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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네트워크 공격에 의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네트워크 연구 분야뿐만 아니
라 산업 분야에서도 비정상 네트워크 트래픽 탐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비정상 트래픽
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DDoS 공격이나 인터넷 웜, 스캐닝 공격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비정상 네트워크를 탐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었지만 기존의 탐지 시스템은 일반 응용 프
로그램에 자신을 숨겨서 공격하거나 비정상 트래픽 탐지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적은 양의
트래픽을 생성하는 등 최근의 지능적인 공격들을 탐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적 및 정적 그래프 지표를 활용
하여 비정상 트래픽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패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2009 년 POSTECH DDoS Trace 와 Honeynet 을 이용해 생성한 P2P Botnet
Trace 를 사용해 검증하였으며, 이를 기존의 POSTECH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에 구현한 후 실
시간으로 발생하는 TCP 포트 스캐닝 트래픽을 탐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Keywords: 비정상 트래픽 탐지, 트래픽 분산 그래프, 네트워크 보안, DDoS,

1. 서론
인터넷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관리자의 입
장에서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비정상 트래픽은 서비스 거부 공격(DoS), 포트 스캔, 인터넷
웜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정상 트래픽은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기능에 심각
한 영향을 초래한다. 실제로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Facebook,
Twitter, Visa, MasterCard, Google 같은 대형 기관들이 공격 당한 사례도 보고되었다[1].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이 방법들은 크게 시그니쳐
기반의 탐지 방법과 비정상 행동 기반의 탐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그니쳐 기반의 탐지 방법은 미
리 정의된 시그니쳐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payload 내에 해당 시그니쳐가 존재 하는가를 판단함으로써 비정
상 트래픽을 탐지한다[2]. 하지만 이 방법은 제로데이공격 같은 기존에 시그니쳐가 알려 지지 않은 공격이
나 정형적인 시그니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격 방법에는 사용될 수 없다. 비정상 행동 기반의 탐지 기법
은 정상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threshold 를 정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트래픽을 비정상으로 판단
한다. 이 기법은 주로 기계 학습, 데이터 마이닝, 통계적 분석 등을 통해 활용되어 왔지만 이들은 계산 복
잡도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의 네트워크에 실시간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False Positive Rate 가 높
은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소개된 방법들은 기존에 잘 알려진 일반 프로그램에 자신을 숨겨 눈에 띄는 트
래픽 양, 패킷 수, 플로우 수, 평균 패킷 크기 등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최근의 지능화된 공격들을 탐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최근 Botnet 은 peer-to-peer(P2P) 네트워크를 활용해 Command and Control(C&C)
메시지를 감염된 호스트들에게 전달하는 등 기존 방법으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활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
[3](그림 1). 감염된 봇들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아주 적은 트래픽을 사용하고 일반 어플리케이션과 동
일한 트래픽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봇넷에 의해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야 이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기존 공격 탐지 방법들의 한계를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정상 트래픽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우선 트래픽 분산 그래프 모델[4]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호스트들
사이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 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트래픽 그래프들의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사업 (NIPA-2012-H0301-12-3002)과 한국연구재
단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WCU)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R31-2010000-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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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분포, 최대 degree, graph similarity 정보 등을 비교하여 비정상 트래픽에 의해 변화된 호스트들
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의 변화를 탐지한다.
이어지는 2 장에서는 그래프 기반의 비정상 트래픽 탐지 방법에 관한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고, 3 장에서
는 어떤 방법으로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하는지 자세한 방법을 서술한다. 4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검
증 과정을 보이고, 5 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구현한 실시간 비정상 트래픽 탐지 시스템을 소개한
다. 마지막 6 장은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포함한다.

