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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웜은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전파되는 프로그램으로써, 이를 탐지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인터넷 기간 망의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웜을
조기 탐지해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웜을 탐지하는 것도
웜의 전파를 차단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의 인터넷 웜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내에서 인터넷 웜에 감염된 호스트를 찾아내고 오탐지율을 최소화하면서 웜 전파
행위를 탐지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또한 실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트래픽으로부터
인터넷 웜의 특성을 분석하고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검증해 본다.
Keywords: Traffic Monitoring, Internet Worm Traffic Detection and Analysis, Enterprise Network

1.

문에 웜의 전파가 매우 빠르게 수행되고 관리자가
제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
넷 웜을 탐지하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
고, 이런 시스템은 인터넷 웜의 전파 행위를 자동
적으로 대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있어서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
넷 웜 트래픽을 분류하고, 네트워크 내부의 감염된
호스트를 찾아내어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 웜의 지
속적인 감염을 저지하고 전파 행위를 막는데 필요
한 수단이다.
최근 인터넷 웜의 조기 탐지에 대한 많은 연구
들을 확인할 수 있다[3, 4]. 인터넷 웜의 초기 전파
단계에서 웜을 탐지하기 위해 많은 인터넷 웜 탐지
구조와 시스템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결책들이 대규모의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필요로 한다. B 클래스 정도의 작은 네트워크에서
그러한 해결책들은 적절하지 않다.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웜을 탐지하는 방법도 소개된 바 있
다[5]. 이 방법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해결하지만,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상에 인터넷 웜이 전혀 없
는 상태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 웜 트
래픽이 항상 존재하는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의 인
터넷 웜 행위를 탐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대규모
네트워크 모니터링과는 다른 엔터프라이즈 네트워
크 모니터링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인터넷 웜 탐
지에 사용한다. 이런 접근 방법을 통해 간단하면서

