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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시스템은 서비스 거부 공격의 탐지에 따라 경보 데이터를 추출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과, 도메인을 관리하며, 경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 거부 공격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인 경우에 분

산 서비스 거부 공격자를 역추적하기 위한 역추적 센서를 생성 및 파송한 후에 상기 역추적 센서에 의해서 역추적된 

호스트에 이동형 센서를 파송하여 호스트 내의 마스터 또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제거된 프로그램에 패킷

을 송신한 호스트 IP 주소를 이용하여 역추적 센서를 생성 및 파송하는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 및 도메인의 경계에 위

치하여 파송된 역추적 센서를 실행하여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호스트를 역추적하고, 공격자 역추적 과정에서의 역추

적한 호스트가 실제 공격자로 판단되면, 실제 공격자로부터 생성되는 트래픽을 차단시키는 능동 보안 노드를 포함한

다.

상기와 같은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은 제거된 마스터 프로그램에 접근한 패킷의 근원지 IP 주소를 실제 공격자로 판

단하고 실제 공격자로부터 생성되는 트래픽을 차단시킴으로써, 에이전트 및 마스터 프로그램 제거뿐만 아니라 공격

자를 네트워크 상에서 고립시켜 공격자의 제 2, 3의 공격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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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의 분산 서비스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 101 : 경보 데이터 수집기

102 : 경보 데이터 분석기 103 : 대응 엔진

104 : 이벤트 관리기 105 : 센서 생성기

106 : 센서 파송기 110 : 침입 탐지 시스템

120 : 능동 보안 노드 140 : 이동형 센서

141 : 역추적 센서 142 : 제거 센서

143 : 스캐닝 센서 144 : 모니터링 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에이전트 및 마스터 프로그램 제거와 함께 실제 공격자를

네트워크 상에서 고립시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은 침입 징후를 탐지하여 외부 침입자로부터 오는 트래픽을 차단함으로써 자신의 도메

인만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침입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인터넷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 제 2, 3의 공격

을 시도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은 동일한 공격에 대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에서 인식하는 정보와 전체 

네트워크 차원에서 해당 데이터를 상호 결합하는 기능이 부족하고, 침입자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각 도메인간의 협

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도메인간의 데이터 상호 결합과 협력을 통해 침입자의 실제 위치를 추적하여 

침입 근원지로부터의 트래픽을 차단함과 아울러 침입자를 네트워크로부터 고립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프로젝트로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한계와 DARPA의 SLSS(Survivability of Large Scale System) 프로그램의 하나로 연구된 IDIP(Itrusio

n Detection Isolation Protocol)를 보완한 AN-IDR(Active Network-Intrusion Detection and Response)을 들 수 

있다.

AN-IDR은 IDIP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고 보안상 계층 구조의 관리 도메인을 가짐으로써 침입자에 대한 추적 및 대응

을 용이하게 하고, TCP, UDP 등을 통한 공격을 탐지하고 각 라우터에서 모니터링된 정보를 토대로 액티브 패킷을 이

용하여 역추적을 수행하여 침입자를 고립시키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AN-IDR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메커니즘을 공격 에이전트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된 공

격 에이전트로부터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일단 차단하고 숙주로서 사용되는 에이전트를 제거한 후 차단을 해

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위해 이용되는 에이전트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실제 침입자를 네트워크로부터 고립시킬 수 없어 실제 침입자의 제 2, 3 공격 시도를 차단시킬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호스트 내에 공격자가 설치한 에이전트 또

는 마스터 프로그램을 제거한 후에 제거된 프로그램으로 수신되는 패킷을 모니터링하여 실제 공격자를 역추적하고, 

역추적된 공격자를 네트워크 상에서 고립시켜 공격자의 제 2, 3의 공격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서비스 거부 공격의 탐지에 따라 경보 데이터를 추출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과, 도메인을 관리하며, 상기 경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기 서비스 거부 공격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인 경우

에 상기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자를 역추적하기 위한 역추적 센서를 생성 및 파송한 후에 상기 역추적 센서에 의해서 

역추적된 호스트에 이동형 센서를 파송하여 상기 호스트 내의 마스터 또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상기 제거

된 프로그램에 패킷을 송신한 호스트 IP 주소를 이용하여 역추적 센서를 생성 및 파송하는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 및 

상기 도메인의 경계에 위치하여 상기 파송된 역추적 센서를 실행하여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호스트를 역추적하고, 

