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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DoS 공격의 유형을 분석하고 탐지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DoS공격의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DoS공격의 탐지방법에 대한 연구동향을 요약하였다. 이어서 DoS공격의 
탐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LAN 트래픽의 특성과 다양한 DoS 공격 유형에 따른 트래픽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트래픽의 프로토콜과 TCP 플래그 값들의 비율을 이용한 DoS 공격 
탐지와 판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DoS 공격 탐지 
도구를 개발하고 모의실험을 하였다. 실험의 결과 제안한 방법이 DoS 공격의 탐지에 
유효함을 입증하였다.  

 
 
1 . 서론 
 
 오늘날 세계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 
통신의 급속적인 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부작용인 컴퓨터 범죄에 대한 우려와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인터넷과 연동되는 네트웍과 링크의 
증속으로 네트웍이 고속화 됨에 따라 공격경로가 
점점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어 분석과 추적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인 
서비스거부 공격 탐지 방법의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보안 체계를 공격하는 경향은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자원을 공격 대상으로 하여 사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소비하여 사용자가 실제 
사용해야 하는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이 증가 하고 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은 대역폭, 프로세스 처리 능력 및 
시스템 자원을 고갈 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그 방법 또한 다양하다. DoS 공격의 특성을 
이용하여 여러 시스템에 Agent를 설치하고 그 
Agent를 제어하여 공격함으로써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분산서비스 거부공격(Distributed DoS)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9].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웜 
바이러스 (Nachi, Welchia)에도 DoS 공격 방식이 
내장되어 피해를 주고 있어 DoS 공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15]. 네트워크가 DoS 공격에 
취약한 원인은 공격이 여러 개의 소스에서 
이루어지고 특정소스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패킷을 
사용 하고 또 TCP, UDP, ICMP 등 다양한 형태의 
패킷을 공격에 이용하기 때문에 공격자의 추적은 
물론, 탐지와 방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DoS 공격의 유형을 

분석하고 현재의 DoS 공격 탐지 방법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DoS공격탐지방법의 하나로 
트래픽 기반의 공격을 분석함으로써 정상 상태의 
트래픽 유형을 바탕으로 공격시의 이상 트래픽을 
판별하는 트래픽 측정, 분석 관점에서 공격의 유형, 
탐지방법에 대한 현황, 전망 및 구현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DoS 공격의 유형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DoS 공격의 탐지 및 판별 방법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DoS 공격탐지도구의 개발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유효함을 실험을 통하여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2 . DoS 공격의 유형 

 
 DoS 공격의 유형은 공격자의 위치에 따라 
내부에서의 공격과 외부에서의 공격으로 나눌 수 
있고, 공격대상의 형태에 따라, 특정 네트워크에서 
허용하는 대역폭을 모두 소모시키는 방법, 공격 
대상(victim) 시스템의 자원(CPU, Memory등)을 
고갈시키는 방법, victim의 시스템 상에서 동작하는 
Application등 프로그래밍 오류에 대한 공격으로 
서비스를 거부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1]. 
내부에서의 공격은 CPU, 메모리, 디스크 등의 
시스템 자원에 대한 공격으로 시스템을 독점하여 
과소비 함으로써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외부에서의 공격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방법을 띄고 있으나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룬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증가시키면 실제로 시스템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 방법을 링크의 대역폭이 낮은 네트워크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절에서는 여러 공격 
방법들 중 트래픽의 양과 관련된 DoS 공격에 
이용되고 있는 몇 가지 공격유형을 살펴본다[2] [12]. 
 
