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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티씨피 연결의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에 있어서의 보안성능향상방법

요약

본 발명은 TCP 연결의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에 있어서의 보안성능 향상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TCP 연결(TCP

connection)이 형성된 제1 호스트와 제2 호스트 간에 존재하는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에서, 제1 호스트와 제2 호스

트 간에 발생하는 새로운 TCP SYN 패킷마다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세션 엔트리를 만드는 제1단계와; 제1 호스트와 제2

호스트 간의 플로우에 대한 패킷이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에 도착할 때마다 연결 진행의 상태를 갱신하는 제2단계

와; 제2단계에서 갱신된 연결 진행의 소요시간이 소정의 타임아웃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3단계와; 제3단계

에서 소정의 타임아웃(timeout)을 경과한 미완성(embryonic) 연결단계의 세션 엔트리를 제거하는 제4단계를 포함하여 이

루어지며,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의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룩업 성능을 유지하며, 네트워크 공격 하에서도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 계속 기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의 보안성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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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패킷 인스펙션, 세션 테이블 관리, TCP 재전송 시간 계산 알고리듬, 타임아웃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패킷 인스펙션 컴퓨터에서 관찰되는 TCP 연결 설정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연결 설정 지연의 누적 확률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도 3은 SYN 재전송에 의한 시간 지연을 배제한 순수한 연결 설정 지연의 누적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도 4는 타임아웃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제거되는 엔트리 수가 세션 테이블의 크기에 주는 영향을 나타낸 그래프,

도 5는 타임아웃 값에 따른 세션 테이블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TCP 연결의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에 있어서의 보안성능 향상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TCP연결

의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에 있어서 합법적인 플로우의 정상적인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크면서도 공격과 같

은 비정상적인 플로우에 의하여 생성된 세션 엔트리를 최소화시키도록 충분히 짧도록 하는 최적의 타임아웃 시간을 설정

함으로써,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 네트워크 공격 하에서도 계속 기능하여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의 보안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패킷 처리를 위해 특화된 많은 종류의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라우터나 스위

치와 같은 장비로부터 방화벽[1], VPN(Virtual Private Network),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 트래픽 모니터링 장비

[2,3], 과금 시스템[4], 로드 밸런싱 장비[5] 등이 있다. 인터넷 트래픽 양이 무어의 법칙[6]을 앞지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컴퓨터에서는 패킷 처리 작업의 부하가 높아져 성능을 위한 패킷 처리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라우팅 테이

블 검색(routing table lookup)과 패킷 분류(packet classification)와 같은 패킷 처리에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효율을 높

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7,8,9]. 그러나 패킷처리를 위해 동적으로 할당되는 메모리의 구성과 관리를 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발명은 패킷 처리에서 동적으로 할당되는 메모리를 구성 및 관리하는 이슈를 다룬

다.

스테이트풀 패킷 인스펙션(Stateful Packet Inspection)에서의 패킷 처리는 각 패킷의 내용뿐 아니라 같은 플로우의 이전

패킷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같은 플로우 내에 있는 이전 패킷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하여 패킷 인스펙션 컴퓨터에는 플로우가 생성되고 사라짐에 따라 대응하는 엔트리가 생성되고 삭제된다. 현재 방화

벽, VPN,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 트래픽 모니터링과 사용기반 과금 시스템은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스테이트풀 인스

펙션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는 공간 사용 및 검색의 효율을 위하여 타임아웃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유효하지

않은 엔트리를 삭제한다. 하지만 이러한 컴퓨터는 타임아웃을 위한 값을 개발자가 임의로 (보통 60초나 120초 등 상당히

큰 값으로) 지정하거나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뿐 타임아웃에 대한 체계적인, 즉 프로토콜 및 트래픽 분석에 의거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주지 않는 실정이다 [10]. 그러나 적절한 타임아웃 설정은 효율적인 패킷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우선, 타임아웃 시간이 너무 짧으면 과도한 엔트리 생성 및 삭제가 일어나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화벽에서 허용된 플로우에 대응하는 엔트리가 삭제되면 이후 합법적인 패킷인데도 불구하고 통과시키지 않는 결과가 생

길 수 있다. 반면에 타임아웃 시간이 길어지면 만료된 플로우에 대한 엔트리를 불필요하게 오래 유지하게 되어 메모리 요

구량이 증가한다[11]. 더구나 네트워크 공격 하에서 패킷 인스펙션 컴퓨터 자체가 공격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격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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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공격성 트래픽 스트림의 경우 패킷 마다 IP 주소 혹은 포트 번호가 계속

변화함으로써, 통상의 플로우의 정의에서 볼 때 모두 상이한 플로우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공격 패킷 각자가

모두 한 개씩의 플로우 엔트리에 해당하므로, 이 트래픽에 대해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을 수행하는 컴퓨터에는 플로우 엔트

리 생성을 위한 메모리 요구량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존의 연구는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을 위한 동적 메모리 관리가 아닌 패킷 분류(classification)를 위

한 정적 테이블 크기 줄이기와 검색 시간 최소화에 집중되어 왔다 [7,8,9]. 세션 혹은 플로우 테이블을 사용하는 스테이트

풀 인스펙션을 위한 테이블에서, 공격에 의한 오버 플로우의 가능성을 제기한 논문은 지금까지 [2]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도 고속 링크에서의 패킷 모니터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서 언급하고 있을 뿐, 타임아웃 값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

냐의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부재는 대량의 “일반적인” 인터넷 트레이스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 어느 시간 안에 대부분의 TCP 연결