그림 1. 봇넷 기반 공격의 커뮤니케이션 패턴

2. 관련 연구
지금까지 그래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델링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트래픽 분산 그래프(Traffic Dispersion Graph)[4]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
로 트래픽을 시각화하고, 네트워크 트래픽 그래프의 특성을 그래프 지표들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이다. 트래픽 분산 그래프는 특히 호스트들의 상호 작용 즉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
는 장점을 가진다. IP 네트워크를 트래픽 분산 그래프로 표현할 때 그래프 G=(E,V) 에서 V 는 IP 주소들의
집합을 나타내고, E 는 호스트간의 통신을 나타낸다.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트래픽 패턴과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5]에서는 트래픽 분산 그래프을 응용 프로그램 분류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래프 지표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그래프들의 특성을 수치화 하여 나타냄으로써 그래
프들을 서로 구별하거나 분류 하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호스트들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래프들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지표들에 주목한다. 그래프 지
표는 크게 정적 그래프 지표와 동적 그래프 지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정적 그래프 지표는 degree distribution, distance, maximum degree(Kmax) 와 같이 특정 시각에서의
그래프의 통계적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다[4,5,6]. 본 연구에서는 DDoS 등 트래픽 변화가 급격히 발생하는
공격을 쉽고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Kmax 값을 정적 그래프 지표로 사용한다. Kmax 는 그래프 내의 노드가
가지는 최대 degree 를 의미하는 값이다.
동적 그래프 지표는 그래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 즉 시간에 따른 그래프 특성의 변화를 수치
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의 dK 지표를 바탕으로 dK-2 distance 라는 새로운 동적
그래프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비정상 트래픽 탐지에 활용한다. dK 지표는 소셜 네트워크, 인맥 관계도와
같은 실생활 그래프에서 노드들의 상관 관계의 정도를 수치화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8,9]. 여기서 dK-0 은
노드들의 average degree, dK-1 은 노드들의 degree distribution, dK-2 는 joint degree distribution 을
나타낸다. dK-3 이상의 지표를 사용해 더 세밀한 노드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높은 계
산 복잡도를 가지기 때문에 대량의 인터넷 트래픽을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8]. 제안한 동적 그래프
지표인 dK2-distance 는 두 그래프 Gi, Gi+1 의 dK-2 값인 dK-2(Gi)와 dK-2(Gi+1) 사이의 Euclidean distance
로 정의한다[5]. 즉, dK-2 distance 값은 노드들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dK-2
값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수치적으로 표현 함으로써 P2P Botnet 의 C&C 메시지 등 대
량의 트래픽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노드들 간의 상호 연관 정도에 변화가 생기는 공격들을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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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상 트래픽 탐지

비정상 트래픽 탐지를 위해 인터넷 트래픽은 1 분 단위의 간격 t1,t2,…,tn,…으로 샘플링 되고 해당하
는 구간마다 대응되는 각각의 트래픽 분산 그래프 G1,G2,…,Gn,…를 얻는다. 이 과정에서 얻은 트래픽 분산
그래프가 정상인지 비정상 인지를 탐지하기 위해 2 절 에서 소개한 그래프 지표들을 계산한다. 그림 2 는
비정상 트래픽 탐지의 네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1) 매 분 간격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하고 그로부터 플로우 정보를 얻는다.
(2) 네트워크 플로우 정보로부터 매 분 간격의 트래픽 분산 그래프를 얻는다. 트래픽 분산 그래프는
그림 3 의 dot format 의 형태로 나타낸다.
(3) 트래픽 분산 그래프의 인접 행렬(Adjacency Matrixes) 정보를 계산하고 그로부터 비정상 트래픽 탐
지에 활용될 정적 및 동적 변수 값들을 계산한다
(4) 트래픽 분산 그래프의 정적 및 동적 변수 값들을 이미 정해놓은 정상적이 네트워크 threshold 와 비
교한다. 만약 어떤 트래픽 분산 그래프의 변수가 threshold 보다 큰 값을 가진다면 그 트래픽 분산
그래프를 비정상으로 판단한다.

