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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동적으로 호스트의 IP를 할당하는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의 PC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웹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팝업 
공지문을 발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DHCP 환경에서 사용자의 PC에 할당되는 IP는 
시간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악성 코드에 감염된 IP가 네트워크 상의 
보안 탐지 시스템에 의해 검출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같은 IP를 사용하는 PC가 감염된 
당해 좀비 PC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고유한 키 값(사용자ID, 장치 MAC주소 등)과의 매핑을 통하여 정확하게 좀비 PC를 식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이 사용하는 PC의 IP와 사용 시각을 기준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사용자 ID 정보를 정확히 매핑하고 다시 ID를 
기준으로 실시간 사용자 IP정보를 추적하여 정확하게 PC를 식별해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에 대해 웹 리다이렉션 기술에 의한 팝업창 공지와 웹 서비스 
차단 방법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시스템 구현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단말에 대한 신속한 공지 및 차단 체계를 구축하여 DDoS 
공격 등 일련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조치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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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2009년 7월 7일에 이어 2011년 3월 4일에도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일어나면서 청와대, 국방부, 국민은행, 네이버, EBS 등의 
사이트가 접속장애나 접속지연의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7.7 DDoS 공격에서는 일부 사이트가 공격이 
개시된 지 불과 10여분 만에 다운되거나 접속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는 현재 악성코드를 치료하는 백신프로그램의 설치를 안내만 하는 대응에서 더 
나아가 각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좀비 PC에 대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포함하는 ‘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좀비 PC 방지법)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 몇 년간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회수와 용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작년(2010년)에는 1회 공격 시의 트래픽 양이 총 140G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7 DDoS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363억 ~ 5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1].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내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한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총 2조 4,56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사이버 공격의 대상도 기존에는 성인사이트나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발생하였던 것이 
최근에는 금융사이트 및 일반 포털사이트 뿐만 아니라 주요 정부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공격에서 사회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공격으로 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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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 악성코드들이 점차 많이 발견되고 있다. 즉,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SNS 등이 스마트폰과 결합되고, 여러 정보기술들이 융합됨에 따라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3]. 이러한 악성코드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점증하고 
있어, 악성코드 수집, 분석, 대응의 자동화를 통한 보안 침해사고 대응시간 단축 및 피해 규모 최소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7.7 DDoS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좀비 PC의 공격에 대해 네트워크 상에서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사이버 대피소 등 타겟 사이트를 우회하도록 하는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 원인의 해소가 되질 
못한다. 따라서 악성코드 감염된 사용자 PC를 실시간으로 검출하여 이를 치료하거나 악성코드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국가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원적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좀비 PC의 인터넷 접속 금지 조치, 악성코드 
경유/유포 사이트 차단 등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반 
기술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으로 호스트의 IP를 할당하는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4]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웹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팝업 
공지문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본 기술의 연구 목적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에 대한 신속한 공지 및 차단 체계를 구축하여 DDoS 공격 등 일련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조치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DHCP 환경에서 좀비 PC로 판별된 특정 시점의 사용자 
PC를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웹공지나 웹서비스의 차단을 위한 웹 리다이렉션 
기술을 살펴보고, III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구현 방안과 성능 
및 운용 구조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2. 악성코드 감염 PC 공지 및 차단 관리 기술 

 
이 장에서는 동적으로 호스트의 IP 주소를 할당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시각에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검출된 PC에 대하여 백신안내 웹 공지를 하거나 웹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해당 
PC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정보를 외부의 검출 시스템과 주기적으로 연동하여 
수신할 때 공지/차단의 대상이 되는 PC를 사용자 접속 ID를 기반으로 추출하는 과정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렇게 웹 공지/차단의 대상으로 추출된 감염 PC에 대한 웹 리다이렉션 실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입장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 대한 공지 또는 차단에 관한 세부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능 요구사항을 소개함으로써 감염 PC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2.1 DHCP 환경에서의 감염 PC 웹 공지 및 서비스 차단 기술  

동적으로 호스트의 IP를 할당하는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네트워크 운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의 웹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팝업 공지문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공지/차단 대상이 되는 사용자 PC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DHCP 환경에서 사용자의 PC에 할당되는 IP는 시간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어서, 특정 시각에 악성 코드에 감염된 IP가 네트워크 상의 보안 탐지 시스템에 의해 
검출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같은 IP를 사용하는 PC가 감염된 당해 좀비 PC라고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출된 감염PC의 IP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고유한 키 
값(사용자ID 또는 MAC)과의 매핑을 통하여 감염PC IP에 대한 정확한 확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의 PC 식별 과정이 진행된다. 