상기 공격자 역추적 과정에서의 역추적한 호스트가 실제 공격자로 판단되면, 상기 실제 공격자로부터 생성되는 트래

픽을 차단시키는 능동 보안 노드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경보 데이터를 토대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공격자를 추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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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는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의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방법에 있어서, 상기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은 경보 

데이터에서 호스트의 IP 주소 및 맥주소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호스트를 역추적하기 위한 역추적 센서를 생성하여

호스트의 IP 주소에 해당되는 능동 보안 노드로 파송하는 단계와, 상기 능동 보안 노드는 역추적 센서를 실행하여 호

스트를 추적하는 단계와, 상기 역추적한 호스트에 설치된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단계와, 상기 

삭제된 프로그램으로 송신되는 패킷을 검사하여 패킷을 송신한 호스트를 역추적하기 위한 역추적 센서를 생성하여 

상기 능동 보안 노드에 파송하는 단계와, 상기 역추적 센서에 의해서 역추적된 호스트가 실제 공격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상기 역추적된 호스트가 실제 공격자인 경 우에 상기 실제 공격자의 IP 주소로부터 

생성되는 트래픽을 차단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수의 도메인 A, B, C, D와 통

신망(150)을 포함하며, 각 도메인에는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 탐지 시스템(110), 능동 보

안 노드(120)를 포함한다.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능동 보안 보드(120)를 비롯하여 자신의 도메인을 관리 통제하며, 네트워크 기반의 침

입 탐지 시스템(110)으로부터 경보 데이터를 전송받고, 경보 데이터를 토대로 이동형 센서(140)를 생성 및 파송한다.

특히,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경보 데이터의 분석 결과 서비스 거부 공격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인 경우에 

역추적 센서를 생성 및 파송하여 호스트를 역추적하며, 이동형 센서(140)로 역추적한 호스트에 설치된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램을 제거한 후에 제거된 프로그램으로 수신되는 패킷을 모니터링하여 실제 공격자를 역추적한다.

또한,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다른 도메인내의 능동 보안 관리 시스 템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그 구성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보 데이터 수집기(101), 경보 데이터 분석기(102), 대응 엔진(103), 이벤트 관리기(104), 센

서 생성기(105) 및 센서 파송기(106)를 포함한다.

경보 데이터 수집기(101)는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 탐지 시스템(110)으로부터 경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경보 데이터 

분석기(102)에 전달하며, 경보 데이터 분석기(102)는 수집된 경보 데이터를 판단하고 역추적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

출한다. 여기서 역추적에 필요한 데이터로는 공격용 패킷을 송신한 호스트의 IP 주소와 맥(MAC) 주소를 들 수 있다.

센서 생성기(105)는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공격용 패킷을 송신한 호스트의 IP 주소와 맥 주소를 포함한 역추적 센

서(141)를 생성하고, 생성된 센서는 센서 파송기(106)에 의해서 역추적 센서(141)에 포함된 IP 주소에 대응되는 능동

보안 노드(110)로 파송된다.

이때 센서 생성기(105)에서 생성되는 이동형 센서(140)는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능동 보

안 노드(100)에서 실행되는 이동 코드이며, 그 종류로는 역추적 센서(141)뿐만 아니라 분산 서비스 공격 에이전트와 

마스터 프로그램을 검출해 내기 위해 해당 호스트에서 수행되는 스캐닝 센서(143), 제거 센서(142), 모니터링 센서(1

43), 도시 생략된 역추적 완료 센서가 있다. 역추적 센서(141)는 경보 데이터 또는 모니터링 센서(143)에서 추출된 IP

주소에 대응되는 호스트를 역추적하는 센서이며, 역추적 완료 센서는 역추적 센서(141)에 의해 추적된 호스트가 실제

공격자 호스트인 경우에 능동 보안 노드(120)에 의해서 생성되는 센서로서 호스트 역추적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에 알려준다. 역추적 완료 센서를 수신한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역추적에 참여한 타 

도메인 내의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에게도 알려준다.

능동 보안 노드(110)는 각 도메인의 경계에 위치하여 라우터로써 사용되며,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으로부터 파

송된 이동형 센서(140)들을 실행하여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따른 패킷을 역추적하여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

램이 설치된 호스트를 찾고, 역추적된 호스트의 IP 주소로부터 생성되는 트래픽을 차단 및 해제한다.

센서 파송기(106)에 의해서 파송된 이동형 센서(140)들은 각 도메인의 경계에 위치한 능동 보안 노드(120)에서 실행

되는데, 능동 보안 노드(120)는 리포팅 기능을 이용하여 이동형 센서(140)들의 실행 결과에 따라 실행 결과 데이터를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에 보고한다.