이 맺어지는지 밝혀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isco, Netscreen, Checkpoint 등 실제 시스템들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음으로 해서 최소 60초 이상의 값을 기본값 (default)으로 정하고 있다 [10]. 본 발명은 1 테라바이트 가량의 인터넷 백

본 트레이스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최초로 다룬 것이며, 따라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동적 상태 관리

스테이트풀 패킷 인스펙션 컴퓨터는 네트워크 내의 그 관찰 위치에서 현재 진행중인 플로우에 대한 정보의 리스트를 가지

는데, 이를 보통 세션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통상 한 개의 플로우 관련 정보는 <프로토콜, 출발지 IP 주소, 출발지 포트 번

호, 도착지 IP 주소, 도착지 포트 번호>로 구성된다. 응용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스테이트

풀 인스펙션 방화벽의 경우 TCP 순차번호(sequence number)를 기록한다[1]. 패킷 인스펙션 컴퓨터는 관찰되는 각 패킷

에 대하여 플로우 정보를 추출하여 세션 테이블의 엔트리와 비교한다. 정보가 일치하는 엔트리가 존재하면 해당 엔트리에

정의된 액션(action)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면 방화벽이 패킷을 통과 혹은 거부 시키거나 사용량에 따른 (usage-based)

과금 시스템이 패킷 혹은 바이트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반면 일치하는 엔트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즉 새

로운 플로우의 시작 패킷이면 세션 테이블에 이 플로우에 대한 엔트리를 새로 생성한다. 또한 플로우의 종료가 관찰되면

세션 테이블에서 해당 엔트리를 제거한다.

플로우의 시작과 종료의 결정은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따라 차이가 있다. UDP와 같은 비연결형(connectionless) 프로토콜

에서는 플로우의 종료가 엄밀히 말하면 추측에 의해 결정되는데, 통상 일정 시간 동안 해당 플로우에 대한 패킷이 관찰되

지 않으면 플로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 1은 패킷 인스펙션 컴퓨터에서 관찰되는 TCP 연결 설정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연결지향형 (connection-oriented) 프로토콜은 도 1에서 나타낸 TCP가 대표적이다. TCP 연결 설정은 도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두 호스트 사이에 3개의 패킷이 교환되기 때문에 3-웨이 핸드셰이크(3-way handshake)라고 부른다[12]. 우선

호스트 A가 연결을 개시하기 위하여 SYN 패킷을 상대 호스트 B에게 송신한다. 호스트 B는 호스트 A로부터의 SYN 패킷

을 받으면 이에 대하여 수신확인(acknowledge)을 하면서 동시에 반대 방향 데이터 채널을 형성하기 위하여 SYN/ACK 패

킷을 호스트 A로 보낸다. TCP는 전이중(full-duplex) 프로토콜로서 연결 당 각 방향으로 하나씩 데이터 채널을 요구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동기화 패킷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호스트 A는 호스트 B로 SYN에 대한 확인인 ACK 패킷을 보냄으

로써 TCP 연결 설정이 완료된다.

호스트 A와 호스트 B 사이에 형성된 연결이 통과하는 네트웍의 한 지점에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가 있다고 하자(도

1). 여기서는 TCP 연결 설정 이벤트를 검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웨이 핸드셰이크 동안 설정 진행 상태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연결 설정 지연(setup delay)을 Dc라고 할 때 Dc′≒ Dc 를 관찰함으로써 연결 설정 지연을 측정할 수 있다.

RFC2988[13] 표준에 따르면, TCP SYN 패킷을 분실하면 재전송을 시도하는데 k(≥1)번째 SYN 재전송은 (k-1)번째 재

전송 패킷의 송신 이후 3×2(k-1) 초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0번째 재전송은 정의상 첫 번째 SYN 전송이다). 이를 지수적

백오프(exponential backoff)라 하는데 일종의 혼잡제어 메커니즘이다. 만일 SYN 전송이 계속 실패하는 경우 3-웨이 핸

드셰이크 동안 SYN 패킷 재전송 간 시간 간격은 3, 6, 12, 24, … 로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Dc, 즉 Dc′이 커지게 된다.

TCP는 연결 종료를 위해 연결 설정 시와 유사하게 FIN 패킷과 FIN에 대한 ACK 패킷을 교환하도록 한다. 이 FIN과 ACK

교환이 양 채널에 대해 이루어지면 패킷 인스펙션 컴퓨터는 세션 테이블에서 해당 엔트리를 제거한다. 또한 RST 패킷에

의하여 연결이 중단될 경우에도 세션 테이블에서 해당 엔트리를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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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에서 세션 테이블의 총 엔트리 수는 동시에 활동하는 플로우(concurrent active flow)의 개수

에 의존한다. 2003년 현재 인터넷 핵심부에서는 동시에 통상 수십만 개 이상의 플로우가 한 링크를 지나고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3년 4월 인터넷 백본에 해당하는 어느 한 OC-48 (2.4Gbps) 링크에서는 최고 237,000 개의 플

로우가 동시에 관찰되었다[11]. 최근 백본 망에 OC-192 (10Gbps) 링크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고속

링크에는 동시에 수백만 개의 플로우가 존재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 네트워크 공격의 영향 분석

세션 테이블의 크기는 엔트리 개수와 엔트리 크기의 곱이므로, 만약 각 엔트리의 크기가 (2개의 IP 주소, 두 개의 포트 번

호, 프로토콜 번호 및 테이블 유지를 위한 기타 오버헤드를 포함하여) 40 바이트라고 하면 1백만 엔트리를 가진 패킷 인스

펙션 컴퓨터에서 세션 테이블의 크기는 40M 바이트가 된다. 현재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세션 테이

블 크기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네트워크 공격이 진행되면 세션 테이블의 엔트리 수는 크게 폭증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네트워크 공격 중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거부(denial of sevice, DoS) 공격과 스

캐닝(scanning)에 초점을 맞춰 그 특성을 알아본다.

