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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할당된 다수의 어드레스를 갖는 제 2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사용가능한 어택 서명

(attack signature)을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로부터의 요청으로부터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이 방법은 제 3 데이터 네

트워크 내의 다수의 비할당 어드레스(unassigned address)로 어드레싱된 데이터 트래픽을 상기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로

부터 수신하는 수신 단계와, 상기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의 몇 개의 사건들을 공통 데이터 패턴에 대해서 검사하는 검사 단

계와, 상기 공통 데이터 패턴을 발견한 후에, 상기 제 2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어택을 검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상기 어

택 서명을 상기 대응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부터 결정하는 결정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할당

된 다수의 어드레스를 갖는 제 2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사용가능한 어택 서명을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로부터의 요청으로부

터 생성하는 방법을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프로세서에 로딩되어 전술한 어택 서명 생성

방법을 수행하도록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자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검출된 어택을 처리할 시에 엔티티를 지원하는 방법도 제공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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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어택(network attack)을 검출할 시에 사용되는 어택 서명(attack signature)의 생성 및 데

이터 네트워크 상에서 어택 서명을 생성하는 방법,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 소자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인터넷은 다수의 상호접속된 데이터 네트워크로 형성된 광대역 데이터 네트워크이다. 동작시에, 인터넷은 원격 위치 데이

터 처리 시스템들의 범위 간에 데이터 통신을 구현한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각각은 통상적으로 CPU, 메모리 서브

시스템, 입출력 서브시스템 및 CPU에 의해서 실행되며 메모리 서브시스템 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인터넷에 접속된 최종 사용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간단하게 클라이언

트로서 지칭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액세스하는 웹 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호스팅(host)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서버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간단하게 서버로서 지칭된다. 최종 사용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호

스팅 데이터 처리 시스템 간의 인터넷을 통해서 확립된 서버-클라이언트 관계가 존재한다.

인터넷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전자적으로 실행되는 상업적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중요한 통신 네트워크가 되었다. 인

터넷으로의 액세스는 통상적으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서 이러한 엔티티들로 제공된다. 각각의 ISP는

통상적으로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가 가입한 네트워크를 동작시킨다. 각 클라이언트에는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가 제공된

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상의 각 서버에도 어드레스가 제공된다. ISP에 의해서 운영되는 네트워크는 라우터로 지칭되는

전용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속된다. 동작 시에, 라우터는 입력 통신 트래픽을 인터넷에서 네트워크

상의 IP 어드레스 및 셀폰 어드레스(전화 번호)와 같은 특정 어드레스로 향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라우터는 출력 통신 트

래픽을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상의 특정 어드레스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수많은 데이터 네트워크 사용자로 인해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전자적 어택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어택은 컴퓨터

바이러스 어택, "웜(worm)" 어택 및 서비스 수락 거부 어택(DOS 어택)을 포함한다. 웜 어택 및 DOS 어택은 통상적으로 네

트워크의 성능을 상당히 저하시킨다. 이 네트워크에 접속된 감염된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그 네트워크 내부에서 그 감염을

공개특허 10-2006-0013491

- 2 -



확산시키려 한다. 수많은 사용자가 이러한 시스템들이 감염되었음을 인식하지 않는다. 감염된 시스템에 대해서, 후속하는

감염 제거 단계에 앞서서 침입 검출 단계가 네트워크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행될 수 있다. 침입을 검출하기 위해서,

침입 검출 시스템은 기지의 어택을 분석함으로써 발생하고 이러한 어택을 특성화하는 이른바 어택 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몇몇 침입 검출 시스템은 몇 개의 어택 서명을 포함하며 이러한 어택 서명과 데이터 트래픽을 비교하여 이 데이터 트래픽

이 어택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US 2002/0143963 A1 호는 HTTP 리퀘스트 형식으로 침입 어택으로부터 웹 서버의 보호를 개선하는 장치를 개시한다.

이는 알려진 해커의 최소한의 파일, 파일 카테고리 및 주소를 포함할 수 있는 사전규정된 어택 서명 목록과 입력 요청을 비

교함으로써 성취된다. 이어서, 긍정적인 비교가 결정되면 요청이 거절된다. 또한, 웹 서버에게는 잠재적 손상의 강도 및 소

정의 요청자로부터의 거절된 요청의 빈도에 따라서 잠재적 차후 동작에 대한 거절된 요청과 관련되어 제공된 관련 데이터

가 통지된다.

어택 서명을 생성하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해커 메일링 목록을 모니터링하고 검출하기를 원하는 어택에 응답하여

어택 서명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ACM Transactions on Information and System Security(TISSEC), 3(4):227-

261,2000 에서 Wenke Lee 및 Salvatore J.Stolfo 에 의한 "A Framework for Constructing Features and Models for

Intrusion Detection Systems"는 어택 실례로부터 어택 서명을 학습하는 방법을 개시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통상적으로

어택의 실례가 존재하고 따라서 그들의 특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적합한 어택 실례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라서, 제 1 데이터 네트워크 상의 요청으로부터 제 2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기 위한 어택 서명을 생성하

는 방법이 제공되며, 이 방법은 제 3 데이터 네트워크 내의 다수의 비할당 어드레스로 어드레싱된 데이터 트래픽을 상기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하는 수신 단계와, 공통 데이터 패턴에 대해서 상기 수신 단계에서 수신된 상기 데이터

트래픽의 몇 개의 사건을 검사하는 검사 단계와, 상기 공통 데이터 패턴을 발견한 후에 상기 제 2 데이터 네트워크 상에서

어택을 검출할 시에 사용되는 어택 서명을 상기 대응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부터 결정하는 결정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어택 서명 생성 단계는 비할당 어드레스로 향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선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 어택이

될 확률이 높다는 사상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택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어택 검출 결과를 낳

는 것으로 기대되는 보다 많은 어택 서명이 생성된다.

용어 "비할당"은 본 명세서에서 어택 서명을 생성하거나 침입을 검출하는 장치가 아닌 다른 물리적 디바이스로 할당되지

않는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실행하도록 설계된 장치는 본 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상기 "비할당" 어드레스로 실제로 할당되는 디바이스일 것이다. 이들 어드레스는 서명 생성 또는 침입 검출 기능 이외의 다

른 기능을 갖는 임의의 디바이스로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비할당 상태에 있다. 이로써, 이러한 할당되지 않는

어드레스로 어드레싱된 데이터 트래픽은 상기 장치에 의해 수신되며 청구된 방법을 받게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방법은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 내에 포함된 요청을 전송한 소스에 대한 응답을 스푸핑

(spoofing)하는 응답 단계를 포함한다. 이로써, 보다 많은 정보가 그 요청의 소스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상술한 응답 단계는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에 의해 사용된 프로토콜의 타입에 의존하는 선택 기준을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몇몇 프로토콜에서, 이미 수신된 요청은 공통 데이터 패턴에 대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에 스푸핑된 응답을 소스로 전송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 트래픽의 사건이 오직 스푸핑된 응답에 응답하는 소스 및 응답 단계를 받지 않는 소스로부터로만 선택되는 경우에,

어택 서명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감소가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감소는 데이터를 실제 어택일 될 확률이 높은

사건 및 처음 봐서는 어택처럼 보이는 이른바 폴스 포지티브(false positives)인 데이터 트래픽의 무결하지 않는 사건으로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이러한 선택은 서명 생성 방법에서 다수의 폴스 포지티브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검사 단계는 그 데이터 트래픽의 소스 어드레스, 소스 포트, 프로토콜 타입 및 수신지 포

트 중 하나일 수 있는 접속 속성에 따라서 사건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접속 속성 값에 따른 이러한 클러스터링은 보

