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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화벽(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DS) 등과 같은 기존의 이러한 수동 인 보안 시스템은 최근 능동

인 시스템으로 발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P 역추  기술을 이용한 능동  보안 시스템을 제

안한다. IP 역추 을 해 ICMP 형태의 역추  메시지를 구 하고 지역 네트워크에 배치되는 에이

트와 리 네트워크에 배치되는 서버 임워크를 설계하고, 이러한 능동형 보안 시스템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자를 추 하고 고립화하기 한 보안 메커니즘을 구 한다.

1. 서론 

재 네트워크 보안 리는 방화벽(firewall), 침입탐지

시스템(IDS)과 결합해서 자신의 도메인 상에서만 공격을 

탐지하고 보호하는데 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최근

의 공격의 많이 시도되고 있는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같은 경우 공격은 거짓 공격자 주소를 사용하

여 에이 트화, 분산화, 자동화 되어 여러 네트워크를 경

유하여 목표 시스템을 공격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공격

에 해서 차단하더라도 다른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제2, 

제3의 공격이 가능하다. 그 게 때문에 자동화된 실시간 

역추  기법으로 공격자는 반드시 역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격자에게 주지시키게 되면 공격 시도 자체를 

일 수 있게 된다. 한 공격자의 네트워크 속 자체를 차

단하여 네트워크로부터 고립화 시키는 것과 같은 능동 인 

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격에 해 자동화된 실시간 역추  기

술을 용한 능동형 보안 시스템을 제안하여 좀 더 안

한 네트워크 환경을 이루고자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능동형 보안을 한 능동 보안 기술에 

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침입자 역추 을 한 IP 역추  

기술에 해서 소개한다. 4장에서는 침입자 역추 을 한 

능동형 보안 임워크를 기술하고 5장에서는 제안 시스

템에 한 실험과정과 결과에 해 기술한다.

2. 능동 보안 기술

능동 보안 기술에서의 능동이란 보안 측면에서 네트워

크 침입에 한 능동 인 응을 의미한다. 능동 인 응

은 주로 침입자에 한 역추 (traceback)과 침입자의 트

래픽에 한 응(blocking, isolation 등)에 주안 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능동 보안이란 공격자를 추 하여 

공격자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의 속 을 차단하거나,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형 보안 기술을 총칭

한다[1].

본 논문에서는 능동보안 기술과 련하여 IETF에서 제

안하는 “ICMP Traceback Message" 기술을 이용한 능동

인 보안 시스템을 제안한다. 한 제안 시스템은 기존의 

수동 인 보안 시스템의 문제 을 극복하고 능동보안 기

술을 만족하기 해 다음 사항을 만족한다.

능동 보안 시스템 요구 사항

확장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수용을 한  
유연한 확장성

실시간 침입에 따른 실시간 인 응

응성 기존 네트워크 변경 없이 용

능동형 공격 
응

공격자의 치의 역추 을 통해 
능동 인  응 제공

보안 리 
역간의 연계

단일 네트워크뿐 아니라 네트워크간의 연
계에 의한 로벌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응 방안 제공

<표 1> 능동 보안 시스템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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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요구 사항을 만족함으로써 보안 환경 변화  

보안 정책에 신속한 응성을 가질 수 있고 에이 트와 

서버와의 상호 연계를 통해 우회 인 사이버 공격, DDoS 

공격과 같은 무차별 인 공격에 응할 수 있는 능동형 

보안 시스템을 만족하고자 한다.

3. IP 역추  기술

3.1 확률  패킷 마킹 기반의 역추  기법

확률  패킷 마킹 기법(PPM: Probabilistic Packet 

Marking Scheme)은 네트워크를 순회하면서 지나간 라우

터의 IP 주소를 패킷 속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마킹된 패

킷을 받은 호스트는 라우터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지나온 

경로를 재구성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일반 으로 패킷 마

킹은 IP 헤더의 Record Route option 필드나 

Identification 필드를 이용하여 라우터의 주소를 장하는 

방식으로 Node Append, Node Sampling,, Compress Edge 

Fragment Sampling 기법 등이 있다[2][3][4].

