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CERT-TR-2004                                                                      http://www.krcert.or.kr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차단 및 분석 기술                               cert@krcert.or.k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차단 및 분석 기술             

   

2004. 9. 17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KISC)

※ 본 보고서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시 반드시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rCERT-TR-2004                                                                      http://www.krcert.or.kr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차단 및 분석 기술                               cert@krcert.or.k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 -

제목 차례

1. 개요 ········································································································1

2. 인터넷 공격기술의 변화와 기존 방어기술의 한계 ······················3

   가. 인터넷 공격기술의 변화 ················································································3

   나. 기존 방어기술의 종류와 한계 ······································································5

3.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 ··························································8

   가. 기술 개요 ··········································································································8

   나. 목적지 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 ············································11

   다. 출발지 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 ············································19

4. Sinkhole 기술과 Sinkhole Tunnel 기술 ·······································23

   가. Back scatter 현상을 이용한 공격경로 추적(Sinkhole 기술) ················23

   나. Sinkhole tunnel 기술 ···················································································27

5. 결론 ······································································································30

참고문헌 ···································································································31

[부록] 공격대응 시나리오 및 보안 기능별 부하 분석

Ⅰ. 국내 주요 기관 사이트 공격 가능 시나리오 ····························32

Ⅱ. 예방 / 대응 위한 방법 및 기술 ··················································33

Ⅲ. DDoS 예방 위한 라우터 보안 기능 상세 ··································36

Ⅳ. 보안 기능별 부하 발생률 분석 ····················································42



KrCERT-TR-2004                                                                      http://www.krcert.or.kr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차단 및 분석 기술                               cert@krcert.or.k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표 차례

[표 1] 초창기의 DDoS 공격 도구들 ······································································3

[표 2]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과 기존 기술의 비교 ·································7

[표 3] 라우팅 정보의 AS 외부 유출 제한 수단 ·················································15

[표 4] Strict uRPF와 Loose uRPF의 비교 ····························································19

[표 5] 출발지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을 위한 핵심 기술 ·······················20

[표 6] Sinkhole 기술과 Sinkhole tunnel 기술의 비교 ······································27

그림 차례

(그림 1)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 개요 ·························································9

(그림 2)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과정 ·······························································10

(그림 3) 목적지 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시나리오 ·································11

(그림 4) 출발지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과정 ···········································20

(그림 5) Back scatter 현상을 이용한 공격경로 추적 시나리오 ·······················24

(그림 6) Sinkhole ·······································································································27

(그림 7) Sinkhole Tunnel ·························································································27



KrCERT-TR-2004                                                                      http://www.krcert.or.kr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차단 및 분석 기술                               cert@krcert.or.k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ISC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 1 -

1. 개요

  최근의 해킹․바이러스는 단일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서 발전하여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 공격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0년 Yahoo, 아마존, CNN 등 굴지의 인터넷 관련한 기업들이 대규모 DDoS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1.25 인터넷 침해사고로 인해 전국적인 규모의 

인터넷 장애가 발생되기도 하 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 PC를 공격한 후 원격 제어가 가능한 

bot을 설치하여 수천~수만개의 zombie 시스템들을 거느린 botnet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한 

대규모 공격도 커다란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피해를 유발시키는 주된 원인은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과 인터넷 웜이

라는 2개의 파괴적인 공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두 공격의 공통점은 한 대의 컴퓨터만을 

이용하지 않고 수십∼수만대의 컴퓨터를 공격에 이용하거나 감염시킨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네트워크 사업자 입장에서도 기존의 단순한 한 해커에 의한 시스템 침입의 경우 ISP 망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지만 DDoS와 인터넷 웜은 ISP 망의 품질이나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고객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000년 대규모 DDoS 공격의 여파로 인해 미국 정부에서는 정부기관, CERT, ISP 등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이러한 대규모 DDoS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 다. 이러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망 운  경험이 풍부한 ISP 운 자와 

네트워크 장비 개발자들이 낸 아이디어가 본 문서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Remote Triggered Blackhole Routing) 기술과 DDoS 공격을 추적할 수 있는 Sinkhole 

기술이다.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은 관리하에 있는 다수의 edge 라우터들을 원격에서 제어

하여 특정 목적지로 향하거나 특정한 IP 주소로부터 발생된 대규모 패킷들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장점은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추가적인 보

안장비의 도입이 필요없고, 네트워크 장비의 성능에도 많은 향을 주지 않으면서 손 쉽

게 다수의 공격 블랙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Sinkhole 기술 역시 비용 

효과적으로 DDoS 공격 근원지를 추적하고 공격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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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들은 북미네트워크운 자그룹(NANOG) 등에도 소개되었으며, 국내 ISP, IDC 등 대규모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이 기술들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대규모 

DDoS 공격 차단 및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문서의 제2장에서는 최근 분산화․대규모화 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 공격기술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방어기술의 종류와 그 한계를 분석해 본다.

제3장에서는 대규모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의 개념과 목적

지 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 및 출발지 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의 

구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공격자를 추적하고 공격패킷을 분석할 수 있는 싱크홀 기술에 대해 살펴보

고 제5장에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그리고,  분산서비스거부공격이 발생하 을 경우 국제 관문국, ISP 백본, edge 라우터, 가

입자 라우터 등 각 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Blackhall, CAR, uRPF, PBR, 

EACL 의 부하 발생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를 부록으로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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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공격기술의 변화와 기존 방어기술의 한계

가. 인터넷 공격기술의 변화

  최근 공격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분산 공격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산공격이라고 하면 한 대의 시스템을 이용한 공격이 아닌 다수의 시스템

을 공격에 이용한 공격으로써 공격의 효과나 파괴력이 대단히 강력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DDoS 공격으로써 공격에 이용되는 master 시스템이나 slave 시스

템들이 모두 이미 exploit된 시스템들로써 한번의 공격에 수십∼수천대의 시스템들이 동

원되기도 한다. 공격에 이처럼 다수의 시스템들을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공격에 이용할 수 있는 취약한 서버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이다. 인터

넷 웜에 의해 이미 공격당한 서버들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포트를 백도어로 열어놓고 있

어 이용이 용이하고, 신규 취약점을 이용하는 웜을 퍼뜨려 다수의 시스템들을 일시에 장

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실제 인터넷 웜 감염시 DDoS agent가 설치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둘째, 보다 강력한 공격을 위해 공격 자원(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대역폭 등)을 최대한 많

이 확보하기 위해 분산된 다수의 시스템들을 이용한다. 공격을 받는 사이트 뿐만 아니라 공

격을 하는 사이트도 많은 자원을 소진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많은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

  DDoS 공격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DDoS 공격의 초창기인 

1999년, 2000년 당시의 대표적인 DDoS 공격 도구들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초창기의 DDoS 공격 도구들 

DDoS 도구 특징

trinoo 1524/tcp, 27665/tcp, 27444/tcp, 31335/udp 사용

TFN ICMP ECHO, ICMP ECHO REPLY 사용

stacheldraft 16660/tcp, 65000/tcp, ICMP ECHO, ICMP ECHO REPLY 사용

Shaft 20432/tcp, 18753/udp, 20433/udp 사용. 포트번호 변경 기능 사용

TFN2K 정해진 포트 사용치 않음. 포트번호 변경 기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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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기의 DDoS 도구들은 대부분 SUN 또는 리눅스 시스템들을 해킹한 후, DDoS를 위한 

Zombie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특정한 포트를 이용하여 Zombie 시스템들에게 공격 명령

을 내렸다.

  초창기의 DDoS 공격에 비해 현재의 DDoS 공격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 두가

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윈도우즈 시스템을 Zombie 시스템으로 사용한다.

  초창기의 DDoS 공격은 대부분 리눅스 시스템을 Zombie로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윈도우즈 시스템을 DDoS 공격에 이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용 PC의 컴퓨팅 성능이 서버

급 못지 않게 향상되었고, 가정마다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되어 공격에 필요한 네트워크 

대역폭이 확보되었으며, 서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DDoS 공격에 이용하기

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공격에 이용하는 시스템이 서버급 시스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가정용 PC로 바뀐 공격 패러다임의 변화는 DDoS 공격의 파괴력을 

한층 높이고 피해 범위도 광범위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제어를 위해 IRC(Internet Relay Chat) 채널을 사용한다.

