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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 트웨어가 이미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소 트웨어에 내재된 취약성은 심각한 사회 , 경제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소 트웨어의 취약성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소 트웨어의 모델  시뮬 이션은 소 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취약성 검사를 한 테스트 정책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방법의 사용 가능성 확인을 해 톨 미를 이

용하여 DNS 시스템의 행동 양식을 모델링하고 이를 시뮬 이션 하 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DNS 서버의 취약성이 효과 으로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모델  시뮬 이션이 취약성 테스 에 사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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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fficient Searching of Vulnerabilities Based 

on a DNS System Model using Ptol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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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ulnerabilities in software can result in many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once it has already been deployed and put to use. Thus, 

the vulnerabilities should be seriously taken into consideration from the beginning step of software development. A modeling and 

simulation method for software can be adopted as a testing tool for establishing vulnerability inspection strategies. For verification of 

usability of this strategy, in this paper, we modeled the behavior of a DNS system using Ptolemy and the simulation was performed. The 

result shows that a well-known vulnerability of DNS server could be effectively found, which confirms that the modeling and simulation 

can be used for vulnerability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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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소 트웨어 테스 은 소 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소 트웨어 개발에 소요

되는 비용  반 이상이 소 트웨어 테스 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8], 소 트웨어가 가지는 오류나 취약성의 완벽한 

탐지  제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소 트웨어가 

배포되어 사용되는 시 에서 충돌 혹은 연산 결과 오류 등

의 형태로 사용자 등에 의해 발견된다. 이  소 트웨어의 

취약성은 IT 환경의 기술 , 인   로세스에서 기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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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9], 그  주원인은 소 트웨어의 구  과정에 있다[6]. 

즉, 소 트웨어 설계 시의 오류나 고려되지 못한 사항은 소

트웨어가 취약성을 가지는 주원인  하나가 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하지만 설계 시에 잠재되는 취약성은 일반

인 테스 이나 운용 환경에서는 발견하기 어렵고, 특히 소

트웨어가 배포되어 다양한 버 을 가지고 이종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되어 사용되는 경우의 취약성 악은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소 트웨어의 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시뮬 이션 하는 방법은 소 트웨어의 구  

이  단계에서 수행 가능한 취약성 검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의 사용 가능성 

확인을 해 기존 소 트웨어를 해당 소 트웨어의 행동 양

식(behavior)을 바탕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시뮬 이션 하여 

기존에 알려진 해당 소 트웨어의 취약성을 재연한다. 이 

과정에서 모델링과 시뮬 이션을 해서 톨 미(Ptolemy)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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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모델

를, 모델링 상으로는 DNS 시스템을 이용하며, DNS 시스

템 공격 모델에는 메시지 스니핑(sniffing) 신 임의의 데이

터 이용을 포함하는 DNS 질의/응답 정보 기반 공격 모델을 

사용한다.

2. 련 연구

DNS는 인터넷 보 률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자의 요한 

공격 목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NS 정보의 조  

변조 시 그 향이 사회  경제에까지 피해를 주게 되므로

[3], 다수의 서비스 취약성  보호 방법에 한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3]에서는 DNS 캐쉬 오염 공격 방법 분석을 

통해 DNS가 반복 질의 검사, 패킷 검사, 공격 탐지 기능 수

행  캐쉬 검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DNS가 독립 으

로 정보의 오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1]에서는 악의 인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를 통한 DNS 서버 공격을 로 들어 침

입 감내 시스템의 결함 모델을 작성하고, 시스템의 결함 허

용성을 증가시켜 시스템에 한 공격 시 시스템의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소

트웨어가 가지는 미지의 취약성에 한 고려는 반 되지 않

았다.

본 논문에서 소 트웨어의 행동 방식 모델링  시뮬 이

션에 이용하는 톨 미 II는 UC Berkeley에서 톨 미 로젝

트를 통해 개발한 모델링, 시뮬 이션  병행(concurrent),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의 디자인을 한 자바(Java) 기반

