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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의 속한 발 으로 데이터가 방 해짐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역기능으로 네트워크 공격이 

다양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네트워크 침입 탐지시스템 기능과 패킷 차단 기능이 요시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침입 탐지 시스템 오  소스인 Snort와 리 스의 iptables 시스템의 각 장 을 활용

하여 연동하는 snort-inline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침입 탐지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스크

립트를 Python으로 구 하 다. 구 한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해 공격자가 해킹 상 시스템에 DOS 
공격을 하여 구  모듈에서 snort의 탐지 능력과 iptables의 패킷 차단 명령문이 실행되어 악의  패킷 

근을 차단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1. 서론

   최근 네트워크의 속한 발 으로 언제 어디서나 네트

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지속 인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무선 네트워크의 사용

량이 방 해짐에 따라 데이터의 양도 격히 증가하고 있

어 이에 따른 트 드로 빅데이터가 IT 분야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에 한 의존

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역기능  상을 빈번

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의 공격이다. 네

트워크를 통한 공격이 증가하면서 보안이 요한 문제로 

두되면서 방화벽(Firewall)과 더불어 네트워크 보안에 

한 심이 많아지고 차세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들이 

각 받고 있다[3].

 네트워크 침입 탐지시스템은 악의 인 공격을 감지해내

고,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기 해 사용된다. 부분의 침

입탐지시스템은 내부 시스템을 공격하려는 공격자의 다양

한 공격 패턴의 수집을 기반으로 유입되는 패킷 검사를 

통해 Rule 형태로 장된 공격 패턴과 비교하여 부합 시 

경고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으로 Rule의 지속 인 Update를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공격에 응하는 형태이다. 이에 

표 인 오 소스 침입 탐지시스템으로 Snort가 있다[6].

(그림 1) Snort의 구조 

 그러나 침입 탐지시스템만으로는 공격의 험을 차단할 

수 없기에 침입 차단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패킷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ipchain의 기능에서 

발 된 새로운 형식의 iptables 방화벽 시스템으로 리 스 

시스템과 연동하여 IP 패킷에 한 INPUT, OUTPUT, 

FORWARD 등 세 가지 체인 방식을 이용하여 내부 시스

템으로의 악의  패킷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2].

(그림 2) iptables의 패킷흐름도

 

 이에 침입 탐지시스템인 Snort와 방화벽 시스템인 

iptables과의 연동을 통한 네트워크 침입 차단을 실시간으

로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Snort와 iptables 연동 방안

  Snort[4]는 Rule을 기반으로 침입 탐지를 하는데 기본

으로 그림 3과 같은 형식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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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nort Rules 형식

 

 시그니처는 크게 헤더와 바디 등 두 가지로 나  수 있

으며, 헤더 부분은 IP 정보와 로토콜 정보, 포트 정보로 

이루어지고, 바디 부분은 탐지 패턴  규칙과 련된 정

보로 이루어진다. 

 Iptables[5]는 옵션 설정 명령을 통해 패킷을 제어할 수 

있게 하며 패킷의 처리 과정은 그림 4와 같다[1].

(그림 4) iptables 패킷 처리 과정

 악의  패킷 탐지와 차단을 연계하는 모듈을 구 하는 

언어로 Python을 사용하여 Snort의 alerting 로그에서 송

신지 IP를 추출하여 iptables 패킷 제어 명령에 해당 IP를 

넣어 패킷을 drop 시키는 구조로 모듈을 구 하 다.

 

(그림 5) Snort와 iptables 연동

 악의 인 패킷 공격이 발생하 을 때 Snort에서는 장

된 Rule을 기반으로 공격 패턴을 비교하여 공격이라고 

단되면 Alerting 로그를 발생시킬 것이다. 모듈은 Alerting 

로그에서 송신지 IP 주소를 싱하여 특정 변수에 IP 주

소를 장한다. 스크립트 형식으로 iptables에 공격자의 IP

주소를 추가하기 해 Python의 os 모듈을 사용한 

os.system()으로 “iptables –A INPUT –d 공격자 IP 주소 

–j DROP” 명령을 내려 공격자의 IP 주소에서 수신되는 

패킷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연계되는 알고리즘이다.