  초창기의 DDoS 공격은 특정한 포트를 이용하여 명령을 전달하여서 이 포트를 모니터

링함으로써 쉽게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명령하달을 위한 

채널을 IRC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IRC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서로 채팅

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최근의 DDoS 공격 툴들은 IRC 채널을 활용하여 명령을 전

달함으로써 탐지와 차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특성을 가진 DDoS 공격은 윈도우즈 시스템을 해킹한 후 설치되는 Bot에 

DDoS 공격기능이 내재되어 있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Bot은 MS 윈도우 취약점, 

웜․바이러스에 의한 백도어, 패스워드 설정 미비 등으로 인해 감염되고 있으며, 이 Bot

들은 분산서비스거부공격, 스팸발송, 와레즈 사이트 개설 등에 사용된다. Rbot, Phatbot, 

Agobot, Sdbot 등 2,000여종 이상의 변종 bot이 존재하며, 국내에서도 수십만대의 PC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국내 네트워크 인프라에도 엄청난 잠재적인 위협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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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대규모 DDoS 공격으로 인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장애뿐만아니라 인터넷 웜도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 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 웜도 감염 후 특정

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거부공격을 수행하기도 하고, 수많은 감염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들을 재감염시키기 위한 공격 트래픽들로 인해 네트워크 인프라가 장애를 일

으킬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인터넷 웜이 가지는 Side effect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출현한 Slammer 웜은 단시간에 국내 8천8백여대의 시스템을 감염시키면

서 국내 인터넷에 심각한 향을 주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DDoS 공격과 인터넷 웜은 최근의 인터넷 공격을 대표하는 공격으로

써 네트워크의 안전한 운 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나. 기존 방어기술의 종류와 한계

  대규모 인터넷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각 ISP에서도 각종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솔루션을 동원

하여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유해 트래픽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광대역 네트워킹 

환경하에서 장비의 성능이나 기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네트워크 차원에서 서비스거부공격에 대한 기존의 방어기술로써 대표적인 것은 ACL, 

null0 라우팅, uRPF, Rate-Limit 등이 있으며, 공격에 대한 추적을 위해서는 트래픽 흐름

을 분석할 수 있는 Netflow 기술 등이 있다.

□ ACL(Access Control List)

  가장 일반적인 유해 트래픽 차단 기술로써 IP주소, 서비스 포트 그리고 컨텐츠를 기반

으로 한 차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접근통제를 위한 별도의 ASIC화된 모듈이 

없을 경우 네트워크 장비에 많은 부담을 주어 성능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ISP와 

같이 많은 네트워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이들 장비들에 접근통제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별도의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로그

인하여 설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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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인터넷 침해사고시에도 많은 ISP들이 1434 포트에 대한 접근통제를 수동으로 행하

여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노후화된 장비에서는 접근통제 설정에 따

른 과부하로 인해 설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 Null0 라우팅

  특정한 목적지로 향하는 패킷들을 Null0라는 가상 인터페이스에 포워딩함으로써 drop 

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국외에서는 블랙홀 라우팅 또는 블랙홀 필터링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부분 Null0 라우팅이라고 한다. 이 기술은 네트워크 장비의 

기본 기능인 포워딩 기능을 이용하므로 ACL 기술에 비해 장비의 과부하가 거의 없으나, 

IP 기반(L3)의 필터링만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 포트(L4)나 컨텐츠(L7)에 의한 필터링은 

불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 uRPF(unicast Reverse Path Forwarding)

  출발지 IP주소를 위장(IP Spoofing)한 공격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기술로써, 라우터가 

패킷을 받으면 출발지 IP 주소를 확인하여 해당 IP로 갈 수 있는 역경로(Reverse Path)가 

존재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출발지 IP 주소의 신뢰한다. 

대부분의 DoS 또는 DDoS 공격이 자신의 출발지 주소를 위장하므로 uRPF는 상당히 효

과적인 서비스거부공격 차단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술 역시 다수의 라우팅 경

로가 존재하는 비대칭 망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적용의 한계(strict 모드 사용 못함)가 

있으며, Spoofing을 방지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거부공격에 대한 대응 기능이 존재

하지 않는다.

□ Rate-Limit 기술

  특정 서비스 또는 패턴을 가진 패킷이 단위시간 동안 일정량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이

상의 패킷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Rate-Limit 기술이라고 한다. 이 기술은 rate 

filtering이라고도 하며, Cisco에서는 CAR(Commit Access Rate)로 구현하고 있다. 이 기

술은 Syn flooding 공격시 Syn 패킷의 Bandwidth 제한, Smurf 공격시 ICMP 패킷의 

Bandwidth 제한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패킷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패킷도 차단될 수 있으며,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전용 모듈이 없을 경우 라우터

에 과부하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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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flow

  트래픽 흐름 분석(Traffic Flow Analysis)을 통해 소스 및 대상 주소, 각 flow의 바이트 

수 및 패킷 수, 트래픽 유입 인터페이스 및 업스트림 피어 정보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

다. Cisco에서 개발한 NetFlow는 트래픽 flow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Spoofing된 유해 트래픽이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유입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이 기능을 이용한 공격자 추적은 공격로 상의 모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

근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을 동안 분석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

다. Netflow는 공격자를 추적하는 것 이외에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여 이상징

후를 탐지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의 기술들은 성능, 기능, 비용 등 많은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어 

실제 이를 이용한 대규모 공격에 대한 차단과 추적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Firewall,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L7 스위치 등 기존의 보안장비도 DDoS, 웜 등에 대한 

차단과 추적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성능과 비용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사이

트가 아닌 전체 ISP망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앞으로 살펴볼 원격 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은 기존에 존재하는 몇가지 기술을 조합

하여 대규모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써 기존의 기술과 비교해 보면 다

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표 2]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과 기존 기술의 비교

구분 Null0 라우팅 ACL 원격구동 블랙홀

제어 수준 L3 레벨 L3, L4, L7 레벨 L3 레벨

적용시 성능 문제 성능저하 거의 없음 성능저하 발생 가능 성능저하 거의 없음

원격구동 가능성 불가능 불가능 가능

다수장비 동시제어 불가능 불가능 가능

핵심 기술 포워딩 기술 필터링 기술 포워딩 기술 + iBGP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은 L4, L7 수준의 정교한 제어는 불가능하지만 원격에서 

다수의 장비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장비의 성능에도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아 ISP와 

같은 대규모 네트워크 관리기관에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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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

가. 기술 개요

  앞서 살펴본 기존의 기술들 중 Null0 라우팅은 장비의 성능저하를 최소화하면서 L3 레

벨에서 필터링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개별 라우터 마다 

Null0되는 rule을 일일이 업데이트 해야만 한다. 대규모 네트워크 장비를 운 하는 ISP에

서 이처럼 일일이 장비에 접근해서 rule을 업데이트 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본 문서에서는 원격에서 특정 집단의 라우터들의 Null0 라우팅 rule을 동시에 업데이

트 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술은 원격 구동 블랙홀 라우팅(Remote 

Triggered Blackhole Routing) 기술이라고 불리며, 특정 주소를 출발지 혹은 목적지로 가진 

패킷들을 ISP 내의 각 edge 라우터들에서 동시에 차단할 수 있다.

  2000년 Yahoo, Amazone, CNN 등의 세계적인 인터넷 사이트들이 수십~수천대의 

Zombie 시스템들로부터 DDoS 공격을 받았을 때, 공격을 받은 사이트의 개개 시스템뿐

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와 대역폭에도 과부하를 유발하여 공격을 받은 기관에서 자체적

인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 다.

  이 경우 피해기관에서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ISP의 도움이 필요하다. ISP는 

공격을 받는 고객 사이트로 향하는 유해 트래픽을 고객 네트워크로 도달하기 전에 ISP 

edge 라우터들에서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DDoS 공격의 경우 다수의 이미 해킹당한 시스템들을 이용한 분산된 공격이므로 이에 

대한 방어도 여러 시스템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장비의 과부하도 해소할 수 있으

며, 공격 트래픽이 ISP 내부 백본으로 유입되기 이전에 각 edge 라우터들에서  사전차단

함으로써 방어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의 아이디어는 기존 망관리 기술을 응용하고, 고가의 보안장

비도 필요없이 원격에서 iBGP를 통해 라우팅 정보를 전달(이후 iBGP 광고

(advertisement)라고 부름)할 수 있을 정도의 일반 성능의 라우터 정도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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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의 핵심은 iBGP를 이용해 라우팅 경로를 AS(Autonomous 

System) 내의 라우터들에게 알려주는 기술과 특정 트래픽을 null0 라우팅하여 drop시키는 

기술이다.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에서는 이 두 기술을 조합하여 효과적으로 DDoS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 개요

  iBGP를 이용한 라우팅 경로 광고(Advertise)는 iBGP 프로토콜을 공유하는 AS 내부의 

다수 라우터들에게 라우팅 정보를 원격에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각 edge 라우터에 설

정된 특정 IP를 가상 인터페이스인 Null0로 포워딩하는 것은 공격 트래픽을 Null0로 라

우팅함으로써 공격트래픽을 drop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즉, iBGP를 통한 경로 광고 기능과 로컬 라우터들의 Null0 설정을 통해 원격에서 다수의 

라우터들에 특정 패킷들을 drop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iBGP를 이용한 원격 구동(Triggering)과 Null0 라우팅을 이용한 블랙홀링은 대부분의 

라우터에서 추가적인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지원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이 기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iBGP를 이용하여 ISP가 거느리고 있는 edge 라우터들에게 직접 공격 트래픽을 null0 

라우팅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명령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원격

구동 블랙홀 라우팅을 위해서는 한가지 더 준비할 사항이 있다. 먼저 각 edge 라우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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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IP 또는 IP 블록을 null0 라우팅하도록 라우팅 경로를 지정해 놓는다. Edge에서 

null0로 라우팅하도록 하는 특정 IP는 일반적으로 사설 IP 블록에서 택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이렇게 각 edge에서 준비가 되면 공격 발생시 블랙홀 라우터가 공격트래픽을 이미 

지정된 IP 또는 IP 블록으로 향하도록 라우팅 경로를 각 edge 라우터들에게 알린다. 

iBGP 경로를 광고하는 라우터(이후 “블랙홀 라우터 서버”라고 함)로부터 라우팅 경로를 

지정받은 edge 라우터들은 사전에 설정된 null0 라우팅 룰과 조합되어 공격 트래픽을 

drop 시켜버린다.

