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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력, 수력, 원자력, 석유 등 국가에서 리하는 요핵심기반시설들은 부분 SCADA(Supervisi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시스템의 폐쇄망 형태로 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개방형 로토콜  상용 

운 체제 사용 등으로 인해 차 IT에 한 의존성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주요 시설들이 사이버 테러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해 원격 조작  통제되는 경우 심각한 험에 빠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기반시설 시스템에 한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격패턴이 알

려지지 않은 Zero-Day Attack을 탐지하는 Virtual Honeynet의 시스템 구성과 공격 탐지 알고리즘, 탐지 사례 

등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ABSTRACT

Most national critical key infrastructure, such like electricity, nuclear power plant, and petroleum is run on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ystem as the closed network type. These systems have treated the open protocols like TCP/IP, and 

the commercial operating system, which due to gradually increasing dependence on IT(Information Technology) is a trend. Recently,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ossibility of these facilities being attacked by cyber terrorists, hacking, or viruses.

In this paper, the method to minimize threats and vulnerabilities is proposed, with the virtual honeynet system architecture and 

the attack detection algorithm, which can detect the unknown attack patterns of Zero-Day Attack a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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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 으로 인해 국가주요핵심

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의 제어시스템이 개

방형 로토콜 용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은 사이버 침해  공격에 

따른 으로부터 안 하지 못한 을 나타내고 있

다[1]. 특히 기존의 보안 기술은 알려진 공격(well- 

known attack)만 탐지하기 때문에 신종 공격이 국가

주요핵심기반시설을 공격하면 막 한 피해가 상된

다. 실례로 2007년 미국 Idaho National Laboratory

는 미국 국토보안국의 SCADA 소 트웨어의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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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Power Grid 장비를 해킹할 수 있음을 

시연하 으며, IOActive사의 보안 문가는 Smart 

Grid의 스마트 미터를 해킹하여 네트워크상의 스마트

미터에 Worm Virus가 신속하게 될 수 있음을 

검증하 다[2]. 표 1은 기존 보안기술의 한계를 나타

내고 있다. 이러한 기존 보안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새로운 개념의 공격탐지기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표 으로 Sandbox, NBA(Network Behaviour Ana-

lysis), Honeynet, One way F/W(Firewall), CCM 

(Configuration & Change Management) 등의 기술들

이 있으며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andBox기

술은 기존 AntiVirus는 알려진 시그니처(Signature) 

즉 바이러스 패턴 문자열 매칭기반으로 공격을 탐지

하는데 비해, Sandbox기술은 악성코드의 행 분석을 

통하여 악성유무를 단한다. NBA(Network Beh-

aviour Analysis)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학습된 기 선

(baseline) 비 특정편차(deviation)기반 이상의 트래

픽에 한 악성유무를 단한다. One Way F/W 

(Firewall)은 논리 인 근제어기술로서, 물리 인 단

방향 통신 보장 근제어기술이다. CCM은 FIle 는 

Configuration의 변경에 의한 무결성 여부를 단하는 

탐지 기술이다. Honeynet은 공격자의 기법, 의도, 도

구, 방법 등을 알아내는 도구이다[3].

표 1. 기존 보안 기술의 한계
Table 1. Limitations of existing security technologies

본 논문에서는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의 공격패턴에 없는 신종공격자(공격코드)의 기법을 

분석하며, ESM(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의 

량 보안이벤트에서 Focusing할 데이터를 선별 분석

할 수 있는 Virtual Honeynet의 시스템 구성  탐지 

알고리즘, 탐지 사례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Virtual Honeynet시스템 구성  
탐지알고리즘

2.1 Virtual Honeynet 시스템 구성

Honeypot이란 네트워크 침해를 유도하고 이를 상세

히 분석하여 공격자의 공격의도, 기법, 도구 등을 분석

하여 신종 공격기법에 한 분석  응을 통하여 보

안을 강화하기 한 도구로 정의 할 수 있다. 한 여

러 Honeypot으로 구성된 Honeypot의 네트워크를 

Honeynet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 기반의 

유지 리 편의성이 향상되고 공격행 의 자동 분석  

포 직분석 연계 등이 지원되는 Virtual Honeynet시스

템의 구성에 해 논하고자 한다[4][5]. 

그림 1. Virtual Honeynet 시스템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Virtual Honeynet System

Virtual Honeynet은 그림 1과 같이 Honeywall, 

VM-Honeynet서버, Honeynet 리시스템, 포 직시스

템으로 구성이 되며 세부 기능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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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HoneyWall

Honeywall은 인터넷망에서 연결되는 외부의 통신

을 내부의 가상 Honeypot시스템으로 연결하며, 혹시 

발생될 수 있는 내부 Honeypot의 외부에 한 공격

을 그림 2와 같이 사 에 차단하여 내부공격을 방어

하도록 한다. 이를 하여 기존의 보안기술인 방화벽

과 침입탐지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2. Honeywall 기능
Fig. 2 The role of honeywall

2.1.2 VM-Honeynet서버

VM-Honeynet서버는 Honeynet내부에 다양한 종류

의 OS  버 과 어 리 이션이 존재하여야 풍부한 

공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VM- 

Honeynet서버에는 이러한 설치  리를 효율 으

로 하기 한 Agent가 존재하며 이러한 Agent들은 

외부 공격자의 침투나 공격 정보를 수집하여 Hon-

eynet 리서버로 송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때 

VM-Honeynet서버 자체는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공격받거나 감염되는 주체는 내부의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으로 국한된다. 이를 해 그림 

3과 같은 VM-Honeynet서버는 보안이 강화된 운 체

제를 사용한다[4][5].

