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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AT(Network Address Translator)를 탐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NAT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험결과는 해당 알고리즘을 제안할 때 분석대상을 제
한하여 실험한 결과이고, 실제 네트워크에서 NAT 탐지 실험을 한 결과는 공개가 미흡

하다. 또한 하나의 분석대상 네트워크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NAT 탐지 알고리즘으

로 동시에 분석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한 실험결과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

된 IP 헤더의 TTL 필드와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충남대학

교 네트워크에서 NAT 탐지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최대 8,278 개 IP 주소 중에서 
평균 1% ~ 2%가 IP 헤더의 TTL 필드,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알고리즘에 NAT 로 
탐지되었다. 두 탐지 알고리즘에 공통적으로 NAT 로 탐지된 것은 전체 탐지 IP 주소 
중 평균 0.4%였다.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알고리즘은 TTL 을 이용한 
NAT 탐지 결과보다 2 배 이상 많은 IP 주소를 NAT 로 탐지 하였지만, 분석 위치와 IP 
헤더의 ID 필드 값을 랜덤하게 할당하는 OS 에 의해서 NAT 가 아닌 IP 주소를 NAT
로 탐지하는 과탐지가 NAT 로 탐지한 결과의 50%를 초과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P 헤
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알고리즘은 ID 를 랜덤하게 할당하는 OS 에 대해서

는 과탐지를 하는 문제와 분석대상 호스트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서 분석을 해야 하
는 문제가 있음을 보였고, IP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알고리즘은 TTL 필
드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TTL 을 임의로 변경한 IP 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음을 보였다. 실험결과 두 탐지 알고리즘간의 탐지결과 일치율은 평균 
39%였다. 

 

 

1. 서론 
 

최근 들어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1]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2]
의 활성화로 인해 NAT[3]의 활용도가 증가하

고 있다[4].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주소 부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제
안된 NAT는 RFC 1918[5]의 사설 주소 영역을 
이용하여 공인 IP 주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NAT는 홈 네트워

크 또는 사용자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사설 주
소들을 공인 IP 주소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로 
변환한다. NAT는 IPv4 주소 고갈에 대한 단기

적인 해결방안을 제공[6]하고, 부가적으로 NAT
에 연결되어 있는 내부 사설 IP 주소를 보호하

는 기능을 제공한다. 
NAT의 증가로 인해 네트워크에 나타나는 

IP주소에 비해 훨씬 많은 호스트가 있을 수 있
다[7]. 앞으로의 인터넷 호스트 개수 측정은 네
트워크에 NAT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따라 확
연히 달라질 것이다. 또한 NAT는 사설 I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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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IP로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3] 
이외에 간단한 게이트웨이(G/W: Gateway)로서

의 기능과 NAT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를 숨기는 장점[8]들이 관리자의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우회하거나, 해커들로 하여금 공인 IP 
주소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수
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입장에서는 
NAT에 많은 호스트들이 연결되어 인터넷 트래

픽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NAT 탐지 및 
NAT에 연결된 호스트 개수를 파악하려고 한다. 
몇몇 ISP는 NAT를 사용하는 IP 주소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회선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발표

도 했다[9]. 특히, 특정 ISP에서는 데이터 공개

를 통해 IP 주소 공유기 사용자가 다른 일반 
사용자에 비해 2 배 이상의 통화량을 발생시킨

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10]. 
최근에 들어 NAT 장치 탐지에 대한 몇몇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

진 NAT 탐지 방법은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

링을 통해 TCP/IP의 헤더 값을 분석하여 호스

트의 NAT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11][12]과 호
스트 측에서 NAT 탐지를 위해 별도의 정보를 
전송하여 해당 호스트의 NAT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14][15][16]이 있다. [14][15][16]에서 제안한 
NAT 탐지 방법은 호스트가 특정 서버나 클라

이언트와의 통신을 통해 호스트가 NAT에 연결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분석대상 호스

트가 보낸 트래픽의 TCP/IP 헤더 정보와 해당 
트래픽을 수신한 측에서의 송신측 TCP/IP 헤더 
정보를 비교하여 호스트가 NAT에 연결되어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정확도는 높을 수 있
으나, 호스트가 반드시 특정 서버[15][16]에 접
속해야 하거나 특정 패킷을 생성[14]하여야 하
는등 분석대상 호스트를 강제해야 하는 제한사

항이 있다. 반면에 [11][12]와 같은 트래픽 모니

터링을 이용한 NAT 탐지 알고리즘은 분석대상 
호스트가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해당 호스트가 NAT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NAT 탐지 알고리즘은 제안한 알고

