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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난 7.7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3.3 DDoS 대란을 통해서 보여주듯 DDoS 공격이 네

트워크 주요 위협요소로 매우 부각되고 있으나, 공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기에 어렵

다. 그리고 현재 여러 분야에서 매우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SMS(Short Message Service)도 DDoS 공

격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동전화 시스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기존의 Bloom Filter 탐지 기법

은 구조가 간단하고 실시간 탐지가 가능한 장점을 갖지만 오탐지율에 대한 문제점을 가진다. 본 논문

에서는 목적지 기반의 다중의 해시함수를 사용한 Counting Bloom Filter 기법을 이용하여 임계치 이

상 카운트된 동일한 목적지로 발송되는 SMS에 대하여 공격으로 탐지하고 SMSC에 통보하여 차단시

키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는 2000년 2월 미국

의 대기업 웹사이트가 차례로 DDoS 공격을 받은

후에 주목을 받게 된 공격 기법이다. 또한 우리나라

도 지난 2009년 7.7 DDoS, 올해 3.3 DDoS 대란으로

경제 및 여러 분야에 많은 피해를 받았다. 최근 공

격기법이 매우 다양해졌으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DDoS 공격은 여

러 소스에서 이루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패킷을 공격

에 이용하기 때문에 공격자의 추적은 물론 탐지와

방어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으로, SMS는 이동전화 단말기만으로도 짧은

문장의 메시지를 상대방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를 말한다. 현재 SMS는 기업 광고, 카드결재 내역,

인증번호 수신, 재난사항 알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두루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SMS가 DDoS의 공격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실제예로서 2010년 8월 보안이 허

술한 문자메시지 발송업체를 해킹해 이 사이트의 휴

대전화 인증 번호 안내 SMS를 자신이 싫어하는 사

람 소유의 핸드폰에 1~2초 단위로 2000여 통을 발송

하여 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Android-

Trojan/SmsSend라는 악성코드는 동영상 재생기를

위장한 프로그램으로 실제 동영상 재생 기능을 사용

하지 않으면서 유료 과금을 하는 SMS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문자를 발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이

와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여러 단말이 하나의 단

말로 SMS를 전송하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해당

공격에 대해 탐지 및 방어할 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MS를 이용한 DDoS 공격

에 대해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법

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현재 이동전화 시스템 구성,

SMS의 개요와 전송,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와 Bloom Filter에 대해 소개하

고, 3장에서는 공격의 탐지 및 판별 방법에 대해 제

안하며,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이동전화 시스템 구성
이동전화 시스템에서 음성 통화와 SMS를 전달하

기 위해 필요한 망 구성 요소로는 단말(Mobile

Station), 기지국(Base Transceiver System), 교환기

(Mobile Switching Center), 방문자 위치 등록기

(Visitor Location Register), 홈 위치 등록기(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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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Register)가 있으며, SMS를 위해서 추가적

으로 SMS 센터(Short Message Service Center),

SMS 서버(Short message Service Server)가 필요

하다.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할

은 [표 1]과 같다.[2]

[그림 1] 이동전화 시스템 구성도

[표 1] 이동전화 시스템의 역할
시스템 역 활

MS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 터미널

BTS 무선 송수신 기능 제공(기지국)

VLR 가입자 인증 및 위치정보 저장

MSC 교환국

HLR 가입자 인증 및 프로파일, 위치정보 저장

SMS센터 SMS 메시지를 수신하여 저장 및 단말에 전달

SMS서버
다른 이동전화 사업자와 CP(Contents Provider)

로부터 수신된 SMS를 SMS센터로 전달

2.2 SMS 개요 및 전송
SMS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 Institute)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에 적용하기 위해 최대 155

바이트의 메시지를 단말기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의함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CP와의 연동

으로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SMS를 보낼 수 있게 되고, SMS의 장점을 이용하

여 기업에서 대량의 광고 전달과 웹 사이트 가입 인

증메시지 전달 등에 사용되고 있다.[2]

[그림 2] SMS 전송 과정

[그림 2]의 SMS 상세 발신 절차를 단계별로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1) 발신 단말에서 SMS를 작성하

여 MSC에 발송한다. 2) MSC는 SMS를 확인한 후

에 SMSC에 전달한다. 3) SMSC는 HLR에 수신할

단말의 가입자 정보 및 위치정보를 요청하고 받는

다. 4) SMSC는 착신 MSC로 SMS를 전달한다. 5)

MSC는 수신 단말이 위치한 VLR에서 가입자 정보

를 검색하고, VLR과 단말은 페이징과 인증 과정을

수행한다. 6) SMS가 수신 단말로 전송되고, SMSC

로 전달에 대한 응답을 한다.[3]

2.3 IMSI
IMSI는 국제 모바일 가입자 인증번호로써 GSM

이동 통신망에서 통신 가입자에게 할당되는 국제적

으로 유일한 식별번호이다. IMSI는 휴대 전화기에

장착되는 USIM(Univer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에 저장되어 있으며 교환이 가능하다.

IMSI 구조는 ITU-T Recommendation E212에서 표

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림 3]에서와 같은 구조

를 지닌다.