서론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네트워크 서비스 또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공격에 대한 위협들도 증가
하였다. 다양한 서비스들에 내재된 많은 보안 취약
점들이 공개되고, 이러한 취약점들을 해커들이 접
근 권한을 얻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웜의 경우 네트워크 상에 커다란 피해를 유발할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 Email 웜이나 파일 공유(File
Sharing) 웜도 웜의 종류에 포함되지만[1], 본 논문
에서의 인터넷 웜은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전파(propagation)되는 프로
그램’을 말하고 이를 분석하고 탐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1988 년 Morris 웜[2]의 출현 이래로 인터넷 웜에
의한 보안 공격들은 계속 증가되어 왔고, 바이러스
와는 다른 형태의 성질을 갖는 인터넷 웜에 대응하
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인터넷 웜은 사용자
의 개입이 없이 자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
서 로컬 시스템이나 파일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
라 네트워크 자원의 고갈시킴으로써 큰 피해를 유
발한다. Code Red 나 SQL Slammer 같은 인터넷 웜은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효과도 유발하였
다. 인터넷 웜은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치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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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격자에게 알려지게 되어 피해가게 되는 경우
에는 무력해 진다는 점이다.
인터넷 웜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의 연구가 인터
넷 웜의 전파를 모델링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
지만[4, 11, 12],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웜의 트래픽
특성을 이용한 탐지 방법을 서술한다. 엔터프라이
즈 네트워크의 인터넷 정션(junction)에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인터넷 웜 트래픽을 구분하
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웜에 감염
된 내부 호스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
고, 이는 관리자가 보안 정책을 세우는데 크게 도
움을 줄 것이다.
실제 수집된 트래픽을 바탕으로 인터넷 웜의 트
래픽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
David Moore 등은 [13]에서 실제 수집된 Code Red
웜 트래픽을 이용하여 Code Red 웜의 감염 속도, 제
거 속도 및 감염된 호스트의 분산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인터넷 웜은 전 세계의 모든 IP 주소를 목
표로 전파되며, 패치에 의한 대응보다는 적절한 탐
지 방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14]에서는
Slammer 웜의 타겟을 찾는 방법, 스캐닝 속도,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은 특정 웜에 대한 상세한 트래픽 분석을 수행
한 것으로, 인터넷 웜의 일반적인 트래픽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여러 가지 인터넷 웜에 감
염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의 트래픽을 분석해 봄으
로써 일반적인 네트워크 상황에서 인터넷 웜의 트
래픽 특성을 알아본다. 이런 분석은 네트워크 관리
자가 단순하게 특정한 인터넷 웜에 대한 조치가 아
닌 보다 일반화된 인터넷 웜 탐지와 차단 정책을
설립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도 정확한 인터넷 웜 탐지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웜 행위의 탐지에 있어서 오탐지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정상적인
응용 프로그램들이 발생시키는 웜과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인터넷 웜 트래픽 분석을 통해 인터
넷 웜의 특징 파악과 더불어 제시한 탐지 알고리즘
을 검증한다. 인터넷 웜의 트래픽을 분석하는 것은
인터넷 웜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인터넷 웜의 트
래픽을 분류하는데 근거를 제시하여 준다. 본 논문
에서는 POSTECH 학내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실제
인터넷 웜 트래픽의 특성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분석
을 위한 트래픽 데이터 수집 방법 및 응용 프로그
램 별 트래픽 분류 방법을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수
집된 트래픽 데이터로부터 Flow 기반의 TPC/IP 계
층에서의 트래픽 특성을 분석한다. 4 장에서는 인터
넷 트래픽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응용 프로그램 별
트래픽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 장
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인터넷 웜의 스캐닝(scanning), 전파 행위에 대한
분석과 모델링, 그리고 웜의 탐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많은 보안 업체와 연구 기관들
이 있다. Nicholas 는 인터넷 웜의 타겟 호스트 탐색
방법, 웜 본체 전송 방법, 웜의 행위 등 다양한 기
준을 바탕으로 웜을 분류하였다[6]. Symantec[7],
SANS[8] 같은 보안 업체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IDS 나 방화벽(firewall) 등의 보안 장비로부터 수집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터넷 웜에 대한 특
징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웜의 전파 행위에 대한
경고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는
인터넷 웜의 사용하는 포트, 감염 방법, 감염 후 증
상 등의 특징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인터넷 웜에 대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인터넷 웜을 탐지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연구들
이 이루어졌다. ICMP Destination Unreachable, TCP
RESET 등 인터넷 웜의 스캐닝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사 트래픽을 수집하여 웜을 탐지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다[9, 10]. 이는 인터넷 웜이 타겟 호스트를
선정할 때 보통 랜덤하게 IP 를 생성한다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인터넷 웜의
특성을 활용하지만, 연결 요청에 대한 실패 패킷의
수집이 아닌 TCP 나 UDP 패킷의 수집을 통한 인터
넷 웜 트래픽의 탐지 방법을 제시한다.
Honey-pot 은 정상적인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서
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네트워크나 서버를 말한다[4].
따라서 Honey-pot 은 스캐닝이나 악의적인 의도의
패킷만이 들어오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웜
을 탐지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Honey-pot 의 존재

3.

인터넷 웜의 탐지 방법

이 장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모니터링
을 통한 인터넷 웜의 탐지 방법을 제시한다. 인터
넷 웜의 탐지 방법을 서술하기 전에, 우선 인터넷
웜의 전파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해 본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인터넷 웜 전파 행위의 특성들
을 사용하여 설계된 알고리즘을 기술한다. 이 알고
리즘은 문제가 발생한 호스트를 찾아주고 오탐지를
최소화하면서 인터넷 웜을 탐지해 낸다.

3.1.

인터넷 웜의 스캐닝 행위

인터넷 웜의 두드러진 특징은 타겟 호스트를 선
정하는 스캐닝 행위에서 드러난다. 인터넷 웜은 자
신을 전파시키기 위해 많은 연결 요청 패킷을 뿌림
으로써 인터넷 상에 취약점을 가진 호스트를 찾아
감염시킨다. 인터넷 웜은 타겟 호스트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스캐닝 방법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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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식으로 제외하면, 감염된 호스트가 만드는
스캐닝 패킷들은 Outbound 트래픽에서 모두 모니터
링 된다. 로컬 서브넷 스캐닝은 엔터프라이즈 네트
워크를 모니터링 하는 지점에 따라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에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로 들어오는 Inbound 트래픽 모니터링이다. Inbound
트래픽에서는 포트 번호 별로 스캐닝 패킷이 내부
네트워크의 얼마나 많은 IP 주소에 도달하는지를
감시한다. 이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내에 사용
되지 않는 IP 주소들이 많고, 외부의 공격자들은 내
부 네트워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
을 이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POSTECH 는 /16 네트
워크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IP 주소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인터넷 웜이 POSTECH 네트
워크를 타겟으로 잡았을 때, 감염 대상 리스트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는 한 90%의 확률로 존재하지
않는 IP 주소로 스캐닝 패킷이 향하게 됨을 뜻한다.
따라서 포트 번호 별로 내부 네트워크로 향하는 패
킷의 서로 다른 IP 주소의 수를 확인하는 것도 중
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인터넷 웜의 탐지를 위한 시스템 구조는 그림 1
에 나와 있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엔터프라이즈 네
트워크만을 모니터링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여러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중
앙 관제 시스템에서 각 네트워크 별 이벤트를 수집
하여 연관을 짓는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터
넷 웜 행위를 탐지할 수 있다.