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망 혹은 제한된 환
경에서의 실험결과[11][12]를 공개하고 있으나, 
실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트래픽을 분석한 결
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11][12]의 실험결과는 
제안한 알고리즘이 NAT 탐지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탐지가 발생할 만한 요인은 
미리 제거를 하거나, 분석 대상을 제한하여 실

험을 한 결과들이다.  
[11][12]에서는 IP 헤더의 TTL 필드와 ID 필드

를 이용한 NAT 탐지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
한 실험 환경보다 복잡한 실제 환경에서 적용

시에 제안한 알고리즘이 오탐지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실제 네트워크에서 실험을 해야 할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실제 네트워크에서 해당 
NAT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실제 트래

픽에 각 탐지 알고리즘의 일치되는 정도나 알
고리즘 제안시 예상했던 오탐지 유발요인과 탐
지 형태, 예상했던 오탐지 요인 이외의 다른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네트워크에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IP 헤더의 TTL 필드와 ID 
필드값을 이용한 NAT 탐지 알고리즘을 충남대

학교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실험하고 결과를 비
교 분석한다.  

2 장에서는 NAT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험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3 장에

서는 충남대학교 네트워크에서의 실험에 관해

서 기술하고, 4 장에서는 실험결과를 보이고, 결
론은 5 장에서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QuakeIII 게임 접속자 정보를  

이용한 NAT 탐지 측정[13] 
 

QuakeIII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SOURCE 
UDP 포트번호와 접속자 ID, IP주소를 분석하여 
SOURCE UDP 포트번호가 27960 이 아닌 사용

자를 NAT로 탐지하였다. NAT 탐지 실험은 
QuakeIII Arena 서버를 설치하여 해당 서버에 
저장되는 로그를 이용하였다. DHCP로 인한 동
일 사용자의 중복 접속을 고려 하였으며, 2001
년 2 월에 17 일간 북미지역에서 측정하였다. 
결과는 표 1과 같이 17~19%가 NAT를 사용하

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1. QuakeIII 이용자 중 NAT 사용자 탐지  

실험결과(2001 년 2 월) 

접속 IP 3,068 개 

접속 USER 2,659 개 
비정상 UDP SRC 

PORT 번호,  IP 주소 534 개 

NAT 사용자 비율 17%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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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지역 IP 주소 공유기 사용자 
 탐지 및 트래픽 사용률 분석[10] 

 

표 2은 하나로 텔레콤에서 서울의 강남, 동작, 
송파지역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2005 년 1 월 한
달 간의 NAT 탐지 및 트래픽 사용률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한 내용이다. 분석결과 평균 
15.6%가 공유기를 사용하며, NAT 이용자가 이
용하지 않는 사용자에 비해 트래픽 사용 비율

이 2 배정도 된다고 발표하였다. NAT 탐지 방
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표 2. 2005 년 1 월 하나로 텔레콤 NAT 탐지 결과 

지역 가입자 
수(명) 

공유기

사용(명) 
공유기 

사용비율 

강남 21,000 6,930 33.0% 

동작 28,790 2,850 9.9% 

송파 31,061 2,858 9.2% 

 

2.3 IP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실험[11] 

 

IP 헤더의 TTL 필드는 IP 패킷이 네트워크

에 있을 수 있는 최대 홉 수를 나타내는 것으

로서,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이 0 이 된 패킷은 
버려지게 된다[19].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은 
최대 255 까지 지정될 수 있지만, [17][18]에서는 
MS-Windows XP는 128, Red Hat Linux 9.0 은 64
와 같이 OS별로 서로 다르며, 특징적이다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11]에서는 이러한 IP 헤더의 
TTL 필드의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하여, NAT를 
사용하는 IP 주소를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11]에서는 그림 1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 연
결된 호스트 A, B, C, D의 OS를 모두 MS-
Windows라고 가정을 한다. 라우터에는 
sFlowtool[21]를 설치하여 얻어진 TCP/IP 헤더값

을 sFlow Analyzer에게 전송한다.  
그림 1에서 MS-Windows의 IP 헤더의 TTL 필
드 초기값은 128 이므로, 라우터 1,2 에서 호스

트 A, D의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은 모두 128
로 탐지가 되지만, NAT BOX를 사용한 B, C는 
E의 IP 주소로 바뀌어서 라우터 1 에 탐지가 

되고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은 연결된 NAT에 
의해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이 1 이 감소하여 
127 이 탐지되게 된다. 

