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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인터넷에서는 악의적인 공격이 성행하고 있다. 악의적인 인터넷 공격의 탐지에 여러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변별력 있는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을 
제시한다. DNS 서버 핑거프린트는 DNS 존 정보, DNS 프로토콜, 서버 설정을 활용하여 
생성하였다.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여 전 세계의 10만여개의 DNS 서버에 대한 핑거프린트를 
생성하였으며, 생성한 DNS 핑거프린트의 결과도 제시한다. 

 
Keywords: DNS, DNS 서버, DNS Zone, DNS 질의, DNS 쿼리, DNSSEC, DNS 핑거프린트, DNS 서버 핑거프린트 

 
 

1. 서론 

 
BGP 하이재킹 또는 IP 하이재킹은 다른 AS(Autonomous System)에 할당된 IP를 도용하는 인터넷 

공격이다. IP 하이재킹이 발생하면 도용을 당한 AS로 전달되어야 할 트래픽은 도용을 한 AS로 전달된다. IP 
하이재킹을 탐지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면서 유용한 방법은 탐지 패킷을 보내서 IP가 할당된 
AS로 패킷이 보내지는지 여부를 보고 탐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탐지 패킷이 정상적으로 해당 AS에 
전달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단순히 탐지 패킷을 보내고 응답여부로 IP 하이재킹 여부의 판단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IP를 사칭한 
네트워크도 탐지 패킷에 대하여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탐지 패킷에 대하여 IP를 사칭한 
AS로부터의 응답과 IP를 사칭하지 않은 AS로부터의 응답이 다르다면 IP 하이재킹의 탐지는 가능하다. 탐지 
패킷에 대한 응답을 보고 응답한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호스트 핑거프린트다. 그러나 
기존의 호스트 핑거프린트는 응답 시스템의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버전 혹은 포트의 상태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의 변별력으로 IP 하이재킹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사칭한 
AS에서 사칭 당한 AS의 호스트를 모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스트 핑거프린트를 IP 하이재킹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호스트 핑거프린트보다 변별력 있는 호스트 핑거프린트 방법이 필요하다.  

호스트 핑거프린트를 IP 하이재킹 탐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호스트를 핑거프린트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핑거프린트로 IP 하이재킹을 탐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호스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는 상시 운용 중인 호스트여야 한다. 필요에 의해서 켜고 끄는 일반 컴퓨터는 
IP 하이재킹의 탐지 시점에 응답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용하지 않다. 따라서 웹 서버, 
DNS(Domain Name System)[1,2] 서버, 메일 서버나 네트워크 장치와 같이 상시 운용 중인 호스트가 적당하다. 
둘째 조건은 많은 AS의 내부 네트워크에 위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IP 하이재킹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각 AS의 해당 호스트에 대한 핑거프린트를 수집하여 놓고 IP 하이재킹이 의심되는 AS에 대하여 
호스트 핑거프린트를 수집하여 비교함으로써 IP 하이재킹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AS의 
내부에서 운영되는 호스트이어야 핑거프린트를 위한 용도로 적합하다. 셋째 조건은 외부에서의 연결 
허용이다. 외부로부터의 연결을 보안 장치가 차단하면 핑거프린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웹 서버, 
메일 서버, DNS 서버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호스트이다.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2011-0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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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하이재킹 탐지에 사용할 호스트로 DNS 서버가 적당하다. DNS 서버는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 중의 
하나로 상시 운영하는 서버이다. DNS 서버 운영이 중단되면 웹이나 메일 등 중요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DNS 서버는 상시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DNS 서버는 해당AS의 내부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S 내부에서 운용 된다. 우리는 전체 AS에 대하여 DNS 서버 운영 여부를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57.15%의 AS에서 내부에 DNS 서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DNS 서버는 외부 연결을 허용한다. DNS 서버는 계층적 데이터 베이스로서 외부 연결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IP 하이재킹 탐지에 호스트 핑거프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DNS 서버의 변별력 있는 
호스트 핑거프린트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한 DNS 핑거프린트를 IP 하이재킹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본 논문의 영역 밖이며, 다른 논문에서 다루어 진다. 본 논문에서는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과 함께 AS 별로 운영 중인 DNS 서버를 찾는 방법과 결과도 제시한다. 또한 제시한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을 찾은 DNS 서버에 적용하여 수집한 DNS 서버 핑거프린트 결과도 제시한다. 변별력 
있는 DNS 핑거프린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호스트 핑거프린트 방법도 활용한다. 기존 호스트 
핑거프린트는 TCP나 HTTP와 같은 프로토콜의 응답 특성을 기반으로 운영체제의 버전이나 포트번호, 응용 
프로그램의 구현 버전을 판별한다. 우리는 우선 기존 방법에 의한 핑거프린트 결과와 본 논문에서 새로 
추가된 핑거프린트 결과를 조합하여 변별력을 증가시켰다. 현재 가장 유용한 호스트 핑거프린트 도구는 
NMAP[3]이다.  

