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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봇에 감염된 컴퓨터는 봇 마스터에 의해 조정되어 스팸 메일 발송, DDoS 공격, 불법 
컨텐츠 유통 등의 불법 행위에 사용된다. 봇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은 호스트 기반 봇 
탐지 방법, 네트워크 기반 봇 탐지 방법이 있다. 네트워크 기반 봇 탐지 방법은 네트
워크의 경계 부분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하고 검사하여 봇에 감염된 호스트들을 
발견한다.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 봇 탐지 방법은 각 호스트가 통신하는 트래픽의 시그
너처를 이용하여 봇을 탐지하거나, 트래픽을 통해 여러 봇들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행위의 공통점을 분석하여 봇넷을 탐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호스트가 발생시키는 
네트워크 트래픽들을 분석하여 블랙 리스트에 포함된 악성 호스트와 정기적으로 통신
하고 있는 호스트를 구별하여 봇 감염 호스트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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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봇(bot)은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되어 봇 마스터(bot master)의 통제를 받게 된 호스트를 의미

한다. 봇넷(botnet)은 동일한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되어 봇 마스터에 통제되고 있는 봇들의 집합
이다. 봇넷은 DDoS, 스팸메일 발송, 정보 유출, 피싱, 불법 컨텐츠 유통, 인터넷 뱅킹 계좌 탈취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데 사용 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PC 들이 봇
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12월에 판다 시큐리티(Panda Security)에 의해 
차단된 Mariposa 봇넷은 190 개국에 걸친 약 1270 만개의 봇 감염 IP 를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국에 있는 PC 가 90 만대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또한 인터넷 뱅킹 계좌 탈취로 
악명 높은 Zeus 봇넷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기업의 88%에 퍼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 이
에 따라 보안 업체와 ISP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봇넷 탐지 및 차단을 위해 많은 연구와 투
자를 진행하고 있다.  

 
봇넷 탐지 방법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호스트 기반의 봇 탐지 방법이다. 

호스트 기반 봇 탐지 방법은 각 호스트에 봇 탐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각 호스트에 있는 봇을 
탐지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네트워크 기반의 봇 탐지 방법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봇 탐지 방법은 
호스트 사이에 전달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여 봇을 탐지한다. 호스트 기반 봇 탐지 방법
은 각 호스트에 설치된 악성 코드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각 호스트에 악성 코드 탐지 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 탐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네트워크 기반 봇 탐지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시그너처 기반 탐지 방법(signature-

based detection)이다. 시그너처 기반 탐지 방법은 침입 탐지 장치(IDS)에서 악성 트래픽 탐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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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별 봇이 CnC(Command and Control) 서버나 다른 봇과 통신하
는 내용의 패턴을 시그너처로 생성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봇 호스트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봇
의 통신은 일반적인 통신 내용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그너처의 일치만을 통해서는 정확
하게 탐지하기가 어렵다. 또한 최근에 나타난 Mariposa 나 Nugache 같은 봇들은 봇넷에 속한 호스
트간의 통신을 암호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그너처 기반 탐지를 통해서 봇넷을 탐지하기 더 어려워
졌다.  

 
시그너처 기반 탐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관성 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 연관성 분석은 

개별 봇의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을 긴 기간 동안 감시하고 시간대 별로 연관성을 분석하는 수직
적 연관성 분석 방법[4]과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호스트들의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의 연관성을 분
석하여 봇을 탐지하는 수평적 연관성 분석 방법[5][6][7]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은 네트워크 
기반 봇넷 탐지 방법의 분류에 대해서 보여 주고 있다 [8].  

 
 

 
 

그림 1 네트워크 기반 봇넷 탐지 방법 
 
 
수직적 연관성 분석 방법은 시그너처 기반 탐지 방법을 이용하며 봇의 생성, 감염 시도, CnC 

서버와의 통신, 업데이트 등의 통신 패턴을 이용해 각 행위를 탐지하고, 특정 기간 동안 탐지한 
각 행위간 연관성을 분석하여 각 호스트가 봇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 예를 들면 봇 탐지 시스템 
BotHunter[5]는 특정 기간 동안의 IDS 시그너처 매칭, 페이로드 분석, 통계 분석 등을 수행하고 호
스트별로 각 분석 결과들의 연관 분석을 통하여 각 호스트의 봇 여부를 판별한다.  