  아래 그림은 각 edge 라우터에서 null0 라우팅되도록 하는 특정 IP를 192.0.2.1로 사전에 

지정해 놓고, 블랙홀 라우터 서버에서 공격대상 사이트로 향하는 트래픽들을 192.0.2.1로 

향하도록 광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edge 라우터들에서 공격트래픽이 차단되는 과

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과정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각 edge 라우터들에 사전준비 하는 단계는 각 지점 지점에 유해

트래픽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블랙홀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공격 발생시 

블랙홀 라우터 서버에서 설정하는 단계는 공격 트래픽을 블랙홀로 몰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특히, 목적지 기반의 블랙홀 라우팅)에 대한 기본적

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특정 목적지로 향하는 공격 트래픽을 차단하는 “목적지 기

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과 특정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공격 트래픽을 차단하는 

“출발지 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의 구현에 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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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적지 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

  목적지 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은 특정한 목적지로 향하는 모든 트래픽을 

edge 라우터들에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iBGP 네트워크를 통해 공

격 목표 시스템의 next hop 주소를 블랙홀로 빠지도록 지정된 특정 IP 주소로 바꾸는 기

술에 착안한다. 

  DDoS 공격 발생시 목적지 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을 이용한 효과적인 차단 

시나리오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 목적지 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시나리오

  ISP의 블랙홀 라우터 서버에서 iBGP 광고를 위한 준비와 각 edge 라우터들에 null0 라

우팅을 설정해 놓고, 공격이 발생되면 공격 대상 사이트에서 DNS 정보를 변경하고, ISP

에서는 각 edge 라우터들에게 공격 대상 IP로 향하는 패킷들을 drop할 수 있도록 명령을 

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나리오의 각 부분에서 구현하여야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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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ge 라우터들에서의 준비

① 블랙홀 설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IP 주소 선택

먼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블랙홀 필터링만을 위해 사용할 IP 또는 IP 블

록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이 IP 또는 IP 블록은 RFC 1918에 정의된 사설 IP 블록 

중에서 선택하며, 동일한 AS내에서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않된다.

② edge 라우터에 Null0 정적 경로 설정

ISP 내의 모든 edge 라우터들은 과정 ①에서 선택된 IP 주소 또는 IP 블록을 Null0 

인터페이스로 라우팅되도록 하는 특별한 정적경로를 설정한다. 

공격 발생시 공격 트래픽의 ‘next-hop'을 과정 ①에서 설택한 IP로 지정되도록 재공지

하면, 과정 ②의 설정에 의해 공격 트래픽을 Null0 인터페이스로 라우팅하여 결국 차

단시킬 것이다.

Edge 라우터들에서 Null0 가상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interface Null0

  no icmp unreachables

공격 트래픽이 Null0 인터페이스에 의해 차단되었을 때 ”패킷이 전달되지 않았다“라

는 메시지가 소스주소에게 전달되는데, “no icmp unreachables" 명령은 이 메시지들

로 인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소개할 공격자 추

적을 위해서는 이 메시지를 발생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블랙홀 라우팅을 위해 선택한 주소가 192.0.2.1이라고 하 을 경우 각 edge 라우터에

서는 다음과 같이 정적경로를 설정한다.

Cisco 라우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ip route 192.0.2.1 255.255.255.255 Nul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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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per 라우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set routing-options static route 192.0.2.1/32 reject install

■ 블랙홀 라우터 서버에서의 준비

③ 블랙홀 라우터 서버 지정 및 환경설정

네트워크 내에서 한 대의 라우터를 ‘black hole route server(블랙홀 라우터 서버)'로 

지정한다. 이 라우터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공격이 발생될 때마다 새로운 라우팅 정

보를 edge 라우터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라우터는 성능이 특별히 높을 

필요는 없으나, 가능한 블랙홀 라우터 서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이 라우터는 ISP에서 24시간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네트워크 운 센터(NOC)나 

보안운 센터(SOC)에서 관리하여 언제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블랙홀 라우터 서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격 발생시 설정할 정적경로

(과정 ⑤)를 즉시 iBGP를 통해 edge 라우터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적경로를 

redistribution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은 Cisco 라우터에서의 설정이다.

! jump into the bgp router config

!

router bgp 31337

!

redistribute static route-map static-to-bgp

!

route-map static-to-bgp permit 5

match tag 666

set ip next-hop 192.0.2.1

set local-preference 50

set community additive no-export

set origin i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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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정에서 사용된 애트리뷰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o next-hop : 패킷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 다음에 거쳐야 하는 라우터의 주소

o local-preference : 외부경로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냄

o community : 라우터들을 특성에 따라 그룹화할 수 있음

o no-export : 이 값을 포함한 BGP 메시지들은 외부 AS에 전달하지 않음

위의 설정은 Tag 666을 가진 정적경로가 발생시에 이를 192.0.2.1로 라우팅 되도록 지

정하 으며, 이 광고는 외부 AS에는 전파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사용하겠다고 정의하

고 있다.

여기서 community를 이용하여 제어하고자 하는 라우터들을 그룹화할 수 있다. 

예를들어, BGP AS 번호 65001을 가진 한 네트워크가 2개의 edge 라우터(R1과 R2)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Community 값 65001:1은 R1에게 65001:2는 R2에게 할당하

고, Community 값 65001:666은 R1과 R2 모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당함으로써, R1

과 R2에 개별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community는 공격에 대한 대응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

다. community를 이용하여 모든 가입자단 라우터 그룹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국

외에서 공격 발생시 국제망 라우터에만 적용시킬 수도 있다. 또는 전용선 가입자 망

과 초고속 가입자 망의 라우터들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라우팅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한다. 

잘못된 라우팅 정보는 해당 ISP 뿐 아니라 타 ISP의 라우팅 경로까지 향을 미칠 수 

있다.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

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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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라우팅 정보의 AS 외부 유출 제한 수단

기술 설명

No-export BGP Community
해당 ISP(AS)에만 적용되고 타 ISP(AS)에는 정보를 

갱신시키지 않음

추가적인 Community 필터링

앞서 살펴본 65001:666와 같이 해당 ISP 내에서도 

적용받는 라우터 그룹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no-export에 이은 추가적인 조치라 할 수 있음

낮은 크기의 prefix 유출 제한

예를들어 /24 이하의 prefix를 인접한 ISP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함(블랙홀을 위한 특정 주소는 

/25에서 /32를 사용)

 

 다음은 Juniper 라우터에서의 설정 예이다.

set protocols bgp group XXX export BlackHoleRoutes

#

set policy-statement BlackHoleRoutes term match-tag666 from protocol static tag 666

set policy-statement BlackHoleRoutes term match-tag666 then local-preference 50

set policy-statement BlackHoleRoutes term match-tag666 then origin igp

set policy-statement BlackHoleRoutes term match-tag666 then community add no-export

set policy-statement BlackHoleRoutes term match-tag666 then nexthop 192.0.2.1

set policy-statement BlackHoleRoutes term match-tag666 then accept

■ 분산서비스거부공격 발생시 대응

 

앞의 단계를 거쳐 각 edge 라우터들과 블랙홀 라우터 서버에서의 준비는 완료되었다. 이

제 실제 고객 사이트를 대상으로 공격이 발생되고 있을 경우 앞의 준비내용을 활용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④ 공격대상 사이트 DNS 정보변경

공격받는 사이트에서는 우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IP를 버리고, 고객 사이트의 

DNS 정보를 수정한다. 대부분의 DDoS 공격은 공격 대상을 지정할 때 DNS Quer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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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공격시간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도메인네임으로 지정하지 않고 해당 사이트의 

IP 주소를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격받는 사이트의 네임서버(Authoritative 네임서버)에서 공격대상 시스템의 DNS 엔

트리를 변경하 을 때, 일반인들이 이 변경된 정보를 반 하는 것은 공격받는 사이트

의 DNS 서버에서 설정한 TTL(Time To Live) 값에 따라 다소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도 있다. DNS 리소스 레코드의 TTL값은 어떤 서버가 그 레코드를 캐시하고 있을 수 

있는 초 단위의 시간이다. 가령, aaa.test.co.kr 레코드에 대한 TTL 값이 3600(초)이라

면 aaa 회사의 외부에서는 그 레코드를 캐시한 후 1시간이 지나면 캐시에서 

aaa.test.co.kr에 대한 항목을 지워버리고 해당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aaa.test.co.kr에 

대한 정보를 다시 가져온다. TTL값을 작게 잡으면 DNS 데이터의 사본(캐쉬 서버에 

위치)이 최신의 업데이트된 정보를 볼 수 있는 반면, 네임서버의 부하에 향을 줄 수 

있다. 