본 논문에서는 악의적인 인터넷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인 DNS 서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는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를 찾기 위해 DNS 도메인 네임 정보와 DNS 프로토콜, DNS 서버 설정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은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인 DNS 서버의 변별력 있는 핑거프린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탐지 및 해결에 DNS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2. 관련 연구 

 
이전부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호스트의 디바이스, 원격 컴퓨터의 운영체재와 포트 및 응용프로그램의 

구현버전, 네트워크 핑거프린트, 자동화 핑거프린트 생성 등 다양한 방법의 핑거프린트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Franck Veysset[4] 외 2명은 자동화된 인터넷 취약점 진단 도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운영체제 
핑거프린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TCP SYN/ACK 패킷을 3단계로 이용하여 운영체제 핑거프린트를 
수행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운영체제 핑거프린트 방법보다 빠르며, 정확성을 높이면서 네트워크 보안 
기기들을 우회하는 등 많은 부분을 개선시킨 운영체제 핑거프린트 방법이다. 

Taleck[5,6]은 패시브 운영체제 핑거프린팅 방법을 제안하였다. 패시브 운영체제 핑거프린팅 방법은 
TCP 연결 시 TCP의 SYN/ACK와 Timestamp, 윈도우 사이즈를 이용하여 각 운영체제가 가지는 특징을 
찾아낸다.  

이와 같이 운영체제만을 고려한 핑거프린트 방법은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다수의 호스트는 동일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운영체제만을 고려한 핑거프린트 방법 
만으로는 동일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호스트 한대, 한대를 구분 할 수 없다.  

James W.Mickens[7] 외 3명이 네트워크 가용성을 이용한 네트워크 핑거프린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들이 구축한 DNS 서버로부터 얻어진 IP에 대해 탐색하여 네트워크 가용성을 측정한다. 
IP하이재킹과 같은 인터넷의 악의적인 공격의 탐지에 네트워크의 가용성을 이용한 핑거프린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Mickens의 방법은 실제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 중인 네트워크 방화벽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네트워크 가용성의 측정에 탐색하는 호스트의 On/Off 상태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  

Juan Caballero[8]외 5인은 쿼리와 응답을 이용한 자동화 핑거프린트 생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Caballero는 쿼리와 응답을 이용하여 OS와 DNS 서버의 특징을 머신 학습하여 새로운 핑거프린트를 
생성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운영체제와 DNS 소프트웨어 중 운영체제 3가지와 DNS 소프트웨어 5가지만을 
고려한 제한된 실험을 진행하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에 반해 David W. Richardson[9]외 2명은 Caballero의 연구를 개선하여 다양한 운영체제를 고려한 
자동화 운영체제 핑거프린트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운영체제 만을 고려한 핑거프린트 방법이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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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제시한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을 이용하면 현재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DNS 
소프트웨어 및 버전이 대부분 고려된다. 그리고 DNS 서버가 동일한 운영체제, 동일한 DNS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더라도 각각의 DNS 서버는 변별력을 가진다. 또한 DNS 서버는 외부 연결을 허용하기 때문에 
간단히 네트워크 방화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네트워크의 가용성을 측정하지 않고 
DNS 서버의 핑거프린트 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도 우위를 가진다.  