다 많은 사건이 클러스터에 속할수록 그 데이터 트래픽이 실제 어택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택으로서 데이터 트래픽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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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결정 단계는 공통 데이터 서브스트링을 사건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단계 및 그 수가 사전

결정된 수를 초과하는 데이터 서브스트링을 어택 서명으로서 규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

는 데이터 서브스트링을 나타내는 가장 큰 클러스터가 어택 서명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이 데이터 서브스트링의 빈도는

여기에서 참 어택이며 폴스 포지티브가 아닌 어택이 될 확률의 다른 표시자로서 사용된다. 이와 동시에, 가장 큰 클러스터

는 그들의 빈도로 인해서 시스템 사용자에게 보다 큰 위험을 나타내는 어택을 표현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어택 서명은 제 2 데이터 네트워크로 할당된 또한 침입 검출기로서 지칭되는 침입 검출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러한 침입 검출기는 이어서 이 어택 서명을 그의 서명 라이브러리로 통합시키고 이를 사용하여 이

를 데이터 트래픽과 비교하여 어택 식별 및 처리를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 1 데이터 네트워크 및 제 2 데이터 네트워크는 서로 접속되며 이로써 어택 서명을 생성

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트래픽은 제 2 데이터 네트워크로 가는 데이터 트래픽의 일부가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에서, 두 네트워크는 단일 구성 또는 심지어 동일할 수 있다. 또한, 제 3 데이터 네트워크는 제 2 데이터 네트워크로 접속될

수 있거나 제 2 네트워크와 동일할 수 있다.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는 데이터 트래픽이 제 1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제 3 데이

터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로 향할 수 있도록 제 3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속될 수 있다. 상술한 데이터 네트워크 중 임의의

것도 다른 네트워크의 슈퍼네트워크 또는 서브네트워크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방법은 어택 식별 절차와 결합되며 또한 할당되지 않는 어드레스로 어드레싱되는 데이

터 트래픽을 제 2 데이터 네트워크 상에서 수신하는 단계와,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에 대해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을 검사

하는 단계와,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의 검출 후에 경보 신호(alert signal)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로써, 생성된

어택 서명은 어택을 식별하는데 사용되는데, 할당되지 어드레스로 향하는 데이터 트래픽 사건이 선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며 생성된 어택 서명과의 매칭 테스트를 받는다. 그러므로, 비할당 어드레스로 향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사용하는 절차

는 어택 식별을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번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경보 신호의 생성 후에,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할

당된 어드레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그 네트워크 상의 수신지 어드레스로 라우팅된다. 그러므로, 어택의 소스는

일반 어택 소스로서 마킹되며 그로부터 도달하는 트래픽은 감염 제거 서버로 재라우팅된다. 트래픽이 처음에 향하는 시스

템은 그 트래픽으로부터 분리되며 이로써 보호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경보 신호의 생성 후에, 경보 신호는 감염 제거 어드레스로 전달되고, 경보 신호는 검출된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보 신호는 어택의 타입, 이러한 종류의 어택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등과 같은 감염 제거 서버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더 포함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경보 신호는 또한 어택의 근원

이 되는 시스템의 어택 또는 감염 제거를 처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할당된 다수의 어드레스를 갖는 제 2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기 위

한 어택 서명을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로부터의 요청으로부터 생성하는 장치가 제공된다. 이 장치는 제 3 데이터 네트워크

내의 다수의 비할당 어드레스로 어드레싱되며 입력 인터페이스에 도달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하고, 공동 데이터 패턴에 대해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의 몇 개의 사건을 검사하며, 이러한 데이터 패턴을 발견한 후에

그 대응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부터 제 2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어택을 검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어택 서명을 결정하

는 서명 생성기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장치는 적어도 임시적으로 그 내부에 어택 서명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한다. 이 장치는 바람

직하게는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 내에 포함된 요청을 전송하는 소스에 대한 응답을 스푸핑하도록 설계된다. 이 응답은 제 1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로 전송될 수 있다. 제 1 출력 인터페이스는 바람직하게는 그 네트워크에

접속된 입력 인터페이스와 결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장치는 스푸핑된 응답에 대해 응답하는 소스 및 스푸핑된 응답을 받지 않은 소스에서만 데이터

트래픽의 사건을 선택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장치는 데이터 트래픽의 소스 어드레스, 소스 포트, 프로토

콜 타입 및 수신지 포트와 같은 접속 속성에 따라서 그 사건을 분류하도록 설계된다. 보다 바람직한 실시에서, 어택 서명은

공통 서브 스트링을 갖는 사건의 개수를 카운팅하며 그 개수가 사전결정된 개수를 초과하는 데이터 서브스트링을 어택 서

명으로서 규정하는 카운터를 포함하는 장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이 장치는 바람직하게는 어택 서명을 제 2 데이터

네트워크로 할당된 침입 검출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제 2 출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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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장치는 제 3 데이터 네트워크의 비할당 어드레스로 어드레싱된 데이터 트래픽을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하며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에 대해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을 검사하고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

터를 검출한 후에 경보 신호를 생성하는 침입 검출 센서 또는 침입 검출기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장치는 침입 검출기에 접속되어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

템으로 할당된 어드레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데이터 네트워크 중 하나 상의 감염 제거 어드레스로 라우팅하는

라우터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장치는 감염 제거 어드레스로 할당된 감염 제거 서버를 더 포함한다. 이 감염 제거 서

버는 경보 신호를 수신하면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할당된 어드레스로 주의 신호

(warning message)를 전송하도록 설계된다.

본 발명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프로세서 내에 로딩되어 프로세서로 하여금 상술된 바와 같이 데이터 네트워크 상의 어택

을 검출하는 방법을 수행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자로 더 확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은 감염 제어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 또는 실행 보조를 위해서 사용되는 인스트럭션을 제공함으로써 검출된 어택을

처리할 시에 엔티티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확장된다. 네트워크 소유자는 제 2 통신 네트워크로 접속된 그들의 자원을 어택

으로부터 보호하는 서비스를 자양으로 제공하는 전문가 및 능력을 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이러한 엔티티가

네트워트 접속을 통해서 바람직하게는 멀리서 외부로부터 필요한 기능을 수신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지원 단계는 그러므

로 이러한 접속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기능을 포함하는 신호 생성 장치 또는 어택 식별 장치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은 검출된 어택의 상황에서 데이터 트래픽의 경보, 감염 제거, 재라우팅, 기록 및 폐기 중 하나와 연관된 정보를 포

함하는 보고를 엔티티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장된다. 다시 한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러한 보고는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서 침입 검출기 또는 서명 생성 장치에 의해서 발행 및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생성된 어택 서명마다 엔티티를 청구(billing)하는 것과 어택 서명 생성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확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청구될 청구액은 검사된 데이터 트래픽의 양, 서명 생성을 위해서 사용된 클러스터의 크기,

모니터링된 어드레스의 개수 또는 어택 서명 생성의 복잡성을 표시하는 다른 파라미터와 같은 입력 기술적 파라미터를 사

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산된다.

본 발명은 어택 서명 생성 및/또는 어택 식별을 어택 서명 생성 또는 처리 시의 단계들 중 적어도 하나의 실행을 위한 엔티

티를 청구하는 것과 결합하는 방법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여기서 청구될 청구액은 바람직하게는 네트워크의 크기, 모니터

링된 비할당 어드레스의 개수, 모니터링된 할당된 어드레스의 개수, 검사된 데이터 트래픽의 양, 식별된 어택의 개수, 생성

된 경보의 개수, 식별된 어택의 서명, 재라우팅된 데이터 트래픽의 양, 성취된 네트워크 보호 정도 또는 엔티티의 거래액

(turnover) 중 하나에 따라서 결정된다.