능동 보안 노드(130)는 자신의 도메인 내에 존재하는 IP 주소와 맥 주소를 매칭할 수 있는 매핑 테이블을 가지며, 이

를 토대로 역추적시 위조된 IP를 검출해 내어 위조된 IP 공격에 대응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의 분산 서비스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의 분산 서비스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의 경보 데이터 수집기(101)는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 탐지 시스템(110)으로부터 

침입 경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경보 데이터 분분석기(102)는 수집된 침입 경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침입 유형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인지를 판단한다(S200, S202).

단계 S202의 판단 결과,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아닌 경우에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침입 유형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가동시킨다(S204).

단계 S202의 판단 결과,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인 경우에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패

킷들을 검사하여 패킷을 송신한 호스트의 IP 주소와 맥 주소를 검출한 후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숙주로 이용되

는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역추적 센서(141)를 생성하여 파송한다(S206, S208). 파송되는 

역추적 센서(141)에는 호스트의 IP 주소와 맥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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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추적 센서(141)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숙주로 이용되는 에이전트가 설치된 호스트가 있는 도메인의 경계에 

위치한 능동 보안 노드(120)에 전송되어 실행된다(S210). 이때 역추적 센서(141)내에 포함된 근원지 IP 주소가 능동 

보안 노드(120)내의 매핑 테이블에 기록된 맥 주소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212). 단계 S212의 판단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능동 보안 노드(120)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위조된 IP 주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역추적 센서(141)내에 포함된 맥 주소를 바탕으로 실제 에이전트의 IP 주소를 검출한 후에, 검출된 IP 주소에 대응되

는 호스트로부터 생성되는 트래픽을 차단한다(S214, S216).

단계 S212의 판단 결과, 역추적 센서(141)내에 포함된 근원지 IP 주소가 능 동 보안 노드(130)내의 매핑 테이블에 기

록된 맥 주소와 일치한 경우에 능동 보안 노드(130)는 단계 216으로 바로 진행하여 역추적 센서내에 포함된 IP 주소

로부터 생성되는 트래픽을 차단한다.

이후, 능동 보안 노드(130)는 역추적 센서(141)를 실행한 후에 트래픽 차단이나 해제 등의 이벤트 데이터를 능동 보

안 관리 시스템(100)의 이벤트 관리기(104)에 보고한다.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이벤트 데이터를 토대로 역추

적 대상이 공격자와 동일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며, 동일한 경우에 역추적 완료 센서를 생성하여 파송하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호스트 내의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한 스캐닝 센서(143), 제거 센서(142), 모니

터링 센서(144)를 생성하여 역추적된 호스트에 파송한다(S218, S220, S222, S224).

이후, 각 센서의 실행 단계로, 먼저 스캐닝 센서(143)는 역추적 대상 호스트에 설치된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램

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스캐닝하여 찾아내고, 제거 센서(142)

는 스캐닝 센서에 의해서 찾아낸 프로그램을 삭제한다.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능동 보안 노드(130)에 의해서

IP가 차단된 호스트에 대한 IP 차단을 해제시키고, 모니터링 센서(144)는 다음 단계의 역추적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삭제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패킷들을 감시하는 센서로서, 삭제된 에이전트나 마스터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포트로

접근하는 패킷이 검출된 경우에 이를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에 통보한다(S226, S228).

이후,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모니터링 센서(144)로부터 통보 받은 패킷의 IP 주소를 검출한 후에 다음 단계

인 역추적 과정을 수행한다(S230).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의 역추적 과정은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검출된 I

P 주소를 토대로 하여 단계 S208부터 다시 수행하는 것으로 마스터가 설치된 호스트로 역추적 센서를 생성하여 파송

하고, 마스터 프로그램을 제거한 후 공격자의 IP 주소를 검출하기 위해 이에 접근하는 패킷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상기와 같은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모니터링 센서(144)로부터 보고된 패킷의 근원지 I

P 주소가 실제 공격자의 위치일 경우에 공격자 IP로부터 생성되는 트래픽을 차단함으로써, 공격자를 네트워크로부터

고립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응하는 예는 도 1을 참조

하여 설명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메인 A에 포함된 임의의 공격자는 도메인 D에 존재하는 공격 대상 호스트(이후, 공격 대

상 이라함)를 공격하기 위하여 도메인 A의 임의의 호스트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위한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마스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DDoS 마스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메인 B, C의 임의의 호스트에 분

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위한 DDoS 에이전트들을 설치한다. 이후 공격자는 DDoS 마스터 및 DDoS 에이전트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경로 2, 3을 통해 도메인 A에 있는 호스트를 공격한다.