표 1(a)는 실제 백본에서 관찰된 DoS 공격의 패킷 플로우 정보(트레이스)의 일부이다 [14].

여기에서는 피해자(victim)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호스트 IP를 "y.y.y.y"로 표현한다. 통상 DoS 공격에서 공

격자가 피해자의 호스트 IP 주소 Id를 고정시키는 반면 Is, ps, pd 는 무작위로 생성한 번호를 채워 넣는다. 공격자는 피해자

에게 연결을 시도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격자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도 Is를 무작위로 고르기 때문이다[15]. 예를

들어 표 1(a)에서 나타난 출발지 주소 "87.231.152.166"은 현재 IANA[16]에서 누구에게도 할당하지 않은 주소이기 때문

에 쉽게 허위 주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a) DoS 공격 (b) Code Red II 웜에 의한 호스트스캔

호스트스캔에서는 피해자의 호스트 IP 주소 Id가 패킷 별로 변화한다. 보통 해커는 공격 개시 이전에 취약성 탐지를 하기

위하여 호스트스캔을 시도하고 웜(worm)인 경우에는 감염 대상 호스트를 찾기 위하여 호스트스캔을 수행한다. 공격자는

취약한 호스트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임의의 IP 주소범위에 대하여 무작위로 스캔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표 1(b)에서

보이고 있는 Code Red II 웜의 실제 트레이스의 일부에 현재 IANA에서 할당하지 않은 주소인 "58.80.253.118"가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패킷 인스펙션 컴퓨터에서는 각 플로우에 대하여 하나의 세션 엔트리가 생성되기 때문에 플로우의 구별자(identifier)인 Is,

ps, Id, pd 중 한 값만 달라도 별도의 엔트리가 생성된다. DoS 에서는 Is, 호스트스캔에서는 Id, 포트스캔에서는 pd가 각각

변화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동일 공격에 속하는 모든 패킷은 같은 플로우 구별자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각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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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다른 세션 엔트리를 생성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공격들은 패킷 생성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

터넷에서 발생한 대형 공격 중 몇 개를 예로서 살펴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강조를 위하여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다) DoS

의 경우 패킷 생성률을 높일수록 공격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 2002년 10월 루트 DNS 서버에 대한 DDoS 공격을 살펴

보면 한 서버에 대하여 초당 10만에서 20만 정도의 공격패킷이 기록되었다[17]. 이것은 만약 어떤 패킷 인스펙션 컴퓨터

가 루트 DNS 서버 근처에 놓여 있었다면 수 초 내에 통상 OC-48 링크에서 동시에 관찰되는 플로우 수보다 훨씬 많은 수

의 공격 관련 엔트리를 생성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호스트스캔에서도 패킷 생성이 빠를수록 웜의 전염 속도가

빨라지거나 또는 취약한 호스트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 SQL Slammer 웜에 의한 호스트스캔의 경우 감염 호스트 한 대

가 최대 초당 26,000 패킷을 전송한 경우도 있었다[18]. 예를 들어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가 10개의 이러한 감염 호

스트를 포함한 기업 망의 경계에 위치한다면 이 공격과 관련된 엔트리 수는 공격 4초 이내에 1백만 개를 초과하게 될 것이

다.

더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이렇게 공격 패킷에 의해 생성된 엔트리들은, 허용되는 최대 시간 동안 세션 테이블에 존

재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TCP 플로우에서는 종료할 때 FIN 또는 RST 패킷을 교환하게 되고 이러한 패킷을 관찰

함으로써 해당 엔트리를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DoS 공격의 경우에는 FIN 또는 RST 패킷이 없기 때문에, 세션 테이블에

서 공격 관련 엔트리는 타임아웃에 의해 제거 될 때까지 계속 남아 있게 된다. 호스트스캔의 경우 엔트리의 수명은 프로토

콜에 따라 다르다. 스캐너가 TCP를 사용한다면 스캔되는 호스트는 스캐닝 기법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한다[19]. 예를 들

어 Code Red II가 운 좋게도 감염 가능한 호스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연결 설정 및 (웜 전송 후) 종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션 테이블에서 해당 엔트리가 삭제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캔 패킷은 사용되지 않는 IP 주소로 보내지고,

따라서 라우터에서 Destination Unreachable ICMP 에러를 일으키게 된다. 이 ICMP 에러를 일으킨 패킷이 생성한 플로우

엔트리는,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가 엔트리 삭제를 목적으로 따로 ICMP 메시지를 처리하지 않는 한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공격에 의한 엔트리는 빠른 속도로 각 공격 패킷마다 생성되고 오랜 동안 세션 테이블에 남아있게 된다. 스

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에서는 각 패킷에 대하여 세션 테이블 검색(lookup)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검색 성능은 스

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의 패킷 처리량(throughput)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통 세션 테이블 검색에 해슁이 사용되

므로 엔트리 개수의 증가는 해쉬 버킷당 평균 엔트리 수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세션 테이블 검색 속도를 저하시킨다. 그러

므로 패킷 처리량의 감소를 일으키는 불필요한 엔트리 수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네트워크 공격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완전

한 엔트리의 생성을 없애는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여 착안된 것으로서, TCP 연결의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에 있어서 합법적인 플로우의