2.1 SYN Flooding 
 
 SYN Flooding 공격은 특정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권한을 얻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자원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공격방법의 
하나이다. 이것은 TCP가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연결을 먼저 맺어야 하는 연결지향 (Connection-
oriented)성을 이용한 방법이다. 즉, SYN Flooding은 
TCP의 연결 과정인 Three-way handshaking를 
이용하여 공격자(Attacker)가 대상시스템(Victim)에 
source IP address를 spoofing하여 SYN 패킷을 특정 
포트로 전송하게 되면 이 포트의 대기 큐 (Backlog 
Queue)를 가득차게 하여 이 포트에 들어오는 
연결요청을 큐가 빌 때까지 무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3]. 이때 source IP주소에 들어갈 임의의 
호스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 호스트는 Unreachable 
호스트여야 한다. 이러한 호스트는 간단히 ping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다. 사용할 포토 번호는 널리 
알려진 port scan방법을 이용해 대상 포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공격자는 unreachable한 호스트의 IP주소로 
spoofing하여 계속하여 연결요청(SYN/ACK) 패킷을 
보내게 되면 victim은 unreachable 호스트에게 ACK를 
받을 때까지 이러한 연결상태를 큐에 계속해서 
저장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큐는 overflow가 
발생하게 되고, 이후에 큐로 들어오는 연결요청은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1>은 SYN Flooding의 
개념도 이다. 
 
 

 
그림1. SYN Flooding에 의한 DOS 공격 

 
2.2 UDP Flooding 
  

UDP(User Datagram Protocol)를 이용한 패킷전달은 
비연결형 (connectionless)서비스로서 포트 대 포트로 
전송한다. 대표적인 응용 서비스로 TFTP, SNMP, 
실시간 인터넷 방송들이 이에 해당된다. UDP 
Flooding은 UDP의 비연결성 및 비신뢰성 때문에 
공격이 용이한 방법이다. UDP는 source address와 
source port를 spoofing하기 쉽다. 이러한 약점들을 
이용해 과다한 트래픽을 victim에 전송함으로써 

spoof 되는 victim간 네트워크를 마비시킨다. 
<그림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공격자가 victim 

A에게 source IP address를 victim B의 IP address로 
spoofing하여 대량의 UDP 패킷을 전송하면 victim 
A와 victim B는 계속해서 서로 패킷을 주고 받게 
되어 두 시스템 사이의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초래된다. 이 공격은 주로 echo와 chargen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림2. UDP Flooding에 의한 DOS 공격 

 
 
2.3 ICMP Flooding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는 IETF RFC 

792에 정의된 프로토콜로써 호스트간 혹은 호스트와 
라우터간의 에러 상태 혹은 상태 변화를 알려주고 
요청에 응답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제어 
프로토콜이다. 활성화된 서비스나 포트가 필요하지 
않는 유일한 프로토콜이다. 이러한 ICMP의 특징을 
악용한 ICMP Flooding은 대량의 ICMP패킷을 
공격자가 직접 victim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변종의 예로 Smurf, Welchia worm 등이 있다. Smurf는 
공격자가 source IP address를 victim의 IP address로 
설정한 후, broadcast address로 ICMP echo request 
패킷을 전송하면 그 하위 모든 시스템들이 ICMP 
echo reply 패킷을 victim으로 전송하게 되어 대량의 
패킷들이 집중하여 네트워크 부하를 높이게 된다. 
<그림3>은 Smurf의 개념도이다.  
 
 

 
그림3. Smurf에 의한 DOS 공격 

  



최근 발견된 Welchia worm은 감염 시스템에 대하여 
IP address의 B클래스를 고정시키고 C클래스부터 
증가시키며 ICMP 패킷을 전송하여 다른 감염 
대상을 찾고 감염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형태이다[4].  
 