1) 감염 IP 획득 :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검출하는 보안 시스템(Ex. IPS, IDS, DDoS탐지시스템, 
BotNet 검출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감염 PC에 대한 악성코드 내역 및 IP 와 Timestamp값을 추출한다. 

2) 공지/차단 대상 ID 획득 : 사용자의 접속인증 로그정보를 통해 감염 PC의 사용자 ID를 매핑한다.  
3) 대상 PC의 현재 시점 IP 확인 : 공지/차단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 ID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사용자 접속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ID에 매핑되는 접속 IP정보를 추출한다. 
4) 공지/차단 정책 실행 : 각 네트워크 노드에 설치된 공지/차단 서버는 실시간 사용자 웹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 공지/차단 대상 IP에 대해 웹 리다이렉션을 통해 팝업 공지 또는 서비스 차단을 수행한다. 
5) 감염 IP 정보 업데이트 : 공지/차단 정책에 따라 사용자 PC 공지/차단 여부를 관리하고 실시간 

감염 PC 정보를 주기적으로 연동하여 공지/차단 대상 ID를 갱신하며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아래 그림1는 위에서 설명한 과정과 같이 공지/차단 대상 사용자 PC의 IP를 중앙서버에서 확정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설정한 공지/차단 정책에 따라 실제 사용자 패킷을 모니터링하고 공지/차단을 
수행하는 지역공지 서버로 대상 IP 리스트를 송신하는 전체 루틴을 도식화 한 것이다. 네트워크 내 보안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PC정보를 설정한 악성코드 룰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수신하게 되면, 우선 

KNOM Review, Vol. 14, No. 1

11



  

검출된 IP와 Timestamp 값으로 사용자의 접속 ID를 매핑하고 반복적으로 검출된 ID를 파악하여 공지/차단 
대상 ID 리스트를 산출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설정한 세부 정책에 따라 공지, 차단 또는 공지 
후 차단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며, 공지/차단 대상 ID 리스트 별로 어떤 정책 단계에 해당하는 지를 
관리한다. 공지/차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ID(White List)를 배제하게 되면 실제 공지 대상이 되는 ID를 확정할 
수 있다. 공지/차단 대상 ID가 확정되면 현재 인터넷을 사용중인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속인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Current_Session에 있는 ID와 IP를 추출하게 된다. 추출된 IP는 지역공지 
서버로 전송되고 지역공지 서버는 사용자의 웹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다가 대상 IP가 검출되면 정책에 따라 
공지 또는 차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의 과정에서 공지/차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내의 보안 시스템과 주기적으로 악성코드 감염 IP 정보를 연동해야 하고, 또한 사용자의 접속 세션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인증관리시스템과 주기적으로 연동해야 한다. 그리고 공지/차단에 대한 수행 이력을 관리하여 
정책에 따라 공지/차단 회수를 설정할 수도 있다.  

 

공지 시행 회수 >= 예정 회수

실행대상 악성코드 룰 List 조회 & 선정(IPS 등 보안시스템)

악성코드 룰 List[]

악성코드 룰 기준 감염 IP, Timestamp 조회

접속인증관리시스템 연동( 감염 IP, Timestamp[] )

악성코드 룰 List[]

사용자 ID 추출

Distinct ID List

기 공지대상 ID 풀에서 공지 성공한 ID 풀 제외 (A)

신규 업데이트 된 공지대상 ID 풀에서 기존 공지대상 ID 풀 제외 (B)

새로운 공지 대상 ID 추출 (A+B) = TB_NOTICE_CURRENT[]

마지막 단계
FalseTrue

세부정책SEQ 증가

공지 시행 횟수 = 0

세부정책 == '차단' FalseTrue

set NOTITIME = NULL

TB_TEMP#1에 저장

ID update   TB_TEMP#1

공지 간격 시간 확인

TB_NOTICE_CURRENT ---- CURRENT_IP[] 기준 IP할당 지역국사 추출

TB_NOTICE_CURRENT ---- 지역국사 기준 지역공지 서버 추출

TB_NOTICE_CURRENT[] 이력 데이터 백업

지역공지 서버의 공지 대상 IP(TB_HTTP_BLOCK_LIST[]) 초기화

지역공지 서버에 공지 대상 IP(TB_HTTP_BLOCK_LIST[]) insert

지역공지 서버에 Notify

1. [보안시스템 연동]