시스템의 변동이 잦거나, 많은 고객이 찾는 중요한 사이트이거나,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사이트의 경우 사전에 TTL값을 가능한 짧게 설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aaa 3600 IN A 222.222.222.222 ; TTL을 1시간으로 명시

BIND 8.2.3 이후부터는 86,400초(24시간)이 Default TTL 값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값의 변경은 가능하다. 또한, 해당 Zone에 속한 모든 호스트가 대상일 경우, SOA 레

코드의 Minimum값을 조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각 사이트에서 설정한 TTL 정보는 nslookup 명령을 이용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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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lookup

Default Server:  certcc.or.kr

Address:  211.252.150.1

> set type=SOA

> yahoo.co.kr

Server:  certcc.or.kr

Address:  211.252.150.1

Non-authoritative answer:

yahoo.co.kr

        primary name server = hidden-master.yahoo.com

        responsible mail addr = kr-ops.kr.yahoo-inc.com

        serial  = 2004063003

        refresh = 1800 (30 mins)

        retry   = 900 (15 mins)

        expire  = 604800 (7 days)

        default TTL = 600 (10 mins)

DDoS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시스템 환경의 변동이 잦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짧게 TTL값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블랙홀 라우터 서버에서 원격구동

고객 사이트에서 DNS 정보를 변경함으로써 해당 IP주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공격 목표가 되는 IP 주소로 공격 트래픽은 계속 유

입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공격 목표 IP가 속한 고객의 border 라우터 자체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대역폭이 소진될 수 있다.

따라서, ISP에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된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을 활성화시켜 공격 

트래픽을 각 edge 라우터에서 차단하여야 한다.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블랙홀 라우터 서버에서 특정한 tag

(여기서는 666)를 가진 정적 경로를 추가함으로써 쉽게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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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라우터를 블랙홀 라우터 서버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ip route victimip 255.255.255.255 Null0 tag 666

Juniper 라우터를 블랙홀 라우터 서버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set routing-options static route victimip/32 discard tag 666

Tag 666을 가진 이 정적 경로는 과정 ③의 설정에 의해 해당 Community 그룹에 속

한 모든 edge 라우터에게 공격 목표 IP주소로 향하는 모든 트래픽을 drop시키도록 

명령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목표 호스트가 속한 전체 주소 블록이 아닌 목표

가 된 호스트 또는 호스트들에 대해서만 블랙홀로 차단함으로써 공격받는 네트워크에 

최소한의 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랙홀로 차단시킬 특정 호스트 또

는 호스트들을 제외하고 그 네트워크 내의 다른 모든 트래픽은 정상적으로 목적지에 

전달되어 공격받는 기관의 다른 서비스가 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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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발지 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

  1.25 인터넷 침해사고 당시 많은 IDC에서는 슬래머 웜에 감염된 시스템이 연결된 스위

치 포트를 찾아서 수동으로 제거하는 수고를 했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하고 조기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인터넷 웜에 감염되어 웜을 전파시키는 시스템이나 DoS 또는 DDoS 공격에 이용되는 

시스템을 네트워크에서 신속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고민으로 등장한 것이 출발지 기반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이다. 이 기술은 수십개의 IP 주소로부터 웜이나 DoS 공격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들 

공격지로부터의 패킷을 전체 edge 라우터들에서 단시간에 차단할 수 있으며, 공격지 IP 

주소가 수시로 바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면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준다.

  이 기술은 앞서 살펴본 목적지 기반의 원격 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을 약간 변형한 

것으로 각 edge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들에 uRPF 기능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출발지기반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에서는 uRPF 기술이 기존의 null0 라우팅 

기술과 iBGP 광고 기능과 함께 핵심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uRPF는 제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패킷의 근원지 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써, 

Spoofing된 패킷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uRPF는 일반적으로 strict 모

드와 loose 모드가 있는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표 4] Strict uRPF와 Loose uRPF의 비교

구분 strict uRPF loose uRPF

FIB(Forwarding Information Base) 포워딩 정보가 

없을 경우
drop drop

Null0로 라우팅될 경우 drop drop

패킷이 입력된 인터페이스와 Reverse Path의 인터페이스가 

다를 경우
drop pass

패킷이 입력된 인터페이스와 Reverse Path의 인터페이스가 

동일할 경우
psss p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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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loose 모드의 uRPF는 포워딩 경로가 다수개인 비대칭 네트워크 토폴리지에서도 사

용할 수 있다. 

  출발지기반 블랙홀 라우팅 기술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요 기술이 융합되어 특정한 

주소에서 발생되는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

[표 5] 출발지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을 위한 핵심 기술

주요 기술 기  능

Null0 라우팅 목적지 주소가 Null0일 경우 패킷을 drop 시킴

iBGP 광고 AS내의 edge 라우터들에게 공격자 주소가 Null0로 라우팅되도록 광고

uRPF 소스에 대한 역경로(Reverse Path)가 Null0로 향하면 패킷을 drop시킴

  NOC 관리자는 차단하고자 하는 출발지 주소 리스트를 iBGP 광고를 통해 알리면 ISP

의 edge 라우터들은 uRPF와 Null0 라우팅 설정에 의해 해당 출발지 주소를 가진 패킷을 

drop 시켜 버리게 된다.

  출발지기반의 블랙홀 라우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출발지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과정

  공격자 IP의 역경로 조회 결과 해당 IP는 null0로 라우팅되어 결국 해당 패킷이 차단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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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단계

  출발지기반의 블랙홀 라우팅은 앞서 목적지 기반의 블랙홀 라우팅에서 설정한 Edge 

라우터들과 NOC의 블랙홀 라우터 서버에서의 설정이 기반이 된다. 여기에 한가지 추가

할 것은 Edge 라우터들에 uRPF를 설정하는 것이다. uRPF 설정은 라우터의 각 인터페이

스마다 설정하여야 하며, 공격이 유입될 수 있는 지점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다른 ISP와 연결된 IX(Internet eXchange)단이나 가입자단의 인터페이스에 설정할 수 있

을 것이다.

ip cef

interface xxx

  ip verify unicast source reachable-via any

  위의 예에서는 loose 모드의 uRPF를 설정하 는데, ISP 각 구간의 망구조가 다양하여, 

strict 모드 설정에 따른 정상적인 트래픽이 차단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설정

하고자 하는 망의 구조와 uRPF 설정시의 향을 잘 파악하여 strict 모드로 설정할 수 있

을 경우 strict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 공격 탐지 단계

  특정한 주소로부터 DoS, DDoS 또는 인터넷 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고

되거나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어 이 주소 또는 주소들의 리스트로 부터의 패

킷을 차단할 필요성가 있다.

■ 대응 단계

  앞서 공격이 탐지되면 블랙홀 라우터 서버에서는 해당 공격자 IP에 대한 정적경로를 

생성함으로써 공격 블랙 리스트에 등록하여 차단할 수 있다.

  Cisco 라우터를 블랙홀 라우터 서버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ip route attacker_ip 255.255.255.255 Null0 tag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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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iper 라우터를 블랙홀 라우터 서버로 설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set routing-options static route attacker_ip/32 discard tag 666

  Tag 666을 가진 이 정적 경로는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을 활성화시킨다.

  차단하고자 하는 특정한 출발지 주소가 수십개 또는 수백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ISP에

서는 FIB 테이블에 해당 주소를 이미 약속된 특정한 주소(이 주소는 결국 Null0로 라우

팅됨)로 라우팅 되게 추가해 주기만 하면 된다. 이론적으로 FIB의 최대 크기, 즉 수천개

의 서로 다른 공격 근원지를 차단할 수 있다. 국외의 세미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출발지

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을 이용하여 천개 이상의 DDoS 공격 출발지주소를 차단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 조치 결과

  각 edge 라우터에 공격 트래픽(공격 출발지 주소가 1.2.3.4라고 가정)이 유입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자.

각 edge 라우터에서는 uRPF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어 들어오는 트래픽 출발지주

소의 역경로(Reverse Path)를 확인하고자 함

                                    ↓

공격 트래픽의 출발지 주소인 1.2.3.4의 next-hop은 블랙홀 라우터 서버로부터 

192.0.2.1이라고 광고되어졌음

                                    ↓

edge 라우터 내부 정적경로에 192.0.2.1은 Null0로 라우팅되어 지도록 설정되어 있음

                                    ↓

즉, 공격 트래픽의 역경로가 Null0가 되어, uRPF에 의해 공격 패킷이 drop됨

  목적지 기반 블랙홀 라우팅에서와 마찬가지로 uRPF를 추가함으로써 특정 출발지 주소

를 가진 공격 패킷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보았다.