3.2 호스트 기반의 역추  기법

호스트 기반의 연결 역추  기술은 역추 을 한 모듈

이 인터넷상의 호스트들에 설치되는 역추  기법으로 호

스트에서 발생하는 로그 기록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

로 역추 을 진행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이

용하여 역추 을 수행하기 해서는 인터넷상의 모든 호

스트에 역추  모듈이 설치되어야 하고, 역추  경로 상의 

단 1개의 시스템에서라도 어떤 문제에 의해서 역추  정

보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역추 이 불가

능하게 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5][6].

3.3 네트워크 기반의 역추  기법

네트워크 기반의 역추  기법은 네트워크상에 송․수신

되는 패킷으로부터 역추  정보를 얻어 근원지를 역추  

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의 역추  기법으로

는 SPIE(Source Path Isolation Engine), SWT(Sleepy 

Watermark Tracing) 등이 있다[7][8].

4. 능동형 보안 시스템 임워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능동형 보안 시스템 임워크에서 

IP 역추 을 하여 IETF가 제안하는 iTrace Message(ICMP 

Traceback Message)를 이용하며, 각 지역 네트워크에 에이

트가 설치되며 리 네트워크에 서버가 설치된다. 각 지역 네

트워크에 설치된 에이 트는 역추 시 iTrace Message를 생

성하여 서버에 송하게 되고 리 네트워크에 설치된 서버

는 각 지역 네트워크에 설치된 에이 트들로부터 수신한 

iTrace Message를 이용하여 침입자 역추 을 수행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역추  시스템 서버와 

에이 트가 설치된 네트워크 구조이다.

(그림 1) 역추  서버/에이 트가 설치된 

네트워크 구조

4.1 iTrace Message 구조

제안 시스템에서 IP 역추 을 해 사용하는 iTrace 

Message는 ICMP의 형태로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메시지는 ICMP 형태의 ICMP 패킷을 달한다. 

(그림 2) iTrace Message 형태

(그림 3) iTrace Message에서의 Type 형태

여기서 상  필드의 Forward Link와 Backward Link는 

역추  패킷에 한 이동경로를 제공하고 iTrace 

Message 연결 구성을 한 경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공격자에 의한 조 iTrace Message를 방자하기 

해 자서명의 인증 기술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HMAC 인증을 사용한다. HMAC 알고리즘은 MD5와 

SHA-1 모두 지원하며 제안 시스템에서는 SHA-1 알고리

즘을 사용한다.

4.2 에이 트 시스템 구조

에이 트는 각 지역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네트워크 트

래픽 수집, 패킷 분석, iTrace Message 탐지, i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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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생성, 비정상 패킷 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 4) 에이 트 시스템 구조

iTrace Message 생성 차는 다음과 같다. 공격자에 의

한 조 iTrace Message를 방지하기 해서 서버와 에이

트는 비 키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 이때 비 키는 서버 

측에서 생성하여 에이 트에게 송되게 된다. 에이 트에

서는 iTrace Message 생성후 비 키 K값을 이용하여 메

시지 해시값을 생성하여 같이 서버에게 송하게 된다. 서

버는 iTrace Message 수신후 에이 트와 공유한 비 키 

K를 이용하여 iTrace Message 해시값을 생성후 에이 트

에게 수신한 iTrace Message 해시값을 비교하게 된다.

(그림 5) iTrace Message Create Module

4.3 서버 시스템 구조

서버는 리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지역 네트워크에 설

치되어 있는 에이 트로부터 iTrace Message를 수신하여 

역추  경로 구성을 수행하고 침입에 따른 정책을 에이

트들에게 송하는 역할을 한다. 한 에이 트들이 수집

한 지역 네트워크의 패킷을 통해 각 지역 네트워크에 

한 트래픽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6) 서버 시스템 구조

침입탐지 시스템에서 침입 정보를 수신하게 되면 서버 

시스템은 해당 패킷에 한 패킷 차단 정책을 각 에이

트에게 하고 iTrace Message 생성 명령을 송신하게 

된다. 에이 트로부터 iTrace Message 수신후 서버의 

iTrace Message 인증 블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

해 iTrace Message의 유효성을 검증하게 된다.

(그림 7) 서버-에이 트 간의 비 키를 

이용한 iTrace Message 검증

먼  서버의 비 키 생성 모듈에서 각 에이 트들과 공

유할 비 키 Kn를 생성한다. 서버는 생성한 비 키 Kn를 

비 키 DB에 장하고 각 에이 트들과 공유하게 된다. 