의 임워크이다. 톨 미 II는 재 7.0.1 버 까지 제공되

고 있으며, 모델 내에 정의되어 단  기능을 수행하는 엔티

티  엔티티 간의 동작 방식을 연산 모델(model of 

computation) 혹은 도메인(domain)으로 규정하고, 동작 방식

의 형태에 따라 도메인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재는 

연속 시간 모델링(continuous-time modeling, CT), 로세스 

네트워크(process network with asynchronous message 

passing, PN)  무선(wireless) 등 9개의 정규 도메인과 이

산 시간(discrete time, DT), 분산 이산 이벤트(distributed 

discrete events, DDE)  3D 그래픽스 등 9개의 실험  도

메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PN 도메인은 기본 으로 하드

웨어와 임베디드 애 리 이션 등 높은 수 의 병행 수 을 

요구하는 도메인을 해 작성된 것으로, 모델은 순차  

로세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모델 내의 각 엔티티가 별

도의 로세스로 동작하며, 이들 로세스 사이의 통신은 

비동기 방식을 사용한다. 모델에 용되는 도메인의 결정은 

모델 내에 추가되는 도메인 액터 즉, 디 터(Director)에 의

해 결정된다[5].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도메인은 도메인별 고유 특성이 

고려된 액터(actor)를 포함하며, 이외에도 추가 라이 러리

에 그래픽, 이썬(Python) 코드  매트랩(Matlab) 표 식 

외 다수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액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추가로 톨 미는 사용자가 직  자신의 액터를 작성하

여 등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톨 미에서 제

공되는 도메인 내에서는 소 트웨어나 하드웨어의 행동 양식

을 모델 작성자가 상으로 하는 수 으로 표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모델  구성 시스템의 모델 작

성에 가장 합한 도메인으로 단되는 로세스 네트워크

(Process Network, PN) 도메인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한 모델을 작성한다. 

3. 시스템 모델  DNS 공격 모델

3.1 모델 구성

DNS 시스템의 모델링은 기존에 작성된 DNS 시스템 모

델[2]을 바탕으로, 간자 공격을 수행하는 공격자를 추가하

여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은 형태로 구성한다. 모델은 

크게 2개의 DNS 서버 액터와 하나의 클라이언트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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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NS 간자 공격

공격자로 구성되고, 각각은 메시지 교환기 역할을 수행하는 

인터넷 액터 클러스터에 연결된다. (그림 1)에 나타난 노드

들은 실제 시스템의 기능을 간략화 하여 표 한 것으로, 합

성 액터 내부에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액터들이 계층구조를 

이루도록 추가되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DNS 시스템은 

단순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구조가 주는 장

은 기존의 액터를 새로운 행동 양식을 가지는 버 의 액

터로 교체가 쉽고, 다수의 복제 액터를 생성해 복잡한 네트

워크를 구성하기 용이하며, 다양한 버 을 가진 액터를 동

시에 시뮬 이션이 가능해 복잡한 이종 시스템이 연동되는 

구조를 표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각 

구성 액터의 구조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액터는 크게 메시지 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라우터 

액터와 각 메시지에 임의의 지연 시간을 부여하는 임의 시

간 지연기(Random Dealy Generator)로 구성된다. 라우터 

액터는 인터넷 액터 클러스터에 달되는 모든 메시지를 

싱하여 메시지 내의 주소를 기 으로 목  액터를 찾아낸 

후, 해당 메시지를 목  액터를 상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로 보내 메시지 교환을 수행하며, 이 때 사용되는 주소는 IP 

주소를 단순화 하여 모델 내의 각 시스템들에 부여한 정수 

형태의 주소가 사용된다. 한편 임의 시간 지연기와 라우터 

사이에는 비결정  합병(Non-deterministic merge) 액터를 

추가하여 라우터에 달되는 메시지가 인터넷 액터의 인터

페이스 배치에 의한 결정론  순서를 따르지 않도록 하 다.

임의 시간 지연기(Random Delay Generator) 클래스는 가

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에 따라 난수를 만들어

내는 액터를 포함하는 난수 생성 합성 액터를 생성해 구성

되었으며, 이를 이용해 이를 지나는 모든 메시지가 0～

300mSec의 임의 지연 시간을 갖도록 했다.

클라이언트 액터는 정상 인 DNS 질의를 DNS 서버에 

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DNS 서버에서 응답으로 보내오

는 호스트의 주소는 클라이언트의 캐쉬에 TTL(Time To 

Live)로 정의된 시간동안 장된다. 이 때 존재하지 않는 호

스트에 한 캐쉬(negative cache)는 수행하지 않는 것을 가

정하 다. 클라이언트 액터는 미리 작성된 리스트에 존재하

는 호스트 가운데 임의의 호스트를 선택하여 해당 호스트의 

주소를 내부 DNS에 질의한다. 클라이언트 액터에서 DNS 

서버로 보내지는 질의 메시지 오 젝트는 메시지 변환기

(Message Converter)에 의해 싱이 수행되어 기본 인 정

보가 콘솔에 출력되며, DNS 서버로부터의 응답에 따라 발

생되는 호스트로의 연결 시도는 클라이언트 액터에 의해 처

리되어 콘솔에 출력된다. 이러한 과정은 DNS 서버로부터의 

응답 메시지에 공격자가 클라이언트를 유도하기 해 사용

하는 호스트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까지 반복 수행된다.