몇 개의 엔티티에 대해서 서명 생성, 서명 전송 및 어택 식별을 제공하고 엔티티 중 다른 엔티티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의

실행을 위해서 엔티티 중 하나에 대해 상기 방법의 실행으로부터 파생된 기술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특히 유리하다.

서명 서명이 제 2 네트워크의 소유자와 같은 특정 엔티티에 의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생성될 뿐만아니라 다수의 엔티티를

위해서 생성된다면, 특히 이들 엔티티의 네트워크들이 제 1 데이터 네트워크, 제 2 데이터 네트워크 및 제 3 데이터 네트워

크 중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분으로 접속되면, 자원이 크게 절감되는 것이 예상된다. 이 서명 생성 방법은 바람

직한 실시예에서 생성된 서명을 이용할 시에 바람직하게는 그 유사 정도로부터 유도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엔티티를 선정

하는 선정 단계를 포함한다. 어택가능성에 대해 몇 개의 엔티티의 인프라스트럭처적 구성 요소가 유사하면 할수록 이들 엔

티티들이 동일한 타입의 어택일 확률이 더 높으며 동일한 타입의 어택 서명을 수신할 필요가 같아진다.

본 발명은 엔티티에 대한 서명 생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

으로 할당된 다수의 어드레스를 가지며 엔티티에 의해 사용된 제 2 데이터 네트워크 내에 사용되기 위한 어택 서명을 제 3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속된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로부터의 요청으로부터 생성하는 서명 생성기를 제 3 데이터 네트워크로

접속시키는 단계와, 상술된 서명 생성 방법의 사용 하에서 어택 서명을 생성하도록 서명 생성기를 셋업하는 단계와, 제 2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속된 어택 식별 디바이스로 상기 생성된 어택 서명을 전송하도록 상기 서명 생성기를 셋업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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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네트워크 상에 비할당 어드레스가 보다 많을 수 있다.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서명 생성기는 비할당

어드레스로 향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위해서 네트워크에 주의를 기울인다. 비할당 어드레스 중 하나로 전송된 요청이 검출

되는 경우에, 서명 생성기는 그 요청이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이미 전달한 사전결정된 프로토콜 타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스푸핑할 수 있다. 이 비할당 어드레스는 서명 생성 또는 침입 검출이 아닌 다른 기능을

갖는 디바이스에 의해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어드레스에서 가령 서버를 접촉하려는 시도는 선험적으로 문

제가 있다. 따라서, 서명 생성기는 스푸핑된 응답에 대한 응답에 주의를 기울이며 서명 생성 프로세스를 위해서 상기 응답

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다음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오직 예시적으로만 설명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의 블록도,

도 3은 침입 검출기의 블록도,

도 4는 침입 검출기와 연관된 흐름도,

도 5는 서명 생성기의 블록도,

도 6은 서명 생성기와 연관된 흐름도,

도 7은 침입 검출기를 위해서 동작하는 서명 생성기의 블록도.

실시예

도 1에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CPU(1), I/O 서브시스템(20) 및 메모리 서브시스템(40)을 포함하며, 이들 구성 요소들은

모두 버스 서브시스템(30)에 의해서 상호접속된다. 메모리 서브시스템(40)은 RAM, ROM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광 디

스크 드라이브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저장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입출력 서브시스템(20)은 디스플레이, 프

린터, 키보드 및 마우스, 트랙 볼 등과 같은 포인팅 디바이스 및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하나 이

상의 유사한 시스템 및/또는 주변 디바이스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접속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러한 네트워크에 의해 상호접속된 이러한 시스템 및 디바이스의 결합은 그 자체로 분산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분산형 시스템은 그 자체로 추가적인 데이터 네트워크와 상호접속될 수 있다.

메모리 서브시스템(40) 내에는 CPU(10)에 의해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50) 및 데이터(60)가 저장된다. 프로그램

코드(50)는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90)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80)를 포함한다. CPU(10)에 의해서 실행될 때에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90)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80)가 실행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도 2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네트워크 내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할당하기 위한 다수의 어드레스(100)를

갖는 데이터 네트워크(100) 또는 이른바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가 제공된다. 이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는 다수의

할당가능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어드레스(110)를 갖는다.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는 라우터(130)를 통해서 제 1 데이

터 네트워크(120)로서 지칭되는 인터넷(120)으로 접속된다. 라우터(130)는 데이터 패킷 내에서 특정된 어드레스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120)과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 간에서 데이터 패킷의 형태로 통신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작

업을 적절하게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전용된 도 1을 참조하여 상술된 바와 같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

다.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 상의 어드레스(110)의 제 1 그룹(140)은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자에 속하는 시스템(150)으

로 할당된다. 각 시스템(150)은 도 1을 참조하여 상술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일 수 있다.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 상의

어드레스(110)의 제 2 그룹(160)은 비어 있는데, 즉 할당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드레스(110)의 제 2 그룹(160)

은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와 같은 사용자 시스템(150)으로 할당되지 않는다. 침입 검출 시스템(IDS)(170)은 또한 제 3 데이

터 네트워크(100)로 접속된다. IDS(170)은 또한 라우터(130)에 접속된다. IDS(170)의 세부 사항은 이하에서 제공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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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우터(130)는 감염 제거 서버(180)에 접속된다. 감염 제거 서버(180)는 도 1을 참조하여 상술된 바와 같은 데이터 처

리 시스템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 라우터(130) 및 인터넷(120)은 서명 생성기(190)에 접속되며 이 서명 생성기는 침입

검출기(170)에 또한 접속된다.

도 3에서,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IDS(170)은 도 1을 참조하여 상술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포함한다. IDS

(170)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80)는 침입 검출 코드(200)를 포함한다. IDS(170)의 메모리 서브시스템(170) 내에 저

장된 데이터(60)는 어택 식별 데이터(210) 및 감염 제거 데이터(220)를 포함한다. 또한, 데이터(60)는 제 3 데이터(100)

상의 어드레스가 할당되지 않으며 제 2 그룹(160)에 속하며 제 3 데이터(100) 상의 어드레스가 데이터 처리 시스템(150)

으로 할당되고 제 1 그룹(140)에 속하는 레코드를 포함한다. 이 레코드는 다른 어드레스가 할당되거나 기존의 어드레스 할

당이 제거될 때마다 갱신된다. 어택 식별 데이터(210)는 알려진 어택을 식별하는 서명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감

염 제거 데이터(220)는 각 어택의 성질, 각 어택으로 감염된 시스템의 감염을 제거하는 방법, 정상적인 네트워크 접속을 재

개하는 방법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어택 식별 데이터(210) 및 감염 제거 데이터(220)는 상호 참조된다. CPU(10)

에 의해서 실행될 때에 침입 검출 코드(200)는 도 4에 도시된 흐름도에 따라서 동작하도록 IDS(170)를 구성한다.

도 4에 도시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동작 시에, IDS(170)는 비할당 어드레스(160)로 어드레싱되며 할당된 어드레스

(140)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제 3 네트워크(100) 상에서 수신한다. IDS(170)는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에 대해

서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을 수신한다.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의 검출 후에, IDS(170)는 경보 신호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경보 신호의 생성 후에,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할당된 어드레

스(140)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 상의 감염 제거 어드레스로 재라우팅된다. 특히 바람

직한 실시예에서, IDS(170)는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에 주의를 기울이며 비할당 어드레스(160)로 향하는 트래픽을

수신한다. 구체적으로, 블록(300)에서, IDS(170)는 제 3 네트워크(100) 상의 어드레스(140)로부터 전송된 요청을 검사하

여 블록(310)에서 그 요청이 비할당 어드레스(160) 중 하나를 수신지 어드레스로 지정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 요청

이 비할당 어드레스(160) 중 하나를 지정하지 않으면, 블록(320)에서 IDS(170)는 다음 요청을 검사할 것을 대기한다. 그

러나, 그 요청이 비할당 어드레스(160) 중 적어도 하나를 지정하면, 블록(330)에서 IDS(170)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스푸

핑한다.