 

def ip_get()

ip_get = os.popen(‘/var/log/snort/alert’).read()

ip_split = re.findall(“*.*.*.* -> ”)

ip_address = string.split(ip_split, “-")

def iptables_set()

os.system(‘iptables –A INPUT-d %s –j DROP’ 

%(ip_address[0]))

printf “DROP %s Packet” %ip_address[0]

(그림 6) ip_get()과 iptables_set() 함수

ip_get()에서 alert log의 데이터를 읽어 ip_get에 장한 후 송

신지 IP의 주소를 가져오기 해 문자열을 나 어 송신지 IP 

주소만을 가져온다. 이 IP 주소를 iptables에 입력시켜 해당 패

킷을 차단하기 해 iptables_set()에 ip_address[0]의 값을 이용

하여 방화벽 규칙을 입력시킨다.

3. 실험 과정  결과

 Snort와 iptables의 연동 방안을 실험하기 해 Ubuntu 

12.04 환경에서 Snort 2.9.2와 iptables를 설치 후 공격자, 

피해자, Snort 3 의 PC를 비하고 DOS 공격인 Ping of 

Death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 

(그림 7) 테스트베드 구축 환경

 

 그림 7과 같이 ubuntu 서버에 데이터가 65,000 Byte인 

ICMP 패킷을 지속 으로 보내고 수신측의 PC에서 작업

리자를 열어보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Wireshark로 패킷 덤  분석을 한 결과 

데이터가 58이 반복되어 나오는 의미없는 과도한 데이터 

양을 유발하여 피해자 PC의 CPU 할당량을 높여 마비시

키는 공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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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악의  패턴 공격의 네트워크 트래픽

 지속 으로 패킷이 유입되는 것을 탐지하기 해서 

Snort의 Rule-set에 alerting을 한 규칙문을 추가시켜야 

한다. 실험에서 쓰인 Rule 형식은 다음과 같다.

alert ip !203.237.141.0/24 any -> 203.237.141.236 

any (msg:Ping of Death“; theshold:type both, track 

by_src, count 20, seconds 10; sid:10000035;)

 헤더부분에 Action은 alert로 경고를 발생시키게 하고 

!203.237.141.0/24의 송신지 IP를 사용하므로 내부 네트워

크가 아닌 외부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포트로든 

203.237.141.236의 ubuntu 서버에 10 당 20개의 과도한 

Ping을 날려 DOS 형태를 보이는 공격을 탐지하는 룰을 

작성한다.

 침입 탐지시스템이 정상 으로 악의  패턴을 탐지하는

지에 실험하기 해 Ping of Death 공격을 재시도 한 결

과 그림 9와 같이 Snort에서 정상 으로 탐지를 한 경고

를 보여주었고 Python 모듈의 실행으로 iptables에  정상

으로 DROP 명령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Snort의 alerting 결과와 iptables rule 추가

4.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Snort를 이용하여 악의  패킷을 탐지하

고 iptables의 방화벽 시스템을 이용하여 침입 탐지시스템

에서 alerting한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iptables 방화벽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특정 패킷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

하 다. Python으로 작성한 alerting 로그에서 공격 IP를 

싱하여 iptables 규칙에 연계하면서 snort-inline의 

iptables의 queue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직  명령 스크

립트로 보내 즉각 으로 룰을 용시켜 실시간으로 침입

에 방지를 할 수 있게 강 을 가지지만 해당 IP에 한 

근 차단 기능 이외의 공격 방법에는 취약한 한계가 있

다.  

 향후 연구로서 다양한 악의  패턴을 이용한 근을 차

단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지속 으로 발 하고 있는 공격 방식에 해 규칙

에 기반한 우수한 알고리즘을 설계  구 하여 실험을 

통해 신뢰성 있는 침입 차단 방안을 증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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