 
그림 1. IP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9] 

 
[11]은 위와 같은 IP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

한 NAT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NAT를 정
확하게 탐지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 네트워크

에서 실험을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실험에

서 TRACEROUTE[22]에 의해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이 임의로 조정된 패킷은 분석에서 제
외하기 위해 TRACEROUTE가 사용하는 UDP와 
ICMP는 분석에서 제외를 하였다. 실험결과 라
우터 인터페이스와 NAT IP 주소가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이 1 씩 추가로 감소 되었는데,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를 이용하여 라
우터와 NAT를 구별하였다.  

이 실험은 탐지 대상 OS를 MS-Windows로 
한정하였으며, 탐지 대상 네트워크의 서브넷 
구조를 알고 있어서 라우터에 연결된 호스트의 
IP 헤더의 TTL 필드 초기 값을 미리 알고 있
다. 또한, 실제 네트워크에서의 실험이 아니고, 
탐지 대상 호스트와의 HOP COUNT거리가 1 에 
불과하다.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11]와 같은 방
법으로 NAT 탐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지 라우터에 패킷 헤더 값을 수집할 별도의 
S/W를 구동하여야 한다. 

 
 
2.4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하여  

NAT에 연결된 호스트 개수 파악[12] 
 
IP 헤더의 ID 필드 값은 파편화된 IP 패킷

을 재조립하기 위해 송신자에 의해 부여되는 
16 비트 값[19]이다. [12]에서는 OS에서 매 패킷

이 전송 될 때 IP 헤더의 ID 필드 값이 1 씩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2^16 범위 내에서 반복한

다는 것을 이용하여 NAT 탐지 알고리즘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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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 하나의 선형 패턴은 한대의 호스트

로 판단한다. 연속적인 IP 헤더의 ID 필드에서 
선형 패턴이 2 개 이상 발견되면, NAT에 2 대 
이상의 호스트가 연결되어 특정 IP 주소를 공
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12]에서는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형 패턴

을 식별하였다. 
 
 IP 헤더의 ID 필드가 0 인 것은 무시한

다. 
 새로 도착한 패킷의 시간은 앞선 패킷이 

도착한 시간보다 timelim 내에 있어야 
한다. 

 앞서 도착한 패킷보다 timelim 을 초과하

여 도착했다면, 무시한다. 
 IP ID 의 차이가 1 인 것을 하나의 선형

으로 만든다. 
 IP 헤더의 ID 필드간의 차이 값이 

gaplim 범위에 있다면, out of order 로 표
시하고 일단 저장해 둔다. 

 새로 도착한 패킷의 IP 헤더의 ID 필드

가 앞선 패킷과 충분히 가깝지만, 앞에

서 나타났었다면 Dub 이라 표시한다. 
 선형 별로 IP 헤더의 ID 필드의 수집이 

끝이 나면, 각 선형 간에 충분히 가까운 
것과 합친다. 합칠 때는 IP ID 간의 격차

는 gapfac*gaplim 내에 있어야 하고, 시
간차이는 timefac*timelim 내에 있다면 충
분히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각 선형 중에서 fsize 보다 작은 수의 선
형이 있다면, 이 선형은 버린다. 

 
표 3. [12]에서 사용한 파라미터 값 

파라미터 사용 값 

Timelim 300 

gaplim 64 

timefac 5 

gapfac 70 

fsize 50 
 

[12]에서는 제안한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

한 NAT 탐지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NAT에 연
결된 호스트의 수를 탐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 “synthetic NAT[12]”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 
셋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을 실험하고, 연구실 

단위의 작은 대상에 대해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NAT에 연결된 호스트의 개수를 분석하는지 실
험하였다. 실험결과 최대 26 대까지 식별했다고 
제시하였으며, 선형이 겹칠 때 오차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12]에서는 NAT 분석서버가 탐지 대상 IP 주
소와 충분히 가까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
유는 그림 2와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PC 1
은 내부적으로 전송하는 트래픽과 NAT 분석 
위치를 지나게 하는 트래픽 모두에게 IP 헤더

의 ID 필드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그
림 3은 그림 2에 제시된 라우터 위치에 따른 
IP 헤더의 ID 필드 형태를 보인다. [12]는 이러

한 IP 헤더의 ID 필드 패턴에 대해 [12]에서 제
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그림 2의 위치에서 
분석을 하면 오탐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

였다. 