우리의 연구는 Fyodor의 nmap을 이용하였다. nmap은 널리 알려진 강력한 호스트 핑거프린트 도구이다. 
nmap은 방화벽과 침입탐지 시스템을 우회하여 목적 호스트의 포트상태, 운영체제, 호스트의 종류 및 
호스트의 간략한 목적 등을 표시해준다.  

우리의 연구는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인 DNS 서버의 핑거프린트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면 인터넷의 
악의적인 공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3장에서는 DNS 서버 수집 방법과 수집된 전 세계의 DNS 서버에서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한다. 우리는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DNS 도메인 
네임 정보와 DNS 프로토콜, DNS 서버 설정을 이용하였다. 

 
3.1 DNS 서버 수집 방법 

DNS 서버는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IP와 도메인 네임 혹은 도메인 네임과 IP의 맵핑을 
주관한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은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문자로 생성된 주소이며, 도메인 
네임의 논리적인 구역을 도메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도메인은 하나 이상의 DNS 서버를 
운영한다. 왜냐하면 DNS 서버가 도메인에 속한 도메인 네임과 IP를 변환할 책임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나의 도메인 네임에 하나의 IP가 대응 된다면 논리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도메인에는 하나의 AS가 
대응된다. AS는 IP의 논리적 묶음인 프리픽스를 하나 이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IP와 도메인 
네임의 관리에 편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도메인의 두 도메인 네임에 서로 다른 IP인 
x.x.x.x와y.y.y.y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x.x.x.x와 x.x.x.y에 부여하는 것이 도메인 네임의 관리 측면이나 IP의 
관리측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DNS 서버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라우팅 정보를 수집하는 Routeviews[10]의 
BGP(Border Gateway Protocol)-RIB(Routing Information Base)를 이용하였다. 직접 연결되지 않는 컴퓨터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경로를 라우팅 경로라 하고, 경로를 설정하는 행위를 라우팅이라 한다. 우리는 
Routeviews의 라우팅 정보에 나타난 프리픽스를 이용하여 전 세계의 DNS 서버를 수집하였다. 수집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Routeviews의 프리픽스를 /24프리픽스로 나눈다.  
2. /24 프리픽스에 역방향 DNS 질의(Reverse DNS Lookup)를 수행한다.  
3. 역방향 DNS 질의 결과 중 DNS 서버의 도메인 네임 정보를 수집한다. 
4. DNS 서버의 도메인 네임 정보를 이용하여 순방향 DNS 질의(Forward DNS Lookup)을 수행한다.  
5. 순방향 DNS 질의 결과에서 DNS 서버 IP를 수집한다.  
6. 수집한 DNS 서버의 도메인 네임 정보와 IP 정보를 이용하여 서버가 동작 중인지 검사한다. 

 
프리픽스를 /24 프리픽스로 나누는 이유는 역방향 DNS 질의가 CIDR(Classless Inter-Domain Routing)을 

지원하기 않기 때문이다. 즉, /24 프리픽스보다 더 큰 프리픽스로 역방향 DNS 질의를 보내면 프리픽스 내의 
DNS 서버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DNS 서버 정보만이 수집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의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의 DNS 서버 100,000여개 정보를 수집하였다.  

 
3.2 DNS 도메인 네임 정보 구성  

이 절에서는 DNS 도메인 네임 정보를 이용하여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를 찾아본다. 본 
논문에서는 DNS 질의·응답을 수행하여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탐색한 AS의 DNS 존 정보를 구성한다. 

