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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AT는 IP주소 부족의 단기 인 해결방법으로 홈네트워크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ISP는 트래픽 과

 등에 사용하기 하여 NAT를 사용하는 IP 주소와 NAT에 연결된 호스트 수를 탐지하려고 한다. 

NAT 탐지 방법으로는 IP 패킷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하는 것과 ID 필드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NAT(Network Address Translator) 탐지를 해 제안되어 리 사용되는 ID 필드를 이용

한 방법을 실험 으로 분석한다. 실험결과 서 넷의 계층이나 운 체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NAT 이용 호스트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검증하 다.

1. 서론

 부족해지는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단기 인 해결방안으로 제안된 

NAT(Network Address Translator)[1]는 RFC 1918[2]의 

사설주소 역을 이용하여 공인 IP 주소로 근할 수 있

도록 해주는 기술이다[3]. 일반 으로, NAT는 홈 네트워

크 는 사용자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사설 주소들을 공인 

IP 주소의 송신자 는 수신자로 변환한다. NAT는 IPv4 

주소 고갈에 한 단기 인 해결방안[1]을 제공하고, 부가

으로 NAT에 연결되어 있는 내부 사설 IP 주소를 보호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ISP입장에서는 NAT에 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인터

넷 트래픽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NAT 탐지  

NAT에 연결된 호스트 개수를 악하려고 한다. 몇몇 ISP

는 NAT를 사용하는 IP 공유기 사용자에 한 회선 제공

을 단하겠다는 발표도 하 다[6]. 특히, 특정 ISP에서는 

데이터 공개를 통해 IP 공유기 사용자가 다른 일반 사용

자에 비해 2배 이상의 통화량을 발표시킨다는 내용을 발

표하 다[7].

최근에 들어 NAT 장치 탐지에 한 몇몇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다. 하지만, NAT를 사용하는 IP 주소를 탐지하

고, NAT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호스트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4]. 지 까지 리 알려지 NAT 탐지 

1)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 결과로 수행되었음

   (IITA-2005-(C1090-0502-0020))

방법은 IP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IP 헤더

의 ID필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TTL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방법은 사용자 호스트로부터 찰되는 지 까지의 

경로 상에 존재하는 라우터 수만큼 TTL 값이 감소되는 

특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추가한 NAT의 존재를 TTL 

값의 변화로 탐지할 수 있다. 반면, ID 값을 이용한 방법

은 각 호스트에서 사용하는 ID의 값이 서로 다른 을 이

용하여 찾아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 으로 사용되는 ID 필드 기반의 

NAT 장치 탐지 알고리즘을 실험 으로 분석한다. 본 논

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NAT 장치 탐지 알고

리즘에 한 련연구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사용된 

NAT 탐지 알고리즘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NAT 

트래픽 측정 실험과 실험결과에 해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NAT 장치  NAT 장치에 연결된 호스트의 개수를 

탐지하기 한 연구로는 Peter Phaal이 제안한 IP 헤더의 

TTL(Time To Live)값을 이용하는 방법[8]과 Steven 

M.Bellovin의 IP 헤더 IP ID값을 이용하는 방법[4]이 있

다.

2.1 IP TTL을 이용한 NAT 장치 탐지

IP 헤더의 TTL값은 IP 패킷이 네트워크에 있을 수 있

는 최  홉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TTL값이 0이 된 패

킷은 버려지게 된다[8].

TTL값은 최  255까지 지정될 수 있지만,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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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는 128, Red Hat Linux 9.0은 64와 같이 OS별로 서로 

다르게 사용되어 있다[10]. NAT 장비는 사설 주소를 공

인주소로 변환하기 해 IP 패킷 헤더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NAT 장비를 지나가는 IP 패킷의 TTL값은 1이 

감소하고, 이를 이용하면 NAT 장치를 탐지할 수 있다[9]. 

그림 1처럼 호스트 B와 C가 NAT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

고, 호스트 A는 공인 IP 주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자. 이 

때, 라우터 R에서 호스트 A, B, C의 IP 헤더 TTL값을 모

니터링 해보면, 각각 128, 127, 127이 찰된다. 이 방법은 

sFlow에 용되어 있다[7].

 그림 1. TTL을 이용한 NAT 탐지

  

그러나, TTL을 이용한 NAT 장치 탐지는 NAT에 연

결되어 있는 호스트의 수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없다[8].  

한 NAT장치를 탐지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역의 에지 

라우터 는 모든 스 치들에 NAT탐지를 한 별도의 

소 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 비용이 들게 된다.

 

  2.2 IP ID를 이용한 NAT 장치 탐지

IP ID값은 편화된 IP 패킷을 재조립하기 해 송신

자에 의해 부여되는 16비트 값[9]이다. Steven M.Bellovin

은 IP ID값이 모든 패킷에 의하여 선형 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이용한 NAT 탐지 방법을 제안하 다[4]. 즉, 호스트

에서 생성되는 IP 패킷의 ID 값은 일정한 사이클을 반복

하며 연속 으로 증가한다. 즉, 그림 3처럼 1부터 65535까

지 생성이 되고,  65535가 되면 다시 1부터 65535까지 반

복 으로 생성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이용하여 연속 인 IP ID의 패턴을 

비교하여 하나의 IP 주소에서 2개 이상의 연속 인 IP ID

의 패턴이 발견되면, NAT가 특정 IP 주소에 해 사용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나가는 모든 패킷

을 분석하여 IP ID의 연속 인 패턴을 탐지하고자 하게 

되면, 실제로는 IP ID가 그림 3과 같이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지가 않게 된다. 