 
수평적 연관성 분석 방법은 일종의 행위 기반 탐지(behavior based detection)로 봇넷에 속한 호

스트간 통신을 포함하는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봇넷의 통신만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수평적 연관성 분석 방법은 동일 시간 간격 내에 각 호스트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지
를 분석하여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호스트들을 그룹으로 묶고 각 그룹별로 상세 분석을 하여 각 
그룹이 봇 행위를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수평적 연관성 분석 방법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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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범위 측면에서, 분석 복잡성 및 정확성의 측면에서, 통신 난독화에 대한 대처 측면
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적용 범위 측면에서는 그룹별 분류를 통해 봇넷을 탐지하기 때문에 많
은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에만 적용될 수 있다. 분석 복잡성 측면에서는 이 방법은 여
러 호스트간의 유사성(similarity)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봇넷 탐지에 적용하기 어렵다. 분석 정확성 측면에서는 오탐률(False Positive Rate)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 확인을 위해 페이로드 분석이나 호스트 기반 분석과 같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봇넷들은 이 예전의 중앙 집중형 IRC 봇과는 달리 통신 난독화를 통하여 봇과 CnC 
서버와의 통신에서 그룹 행위를 발생시키지 않고 DDoS 와 같은 공격에서만 그룹 행위를 발생시
키고 있다. 따라서, 통신 난독화의 측면에서 수평적 연관성 분석 방법을 이용하면 공격 이전에 비
활성 상태에 있는 봇넷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기반의 수직적 연관성 분석을 통한 봇 탐지 방법 중 하나로 블랙리

스트에 접근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감시를 통해 봇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블랙리스트 접근 
트래픽 기반 봇 탐지 방법은 개별 호스트별 네트워크 통신 패턴을 감시하면서 악성 URL 및 악성 
호스트에 접근하는 트래픽을 탐지하여 봇 여부를 판별한다. 네트워크 트래픽 감시는 내부 네트워
크와 외부와의 경계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 블랙리스트는 보안 업체나 보안 관련 기
관에서 관리하는 악성 호스트 IP 블랙리스트와 악성 URL 블랙리스트를 사용한다. URL 블랙리스
트에 접근하는 호스트는 감염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잠재적인 봇으로 간주한다. 또, 감염된 호스트
들은 봇넷에서의 멤버십 관리, 업데이트 등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CnC 서버에 접속하기 때문에 블
랙리스트에 주기적으로 접근하는 호스트는 봇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봇의 감염 과정 및 통
신 특성을 이용하면 봇이 공격을 시작하여 활동성을 보이기 전에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게 된
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블랙리스트 접근 트래픽 

감시를 통한 봇 탐지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3 장에서는 봇 탐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제 
4 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제 5 장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연구 내용
을 제시한다. 

 
 

2. 블랙리스트 접근 트래픽 감시를 통한 봇 탐지 방법  
   
2.1. 트래픽 감시 위치  

 
네트워크 기반 봇 탐지를 위하여 네트워크의 경계 부분에서 감시를 하게 된다. 네트워크 경계 

부분을 감시하게 되면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의 모든 트래픽을 감시할 수 있다. 내
부 네트워크의 호스트들이 봇에 감염되게 되면 외부에 있는 CnC 서버와 주기적인 통신을 시작하
게 된다. 또한, 내부 네트워크의 호스트가 봇에 감염되고 또한 CnC 서버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때는 내부의 CnC 서버와 외부의 봇 감염 호스트들이 주기적인 통신을 하게 된다. 네트워크 경계 
부분에서 트래픽 감시를 하게 되면 내부와 외부 사이의 통신만 감시하기 때문에 내부에 CnC 서
버와 봇 감염 호스트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봇 탐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 단 봇 마스터가 내부
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봇 감염 경우를 탐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2. 탐지를 위해 사용되는 봇의 통신 특성 

 
봇의 통신 패턴은 봇넷의 형성 과정에서, 봇넷의 유지 과정에서, 봇넷을 통한 악성 행위 과정

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봇넷의 형성 과정에서는 취약점 스캐닝을 통하여 같은 네트워크 또는 근
접한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들을 감염시키거나, 스팸 발송, 메신저를 통한 피싱 등의 사회 공학
적 방법을 이용하여 호스트들을 감염시켜 봇넷을 확장한다. 봇넷의 유지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신 
형태는 봇넷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각 봇 클라이언트들이 CnC 서버와 통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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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업데이트하는 통신, 봇 클라이언트들의 생존을 검사하기 위한 CnC 서버와 봇간의 통신이 
대표적이다. 봇넷을 통한 악성 행위는 스팸 메일 발송, DDoS 공격, 파일 전송 등이다. 봇넷의 형
성 과정이나 봇넷을 통한 악성 행위 과정은 네트워크 스캐닝이나 대용량 파일 전송, 또는 네트워
크 자원의 대량 사용 등의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 탐지 시스템들
을 이용하여 봇넷을 탐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업데이트나 생존성 검사
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행위만 탐지하여 활동성이 약한 봇넷을 탐지하고자 한다. 

