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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VoIP는 IP기반에서 유선과 무선을 이용하여 음성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정보 송을 제공하고 있다. VoIP

는 All-IP방식과 Gateway방식과 mVoIP 등이 사용되고 있다. 유무선 VoIP는 네트워크상에서 VoIP 호 제어 신호  

불법 도청이, 서비스 오용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의 상일 뿐만 아니라, WiFi Zone의 무선 인터넷은 무선이 가지

고 있는 보안취약 이 존재하다. 따라서 유무선 VoIP에 한 보안 취약 을 분석하고, 해킹사고에 한 연구와 보

안 책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VoIP에 All-IP방식과 Gateway방식의 VoIP시스템과 네트워크에 

한 Scan을 통하여 IP Phone 정보를 획득하고 취약 을 분석한다. 발견된 All-IP방식과 Gateway방식의 VoIP 취약

에 한 해킹 공격을 실시하여 서비스거부 공격, VoIP 스팸 공격을 실시한다. 그리고 실제 VoIP시스템을 설치 운

하고 있는 장에서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안 책을 제안한다.

ABSTRACT

Recently VoIP has provided voice(both wired and wireless from IP-based) as well as the transmission of multimedia information. VoIP 

used All-IP type, Gateway type, mVoIP etc. Wired and wireless VoIP has security vulnerabilities that VoIP call control signals, illegal 

eavesdropping, service misuse attacks, denial of service attack, as well as wireless vulnerabilities etc. from WiFi Zone. Therefore, the analysis 

of security vulnerabilities in wired and wireless VoIP and hacking incidents on security measures for research and study is needed. In this 

paper, VoIP (All-IP type, and for Gateway type) for system and network scanning, and, IP Phone to get the information and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All-IP type and Gateway type discovered about the vulnerability of VoIP hacking attacks (Denial of Service attacks, VoIP spam 

attacks) is carried out. And that is a real VoIP system installed and operated in the field of security measures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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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의 화망인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보다 렴한 가격에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를 

지원하는 VoIP(인터넷 화: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가 활성화 되고 있다. VoIP는 크게 All-IP방식과 Gateway

방식으로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다[1]. 

2010년 말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839만 명을 돌

하면서, 무료 WiFi(무선 랜) 통신망을 이용해 더 렴한 

가격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용 mVoIP(모바

일인터넷 화: mobile VoIP)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2]. 

mVoIP 서비스의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기술은 

상과 음성 등 미디어를 송하여, 부가 서비스가 가능

하여 WiFi Zone에서 속하여 mVoIP를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다[3]. 

하지만 WiFi Zone은 무선랜이 가지고 있는 취약

을 지니고 있어, mVoIP 사용자들은 보안 에 노출

되어 있다. 한 보안이 설정되지 않은 AP(Access 

Point)[4]를 이용하여 무선AP의 범 에 있는 악의 인 

공격자가 패킷을 받아 악의 으로 그 패킷을 분석하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5]. 해킹공격으로 탈취된 정보

를 이용한 피싱(Phishing) 는 (Pharming) 공격으

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유무선 VoIP에 한 

보안 취약성 분석과 해킹공격  보안 책[6]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VoIP All-IP방식과 Gateway방식에서 

두 방식의 취약 을 분석하고 단말기에 한 취약  분

석과 WiFi Zone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VoIP에 한 취

약 을 분석하여 해킹공격을 실시하고 공격에 따른 보

안 책을 연구한다.

본 논문은 Ⅰ.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Ⅱ. 본론에서는 

ALL-IP방식, Gateway방식, WiFi Zone에 해 조사하고, 

Ⅲ. All-IP방식, Gateway방식, WiFi Zone에 한 취약  

분석  공격과 유무선 VoIP 단말기 스캔을 통한 취약  

분석  공격, WiFi Zone의 스마트폰 사용 시 취약  분

석  사용자에 한 공격을 실시하고 Ⅳ. All-IP방식, 

Gateway방식, WiFi Zone 해킹공격에 한 보안 책에서

는 All-IP방식, Gateway방식, WiFi Zone 보안 책을 연구

하고, Ⅴ. 결론으로 구성한다.