식별은 IDS(170)로 비할당 어드레스를 할당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이로써 비할당 어드레스로 향하는 임의의 트래픽

도 IDS(170)로 자동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응답은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 상의 소스 어드레스로 전송된다. 비할당 어드레스(160)는 어택을 위해서 검사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령 이러한 어드레스에서 시스템을 접촉하려는 시도는 선험적으로 문제가 있다.

블록(340)에서, IDS(170)은 스푸핑된 응답에 대한 응답에 주의를 기울인다. IDS(170)는 어떠한 응답도 사전결정된 기간

내에 수신되지 않으면 타이밍 아웃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블록(320)에서 IDS(170)는 다음 요청을 검사할 것을 대기한다.

그러나, 응답이 수신되면, 블록(350)에서 IDS(170)는 의심이 가는 요청 및 응답을 메모리 서브시스템(40) 내에 저장된 어

택 식별 데이터(210)와 비교한다. 만일 블록(350)에서 비교 결과가 어택을 식별하는 것을 실패하면, 블록(320)에서 IDS

(170)는 다음 요청을 검사할 것을 대기한다. 그러나, 블록(350)에서 비교 결과가 응답 시에 진단가능한 어택을 검출하면,

IDS(170)는 소스 시스템(150)이 감염되었다고 결정한다. 따라서, 블록(360)에서 IDS(170)는 경보 신호를 생성한다. 경보

신호는 라우터(130)로 전송된다. 경보 신호는 라우터(130)로 하여금 감염된 시스템(150)으로부터의 모든 데이터 트래픽

을 감염 제거 어드레스로 향하게 한다. 이는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 상의 감염 제거 어드레스로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

터를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할당된 어드레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재라우팅 단계이다.

도 1에서,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감염 제거 서버(180)는 감염 제거 어드레스에 위치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예에서, 경보 신호 생성 후에, IDS(170)는 경보 신호를 감염 제거 어드레스로 전송한다. 바람직하게는 경보 신호는

검출된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경보 신호 생성 후에, 경보 단계는 감염 제거 어드레스로 경보 신호

를 전송하기 위해서 수행되며 바람직하게는 경보 신호는 검출된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IDS(170)는 메모리 서브시스템(40)에서 검출된 어택에 대응하는 감염 제거

데이터(220)를 수신한다. 블록(370)에서, IDS(170)는 검색된 감염 제거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보 신호를 감염 제거 서버

(180)가 위치한 감염 제거 어드레스로 전송한다. 이어서, 블록(320)에서, IDS(170)는 다음 요청을 검사하기를 대기한다.

각 요청, 응답 및 이 응답에 대한 응답은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 상에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트래픽 패킷으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어택의 서명을 하나 이상의 패킷을 걸쳐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감염 제거 서버(180)로 전송된 감염 제거 데이터(220)는 검출된 어택의 성질, 어택에 감

염된 시스템(150)의 감염을 제거하는 방법, 정상적인 네트워크 접속을 재개하는 방법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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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제거 데이터(220)를 IDS(170)로부터 수신한 후에, 감염 제거 서버(180)는 감염된 시스템(150)을 치료하며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를 복구하도록 설정된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감염 제거 데이터(220)는 어택의 성질을 나

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어서, 감염 제거 서버는 어택의 성질을 기반으로 하여 감염된 시스템(150)의 감염을 제거하

고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를 복구하기 위한 다수의 사전저장된 기술 중 하나를 선정하여 이 선정된 기술을 실행한다.

이 어택은 수 많은 상이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 제거 및 네트워크 복구를 위한 대응하는 기술은 어택 간에

서 광범위하게 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감염 제거 데이터를 수신한 후에, 감염 제거 서버(180)는 주의 메시지를 감염된 시스템

(150)으로 전송한다. 주의 메시지는 감염된 시스템(150)의 사용자에게 그 시스템이 감염되었음을 알린다. 주의 메시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감염된 시스템(150) 내에 사전저장된 바이러스 제거 소프트웨어를 동작하여서 감염을 제거하거나 아니

면 감염을 분리시키도록 지시한다. 이와 달리, 주의 메시지는 감염된 시스템(150) 상에서 감염 제거 코드를 실행할 시에 사

용자를 보조하는 인스트럭션과 함께, 감염된 시스템(150)으로부터 어택을 제거하기 위한 감염 제거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

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주의 메시지는 사용자를 적절한 감염 제거 프로그램 코드가 제공되는 다른 웹 사이트로 향하

게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주의 메시지는 감염된 시스템 상에 로딩되어 자동 실행되어 사용자에게 투

명한 방식으로 감염을 제거 또는 분리하는 감염 제거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다. 다른 감염 제거 방식도 가능하다.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감염 제거 서버(180)는 도 1에서 참조하여 상술된 바와 같은 단일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구현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감염 제거 서버(180)는 다수의 상호접속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구현된

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들은 분산형 또는 "팜(farm)" 형태로 배치된다. 감염 제거 서버 내의 각 데이터 처리 시스템

은 상이한 어택을 처리하는데 전용된다. IDS(170)는 또한 다수의 통합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와 달

리, IDS(170) 및 감염 제거 서버(18)는 단일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통합될 수 있다.

감염된 시스템(150)으로부터 전송되고 라우터(130)에 의해서 감염 제거 서버(180)로 경로 재지정된 제 3 데이터 네트워

크(100) 상의 트래픽은 감염 제거 서버(180)에 의해서 기록 및/또는 폐기될 수 있다. 상술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 IDS(170)는 감염 제거 데이터를 감염 제거 서버(180)로 전송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일단 감염이 검

출되면, IDS(170)는 간단하게 라우터(130)로 하여금 트래픽을 감염된 시스템(150)에서 감염 제거 서버(180)로 IDS(170)

가 추가적으로 감염 제거 데이터(220)를 감염 제거 서버(180)로 제공하지 않고서 향하도록 할 수 있다. 이어서, 감염 제거

서버(180)는 간단하게 감염된 시스템(150)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저장지로서 기능하며 감염된 시스템(150)으로부

터 수신한 트래픽을 기록 및/또는 폐기한다. 기록 및 폐기는 감염 제거 서버(180)에 의해서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의

운영자에게 보고된다. 이러한 보고는 주기적으로 또는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보고는 가령 운영자 콘솔을 통

해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가령 출력 인쇄와 같은 다른 보고 기술도 가능하다. 이러한 보고를 수신한 후에, 운영자는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의 감염을 제거하거나 이와 달리 억제하는 등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도 5에서, 서명 생성기(190)는 어느 정도 IDS(170)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서명 생성기(190)는 도 1을 참조하여

상술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포함한다. 서명 생성기(190)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80)는 서명 생성 코드(230)를 포함

한다.

서명 생성기(190)의 메모리 서브시스템(40) 내에 저장된 데이터(60)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포함한다.

1. IDS가 캡쳐하는 요청 데이터, 즉 요청과 함께 도달하는 데이터.

2. 응답 데이터, 즉 어떠한 응답 타입이 어떠한 요청 타입으로 스푸핑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데이터.

3. 스푸핑된 응답에 따라서 도달하는 응답 데이터.

데이터(60)는 또한 제 2 그룹(160)에 속하며 비할당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 상의 어드레스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

(150)에 할당되며 제 1 그룹(140)에 속하는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 상의 어드레스(110)의 레코드를 포함한다. 이 레

코드는 다른 어드레스가 할당되거나 기존의 어드레스 할당이 제거될 때마다 갱신된다.