(그림 3) IP ID의 연속 이고 주기 인 생성

Steven M.Bellovin이 제안한 IP ID를 이용한 호스트 

탐지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 마지막에 도착한 패킷의 IP ID와 새로 도착한 IP ID 

   패킷간의 시간 간격은 timelim(300 )내에 있어야 

   한다.

 • 새로 도착한 IP ID가 바로 앞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IP ID보다 1만큼만 크면 앞서 도착한 IP ID에 새로 

   도착한 IP ID가 하나의 연결된 패턴으로 분류된다.

 • IP ID가 마지막에 도착한 IP ID와 gaplim(64)

   범 에 있더라도, 지  당장 구분 짓지는 않고 

   OutOfOrder로 분류한다.

 • 한 IP ID가 충분히 가깝더라도 앞에서 나타난 

   이 있으면 Dup으로 분류한다.

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된 흐름들은 다시 서로 비교

하여 각각이 gapfac(70)∙gaplim(64)내에 있고, timefac(5)∙

timelim(300) 시간내에 있으면서 충분히 가까운 것 끼리 

다시 합친다. 각각의 연속 인 패턴에 한 분석  조합

이 끝나고 나면 fsize(50) 보다 은 흐름은 버리고 나머

지 연속 인 흐름 패턴의 개수로 호스트의 개수로 별하

게 된다.

3. NAT 장치 탐지  트래픽 측정 실험

   3.1 탐지  측정 로그램 구

NAT 장치 탐지 모듈은 Steven M.Bellovin이 제안한

[4] IP ID를 이용하여 NAT에 연결된 호스트의 개수를 탐

지하는 알고리즘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알고리즘을 

용하여 pcap을 이용 구 하 다.

 • 패킷 캡쳐를 시작한 후 IP ID가 65000보다 크거나 

   0이면 버림

 • 앞서 도착한 패킷보다 재 도착한 패킷의 IP ID가 

   1만큼 커야 하고, 시간의 차이가 1  이내이면 앞선 

   패킷이 속한 리스트에 재 도착패킷을 포함.

 • 상기 2조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패킷간 시간차가 

   5  이내이고, IP ID의 격차가 200이내이면 리스트

   에 포함

 • 모든 패킷을 각각의 연속 인 리스트로 분류한 후 

   서로 간의 격차는 한계범 가 존재하지 않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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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것을 리스트끼리 연결

NAT 장치 탐지내역은 탐지 시간별, IP 주소별 사후 

분석이 가능하도록 모두 jpg 일로 생성하 으며, 트래픽

은  IP 헤더의 Total Length를 합산하여 트래픽 양을 측

정하 다.

   3.2 탐지  측정환경

그림 4. NAT 탐지  측정 실험 환경

측정 환경은 충남 학교 컴퓨터공학과 망으로 한정하

으며, 충남 학교 컴퓨터공학과 서 넷과 캠퍼스망 백본 

네트워크 사이의 1Gbps 링크에서 트래픽을 수집하고 분

석하 다. 매 5분간의 패킷을 수집하여 분석 NAT 장치유

무를 별하고 NAT 장치로 별되는 IP 주소와 그 지 

않은 IP 주소간의 트래픽 양을 별도로 측정하 다. 실험은 

2007년 4월 2일 00시부터 23시 55분까지 진행하 다. 

4. 측정결과

  4.1 단일 호스트 IP 주소 탐지결과 분석

측정결과 단일호스트의 경우 그림 5와 같이 선형 으

로 증가하는 패턴은 외부망으로 송되는 트래픽에서 상

으로 많이 찰되었다 (Outbound Packet, 그림 5 : 

41MB, 그림 6 : 57 KB, 그림 7 : 203 KB). 단일 호스트

로 분석된 선형 패턴의 생성된 그래 를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NAT에 연결된 호스트로 보이는 그래 는 없었다.

그림 5. 단일 호스트 a

그림 6. 단일 호스트 b 

그림 7. 단일 호스트 c

  4.2 NAT 이용 IP 주소 탐지결과 분석

그림 8. NAT에 연결된 호스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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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NAT에 연결된 호스트 b

측정결과 그림 8과 같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정확히 

호스트의 수가 식별되는 것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림 9처

럼 육안 상으로 구별해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IP ID의 리스트가 어떤 인 한 시간 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해당 지 은 개선이 가능하나, 단순 선형 회귀분석은 IP 

ID의 패턴을 추 하기가 어렵다. NAT 장치가 아닌 여러 

의 호스트가 NAT를 사용하는 것처럼 탐지가 되는 원

인은 Red Hat 9.0 Linux 커  2.4이상에서 랜덤하게 사용

하는 IP ID 값 때문이다.

그림 10은 Windows XP 컴퓨터 2가 Red Hat 9.0에 

공유기를 통해 FTP 속을 하여 일을 동시에 다운로드 

했을 때 Red Hat 9.0 리 스의 IP ID 패턴이다. 그림 10

에서와 같이 IP ID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 을 때 상 

Network에 Linux Kernel 2.4 이상의 시스템이 있을 경우 

NAT장치 탐지오류는 증가한다. 특히 NAT 장치 탐지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측정할시 해당 시스템이 일 서버인 

경우 트래픽 측정 결과의 오차는 커지게 된다.

그림 10. Linux의 랜덤한 IP ID 생성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NAT 탐지 알고리즘의 장단 을 충남

학교 캠퍼스 망 실험을 통하여 정확도와 한계 을 보 다. 

TTL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면, IP ID

를 이용한 방법은 Linux와 같은 랜덤 IP 사용에 따른 오

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

서는 passive OS fingerprint[9]를 이용하여 IP ID 뿐만 

아니라  TTL, Window Size, DF flag, ToS값 등을 활용

하여 OS 타입을 확인하고 복합 으로 NAT를 탐지함으로

서 탐지 정확도를 향상시키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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