 
그림 2.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시 오탐이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위치 

 

 
그림 3. 라우터 위치에 따른 탐지 IP 헤더의 ID 

필드 차이 
 
3. 실험 
 
3.1 테스트베드 실험환경 

  
테스트베드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NAT에 연결된 호스트 2 대와 그렇지 않은 호
스트 1 대로 구성을 하였다. 테스트베드에 사용

된 NAT는 SDT정보기술의 WLB5154AIP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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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공유기를 사용했다. NAT에 연결된 호스트 
중 한대는 다양한 OS 설치상황을 고려하여 설
치된 호스트의 OS를 교체하며 실험을 실시하

였고, NAT 탐지 분석을 위한 충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기 위해 각 호스트들은 외부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대용량 FTP(File Transfer 
Protocol) 파일 다운로드를 수행하였다. 

 
그림 4. 테스트베드 실험환경 

 
3.2 충남대학교 NAT 탐지 실험환경 

 
충남대학교 NAT 탐지 실험환경은 충남대학

교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림 5
와 같이 충남대학교 캠퍼스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을 연결하는 경계지점의 기가비트 이더

넷에 연결된 싱글 모드 광케이블의 광신호를 
50:50 으로 분리하는 광분배기를 이용하는 트래

픽 수집기에 의해서 수집 및 분석하였다. 실제 
네트워크에서 NAT 분석 정확도 예측을 위해 
충남대학교 네트워크 내에 SDT정보기술의 
WLB5154AIP 유무선 공유기를 연결하고, 공유

기에는 PC 2 대를 연결하여 외부 인터넷에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트래픽을 발생시

켰다. 

 
그림 5. 충남대학교 네트워크 실험환경 

 
3.3 NAT 탐지 프로그램 구현 

 
그림 5의 충남대학교 NAT탐지 실험환경은 내
부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탐지대상 IP 주소

영역만 알고 있다. [11][12]에서 실험한 환경과 
달리 충남대학교 내부에 몇 개의 라우터가 있
는지 모른다. 내부 네트워크의 라우터에 별도

의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OS별 IP 헤더의 TTL 필드 초기값을 알고 있더

라도 NAT 탐지 위치에서 대상 호스트의 IP 헤

더의 TTL 필드 값을 알 수 없다. 따라서 IP 헤
더의 TTL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프로그램

은 [11]에서 사용한 프로그램과 같이 호스트가 
연결된 에지 라우터가 보내준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을 NAT분석 서버가 분석하는 형태로 
실험을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대상 네트워크의 서브넷 
구조를 모르더라도 탐지되는 IP 주소들의 HOP 
COUNT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림 5의 NAT 탐지 서
버에서 충남대학교 네트워크에 있는 IP 주소의 
HOP COUNT를 추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IP 주소들을 C CLASS 단위로 그룹화 

한다. 
 IP 주소의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을 OS

별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을 이용하여 
탐지된 IP 헤더의 TTL 필드 값과 가장 
근접한 IP 헤더의 TTL 필드 값과의 차
이 값을 해당 IP 주소의 HOP COUNT 로 
저장한다(예 : 탐지 TTL 이 124 라면, 128 
– 124 = 4). 

 각 그룹에 충분히 많은 IP 주소가 탐지

가 되었다면, 해당 그룹에 가장 많이 탐
지된 HOP COUNT 를 해당 그룹의 HOP 
COUNT 로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그룹의 HOP 

COUNT 를 추론하고, 탐지된 IP 주소의 HOP 
COUNT 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탐지된 IP 
주소가 소속된 그룹의 추론된 HOP COUNT 와

의 차이 값이 1 이면 다른 IP 주소와 달리 구간 
내에 패킷 헤더 처리를 하는 장치가 있다고 판
단하고, NAT 로 탐지한다. 

충남대학교 네트워크에서 IP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에 사용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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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P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프로그램 알고리즘 

 
[12]와 같이 본 논문에서도 TRACEROUTE에 
의한 IP 헤더의 TTL 필드값 변화를 피하기 위
해 TRACEROUTE에 사용되는 UDP와 ICMP 프
로토콜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IP 헤더의 ID를 이용한 방법은 [11]에서 제
안한 알고리즘에 따라 그림 7과 같이 구현을 
하였으며, ID 선형을 육안으로 분석하기 위해 
gnuplot[23]를 이용하여 ID의 선형을 시각화하

였다. 
패킷 수집

IP ID == 0

기존 선형과 비교하여
IP ID가 충분히 가까운가?

선형에 추가
새로운 선형으로

생성

인접한 선형간 합침

선형의 개수가
2개를 초과하는가?