 
3.2.1 DNS 역방향·순방향 존 정보 구성 

DNS 서버는 도메인 네임을 IP에 맵핑 하거나 IP를 도메인 네임에 맵핑한다. 우리는 전자를 순방향 
DNS 질의라 하고 후자를 역방향 DNS 질의라 한다. DNS 서버에는 각각의 질의에 응답을 하기 위해 두 
가지의 존 파일이 존재하는데 그림 1은 두 가지의 존 파일의 구조를 보여준다. 순방향 DNS 질의가 DNS 
서버에 전달되면 DNS 서버는 순방향 존 파일의 도메인 네임을 검색하여 IP를 맵핑시킨다. 반면, 역방향 
DNS 질의가 DNS 서버에 전달되면 DNS 서버는 IP를 검색하여 도메인 네임과 맵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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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존 파일 구조 

 
존 정보는 보안상의 이유로 절대 외부에 공개 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다. 하지만, DNS 서버가 계층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늘 외부 연결에 대해 허용하기 때문에 방화벽 및 네트워크의 보안 장비에 
필터 링이 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존 정보 수집에 순방향·역방향 DNS 질의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먼저 역 방향 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임의의 AS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프리픽스의 모든 IP에 역방향 
DNS 질의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이 질의의 응답에 존재하는 것만을 수집 한 후 역방향 존 
정보를 구성하였다. 또한, 구성된 역방향 존 정보를 이용에 순방향 DNS 질의를 수행하여 순방향 존 정보를 
구성하였다. 

 
3.2.1 DNS 역방향·순방향 존 정보 구성 

DNS 서버 관리자는 순방향 존 정보와 역방향 존 정보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10개의 AS에 대해 순방향 존 정보와 역방향 존 정보를 비교해본 결과 두 가지의 존 정보가 동일하게 
유지한 AS는 한 곳뿐이었다. 두 가지 존 정보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DNS 서버 관리자의 실수이다. 
관리자의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는 하나의 IP에 여러 개의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경우와 cname을 
사용하는 경우, AS 내부 도메인 네임을 다른 기관에 호스팅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리자의 실수에 의해 일어나는 두 가지 존 정보의 차이를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로 이용한다. 관리자의 실수가 변별력을 지니는 이유로는 첫째, 각 AS의 IP의 수와 도메인 
네임의 수는 동일할 수 없다. 둘째, 각 AS의 DNS 서버의 관리자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수치의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  

 
표 1. 역방향 존 정보와 순방향 존 정보의 비교 

표 1에서 우리는 두 가지 존 정보의 차이를 4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나열해 보았다. 첫째, 순 방향 존 
정보와 역 방향 존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1.2.3.4인 IP를 역 방향 DNS 질의로 DNS 서버에 
질의하면 A.B.C란 도메인 네임을 응답해준다. 응답 받은 A.B.C를 다시 순 방향 DNS 질의로 DNS 서버에 
질의하게 될 때, 1.2.3.4란 IP를 DNS 서버가 응답해 주게 되면 DNS 서버는 역 방향 존 정보와 순 방향 존 
정보가 일치한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 역 방향 존 정보에만 임의의IP에 해당하는 도메인 네임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DNS 관리자의 실수로 일어 날 수 있다. 예를 들면, 1.2.3.4인 IP를 DNS 서버에 
DNS질의 하면 A.B.C란 도메인 네임을 응답해주는데, A.B.C를 순 방향 질의하면 이에 해당하는 IP가 없는 
경우이다. 셋째, 관리자가 cname을 이용하여 순방향 존 정보를 구성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1.2.3.4인 IP를 
역방향 DNS 질의하면 DNS 서버는 A.B.C란 도메인 네임을 응답한다. 그리고 A.B.C를 순방향 DNS질의하게 
되면 A.B.C는 D.E.F의 cname이라고 하며 D.E.F의 IP는 1.2.3.4라고 응답이 오는 경우이다. 마지막 경우는 역 
방향 존 정보와 순 방향 존 정보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1.2.3.4인 IP에 대하여 역방향 DNS 질의를 하면 
A.B.C란 도메인 네임을 응답이 온다. 그리고 A.B.C를 순 방향 질의를 하면 1.2.3.5로 응답이 오게 되며, 