 
각 호스트가 봇 마스터에 의해 이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봇 마스터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되어야 한다. 봇 감염을 위해서는 운영체제 취약점이나 응용 프
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또는 사회 공학적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
을 받게 되면 사용자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성 코드가 호스트에 설치되어 봇으로 사용
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0-day 취약점이 많이 사용된다. 0-day 취약점이란 운영 체제나 응용 프
로그램의 취약점이 발표되었지만 패치는 되지 않는 취약점을 말한다. 0-day 취약점이 알려지게 되
면 악성 코드 제작자들은 패치 되기 전까지 되도록 많은 호스트들을 스캔 하여 취약점을 이용하
여 감염시켜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한다. 또, 패치가 되지 않은 운영체제나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봇넷에서는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의 호스트들을 스캔하여 취약점이 있
는 경우 적극적으로 감염시키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최근에는 봇 감염을 위하여 사회 공학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스팸 메일 발송을 통하여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유도하거나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웹 사이
트로 리디렉션 시켜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는 월드컵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를 
이용하거나 사용자의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설치를 유도하기도 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유행하면서 이런 서비스들의 웹 취약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글을 
자동으로 작성하여 악성 코드의 실행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트위터와 같이 글의 길이 제
한이 있는 경우에는 웹 사이트의 링크를 위해 URL 을 축약된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데 축약된 
URL 을 이용하여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 웹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두게 되면 사용자는 그 웹 사
이트의 정확한 주소를 모른 채 축약된 URL 만을 보고 클릭을 한다. 클릭을 하게 될 때 웹 브라우
저에서 악성 사이트로의 연결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접근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악성 사이트에 연결되어 악성 코드를 설치하기 쉽게 된다. 악성 사이트로
의 연결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해당되는 글을 쓴 사람을 신뢰하여 자기의 책임 
하에 악성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사이트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한 호스트가 감염되게 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통하여 악성 사용자 또는 프로
그램이 속이기 위한 글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
이 사회 공학적인 감염 방법은 악성 코드 제작자들에게 취약점을 이용한 방법보다 오히려 효과적
이고 매력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과정을 차단하거나 감염된 호스트를 탐지하기 위하여 주로 

네트워크 스캐닝 위주로 감시를 했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더 유행하고 있는 악성 웹 사이트
에 접근하는 트래픽을 감시하는 것을 정책으로 한다. 악성 웹 사이트에 접근하는 트래픽을 감시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 할 때 L7 단계까지 모니터링 하면서 각 호스트들이 접
근하는 URL을 탐지해 내고 해당 URL이 블랙리스트 URL에 포함되어 있는 악성 URL에 접근하
는 경우 경고를 하고 잠재적인 감염 호스트로 보게 된다.  

 
각 호스트가 일단 봇에 감염되면 봇 마스터는 봇 감염 호스트와 통신 채널을 형성하게 된다. 

봇의 통신 패턴은 봇넷의 구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 봇넷의 구조는 대표적으로 IRC 형, 
HTTP형, P2P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은 각 구조를 개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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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 HTTP P2P 
·중앙집중형 제어 
·암호통신(SSL) 
·특정 포트 이용 
·TCP 기반 

·중앙집중형 제어 
·웹 프로토콜(http) 
·http 포트 이용 
·TCP 기반 

·분산 제어 
·유동적인 포트 이용 

·UDP 기반 

 

 

  

Eggdrop, Pbot, Rbot, 
Infobot 

Grum, Rustock, Bobox, 
Pushdo, Robox 

Storm, Slapper, Sinit, Phatbot, 
Nugache 

 
표 1 봇넷의 구조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블랙리스트 접근 기반의 봇 탐지 방법은 모든 형태의 봇을 다 탐지할 

수 있지만 블랙리스트에 악성 호스트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IRC 형 봇넷이나 HTTP 형 봇넷의 
탐지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중앙 집중형 봇넷의 구조 
 