    • 악성코드 룰 선택

    • 감염 PC 정보 연동

2. [IP/ID정보 변환]

   • IPàID 매핑 

    • 접속인증시스템 연동

ID가 WhiteList에 있는가?
FalseTrue

TB_NOTICE_CURRENT update
  WHITELISTFLAG 컬럼 ④

ID 기준 실시간 IP 정보조회(접속인증관리시스템 연동)

One ID-Multi IP FalseTrue

TB_NOTICE_CURRENT update
  WHITELISTFLAG컬럼

TB_NOTICE_CURRENT update
  CURRENTIP컬럼

정책 여러 개 겹칠경우(동일 ID, 동일IP 가 여러 개) 마지막 SEQ 맊 공지함

3. [대상ID 추출]

   • 보안시스템 주기적 연동 

    • 공지/차단 대상 ID

     업데이트

4. [공지/차단 세부정책 적용]
   • 공지/차단 단계별 

     세부정책 적용 

5. [White List 처리]
   • 공지/차단 대상에서 

     White List 제외

 TB_NOTICE_CURRENT[]

TB_NOTICE_CURRENT[]에서
WhiteList 대상 제외

세부정책 마지막 단계?

6. [ID/IP정보 변환]

   • IDàIP 매핑
   • 접속인증시스템 연동
   • 중복 ID는 대상에서 제외
   • 공지정책(복수정책, 

     공지간격)결정

TB_NOTICE_CURRENT[]에서
해당 ID 대상 제외

TB_NOTICE_CURRENT[] = 
공지대상 IP[](CURRENT IP[])

7. [지역공지 서버 업데이트]
   • 현재 시점 공지/차단
     대상 IP를 지역공지    
     서버로 전송

   • 공지/차단 대상 이력백업

 
그림 1. 공지/차단 대상 사용자 PC의 IP의 업데이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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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웹 리다이렉션(Web Redirection) 기술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란 TCP 기반의 웹서비스용 전송규약으로 분산환경 및 공동작업 
환경에 이용할 하이퍼미디어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설계된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다[5]. 응용 
계층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텍스트, 그림, 음악, 멀티미디어 등)를 송수신 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토콜로서 기본 포트 번호 80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악성코드 감염PC에 대한 공지/차단 기술은 인터넷 사용자의 웹 트래픽을 Hi-
jacking하여 특정 IP 또는 사용자 ID를 기반으로 HTTP Request 메시지에 대한 변조된 Response 메시지를 
생성하여 사용자 PC로 전송함으로써 사용자의 웹 트래픽을 공지/차단 서버로 Redirection하는 방식으로 
공지 또는 차단 기능을 수행한다. 아래 그림 2은 기본적인 HTTP Session Hi-jacking의 예이다.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을 위해 웹브라우저를 띄우면 HTTP_GET 메시지가 웹서버로 가게 되고 웹서버는 
그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 HTTP_200OK 메시지를 클라이언트로 보내게 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네트워크 구간 내 특정 위치에서 미러링 등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의 HTTP 트래픽을 Hijacking하여 
모니터링하고 HTTP_GET 메시지가 수신되면 그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송신한다. 
응답 메시지에는 클라이언트의 웹 접속 요청을 리다이렉션할 리다이렉션 서버의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응답 메시지의 구성에 따라 클라이언트는 웹 접속이 차단 되기도 하고, 요청 웹페이지로의 접속은 
가능하되 팝업 공지창으로 고지사항을 볼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웹 리다이렉션 기술은 유해사이트 
차단이나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과 같이 여러 서비스에 응용되고 있다.  

www.kt.com

지역 공지 서버 고객 PC

 
그림 2. HTTP Session Hi-jacking 예 

  
2.3 감염 PC 웹 공지 및 서비스 차단 정책 관리를 위한 기능 요구사항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감염 PC에 
대한 정확한 식별과 더불어 세밀한 정책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악성코드에 의한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또한 서비스 네트워크에 부과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서비스 서버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량 DDoS 공격과 같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좀비 PC에 대한 차단도 시행해야 한다. 아래 그림 3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대규모 DDoS 공격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예시이다. 

 
그림 3. HTTP Session Hi-jacking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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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여러 상황에 부합하여 적절하게 감염 PC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단계별 정책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해야 하며,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한 White List 처리 기능도 있어야 한다.  