 역방향 DNS 질의 결과 순방향 DNS 질의 결과 종류 
1 1.2.3.4  =>  A.B.C A.B.C  =>  1.2.3.4 결과 동일 
2 1.2.3.4  =>  A.B.C 결과 없음 역방향 결과에만 존재 
3 1.2.3.4  =>  A.B.C A.B.C  cname  D.E.F 

D.E.F  =  1.2.3.4 
IP-cname으로 관리 

4 1.2.3.4  =>  A.B.C A.B.C  =>  1.2.3.5 결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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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역 방향 존 정보와 순 방향 존 정보가 다르다고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존 정보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은 대규모의 호스트를 가지는 AS에 

대해서 존 정보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표 2는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클래스 별로 추정해본 것이다. 호스트 한대당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0.5544ms이며, 이는 
계명대학교의 DNS 서버에 계명대학교 로컬 호스트까지 평균 DNS 질의∙응답 시간을 사용하였다. 로컬 
네트워크에서 수행된 시간은 네트워크 지연이나 트래픽 지연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표2의 수행 
결과는 클래스당 우리의 방법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나타낸다.  

 
표 2. 클래스 당 수행 시간 

클래스 종류 탐색시간(초) 탐색시간(일) 
A class  (16,777,216 호스트) 930,128.855초 258.369 일 

B class  ( 65,536 호스트 ) 3,633.316초 1.009 일 
C class  ( 255 호스트 ) 14.19초 0.003 일 

AS 평균 호스트  ( 87,781 호스트 ) 4,866.573초 1.351 일 

우리는 향후에 우리가 제시한 방법의 시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시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샘플을 뽑아서 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전체 중에서 샘플을 채택하여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를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해볼 것이다. 
 

3.3 새로운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 

우리가 제시한 두 가지 존 정보의 차이를 이용한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는 많은 수의 IP를 
가진 AS에 대해서 DNS 서버 핑거프린트를 생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3.2 절의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를 보완하는 또 다른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을 제시한다.  이 절에서 
제시하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는 DNS 프로토콜 정보, 도메인 네임 정보, DNS 서버 설정 정보 등이 
필요하다. 새로운 DNS 서버 핑거프린트의 생성은 DNS 질의·응답 메시지 내용 중 Authority section과 
additional section의 유무 정보를 이용했다, 그리고 DN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DNS 소프트웨어 종류 및 
버전과 DNS 서버의 Uptime 정보를 수집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DNSSEC(Domain Name System Security 
Extension)[11,12] 적용 여부와 TCP 포트 53의 상태 등 DNS 서버 설정 정보도 수집하였다.  

DNS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버전의 판단 기준은 몇 개의 DNS 질의에 대한 응답을 패턴 매칭으로 DNS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버전을 판단한다[13]. TCP 53의 상태는 존 트랜스퍼의 지원 여부에 따라 OPEN과 
CLOSED 상태가 결정되며, TCP 53 포트에 액티브 탐색을 통해서 포트의 상태를 판단 할 수 있다. uptime은 
네트워크 기기가 부팅 상태가 될 때 0에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카운터를 말하는데, 이 카운터를 TCP 
패킷 옵션의 Timestamp 필드의 값을 토대로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DNS 메세지에 포함된 authority section과 
additional section은 DNS 질의·응답 메시지의 결과로 두 section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DNS 
메시지의 aa 플래그 비트의 유무도 동시에 판단한다. DNS 메시지의 aa 플래그는 authority section의 응답 
여부를 결정하는 플래그로써, DNS 소프트웨어 옵션에 따라 플래그가 설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aa 플래그 
설정 또한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에 고려의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DNS 서버의 DNSSEC 적용 여부도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에 고려된다. 만약 모든 
DNS 서버가 DNSSEC를 적용하여 DNS 서버를 운영하면, 그 자체로써 DNS 서버의 인증 및 DNS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각 DNS 서버를 구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많은 수의 DNS 
서버가 DNSSEC를 실제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DNSSEC의 지원 여부를 알아보고, 
DNSSEC를 지원하지 않는 DNS 서버에 대해서 DNS 서버 핑거프린트를 적용해 각 DNS를 변별력을 
증가시킨다. 
 