공격이 이루어지면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침입 탐지 시스템(110)에 서 송출되는 경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하고(4),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격 대상에게 공격용 패킷을 송신한 호스트를 역추적하기 위한 역추적 센서(141)를 생

성한 후에 패킷을 송신한 도메인 B,C의 능동 보안 노드(120)에 파송한다(5).

능동 보안 노드(120)는 역추적 센서(141)내의 IP 주소와 매핑 테이블내의 맥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역추적 센

서(141)내의 맥 주소에 대응되는 IP 주소를 검출한 후에 IP 주소에 대응되는 호스트에서 생성되는 트래픽을 차단하고

, 이를 도메인 B,C 내의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에 보고한다(6).

도메인 B,C의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IP 주소에 대응되는 호스트내의 DDoS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캐닝 센서(143), 제거 센서(142) 및 모니터링 센서(144)를 생성하여 DDoS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호

스트에 파송한다(7).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호스트 내에서 스캐닝 센서(143)와 제거 센서(142)를 실행하여 호스트내에 설치된 D

DoS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제거한 후에 모니터링 센서(144)를 실행하여 DDoS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패킷들

을 모니터링한다. 이후 모니터링 센서(114)는 DDoS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패킷들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에 보고한다.

이때,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DDoS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제거된 후에 IP 차단을 해제하기 위하여 능동 보안 

노드(120)에게 IP 차단 해제 명령을 내린다(8).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모니터링 정보에서 제거된 DDoS 에이전트 프 로그램에 접근하는 패킷의 IP 주소와 맥

주소를 인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역추적 센서(141)를 생성하여 IP 주소에 대응되는 도메인 A의 능동 보안 노드(

120)에 파송한다(9).

도메인 A의 능동 보안 노드(120)는 역추적 센서(141)내의 IP 주소에 대응되는 호스트를 추적한 후에 호스트에서 생

성되는 트래픽을 차단하며, 이를 도메인 A의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에 보고한다(10).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호스트에 설치된 DDoS 마스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캐닝 센서(143), 제거 

센서(142) 및 모니터링 센서(144)를 생성하여 호스트 파송하고, 이러한 센서들을 실행하여 역추적된 호스트에 설치

된 DDoS 마스터 프로그램을 제거한 후에 DDoS 마스터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패킷을 모니터링하며,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 데이터를 수신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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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DDoS 마스터 프로그램이 제거된 후에 IP 차단을 해제하기 위하여 능동 보안 노

드(120)에게 IP 차단 해제 명령을 내린다(12).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모니터링 결과 데이터로부터 실제 공격자의 IP 주소를 검출하여 이를 토대로 역추적 

센서를 생성하여 IP 주소에 대응되는 도메인의 능동 보안 노드(120)에 파송한다(13). 도 1의 예에서는 실제 공격자의

IP 주소가 동일한 도메인 A에 존재하기 때문에 도메인 A의 능동 보안 노드(120)가 역추적 센서를 실행하여 실제 공

격자에서 생성되는 트래픽을 차단하며, 이를 통해 공격자를 네트워크로부터 고립시킨다.

이후, 능동 보안 노드(120)는 역추적 완료를 알리는 역추적 완료 센서를 생성하여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에 파

송하고 이를 수신한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은 역추적에 참여한 타 도메인의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100)에게 이

를 전달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호스트 내에 공격자가 설치한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램을 제거한 후에 제거

된 프로그램으로 수신되는 패킷을 모니터링하여 실제 공격자를 역추적하고, 역추적된 공격자를 네트워크 상에서 고

립시켜 공격자의 제 2, 3의 공격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비스 거부 공격의 탐지에 따라 경보 데이터를 추출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과,

도메인을 관리하며, 상기 경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기 서비스 거부 공격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인 경우에 상기 분

산 서비스 거부 공격자를 역추적하기 위한 역추적 센서를 생성 및 파송한 후에 상기 역추적 센서에 의해서 역추적된 

호스트에 이동형 센서를 파송하여 상기 호스트 내의 마스터 또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상기 제거된 프로그

램에 패킷을 송신한 호스트 IP 주소를 이용하여 역추적 센서를 생성 및 파송하는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 및

상기 도메인의 경계에 위치하여 상기 파송된 역추적 센서를 실행하여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호스트를 역추적하고, 

상기 공격자 역추적 과정에서의 역추적한 호스트가 실제 공격자로 판단되면, 상기 실제 공격자로부터 생성되는 트래

픽을 차단시키는 능동 보안 노드를 포함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시스템 .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은,

상기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되는 경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보 데이터 수집기와,

상기 수집된 경보 데이터에서 상기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자의 IP 주소와 맥 주소를 추출하는 경보 데이터 분석기와,

상기 추출된 IP 주소와 맥 주소를 포함하는 역추적 센서를 생성하는 센서 생성기와,

상기 추출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자의 IP 주소로 상기 역추적 센서를 파송하는 센서 파송기를 포함하는 분산 서비

스 거부 공격 대응 시스템 .