서명 생성 코드(230)는 CPU(10)에 의해서 실행되어 도 6에 도시된 흐름도에 따라서 동작하도록 서명 생성기(190)를 구성

한다.

도 6에서, 동작 시에, 서명 생성기(190)는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의 비할당 어드레스(160)로 어드레싱되며 제 1 네트

워크(120)로부터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을 식별한다. 구체적으로, 블록(400)에서, 서명 생성기(190)는 인터넷(120)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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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수신된 요청을 검사하여 블록(410)에서 이 요청이 하나 이상의 비할당 어드레스(160)를 수신지 어드레스로 명시하는지

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에 이 요청이 비할당 어드레스(160) 중 적어도 하나를 명시하지 않으면, 블록(420)에서 서명 생

성기(190)는 다음 요청이 검사되기를 대기한다. 이 요청은 서명 생성기(190)에서 라우터(130)로 진행한다. 상술한 시퀀스

는 400.1 통과하는 경로로서 도 6에서 표시된다. 달리 말하면,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 내의 다수의 비할당 어드레스로

어드레싱된 제 1 네트워크(120) 상의 데이터 트래픽을 수신 및 식별하는 수신 및 식별 단계가 수행된다.

블록(410)에서의 상술된 수신 및 식별 단계와 달리, 서명 생성기(190)는 만일 서명 생성기(190)가 디폴트(default)마다 비

할당 어드레스(160)로 할당된다면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명 생성기(190)에 도달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규

정에 의해서 비할당 어드레스(160)로 향하며 프로세스는 블록(400)에서 블록(430)으로 도 6에서 400.2를 통한 경로로 표

시된 바와 같이 바로 점프한다. 이는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 내의 다수의 비할당 어드레스로 어드레싱된 데이터 트래

픽을 제 1 데이터 네트워크(120)로부터 수신하는 수신 단계이다.

이 요청이 비할당 어드레스(160) 중 하나를 명시하면, 이어서 블록(430)에서 서명 생성기(190)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스

푸핑한다. 이 응답은 인터넷(120) 상의 소스 어드레스로 전송된다. 그러므로, 응답 단계는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 내에 포함

된 요청을 전송한 소스에 대한 응답을 스푸핑하기 위해서 실행된다. 비할당 어드레스(160)는 서명 생성기(160) 이외의 다

른 디바이스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로써, 가령 이러한 어드레스에서 시스템을 접촉하는 시도는 선험적으로 문제가 있

다. 블록(440)에서, 서명 생성기(190)는 스푸핑된 응답에 대한 응답에 주의를 기울인다. 서명 생성기(190)는 어떠한 응답

도 사전결정된 기간 내에 수신되지 않으면 타이밍 아웃하며 이 경우에 블록(420)에서, 서명 생성기(190)는 다음 요청이 검

사되기를 대기한다. 그러나, 응답이 수신되면, 블록(450)에서 서명 생성기(190)는 서명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요청에 의해서 사용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응답 스푸핑 단계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서명 생성기(190)는

블록(430)에서 응답을 스푸핑하는 단계 및 블록(440)에서 응답에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를 건너 뛸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의

경우에, 최초의 응답이 스푸핑된 응답에 대한 응답에 대한 대체 응답으로서 사용된다. 그러므로, 응답 단계는 이러한 경우

에는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의 프로토콜의 타입에 의존하는 선정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선택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 선

정 기준은 또한 가령 반복 기준, 즉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이 이전의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과 동일한 것으로 식별되는지의

여부와 같은 프로토콜의 타입 이외의 추가적인 기준을 포함한다.

서명 생성 알고리즘은 제 3 데이터 네트워크 내의 다수의 비할당 어드레스로 어드레싱된 데이터 트래픽의 몇 개의 사건이

공통 데이터 패턴의 발생에 대해서 검사되는 검사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데이터 트래픽의 사건은 스푸핑된 응답에 대해 응답하는 소스 및 이 응답 단계를 받지 않

는 소스로부터만 선택된다. 달리 말하면, 비응답 소스로부터의 요청은 서명 생성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검사 단

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감소시킨다.

검사 단계는 데이터 트래픽의 소스 어드레스, 소스 포트, 프로토콜 타입 및 수신지 포트 중 하나와 같은 접속 속성에 따라

서 사건을 분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후에, 결정 단계에서 이러한 공통 데이터 패턴을 발견한 후에, 제 2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어택을 검출할 시에 사용하

기 위한 어택 서명을 대응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부터 결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결정 단계는 공통 데이터 서브스

트링을 갖는 데이터 트래픽의 사건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단계와 사정결정된 개수를 초과하는 개수를 갖는 데이터 서브스

트링을 어택 서명으로서 규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서브스트링 클러스터는 대응하는 데이터 서브스트링을 포

함하는 사건의 개수인 클러스터 크기로 구축된다. 이 클러스터 크기가 사전결정된 개수를 초과하면, 클러스터의 서브스트

링은 어택 서명으로서 규정된다.

다음 단락에서, 이러한 서명 생성 알고리즘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설명된다.

수신된 응답은 투플(tuple)들의 집합 S = {I<srci, dsti, dpti, requesti>i e I}이며 srci는 소스 어드레스이며 dsti는 수신지

어드레스이고 dpti는 수신지 포트이며 이는 통상적으로 특정 서비스와 관련되며 requesti는 비할당 어드레스 중 하나로 소

스가 전송되지만 결국에는 서명 생성기(190)로 도달하는 것의 요청이다. 수신지 포트는 또한 서비스 타입 dpti로 지칭된

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구 개의 기능을 갖는 서명 생성기(190)에서 수행된다.

1. 매 서비스 서명 발견(Find per-service sign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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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신지 포트에 의해서 집합 S 내의 투플들을 그룹화하고 각 수신지 포트 p를 이 포트 p에 대해 발행된 요청들의 집합

R(p) = {request j ┃<*, * , p, request j > in S}과 연관시킨다.

1.2 각 포트 p에 대해, 사전결정된 최소 길이를 갖는 모든 빈도가 있는 서브스트링을 R(p)) 내에서 발견한다. 이 빈도가 있

는 서브스트링은 포트 p 상에 동작하는 서비스에 대한 매 서비스 서명이다.

이 매 서비스 서명 발견 알고리즘은 발생하여 특정 포트로 향하는 요청을 모니터링하며 사전결정된 최소 길이의 빈도가 있

는 공통 서브스트링을 위해서 이들을 분석한다. 이 서브스트링은 그를 어택으로서 특성화하는 요청의 단편이다. 공통 서브

스트링을 갖는 요청은 동일한 타입의 어택을 표현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포트 특정 처리는 상이한 포트로 향하는 어택들이

통상적으로 너무 달라서 동일한 서명에 의해서 캡처(capture)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상이한 포트로 향

하는 요청에서 발생하는 공통 서브스트링은 동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어택의 일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포트 특정 처리로 인해서 서명은 폴스 포지티브(flase positive)의 확률을 감소시키는데, 즉 요청을 어택으로

서 잘못 식별하고 처리하는 확률을 감소시키며 이 요청은 실제적으로 무결하다.

상술한 매 서비스 서명 발견 알고리즘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 2 알고리즘에 의해 보완된다.

2. 어택-툴 서명 발견(find attack-tool signatures)

2.1 소스에 의해서 집합 S 내의 투플들을 그룹화하고 각 소스 s를 이 소스가 수행한 요청들의 집합 R'(s) = {request j

┃<s, *, * , request j > in S}과 연관시킨다.

2.2 각 R'(s)에 대해서, R'(s) 내의 모든 요청들을 이들이 매칭하는 매 서비스 서명으로 대체한다(1 참조). 매 서비스 서명

의 결과적인 집합 R*(s)는 어택-툴 서명이다.