4. 실험 

 
4장에서는 실제 DNS 서버에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를 추출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또한 

우리가 제시한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의 결과도 제시한다. 
 

4.1 존 정보를 이용한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 수집 

본 논문에서는 계명대 내의 한 호스트에서 2011년 2월 ~ 2011년 3월 동안 교육기관과 포털, 정부기관, 
금융기관, 일반 기업에 대한 두 가지 존 정보를 수집하였다. 각기 다른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의 존 정보의 
수집 및 비교를 한 이유는 다양한 분야 존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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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었다. 한 분야의 기업이나 기관의 존 정보 수집에 치우친다면 그 분야의 DNS 서버 관리 형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여러 분야의 기관 및 기업 10군데에 대해서 두 가지 존 정보를 수집 하였다.  

DNS 서버의 두 가지 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Routeviews의 BGP-RIB를 이용하였다. 
BGP-RIB에는 AS와 AS가 소유하고 있는 프리픽스 정보가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우리는 10개의 AS에 
대한 존 정보를 수집하였다. 존 정보를 수집한 AS들은 산업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결과로 교육기관과 정부기관, 금융기관, 일반 기업, 인터넷 포털 기업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선정된 
10개의 AS의 존 정보는 서로 다른 DNS 서버의 운영 형태를 보여준다.  

 
표 3. 역방향 DNS 질의 결과 

AS 역방향 질의 질의의 응답 진행시간 
A 35,190 505 (1.40%) 00:15:20 
B 75,990 18,443 (24.27%) 00:37:45 
C 65,280 1,995 (9.40%) 00:32:42 
D 21,675 594 (2.74%) 00:11:11 
E 20,145 20,145 (100%) 00:13:50 
F 72,420 110 (0.15%) 02:10:15 
G 130,815 103 (0.08%) 02:52:58 
H 255 10 (3.92%) 00:00:23 
I 33,405 13,777 (41.24%) 00:42:14 
J 65,535 982 (9.40%) 01:34:38 

 표 3,4은 선정한 기관에 대하여 역방향 질의 및 순방향 질의를 수행한 결과이다. 표 3,4에서 AS는 
DNS 질의를 수행한 기관 및 기업을 뜻한다. 또한, 우리가 수집한 존 정보는 기관 및 기업의 보안에 관련된 
정보임으로 AS 숫자 대신에 임의의 알파벳을 지정했다. 표 3,4에서 역방향∙순방향 질의는 실제 각 기관의 
DNS 서버에 질의한 호스트의 수를 나타내고, 역방향∙순방향 응답은 질의에 응답한 호스트를 나타낸다. 
그리고 역방향 질의에 응답한 호스트 수와 순방향 질의를 수행한 호스트의 수는 동일한 이유는 우리의 존 
정보 수집 방법에서 순방향 질의는 역방향 질의 결과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표 3, 4에서 각 AS의 DNS 서버에 역방향∙순방향 질의를 수행한 시간은 작게는 33초에서 길게는 
2시간 52분 58초가 걸렸다. 이는 질의한 호스트에 도메인이나 역방향 포인터의 존재유무와 질의하는 DNS 
서버와의 물리적 거리와 관련이 있다. 만약 질의하는 호스트에 도메인 혹은 역방향 포인터가 있다면 바로 
질의에 대한 응답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적게 걸린다. 또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DNS 
서버일수록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림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AS는 모든 호스트에 
역방향 포인터나 순방향 도메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표 3의 AS E는 모든 호스트에 역방향 포인터를 
적용하는데, AS E는 포털 기관으로 네트워크 관리자가 보안 및 관리상의 목적으로 역방향 포인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3와 4를 토대로 우리는 각 AS의 DNS 서버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찾기 위해 
역방향∙순방향 존 정보를 생성하여 비교하였다.  