 
그림 2 는 IRC 형 중앙 집중형 봇넷의 일반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HTTP 형도 구조 자체는 이

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봇 마스터는 봇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위해 CnC 서버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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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nC 서버는 봇 마스터의 명령을 전달 받아서 봇 클라이언트들에게 명령을 전달하거나 파일을 
전송하는 등의 일을 한다. 그림에는 CnC 서버가 바로 봇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있지만 탐지 회
피를 위해서 더 많은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CnC 서버가 다른 CnC 서버로 연결되는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 코드의 감염 단계와 함께 CnC 서버와의 통신을 이용해서 봇을 탐지하고

자 한다. 봇을 탐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트래핑 모니터링을 통해 각 호스트가 블랙리스트 IP 에 주
기적으로 접근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탐지 방법을 단순화시키는 이유는 최근의 봇넷
들이 통신을 암호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통신이 암호화되면 통신 내용을 볼 수가 없다. 또
한 통신 프로토콜도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 프로토콜을 이용하
여 탐지를 회피하는 방법들도 사용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 네트워크 운영자 입장에서 감시를 통
해 즉각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은 L3 단계에서의 정보 즉 악성 행위에 사용되는 IP 주소에 접
근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일 뿐이다.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허니팟을 이용하거나 감염된 호
스트를 분석하는 호스트 기반의 분석이 꼭 필요하게 된다.  
   
2.3.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는 악성 호스트들의 집합으로 스팸 발송, 악성 코드 전파, 봇 CnC 서버 등에 사용

되는 호스트들을 등재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세계적인 보안 업체들이나 ISP 들에 의해 관리되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관리되는 블랙리스트에는 호스트들의 IP 리스트, 악성 행위에 사
용되는 도메인 이름들 DNS 블랙리스트가 포함된다. 또한, 최근 들어 웹을 통한 감염이 많아지면
서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는 웹 페이지에 접근하는 URL들도 블랙리스트들로 관리되고 있다.  

 
악성 코드 배포자들은 되도록이면 탐지를 피하기 위하여 공격을 하는 경우에도 임계치를 벗

어나지 않도록 분산된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인 통신과 구별되지 않도록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성 호스트들은 탐지되는데, 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역할
을 하는 호스트를 다른 호스트로 이전시켜 IP 기반의 탐지를 회피하거나, DNS 블랙리스트에 등재
되는 경우에는 도메인 이름을 바꾼다든지, 또는 도메인 이름은 그대로 둔 채 IP 주소만을 바꾸어 
탐지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9]. URL 의 경우에는 축약된 URL 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
트에 의한 탐지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 번 탐지되는 경우 다른 URL 을 
다시 사용하여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악성 코드 배포자들과 보안 관련자들 사이에 창과 방패
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관리를 통해서 악성 호스트들에 대한 탐지가 이루
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지속되고 있다 [10][11][12]. 그러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게 된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관리되고 있는 
블랙리스트들을 기반으로 봇 감염 호스트를 탐지하고자 한다.  
  
2.4. 탐지 방법  
 
블랙리스트 기반 봇 탐지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특성은 감염 과정에서 악성 URL 에 대한 접

근 내용과 봇넷 유지 과정에서의 악성 IP 에 대한 접근 내용이다. 한 호스트의 상태는 그림 3 과 
같은 상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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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호스트별 봇 감염 여부 상태 다이어그램 
 
각 호스트의 상태는 정상, 감염 의심, 감염의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 각 호스트는 처음

에 정상 상태에 있다. 정상 상태에서 감염되기 위해서는 악성 호스트에 접근하여 악성 코드를 다
운로드 받거나 공격을 통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과정을 거친다. 블랙리스트 IP 또는 URL 에 
접근하게 되면 해당 호스트를 감염 의심 상태로 변화시킨다. 감염 의심 상태에서 블랙리스트 IP
에 주기적으로 접근한다면 감염된 호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감염 의심 상태이기는 하지만 
블랙리스트 IP 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정상으로 볼 수 있다. 정상의 판정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비
접근 기간이 정해진 임계치 아래일 때 그 호스트를 정상으로 보는 것이다. 감염 상태에서는 감염 
호스트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감염 의심 상태로 되돌리게 된다. 감염 호스트 치료는 네트워
크 관리자가 감염된 호스트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여 감염 호스트가 치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감염 의심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 감염 호스트에 대한 치료는 DNS 싱크홀 처리를 통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의 유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감염 호스트의 DNS 하
이재킹을 통해서 백신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 [13].  