KrCERT-TR-2004                                                                      http://www.krcert.or.kr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차단 및 분석 기술                               cert@krcert.or.k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ISC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 23 -

4. Sinkhole 기술과 Sinkhole Tunnel 기술

가. Back scatter 현상을 이용한 공격경로 추적(Sinkhole 기술)

  앞에서 목적지 기반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설정을 통해 DDoS 공격에 대한 효과적

인 차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 발생시 공격 트래픽에 대한 차단

과 동시에 공격 출발지를 추적하여 제거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DDoS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거부공격에서는 근원지 추적을 피하기 위해 Source IP주소를 

Spoofing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를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의 추적 기술 중 Cisco사의 Netflow를 이용하여 역추적이 가능하지만, 공격 경로

상의 라우터들이 Cisco사의 제품이어야 하고, 라우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

고, 공격이 진행 중인 동안에만 분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트래픽 분석을 통한 서비스거부공격 추적 :

http://www.krcert.or.kr/report/download.jsp?no=TR2003001&seq=0

  ISP 입장에서는 수많은 라우터 중 어느 고객과 연결된 edge 라우터로부터 공격 패킷들

이 유입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추적의 범위를 상당히 좁힐 수 있다.

  본 장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Sinkhole 기술은 공격 관련된 패킷들을 특정 네트워크로 

끌어들여서 분석하는 기술이다.

  앞서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팅 설정에 의해 각 edge 라우터들에서 공격 패킷들이 모두 

drop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때 공격자가 출처를 속이기 위해 출발지 주소를 Spoofing할 경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우터는 패킷을 drop할 경우 기본적으로 ICMP unreachable 패킷을 패킷의 

발신지 쪽으로 보내게 된다(물론 Null0 인터페이스에서 no icmp unreachables를 설정한 

경우는 가지 않음). 이때 패킷의 발신지 즉, Source IP 주소는 Spoofing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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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P unreachable 메시지는 거의 random하게 흩어져서 되돌려지게(backscatter) 된다. 

이 재미있는 현상(backscatter traffic)은 쉽고 빠르게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공격의 진입지

점을 찾아내는데 활용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목적지 기반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터에 의해 drop된 패킷들에 대한 ICMP 

Unreachable 패킷을 수집하여 공격 진입지점을 추적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Back scatter 현상을 이용한 공격경로 추적 시나리오

  먼저, backscatter된 패킷들을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대규모 IP 블럭을 Sinkhole 

네트워크로 지정한다.

  사용하지 않는 대규모 IP 블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IPv4 주소공간을 관리하는 IANA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iana.org/assignments/ipv4-address-space

  이 중 “IANA - Reserved”라고 표시된 네트워크 블록을 Sinkhole 네트워크로 사용할 

수 있다. IANA의 미할당 IP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할당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본 문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96/3 주소공간 즉, 96/8~127/8까지

의 주소로 선택했는데 이 주소 공간은 전체 IPv4 주소공간 중 32
256

(12.5%)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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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써, backscatter된 ICMP unreachable 패킷 중 상당수가 수집될 수 있을 것이다.

  선택된 주소공간을 소유했다고 알린 라우터(Sinkhole 라우터)에 다음과 같은 ACL을 설정한다.

access-list 150 permit icmp any any unreachables log

access-list 150 permit ip any any

  이 설정은 ICMP unreachable 메시지를 기록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ACL이 설정된 라

우터의 터미널 모니터링을 통해 unreachable 패킷이 발송되는 근원지를 찾을 수 있다. 

unreachable 패킷이 발송된 인터페이스가 공격 트래픽이 유입되고 있는 지점이며, 이 인

터페이스에 연결되어져 있는 네트워크에서 공격 트래픽이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공격으로 인해 Sinkhole 라우터에 ICMP unreachables 메시지가 기록된 예이다

SLOT 6:6w6d: %SEC-6-IPACCESSLOGDP: list 150 permitted icmp 

65.208.80.242 -> 99.141.160.46 (3/1), 1 packet

SLOT 6:6w6d: %SEC-6-IPACCESSLOGDP: list 150 permitted icmp 

65.208.80.242 -> 97.147.124.71 (3/1), 1 packet 

  위의 로그에 나타난 ICMP 패킷의 목적지 주소(99.141.160.46와 97.147.124.71)는 공격시 

출처를 Spoofing하기 위해 임의로 생성된 공격자의 Source 주소로써, 96/3 범위에 속해 

패킷이 수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로그에서 중요한 것은 ICMP 패킷의 출발지 주소이다. 이 로그를 통해 공격 패킷이 

유입되고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65.208.80.242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주소는 

Null0 라우팅 되도록 미리 설정한 edge 라우터들 중의 하나로써, 해당 edge 라우터에 연

결된 sub 네트워크로부터 공격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Netflow를 이용했다

면 중간 경로상의 많은 라우터들을 뒤져서 알아낼 수 있었던 정보이다. 이처럼 

backscatter 기법은 아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공격 근원지가 속한 네트워크까지 추적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은 synflood 공격과 같이 자신의 공격 근원지 주소를 속이는 공격이나, 

DDoS와 같이 다수의 Agent를 이용한 공격의 추적에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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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DDoS 공격 발생시 수많은 ICMP unreachable 패킷이 Sinkhole 라우터로 유입

될 수 있으므로 Sinkhole 라우터는 가능한 충분한 대역폭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

의 서비스망과는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smurf와 같은 공격의 추적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경우는 smurf 공격 패킷의 출발지 주소가 임의의 주소가 아닌 공격 목표시스템의 

주소로 위장되므로 목표시스템이 속한 네트워크 라우터에 ICMP unreachable ACL을 설

정하여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앞서 블랙홀 라우터의 설정과 유사하게 공격 증폭기(amplifier) 역할을 하는 네

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주소(예를들어 xxx.xxx.xxx.255)를 drop하도록 라우팅 경로를 변경

시킨다. 이 설정으로 xxx.xxx.xxx.255로 향하는 공격 패킷은 drop되고 ICMP unreachable 

메시지가 공격 대상이 되었던 주소로 전송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격자 단말이 속한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를 노출시켜 공격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각 edge 라우터에서 차단되어 backscatter된 패킷들을 Sinkhole 네트워크에서 

수집하여 공격 근원지 추적에 이용하 는데, 블랙홀 라우터 서버에서 공격 트래픽을 

drop하지 않고 Sinkhole 네트워크로 보내도록 next-hop을 바꿀 경우 Sinkhole 네트워크

에 설치된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공격 트래픽의 특성을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DoS 공격시에 Source 주소를 Spoofing하기 위하여 random하게 생성되는 특성을  

가진 것과 유사하게 인터넷 웜은 목적지 주소를 random하게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Sinkhole 라우터를 이용하여 Spoofing된 공격의 출처를 추적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웜의 샘플을 수집하거나 random한 스캔공격을 모니터링하기 위

한 HoneyNet으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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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inkhole (그림 7) Sinkhole Tunnel

나. Sinkhole tunnel 기술

  앞서 살펴본 Sinkhole 라우터를 이용한 트래픽 분석은 검사 결과 정상적인 트래픽일지

라도 다시 목적지 호스트까지 보낼 수 없어 결국 합법적인 트래픽도 서비스거부되는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Sinkhole tunnel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이 기술은 트래픽 전환(traffic shunt) 이라고도 불린다.

  Sinkhole tunnel 기술은 목적지 주소의 next hop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정해진 터널을 

지나가게 하고, 이 터널에서 ACL, rate limit, 분석 등의 필요한 작업을 한다. 필요한 작

업 후에 정상적인 트래픽일 경우에는 터널을 빠져나가 원래의 목적지로 전송될 수 있도

록 내보낼 수도 있다.

  Sinkhole 기술과 Sinkhole tunnel 기술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6] Sinkhole 기술과 Sinkhole tunnel 기술의 비교

구분 Sinkhole Sinkhole Tunnel

특징

- 단방향 : Data in & not out

- 트래픽 분석

- 양방향 : Data in, processed and out

- Tunnel 기술 이용

- 트래픽 분석

- Access Control, Rate Limit, QoS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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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khole tunnel을 위해서는 먼저 Sniffer 등 분석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는 Sinkhole 라우

터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edge 라우터에서 패킷들을 Sinkhole 라우터로 들어가게 하는 

tunnel을 생성한다. 터널링 기술 중 대표적인 기술이 MPLS 기술이다.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는 라벨 기반 스위칭 방법을 통해 IP 어드레스 

목적지를 토대로 한 복잡한 경로 배정이 아닌 단순한 라벨의 컨텐츠를 토대로 포워드에 

대한 판단을 실행할 수 있다.

  현재 MPLS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o 트래픽 엔지니어링(Traffic Engineering)

  - 네트워크 병목을 피해 경로를 설정하고 트래픽 계층에 따른 성능 보장

 o VPN

  - 암호화나 최종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이 없이도 네트워크를 통해 IP 터널을 생성하

여 네트워크 기반의 가상 사설망 기능 제공

  미국과 같이 망구조가 거물망(Mesh 형)인 경우, MPLS를 트래픽 엔지니어링 용도로 많

이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Star 형으로 네트워크 기반 VPN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MPLS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트래픽을 Sinkhole 라

우터로 보낼 수 있다.