정상적인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크면서도 공격과 같은 비정상적인 플로우에 의하여 생성된 세션 엔트리를

최소화시키도록 충분히 짧도록 하는 최적의 타임아웃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 네트워크 공격 하에서

도 계속 기능하여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의 보안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TCP연결의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에 있어서의 보안성능 향상방법은,

TCP 연결(TCP connection)이 형성된 제1 호스트와 제2 호스트 간에 존재하는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에 있어서, 소

정의 타임아웃(timeout)을 경과한 미완성(embryonic) 연결단계의 세션 엔트리를 제거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플로우(flow)

에 의하여 생성된 세션 엔트리를 세션 테이블에서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때, 상기 타임아웃은 상기 제1 호스트로부터 상기 제2 호스트로의 성공적인 SYN 패킷 전송시각과, 상기 성공적인 SYN

패킷 전송에 대응하는 상기 제2 호스트로부터의 상기 제1 호스트의 SYN/ACK 패킷 수신시각과의 시간차인 패킷 왕복시

간(roundtrip time)을 합산한 값인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상기 타임아웃은 상기 제1 호스트로부터 상기 제2 호스트로의 성공적인 SYN 패킷 전송시각과, 상기 성공적인

SYN 패킷 전송에 대응하는 상기 제2 호스트로부터의 상기 제1 호스트의 SYN/ACK 패킷 수신시각과의 시간차인 패킷 왕

복시간(roundtrip time)과, 상기 제1 호스트로부터 상기 제2 호스트로의 SYN 패킷 전송 성공을 위하여 SYN 패킷이 재전

송됨에 따른 SYN 패킷 재전송 지연시간을 합산한 값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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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세션 테이블 상의 엔트리의 개수가 소정의 경계점(threshold)을 넘는 경우에 상기 패킷 왕복시간을 감소시킴으

로써 미완성 연결단계의 세션 엔트리를 제거하여 상기 세션 테이블 상의 상기 엔트리의 개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때, 상기 패킷 왕복시간은 1초보다 크고 2초보다 작은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SYN 패킷 재전송 시도 간격은 RFC2988 표준에 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세션 테이블 상의 엔트리의 개수가 소정의 경계점을 넘는 경우에 상기 SYN 패킷의 재전송 회수를 감소시킴으

로써 미완성 연결단계의 세션 엔트리를 제거하여 상기 세션 테이블 상의 상기 엔트리의 개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때, 상기 SYN 패킷의 재전송 시도회수는 1회이고, 상기 SYN 패킷 재전송 지연시간은 3초인 것이나, 상기 SYN 패킷의

재전송 시도회수는 2회이고, 상기 SYN 패킷 재전송 지연시간은 9초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TCP연결의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에 있어서의 보안성능 향상의 다른 방법은, TCP 연결(TCP

connection)이 형성된 제1 호스트와 제2 호스트 간에 존재하는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에서, 상기 제1 호스트와 상기

제2 호스트 간에 발생하는 새로운 TCP SYN 패킷마다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세션 엔트리를 만드는 제1단계와; 상기 제1

호스트와 상기 제2 호스트 간의 플로우에 대한 패킷이 상기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에 도착할 때마다 연결 진행의 상

태를 갱신하는 제2단계와; 상기 제2단계에서 갱신된 연결 진행의 소요시간이 소정의 타임아웃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

단하는 제3단계와; 상기 제3단계에서 소정의 타임아웃(timeout)을 경과한 미완성(embryonic) 연결단계의 세션 엔트리를

제거하는 제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 때, 상기 제3단계의 상기 타임아웃은 상기 제1 호스트로부터 상기 제2 호스트로의 성공적인 SYN 패킷 전송시각과, 상

기 성공적인 SYN 패킷 전송에 대응하는 상기 제2 호스트로부터의 상기 제1 호스트의 SYN/ACK 패킷 수신시각과의 시간

차인 패킷 왕복시간(roundtrip time)을 합산한 값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타임아웃은 상기 제1 호스트로부터 상기 제2 호스트로의 성공적인 SYN 패킷 전송시각과, 상기 성공적인 SYN

패킷 전송에 대응하는 상기 제2 호스트로부터의 상기 제1 호스트의 SYN/ACK 패킷 수신시각과의 시간차인 패킷 왕복시

간(roundtrip time)과, 상기 제1 호스트로부터 상기 제2 호스트로의 SYN 패킷 전송 성공을 위하여 SYN 패킷이 재전송됨

에 따른 SYN 패킷 재전송 지연시간을 합산한 값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세션 테이블 상의 엔트리의 개수가 소정의 경계점(threshold)을 넘는 경우에 상기 패킷 왕복시간을 감소시킴으

로써 미완성 연결단계의 세션 엔트리를 제거하여 상기 세션 테이블 상의 상기 엔트리의 개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때, 상기 패킷 왕복시간은 1초보다 크고 2초보다 작은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SYN 패킷 재전송 시도 간격은 RFC2988 표준에 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세션 테이블 상의 엔트리의 개수가 소정의 경계점을 넘는 경우에 상기 SYN 패킷의 재전송 회수를 감소시킴으

로써 미완성 연결단계의 세션 엔트리를 제거하여 상기 세션 테이블 상의 상기 엔트리의 개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때, 상기 SYN 패킷의 재전송 시도회수는 1회이고, 상기 SYN 패킷 재전송 지연시간은 3초인 것이나, 상기 SYN 패킷의