 
표 4. 순방향 DNS 질의 결과 

AS 순방향 질의 질의의 응답 진행 시간 
 505 481 (95.24%) 00:00:28 

B 18,443 18,443 (100%) 00:19:27 
C 1,995 1,914 (95.93%) 00:09:19 
D 594 569 (95.79%) 00:00:40 
E 20,145 7,471 (37.08%) 00:08:54 
F 110 65 (59.09%) 00:00:34 
G 103 93 (90.29%) 00:00:22 
H 10 9 (90.00%) 00:00:03 
I 13,777 13,245 (96.14%) 00:19:27 
J 982 847 (86.25%) 00:03:43 

표 5는 표3,4의 결과를 우리가 3.2.2 절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역방향∙순방향 존 정보의 비교 
결과이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역방향∙순방향 존 정보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유지하지 않음을 표 5로 알 수 있다. 표 5에서 AS B만이 두 가지 존 정보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의 AS B는 보안 정도가 높아야 하는 정부 기관, 포털 기관, 일반 기업이 
아닌 교육기관이다. 이 결과로 실제 여러 분야의 기관이 관리자의 실수나 그 외의 이유로 DNS 존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표 5는 DNS의 도메인 정보가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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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사용자에 의해 해당 기관의 존 정보가 생성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DNS 도메인 정보는 보안에 매우 취약하며, 만약 
인터넷의 악의적인 해커에 의해서도 이 정보는 복사 될 수 있다. 

 
4.2 새로운 DNS 서버 핑거프린트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 전세계의 DNS 서버 102,843개에 대해여 DNS 서버 
핑거프린트를 수집하였다.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은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DNS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버전, TCP 53 포트의 상태, 기기의 uptime, DNS 메시지의 authority section 및 additional section의 유무, 
DNSSEC의 적용여부의 검사를 수집하였다. 전세계의 모든 DNS 서버에 대해서 DNS 서버 핑거프린트 수행 
했지만, 네트워크 방화벽이나 DNS 서버 보안 설정으로 인하여 응답이 오지 않은 DNS 서버의 경우도 
있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전 세계에서 DNS 서버가 어떤 버전의 DNS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지 조사하였다. 
전 세계의 DNS 서버는 약 27가지가 넘는 DNS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DNS 서버가 사용하는 DNS 소프트웨어 및 DNS 소프트웨어 버전 중 점유율이 1% 이상 되는 것을 뽑아서 
표 6으로 나타내었다. 표 6에서 TIMEOUT은 질의에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을 말하며, No match found는 
실제로 응답은 왔지만, 우리가 사용한 방법으로 찾을 수 없는 DNS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TIMEOUT과 No 
match found로 온 결과의 분석은 향후 연구로 남겨둔다. DNS 소프트웨어는 거의 대부분이 ISC BIND를 
사용하고 있음을 표 6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각 DNS 서버의 TCP 53번 포트의 상태와 DNS 서버의 uptime을 조사했다. 먼저, TCP 
포트의 상태에 대해서 응답을 준 DNS 서버는 70,530/102,843(68.57%)개였으며, 응답을 준 DNS 서버 중 
59,811/70,520(84.81%)개는 TCP 53번 포트가 열린 상태이며, 3,573(5.06%)개는 닫힌 상태이다. 또한,   
7,133(10.11%)개는 차단된 상태였다. 이는 대부분의 DNS 서버가 존 트랜스퍼를 위해서 TCP 53 포트를 열린 
상태로 동작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uptime에 대해서 응답을 준 DNS 서버는 30,828/102,843 
(29.97%)개였다. 30,828개 DNS 서버의 평균 uptime 시간은 73.71/일 이였다.  

