐지하는 시스템 구현을 통해 웹서버 자

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을 확인하고 DDoS 공격 트래

픽이 모바일 네트워크 상에서 유통되지 않음을 확인하

였다.

향후 과제로는 실제 구축될 국가재난망과 공군

LTE망에서 사용되는 상황보고 및 통제 APP을 대상

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DDoS 공격 탐지 기준을 적립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분석 방법중 선형 추세

분석 모형을 제시하였지만 지수 추세분석 및 확률적

추세분석 등 다양한 시계열 분석을 적용하여 최적의

탐지 기준을 정립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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