재전송 시도회수는 2회이고, 상기 SYN 패킷 재전송 지연시간은 9초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TCP연결의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에 있어서의 보안성능 향상의 또 다른 방법은, TCP 연결(TCP

connection)이 형성된 제1 호스트와 제2 호스트 간에 존재하는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에서, 상기 제1 호스트와 상기

제2 호스트 간에 발생하는 새로운 TCP SYN 패킷마다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세션 엔트리를 만드는 제1단계와; 상기 제1

호스트와 상기 제2 호스트 간의 플로우에 대한 패킷이 상기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에 도착할 때마다 연결 진행의 상

태를 갱신하는 제2단계와; 상기 제2단계에서 갱신된 연결 진행의 소요시간이 소정의 타임아웃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

단하는 제3단계와; 상기 제3단계에서 소정의 타임아웃(timeout)을 경과한 미완성(embryonic) 연결단계의 세션 엔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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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 제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타임아웃은, 상기 제1 호스트로부터 상기 제2 호스트로의 성공적인 SYN

패킷 전송시각과, 상기 성공적인 SYN 패킷 전송에 대응하는 상기 제2 호스트로부터의 상기 제1 호스트의 SYN/ACK 패킷

수신시각과의 시간차인 패킷 왕복시간(roundtrip time)과; 상기 제1 호스트로부터 상기 제2 호스트로의 SYN 패킷 전송

성공을 위하여 SYN 패킷이 재전송됨에 따른 SYN 패킷 재전송 지연시간을 합산한 값이다.

이때, 상기 세션 테이블 상의 엔트리의 개수가 소정의 경계점(threshold)을 넘는 경우에, 상기 패킷 왕복시간을 감소시키

는 것 또는 상기 SYN 패킷의 재전송 회수를 감소시키는 것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써 미완성 연결단계의 세션 엔트리를 제

거하여 상기 세션 테이블 상의 상기 엔트리의 개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 인터넷 트레이스 분석

어떻게 패킷 인스펙션 컴퓨터에서 세션 엔트리 수가 공격 트래픽에 의해 폭증할 수 있는가를 앞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러한 엔트리 수의 폭증을 막기 위한 세션 엔트리 타임 아웃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도출하

기 위해 본 발명에서 채택한 기본적인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1.인터넷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TCP 연결을 관찰하여 “일반적인” TCP 연결 설정 지연분포를 얻는다.

2.이 분포를 기초로 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의 모든 비 공격성 연결이 연결 설정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설정 타임아웃

을 선택한다.

3.이 타임아웃까지 완성되지 않은 연결은 공격으로 간주하고 세션 테이블에서 지우도록 한다. 즉 (2)에서 도출한 타임아웃

값을 미완성 세션 엔트리의 타임아웃 값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1)의 TCP 연결 설정 지연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에 10일 동안 수집된 백본 패킷 트레이스를 사용하였

다. 이 트레이스는 국내의 네 IX (Internet Exchange) 중 하나인 KIX (Korea Internet Exchange)와 미국간 연결을 위해

태평양을 횡단하는 두 개의 T3 링크에서 교환되는 트래픽을 기록한 것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패킷 헤더만을

수집한 것이다. 매일 약 60억 패킷 이상이 수집되었고, 이 패킷 트레이스 분석 결과 하루 분량의 트레이스로부터 평균 800

만 개 이상의 TCP 연결을 도출하였다.

TCP 연결 설정 지연은 도 1에서 본 바와 같이 SYN 패킷 송신과 대응하는 ACK 패킷 수신 사이의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

다. 하지만 SYN 송신과 SYN/ACK 수신 사이의 시간차이 Dsa, 즉 연결 경로 중간에 놓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 왕복 시간

을 트레이스의 패킷으로부터 추정하는 것은 때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연결 설정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전

자는, 비대칭적 라우팅 (asymmetric routing)이 발생하는 경우 SYN에 대응되는 SYN/ACK가 관찰지점을 비껴 다른 경로

로 전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관찰자가 SYN과 SYN/ACK 간의 시간차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후자는, 백본

망에서 수집된 트레이스는 네트워크의 중간 지점에서의 패킷이고 따라서 Dsa′≤ Dsa 이다. 이 문제는 관찰 위치가 호스트 B

에 가까울수록 악화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발명에서는 TCP 연결 설정 지연을 SYN 송신과 SYN/ACK 수신 사이의 시

간차이 Dsa가 아니라 SYN 전송과 ACK 전송 사이 시간차이인 Dc로 추정하기로 한다. Dc는 Dc′을 측정함에 의하여 근사치

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호스트 A에서 관찰지점까지 네트워크 경로의 가변적 지연의 가능성 때문에 근사치라고 한다.)

비대칭 라우팅 하에서 동작하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 근사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필수적이다. 호스트 A로부터 호스트

B로의 SYN 패킷이 관찰위치를 거쳐서 간다고 하더라도 반대방향으로는 즉 SYN/ACK 패킷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올 수

있다. 하지만 다시 A에서 ACK 패킷을 송신하면 이는 SYN 패킷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다시 관찰 가능하고

따라서 Dc′을 계산할 수 있다.

분석 대상 트레이스가 태평양 사이를 오가는 즉 장거리 패킷을 수집한 것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트레이스에

기록된 모든 TCP 연결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장거리 연결이기 때문에 지연과 손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즉 타임아웃이나 연결 설정 지연의 관점에서 보면 관찰된 TCP 연결 행위는 최악의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보수적인 지연 예상치를 기초로 하여 연결 설정 타임아웃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TCP 연결 설정은 이 타임

아웃 이전에 대부분 완료되도록 의도한다.