이 알고리즘의 어택-툴 서명 발견 부분은 매 소스 그룹화를 이용하고 이들이 향하는 포트와 상관없이 그 소스로부터 입력

되는 요청을 분석한다. 이 방법은 어떠한 어택은 검출 검출기를 속이는 포트의 변경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이

경우에 어택 서명은 소정의 서브스트링과 함께 그의 소스에 의한 어택의 식별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알고리즘은 상이한 접촉된 수신지 어드레스의 개에 따라서 소스를 동적으로 가중치화하는 것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수정될 수 있다.

가령, 어택 서명으로 데이터 서브스트링을 규정하도록 초과될 사전결정된 개수의 데이터 서브스트링이 적응될 수 있다. 이

개수는 데이터 트래픽을 하나 이상의 수신지 어드레스로 향하게 하는 소스에 대해서 보다 낮게 되도록 선정될 수 있다. 특

히, 이 개수는 수신지 어드레스의 개수에 따라서 상호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트래픽이 보다 많은 어드레스로

향할수록 이 소스는 보다 문제가 많아 지며 데이터 트래픽이 실제 어택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또한, 소스의 관련된 알려진 특성에 따라 서명의 정확도를 동적으로 가중치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소정의 소스가 다

른 이전의 알려진 서명을 기반으로 하여 어택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 그 동알한 일관되지만 알려지지 않는 활동이

어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타이밍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어택은 종종 패키징된 해커 툴에 의해서 수행된다. 이러한 툴은 일반적으로 어택 시

퀀스를 임의적으로 되게 하지 않으며 이로써 타임 시퀀스 분석이 어택 뿐만 아니라 어택을 운영하는 툴도 결정할 수 있다.

서명 생성 알고리즘의 출력은 어택으로서 요청을 인식하기 위해서 침입 검출기(170)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어택 서명

이다. 이로써, 비할당 어드레스(160)로 향하는 요청에 대한 스푸핑된 응답에 대한 수신된 응답을 사용하여, 서명 생성기

(190)는 어택 서명으로 변환될 수 있는 패턴을 유도한다. 이들 어택 서명은 블록(460)에서 침입 검출기(170)로 전송되며

여기서 어택 서명은 어택 식별 데이터(210) 내부로 통합된다. 그러므로, 어택 서명을 제 2 데이터 네트워크로 할당된 침입

검출기(170)로 전송함으로써, 서명 생성기(190)는 IDS(170)에 의해 사용되는 어택 식별 데이터(210)를 갱신한다. 상술된

방법은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에서 어택 식별을 개선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제 2 네트워크에도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어택 서명이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로부터 입력되며 제 3 네트워크 내의 비할당 어드레스로 향하는 요

청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생성될 수 있지만, 동일한 어택 서명이 제 2 네트워크 내에서 침입 검출 방법을 위해서 사용되

기 위해서 제 2 네트워크로 전송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3 개의 네트워크가 개별적일 수 있지만, 상술된 방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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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조합으로 동작할 수 있으며, 이 네트워크 중 임의의 것이 하나 이상의 다른 네트워크에 무접속선적으로(seamlessly)

접속되거나 그 내부에 통합되거나 그의 일부가 되거나 그의 서브넷이 되거나 그의 슈퍼넷이 되거나 부분적으로 그와 동일

하거나 그와 단일한 구성을 가지거나 부분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제 2 데이터 네트워크 및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는 동일하다.

블록(450)에서의 서명의 생성은 다수의 수신된 요청 및/또는 스푸핑된 응답에 대한 응답을 기반으로 하여 바람직한 방식

으로 실행되었다. 응답을 스푸핑하고 응답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시퀀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요청의 경우에는, 블록

(400)에서의 이들 요청의 수신은 도 6에서 루프(401)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다수의 요청에 대해서 수행된다. 응답을 스푸

핑하고 응답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시퀀스를 필요로 하는 요청의 경우(블록 440)에는, 블록(400), 블록(430) 및 블록

(440)의 시퀀스가 도 6에서 루프(401)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다수의 요청에 대해서 수행된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는 블록(450)에서의 서명 생성 알고리즘의 실행을 포함하여 이후에 검사된 요청 및/또는 응답의 추

가적인 입력을 사용하여 이 알고리즘이 다시 수행된다. 이로써, 서명 생성 알고리즘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갱신된다.

서명 생성기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생성기는 인터넷과 직접적인 링크로 해서 배치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생성기

는 적대적인 어택 활동의 최대치를 받게 되며 상술한 알고리즘은 보다 많은 개수의 어택 서명을 유도할 수 있다. 일단 이

서명이 유도되면, 어택 서명은 IDS로 전송될 수 있다. 이러한 IDS는 또한 가령 방화벽 뒤에서 상이한 네트워크 구성 내에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인터넷으로 다수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접속시키는 라우터, 이 라우터와 서명 생성기에

접속되는 침입 검출 시스템(IDS) 및 라우터에 접속되는 감염 제거 서버를 포함하는 데이터 네트워크가 제공된다. 서명 생

성기에 의해 생성된 어택 서명을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 시스템 중 하나가 어택에 의해 감염되었음을 IDS가 검출하면, IDS

는 라우터로 하여금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어택으로부터 감염 제거 서버로 향하게 한다. IDS는 또한 감염 제거 데이터를

감염 제거 서버로 제공한다. 감염 제거 데이터는 감염의 성질, 감염 시스템을 치유하는 방법 및 정상적인 네트워크 접속을

재개하는 방법을 표시한다.

도 7에서, 3 개의 네트워크의 구성이 도시된다. 제 1 데이터 네트워크(120)는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에 접속되며 라우

터(130)를 통해서 제 2 데이터 네트워크(70)에 접속된다. 제 3 데이터 네트워크는 할당된 어드레스(140) 및 비할당 어드

레스에 할당되며 침입 검출기(170)에 접속된 서명 생성기(190)를 포함한다. 라우터(130)는 침입 검출기(170) 및 감염 제

거 서버(180)에 접속된다. 침입 검출기(170)는 또한 할당된 어드레스(71)를 갖는 제 2 데이터 네트워크(70)의 비할당 어

드레스에 할당된다. 상술한 것 중 임의의 것의 접속은 가용한 네트워크 중 임의의 것을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현

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제 3 데이터 네트워크 내의 비할당 어드레스(160)를 향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그의 서명 생성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어택 서명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서명 생성기(190)에 자동적으로 도달한다. 이 서명 생성기(190)에 도달한 데이

터 트래픽은 제 1 네트워크(120)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 내부로부터 나온다.

생성된 어택 서명은 서명 생성기(190)에 의해서 IDS(170)로 전송되며 이 IDS는 어택 서명을 사용하여 도달한 데이터 트래

픽의 사건을 어택으로서 식별한다. 다시, 서명 생성기(190)는 제 2 데이터 네트워크(70) 내의 비할당 어드레스로 할당되기

때문에, 제 2 데이터 네트워크(70) 내의 비할당 어드레스를 향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수신된 어택 서명을 사용하여 IDS

(170)에 의해서 어택 식별 프로세스를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또한, 여기서, IDS(170)에 도달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제 1

네트워크(120)에서 발생하며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 내에서 온다.