3 . DoS 공격 탐지와 판별 

 
 DoS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트워크가 
정상상태(normal state)에 어느 정도의 부하를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이상 징후 분석에 대한 특정한 parameter를 정의 
하고, 정상상태의 parameter값들에 대한 임계치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parameter는 CPU 사용량 및 Load양, 패킷의 
분포(패킷의 크기와 패킷 header의 정보), 
네트워크의 서비스의 종류별 분포를 알수 있는  
프로토콜의 분포와 전체적인 트래픽양에 대한 
최대치 및 평균치와 특정 호스트에 대한 집중현상, 
spoofing 주소를 이용하는 플로우에 대한 모니터링, 
네트워크 상에서 플로우 급증 현상을 파악하는데 
이용하는 네트워크 플로우 정보 등이 있다. 이러한 
parameter를 서로 조합하여 트래픽을 분석함으로써 
트래픽 특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래픽의 양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DoS 공격 탐지 방법의 하나로서 우선 LAN의 
정상상태에서의 트래픽 특성을 분석하고 이어서 
DoS 공격시의 트래픽 특성을 분석하여 두 경우의 
트래픽의 특성을 비교하여 DoS 공격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1 공격 탐지방법 연구동향 
  
 기존에 발표된 가장 일반적인 DoS공격의 탐지방법
으로는 Source IP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공격자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IP Spoofing
을 한다. 랜덤함수를 이용해 Source IP를 생성하고 
네트워크 자원을 빨리 고갈시키기 위해 패킷 길이는 
보통 프로토콜에서 허용하는 최소의 크기로 정해진
다. 일반적인 Web트래픽은 HTTP 프로토콜을 이용
하고 TCP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Web 트래
픽에서 일정시간 내에 같은 Source IP를 가지고 들어
오는 패킷들이 여러 번 나타난다. 이는 최소한 연결
을 맺어서 데이터를 받기까지 해당 Source IP를 가진 
패킷이 여러 번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Web트래픽은 특정 Source IP대의 분포가 높게 분포
하게 되고 반대로 DoS 공격 트래픽의 Source IP주소 
분포는 uniform하게 넓게 퍼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DoS 특징상 source IP주소는 특정 값으로 정해질 
수 없다. Source IP주소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LRU(Least Recently used) 큐를 이용하여 큐의 대체율, 
전체 패킷수 등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분석하고, 이 
통계값들을 이용하여 공격을 탐지하고 있다[14]. 
 

3.2 LAN 트래픽 특성 분석 
 
   LAN트래픽의 측정은 2002년 7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교내의 링크 중 트래픽 유통량이 가장 
많은 부분에서 MRTG를 이용하여 링크의 In-
Out트래픽을 측정하여 하루 중 가장 트래픽이 많은 
busy hour를 찾은 다음 해당시간대의 패킷을 
캡쳐하여 분석하였다[5]. 
일반 LAN의 트래픽에서 패킷 크기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64byte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패킷들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26.3%로 주로 broadcasting, multicasting, configuration, 
control 등에 쓰이는 작은 단위의 패킷이고, 
128~255byte의 비율이 47.31%인 것으로 보아 web 
사용으로 인한 트래픽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4. 패킷크기 분포 

 
 
<그림5>에서 IP 패킷의 각 프로토콜의 패킷 단위 및 
바이트 단위의 비율을 보면 패킷 단위의 비율이 
94:6, 바이트 단위의 비율이 93:7 정도로 TCP의 
비율이 UDP의 비율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함을 볼 
수 있다. 또한 ICMP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5]. 

  
그림5. Protocol별 비율분포 

 
TCP 플래그의 비율은 ACK 플래그의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로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한 확인 응답을 보내는 
TCP의 연결지향적 특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6]. 
 