Code Red 와 Slammer 의 경우 랜덤 스캐닝을 사용하
였고, Blaster 는 순차적(sequential) 방식을 사용한 웜
이다. 여러 지능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터넷 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15]. 그러나 타겟 주
소의 범위가 전체 인터넷 크기인 232 에서 109 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 행위 자체는 랜덤 스캐
닝과 같다[15]. 즉, 사용되지 않는 IP 주소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서버처럼 항상 가동되는 호스트들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IP 주소라는 것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전파 리스트를 확보하고
웜을 전파시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어떤 호스트가 TCP 연결을 맺고자 할 때는 TCP
SYN 패킷을 보내야만 한다. 반면에 UDP 의 경우는
연결 요청 과정이 없다. 이는 스캐닝 행위를 관찰
하기 위해서는 TCP 의 경우 SYN 패킷만을 수집해
도 되지만, UDP 는 모든 패킷을 분석해야 함을 뜻
한다.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인터넷 웜이 TCP 를 이
용하므로 TCP SYN 패킷만을 분석해도 되겠지만,
전체 인터넷 웜을 고려하려면 UDP 패킷 분석도 필
요하다.
인터넷 웜은 타겟 호스트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취약점이 노출된 서비스를 노리게 된다. 따라서 해
당 서비스와 관련된 포트 번호는 인터넷 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인터넷 웜이 랜
덤 또는 순차적으로 스캐닝을 시도하면 할당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 IP 주소로 패킷을 보내는 경
우가 생긴다.
인터넷 웜의 전파 행위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감염된 호스트가 뿌리는 패킷의 수가 많게 된다.
또한 각각의 패킷은 서로 다른 타겟 호스트로 향하
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트래픽의 비정상성이 두드
러지고, 이는 인터넷 웜 탐지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감염 대상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전파를 시작하는 인터넷 웜에 대해서는 고
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터넷 웜은 웜 본체의 크
기를 상당히 크게 하기에 급속하게 전파되는 인터
넷 웜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그리고 전파 행위를
감추기 위해 스캐닝 속도를 늦추는 웜에 대해서도
논외로 한다.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웜은
현재의 고속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하여 전파 속도
를 최대한으로 하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그림 1. 인터넷 웜 탐지 시스템 구조
3.2.1 Outbound 트래픽 모니터링

3.2.

트래픽 모니터링 구조

Outbound 트래픽 모니터링에서는 내부 네트워크
에서 인터넷 웜에 감염된 호스트에 의한 스캐닝 행
위를 감시한다. 인터넷 웜에 감염된 호스트는 서로
다른 목적지 주소의 같은 포트 번호를 향해 많은
연결 요청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
는 레코드(record)를 정의하는데, 이를 ‘스캐닝 행위
레코드(scanning activity record)’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레코드의 필드(field)들은 다음과 같다.

트래픽을 모니터링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 정
보를 수집한다.
하나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Outbound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내부의 인터넷 웜에 감염된
호스트들에 의해 발생되는 스캐닝 행위를 감시한다.
내부 IP 주소가 타겟이 되거나 로컬 서브넷 스캐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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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터넷 웜 행위의 탐지

앞 절에서 설명한 모니터링 구조에서는 엔터프
라이즈 네트워크 내부끼리의 트래픽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웜이 활
동한다면, Outbound 트래픽에서의 비정상성이 두드
러지기에 거기서부터 탐지 방법을 적용해 나간다.
인터넷 웜의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
석 및 탐지 단계를 수행해 나간다.