 

  edge 라우터에서 정해진 터널로 보내기 위해서는 RFC 1918의 한 서브넷이 tunnel 인

터페이스로 정적 라우팅되어야 한다. 다음은 그 예이다.

ip route 192.168.0.12 255.255.255.255 Tunnel0

  특정 주소를 대상으로 공격발생시 원격구동 블랙홀 라우터를 이용하여 공격목표 IP 주

소의 next hop을 192.168.0.12/32으로 설정함으로써 트래픽들은 이 tunnel을 거치게 된다.

  트래픽이 tunnel을 거쳐 Sinkhole 인터페이스에 도달되면, Rate Limit 정책, QoS 정책, 

그리고 access list 등을 Sinkhole 장비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 정책들은 공격 트래픽에 

따라 분류되어 대역폭을 제한하거나 차단시킬 수 있다. 또한, Sinkhole 라우터는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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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문장에 의해 트래픽을 네트워크 백본에 연결되어 있는 이더넷 인터페이스로 포워

딩함으로써 트래픽이 다시 정상적인 원래의 목적지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Sniffer를 이용하여 트래픽을 분석할 수도 있다.

  이는 각 edger 라우터들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한계로 인해 access list나 rate 

limiting 문장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대단히 유용하다. 모든 edge 라우터들의 인터페

이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대신 트래픽을 Sinkhole 라우터로 보내고, Sinkhole 라우터 상의 

고성능 장비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중앙집중적인 분석과 차

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Sinkhole tunnel 기술도 블랙홀 기술과 마찬가지로 eBGP 피어링 포인터를 넘어서는 것은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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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DDoS나 인터넷 웜 공격에 대한 대응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본 문서에서 소개한 많은 기술들도 완벽하게 DDoS 공격을 차단하고 제거하지는 못한다. 원격구

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도 공격자가 공격 목표 설정시 IP 주소가 아닌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

거나, 피해기관의 DNS 엔트리 변경을 쫒아서 공격 대상 IP를 바꾸어서 공격할 경우 대응의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본 문서에서 소개된 기술들은 일반적인 DDoS 공격에 대해 상당히 

비용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차단과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기술들은 UUNet과 같은 거대 ISP망에서 이미 적용하여 그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국내 ISP망에서도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이러한 기술들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물론 일부 국내 ISP에서는 이 기술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원격 

구동 블랙홀 라우팅 기술을 처음 제안한 미국 통신회사 UUNet은 2004년 초 고객 대상 DoS 

공격을 15분 이내에 대응하겠다는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발표하여 공격 차단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이 자신감은 본 문서에서 소개한 다양한 기술과 운용경험, 그리고 시

스템화된 보안정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 하다1).

  본 문서에서 소개한 기술들은 특별히 새로운 기술을 요하지는 않는다. 기존에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null0 라우팅, iBGP 광고, uRPF, syslog logging 등을 조합하여, 새

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상은 ISP 사업자, 통신장비 판매회사, 

보안 전문가 등이 각자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었고, 지금도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 기술에서 착안한 보안솔루션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인정하는 인터넷 강국이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NANOG 처럼 서로의 망 운  경험과 보안관리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1.25 인터넷 침해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다양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사전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1.25 당시에

도 많은 ISP 망 관리자들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설정시 장비와 서비스에 미칠 수 

있는 향을 정확히 몰라 설정을 망설 었다. 충분한 사전훈련이 있었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본 문서에서 소개한 기술들도 ISP망에서 미리 적용하고 각 ISP 환경에 맞

도록 커스터마이징함으로써 실제 대규모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1) 1.25 인터넷 침해사고 이후 정통부에서 구성한 「정보보호 실태조사단」의 일원으로 미국 UUNet을 

방문했을 때, 최첨단 보안장비가 아닌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보안관리 정책이 대단히 인상

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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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격 대응 시나리오 및 보안 기능별 부하 분석

 다음은 국내 DDoS 발생 가능 시나리오 및 대응안, 기능별 구현방법과 성능 및 부하 발

생률에 대한  분석내용을 다루었다  

I. 국내 주요기관 사이트 공격 가능 시나리오

 공격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 가능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DDoS공격 기능을 가진 웜을 제작하여, 메일 첨부 또는 OS취약점을 이용하여 전파 시킴. 

  ② 웜이 확산되면, 공격자는 IRC 채널 등을 통하여 주요 기관 사이트 (예. 특정기관/회사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시작 명령을 전달함. 

  ③ 공격명령을 전달 받은 웜은 일제히 목적지 사이트를 향하여 DDoS 공격 시작.  해당 

사이트는 네트워크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하거나 다운됨.     

         

                       

                         [그림 1]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가능 시나리오



KrCERT-TR-2004                                                                      http://www.krcert.or.kr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차단 및 분석 기술                               cert@krcert.or.k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ISC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 33 -

Ⅱ. 예방 / 대응 위한 방법 및 기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isco 네트워크 장비에서의 활용 가능 기술은 다음과 같다.

 

    o 기본 기술  

      - 블랙홀 라우팅 : 라우팅 경로를 조작하여 패킷 Drop                   

      - uRPF  :  소스 주소가 변조된 패킷에 대한  Drop 

      - Extended ACL : 특정 목적지로 향하는 패킷에 대한 Drop 

      - Rate-Limit (CAR) : 초당 일정량 이상의 트래픽이 유입될 경우 Drop  

      - PBR,  MQC CLI :  패킷 특성별 (Size등)로 Drop 

                  
     o 응용 기술   

        사고 발생시, 블랙홀 라우팅 기능을 이용하여 대응하고자 하는데, 그 적용 대상 

라우터의 수가 많을 경우 망 관리자가 각각의 라우터에 설정을 하여야 하므로 신

속성에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BGP Advertise 및 Community,Redistribute 

기능을 활용하여 차단 정책 (블랙홀 및 uRPF)을 BGP 라우터들에게 신속하게 일

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대응 방안 예

          실제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DDoS공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한 대응 

예이다.  아래에 언급한 내용은 단지 하나의 방안일 뿐이며, 아래 방법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대응법이 있을 수 있다. 

         - Rate Limit (CAR) 기술 이용한 대응 예 : 국내, 국외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대

규모로 동시 다발적인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해당 피해 사이트로의 트래픽이 폭

증하여 해당 지역의 네트워크 자체가 다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격 

트래픽이 해당 사이트에 도달하기 전에 네트워크 주요 구간 구간에서 분산 

Drop 하여 Bandwith를 조절한다 (ISP 연동라우터, POP 경계라우터, Edge 라

우터, 사용자 관문라우터등 피해 호스트로 연결되는 국내 네트워크 주요 구간

구간에 Rate Limit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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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국제 관문 라우터에서 피해사이트로 향하는 

트래픽에 대한 허용가능 Bandwidth를 지정

하여 폭증하는 공격 트래픽에 대한 1차 조절.

    또한 타 ISP로부터 유입되는 폭증 트래픽을 

조절하기 위하여, 국내 ISP 연동 라우터에서 

피해사이트로 향하는 트래픽에 대하여 Rate 

Limit를 적용하여 허용가능 Bandwidth 지정.  

  ii) ISP내부의 여러 지역POP으로부터 발생하는 

폭증하는 공격 트래픽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

역 POP 경계 라우터 에 Rate Limit (CAR)를 

적용 마지막으로, 최종 Edge 라우터에서  과

도하게 유입되는 트래픽에 대한 최종 필터 

[그림 2] CAR 기술을 이용한 대응 예

     

         - uRPF기술을 이용한 대응 예: 

           국내 스푸핑 트래픽을 네트워크 주요 구간구간 에서 차단한다.  피해 사이트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 에서는 여러 지역 POP으로 부터 스푸핑 패킷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POP 경계 라우터에 uRPF를 적용한다.  또한 

타 ISP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스푸핑 패킷이 IX를 통하여 피해 ISP로 전달되지 

않도록 ISP 연동라우터에 uRPF를 적용하도록 한다.  uRPF 는 사고 발생 전

에, 네트워크 주요 구간마다 미리 적용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 uRPF를 이용한 대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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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홀 라우팅 기술 활용한 대응 예: 

            공격 트래픽량이 매우 크거나, 장비 성능의 문제로 Rate Limit 기술 및 기타 

기술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블랙홀 라우팅을 설정한다. 블랙홀 라우팅은 장

비 부하 발생이 적다.  그러나, 블랙홀 라우팅을 설정할 경우 해당 IP (피해 

호스트) 로의 접속이 불가능해 지므로 DDoS로 네트워크 망에 큰 피해가 예

상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다.   

           블랙홀 라우팅은 BGP routing protocol을 이용하여 여러 라우터에 동시에 적

용 되도록 할수 있다. 공격 트래픽이 여러 지역에서 분산되어 Drop 되므로 

효율적인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해 진다.       

        

         - 피해 대상 Host IP 변경 및 DNS 정보 갱신 통한 대응 예 : 

            방법1) 긴박한 경우 임시적인 조치로 피해 호스트 IP를 변경하고 DNS를 갱

신한다. 또한 라우터에서 변경 전의 IP에 대해 블랙홀 라우팅 설정하

여 공격 트래픽이 네트워크 상에서 사라지게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임

시적인 조치이다.  DNS 재쿼리를 통한 재공격이 일어날 경우는 문

제가 다시 발생한다.