청구항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능동 보안 노드는,

맥주소가 기록된 매핑 테이블을 가지며, 수신한 상기 역추적 센서에 포함된 IP 주소가 상기 매핑 테이블에 기록된 맥

주소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역추적 센서에 포함된 맥주소에 대응되는 IP 주소를 검출한 후에 상기 검출된 IP 

주소로부터 생성되는 트래픽을 차단시키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은,

상기 마스터 또는 호스트 프로그램을 삭제한 후에 상기 능동 보안 노드로 IP 차단 해제 명령을 송신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능동 보안 노드는,

상기 IP 차단 해제 명령에 따라 상기 호스트에서 발생되는 트래픽 차단을 해제한 후에 역추적 완료 센서를 생성하여 

상기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에 파송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시스템 .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형 센서들은,

상기 호스트에 설치되어 상기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사용되는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램을 추출하기 위한 스

캐닝 센서, 모니터링 센서, 제거 센서를 포함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시스템 .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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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캐닝 센서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스캐닝하여 역추적 호스트에 설치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시스템 .

청구항 8.
제 6 및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거 센서는,

상기 스캐닝 센서에서 검색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시스템 .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 센서는,

상기 삭제된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패킷들을 감시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시스템 .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능동 보안 노드는,

상기 역추적 센서에 의해서 추적된 호스트에 대한 실행 결과 데이터를 보고하는 리포팅 기능을 포함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시스템 .

청구항 11.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경보 데이터를 토대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공격자를 추적 및 차단하는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의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방법에 있어서,

상기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은 경보 데이터에서 호스트의 IP 주소 및 맥주소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호스트를 역추적하기 위한 역추적 센서를 생성하여 호스트의 IP 주소에 해당되는 능동 보안 노드로 파송하는 단

계와,

상기 능동 보안 노드는 역추적 센서를 실행하여 호스트를 추적하는 단계와,

상기 역추적한 호스트에 설치된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단계와,

상기 삭제된 프로그램으로 송신되는 패킷을 검사하여 패킷을 송신한 호스트를 역추적하기 위한 역추적 센서를 생성

하여 상기 능동 보안 노드에 파송하는 단계와,

상기 역추적 센서에 의해서 역추적된 호스트가 실제 공격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상기 역추적된 호스트가 실제 공격자인 경우에 상기 실제 공격자의 IP 주소로부터 생성되는 트래픽

을 차단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를 추적하는 단계는,

상기 호스트의 IP 주소와 상기 능동 보안 노드의 매핑 테이블 내의 맥 주소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상기 맥 주소와 IP 주소가 일치한 경우에, 상기 IP 주소로부터 생성되는 트래픽을 차단 또는 해제한 

후에 결과 데이터를 상기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맥 주소와 IP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능동 보안 노드는 역추적 센서내에 포함된 맥 주소를 토대로 호스트의 실제 IP 주소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IP

주소로부터 생성되는 트래픽 차단 또는 해제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역추적된 호스트가 실제 공격자인 경우에, 상기 능동 보안 노드는 역추적 완료 센서를 생성하여 상기 능동 보안 

시스템으로 파송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역추적된 호스트가 실제 공격자가 아닌 경우에, 상기 능동 보안 관리 시스템은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램

을 삭제하기 위해 역추적된 호스트에 이동형 센서들을 파송하는 단계와,

상기 센서들의 실행을 통해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램을 삭제한 후에 상기 삭제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패킷

의 근원지 IP 주소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근원지 IP 주소를 토대로 역추적 센서를 생성하고, 상기 역추적 센서를 근원지 IP 주소에 대응되는 능동 보안 노

드로 송출하여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호스트를 역추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들은,

상기 호스트에 설치되어 상기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사용되는 에이전트 또는 마스터 프로그램을 추출 및 제거하기

위한 스캐닝 센서 및 제거 센서와, 상기 제거된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패킷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 센서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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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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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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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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