여기서 포트 번호(Port Number)의 경우, TCP 는
목적지 포트 번호만을 살펴보지만, UDP 는 근원지
와 목적지 포트 번호에 대해 각각 레코드를 생성한
다. 실제로 근원지 포트 번호로 서비스를 구별하는
UDP 웜이 존재하였다[16].
모니터링을 할 때 분석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근원지 주소와 포트 번호를 키로 사용하여 해슁
(hashing)을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TCP 는 SYN 패
킷 만을 수집하면서 목적지 포트 번호로만, UDP 는
모든 패킷을 수집하면서 근원지와 목적지 포트 둘
다 레코드를 생성한다. 그림 2 에 이에 대한 과정을
묘사하였다.

3.3.1 의심스러운 스캐닝 행위 레코드의 선정
각 스캐닝 행위 레코드를 살펴보면서 의심스러
운 레코드(suspicious record)를 선정한다. 여기에 사
용되는 기준(metric)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영향력이 큰 기준은 ‘서로 다른 목적지 주
소의 수’이다. 인터넷 웜에 감염된 호스트는 전파를
위해 스캐닝을 하게 되고 가능한 많은 타겟 호스트
들을 감염시키려 시도할 것이다. 이 값이 특정 임
계값(threshold)을 넘어서면 의심스러운 레코드로 간
주되고, 해당 레코드들은 다음 단계로 넘겨진다.
3.3.2 스캐닝 행위 레코드 내의 목적지 주소들의 분
포 관찰
대부분의 인터넷 웜은 랜덤 스캐닝 방식을 사용
하지만, 순차적 스캐닝 같은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
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는 탐지를 위한 분석 시간
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단순한 순차적 스캐
닝 행위를 먼저 걸러낸다. 순차적 스캐닝 행위는
분명히 의심스러운 트래픽 패턴이다.
그림 3 은 목적지 주소 분포에 대한 한 예를 보
여준다. 주소들의 분포가 순차적인지 여부를 재빠
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주소들의 첫 번
째 옥텟(octet)의 대부분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미 앞 단계에서 임계값을 넘
어선 의심스러운 레코드이기 때문이다. 순차적 스
캐닝을 시도한 것으로 판정된 의심스러운 레코드는
인터넷 웜 트래픽으로 간주한다.

그림 2. 해슁을 통한 스캐닝 행위 레코드 생성
3.2.2 Inbound 트래픽 모니터링
Inbound 트래픽에서는 포트 번호 별로 스캐닝
패킷이 내부 네트워크의 얼마나 많은 IP 주소에 도
달하는지를 모니터링 한다. 이는 할당된 IP 대역의
많은 IP 주소가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탐지에 활용하는 것이다.
Inbound 트래픽에서 모니터링하는 포트별 사용
정보에 대한 레코드는 ‘포트 사용 레코드(Port Usage
Record)’라 부르고, 구성 필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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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값이 필요할 것이다.
3.3.4 Inbound 트래픽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레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앞의 단계까
지 인터넷 웜 트래픽으로 판정되지 않았다면, 이
레코드는 웜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정상 트래픽으
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능화된 인터넷 웜의 경
우 전체 IPv4 주소가 아닌 할당된 IP 주소 대역만
으로 스캐닝을 시도할 수 있다[15]. 이러한 인터넷
웜은 앞 단계까지 과정만으로는 탐지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터넷 웜의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외부에서 감염된 호스트들
이 내부로 스캐닝을 시도할 때 많은 내부 호스트들
로 스캐닝 패킷을 보낸다는 점을 이용한다. 레코드
의 해당 포트 번호에 대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트래
픽을 모니터링 하여 연결 요청을 받는 서로 다른
호스트 수가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이는 인터넷 웜
트래픽으로 볼 수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살아
있는 호스트만으로 연결 요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이 단계
를 통해 인터넷 웜 트래픽과 정상 트래픽을 보다
확실히 구별해 냄으로써 오탐지를 줄일 수 있다.
포트별 서로 다른 목적지 주소 수에 대한 정보
는 Inbound 트래픽 모니터링을 통해 생성된 포트
사용 레코드를 이용한다. 만약 해당 포트에 대한
Inbound 트래픽에서 스캐닝 패킷이 내부 네트워크
의 상당한 수의 IP 주소에 도달한다면, 이는 인터넷
웜 트래픽으로 간주한다. 정상적인 트래픽이라면
살아있는 호스트 만으로 연결 요청이 이루어질 것
이기 때문에, 많은 IP 주소로 향하는 것은 비정상적
인 경우이다. 물론 각 포트 번호별 특성에 맞는 각
각의 임계값이 필요하다.