             방법2) 해당 도메인의 DNS 서버에서 zone 파일내의 문제 도메인 네임 에 

대한 Resolution 정보를  Loopback (127.0.01)으로 변경한다. 해당 도

메인이 국내 도메인일 경우만 가능하다.  이 경우는 피해 호스트의 

서비스가 불가능해 지므로, DDoS 로 국내 네트워크 망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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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DoS 예방 위한 라우터 보안 기능 상세 

  아래 내용은 Cisco 장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보안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이다. 각 기능

에 대한 개념과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o 블랙홀 라우팅

     특정한 주소에 대한 라우팅 경로를 Static 하게 Null0로 설정한다.  설정 후 해당 주

소로 향하는 트랙픽에 대한 차단 효과를 얻는다.  장비상의 부하가 적다

       [설정 예]

         ip route 목적지 주소 255.255.255.255 Null 0 

    ※ 블랙홀 라우팅 응용 기술: 

       한대의 라우터에서 블랙홀 라우팅을 설정하므로, 여러 라우터에서 동시에 해당 기

능이 적용 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현원리는, Static으로 설정한 블랙홀 라우팅 정보를 BGP로 Redstribute 한 후, 해

당 BGP　라우팅 정보를　Advertise 시키는 개념이다  

       ① 블랙홀 라우팅을 적용하고자 할 라우터를 선별하여, 대상 라우터들에  사용하

지 않는 사설IP로 블랙홀 경로(Null0)를 미리 설정해 둠

       ② 한대의 라우터를 선정하여 static 으로 블랙홀 경로로 향하는 Tag (식별자)가 

붙어 있는 라우팅 테이블 생성

       ③ 해당 라우팅 정보를 BGP로 Redistribute하여 모든 라우터에 Advertise하게 함.  

 

       ④ 해당 정보를 전달 받은 라우터들은 이후에 블랙홀 라우팅 기능을 수행함. 

         

          <적용 예>

            Step1. 사고 발생시 블랙홀 라우팅을 적용하고자하는 라우터들에 아래와 같

이 사전 설정해 둠

                     ip route 192.168.100.100 255.255.255.255 Null0

 
            Step2. 블랙홀 라우팅 시작을 타 라우터에 알리는데 사용할  라우터를 1대 

선정하여, 아래 내용을 미리 적용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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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er BGP　12456

                         redistribute static route-map auto-adv

                         route-map auto-adv permit 10

                         match tag 666

                         set ip next-hop 192.168.100.100

                         set local-preference 50

                         set community additive no-export

                         set orgin igp

  

            Step3. “Step2”의 라우터에서 아래와 같이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BGP 프로토톨을 통하여, 타 라우터(“Step1 라우터”) 들로 전

달되어, 대상 모든 라우터에 동시에 블랙홀 기능이 설정됨  

  

                      ip route "차단할IP" 255.255.255.255 Null0 tag 666  

   o CAR (Commit Access Rate):

      특정 프로토콜이나 포트, 주소에 대하여 대역폭을 할당하여 비정상적으로 폭증 하

는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다. 

          Step1. IP, 프로토콜, 포트 등  CAR를 적용할 트래픽 정의    

          Step2. 대상 Interface에 적용함  

            

             [설정 예] 

             CAR를 통한 TCP SYN 공격 트래픽 통제.  TCP SYN packet이 64Kbps 이상이면 Drop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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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RPF (unicast Reverse Path Forwarding)

       uRPF는 패킷의 소스IP 주소가 변조된 트패픽을 차단해주는 기능으로, 라우터는 

FIB 정보를 활용하여 역경로 존재여부를 확인 후 차단/통과 시킨다.  uRPF에는 

strict 과 loose 두가지 mode가 있다.  Strict mode는,  소스주소에 대한 역경로 존

재 여부 파악을 위하여 FIB 테이블을 체크 후, 유입된 패킷이 올바른 인터페이스로 

유입되었는지를 체크한다.  반면 loose mode는 인터페이스 부분은 체크하지 않는

다.  따라서, Strict Mode가 보안성이 높다. 그러나, 두가지 이상의 경로를 가지는 

Multi homed Network에서 Static Mode를 적용할 경우에 서비스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dge Network에서 Strict Mode로 적용하고,  다중 경로가 존재하는 대형 망에서

는 loose 모드로 적용하면 되겠다. 다음은 Cisco에서 권고하는 환경별 uRPF 적용 

Mode이다 

[표 1] Cisco Recommend uRPF Type

Deployment Situation uRPF Type Note

Lease Line Customer Strict Check
Multi-homed Lease Line

Customer (same ISP) Strict Check or Loose Check Remember to use BGP 
Weights on Strict Check

Multi-homed Lease Line
Customer (different ISPs) Strict Check or Loose Check  Remember to use BGP 

Weights on Strict Check

Dial-up Customers Strict Check

DSL Customers Strict Check

Cable Modem Customers Strict Check

IXP Connection - no private
peering Strict Check

IXP Connection w/ private
peering Loose Check

Private Peering - Dedicated
Router  Strict Check

Symmetry should be expected 
between the routes advertised 
and source addresses sent 
by the peering ISP

Private Peering /w several 
ISPs on the same router Loose Check

Co-Location Provider's Edge
Routers Loose Check

       uRPF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CEF(Cisco Enable Forwarding) 기능을 Enable 

하여야 한다.  CEF Enable 후 적용 하고자하는 인터페이스에 uRPF를 설정한다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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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ct Mode 설정 예]

           router(config)#ip cef

           router(config)#int fastEthernet0/0 

           router(config-if)#ip verify unicast reverse-path

     

       [Loose Mode 설정 예]          

          router(config)#ip cef

           router(config)#int fastEthernet0/0 

           router(config-if)#ip verify unicast source reachable-via any

     o Extended ACL　

　    Source IP, Destination IP, 사용 Port 별로 트래픽 차단이 가능하다

      아래 설정은 IP 200.200.200.1 로 향하는 TCP 80 트래픽을 차단하는 예이다

        [설정 방법 예]           

         router(config)#access-list 101 deny tcp any host 200.200.200.1 eq 80

         router(config)#access-list 101 permit tcp any any   

         router(config-if)#ip access-group 101 in

     o MQC (Modula QoS CLI)

        비정상적으로 폭증하는 트래픽 통제에 활용될 수 있다.

          - 패킷의 특성으로 Drop이 가능함

          - 하나의 QoS 정책 내에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 추가가 가능함.  

            Step1.  ACL 적용 통한 패킷 Marking  

            Step2.  Marking된 패킷을 다시 특정 조건들 (Size 등)로 선별

            Step3.  선별된 패킷을 Drop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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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예]  MQC 통한 비정상 ICMP 공격 방어 

             

        

            [모니터링]

              Router#show policy-map interface FastEthernet0/1

                Service-policy input: worm_defense 

                  Class-map: class_worm (match-all)

                    10 packets, 1060 bytes     →  Drop된 packet 수 및 Byte 

                     5  minute offered rate 0 bps, drop rate 0 bps 

                     Match:  access-group 150     

                     Match:  packet length min 92 max 92 

                     drop

    o PBR (Policy Base Routing)

      - “특정 사이즈별 패킷 차단” 에 활용. 

      - 특정 프로토콜에 대하여 ACL을 통해 Marking을 하고, Marking 된 패킷 가운데 

특정 Size 만 식별해서 논리적인 Null0 Interface로 보내는 개념

         Step1.  ACL 적용을 통한 패킷 Marking  

         Step2.  Marking된 패킷 중 다시 특정 Size의 패킷들로 선별

         Step3.  선별된 패킷을  Null 0 Interface 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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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예]

            Nachi Worm 공격패킷 (ICMP 92Byte) 차단설정 예 

          

          [모니터링]

        router#sh route-map nachiworm 

      route-map worm, permit, sequence 10

  Match clauses:

            ip address(access-lists): 150

         Set clauses:

    interface Null 0 

         Policy routing matches: 3021 packets, 310120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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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안 기능별 부하 발생률 분석

  사고 발생시의 활용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의시험 환경구성 및 실

제 DDoS 공격을 실시 후 각 기능별로 장비 부하 발생률을 분석하 다. 