그림 3. VM-Honeynet서버 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of VM-Honeynet server

2.1.3 Honeynet 리시스템

Honeynet 리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Virtual 

Machine들을 앙 리하며 가상머신의 에이 트 

리  상 분석을 통한 (Bot)감염 행  분석  모

델링을 한다. 한 포 직 서버와의 상 분석

(Correlation)을 통한 의심 행  상세분석을 한다. 

그림 4. Honeynet 리시스템
Fig. 4 Honeynet management system

2.1.4. 포 직 시스템

Honeynet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캡춰는 네트워크 포

직(Forensic)서버에 의해 수행된다. Honeynet으로 유

입 는 유출되는 모든 네트워크 통신 내용을 캡춰하

기 해서 외부와 통신하는 Honeynet의 최 방 

HoneyWall의 인입선에 네트워크TAP장비와 함께 설치

되어 Honeynet과 외부의 모든 통신 패킷 내용을 캡춰

하여 해당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2.2 Virtual Honeynet 공격 탐지 알고리즘

VM-Honeynet에서는 Honeywall에서의 통신요약데

이터, IDS이벤트 그리고 Guest OS  어 리 이션 

침해정보, 네트워크 기반의 OS정보가 발생한다. 이러

한 다양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Fusion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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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간의 연 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 으로 

VM-Honeynet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며 보다 포

인 침입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5와 같이 시스템 로

그와 IDS정보들을 Honeynet Datastore에서 상 분석

처리한다.  탐지를 하여 상 분석이 사용되며 시

스템 감염행   분석을 한 모델링을 사용하고 있

다. 공격 패턴은 [외부 IP : 내부 IP : 내부 포트 : 패

킷 길이]로 표 을 한다. 들 들어 1-1-m-1패턴은 

외부 고정IP, 내부 고정IP에 가변 내부포트  고정길

이의 패턴을 의미하며 포트 스캔의 의미를 가진다. 그

림 6은 포트 스캔 공격을 시각화 한 것이다. 표 2는 

공격패턴의 종류이다[3].

그림 5. 자동 상 분석에 의한 공격 탐지
Fig. 5 Attack detection using correlation

그림 6. 공격형태(port scan)
Fig. 6 Attack type (port scan)

표 2. 공격 패턴의 종류
Table 2. Categories of attack type

서버 Honeypot과 클라이언트 Honeypot의 주요기

능 차이는 표 3과 같다.

2.2.1 서버 Honeypot 공격탐지 알고리즘

서버 Honeypot의 상 분석  공격탐지 로세스

는 그림 7과 같다. 기본 데이터는 주어진 단 시간(5

분)동안 서버 Honeypot에 들어온 이벤트이다. 외부 

IP에서 n개 이상의 동일 이벤트가 발생할 시는 이를 

축약하며, 동일한 외부 IP에서 여러 서버 Honeypot의 

동일한 포트로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스캐닝이 의심

된다. 다양한 외부 IP에서 여러 서버 Honeypot의 동

일한 포트로 이벤트가 발생할 시는 웜 를 의심하

며, 다양한 외부IP에서 여러 서버 Honeypot의 다양한 

포트로 동일 공격 내용의 이벤트 발생 시는  

를 의심한다[3].

표 3. 서버허니팟과 클라이언트 허니팟
Table 3. Server honeypot, client honeypot

그림 7. 서버 허니팟의 공격탐지 로세스
Fig. 7 Attack detection process of server honey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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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클라이언트 Honeypot 공격탐지 알고리즘

클라이언트 Honeypot에서는 주어진 단 시간(5분) 

동안 클라이언트 Honeypot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기

되지 않은 트래픽을 분석한다. 탐지 로세스는 그림 8

과 같다. 동일한 외부IP에서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Honeypot의 동일한 포트로 트래픽이 발생할 시는 

의 C&C (Command & Control)서버로 의심이 되며, 

하나 이상의 내부 IP에서 동일한 외부IP로 트래픽이 

발생할 시는 분산 서비스 공격(Distributes denial of 

service)이 의심된다. 하나 이상의 내부 IP에서 다양한 

외부IP로 트래픽이 발생되면  가 의심된다[3].

그림 8. 클라이언트 허니팟의 공격탐지 로세스 
Fig. 8 Attack detection process of client honeypot

외부  내부간의 유입되는 트래픽에 한 공격탐

지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TCP/UDP의 

64,000개의 모든 포트를 모니터링  한 번 이상 동일 

포트로 시도하는 공격의도 확인(Attack-intention)기

반의 공격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송신IP-송신포트-수

신IP-수신포트의 계 분석을 통한 Scan, DDoS등의 

네트워크 행  기반 공격 탐지를 한다[3]. 