일단 어택이 상술한 바와 같이 식별되면, 침입 검출기(170)는 어택의 존재를 라우터(130)에 경보한다. 라우터(130)는 이

어서 어택의 식별된 소스로부터 도달하는 데이터 트래픽의 경로를 감염 제거 서버(180)로 바꾼다. 어택 형성 소스가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70) 내에 존재한다면, 이 소스는 감염 제거 프로세스를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엔티티에 대한 서명 생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이 방법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할당된 다

수의 어드레스를 가지며 엔티티에 의해 사용된 제 2 데이터 네트워크 내에 사용되기 위한 어택 서명을 제 3 데이터 네트워

크에 접속된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로부터의 요청으로부터 생성하는 서명 생성기를 제 3 데이터 네트워크로 접속시키는 단

계와, 상술된 서명 생성 방법의 사용 하에서 어택 서명을 생성하도록 서명 생성기를 셋업하는 단계와, 제 2 데이터 네트워

크에 접속된 어택 식별 디바이스로 상기 생성된 어택 서명을 전송하도록 상기 서명 생성기를 셋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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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서명 생성기는 "무서비스 서버"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이 생성기는 먼저 어떠한 실제적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않으면서 모든 입력 요청을 기록하고 모든 보안 관련 포트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보안 강화된 호스트이다는

것으로 특성화된다. 두번째로,이 생성기는 임의의 방식으로도 홍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성화되는데, 즉 어떠한 DNS 엔

티티, 웹 링크 또는 그로의 다른 포인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생성기가 홍보되지 않기 때문에, 서명 생성기를 접촉하는

머신은 근사한 확실성으로 도용할 타겟을 찾고 있는 해커 또는 웜이다. 서명 생성기가 모든 입력 요청을 기록하기 때문에,

해커 또는 웜이 사용하는 어택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명 생성기는 실제적 어택의 유리한 소스이며 이로부터 어택

서명이 자동적으로 유도된다.

서명 생성기(190)에 대해 기술된 기능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IDS(170) 내부로 통합될 수 있으며 이로써 IDS(170)는 그

의 스푸핑된 응답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그의 어택 식별 데이터(210)에 부가된 어택 서명을 유도한다. 본 발명의 상술된 바

람직한 실시예에서, IDS(170), 라우터(130) 및 감염 제거 서버(180)는 적절한 프로그램 코드로 프로그램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구현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바와 같은 상술된 하나 이상의 기

능은 하드와이어된 논리 회로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상술된 어택 검출 방법은 제 3 데이터 네트워크(100)를 책임지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구현되거나

제 3 자에 의해서 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서비스의 형태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를 그의 경쟁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와 차별화한다. 이러한 구별된 서비스들은 추가적 프리

미엄을 위해 거래에서 제공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에 선택사양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상술된 방법은 보고를 엔티티로 제공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으며, 여기서 보고는 검출된 어택의 상황에서 데이터 트래픽의

경보, 감염 제거, 재라우팅, 기록 또는 폐기 중 하나와 연관된 정보를 포함한다.

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다른 엔티티에 의해 사용된 네트워크에 대해 어택 서명을 생성하는 서비스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전달된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청구될 청구액은 통상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체험된 작업 로드 또

는 복잡도를 표시하는 하나 이상의 다수의 요소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제공된 서비스의 양 및 시간 소비를 표시하는 이

러한 요소들은 제 3 데이터 네트워크의 크기, 그 내부에 비할당 어드레스의 개수, 그 내부에 할당된 어드레스의 개수, 검사

된 데이터 트래픽의 양, 식별된 어택의 개수, 어택 서명을 사용하여 생성된 경보의 개수, 재라우팅된 데이터 트래픽의 양을

포함한다. 증가된 복잡성 레벨을 식별하는 요소는 식별된 어택의 서명, 성취된 네트워크 보안 정도일 수 있다. 또한, 서비

스된 엔티티에 제공된 서비스의 값을 식별하는 요소들은 엔티티의 거래액, 엔티티의 사업 분야 등과 같은 것이다. 일반적

으로, 이 방법은 엔티티에 대해 수행된 단계들 중 적어도 하나의 실행을 위해 엔티티에 청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청구될

청구액은 바람직하게는 네트워크의 크기, 모니터링된 비할당 어드레스의 개수, 모니터링된 할당된 어드레스의 개수, 검사

된 데이터 트래픽의 양, 식별된 어택의 개수, 생성된 경보의 개수, 식별된 어택의 서명, 재라우팅된 데이터 트래픽의 양, 성

취된 네트워크 보안 정도, 엔티티의 거래액 중 하나에 따라서 결정된다.

물론, 이전에 언급된 요소들의 임의의 조합이 가능하는데, 특히 이는 최종 청구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이하게 가중치화

된다. 청구 단계는 청구액이 주의 메시지 또는 어택 검출 프로세스에서 전송된 임의의 다른 정보와 함께 전송된다는 점에

서 자동화될 수 있다. 이는 유리하게는 어택 처리를 위해서 메시징을 사용하는 것과 청구 목적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는 것

을 결합한다. 주의 메시지 또는 임의의 다른 정보 메시지의 이중 사용은 어택 검출 및 청구 프로세스를 통해 생성된 트래픽

흐름을 감소시키는 기술적 이점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이 방법은 서비스된 엔티티가 오직 정확하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청구된다는 것을 보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청구를 위한 다른 바람직한 방법은 어택 서명 생성 및/또는 어택 검출 서비스에 대한 가입을 엔티티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서, 이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엔티티는 사전결정된 시간, 트래픽의 양, 시스템의 개수 등에 대해서 이점을 얻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된 엔티티에 의해 사용된 네트워크와 결합되어 사용될 호스팅 유닛으로서 그 자신의 감염 제거 서

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감염 제거 서버가 서비스된 엔티티에 의해서 유지, 관리 및 호스팅 또는 임대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또한 감염 제거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 및 실행 보조의 사용을 위한 인스트럭션을 제공함으로써 검출된 어택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엔티티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어택 서명 생성 및/또는 어택 검출 서비스를 몇몇 엔티티에 제공하고 서명 생성기

(190), 라우터(130), 침입 검출기(170) 또는 감염 제거 서버(180)와 같은 자원을 몇 개의 서비스 중에서 공유함으로써 시

너지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사용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상이한 네트워크 간의 어택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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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유되고 사용되어 서비스된 네트워크 상의 검출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가령, 한 네트워크 상의 어택의 검출은 다른

네트워크 상의 검출을 신속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어택 서명을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단축되거나 심지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염 제거 메커니즘이 서비스된 엔티티들 간에서 공유되며 이로써 감염 제거 메커니즘을 갱신 및 유지하

는데 있어서 관련된 노력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른 서비스된 엔티티의 어택을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엔티티의 네

트워크에 대한 어택을 처리하는 것으로부터 유도되는 기술적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술적 이점은 침입 검출을 위해 동일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서비스되는 몇 개의 엔티티의 풀을 만들어서 엔티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구 모델은 바람

직한 실시예에서 서명 생성 또는 어택 검출 자원을 공유하며 동일한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는 엔티티 그룹 내로 엔티티들

이 가입하도록 동기부여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몇 개의 엔티티에게 이 방법을 제공하고 엔티티 중 다른 엔티티

에 대한 어택 처리를 위해서 한 엔티티에 대한 어택 처리를 하는 것으로부터 유도된 기술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이점

이 있다.