 1. 테스트  항목  

     CAR, Extend ACL, uRPF, 블랙홀라우팅, PBR 기능을 각각 적용하거나 여러기능을 

동시 적용하여 CPU의 부하 측정.  실 환경과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7,680 KBps, 

120Kpps을 고정적으로 발생시키고,  아래와 같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 공격 조

건을 변경시켜가며 테스트를 실시  

 
       . 1차 테스트 조건 :  공격 트래픽 미발생 

       . 2차 테스트 조건 :  공격 트래픽 1,280 KBps, 20,000 pps 발생 

       . 3차 테스트: 조건:  공격 트래픽 2,560 KBps  40,000 pps 발생  

       . 4차 테스트 조건:  공격 트래픽  5,120 KBps  80,000 pps 발생 

  

  2. 테스트  절차 

     Step1. 일반적인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2,400 여대의 가상 

사용자 환경을 구성하고,  7,680 KBps, 120Kpps 트래픽을 생성하여, 라우터 

부하를 실제 상황과 유사한 수준인 CPU 사용률 40%로 유지하도록 함

     Step2. 공격 환경 구성 및 공격 실시 

            2,000 여대의 가상 DDOS Agent 를 구성하여 특정 host로 일제히 패킷 전송 

     Step3. 라우터에 보안기능인 Extend ACL, uRPF, CAR, PBR, 블랙홀라우팅을 적용

하 을 경우와 여러기능을 동시에 적용하 을 경우 라우터 부하발생률 관찰 

            DDoS 공격 Bps를 상승시켰을 경우의 부하발생률 상승폭 변화 여부를 관찰

    
   3. 테스트  환경  

       - 부하 분석 대상 장비: Cisco 7500 Router (IOS 버전12.0[13]S2ED, RSP4 R5000 CPU 200 

Mhz) 

       - 기타 활용 장비:  패킷 생성기 (SmartBit), Foundry Layer3 Switch  

           
     가. Real 트래픽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구성 

      [그림 4]와 같이, 라우팅 테이블 3,000개 생성 후 패킷생성기를 이용하여 A, B, C 

지역 간 흐르는 트래픽을 7,680 KBps (Byte per Sec), 120Kpps로 유지하게 하므로

써, 트래픽 및 장비자원 사용률을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만듬. 환경구성 후 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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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사용률 40~41%대로 유지 

                              [그림 4]  Real 한 시험환경 구성 

    나. 공격 환경 구성 

        [그림 5]와 같이 Packet generater (Smartbit)를 이용하여, 2,000대 의 가상 DDoS 

Agent 구성 및 피해 호스트 공격    

       1) 공격 형태  

         . 트래픽 형태:  Source Spoofing

       2) 공격 트래픽 발생량

         공격조건1) A지역 1,000대, B 지역1,000 대의 가상 PC로 부터 Total 1,280 

Kbps, 20,000 pps 의 DDoS 공격 트래픽 발생시킴                  

         공격조건2) A지역 1,000 대, B 지역 1,000 대의 가상 PC 로부터 Total 2,560 

Kbps, 40,000 pps 의 DDoS 공격 트래픽 발생 시킴 

         공격조건3) A지역 1,000 대, B 지역 1,000 대의 가상 PC 로부터 Total 5,120 

Kbps, 80,000 pps 의 DDoS 공격 트래픽 발생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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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공격 환경 

   4. 테스트 결과

      CAR, PBR 의 경우, CPU 사용 상승폭이 뚜렷하게 관찰 되었다. 따라서 사용시 

CPU  자원의 가용성을 확인 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블랙홀 라우팅과 uRPF의 경우는 CPU자원 사용률이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EACL은 List 가 적은 경우에 상승폭이 크지 않았으나, 차단 대상 목록 List가 많아 

질수록 CPU 자원 사용률이 높아졌다. CAR, PBR 기능에 ACL 처리 과정이 포함되

므로, CAR, PBR 또한 ACL List를 많이 추가 할수록, CPU사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테스트 결과이다

       가. 1차 테스트  

          공격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은 조건에서, 보안 기능 적용 후 부하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즉, 아래 결과는 보안 기능을 적용하지만, 필터 조건에 일치

하는 트래픽이 없는 상황의 결과값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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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조건: 일반 트래픽 -   7,680KBps, 120Kpps  

                   공격 트래픽 -  발생시키지 않음

           o 라우터 환경 : CEF (Cisco Express Forwarding) 사용

                                 [표 1] 1차 테스트 결과

공격 조건 보안 적용 항목 1~5분 평균 5~10분 평균 10~15분 평균

   미실시

 

 　 미적용 40% 41% 40%

    CAR 48% 49% 48%

    uRPF 42% 42% 41%

    Extended ACL 43% 43% 43%

    블랙홀 라우팅 40% 40% 40%

    PBR 42% 44% 44%

  uRPF+CAR+PBR 54% 53% 53%

  uRPF+CAR+EACL 51% 53% 54%

                             
                               [그림 6] CPU 자원 사용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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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차 테스트  

          다음내용은 공격 트래픽 1,280 Kbps, 20Kpps을 발생시킨 상황에서 보안기능을 

적용하 을 경우의 CPU 자원 사용률 이다

           o 조건: 일반 트래픽: 7,680KBps, 120Kpps   

                   공격 트래픽:  A, B지역 → C지역 피해호스트로 

                                스프핑된 1,280KBps 20Kpps발생 

           o 라우터 환경 : CEF (Cisco Express Forwarding) 사용

     

    

                                  [표 2] 2차 테스트 결과

공격 조건 보안 적용 항목 1~5분 평균 5~10분 평균 10~15분 평균

 공격 빈도

 20,000 pps

 　 미적용 48% 48% 49%

    CAR 59% 57% 58%

    uRPF 50% 49% 49%

    Extended ACL 51% 51% 52%

    블랙홀 라우팅 49% 49% 49%

    PBR 55% 53% 55%

 uRPF+CAR+PBR 61% 62% 61%

 uRPF+CAR+EACL 65% 63% 64%

 

                               [그림 7] CPU 자원 사용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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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차 테스트 

          다음내용은 공격트래픽 2,560 Kbps, 40Kpps을 발생시킨 상황에서 보안기능을 

적용하 을 경우의 CPU 자원 사용률 이다

           o 조건: 

             일반 트래픽: 7,680KBps, 120Kpps   

               공격 트래픽: 

                 A, B지역 → C지역 피해호스트로 스프핑된 2,560KBps 40Kpps발생 

           o 라우터 환경 : CEF (Cisco Express Forwarding) 사용    

       

                                     [표 3] 3차 테스트 결과 

   

공격 조건 보안 적용 항목 1~5분 평균 5~10분 평균 10~15분 평균

 공격 빈도

 40,000pps

 　 미적용 56% 56% 58%

    CAR 67% 69% 68%

    uRPF 56% 55% 56%

    Extended ACL 61% 59% 60%

    블랙홀 라우팅 58% 58% 57%

    PBR 64% 64% 64%

 uRPF+CAR+PBR 68% 68% 69%

 uRPF+CAR+EACL 70% 71% 71%

  

                                   [그림 8] CPU 자원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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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4차 테스트 

          다음내용은 공격트래픽 5,120 Kbps, 80Kpps을 발생시킨 상황에서 보안기능을 

적용하 을 경우의 CPU 자원 사용률 이다

            o 조건: 

              일반 트래픽: 7,680KBps, 120Kpps   

              공격 트래픽: 

                 A, B지역 → C지역 피해호스트로 스프핑된 5,120KBps 80Kpps발생 

            o 라우터 환경 : CEF (Cisco Express Forwarding) 사용

 

                                    [표 4] 4차 테스트

 조  건 보안 적용 항목 1~5분 평균 5~10분 평균 10~15분 평균

 공격 빈도

  80,000 pps

 　 미적용 74% 74% 75%

    CAR 83% 84% 83%

    uRPF 70% 71% 69%

    Extended ACL 75% 75% 74%

    블랙홀 라우팅 73% 72% 73%

    PBR 80% 80% 81%

 uRPF+CAR+PBR 81% 79% 80%

 uRPF+CAR+EACL 84% 85% 86%

                            

                                 [그림 9] CPU 자원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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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ACL List 개수와 CPU 사용률 상관 관계 테스트 

          ACL List 개수와 CPU 사용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ACL 개수를 변경

해 가며 적용한 후, CPU 상승폭을 관찰하 다.  관찰 결과 List 개수와 CPU 

사용률은 아래와 같이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CAR, PBR 기능에 ACL 

처리 과정이 존재하므로, CAR, PBR 또한 List가 많아 질수록 CPU사용률이 올

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ACL List 개수 - CPU 사용률 상관관계 테스트 결과

List 개수 1~5분 평균 5~10분 평균 10~15분 평균

20개 52% 51% 50%

40개 63% 62% 63%

60개 78% 75% 75%

80개 88% 89% 90%

  

                             [그림 10] CPU 자원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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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결과 종합

          다음은 1차 ~ 4차 테스트를 종합한 결과이다.

                             [표 6] 테스트 결과 종합

보안 적용 항목 
              공격 조건별 CPU 사용률

   공격미실시   1,280Kbps    2,560 Kbyte    5,120 Kbyte

 미적용 40.3% 48.3% 56.6% 74.3%

 CAR 48.3% 58.0% 68.0% 83.4%

 uRPF 41.6% 49.3% 55.6% 70.0%

 Extend ACL 43.0% 51.3% 60.0% 74.6%

 블랙홀 라우팅 40.0% 49.0% 57.6% 72.6%

 PBR 43.3% 54.3% 64.0% 80.3%

uRPF+CAR+PBR 53.3% 61.3% 68.3% 80.0%

uRPF+CAR+EACL 52.6% 64.0% 70.6% 85.0%

                                

                              [그림 11] CPU 자원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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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PU 자원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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