그림 3. 랜덤, 순차적 주소 분포의 예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순차적 스캐닝이 반드시
인터넷 웜에 의해서 발생된 트래픽이 아닐 수 있다
는 점이다. 실제로 공격자들에 의해 네트워크 단위
로 스캐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 웜 트래픽으로 간주된 레코드들의
연관 관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같은
포트에 대한 순차적 스캐닝 행위가 여러 호스트에
의해 유발된다면 인터넷 웜에 의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3.3.3 목적지 주소의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 확인
순차적 스캐닝을 행한 레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레코드에 대해서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이 목적지
주소 내에서 관찰되는지 확인한다. 사용되지 않는
모든 IP 주소들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IP 주소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옥텟까지만을 정상 트래픽에 대한 프로파
일(profile)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더
단순한 방법으로는 목적지 주소들의 첫 번째 옥텟
을 IANA 의 IPv4 주소 할당 맵[17]과 비교하는 것이
다. IANA 에 의해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정보라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아래 상자 내의 숫자들이
IANA IPv4 주소 할당 맵에서 가져온 할당되지 않은
IP 주소 대역에 대한 첫 옥텟의 목록이다. 224 이후
에 포함되어 있는 멀티캐스트 영역은 할당될 수 없
는 영역임을 쉽게 알 수 있다.

3.4.

인터넷 웜의 탐지 알고리즘

앞 절의 내용을 정리한 알고리즘의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 과정은 모니터링 시간 간격마다
수행된다.

레코드의 목적지 주소 중에 할당되지 않은 IP
주소 대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인터넷 웜에
의한 레코드로 간주한다. 간혹 사용자의 실수에 의
해 이쪽 영역으로 패킷이 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의 주소를 몇 개나 포함해야
인터넷 웜 트래픽으로 간주할지는 어느 정도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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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고리즘은 랜덤, 순차적인 스캐닝 행위의
인터넷 웜 뿐만 아니라 선택적 랜덤(selective
random)[15] 같은 지능화 된 웜까지 효과적으로 탐
지할 수 있다. 또한 감염된 내부 호스트들을 정확
히 파악할 수 있고, 이 정보는 해당 호스트에 적절
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위의 알고리즘에서 ‘인터넷 웜 트래픽으로 판정’
은 인터넷 웜에 의한 트래픽일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반드시 인터넷 웜으로 인한 것은 아닐 수
도 있다. 이 부분은 인터넷 웜 트래픽으로 판정된
같은 포트를 가지는 레코드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를 살펴봄으로써 해결한다. 그 수가 많거나 시간에
따라 점점 증가되는 추세라면 인터넷 웜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있다.

Gaobot 웜은 TCP 80, 135, 445 포트로 랜덤하게 스캐
닝을 시도한 웜들이다.
인터넷 웜을 탐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
은 인터넷 웜에 감염된 호스트는 불특정 다수의 타
겟 호스트로 스캐닝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
에서 분석 대상은 인터넷 웜의 스캐닝 단계에서 발
생하는 트래픽과 그 스캐닝에 의해 돌아오는 응답
트래픽이다. 스캐닝 트래픽은 앞 장에서 설명한 대
로, Outbound 트래픽에서 뽑은 의심스러운 레코드들
과 해당 포트 번호에 대한 Inbound 트래픽에서의
연결 요청 패킷들로 하였다. NG-MON 은 플로우
(flow)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므로 TCP 플로우
에서 SYN 플래그가 세팅된 플로우들로부터 의심스
러운 레코드를 선정하였다.

4.

4.2.

인터넷 웜의 트래픽 특성 분석

인터넷 웜의 트래픽 특성 분석에 있어서 본 논
문에서 관심을 가진 특성들은 인터넷 웜의 스캐닝
속도, 스캐닝 패킷의 목적지 주소의 분포, 스캐닝
패킷이 차지하는 트래픽의 양과 그에 대한 응답 패
킷들이다. 이러한 특성 분석을 통해 앞 장에서 설
명한 탐지 알고리즘에서 적용한 판단 기준들에 대
한 적합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인터넷 웜이 실제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트래픽을 발생하였는가를 보여주고 그 특성들
을 분석한다. 또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3
장에서 기술한 탐지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

4.1.