그림 2. 비정상 트래픽 탐지 과정

NG-MON 시스템[10]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플로우 정보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 후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플로우 정보로부터 Dot format[11] 형태의 트래픽 분산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데 분
산 그래프의 인접 행렬 정보는 dot file 로부터 계산되고 이 정보는 그래프 지표 값들을 계산하는데 사용
된다. 만약 계산된 그래프 지표 값들 중 하나 이상이 threshold 값보다 크다면 해당하는 트래픽 분산 그래
프를 비정상 트래픽 분산 그래프로 판단하고 이 내용을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그림 3. 트래픽 분산 그래프를 위한 Dot file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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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Kmax 와 dK-2 distance 두 가지 그래프 지표를 이용해 시간에 따른 노드들의 커뮤니케
이션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활용될 수 있는 다른 그래프 변수들은 [5] 에 소개되어 있다. 자세
한 비정상 트래픽 탐지 알고리즘은 표 1 에서 확인 가능하다. 비정상 트래픽 판단을 위해 사용되는 static
threshold 값은 장기간의 POSTECH 트래픽 정보와 그로부터 얻은 트래픽 분산 그래프들을 분석함으로써 얻
을 수 있었다. 알고리즘은 제안한 dK-2 distance 를 연속된 트래픽 분산 그래프 Gi 와 Gi+1 로부터 얻기 위
해 먼저 joint degree distribution algorithm [12]을 두 그래프 Gi 와 Gi+1 의 인접 행렬에 적용한다. 그
후 앞서 얻은 그 결과인 dK(Gi)와 dK-2(Gi+1) 사이의 Euclidean distance 를 계산한다. 한 트래픽 분산 그
래프의 edge 의 수를 E, vertices 의 수를 V 라고 했을 때 dK-2 알고리즘의 시간복잡도는 O(E+V)이다. Dot
format 으로 나타낸 트래픽 분산 그래프를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해 비정상 트래픽의 직관적인 탐지를 돕기
위해 Graphviz library[13]가 사용되었다. Graphviz 를 사용해 POSTECH 트래픽을 대상으로 시각화 하는 과
정은 2.4HGz Core2 Duo 와 3GB RAM 을 사용하는 PC 에서 수 초 이내에 완료된다.

Joint Degree Distribution 알고리즘
Function: Joint Degree Distribution (A) returns joint degree distribution of graph G
Inputs: Adjacency matrix A of graph G
Initialization: n=Number of nodes (G);
K = Maximum (Degree of Graph(G));
JDD[ ] = zeros(K); (Initial matrix JDD with zero elements, size = K)
For i=1 to n {
For j=1 to n {
if A(i,j) = 1 then{
k1 = Degree (i);
k2 = Degree (j);
JDD (k1,k2) = JDD (k1,k2) + 1;}}}
Return JDD;
dK-2 Distance 알고리즘

JDD1 = Joint Degree Distribution(Gi)
JDD2 = Joint Degree Distribution(Gi+1)
dK-2 distance (Gi, Gi+1) = Euclidean distance(JDD1, JDD2);
If dK-2 distance (Gi, Gi+1) < dK-2 distance threshold then Gi+1 is anomaly
Return status of graph Gi+1 (anomaly or normal)

표 1. Joint Degree Distribution 알고리즘과 dK-2 Distance 알고리즘

4. 결과 및 검증
4.1. POSTECH DDoS Trace
제안하는 방법이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2009 년 7 월 7 일에 전국적으로 발생
한 7.7 DDoS 공격 당시의 교내 트래픽을 담고 있는 POSTECH DDoS Trace 를 활용해 검증하였다. POSTECH
DDoS Trace 는 1 시간 동안의 POSTECH 네트워크 트래픽을 담고 있는데 당시 POSTECH 내부의 감염된 좀비 PC
들이 국내 또는 해외의 주요 웹사이트들을 공격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림 4(a)와 그림 5(a)는 POSTECH DDoS Trace 에 대한 TCP 트래픽의 Kmax 와 dK-2 distance 값의 변화를
각각 보여 준다. 그림에서는 2 분, 22 분 23 분에서 TCP 트래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고 이 시각에 비정상
트래픽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점에 TCP Syn Flooding 과 HTTP GET/POST Flooding 공격
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 에서 볼 수 있듯이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 특정 시점의 패킷 수,
플로우 수, 바이트 크기를 분석하는 간단한 통계적 방법들은 POSTECH DDoS Trace 가 포함하는 공격을 탐지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지만 dK-2 distance 에 기초한 공격 탐지는 그에 비해 공격 트래픽을 더 정확하게 탐
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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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림 5.