NAT SINGLE

Drop

YES

NO

YES NO YES NO

 
그림 7.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알고리즘 
 
 

4. NAT 탐지 실험결과 
 
4.1 테스트베드 실험결과 

 
그림 4의 테스트베드에서 PC 2 의 OS를 변경하

며 PC 1,2,3 모두 외부 FTP 서버로 600MB 파
일 전송을 했을 때 IP 헤더의 ID 필드, TTL 필
드를 이용한 NAT탐지 알고리즘이 NAT를 탐지

하는지 실험하였다. 테스트베드 대상 네트워크

의 서브넷은 알고 있으므로 그림 6과 같이 개
발한 NAT탐지 프로그램에 관련 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프로그램은 그림 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RED HAT 9.0 이 설치된 한
대의 호스트에서 두 개의 FTP 파일을 송수신

한 경우 2 대의 호스트로 탐지하게 되어 과탐

지를 하게 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IP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의 경
우 실험한 OS들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탐지

를 하였다 
 

 
그림 8. RED HAT 9.0에 대한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과탐지 예 
 

4.2 충남대학교 네트워크 NAT 탐지  
실험결과 

 
표 4은 2007 년 11 월 21 일부터 11 월 26 일까

지 NAT 탐지 실험에 사용된 충남대학교 캠퍼

스 네트워크의 트래픽이다.  
[12]와 같이 TRACEROUTE를 탐지에서 제외시

키기 위해 UDP, ICMP 패킷을 분석에서 제외 
하였으나, 충남대학교 네트워크 트래픽에서는 
5 튜플은 동일하나 IP 헤더의 TTL 필드를 무
작위로 변경시키는 패킷이 있었다. 이러한 패
킷을 발생시키는 IP 주소는 IP 헤더의 TTL 필
드 값을 1~255 까지 모두 발생시켜서 해당 IP 
주소가 NAT가 아니더라도 NAT로 탐지하게 하
였고, 해당 IP 주소가 속한 그룹에 많은 IP 헤
더의 TTL 필드 값 탐지를 유발 함으로서 HOP 
COUNT 추론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

다. 이와 같은 패킷을 분석에서 제외시키기 위
해서는 TCP 패킷을 플로우 단위로 분석해야 
한다. 5 튜플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면서, IP 헤
더의 TTL 필드 값이 변화되는지 여부를 검사

하여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이 변하지 않고 
해당 플로우가 종료되면, 종료된 플로우에 대
한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을 저장할 수 있도

록 IP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프로그램을 수정 적용하였다. 

 
표 4. 충남대학교 캠퍼스 망 실험 트래픽 

실험기간 처리 트래픽 

11.21 21:26 
~ 11.22 9:58 

TRAFFIC 912.6 Gbytes 

PACKET 1.1 Gp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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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06:21 ~ 
15:58 

TRAFFIC 311.4 Gbytes 
PACKET 403.3 Mpkts 

11 23 16:5 ~ 
11.24 13:28 

TRAFFIC 726.6 Gbytes 
PACKET 893.7 Mpkts 

11.24 14:19 ~ 
11.26 3:22 

TRAFFIC 1304.2 Gbytes
PACKET 1.5 Gpkts 

11.26 3:50 ~ 21:00 TRAFFIC 1.6 Tbytes 
PACKET 2.2 Gpkts 

개수(11.21 21:26 ~ 11.22 09:58) 
 
 

 

 

실험결과 중 11 월 21 일 21:26 ~ 11 월 22 일 
9:58 에 탐지된 6,680 개의 IP 주소에 대해 IP 
헤더의 TTL 필드별 IP 주소 탐지 개수는 그림 
9이고, 탐지된 IP 주소의 IP 헤더의 TTL 필드 
값과 가장 근접한 OS별 IP 헤더의 TTL 필드 
초기값 차이를 계산하여 얻어진 HOP COUNT 
비율은 그림 10와 같다. 그림 9는 충남대학교 
네트워크에 있는 IP 주소들의 98% 이상이 IP 
헤더의 TTL 필드 초기값으로 64, 128, 255 를 사
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OS별 IP 헤더의 TTL 
필드 초기값에 따르면, 충남대학교 네트워크에

는 호스트 중 75%이상이 IP 헤더의 TTL 필드 
초기값이 128 인 MS-Windows를 사용한다고 추
정 할 수 있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HOP COUNT는 4 이하가 전체의 99%를 차지한

다. 

