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자동인증을 이용한 HTTP DDoS 공격 방어기법
HTTP DDoS Defense Mechanisms using Cookies Auto-Authentication
저자
(Authors)

최상용, 김용민, 노봉남
SangYong Choi, YongMin Kim, BongNam Noh

출처
(Source)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2013.6, 712-714 (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정보과학회
KOREA INFORMATION SCIENCE SOCIET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217243

APA Style

최상용, 김용민, 노봉남 (2013). 쿠키 자동인증을 이용한 HTTP DDoS 공격 방어기법.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
집, 712-714.

이용정보
(Accessed)

한국과학기술원
143.248.38.***
2017/03/27 15: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2013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쿠키 자동인증을 이용한 HTTP DDoS 공격 방어기법
최상용O1, 김용민2, 노봉남3
1

한국과학기술원 사이버보안연구센터/전남대학교 정보보호협동과정
2
전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3전남대학교 컴퓨터정보학부

csyong95@kaist.ac.kr, {ymkim, bbong}@jnu.ac.kr

HTTP DDoS Defense Mechanisms using Cookies Auto-Authentication
SangYong ChoiO1, YongMin Kim2, BongNam Noh3
1

KAIST Cyber Security Research Center/Interdisciplinary of Information Secur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
Dept. of Electronic Commer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
Dept.of Electronics Computer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77DDoS 대란 이후 DDoS 공격은 사회적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
해 다양한 DDoS 방어기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DDoS 공격기법이 정교해지고 공격을 수행하는
공격에이전트 또한 더욱 지능화 되어 차단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
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HTTP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쿠키 기반의 자동인증 방법을 적용하여
공격 에이전트와 정상 PC를 구분하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

론

사용한다[4].
표 1. DDoS 공격 분류

최근 눈부신 정보기술의 발전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지만 초고속 통신망의 발전은 해커
의 공격 위협 또한 증가시킨 것이 사실이다. 초고속 통
신망의 확산은 국내 전체 PC가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
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2009년 7
월 7일 발생된 77DDoS이다. 77DDoS를 기점으로 DDoS
공격은 다양한 계층의 공격이 조합된 혼합공격으로 발전
하였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DDoS 사이버대피소[1][2],
사용자 인증시스템(CAPTCHA)[3] 등 여러 가지 메커니즘
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응방법이
궁극적으로 IP 주소차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NAT환경
내에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서 발생하는 트래픽과 정상
PC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혼재할 경우 차단하는 지점에
서는 해당 IP 주소를 차단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HTTP 프
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쿠키를 이용하여 매 접속마다 다른
쿠키 값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상 사용자와 비정상 공
격에이전트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HTTP DDoS 공격 분류
최근 실제 많이 발생되는 DDoS 공격은 플루딩 형태와
연결공격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공격 등 3가지로 분류하
고 플루딩 공격에 대해서는 출발지가 변조되었는 지와
변조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분류하는 방법을

분류

특징

공격유형
SYN Flooding
ACK Flooding
SYN/ACK Flooding
Non-Spoof FIN Flooding
RST Flooding
ing
UDP Flooding
ICMP Flooding
TCP/UDP/ICMP 혼합
Flooding
SYN Flooding
공격
ACK Flooding
SYN/ACK Flooding
FIN Flooding
Spoofing RST Flooding
UDP Flooding
ICMP Flooding
TCP/UDP/ICMP 혼합
TCP/IP주소 Null 공격
HTTP공격 HTTP Daemon 개수 이상 초과
Connection
과다 TCP
Application의 input queue 마비
공격
Connection
Application Application FTP공격, Time 공격, VoIP주소공
공격
특성 이용 격, Email 등

그러나 최근 발생되는 DDoS 공격은 공격자의 입장에
서는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공격의 영향을 즉각적
으로 줄 수 있는 동시에 탐지가 어려운 공격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대용량의 과다한 트래픽
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OSI 3계층 또는 OSI 4계층의
공격은 탐지와 차단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공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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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 OSI 7계
층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OSI 7계층 DDoS 공격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는 표 2와 같이 가능하다[5].
표 2. OSI 7계층 DDoS 공격 분류
DDoS 공격 방법
Valid/InValid HTTP GET Flooding
GET with CC
저 대역폭 HTTP DDoS
Fragmented HTTP Header Attack
DNS Query Flooding
Telnet Flooding
FTP PASV DoS

프로토콜
HTTP
HTTP
HTTP
HTTP
DNS
Telnet
FTP

2.2 최근 DDoS 공격 특징
최근 DDoS 공격의 특징은 새로이 등장하는 HTTP
DDoS 공격방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발
견되는 소량의 트래픽으로 시스템의 가용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공격방법을 Slow Attack이라 하며 대
표적으로 Slow HTTP POST DDoS[6], Slowloris[7], Slow
Read DDoS[8], Cache-Control DDoS[9] 등이 있다. Slow
Attack은 동작하는 형태는 상이하나 공통적인 특징은 대
량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고 소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되
세션연결을 지속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웹서버의 자원을
모두 소모시키는 방법으로 웹서버의 가용성을 침해한다
는 것이다.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 공격기술은 2009년
발생된 77DDoS, 2011년 발생된 34DDoS 공격에도 사용되
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11].
2.3 DDoS 공격 대응기술
DDoS 공격은 전통적으로 그 특성이 대용량의 트래픽
을 과다하게 발생시키거나 다수의 공격 에이전트가 동시
에 피해시스템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 정상트래픽
과 구분할 수 있는 특성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과거의 접근법은 공격에이전트 식별, 에이전트
별 용량제한, 특정 공격패턴 필터링 등의 방법[12],[13]을
이용하여 DDoS 공격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보았듯이 최근의 DDoS 공격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어 이
와 같은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정확한 탐지와 차단에
한계가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DDoS 공격 차단방법은
TCP/IP의 트래픽 특성을 이용한 대응방법[14],[15]과 트래
픽을 분산시켜 과부하를 방지하는 방법[1],[2] 그리고
DDoS 공격으로 부터 감내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시스템
보안설정 등의 방법[16]이 제시되고 있으며, 공격에이전
트와 정상 사용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캡챠
(CAPTCHA)와 같은 사용자 인증방법을 이용하는 방법[3]
까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멀티 레이어
DDoS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OSI 3
계층, 4계층, 7계층 보안장비를 혼합한 다단계 방어기법
도 연구되고 있다[5].