Ⅱ. 련 연구

2.1. VoIP ALL-IP방식

VoIP All-IP방식은 기기까지 모두 IP를 용하는 방

식이다. 상 기 은 VoIP ALL-IP방식 시스템 산을 

확보하여, 새로 VoIP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이다. UC

(통합 커뮤니 이션: Unified Communication) 등 부가서

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기  간 통합 VoIP가 정

인 경우에 이용하게 된다. 그림 1은 All-IP방식 유형 구

성도이다.

그림 1. VoIP ALL-IP 방식
Fig. 1 VoIP ALL-IP Type 

2.2. VoIP Gateway방식

VoIP Gateway방식은 일반 PSTN 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화를 하는 방식으로 상 기 은 기존 PBX 사

용 연한이 많이 남았을 경우, 산 확보  내부 정책 등

을 고려하여 진 인 VoIP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그

림 2는 Gateway방식 유형 구성도이다[7].

그림 2. VoIP Gateway 방식
Fig. 2 VoIP Gatewa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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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iFi Zone

문화 공간, 쇼핑몰, 은행  공서, 학교 등 공공장

소 등에서 WiFi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일반 폰, 노트

북 등으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T WiFi Zone

T WiFi Zone[8]은 SKT서비스이다. WiFi가 탑재된 스

마트폰, 일반 폰, 노트북 등을 통해서 무선인터넷 서비스

를 받을 수 있으며, 2010년 7월 이후 출시 단말기부터 가

능인증, 암호화 등의 보안정책을 용함으로써 보다 안

하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FMC[9] 가능한 스

마트폰, 일반 폰은 T WiFi Zone 내에서 VoIP 사용이 가능

하다.

■ olleh WiFi Zone

olleh WiFi Zone[10]은 KT가 olleh WiFi AP를 설치하

여 고객이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기

존의 KT라인을 이용하여 넓은 지역의 무선 랜 통신을 커

버하고 있다.

Ⅲ. VoIP All-IP방식, Gateway방식, 

WiFi Zone에 한 취약  분석  공격

3.1. 공격 실험 환경

VoIP All-IP방식과 Gateway방식에서 공격에 한 실

험을 하기 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구축되어 있는 테스

트베드에서 공격을 실험하 다. 그림 2은 테스트베드의 

시험 환경 구성도이다.

그림 3. VoIP 기능 시험 환경 구성도
Fig. 3 Based VoIP functional test environment 

configuration

3.2. VoIP All-IP방식과 Gateway방식에 한 취약  

분석  공격

기본 으로 Scan을 통해 VoIP 네트워크의 구성과 시

스템의 정보를 알아낸다.

기본 네트워크 정보 → GW : 210.103.X.XXX

네트워크 속만으로 식별된 정보

210.103.X.XXX 00:40:XA:XB:E5:XE

GOLDSTAR INFORMATION & COMM

210.103.X.XXX E8:11:XX:XC:B0:FD

Samsung Electronics Co.,LTD

125.XX.XX.2 2C:6B:F5:.XX:D7:XX

Juniper networks

재 VoIP 네트워크는 MAC(Media Access Control) 

Address로 통제하고 있다. MAC 변조를 통하여 VoIP 네

트워크에 속이 가능하다. MAC 변조로 네트워크에 

속 후 네트워크의 정보가 확인된다. Cain&Abel을 이용

한 Sniffing공격을 통해 IP Address와 MAC Address를 알

아낸다.

네트워크 해킹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210.XXX.4.XX Linux release 2.6.18-164.el5

VoIP 네트워크 Scan을 통하여 네트워크 구성과 시스

템에 한 정보(IP-PBX, FMC, IP-Phone, Port 등)를 알아

낼 수 있다. 그림 4는 Nessus를 이용하여 Scanning을 통해 

알아낸 정보이다.