그림 10. 탐지된 IP 주소들의 HOP COUNT 비율 
          (11.21 21:26 ~ 11.22 09:58) 

 

표 5. HOP COUNT가 19를 초과하는 IP 주소의 TTL 
IP TTL HOP DiffHop

168.188.15.x 33 31 30 
168.188.48.x 103 25 22 
168.188.52.x 45 19 16 
168.188.86.x 101 27 24 

168.188.241.x 157 98 95 
 
표 5에서 IP 주소들의 IP 헤더의 TTL 필드 값
은 OS별 IP 헤더의 TTL 필드 초기값으로 HOP 
COUNT를 계산할 때 자신의 IP 헤더의 TTL 필
드 값과 가장 가까운 IP 헤더의 TTL 필드 값
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168.188.86.x는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이 101 로 탐지되었는데 
MS-Windows의 IP 헤더의 TTL 필드 초기값인 
128 이외에 128 과 101 사이에 다른 알려진 IP 
헤더의 TTL 필드 초기값이 없다. 해당 IP 주소

를 직접 조사하지 못하여서 기존의 알려진 OS
별 초기값이 아닌 다른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을 초기값으로 가진 장치이거나, 해당 장치

에서 임의로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을 변경하

였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IP 
주소들은 매 실험시 탐지 비율이 0.1%미만으로 
탐지되었다. 11 월 21 일 21:26 ~ 11 월 22 일 
09:58 기간 중 탐지결과에서 이러한 IP들의 
HOP COUNT를 제외하면 충남대학교 전체 IP 
주소의 추론된 HOP COUNT는 그림 11과 같다. 

4 를 초과하는 HOP COUNT중 19 이상으로 
과도한 HOP COUNT가 나오게 하는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은 표 5와 같다. 표 5에서 HOP은 
탐지된 IP 주소의 IP 헤더의 TTL 필드 값과 
OS별 IP 헤더의 TTL 필드 초기값으로 계산된 
HOP COUNT 값이다. DiffHop은 좌측의 IP가 속
한 그룹의 다른 IP 주소들의 최대 탐지 HOP 
COUNT와 차이 값이다. 

 
그림 9. IP 헤더의 TTL 필드별 탐지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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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충남대학교 네트워크 HOP COUNT 탐지현황(11.21 21:26 ~ 11.22 09:58) 

 
 

11 월 21 일 21:26 ~ 11 월 22 일 09:58 기간

의 실험결과에서 IP 주소가 속한 그룹의 HOP 
COUNT 와의 차이 값이 -3 ~ -1 인 IP 주소는 
27 개가 탐지되었다. 이 IP 주소에 대하여 대하

여 TELNET 연결을 시도하자, 라우터 접속 초
기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총 27 개의 
IP 주소중 14 는 168.188.44.x 에서 탐지가 되었

는데, 168.188.44.x 를 제외한 나머지 13 개의 IP 
주소 중 라우터 접속 초기화면은 11 개에서 나
타났다. 

 

 
그림 12. 168.188.44.x 네트워크 구조 

 
168.188.44.x의 라우터의 환경설정 값을 확

인한 결과 168.188.44.x의 서브넷이 그림 12과 
같이 되어 있었다.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우터 2 에서 168.188.44.x/24 의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은 모두 OS별 IP 헤더의 TTL 필
드 초기값에 대해서 동일하게 탐지가 되지만, 
라우터 1 이후에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을 탐

지를 하면, 168.188.44.192/26 의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은 다른 서브넷에 속한 호스트에 비해 
-1 이 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IP 헤더의 TTL 필드 값을 분석하면, 탐지대상 
IP 주소들 중 라우터의 IP 주소와 서브넷 구조

를 해당 IP 주소들에게 패킷을 보내지 않고도 
추정할 수 있게 됨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실험에 사용한 서버는 INTEL ZEON 4 CPU, 
1 G Memory를 사용하였다. IP 헤더의 TTL필드

를 이용한 NAT 분석은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처리 하였으나 IP 헤더의 ID필드를 분석 할 때
에는 패킷을 40 초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11
월 23 일 16 시 5 분부터 11 월 24 일 13 시 28
분까지의 IP 헤더의 ID필드를 이용한 NAT 분
석시 매 40 초간 평균 1,191 개의 IP 주소에서 
5,149,963 개의 패킷이 수집되었고, 처리하는 데
에 걸린 시간은 779 초가 소요되었다. 패킷을 
수집하는 시간을 40 초로 한 이유는 일정시간 
이내에 앞서서 나타난 IP 헤더의 ID 필드 값과 
같은 ID 값이 나타나는 그림 13와 같은 패킷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13. 반복적인 IP 헤더의 ID 필드 값 

 
그림 14에서 패킷 1 과 같은 앞서 나타난 IP 
헤더의 ID 필드 값과 같은 값을 가진 패킷 4
가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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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후의 패킷 5 와 패킷 n과 거리가 패킷 4
가 패킷 1 보다 짧다면 두 개의 선형으로 인식