 
네트워크 경계에서 트래픽을 감시하면서 내부 IP 주소별로 외부에 접근하는 IP, URL, 접근 시

각을 저장한다. 내부 IP 주소별 블랙리스트 접근 통계는 일별 블랙리스트 IP 에 대한 접근 회수, 
주별 블랙리스트 IP 에 대한 접근 회수를 내게 된다. 블랙리스트 접근 통계는 호스트별, 일별, 주
별로 IP 접근과 URL 접근을 구별하여 DB 에 저장한다. 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호스트가 
꺼져 있을 때는 감염 되어 있는 상태더라도 블랙리스트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온다는데 
있다. 이것은 주별 접근 빈도 통계를 낼 때 주별 전체 접근 회수뿐 아니라 해당하는 주에 하루 
평균 몇 회 블랙리스트에 접근했는가를 내는 것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별, 
주별 통계를 냈지만 봇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활동성이 좋은 봇의 경우 한 
시간에 한 번 이상 CnC 서버와 통신을 한다. 이런 경우는 일별 통계를 내기보다 시간 별 통계를 
저장하며 일별 통계가 앞에서의 주별 통계에 해당하는 기록을 하면 된다. 단 호스트가 많이 있고 
통신량이 많은 경우 DB 의 용량의 한계 때문에 많은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블
랙리스트 비접근 빈도는 DB 질의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  

 
 

3. 봇 탐지 시스템 
 
제 2장에서 제안한 방법은 x86 서버 기반의 봇 탐지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4는 봇 탐

지 시스템이 설치되는 위치를 나타낸다. 봇 탐지 시스템은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의 사
이에 설치된다.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스위치와 방화벽이 설치되
어 있다. 봇 탐지 시스템은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 흐르는 트래픽을 감시해야 하
기 때문에 방화벽과 내부 네트워크의 사이 또는 외부 네트워크와 방화벽 사이에 설치한다. 그림 
4 는 방화벽 뒤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트래픽의 양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은 네트워크 탭을 이용하거나 스위치나 라우터의 미러링 설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탭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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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스템 설치 위치 
 
 
그림 5은 봇 탐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조를 보여 준다.  
 

 
 

그림 5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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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탐지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으로 일반적인 서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두 개를 사용하여 관리 NIC 은 시스템에 접근하고 봇 탐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한다. 
관리 NIC 은 블랙리스트 IP 및 URL 의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위해서, 또한 GUI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한다. 현재는 GUI 클라이언트를 구현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나 GUI 클라이언
트가 구현되면 관리 NIC 을 통해서 통계와 탐지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트래픽 감시 NIC 은 네트
워크 패킷을 pcap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캡쳐한다. 1Gb 이상의 고속 캡쳐를 하기 위해서는 DAG 
카드와 같은 전용 네트워크 패킷 캡처 하드웨어를 사용하거나 리눅스 커널을 수정하여 NIC 을 통
해 들어오는 패킷들이 바로 메모리에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스템은 인텔 x86 서버에 우
분투 리눅스 위에서 개발되었다.  

 
그림 5 의 오른쪽 점선 안에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표시하고 있다. 패킷 수집 모듈에서는 트래

픽 감시 NIC 을 통해 들어온 패킷을 메모리에 올리고, 패킷 디코드 모듈은 L3, L7 단계로 패킷을 
파싱한다. 파싱된 결과를 통해서 블랙리스트 접근 통계 모듈은 블랙리스트 IP 주소 및 URL DB를 
이용하여 블랙리스트 접근 통계를 구해서 호스트 상태 DB 에 저장한다. 블랙리스트 관리 모듈은 
정기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 하도록 한다. 호스트 상태 모니터링 모듈은 정기적으로 호스
트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봇 감염이 되었다는 판정을 하게 되면 호스트 상태 DB 에 각 상태를 
업데이트 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5의 왼쪽 점선 안에는 사용하는 DB를 표시하고 있다. DB는 메모리 DBMS인 SQLite 3

를 이용하였다. 블랙리스트 IP 및 URL DB 는 외부에서 가져오게 된다. 보안 업체로부터 받는 블
랙리스트와 ISP 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자가 추가하는 블랙
리스트를 DB 에 저장한다. 트래픽 DB 는 파싱된 패킷을 통계를 내기 위해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장소이다. 호스트 상태 DB 는 각 호스트의 감염 상태, 블랙리스트에 대한 접근 통계, 블랙리스트
에 대한 비접근 통계 등을 저장하고 있다.  