우선, 감염 PC에 대한 정확한 웹 공지문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내 보안 시스템에서 검출한 
감염 PC 정보를 특정 악성코드에 대해 선별적으로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PC가 어떤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백신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지문을 발송하기 이전에 
공지/차단 대상이 되는 악성코드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야 하고 공지문 내에 백신사이트를 하이퍼링크 
등으로 안내할 수 있는 설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단계별 공지/차단은 악성코드 감염 PC를 단순히 차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감염사실을 수 차례 공지하여 백신 설치나 악성코드의 치료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해당 사용자의 PC가 감염 PC로 계속 검출되는 경우에 웹 서비스 사용을 차단하며 심각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시설을 차단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이러한 단계적 
공지/차단 정책수립 기능은 시작일시와 종료일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에게 웹 공지를 할 경우, 공지창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지문의 발송이 정책 
운용자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지문의 발송 회수를 1일 2회 
등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2회의 공지는 12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공지문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 공지를 내보낼 것인지 또는 다음 단계의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를 정책 
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공지문을 수신하여 바로 백신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염 알림 공지를 수신할 경우 사용자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공지문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리다이렉션 서버에서 공지문을 발송할 
때와 사용자가 웹공지문의 닫기 버튼을 클릭할 때, 또는 공지문 내의 백신 링크를 클릭할 때 등 사용자의 
행위를 로그로 남기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설정 시에는 특정 사용자나 IP를 상황에 따라 공지/차단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White List 관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 실행되는 정책의 상태는 항상 시스템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여러 개의 
정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대한 룰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IP가 여러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고 이에 대한 조치 정책이 복수 개로 만들어져 실행될 때 해당 IP에 대하여 공지/차단이 적용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룰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실행에 의한 사용자 PC의 현재 
상태정보를 관리하여 고객의 민원 발생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현 및 운용 

 
‘악성코드 감염 PC 공지/차단 시스템’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로 감염사실을 고지하고 보안 

백신 설치를 유도하며 인터넷 침해 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웹 접속을 차단하여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3.1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악성코드 감염 PC 공지/차단 시스템은 사용자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공지, 차단, 차단해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공지/차단 서버’와 감염 PC에 대한 정책 설정과 타 보안 시스템과의 연동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관제 서버’로 이루어진다. 지역 공지/차단 서버는 각 지역 노드에 설치된 집선 
스위치로부터 인터넷 사용 고객의 모든 웹 상향 트래픽을 미러링하여 실시간으로 패킷을 분석한다. NIC 
(Network Interface Card)으로부터 TCP Hijacking에 의해 수집된 패킷에서 HTTP Query별로 파싱/분석하여 IP 
정보를 수집하고 웹브라우져 종류를 분석하여 사용자 단말의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실제 공지/차단이 
되는 대상 IP에 대해서는 웹 리다이렉션을 통해 팝업 공지문을 전송하거나 웹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관제서버는 운용자에 의해서 설정된 정책에 따라 공지/차단에 관한 정책들을 스케쥴러에 
의해 실행 시키고 지역 공치/차단 서버에 공지/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의 접속인증 정보를 확인하여 공지/차단 대상 PC를 확정하고 White List 처리 등을 하여 
정책과 함께 지역 공지/차단 서버로 명령을 하달한다(그림 3). 

악성코드 감염 PC 공지/차단 시스템의 주요 관리대상 서비스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로서, 악성코드 
감염 PC(좀비PC)가 DDoS 공격 대상 웹 사이트 접속을 위해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시도할 때 지역 
공지/차단 서버에서 좀비 PC의 IP를 감지하여, HTTP응답 메시지에 원래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IP주소가 
아닌, 우회서버 IP주소로 변조하여 전송하게 됨으로써 공격 대상 사이트를 보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감염 PC(좀비PC)에는 치료백신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팝업공지로 전송하여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 

중앙관제 서버는 IP 배정정보 확인, 사용자의 접속인증 정보 확인, 감염 PC 정보 수신, 차단 해제 요청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타 관련 전산시스템(IP관리시스템, 접속인증관리시스템, 보안 검출 시스템, 
고객민원대응시스템 등)과의 연동 기능을 수행한다(그림 4). 본 시스템에서 감염 PC 정보는 주로 Honeyp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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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k-Hole 분석시스템, IPS / IDS(Intrusion Protection System / Intrusion Detection System), 스팸검출시스템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상황전파 정보와 연동하여 관리하게 된다. 