DNS와 공격자 기능을 수행하는 액터는 모든 기능을 

이선 스크립트 액터를 이용해 구성하 으며, DNS 액터는 

도메인 네임 리소스 리를 한 테이블  타 DNS 서버와

의 트랜잭션 리를 한 테이블을 포함한다. 도메인 네임 

테이블에 장되는 각각의 도메인 네임 리소스는 TTL 

(Time To Live) 라미터를 가져 일정 시간동안만 테이블 

내에 보 되도록 하 으며, 트랜잭션 리 테이블은 해당 

트랜잭션에 한 트랜잭션 ID와 UDP 포트 번호 등의 정보

를 보 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 타 DNS 서버로부터 달되

는 응답의 진  여부를 단한다. 

도메인 네임의 질의 과정에 수반되는 루트(root) 네임 서

버를 경유한 할(Authoritative) DNS 조회 과정은 모델의 

단순화를 해 생략하 으며, 따라서 타 도메인 호스트에 

한 질의가 수신되면 바로 상  DNS 서버에 달되도록 

구성하 다. 한편 공격자 액터는 기존에 알고 있는 DNS 질

의/응답 차와 랜덤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랜잭션 ID와 

UPD 포트 번호를 생성해 DNS 응답 메시지를 작성  클

라이언트 액터에 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작성된 모델에

서 공격자는 클라이언트의 질의 메시지를 스니핑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세 가지 종류의 트랜잭션 ID  

UDP 포트 번호 을 생성하는 방법을 이용해 공격에 이용

하도록 하 다.

3.2 DNS 간자 공격 모델

(그림 2)는 DNS 서버에 한 간자 (Man In The Middle, 

MITM) 공격 방식 가운데  DNS 하이재킹(Hijacking)을 나

타내고 있다[4]. 

DNS 하이재킹 공격은 공격자가 자신을 DNS 서버와 클

라이언트 사이에 치시켜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가로챌 

비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step 1). 이 상태에서 클

라이언트가 DNS 서버로 특정 호스트의 IP를 묻는 질의를 

송하면(step 2), 공격자는 해당 질의를 가로채 질의 내의 

내용을 참조하여 가짜 응답 메시지를 작성한다. 이 때 응답 

메시지에 클라이언트를 유인하기 한 IP를 실어 클라이언

트로 송한다(step 3). 한편 클라이언트의 질의를 수신한 

DNS 서버도 정상 인 IP 주소를 가진 응답 메시지를 송

하게 되는데(step 4),  클라이언트에서는 공격자가 보낸 가

짜 응답 메시지와 DNS가 보낸 정상 응답  먼  도착하는 

쪽의 메시지를 수용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질의를 보

낸 순간부터 공격자와 DNS 서버는 경쟁 상태에 들어가는 

구조를 가진다. 

(그림 2)에 나타난 DNS 간자 공격은 공격자가 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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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ID := p_trID +1, pNo := r_PoNo}

2) {trID := p_trID +1, pNo := s_PoNo}

3) {trID := r_TrID, pNo := s_PoNo}

trID : 트랜잭션 ID

pNo : UDP 포트 번호

p_trID : 이  트랜잭션 ID

r_TrID : 트랜잭션 ID 생성 범  내 임의 숫자

s_PoNo : 고정 포트 번호

r_PoNo : DNS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포트 번호  임의의 숫자

<표 1> 공격 메시지 생성 방법

(a)공격 모델 1 : trID 증가, 임의 포트 번호

(b)공격 모델 2 : trID 증가, 고정 포트 번호

(c)공격 모델 3 : 임의 trID, 고정 포트 번호

(그림 3) 시뮬 이션 결과

언트의 메시지를 가로채기 때문에 공격이 DNS와 메시지 

송 속도 경쟁 수 의 난이도만을 가지므로 매우 용이한 공

격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클라이언트 메시

지의 스니핑 없이 간단한 지식만으로도 공격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이기 해 DNS 질의  응답 규칙을 기 로 하