[그림 3] IMSI 구조

IMSI의 15자리 식별번호는 ITU에서 발급하는 3자

리의 이동 국가 코드(Mobile Country Code : MCC)

와 국가 기관에서 발급하는 5자리의 이동 네트워크

코드(Mobile Network Code : MNC), 그리고 이동

통신 업체가 발급하는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

(Mobile Subscriber Identification Number : MSIN)

로 구성된다.[4]

2.4 Bloom Filter
1970년 Burton H. Bloom이 제안한 Bloom Filter는

주어진 원소가 어떤 집합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사하

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구조이다.[5] 블룸필터의

크기를 M, 블룸필터에 저장될 요소의 수를 N이라고

할 때, 모든 요소에 대하여 k개의 해시함수를 사용

하여 k개의 색인 값을 1부터 M사이에 있도록 한다.

색인 값은 M-bit의 블룸필터에 [그림 4]와 같이 맵

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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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loom Filter 예

그리고 확정된 개념의 Counting Bloom Filter는

요소가 삽입되거나 삭제될 때 해시함수들에 의해 정

해진 위치의 카운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

다.

3. Counting Bloom Filter를 이용한 탐지 및 차단 방법 
제안

본 논문에서는 SMSC에 전송된 SMS의 목적지에

Counting Bloom Filter를 적용하여 대량의 SMS를

이용한 공격을 SMS가 수신 단말에 착신되기 전에

탐지 및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제안시스템 전체 구성도

물리적으로 SMSC 하나의 장비에서 처리될 수 있

지만 추가적인 3개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해시함

수를 사용하여 입력받은 SMS 목적지의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CBFM, 목적지에 대한 카운터의 값과

임계치 값과 비교하여 차단유무를 판단하는 IDM,

그리고 임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임계치

DB로 구성된다.

SMS의 목적지 IMSI에서 MSIN 값을 추출하고,

그 값을 블룸 필터의 각 해시함수에 대입하여 결과

값이 가리키는 인덱스의 카운터의 값을 증가 시킨

다. 각 카운터의 값을 임계치 DB와 비교하여 모든

값이 임계치를 초과하였을 때 공격으로 탐지하게 되

는 일련의 흐름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전체 흐름도

3.1 Counting Bloom Filter Module
SMS가 SMSC로 전달되면 SMSC는 목적지의

IMSI 중에서 이동통신사에 의해서 각 가입자에게 할

당된 MSIN만을 추출하여 CBFM으로 전송을 한다.

다른 이동통신사의 망으로 전달되는 것은 다른 이동

통신사의 SMSC에서 가입자 정보 등을 비교하여 처

리해야 함으로 전송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에 등록이

된 가입자에 대해서만 제안시스템을 반영한다.

[그림 7] Counting Bloom Filter Module

각 해시함수를 통하여 각각의 테이블의 인덱스 값

을 생성하고, 인덱스 값에 해당되는 카운터의 값을 1

씩 증가시킨다. False-Positive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해시함

수와 충분히 큰 인덱스를 사용한다. 또한 좀 더 빠른

결과 값을 도출하기 위해 복수의 스레드에 해시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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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례로 할당함으로써 복수의 처리가 동시에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그림 7]처럼 제안한다.

3.2 Intrusion Detection Module
CBFM에 의해 각각의 테이블에 증가된 인덱스 카

운터 값은 IDF로 전달되어 공격 유/무에 대한 판단

을 한다. 하나의 목적지 MSIN에 대하여 각 테이블

의 인덱스 카운터 값과 임계치 DB를 비교하여 모두

가 임계치 값에 도달하였을 경우에 IDF는 그것을

SMSC에 알려주고, SMSC는 해당 모바일 단말로 전

송되는 SMS에 대해서는 공격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전송을 하지 않도록 [그림 8]과 같이 제안한다.

[그림 8] Intrusion Detection Module 흐름도

3.3 임계치 DB
정상적인 SMS가 제안시스템에서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계치의 설정이 중요하다. 어떠한 기업의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장비로 SMS

수신하는 경우, 그리고 유명인사 등과 같이 SMS 송

/수신이 많은 경우가 존재함으로 임계치를 획일적으

로 정할 경우 각 사용자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

다. 따라서 본 제안시스템은 일정 기간의 학습단계

를 가지고 각각의 각 사용자에게 알맞은 임계치를

적용한다. 예로 전월 SMS 사용량 등이 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기존의 SMS 시스템에서는 SMS를 이용한 공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격에 대해서 탐지를 하거나 방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SMS 빠른 목적지 카운터를 통해 수

신할 수 있는 임계치와 비교하도록 설정해 놓음으로

서 목적지 기반의 공격 탐지 및 차단 기법에 대해

제안한다.

본 연구가 목적지 기반의 연구로써 정말 정상적인

SMS까지도 차단될 수 있으므로 발신지와 목적지가

함께 부합된 탐지기법에 대한 연구 중에 있으며, 효

율적인 탐지를 위해서 해시함수의 개수, 버킷의 사

이즈와 임계치 설정 등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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