3.3 DoS 공격 트래픽 특성 분석 
  
네트워크가 DoS 공격을 받으면 전체적인 

트래픽의 양과 공격의 유형에 따라 프로토콜, 
패킷의 분포와 헤더 플래그의 비율에 변화가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적인 트래픽의 양의  average 
value와 응용 패킷 분포와 응용 프로토콜의 비율 
분포에 대한 parameter를 선정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격 트래픽의 특성 분석은 잘 알려진 
공격 툴을 이용하여 임의적인 victim을 만들어 
victim앞에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툴을 이용하여 
트래픽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유형에서 UDP Flooding은 일반적인 프로토콜별 UDP 
프로토콜의 비율보다 그 비율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ICMP Flooding은 ICMP 프로토콜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SYN Flooding은 일반적으로 TCP프로토콜이 
네트워크 트래픽의 분석결과 프로토콜별 
비율면에서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프로토콜별 
비율면에서 공격을 탐지하기 어렵다. TCP패킷의 
헤더에 포함된 TCP 플래그의 양을 분석하여 
정상상태의 분포와 공격시의 분포를 비교하여 SYN 
Flooding의 공격 유무를 판단하였다.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면 SYN Flooding공격을 받으면 정상상태의 
플래그 비율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던 ACK 플래그의 
수치가 낮아지고 SYN 플래그의 비율이 높아진다.  
 
3.4 DoS 공격 탐지 방법 
  

DoS 공격 탐지 방법으로 다음의 3단계를 
제안한다. 
 
ⅰ. 실시간 트래픽과 평균 트래픽과의 비교 
ⅱ. 실시간 프로토콜 비율의 분석 비교 
ⅲ. 실시간 TCP 플래그 비율의 분석 비교 
 

 
그림6. DoS Attack 탐지 flow chart 

 

 맨 먼저, 실시간 트래픽과 링크의 평균 트래픽을 
계산하여 비교하여 DoS공격 여부를 1차 판별한다. 
이어서 실시간 응용 프로토콜을 비율을 분석하여 
UDP Flooding공격과 ICMP Flooding 공격을 탐지하고 
마지막으로 TCP 패킷 헤더의 TCP플래그 비율을 
분석하여 SYN Flooding공격을 탐지한다. 
DoS 공격의 탐지 및 판별을 위해 일반 LAN에서의 
트래픽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MRTG, Sniffer 등 
트래픽 분석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측정한 트래픽의 분석 자료이다. 트래픽 측정은 
2003년 9월 15일부터 10월17일까지 교내 건물중 
가장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busy 
hour시간대의 data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표1. 트래픽 분석 결과 

 
먼저 실시간 트래픽의 데이터량 T_mes가 임계값 

T_t보다 크다면 DoS 공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임계값은 <표1>의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TT ktT σµ +=_  , ( ⋅⋅⋅= 4,3,2,1k )           (1) 
 

이때, k  값이 증가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3으로 설정하여 신뢰도를 99.7%로 
가정한다. 또, 트래픽의 평균 데이량 Tµ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newoldT αµµαµ +−= )1(                     (2) 
 
이 때, 9.0=α 로 설정하여 트래픽의 평균에 

이동성을 부여한다. (T_mes > T_t)를 만족하면 
2단계인 실시간 프로토콜의 비율을 분석 비교한다.  
UDP 비율의 임계값 UDP_t는 다음과 같다.  
 

UU ktUDP σµ +=_ , ( ⋅⋅⋅= 4,3,2,1k )         (3) 
 

k  의 값은 3으로 설정한다. 실측한 UDP메시지의 
양인 UDP_mes가 (UDP_mes > UDP_t)를 만족하면 
UDP Flooding으로 판정한다.  
ICMP는 정상 상태의 LAN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ICMP비율이 전체 프로토콜 비율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ICMP Flooding으로 판정한다. 
2단계에서 어느 것도 판정하지 못했다면, 

구분 평균 표준편차 
데이터량(kbits)  4841.667  1989.519 
TCP 비율(%)  96.144  2.599 
UDP 비율(%)  3.720  2.522 
ACK 비율(%)  92.916  5.478 
SYN 비율(%)  8.567  16.090 



마지막으로 실시간 TCP 플래그의 비율을 분석 
비교한다.  

SYN 플래그 비율의 임계값 SYN_t는 다음과 같다.  
 