도 2는 연결 설정 지연의 누적 확률 분포(CDF: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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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에서 X-축은 연결설정지연이고 Y-축은 누적 확률이다. 아래의 곡선 ttotal은 전체 연결 설정 지연 Dc′을 나타낸다. 이

것은 SYN 전송과 3-웨이 핸드셰이크를 완성하는 ACK 전송 사이의 시간 차이인데 여기에는 SYN 재전송에 의한 지연이

포함된다. ttotal 위의 곡선은 tlast가 최후의 (다시 말해 성공적인) SYN 전송과 SYN/ACK 응답의 시간차이라고 할 때 (ttotal

- tlast) 의 분포로 SYN 재전송에 소비한 시간만의 분포를 나타낸다.

도 2에서 곡선 ttotal을 살펴보면 1초 근처에서 급격한 증가가 있고 또 3초 근처에서 급격한 증가가 있다는 관찰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증가 후 연결 설정의 누적 비율은 99%를 넘어선다. 자세히 살펴보면 9초 근처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가

있다. 이 상승 이후 누적비율은 99.5%를 넘어선다. 비록 알기 쉽지 않지만 6초 근처에도 상대적으로 빠른 상승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분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반영한다. 3초, 6초, 9초에서의 빠른 증가는 TCP 재전송 타임아웃에 의한 것이다.

SYN 패킷의 재전송 간 시간 간격은 TCP 구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BSD 기반 구현은 SYN 패킷 전송 6초 후에 SYN

패킷을 재전송한다. 원래는 12초로 규정되어 있는데[15] 6초는 BSD 코드의 버그 때문이다. 다음 SYN 재전송은 이전

SYN 전송 24초 후, 즉 처음 SYN 전송 30초 후에 이루어진다. 도면에서 6초 후에 증가가 거의 분간하기 힘들다는 것은

BSD 기반 TCP 구현은 요즘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요즘 TCP 구현 대부분은 RFC2988[16] 표준을 따른다. 3초에 첫째 빠른 증가는 RFC2988의 초기 RTO(Retransmission

TimeOut)로 설명할 수 있다. 9초에서의 적은 증가는 2번째 재전송 (9=3+6)을 의미한다. 이 관찰로부터 대부분의 TCP

구현은 RFC2988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도 2에서 (ttotal - tlast)를 살펴보면 연결의 97% 이상이 SYN 재전송이

일어나지 않는다. 2% 정도가 SYN 재전송이 한번 이루어지며 2번을 초과하는 SYN 재전송은 극히 적은 부분이 차지한다

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도 2로부터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연결 설정 지연이 보통 1초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1초면 TCP 연결의

92%가 이루어진다. tlast는 SYN 재전송에 의한 시간 지연을 배제한 순수한 연결 설정 지연이다.

도 3은 SYN 재전송에 의한 시간 지연을 배제한 순수한 연결 설정 지연의 누적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tlast가 0.5초일 때 연결 완성 누적비율은 84.58%, 1초일 때 96.71%, 1.5초일 때 98.59%, 2초

일 때 99.33%까지 올라간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SYN의 첫 전송이후 1초는 되어야 많은 연결 설정이 완료된다. 그 이

하인 경우 연결 설정 완료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둘째, 대부분의 연결에서 SYN-ACK 교환 왕복은 2초 이내면 완료한

다. 본 트레이스가 장거리 연결에 대한 자료임을 고려할 때 통계에 단거리 연결 (예를 들어 한국내의 연결)을 포함한다면 2

초일 때 연결 설정 완료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 TCP 연결 타임아웃 가이드라인

앞서 살펴본 TCP 연결 설정 시간 분포는 RFC2988에 명시된 TCP SYN 재전송 행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도 2와 도 3의 분포 분석과 RFC 2988에 기초하여 몇 개의 타임아웃 값을 선택하고 그 영향을 조사한

다.

이전에 가정한 바와 같이 패킷 인스펙션 컴퓨터는 새로운 TCP SYN 패킷 마다 하나의 세션 엔트리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이 플로우에 대한 패킷이 도착할 때 마다 이 연결의 진행 상태를 갱신, 기록한다. 초기의 미완성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

나면 해당 엔트리는 삭제된다. 우선 도 3에서의 관찰을 기초로 하여 tlast = 1 로 설정한다. 보다 높은 연결 설정 완료 비율

(completion rate)을 위하여 타임아웃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지만 도 3에서 본 바와 같이 값을 2초로 바꾼다 하여도 연결 완

료 비율은 단지 2.5%P 증가할 뿐이다. 또한 타임아웃을 추가적으로 1초 증가시킬 때마다 초당 공격 패킷 수만큼 더 많은

미완성 엔트리가 만들어지게 되므로, 발생하는 위험도에 비해 얻는 이익이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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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 2는 최대 허용 SYN 재전송 회수에 따른 연결 타임아웃 시간의 길이와 연결 설정 완료 비율의 관계를 나타낸 도표이다.

표 2는 RFC2988과 BSD기반 구현을 고려하여 선정한 몇 개의 타임아웃 값이 연결 완료 비율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BSD기반 구현은 연결설정 타이머가 75초에, 즉 4번째 SYN 전송 3초 전에 만료되기 때문에 총 3번의 SYN 전송만이 허용

된다. RFC2988이든 BSD이든 타임아웃 값 τ=10 이면 연결 완료 비율이 1에 가깝다. 또한 4≤τ≤10 에서는 약간의 변화만

을 보인다. 예를 들면 τ를 4에서 7로 바꾼다면, 즉 BSD기반 시스템에 대하여 한번의 SYN 재전송을 허용한다 해도 이 추가

적인 3초 동안 0.57%의 연결 완료 비율이 증가를 얻을 뿐이다. 반면 도 2에서 보았듯이 τ는 1보다 적으면 연결 설정에 상

당히 크게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연결 설정 시간 타임아웃 값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

음과 같다.