상향 트래픽 인입

Internet

집선스위치

기가라우터

집선스위치

L3

L2

TAP 지역공지 서버
Web 트래픽

(TCP 80 미러링)

(지역 노드)

L2스위치

웹서버

감염 PC

⑥

⑤

④

Redirection서버

DB
중앙관제 서버

타 연동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접속인증시스템 등)

① 보안시스템으로부터 감염 PC 정보 수신

② 접속인증정보를 통해 감염 PC의 사용 IP업데이트

③ 공지/차단 정책 수립 후 명령 하달

④ 사용자의 웹 트래픽을 지역공지 서버에서 탐지

⑤ 지역공지 서버가 변조된 응답 메시지 송신

⑥ 감염PC는 서비스 요청은 리다이렉션 서버로 우회

⑦ 공지창 팝업 또는 웹차단

①②

③

④

⑦

 
그림 3. 관리대상 네트워크 구성도 

 

IP정보
연동모듈

고객대응
정보

연동모듈

중앙 DB서버 연동 모듈

접속인증관리시스템

IP관리시스템

IPS/IDS

고객민원대응시스템

KISA

IP 배정/할당 정보
고객 공지/차단 현황 정보
차단 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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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앙관제 서버의 연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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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객 공지/차단 화면 및 시스템 성능 

아래 그림 5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에 대하여 실제로 웹 팝업 공지와 웹 접속제한을 수행한 
결과 화면이다. 공지창은 악성코드 감염 내역과 백신 링크, 그리고 공지창 수신중단 요청 버튼 등을 
포함한다. 공지창 팝업기능에서는 2.2절에서 설명한 웹 리다이렉션을 실행할 때, 사용자가 요청하여 웹 
서버로 보내는 HTTP_GET 메시지를 공지/차단 시스템에서 재생성하여 웹 서버로 보내 주어야만 원래의 웹 
서버로의 접속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공지창을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웹 접속제한 기능에서는 웹 
리다이렉션만으로 해당 웹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구현 방법에 의한 시스템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능 스펙을 ‘감염 PC 검출 
후부터 실제 사용자 공지와 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성능 측정에 사용된 중앙 관제 
서버의 하드웨어 사양은 IBM x3650 M3, MS Windows Server 2008 Std. SP2, Xeon X5670 @2.93GHz * 2(EA)이다. 
본 시스템 성능 분석의 결과는 2만개 IP를 기준으로 약 4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지난 사례에서 DDoS 공격 시 약 2만개의 IP가 공격에 참여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약 40분 이내에 좀비 
PC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 결과에서 대부분의 소요 시간은 감염 IP의 검출이나 
사용자의 접속인증 정보, IP 배정정보 등을 타 전산 시스템과 연동하여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감염 PC에 대한 공지/차단의 기능에 한정하여 본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한다면 이보다는 훨씬 
향상될 것이다. 본 시스템의 성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사용자의 접속인증 데이터의 연동이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의 접속인증 정보의 이력데이터를 사전에 주기적 
연동으로 본 시스템 내에 DB를 구축한다면, 감염 PC의 검출된 IP와 Timestamp를 사용자 ID로 매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체 구축된 DB를 조회하므로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 연동에 의한 시간 
소요 구간은 공지/차단 대상 ID에 대한 실시간 사용 IP의 조회에만 국한되며 시스템의 성능은 본 연구의 
측정 결과치보다 훨씬 개선될 것이다.  
 

 웹 팝업 공지 화면  웹 차단 화면  
그림 5. 감염 PC에 대한 웹 팝업 공지 및 차단 화면 예시 

 
4. 결론 

 
본 논문에서 제시된 DHCP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악성코드 감염 PC에 대한 웹 공지 및 서비스 차단 

기술은 국가적인 인터넷 침해 사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신속 대응 및 예, 경보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나 이동통신 사업자의 안정적인 인터넷 망 운영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악성코드 감염 PC에 의한 반사회적 침해 공격에 대한 긴급하고 근본적인 조치(소스 차단) 수단을 
전산화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네트워크 품질보장을 위해 소요되었던 수작업 시간과 인력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 단말의 급속한 보급 확산에 따라 현재 3W 망에서의 단말 공지 및 차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차후 단말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 공지 기능을 개발하는 등 공지/차단의 보다 
자세한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트래픽 모니터링 기술과 운용 모델은 악성코드 감염 PC의 웹 트래픽 통제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TCP Hijacking 기술을 SoIP, IPTV, SMTP, DNS 등 다른 응용 서비스 
제어에 활용하여 보안, 품질, 트래픽 제어 용도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된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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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차단 운용 모델은 한 ISP 내에서 운용되는 관리 체계가 아니라 범 국가적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비한 대응책으로 확장되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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