SS ktSYN σµ +=_ , ( ⋅⋅⋅= 4,3,2,1k )         (4) 
 

 k 의 값은 3으로 설정한다. 실측치 SYN_mes가 
(SYN_mes> SYN_t)를 만족하면 SYN Flooding으로 
판정한다. 이와 같이 DoS 공격의 탐지 방법을 
3단계로 진행하고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탐지와 
판별에 오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 . DoS 공격 탐지 도구 개발 및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DoS 공격 탐지와 판별 
방법으로 DoS 공격 탐지 도구를 제작하기 위해 
AMAN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VC++로 도구를 
제작하였다[7][8]. 

 <그림7>은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송수신 주소에 
따른 각 프로토콜 발생 빈도수와 데이터량을 
나타내고, 누적 프로토콜, TCP 플래그의 빈도수와 
비율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시간 트래픽의 프로토콜, 
TCP 플래그의 비율, 데이터량을 보여주고 
데이터량은 그래프로 쉽게 관측할 수 있다. 
<그림7>은 프로그램의 실시간 트래픽 측정 및 
분석의 그림이다. ①에서 송수신 주소에 따른 TCP, 
UDP, ICMP 프로토콜의 발생 빈도수와 데이터량을 

나타내고, ②에서는 누적 프로토콜, TCP 플래그의 
빈도수와 비율 및 누적 패킷수와 데이터량을 
보여준다. ④에서는 실시간 트래픽의 TCP, UDP, 
ICMP 프로토콜의 비율과 TCP 플래그의 비율 및 
데이터량을 보여주고, 데이터량은 ③에서 그래프로 
쉽게 관측할 수 있다.  

<그림8>,<그림9>,<그림10>은 앞 절에서 제안한 
3단계 탐지 판별 방법으로 UDP Flooding, ICMP 
Flooding, SYN Flooding 공격 여부를 판별한 것을 
나타낸다. <그림8>은 단계①에서 실시간 
데이터량이 TT σµ 3+   보다 크면 단계②인 
프로토콜 비율을 분석 비교하여 실시간 UDP 
프로토콜의 비율이 UU σµ 3+ 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UDP Flooding 공격이 있음 보여준다. 
<그림9>는 단계①에서 실시간 데이터량이 

TT σµ 3+ 보다 크면 단계②인 프로토콜 비율을 
분석 비교하여 실시간 ICMP의 비율이 전체 
프로토콜 비율의 10% 이상임을 확인하고 ICMP 
Flooding 공격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8>은 
단계①에서 실시간 데이터량이 TT σµ 3+ 보다 크면 
단계②인 프로토콜 비율을 분석 비교한다. 프로토콜 
비율에는 이상이 없다면 단계③에서 TCP 플래그의 
비율을 분석 비교하여 실시간 SYN 플래그의 비율이 

SS kσµ + 보다 크면 SYN Flooding 공격이 있음 
보여준다 

 
그림7. DoS 공격 탐지 도구 실행화면 



 

그림8. UDP Flooding의 탐지 

 

 
그림9. ICMP Flooding의 탐지 

 

. 

 



 
그림10. SYN Flooding의 탐지 

 
5 . 결론 
 
 최근 인터넷 환경에서 DoS 공격이 큰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DoS 공격의 탐지와 판별 방법을 
제안하고 DoS 공격 탐지 도구를 개발하였다. 
먼저 발생 빈도가 높은 공격 유형을 분석하고, 
일반 LAN 트래픽의 특성과 DoS 공격 트래픽의 
특성을 비교하여 데이터량, 프로토콜 비율, TCP 
플래그의 비율을 이용한 3단계 탐지 판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에 맞는 DoS 탐지 
도구를 제작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 
임계치를 어느 정도의 값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DoS 공격의 판별이 가능한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향 후 계획으로는 DoS 공격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기위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이동 평균치의 정확도를 높이고, 또한 
NGN의 다양한 서비스 특성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유형의 DoS 공격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할 예정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DoS 
공격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대책의 수립으로 
네트워크의 가용성을 높여서 고객에게 보다 높은 
QoS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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