 
 

4. 실험 결과 
 
구현한 시스템은 약 200 대의 호스트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 설치하여 

2010 년 3 월 이후로 운용하고 있다. 외부 네트워크와는 ISP 의 전용선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내
부 네트워크는 스위치와 방화벽 뒤에 연결되어 있다. 내부 네트워크에는 서비스 서버들과 개발 
서버들, 소형 라우터, 스위치, 공유기, 개인 PC 등 다양한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다.  

 
3 월 25 일-29 일 사이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약 28 대의 PC, 전체의 11% 정도가 봇에 감

염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봇 탐지 시스템에 의해 검출된 호스트들이 봇에 감염되었다는 증거는 
악성 코드 탐지 프로그램을 통한 시그너처 탐지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악성 코드 탐지 프
로그램에 검출되지 않지만 봇 탐지 시스템에 의해 탐지되는 호스트들은 개별적으로 수동 분석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검출해 내야 한다.  

 
감염된 호스트들이 접속하는 블랙리스트 IP 호스트의 대수는 총 68 대이며 다양한 국가에 걸

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 의 X 축은 국가, Y 축은 총 접근 회수를 나타낸다. 일반 사용
자들과 서버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적은 국가에 연결 시도를 하는 것을 볼 때 감염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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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블랙리스트 IP의 국가별 분포 

 
그림 7은 블랙리스트 IP에 접근하는 포트의 분포를 나타낸다. X축은 서비스 포트, Y축은 블

랙리스트에 대한 접근 회수를 나타낸다. 다른 포트들에 비하여 53 번 포트와 80 번 포트의 접근이 
대부분이다. 이외의 포트는 접근 회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프 상에 잘 표시되지 않았다. IRC 가 사
용하는 6667 포트는 14 회를 나타내고 MSN 메신저가 사용하는 1863 포트는 11 회 나머지 포트들
은 7회 이하의 접근을 보였다.  

 

 
 

그림 7 블랙리스트 IP와 통신에 사용되는 Top 10 포트 
 
실험에 사용된 블랙리스트에 블랙리스트 DNS 서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DNS 질의에 사

용되는 53 번 포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봇에 감염된 호스트들은 악성 호스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공적인 DNS 를 사용하지 않고 DNS 서버를 바꾸어서 오픈 DNS 나, Dynamic DNS 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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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Dynamic DNS 의 경우에는 CnC 서버를 숨기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악성 도메인 네임에 대해 
localhost 로 응답이 오다가 공격이 오는 순간 실제 CnC 서버로 IP 주소를 바꾸게 한다. 따라서 트
래픽이 많이 발생되게 된다.  

 
IRC 기반 봇은 6667번 포트를 사용하는 중앙 집중형 봇의 통신으로 생각할 수 있다. 80번 포

트가 많은 것은 최근의 봇들이 탐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HTTP 통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443번 포트는 https를 통해서 통신을 암호화하는 봇의 통신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며 나머지 포트들은 임의의 포트를 사용하여 탐지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봇이라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기반 탐지를 통해 감염되었다고 여겨지는 호스트에 대해 사용자별로 악성 코드 스

캐너를 설치하고 실행하도록 하였다. 악성코드 스캐너를 통하여 컨피커 변종과 IRC 봇 등을 발견
할 수 있었고 해당되는 악성 코드를 치료하거나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도록 하였다. 봇 탐지 전
에 네트워크 상태는 과다 트래픽이 수시로 발생하였으며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내부 호스
트들이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봇 탐지 시스템
을 운용한 결과 블랙리스트에 주기적으로 접근하는 호스트들과 DDoS 공격에 사용되는 호스트들
을 찾을 수 있었다. 봇넷 탐지 시스템을 수개월간 운용한 결과 현재는 감염 의심 호스트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블랙리스트 IP 및 URL 접근 기반의 네트워크 기반 봇 탐지 방법을 제안하였

고, 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제 중간 규모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실제 봇을 탐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봇의 탐지는 네트워크 기반 블랙리스트 접근 통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악성 코드에 감염
되었는지는 개별 호스트별로 악성 코드 스캐너를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네트워크 기반 탐지 방법
은 감염되었다는 확실한 결과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시스템은 좀 더 큰 규모의 네트워크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본 시스템은 단순한 구조

에 있기 때문에 1000 대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충분히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없지만 의심되는 호스트들을 탐지하기 위하여 허니팟과 연동하여 블랙리스트들을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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