될 수 있다. 이후 일차 선형 추론 후 각 선형

간에 비교를 할 때에는 Dub에 의해서 생성된 
선형은 원래는 선형 1 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만,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시에는 2 개로 인식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패킷의 유무를 검사를 해
서 필터링 해야 한다. 이러한 패킷을 필터링 
하기 위해서는 도착한 IP 주소의 ID 값을 먼저 
도착한 패킷들 중 얼마나 앞서서 도착한 ID 값
과 비교를 할 것인지 그림 14의 반복적인 IP 
헤더의 ID 필드 값 제한 시간을 적절한 값으로 
정해야 한다.  

 

 
그림 14. 반복되는 IP 헤더의 ID 필드에 

의한 선형 분석 오류 
 
IP 헤더의 ID 필드 값이 반복되는 패킷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 필터링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패킷을 포함한 IP 헤더의 ID 필드를 저
장하는 메모리로 초당 10Mbyte 정도를 차지하

게 되어, 시스템의 과부하를 유발하게 된다. 또
한 IP 헤더의 ID 필드의 간격이 1 로서 연속되

지 않으면서 지속적이고 패킷이 많은 경우에는 
1 차 선형 분석시 작은 개수의 너무 많은 선형

이 나타나게 되어, 1 차 분석된 선형간의 거리

를 계산하는 2 차 선형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

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충남대학교 네트워

크 분석시에 테스트베드와 달리 이런 형태의 
패킷 흐름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15는 선형패턴을 이루며 연속적인 IP 헤
더의 ID 필드가 탐지되다가 순서가 뒤바뀌는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도 그림 14의 사
례처럼 한대의 호스트가 2 대 이상으로 탐지되

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림 15. 패킷 수신 순서가 바뀐 IP 헤더의 ID 필드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탐지 결과 중 
11 월 23 일 16:6 ~ 11 월 24 일 13:28 의 실험결

과에서 IP 헤더의 ID 필드를 알고리즘의 탐지 
결과 중 IP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결과와 공통으로 탐지되지 않은 IP 주소

는 150 개이다. 150 개 중에서 Passive OS 
Fingerprint[24]로 대상 IP 주소들의 OS분석 결
과 Linux로 탐지된 IP 주소가 45 개, 시각화된 
그래프를 분석시 NAT인 IP 주소가 19 개, 시각

화 된 선형은 1 개이지만 NAT로 탐지된 것이 
IP 주소가 86 개였다. RED HAT 9.0 은 과탐를 
유발 시키기 때문에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

하여 NAT IP 주소로 탐지된 것 중 Passive OS 
Fingerprint가 Linux로 탐지한 것을 NAT 탐지한 
결과에서 제외를 하고, 시각화 분석시에는 선
형이 1 개이지만, 프로그램이 분석했을 때는 
NAT로 탐지된 과탐지를 제외하면,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결과는 70 개

(0.9%)가 된다.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결과 중 과탐지 부분을 제외하면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하여 탐지한 NAT IP 주
소 중 IP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하여 NAT IP 
주소로 탐지한 결과가 일치되는 확률은 70%가 
된다. 
표 6는 분석기간별 IP 헤더의 TTL 필드, ID 필
드를 이용한 NAT 탐지 결과 비교 표이다. 
P(ID|TTL), P(TTL|ID)는 각 탐지 알고리즘에 대
한 조건 확률을 계산한 결과이다. 37 시간 동안 
분석한 결과는 주말에 분석된 결과로서 평일 
타 기간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IP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는 132 개의 IP 주소

가 분석기간별로 탐지 개수를 달리하며 NAT로 
탐지되었으며, IP 헤더의 ID 필드 분석을 통한 
NAT 탐지는 Passive OS Fingerpint에서 Linux로 
탐지한 것과 그래프 시각화 분석시 과탐지로 
분류되는 것이 평균 55%나 되었다. IP 헤더의 
ID 필드, TTL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 비율은 평균 39%정도로 나타났

다. 