2.4 기존 DDoS 공격 대응기술의 한계 및 개선방안
DDoS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이 도출된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들은 IP차단을 기본으
로 하고 있다. 이것은 성능 면에서는 효과적인 차단 성
능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NAT와 같은 환경 내에서 정상
사용자가 차단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 공격 에이전트와 정상 사용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시도
응답(Challenge-Response)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캡챠를
사용한다. 하지만 캡챠를 사용한 방법은 사용자에게 매
번 다른 요청을 하므로 공격에이전트와 정상 사용자를
구분하기에 타당하나, 사용자에게 특정한 값을 입력하는
행위 즉, 웹 서핑 중에 사용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불편
과 최근의 이미지 프로세싱의 발전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식별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HTTP 쿠키기반 공격 에이전트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캡챠와 같은 사용자 개입이 필요한 인증방식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입 없이 클라이언트에
게 매번 다른 값을 요구하는 HTTP 쿠키를 사용하여 공
격 에이전트와 정상 사용자를 구분한다.
3. 쿠키인증 기반 공격에이전트 탐지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쿠키인증 기반 차단 방법은 그
림 1과 같이 동작한다.

그림 1. Cookie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
인증 메커니즘에서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로 요
청되는 모든 값에 대해 쿠키를 보내는 것은 클라이언트
의 최초 요청 후 응답에 포함되게 된다. DDoS 공격의 특
성 상 세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요청을 보내는 것이 아니
라 매번 새로운 요청을 보내기 때문에 웹서버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요청 시 요청된 현재 페이지로
HTTP 302 Redirect를 하게 된다. Redirect의 경우 유지된
세션을 즉시 종료시키기 때문에 지능화 되지 않은 공격
에이전트의 경우 세션이 즉시 끊어지고 추가적인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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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을 방지하게 된다. 지능화된 공격 에이전트의 경우
Redirect를 인지하여 새로운 접속이 이루어 질 때에는 웹
서버에서 보내는 쿠키에 정상적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
만약 쿠키에 정상적인 응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공격
에이전트로 간주하고 세션을 즉시 종료한다.
사용자 인증을 위해 웹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요청되
는 쿠키에는 유효성 검증을 위해 두 가지의 방법이 적용
된다. 첫 번째 방법은 재사용 방지를 위한 매 요청마다
변하는 서버의 시간을 사용한 Time-Stamp와 두 번째 방
법은 전송된 Time-Stamp에 대한 해시 값(Client_Hash)을
요청하게 된다. 즉, 웹서버에서 송신되는 쿠키에 매번 서
버의 응답시간을 입력하고 접속자 PC 로 하여금 수신된
시간에 대한 해시 값을 요청하여 쿠키의 재사용을 방지
하고 매번 클라이언트가 해시를 계산하게 함으로 공격에
이전트에 의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트래픽에 대한 식별
이 가능하게 한다. 쿠키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
은 그림2와 같이 동작하게 된다. Client_Hash 생성을 위
한 함수는 일반적으로 웹에서 제공하는 MD5 또는
SHA-1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상용 브라우저
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for each request from client
if not exist Session_I D , Client_H ash in request then
set-cookie (Session_I D, Client_Hash(Now server time) )
save (Session_I D , H ash(N ow server time) ) to server
send 302 Redirection to client
else if (cookie values in request header (Session_I D ,

Client_H ash)

==

vlues(Session_I D ,

saved

H ash(N ow server time) ) then
normal

response

(Session_I D ,

include

set-cookie

Client_H ash(N ow server

values

time) ) and

save (Session_ID, Hash(Now server time) ) to server
else Connection Close and Alert Generate
done

그림 2. Client_Hash 검증을 통한 비정상 접속 식별 절차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별도의 전용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웹서버 내에 쿠키인증에 관련된 자바스
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 접속 시 자바스크립트만을
호출하면 간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비용
으로 기본적인 HTTP DDoS 공격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정상 사용자와 공격 에이전트를 식별하
기 위해 매 접속 시 다른 값을 요청하는 일회성 쿠키 인
증 방식을 사용하였다. 일회용 쿠키를 기반으로 공격 에
이전트와 정상 사용자를 식별함으로 서 공격 에이전트가
맺은 비정상 세션만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일회성 쿠

키를 사용함으로 공격자가 패킷덤프 등으로 통해 쿠키를
재사용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NAT와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에 대해서
도 정상 사용자의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본 논문에서 제시한 메커니즘은 기존 운영 중인 웹
서버의 설정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간단하게 적용이 가
능한 방법으로 DDoS 공격방어를 위한 전용장비를 구축
하기 힘든 소규모 사이트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구현
하고 시험하여 제안 알고리즘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부분
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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