인터넷 웜 트래픽의 수집

4.2.1 스캐닝 속도

인터넷
웜의
트래픽을
수집하기
위하여
POSTECH 네트워크의 인터넷 접속점을 모니터링
하였다. 트래픽의 수집은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네
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인 NG-MON[18]을
사용하였다. 그림 4 와 같이 NG-MON 은 POSTECH
네트워크로 오가는 실시간 트래픽을 수집한다.
Optical Tap

Campus
Backbone
Network

1Gbps
Optical link

인터넷 웜 트래픽의 분석

인터넷 웜의 스캐닝 속도는 인터넷 웜이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지, 또 얼마나 빠르게 전
파를 시도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100 Mbps Metro
Ethernet

Router

Core Switch

INTERNET

Router

Core Switch

NG-MON
NG-MON
Flow
FlowStore
Store

Traffic Trace
Collector

그림 4. 인터넷 트래픽 수집 장소 및 방법

그림 5. TCP 80 포트 인터넷 웜의 스캐닝 속도

인터넷 웜의 트래픽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4 년
5 월 20 일 02 시 00 분부터 02 시 10 분까지의 데이
터를 선정하였다. 당시 POSTECH 네트워크는
Sasser 웜[19], Bobax 웜[20], Gaobot 웜[21] 등 인터넷
웜에 광범위하게 감염되어 있던 시기였다. Sasser 웜
은 TCP 445 포트로, Bobax 웜은 TCP 5000 포트로,

그림 5 에서 동일한 인터넷 웜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호스트들을 감염시켰을 때, 각 감염된
호스트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밖으로 스캐닝하
는 속도는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포트
번호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은 인터넷 웜이 사용하는 각 포트 별로 감
염된 호스트들의 평균 스캐닝 속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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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인터넷 웜은 랜덤 스캐닝 방식을 사용
한다. 그림 7 은 인터넷 웜에 감염된 한 호스트가 1
분 동안 1483 개의 스캐닝 패킷을 보낼 때, 각 패
킷의 목적지 주소의 앞 두 옥텟의 분포를 보여준다.
중간의 141 부근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목적지 주소
는 X 축의 0~223, Y 축의 0~255 사이에 고르게 분
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웜이
스캐닝 과정에서 타겟 호스트를 IPv4 전역 주소에
랜덤하게 생성해서 스캐닝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방식의 스캐닝은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으로
패킷이 전송될 수 밖에 없다. 그림 7 에서 첫 옥텟
이 141 로 집중되는 현상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웜이 감염된 호스트 주소의 첫 옥텟을 고정
시키고 스캐닝을 하는 방식도 동시에 사용하였음을
뜻한다.

그림 6. 인터넷 웜의 평균 스캐닝 속도
한 호스트에서 동일한 목적지 포트로 스캐닝 패
킷을 거의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보낼 때, 이러
한 트래픽에 대해서는 인터넷 웜에 의한 행위가 아
닌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4.2.2 스캐닝 트래픽의 목적지 주소 분포
스캐닝 트래픽의 목적지 주소 분포를 분석함으
로써 실제로 인터넷 웜이 어떤 식으로 타겟 호스트
를 선정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웜들이
타겟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다.

표 1. 한 감염 호스트의 순차적 스캐닝 예
표 1 은 인터넷 웜의 또 다른 스캐닝 기법인 순
차적 스캐닝의 특성을 보여주는 패킷들의 정보이다.
인터넷 웜은 하나의 주소를 시작으로, 그 주소로부
터 일정한 블록의 순차적인 주소에 대해서 스캐닝
을 시도하기도 한다.
표 2 에 나온 포트 번호들은 앞 장의 탐지 알고
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의심스러운 레코드로 선정된
것들이다. 여기서 TCP 25 는 email 서비스, TCP 4662
는 P2P, TCP 8080 은 Web Page 같은 정상 트래픽들
이다. 이 세 개의 포트 번호는 의심스러운 레코드