고, 기타 라미터들은 임의로 생성하는 공격 모델을 생성

해 이용한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질의에 한 응답인지 여부를 확인

하기 해 자신에게 달된 응답 메시지의 트랜잭션 ID와 

UDP 포트 번호를 확인하는데, 특정 도우즈 DNS 리졸버

(eg. Windows XP SP1, Windows 2000 SP 3~4 등의 DNS 

resolver)의 경우에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트랜잭션 ID  

UDP 포트 번호 변경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이 공격

자가 측 가능하다[11]. 이후 버 의 도우즈는 이와 같은 

단순성을 회피하기 해 트랜잭션 ID  UDP 포트 생성 

규칙을 복잡화하 으나, 재 이에 한 분석 결과  공격 

방식 한 공개되어 있다[10]. 본 논문의 목 이 공격 알고

리즘 생성이 아닌 모델을 통한 취약성 확인 가능성 악이

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메시지의 스니핑 없이, 단순한 형

태의 트랜잭션 ID와 UDP 포트 번호 생성 규칙을 갖는 시

스템을 상으로 모델을 작성한다.

4. 시뮬 이션

DNS 서버에 한 간자 공격 모델의 시뮬 이션을 

한 환경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설정되었다. 우선 클라이언

트는 주어진 네 개의 호스트 네임에서 임의의 호스트 네임

을 선택하여 질의를 수행하며, 이 때 클라이언트에 의해 선

택되는 호스트는 내부 호스트와 외부 호스트  실제로 존

재하지 않는 잘못된 이름을 갖는 호스트(unknown host)를 

포함한다. 공격자는 클라이언트가 속한 도메인에 존재하는 

DNS 서버의 메시지를 조하여 클라이언트에 달하는 기

능을 수행하는데, 이 때 메시지 조에는 <표 1>에 나타난 

세 가지 {트랜잭션 ID, UPD 포트 번호} 생성 방법을 사용

한다. 

DNS 서비스에 이용되는 UDP 포트 번호의 경우, 표  

운  환경(Standard operating enviro- nment)에서 체로 

클라이언트들이 동일한 포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7]을 

이용하여 사 에 알고 있다고 가정하여 고정 포트 번호 사

용하 으며, 트랜잭션 ID와 UDP 포트 번호를 모두 임의의 

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억지(brute force) 공격 기법에 가깝

고, 성공 확률 한 약 1/6백만으로 매우 낮아 실제 공격에 

이용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는 시뮬 이션에서 배제하 다. 

다음 (그림 3)은 와 같은 환경을 가진 모델에서 시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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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콘솔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인다. 

클라이언트의 콘솔에는 클라이언트가 DNS에 요청한 메시지

와 DNS로부터 받은 응답을 기 로 시도하는 연결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공격자의 조 메시

지를 DNS 서버의 응답 메시지로 수용하는 경우 조 호스

트의 주소(IP of Redirect Client)로 연결을 시도하는 내용이 

콘솔에 나타나도록 하 으며, 시뮬 이션 결과 수행된 모든 

조건에서 클라이언트에 한 공격이 성공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에 내재된 취약성 확인을 한 

방법으로 소 트웨어의 행동 방식(behavior)을 모델로 작성

하고, 작성된 모델을 시뮬 이션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소 트웨어의 고유 기능이 반 된 모델

의 시뮬 이션을 통해서도 알려진 취약성 발견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한 본 논문에서 사용한 공격자의 공격 방

식은 임의의 수를 생성하여 이용하고 있을 뿐, 메시지 스니

핑 등 재 알려진 극 인 공격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있

기 때문에, 모델이 포함하는 공격 방식을 정교화 하거나, 기

존의 랜덤 테스 에 사용된 알고리즘을 공격 패턴으로 변환

하여 용하는 경우, 더욱 효과 인 공격 형태  이에 

한 응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한 모델에 

방화벽 등 실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장비들을 추가하는 등 

확장하고, 소 트웨어의 행동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기술하

는 경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성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연구로는 소 트웨어 버 별 모델 작성  모델의 

정교화를 통해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유발

하는 인 라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 트웨어를 상으로 모

델링을 수행하여, 모델링  시뮬 이션을 통한 취약성 테

스트 방법의 용 상 확장  개선 방향 등을 확인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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