타임아웃 값은 (R+T)로 지정하되 R은 SYN 재전송 허용 회수에 따라 0,3,9를 선택하고 T는 1≤T≤2 를 만족시키는 값 중

에서 허용하고 싶은 왕복 지연에 따라 선택한다.

예를 들면 디폴트 타임아웃 구성은 4(즉, R=3, T=1)로 줄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 하에서 스테이트풀 패킷 인스펙션 컴퓨

터는 주어진 목표 완료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타임아웃 값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대로 동적 메모리 이용률이 경계점

(threshold)를 넘게 되면 이용률이 경계점 아래로 내려가도록 타임아웃 값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 4는 타임아웃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제거되는 엔트리 수가 세션 테이블의 크기에 주는 영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4와 같은 결과 그래프를 얻기 위하여,주기적으로 세션 테이블을 검사하여 타임아웃이 된 미완성(embryonic) 연결 단계

에 있는 엔트리를 제거하고 제거된 엔트리 수를 기록한다. 도 4에 나타난 날카로운 스파이크(spike)들은 DoS 공격 시도들

이다. 나머지는 정상 트래픽과 스캔 트래픽으로 볼 수 있다. (트레이스를 살펴보면 약한 DoS 공격과 스캔은 거의 매 분 관

찰된다[17]). 도면에서 우리는 타임아웃 값이 클수록 삭제되는 연결이 적어지고 따라서 더 많은 연결 설정이 완료되지만

지워지는 연결의 절대적인 수에 비교하면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초 이후에는 타임아웃이 더 길어져도 연결 완료 비율 증가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삭제되는 미완성 엔트리들은

아무리 τ를 증가시키더라도 연결을 완성하는 상태에 결국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조적으로 세션 테이블의 요구되는 크기는 τ 값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도 5는 타임아웃 값에 따른 세션 테이블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아래로부터 각 곡선은 τ를 1, 4, 7, 10, 22, 31 로 변화시키면서 살펴본 시간에 따른 세션 테이블 크기이다. 최악의 경우 τ

가 31일 때 엔트리의 개수는 τ가 1일 때의 수의 14배, τ가 4일 때의 6배가 된다. 따라서 τ 값이 적을수록 공격 트래픽 하에

서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DoS 공격은 타임아웃이 길어질수록 더 강력하게 인스펙션 컴퓨터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션테이블의 엔트리의 개수가 τ값에 비례하고 또한 공격의 강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즉

xt를 시간 t에 있어서의 합법적인 연결 엔트리의 수이고 λ는 공격 속도라 할 때 세션테이블에서 시간 t에 존재하는 총 엔트

리 수 ct는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ct(τ) = xt + λ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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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xt는 거의 τ의 함수라고 할 수 없다. 즉, 타임아웃 크기는 합법적으로 연결된 엔트리 수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

는다. 왜냐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법적인 연결은 대부분 타임아웃 이전에 설정되기 때문이다. 식 우변의 둘째 항

은 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0이 아닌 값을 가진다.

수학식 1과 도 5로부터 세션 테이블에서 공격 플로우가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5에서 t=800 일 때

DoS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 시점에서 도 5에서 주어지는 ct(1)≒10,000과 ct(10)≒55,000을 수학식 1에 대입하면 수학식

2와 같은 연립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수학식 2

xt + λ= 10,000

xt + 10λ= 55,000

이 연립 방정식을 풀면 xt=λ=5,000 가 구해진다. 이것은 τ=1일 때조차도 공격에 의한 엔트리 개수가 5,000(=λτ)으로 세

션 테이블의 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학식 1에 xt=λ=5,000, τ=31을 대입하면 ct(31)=160,000 로 도 5의 실제

측정치와 3%정도 오차가 있다. t=800 에서 10초 간 삭제되는 추정 엔트리 개수는 10λ=50,000으로 도 4의 측정치와 거의

같다.

본 트레이스에서는 공격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가장 강력한 공격도 공격 비율이 5,000 패킷을 넘지 않는다 [17].

하지만 잘 조직된 분산 DoS 공격이나 대규모 웜 에피데믹 (epidemic) 트래픽에 노출되면 세션 테이블 크기의 증가는 감당

하기 힘들 수 있다. 예를 들면 SQL Slammer 전염 시와 같이 초당 26,000 공격 패킷에 강타당하는 10개의 감염 호스트가

있으면 τ=100일 때 2천6백만 공격 엔트리가 세션 테이블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이다. 설정

완료 비율을 증가시키고자 TCP 플로우의 미완성(embryonic) 상태를 더 오래 허용한다면, 연결 설정 비율은 실상 거의 높

이지 못하면서 스테이트풀 패킷 인스펙션 컴퓨터만 메모리 고갈과 룩업 (lookup) 성능 저하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연결 설정 미완성 상태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추천한 타임아웃인 4초 또는 10초 이상 지속되면 즉시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결론

스테이트풀 패킷 인스펙션은 방화벽, VPN, 침입탐지, 네트워크 모니터링, 트래픽 측정 등 의 네트워크기반 장비나 연산에

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 공격이 더 빈번해지고 더 강력해질수록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은 메모리 급증에 취약하

다. 본 발명은 네트워크 공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패킷 인스펙션 컴퓨터를 위한 메모리 관리를 위한 기

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공격은 각 공격 패킷마다 세션 테이블에 엔트리를 만들도록 하는데, 공격 패킷들은 각자 하나의 플로우로 인식되

고, 더욱이 그 도착 비율이 보통 높기 때문에 스테이트풀 패킷 인스펙션 컴퓨터에 문제를 일으킨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이 현상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공격에 직면하여 메모리 오버플로우에 의한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기능이

중단될 위협에 놓이게 된다. 이 공격이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장비에 대한 공격이 아닐지라도 이 현상은 발생한다.