침입 발생 후, 에이 트로부터 수신한 iTrace Message의 

유효성 검사는 이 에 교환한 비 키 Kn을 이용하여 하

게 된다. 그림 10은 공격자가 에이 트 2를 통해 조 

iTrace Message를 서버에게 송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서버는 에이 트 2와 교환한 비 키 K2을 이용하여 해시

값을 생성하여 공격자가 보낸 조 iTrace Message를 식

별하여 폐기하게 된다.

4.3 iTrace Message를 이용한 경로 재구성

그림 9는 본 연구에서 설계된 해커의 공격에 한 역추

과 응, 그리고 역추  결과를 통보하는 매커니즘을 보

여주고 있다. 서버-에이 트 간의 비 키는 서로 공유하

고 있고 역추 을 한 에이 트는 라우터에 모듈화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에이 트는 모든 패킷에 해 1/20,000

의 확률로 iTrace Message를 생성한다.

(그림 8) 공격에 한 역추  응

네트워크 A내의 해커가 네트워크 D에 있는 시스템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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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다음과 같은 역추  과정을 거쳐서 응 하게 된다.

단계 1. 네트워크 A내의 해커는 네트워크 D내의 호스트

를 공격하기 해서 네트워크 B를 경유한다. 

단계 2. 해커는 네트워크 D내에 있는 호스트 공격을 시

도한다.

단계 3. 네트워크 D는 공격을 탐지하고 침입 사실을 서

버로 통보한다.

단계 4. 서버는 침입 사실을 네트워크 D에 있는 에이

트들에게 통보하고 네트워크 D의 에이 트는 

피해 시스템을 목 지로 하는 패킷들에 한 차

단을 실행한다.

단계 5. 서버는 각 에이 트들로부터 수신한 iTrace 

Message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유효성 검증은 

이 에 서로 공유한 서버-에이 트 간의 비 키

를 이용한다.

단계 6. 서버는 수신한 iTrace Message 에서 

Timestamp 값이 가장 큰 iTrace Message를 선

택하여 RouterID에 한 backward link와 

forward link을 장한다.

단계 7. backward link와 일치되는 forward link를 

가진 iTrace Message 에서 timestamp 값이 

가장 차이가 은 iTrace Message를 선택하여 

연결체인을 형성한다.

단계 8. 일치하는 iTrace Message가 없을 때 까지  

연결 체인을 구성한다.

단계 9. 역추  연결 체인 구성 후, 서버는 공격자 근원

지를 악하여 공격자에 한 네트워크로부터의 

단  정책을 내리게 된다.

5. 능동형 보안 시스템 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능동형 보안 시스템은 재 사용하

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 합하도록 개발되었다. iTrace 

Message를 생성하고 이를 서버로 송하기 한 에이

트는 재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우터와 동일한 

치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재 라우터에 직  사용자

가 로그래 한 모듈을 탑재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본 논

문에서는 라우터에서 송/수신한 정보를 1차 으로 입력/

출력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에이 트로 체한다.

그림 9 서버를 통한 IP 역추  결과 확인

그림 9는 테스트 베드에서의 공격에 한 역추  결과와 

해당 에이 트에서의 트래픽 분석에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상단에는 패킷 분석을 통해 체 네트워크에 

한 패킷별 황을 그래 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 를 통

해 다량의 UDP 패킷이 발생하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리고 각 패킷에 한 분석 결과를 아래에서 상세히 보여주

고 있다. iTrace Message를 이용한 공격자에 역추  결과 

값은 GUI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격자 역추  후, 

에이 트 A는 공격자를 네트워크로부터 차단하게 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수동 인 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IP 역추  기술을 이용한 능동 인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이 게 제안된 시스템은 

구 을 통하여 타당성과 정당성을 이론 인 방법과 실험

 방법으로 증명하 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 시스템의 제안한 능동 보안 시스템

을 바탕으로 모바일 네트워크  Ad-hoc 네트워크  상에

서의 공격에 한 역추 이 가능한 능동 보안 시스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이러한 능동 보

안 시스템을 라우터가 포함하여 안 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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