그림 7. 02 시 01 분에 한 감염 호스트가 목적지
포트 135 로 스캐닝 하는 목적지 주소의 분포

표 2. Inbound 트래픽의 포트 번호에 따른 서로 다른 목적지 주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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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모니터링 시점에 전체 TCP SYN 패킷과 인터넷 웜 스캐닝 패킷 양의 비교
내의 목적지 주소 분포 관찰로는 인터넷 웜으로 간
주되지 않지만, 정상 트래픽이라는 보다 확실한 근
거를 얻기 위해 Inbound 트래픽에서 서로 다른 목
적지 주소의 수를 관찰한다. 인터넷 웜이 활동하는
80, 445, 5000 포트와는 다르게 적은 수치를 기록하
고 있음을 표 2 에서 볼 수 있다. 표 2 는 이와 같
은 특성이 인터넷 웜 트래픽과 정상 트래픽을 분류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 탐지에 사용되는 인터넷 웜의 스캐닝 효율을 살
펴보았다.
표 4 를 보면 Inbound 트래픽의 스캐닝에 대한
응답 메시지에 비해 Outbound 트래픽의 스캐닝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극히 적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외부 네트워크의 정책이나 라우터의 설정에 의해
서 대부분의 응답 메시지들이 드랍(drop)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만약 응답 메시지들을 탐지 방
법에 적용할 때에는 응답 메시지들이 100% 도착하
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2.3 스캐닝 트래픽의 양
인터넷 웜의 스캐닝 트래픽 양을 측정함으로써
스캐닝 행위가 네트워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표 1 은 전체 TCP SYN 트래픽에서 스캐
닝으로 인한 SYN 트래픽 양의 비율을 보여준다.
표 3 을 보면 전체 Outbound TCP SYN 트래픽에
서 인터넷 웜 스캐닝 트래픽이 97% 이상을 차지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POSTECH 네트워크 전체 TCP
패킷의 약 4%를 차지한다. Inbound 트래픽에서도 약
85% 정도를 스캐닝 트래픽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되는 엔터프라이즈 네트
워크의 크기를 바탕으로 전체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웜으로 인한 스캐닝 트래픽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
정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인터
넷 웜 트래픽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인터넷 웜의 랜덤 스캐닝 특성에 기반하
여 설계되었고,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으로 나가는 길목의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여 분석
및 탐지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 알고리즘은 엔터프
라이즈 네트워크 내부의 감염된 호스트를 알아낼
뿐만 아니라 정상 트래픽으로 인한 오탐지를 줄이
는 방법도 고려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웜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실제 데
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웜의 트래픽
특성을 파악하고, 알고리즘은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인터넷 웜의 스캐닝 속도, 스캐닝 패킷의 목적지
주소의 분포, 스캐닝 패킷이 차지하는 트래픽의 양
과 그에 대한 응답 패킷들을 관찰함으로써 인터넷

4.2.4 인터넷 웜 스캐닝에 대한 응답
인터넷 웜 스캐닝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수집하

표 4. 인터넷 웜의 스캐닝과 그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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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avid Moore, Colleen Shannon, and Jeffery Brown,
“Code-Red: A case study on the spread and victims of
an Internet worm,” In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et
Measurement Workshop (IMW), November 2002.
[14] D. Moore, V. Paxson, S. Savage, C. Shannon, S.
Staniford, and N. Weaver, “Slammer Worm
Dissection: Inside the Slammer Worm,” IEEE
Security&Privacy Vol. 1 No. 4, July-August 2003.
[15] J. Wu, S. Vangala, L. Gao, and K. Kwiat, “An
Efficient Architecture and Algorithm for Detecting
Worms with Various Scan Techniques,” In
Proceedings of the 11th Annual Network and
Distributed System Security Symposium (NDSS’04),
February 2004.
[16] Colleen Shannon, and David Moore, “The Spread of
the Witty Worm,” http://www.caida.org/analysis/
security/witty/, March 2004.
[17] IANA, Internet Protocol V4 Address Space,
http://www.iana.org/assignments/ipv4-address-space.
[18] Se-Hee Han, Myung-Sup Kim, Hong-Tack Ju, and
James W. Hong, “The Architecture of NG-MON: A
Passive Network Monitoring System,” LNCS 2506,
DSOM 2002, Montreal Canada, October 2002, pp. 1627.

웜의 탐지에 활용할 수 있는 트래픽 특성들을 알아
보았다.
본 논문에서의 인터넷 웜 트래픽 특성 분석을
통한 탐지 알고리즘의 설계가 인터넷 웜에 대한 보
안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인터넷 웜 트래픽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가 아
닌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특성을 밝혀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인터넷 웜
탐지 알고리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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