본 발명에서는 TCP 프로토콜 명세와 실제 패킷 트레이스 분석을 기초로 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타임아웃이 공격에 의해

생성된 세션 엔트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명시적으로 4 내지 5초의 타임아웃은 정상

연결 완료 비율이 99%를 넘으면서 세션 테이블 크기를 제한하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10초보다 긴 타임 아웃 값은 공

격 하의 메모리 오버플로우의 기회를 증폭시키는 반면, 1초보다 적은 타임아웃은 정상적인 플로우에 대한 연결 완료 비율

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타임아웃은 (R+T)로 지정하되 R은 SYN 재전송 허용 회수에 따라 0,3,9를

선택하고 T는 1≤T≤2중에서 선택하여 (R+T) 이상 경과된 비활성의 미완성 TCP 연결을 세션 테이블에서 제거하도록 스

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를 구성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의 메모리

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룩업 성능을 유지하며, 공격 하에서도 계속 동작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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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CP가 인터넷 트래픽의 90% 내외를 차지하고[20] 많은 공격에서 TCP 프로토콜이 사용되기 때문에[18] 본 발명

에서는 TCP 프로토콜을 사용한 공격에 의해 생성된 세션 엔트리, 특히 불필요한 미완성 TCP 세션 엔트리를 제거하는 것

에 초점을 두었다. 즉, 이미 연결이 설정되었으나 불활성인 (inactive) TCP 플로우는 TCP 프로토콜의 Keepalive 타이머

에 의해 연결 수준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고려치 않았다.

아울러, UDP를 이용하는 공격에 의한 세션 테이블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UDP 플로우의 타임아웃 가이드라인

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결(connection) 개념이 없는 UDP 플로우의 특성상 타임아웃은 UDP 플로우의 비활동 (inactivity)

시간 분포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는데, 백본 트레이스의 대량 분석 결과는 UDP 플로우의 비활동 시간 분포가 넓은 시간대

에 걸쳐져 있음을 보여준다 [14]. TCP처럼 배후에 프로토콜 다이내믹스가 있지 않은 UDP의 경우는 응용의 특성에 따라

비활동 시간이 결정되는데, 특별히 의미를 갖는 시간 값이 없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DP 트래픽은 통상 인터넷

에서 5% 내외에 불과하고, 공격 트래픽에서도 UDP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UDP 또한 고려치

않았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한 TCP 연결의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에 있어서의 보안성능 향상방법을 살펴 보았다.

다만, 비록 본 발명을 상술한 바와 같은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을 이러한 실시예와 도면의 범

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님은 명백하다. 즉,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아래에 기재되는 특허청구범위의 균등 범위 내에서 가해지는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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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TCP 연결의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에 있어서의 보안성능 향상방법을 사용하면,

호스트 간 TCP 연결을 위한 최적의 타임아웃 시간을 설정하여,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의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

하고, 룩업 성능을 유지하며, 네트워크 공격 하에서도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 계속 기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의 보안성능이 향상된다는 특징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TCP 연결의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에 있어서의 보안성능 향상방법으로서,

TCP 연결(TCP connection)이 형성된 제1 호스트와 제2 호스트 간에 존재하는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에서, 상기 제

1 호스트와 상기 제2 호스트 간에 발생하는 새로운 TCP SYN 패킷마다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세션 엔트리를 만드는 제1

단계와;

상기 제1 호스트와 상기 제2 호스트 간의 플로우에 대한 패킷이 상기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컴퓨터에 도착할 때마다 연결

진행의 상태를 갱신하는 제2단계와;

상기 제2단계에서 갱신된 연결 진행의 소요시간이 소정의 타임아웃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3단계와;

상기 제3단계에서 소정의 타임아웃(timeout)을 경과한 미완성(embryonic) 연결단계의 세션 엔트리를 제거하는 제4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타임아웃은, 상기 제1 호스트로부터 상기 제2 호스트로의 성공적인 SYN 패킷 전송시각과, 상기 성공적인 SYN 패킷

전송에 대응하는 상기 제2 호스트로부터의 상기 제1 호스트의 SYN/ACK 패킷 수신시각과의 시간차인 패킷 왕복시간

(roundtrip time)과; 상기 제1 호스트로부터 상기 제2 호스트로의 SYN 패킷 전송 성공을 위하여 SYN 패킷이 재전송됨에

따른 SYN 패킷 재전송 지연시간을 합산한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TCP 연결의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에 있어서의 보안성

능 향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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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테이블 상의 엔트리의 개수가 소정의 경계점(threshold)을 넘는 경우에, 상기 패킷 왕복시간을 감소시키는 것

또는 상기 SYN 패킷의 재전송 회수를 감소시키는 것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써 미완성 연결단계의 세션 엔트리를 제거하여

상기 세션 테이블 상의 상기 엔트리의 개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TCP 연결의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에 있어서

의 보안성능 향상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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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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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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