본 논문에서의 실험결과는 탐지 분석기간

은 동일하나 IP 헤더의 ID 필드의 분석 처리시

간 지연에 따라 실제 전체 분석대상 트래픽 양
이 차이가 난다는 것과 Passive OS 
Fingerprint[24]의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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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분석기간별 IP 헤더의 TTL,ID 필드 이용 NAT 탐지 결과 비교 
분석 
기간 

TTL ID 공통 탐지 ID 과탐지 P(ID | TTL) P(TTL | ID)
탐지수 비율 탐지수 비율 탐지수 비율 탐지수 비율 비율 비율 

9 시간 80 1% 181 2% 38 0.5% 102 56% 47.5% 37.2% 

21 시간 81 1% 201 2% 51 0.8% 131 65% 72.2% 70% 
37 시간

(주말) 
79 1% 10 0.1% 1 0.01% 4 40% 1% 10% 

17 시간 91 1% 176 2% 33 0.3% 78 44% 36% 41% 

평균 82.75 1.1% 142 1.9% 30.75 0.4% 78.75 55% 39.175% 39.55%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결과 

과탐지의 원인은 NAT IP 주소로 탐지된 IP주소 
중 1 차 선형분석 후 근접한 선형간의 연결을 
할 때 시간 격차에 비해 ID의 격차가 수치적으

로 커짐에 따라 실제적인 선형간 거리는 ID의 
격차에 좌우되게 되어,그림 16과 같이 시각적

으로 보았을 때와 다른 분석 결과가 발견되었

고, 그림 13,그림 15와 같은 일정한 시간을 지
나서도 앞서서 나타난 적이 있는 ID 값이 반복

적으로 나타나거나, 앞선 선형의 순서에 포함

되었어야 하는 것이 일정 시간 뒤에 나타남으

로 해서 발생되는 과탐지였다.  
이러한 문제는 IP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

하여 충남대학교 네트워크의 HOP COUNT를 
추정해 본 결과 충남대학교 네트워크에서 IP 
헤더의 ID 필드를 분석하는 서버의 위치는 대
상 호스트와 그림 2과 같은 형태로 전송경로상

에 평균적으로 3 대의 패킷 헤더 처리 장치가 
있는 네트워크 구조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라우터 B에서 종단에 연결된 호스트의 
IP 헤더의 ID 필드를 분석하면 종단 호스트들 
간의 트래픽도 있으므로 라우터 B에서 탐지하

는 IP 헤더의 ID 필드는 도착시간 간격, IP 헤
더의 ID 필드간의 격차가 심화 될 수 있다. 또
한 내부 네트워크의 속도가 빠르면, IP 헤더의 
ID 필드간의 산술적 격차에 비해 시간 간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의 경우 다수의 탐지 오류를 발생시

킨다. 
 

 
그림 16.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시 과탐지 사례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알려진 NAT 탐지 알고리즘 

중 IP 헤더의 TTL 필드[11]와 ID 필드[12]를 
이용한 NAT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충남대

학교 캠퍼스 망에서 NAT 탐지 실험을 하였다. 
실험기간 중 최대 8,278 개의 IP 주소가 탐지 
되었으며,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
지 알고리즘에 NAT로 탐지된 IP 주소는 평균 
2%, IP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알고리즘에 NAT로 탐지된 IP 주소는 1%로 탐
지되었고, 두 탐지 알고리즘에 공통적으로 탐
지된 IP 주소는 0.4%로 탐지 되었다.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는 
RED HAT 9.0 의 IP 헤더의 ID 필드 랜덤 할당

과 대상 호스트의 로컬 네트워크와 멀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과탐지 사례가 NAT 로 탐지된 
결과 중 평균 50%가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과
탐지 결과를 제외하고 두 탐지 알고리즘의 
NAT 탐지 결과는 평균 39% 일치하였다.  

IP 헤더의 TTL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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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측정대상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제한이 
되더라도 서브넷 별 그룹화를 통해 측정위치에

서 서브넷까지의 HOP 을 추론해낼 수 있었으

며, 해당 서브넷에서의 라우터 IP 주소와 서브

넷의 상세 구조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HOP 값을 바탕으로 NAT 를 탐지 한 
결과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 
결과와 39% 일치하였다. 또한 TRACEROUTE 
등과 같이 기존의 IP 헤더의 TTL 필드를 임의

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UDP, ICMP 패킷 외에 
TCP 패킷에서도 IP 헤더의 TTL 필드가 변경되

는 패킷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회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

하였다.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하여 분석한 IP 

주소 중 IP 헤더의 TTL 필드 분석을 통한 
NAT 에는 탐지되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원인을 추적하기가 어
렵다. IP 헤더의 ID 필드를 이용한 NAT 탐지는 
NAT 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의 개수를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네트워크에

서는 탐지지점에 따라서 현재의 알고리즘으로

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향후에는 이
러한 탐지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분석 대상 
TCP/IP 헤더 값을 확장하거나 기존의 NAT 탐
지 알고리즘을 혼합하는등 새로운 NAT 탐지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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