POSTECH DDoS Trace 의 Kmax 값 변화

POSTECH DDoS Trace 의 dK-2 distance 값 변화

그림 6. POSTECH DDoS Trace 분석

그림 7 은 공격이 발생했을 당시의 POSTECH 네트워크 트래픽을 Graphviz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각화 한 것
이다. 그림은 POSTECH DDoS Trace 의 TCP 트래픽 중 22 분에서의 트래픽 분산 그래프이다. 정상적인 트래픽
분산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22 분경에 공격이 발생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DDoS 패턴을 유발한
플로우 정보를 역추적한 결과 그 당시 DDoS 공격이 TCP 포트 6667 번, 즉 Internet Relay Chat(IRC) [14]를
이용한 봇넷에 의한 DDoS 공격이었음을 확인했다. UDP 트래픽의 Kmax(그림 4(b))와 dK-2 distance(그림
5(b)) 값은 1 시간의 POSTECH DDoS Trace 전구간에 걸쳐 threshold 값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UDP 80 번 포트의 Flooding 에 의한 것이다. ICMP Flooding 은 POSTECH DDoS Trace 의 처음 10 분 동안에만
발생했다. ICMP 트래픽의 Kmax 값과 dK-2 distance 값은 각각 그림 4(c)와 그림 5(c) 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 10 분 구간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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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OSTECH Trace 의트래픽 분산 그래프

4.2. Synthesized P2P Botnet Trac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정상 트래픽 탐지 방법이 P2P Botnet 공격의 탐지에도 적합함을 보이기 위해 본
검증 단계에서는 P2P Botnet(Peacomm) Trace 를 자체적으로 생성하여 정상적인 POSTECH Trace 에 삽입하였
다. 실제 P2P botnet 트래픽과 유사한 트래픽을 만들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 P2P botnet 의 감염에 사용
되는 악성 프로그램인 Trojan Peacomm Binary 파일을 12 개의 호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Honeynet 에서 실행
하였다. Peacomm botnet 은 Full peer-to-peer(P2P) 네트워크[15,16]를 이루는 botnet 이다. Peacomm 은
Overnet P2P 프로토콜을 이용해 감염된 peer 들이 서로 통신하는데 사용되는데 P2P botnet 이 실제 동작하
는 동안의 트래픽을 얻기 위해 Honeynet 에서 감염된 12 개의 호스트들이 서로 통신하는 트래픽을 직접 수
집하였다. 그 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P2P botnet 을 탐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과정
에서 얻은 botnet trace 를 정상적인 POSTECH trace 의 특정 시간대(29 분)에 삽입하였다.
P2P botnet 들이 서로 통신하고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는 중심이 되는 Central bot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 P2P botnet 내에서 C&C 메시지를 배포하기 위해 각각
의 P2P bot 들은 자신만의 작은 Subnet botnet 즉 통신할 Peer list 를 유지하면서 이 peer list 에 등록
된 bot 들과 명령을 주고 받는다. 그림 8 에서 볼 수 있듯이 트래픽 크기, 플로우 수, Kmax 값은 P2P
botnet 을 탐지하지 못하고 있다. Botnet 들 사이의 통신은 아주 적은 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과
같은 방법들은 DDoS 공격 전에 이루어지는 P2P botnet 사이의 통신을 탐지할 수 없다. 그림 8 의 dK-2
distance 값은 P2P Botnet Trace 에서 botnet 이 새로운 communication cluster 를 형성하면서 통신을 시작
하는 시점을 효과적으로 탐지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dK-2 distance 값은 botnet 의 통신을 시작하
는 시점에서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다른 그래프에서는 그 시점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다. dK-2
distance 는 호스트들의 통신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다른 통계 기반의
값들과는 달리 botnet 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botnet 들이 cluster 를 형성하고 서로 통신하는
과정에서 botnet 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P2P botnet 을 기반으로 한 공격 탐지에도 사용될 수
있다.