상술된 방법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프로세서 내에 로딩되어 어택 서명 생성 방법을 프로세서로 구현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자의 형태로 코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한 컴퓨터 시스템에

서 중앙 방식으로 또는 상이한 요소들이 몇 개의 상호접속된 컴퓨터 시스템들을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 분산형 방식으로 구

현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상술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임의의 종류의 컴퓨터 또는 다른 장치가 적합하다.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상적인 조합은 로딩 및 실행되어 상술된 방법을 수행하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 프

로그램을 구비한 범용 컴퓨터 시스템일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상술된 방법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특징부를 포함하며

컴퓨터 시스템 내에 로딩되어 상술된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내장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수단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갖는 디바이스로 하여금 a) 다른 언어,

코드 또는 표기법으로 변환하는 것과 상이한 매체 형태로 재생하는 것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수행 후에 또는 직접적

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인스트럭션 세트의 임의의 언어, 코드 또는 표기법으로의 표현을 의미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2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사용가능한 어택 서명(attack signature)을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로부터의 요청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3 데이터 네트워크 내의 다수의 비할당 어드레스(unassigned address)로 어드레싱된 데이터 트래픽을 상기 제 1 데이

터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하는 수신 단계와,

상기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의 몇 개의 사건들을 공통 데이터 패턴에 대해서 검사하는 검사 단계와,

상기 공통 데이터 패턴을 발견한 후에, 상기 제 2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어택을 검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상기 어택 서

명을 상기 대응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부터 결정하는 결정 단계

를 포함하는 어택 서명 생성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검사 단계에 앞서서, 상기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 내에 포함된 요청을 전송한 소스에 대한 응답을 스푸핑(spoofing)하

는 응답 단계가 수행되는

어택 서명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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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단계는 상기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의 프로토콜의 타입에 의존하는 선정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선택적으로 실행

되는

어택 서명 생성 방법.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검사 단계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트래픽의 사건들은 오직 상기 스푸핑된 응답에 대해 응답하는 소스 또는 상기 응답

단계를 받지 않았던 소스로부터 선택되는

어택 서명 생성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검사 단계는 상기 데이터 트래픽의 소스 어드레스, 소스 포트, 프로토콜 타입 및 수신지 포트 중 하나와 같은 접속 속

성에 따라서 상기 사건들을 분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어택 서명 생성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사전결정된 최소 길이를 갖는 공동 데이터 서브스트링을 갖는 사건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단계와,

사전결정된 개수를 초과하는 개수를 갖는 상기 데이터 서브스트링을 상기 어택 서명으로서 규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어택 서명 생성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데이터 네트워크로 할당된 침입 검출기에 상기 어택 서명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어택 서명 생성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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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데이터 네트워크, 상기 제 2 데이터 네트워크 및 상기 제 3 데이터 네트워크 중 2 개 또는 모두가 동일하거나, 부

분적으로 동일하거나, 서로 접속되거나 단일한 구성을 갖도록 선택되는

어택 서명 생성 방법.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데이터 네트워크 상에서 그 내부의 비할당 어드레스로 어드레싱된 데이터 트래픽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어택 서명을 사용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을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검사하는 단계와,

상기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검출한 후에, 경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어택 서명 생성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경보 신호를 생성한 후에, 상기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할당된 어드레스에서 발생

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염 제거 어드레스(disinfection address)로 재라우팅(rerouting)하는 재라우팅 단계를 더 포함하

는

어택 서명 생성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경보 신호를 생성한 후에, 검출된 상기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보 신호를 감염 제거 어드레스로 전송

하는 경보 단계를 더 포함하는

어택 서명 생성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 내지 제 1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감염 제거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 및 실행 보조 중 하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인스트럭션을 제공함으로써 상기 검출된 어택을

처리할 시에 엔티티(entity)를 지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어택 서명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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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9 항 내지 제 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검출된 어택의 상황에서 데이터 트래픽의 경보, 감염 제거, 재라우팅, 기록 및 폐기 중 하나와 연관된 정보를 포함하는 보

고(report)를 엔티티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어택 서명 생성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 내지 제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들 중 적어도 하나의 실행에 대해서 상기 엔티티에 청구하는(billing) 단계를 더 포함하며,

청구될 금액은 상기 네트워크의 크기, 모니터링된 비할당 어드레스의 개수, 모니터링된 할당된 어드레스의 개수, 검사된

데이터 트래픽의 양, 식별된 어택의 개수, 생성된 경보의 개수, 식별된 어택의 서명, 재라우팅된 데이터 트래픽의 양, 성취

된 네트워크 보안 정도, 엔티티의 거래액 중 하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어택 서명 생성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 내지 제 1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몇 개의 엔티티에 대해 상기 방법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엔티티들 중 하나에 대한 어택 처리로부터 유도된 기술적 데이터를 상기 엔티티들 중 다른 엔티티에 대한 어택 처리

를 위해서 사용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어택 서명 생성 방법.

청구항 16.

엔티티에 대해 서명 생성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1 데이터 네트워크 상의 요청으로부터 상기 엔티티에 의해 사용되며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할당된 다수의 어드레스를

갖는 제 2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택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서명 생성기를 상기 제 1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

속하는 단계와,

제 1 항 내지 제 14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 어택 서명을 생성하도록 상기 서명 생성기를 셋업하는 단계

와,

상기 생성된 어택 서명을 상기 제 2 데이터 네크워크에 접속된 침입 검출기에 전송하도록 상기 서명 생성기를 셋업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서명 생성 애플리케이션 적용 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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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프로세서 내에 로딩되어, 제 1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어택 서명 생성 방법을 수행하

도록 상기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자.

청구항 18.

제 2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사용가능한 어택 서명(attack signature)을 제 1 데이터 네트워크로부터의 요청으로부터 생성

하는 장치에 있어서,

제 3 데이터 네트워크 내의 다수의 비할당 어드레스(unassigned address)로 어드레싱된 데이터 트래픽을 상기 제 1 데이

터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의 몇 개의 사건들을 공통 데이터 패턴에 대해서 검사하며, 상기

공통 데이터 패턴을 발견한 후에, 상기 제 2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어택을 검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상기 어택 서명을

상기 대응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부터 결정하는 서명 생성기(signature generator)

를 포함하는 어택 서명 생성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서명 생성기는 상기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 내에 포함된 요청을 전송한 소스에 대한 응답을 스푸핑(spoofing)함으로

써 상기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을 검사하도록 설계된

어택 서명 생성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서명 생성기는 상기 데이터 트래픽의 사건들을 오직 상기 스푸핑된 응답에 대해 응답하는 소스 또는 상기 응답 단계

를 받지 않았던 소스로부터 선택하도록 설계된

어택 서명 생성 장치.

청구항 21.

제 18 항 내지 제 2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서명 생성기는 상기 데이터 트래픽의 소스 어드레스, 소스 포트, 프로토콜 타입 및 수신지 포트 중 하나와 같은 접속

속성에 따라서 상기 사건들을 분류하도록 설계된

어택 서명 생성 장치.

청구항 22.

제 18 항 내지 제 2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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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명 생성기는 사전결정된 최소 길이를 갖는 공동 데이터 서브스트링을 갖는 사건의 개수를 카운팅하고 사전결정된

개수를 초과하는 개수를 갖는 상기 데이터 서브스트링을 상기 어택 서명으로서 규정함으로써 상기 어택 서명을 결정하도

록 설계된

어택 서명 생성 장치.

청구항 23.

제 18 항 내지 제 2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서명 생성기는 상기 제 2 데이터 네트워크로 할당된 침입 검출기에 상기 어택 서명을 전송하도록 설계된

어택 서명 생성 장치.

청구항 24.

제 18 항 내지 제 2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데이터 네트워크 상에서 그 내부의 비할당 어드레스로 어드레싱된 데이터 트래픽을 수신하고, 상기 어택 서명을

사용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터 트래픽을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검사하며, 상기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검출

한 후에, 경보 신호를 생성하는 침입 검출기를 더 포함하는

어택 서명 생성 장치.

청구항 25.

제 18 항 내지 제 2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침입 검출기에 접속되어, 상기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할당된 어드레스에서 발생

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상기 제 3 데이터 네트워크 상의 감염 제거 어드레스(disinfection address)로 재라우팅(rerouting)

하는 라우터를 더 포함하는

어택 서명 생성 장치.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감염 제거 어드레스로 할당되어, 상기 경보 신호를 수신한 후에, 상기 어택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발생하는 데이터 처

리 시스템으로 할당된 어드레스로 주의 메시지(warning message)를 전송하는 감염 제거 서버를 더 포함하는

어택 서명 생성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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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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