 

표 6. DNS 소프트웨어 및 버전 분포표 

DNS 소프트웨어 및 버전 서버 수 퍼센트 (%) 

ISC BIND 9.2.3rc1 -- 9.4.0a0 45,971 44.69974 

ISC BIND 9.2.3rc1 -- 9.4.0a0 [recursion enabled] 16,662 16.20124 

TIMEOUT 15,079 14.66201 

No match found 14,152 13.76065 

DJ Bernstein TinyDNS 1.05 2,235 2.173194 

Microsoft Windows DNS 2000 1,334 1.29711 

ISC BIND 9.2.0rc7 -- 9.2.2-P3 [recursion enabled] 1,161 1.128894 

ISC BIND 8.3.0-RC1 -- 8.4.4 [recursion enabled] 973 0.946093 

그 다음으로 우리는 DNS 질의에 대한 Authority Section과 Additional section의 유무와 aa 플래그 비트에 
대해서도 결과를 수집하였다. 81,647/102,843(79.39%)개의 결과에서 aa 플래그 비트가 설정되어 응답이 
왔으며, 57,317/81,647 (70.2%)개의 응답에서는 Additional section의 응답이 있었으며, 65,587/81,647 
(80.32%)에서는 Authority section의 응답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 세계의 DNS 서버에 대해 DNSSEC 적용 유무를 수집하였다. DNS 서버의 
DNSSEC 적용 유무는 DNS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OPT PSEUDO SECTION에 do 플래그가 설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DNS 서버 중 59,962/102,843(58.3%)개 DNS 서버만이 DNSSEC를 
적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수집된 77,530개의 DNS 서버의 핑거프린트 정보를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각 DNS 서버를 
구별할 수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3가지 카테고리는 DNS 프로토콜, DNS 도메인 네임, DNS 호스트 
핑거프린트이다. DNS 프로토콜에는 DNS 소프트웨어 종류 및 버전과 uptime을 포함하며, DNS 도메인 
네임은 Authority Section과 Additional section, aa비트의 유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DNS 호스트 핑거프린트는 
DNSSEC 적용유무, TCP 포트 53 상태가 포함된다. 그림 2의 x축은 그룹의 수를 나타내며, y축은 그룹에 

표 5. 역방향∙ 순방향 존 정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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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DNS 서버의 수를 나타낸다.  

 

 
그림 2. 카테고리 별 DNS 서버 핑거프린트 

그림 2–a는 DNS 프로토콜을 이용한 DNS 서버 구별은 77,530개의 DNS 서버를 27,608(35.60%)개의 
그룹으로 구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b는 DNS 도메인 네임 정보를 이용하여 DNS 서버를 
288(0.3%)개의 그룹으로 구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그림 2-c는 DNS 호스트 핑거프린트를 
사용하여 DNS 서버를 9(0.01%)개의 그룹으로 구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 

 

그림 2의 3가지 방법으로 전세계의 DNS 서버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는 그림 2의 3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DNS 서버를 구별해보았다. 그림 3은 그림 2의 3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DNS 서버의 
변별력을 나타내어 보았다. 그림 2의 3가지 방법 모두를 이용한 방법은 총 73,781(95.16%)/77530 개의 
그룹으로 DNS 서버를 나눌 수 있음을 그림 3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수집한 변별력 있는 DNS 서버의 핑거프린트는 어떤 특징 하나만을 이용해서는 각 DNS 
서버를 구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DNS 존 정보와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DNS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버전, TCP 53 포트의 상태, 기기의 uptime, DNS 메시지의 authority section 및 additional 
section의 유무, DNSSEC의 적용여부를 모두 합한다면,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로 사용이 
가능하다. 

 
5. 결론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터넷 기반 인프라의 역할과 보안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인 DNS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악의적인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한 인터넷의 악의적인 공격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DNS 서버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변별력 있는 효과적인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을 제시하였다.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은 DNS 프로토콜, 도메인 네임 정보, 서버 설정을 활용하여 생성하였다. 우리의 효과적인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을 이용하여 전 세계의 DNS 서버를 구별한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의 악의적인 
공격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변별력 있는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을 수행하여 
수집하지 못한 DNS 서버에 대해 또 다른 핑거프린트 수집 방법을 연구한다. 또한, 새로운 존 정보 수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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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방법도 연구하여야 한다. 새로운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수행시간은 빠르고, 
정확도는 높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우리의 DNS 서버 
핑거프린트 방법을 이용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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