5. 실시간 비정상 트래픽 탐지 시스템
5.1. 시스템 아키텍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시간 비정상 트래픽 탐지 시스템은 기존의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인 NG-MON2 에
구현되었다. NG-MON2 시스템은 POSTECH 캠퍼스 네트워크 등의 인터넷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
하는 기존의 NG-MON 시스템[10]의 확장이다. NG-MON2 시스템은(그림 9) 세가지 모듈을 포함한다. 첫 번째
는 Flow generator 로 인터넷 회선을 지나는 트래픽을 수집하고 그로부터 플로우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
한다. 두 번째는 Store 모듈로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플로우 데이터와 패킷 정보를 이후 온라인 또는 오프
라인 분석을 위해 저장한다. 세 번째는 Traffic analyzer 모듈로 다양한 기법에 기반한 분석 방법을 통해
수집한 트래픽을 분석한다. 제안한 실시간 비정상 트래픽 탐지 시스템은 NG-MON2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
의 Traffic analyzer 모듈 중 하나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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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ynthesized P2P Botnet Trace 분석
실시간 비정상 트래픽 탐지 시스템의 상세 모듈들은 그림 10 에 소개되어 있다. 먼저 NG-MON2 의 모듈 중
하나인 Flow generation 모듈 에서 생성된 플로우 정보는 트래픽 분산 그래프(Dot format)의 형태로 전환
된다. 그 후 Graph metrics analysis 모듈이 분산 그래프의 그래프 지표들을 계산한 후 그 결과를 시스템
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후에 실시간으로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 RRD tool[17]의 데이터베이스에도 그
결과를 저장한다. Anomaly classification 모듈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분산 그래프의 그래프 변수들이
미리 정해놓은 threshold 값보다 큰지를 비교한 후 현재 시스템의 정상 또는 비정상 여부를 결정한다. 만
약 시스템이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한다면 Notification 모듈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email 과 SMS 를 통해
그 내용을 전달한다. 분석된 모든 결과 값들은 관리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User interface 모듈을 통
해 웹 상에서 시각화된 형태로 제공된다.
5.1.1. Flow generation
본 연구에서는 플로우를 같은 5-tuple 헤더로 이루어진 패킷들의 집합으로 정의 한다. 5-tuple 은
source IP address, destination IP address, protocol number, source port, destination port[18]로 구
성된다. 새로운 패킷이 Flow generator 에 의해 수집되면 Flow generator 는 해당 패킷에 대응되는 기존의
flow data 가 있는지 flow table 을 검색하고 만약 존재한다면 기존의 flow table 에 새로운 패킷의 정보를
추가하여 대응하는 flow 의 총 패킷 수, 바이트 크기 등의 통계 수치들을 업데이트 하게 된다. 만약 새로
운 패킷에 대응되는 기존 flow data 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Flow generator 는 새로운 flow data 를 생성한
다. Flow generator 는 기본적으로 매 분마다 수집한 flow data 를 Flow store 모듈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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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NG-MON2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 10. 실시간 비정상 트래픽 탐지 시스템의 Function Diagram
5.1.2. Flow store
Flow generator 에서 생성된 flow data 는 로컬 파일 시스템에 매 분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된다 (예:
flow_2012_10_20_09_00). 각각의 flow record 는 48bytes 크기의 binary format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OSTECH 네트워크에서는 매 분마다 평균 6Mbytes 크기의 플로우 데이터가 생성된다. Flow store 는 일정 시
간 동안 이 binary flow data 를 유지한 후 이를 삭제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NG-MON2 시스템은
flow data 를 저장한 후 72 시간 뒤 자동 삭제함으로써 디스크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5.1.3. Traffic dispersion graph generation
TDG generation 모듈은 매 분마다 Flow store 모듈에 flow data file 정보를 요청해 그로부터 dot file
을 생성한다. Dot file 은 각각의 flow data file 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된다(예:
graph_2012_10_20_09_00). NG-MON2 시스템은 매분 간격으로 트래픽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
에 dot file 생성 작업은 1 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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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Graph metrics analyzer
Graph metrics analyzer 모듈에서는 먼저 그래프 지표들을 계산하기 위해 트래픽 분산 그래프의 node 와
edge 들의 관계를 인접 행렬(adjacency matrix)로 나타낸다. 매 분마다 얻어 지는 각각의 트래픽 분산 그
래프에 대한 그래프 지표 값들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RRD tool[17]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5.1.5. Anomaly classification
Anomaly classification 모듈은 Graph metrics analyzer 모듈에서 얻은 결과들을(Kmax 와 dK-2 distance)
정상 네트워크 트래픽의 threshold 와 비교하여 현재 시스템의 상태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
outlier 를 탐지하는 기법들이 이 과정에서 사용된다[19]. 본 시스템에서는 장기간의 POSTECH 트래픽을 수
집 및 분석하고 그로부터 얻은 고정 threshold 를 사용해 비정상 여부를 판단하였다.
5.1.6. Notification
만약 비정상 네트워크 트래픽이 탐지 된다면 Notification 모듈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email 과 SMS 를 통
해 시스템의 상태를 통보한다. 시스템 관리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비정상 트래픽 이벤트의 발생 시각,
비정상 트래픽의 종류, 그래프 지표값, 시각화된 트래픽 분산그래프 등을 포함한다.
5.1.7. User interface
User interface 모듈은 지금까지 분석한 트래픽 정보를 출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User interface 는
웹의 형태로 제공되며 매 분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그림 11). Flow store 에는 이미 모든 패킷들
의 헤더 정보가 플로우 별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만약 비정상으로 분류된 플로우가 있다면 해
당 트래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역으로 추적 할 수 있다.