Ⅲ. 공격탐지사례

3.1 DoS공격 행  탐지

Testbed에 Virtual Honeynet시스템을 설치한 후 

운 한 결과, 그림 9와 같이 Virtual Machine에서 

KT DNS로의 트래픽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트래픽

이 유발되었다. 58.227.23.107 호스트에서 KT DNS로 

반복Query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 트래픽 분석 화면1 
Fig. 9 Packet flow1

Virtual Honeynet시스템의 상 분석엔진은 이 형태

를 “Zombie attack - single destination" 공격으로 탐

지하 다. 해당 패킷에 해 Deep Packet Inspection

한 결과 Allaple worm으로 명이 되었다. Allaple 

worm은  C&C서버 속 없이 특정 웹사이트에 하

여 DoS공격을 하는 Worm으로서 20,80,97,443포트를 

이용하여 DoS공격을 수행한다. 하지만 Worm이 KT 

DNS서버에 특정 웹사이트의 DNS query하 으나 

KT DNS서버가 query를 거부함으로서 Allaple worm

은 해당 사이트들의 IP주소를 구하지 못하게 되어 실

제로는 DoS공격을 수행하지는 못하 다. 이러한 

Worm이 국내 일반PC에 량으로 감염될 경우, KT 

DNS서버에 부하를 주어 자칫 1.25 란과 유사한 공

격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추가 인 분석 결과 

Allaple worm은 한 무작 로 ICMP공격을 수행한

다. 그림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 Virtual machine

에서 다수의 외부 호스트로 ICMP 패킷을 보내는 행

들이 탐지되었다. 

그림 10. 트래픽 분석 화면 2 
Fig. 10 Packet flo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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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Virtual Honeynet

에서는 Allaple Worm의 이러한 행 를 Signature없이

도 행 기반으로 탐지한 것을 볼수 있다.  탐지 사례

는 IPS나 TMS에 해당 Worm에 한 Signature가 없

을 경우에는 공격 탐지가 불가능한 공격으로서 Virtual 

honeynet의 행 기반 탐지능력을 보여 다. 

3.2 Port Scan 행  탐지

외부의 테스트PC에서 Honeypot측으로 nmap을 이

용하여 Port Scan을 시도하면 Virtual Honeynet에서

는 "Single-Source-Spoofed DoS[1-1-1-1] worm으로 

단하며, 그림 11과 같이 패턴을 시각화하여 보여

다. 

그림 11. Port scan행  시각화 분석 화면
Fig. 11 Visual analysis of port scan

3.3 Multi-Get Request  행  탐지 

외부의 테스트PC에서 내부 여러 의 Honeypot 웹

서버로 80포트를 이용한 Get방식의 Request행 를 그

림 12와 같이 시행하 다. 

그림 12. Multi-Get request 실행
Fig. 12 Launched Multi-Get request

Virtual honeynet에서는 의 Multi-Get Request 

행 를 이상행 로 단하여 그림 13과 같이 “Packet 

injected" 이상 행 를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Packet

내용도 볼 수가 있다.

그림 13. Packet Injected 행  탐지
Fig. 13 Detection of packet lnjected behaviour

Ⅳ. 결 론

Virtual honeynet을 이용하여, 기존의 보안기술에서 

탐지하지 못했던 은닉기법을 사용한 악성코드를 다  

호스트의 통신 Flow비율 특성을 상  분석하여 넷

(Botnet)의 Target공격  C&C서버와의 이상행 를 

탐지하 다. 오늘날 DDoS와 같은 인터넷 공격은 

넷 등을 이용한 Large Scale공격의 양상을 보이고 있

으며 사회  는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이버테러  사이버 쟁 등에도 리 사용되고 있

다. 특히 넷은 은닉기법을 사용하므로 기존의 알려

진 공격패턴을 사용하는 안티바이러스와 같은 악성코

드 탐지 툴  침입탐지 는 침입방지 시스템에서 

탐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Large Scale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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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 인 탐지를 해서는 다  호스트 통신 특성

을 상  분석하여, 이들 공격의 target, C&C서버와의 

통신 등의 공격행 를 탐지할 수 있다. Virtual 

Honeynet은 넷과 같은 시그니처에 의해 탐지 불가

능한 악성 코드에 의한 네트워크의 행 에 해서 

문가의 단을 요구하는 종래의 시그 쳐 방식 신

에 다  호스트로 유입되거나 다  호스트로부터 유

출되는 패킷들의 통신 비율의 행 를 상 분석함으로

써 보다 신속하게 네트워크의 이상 행   넷을 

탐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향후 바이러스와 웜의 

특성을 이용하여 감염 속도를 최 화 한 혼합형 보안 

(Blended threat)분야에 Virtual honeynet의 행  

탐지기반 기법의 탐지 효용성에 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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