5.2. 시스템 테스트
제안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POSTECH 캠퍼스
네트워크 내부 호스트에서 TCP Port Scanning Tool[20]을 사용해 외부 네트워크로 포트 스캐닝 공격을 실
행하였다. 포트 스캐닝 공격은 하루 중 임의의 시각에 실행되도록 미리 설정 되었고 테스트에서는 100 개의
포트 스캐닝 인스턴스를 생성했다. 테스트 결과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임의의 시각에 생성된 모든 포트 스
캐닝 공격들을 Detection Rate = 100%, False Positive Rate = 0(그림 11) 의 정확도로 탐지 하였다.

그림 11. TCP 포트 스캐닝 동안의 dK-2 distance 와 Kmax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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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호스트들의 커뮤니케이션 패턴 변화를 그래프 지표를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트래픽 분산 그래프로부터
얻은 그래프 지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추적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현한 시스템은 NG-MON2 시스템을 통해 얻은 POSTECH 네트워크 플로우 정보를 바
탕으로 동작하는데 캠퍼스 네트워크에 구현 및 테스트 한 결과 실시간으로 대량의 플로우 정보를 분석하고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했다. 제안한 dK-2 distance 지표는 다른 통계 기반의 비정상 트래픽
탐지 기법과는 달리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검증 과정에서 2009 년
7.7 DDoS 당시 POSTECH DDoS Trace 를 이용하여 제안한 방법이 DDoS 공격을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검증에서 dK-2 distance 지표는 P2P Peacomm Botnet Trace 에서 감염된 봇들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변화를 쉽게 파악함으로써 제안하는 시스템이 트래픽의 양적 변화를 크게 수반하지 않는 P2P Botnet 탐지
에도 적합함을 보였다. 마지막 검증 과정에서는 POSTECH 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TCP 포트 스캐팅 공격을 실
행했을 때 생기는 트래픽의 변화를 제안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공격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시스템과 기존에 제안된 다른 비정
상 트래픽 탐지 기법들과의 성능을 비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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