그림 4. VoIP 네트워크 역 scan
Fig. 4 VoIP Network bandwidth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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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sus를 이용한 Scanning을 통해 IP-PBX의 정보를 

알아냈다. IP-PBX의 Scanning 정보를 사용하여 공격 

상을 선정하고, 공격을 실시한다.

그림 5. VoIP nvite Flood 공격
Fig. 5 Invite Flood attack of VoIP 

그림 5는 스캐닝을 통해 알아낸 IP-PBX의 정보를 통

해 VoIP 내부망에 속하여 Invite Flood 공격을 실시하

다.

그림 6. VoIP에 한 DDoS 공격
Fig. 6 DDoS Attack of VoIP 

그림 6은 DDoS공격의 하나인 Invite Flood공격으로 

VoIP IP-Phone의 상태를 모니터링 화면이다. 평소 사용 

시에는 메모리가 10%미만인데, 노트북 한 로 Invite 

Flood공격을 했는데 42%까지 메모리를 차지하며, 공격

이 강해지자 통화가 일시 으로 정지되는 것을 확인하

다.

3.3. 유무선 VoIP 단말기 취약  분석  공격

그림 7. VoIP 단말기 정보 획득
Fig. 7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scanning VoIP

그림 8. IP Phone 리자 페이지 내용
Fig. 8 IP Phone Manager page

스캐닝을 통해 그림 7과 같이 VoIP 단말기의 정보를 

획득하고, 취득된 VoIP 단말기 리자 페이지에 속한

다. 그림 8과 같이 IP Phone 리자 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을 성공하여 VoIP 단말기의 설정 정보를 확인하 다.

그림 9. IP Phone VoIP 설정 화면
Fig. 9 IP Phone VoIP Settings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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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와 같이 IP Phone 리자 페이지를 속한 후 

VoIP 설정 화면으로 화번호, 포트번호, 인증번호 등을 

수정하 다.

그림 10과 같이 리자 페이지에서 등록되어 있는 IP 

Phone들의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IP Phone 통화 기록
Fig. 10 IP Phone Call History

3.4. WiFi Zone의 Smart Phone 사용 시 취약  분석과 

공격

War Driving을 통하여 무선 AP에서 나오는 무선 네트

워크 패킷을 캡처하여 취약 을 분석하 다.

그림 11. War Driving을 통한 AP 공격
Fig. 11 AP Attack through War Driving

그림 11은 War Driving을 통하여 무선 AP를 공격한 실

험이다. ESSID가 SAMSUNG, BSSID가 00:XX:XX:D8: 

C9:A8인 무선 AP와 ESSID가 30X, BSSID가 XX:08:9F: 

C2:XX:5A인 무선 AP가 패킷을 주고 받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들 무선 AP는 WEP로 암호화가 되어있어 Aircrack 

툴을 이용하여 패스워드 값을 알아낸다.

본 해킹공격 실험에서는 ESSID가 30X인 무선 AP를 

공격하여 패스워드를 알아냈다. 해커는 비 번호를 이

용하여 무단 속을 한 후, 패킷 캡처를 하거나 ARP 

Spoofing, Side Jacking 등의 공격을 통해 상 방의 개인 

정보를 획득하고, 상 방의 PC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

를 심을 수 있다.

3.6. WiFi Zone의 Smart Phone 사용자에 한 공격

공격한 무선 AP의 비 번호를 탈취하면, 해커는 공격

당한 무선 AP를 통해 인터넷에 속한 Smart Phone을 공

격할 수 있다. 

표 인 공격 방법은 DDoS 공격이나 ARP Spoofing 

공격이다. Smart Phone으로 인터넷 속이 쉽게 가능

한 만큼 DDoS 공격을 통하여 Smart Phone 사용자에 

한 가용성 지와 그로 인한 융거래가 발생 할 수 있

다.

그림 12. ARP Spoofing 공격
Fig. 12 ARP Spoofing Attack

그림 12는 자신의 MAC주소를 다른 사용자의 MAC 

주소인 것처럼 속이는 ARP Spoofing을 통한 공격 실험

이다. 공격을 받는 스마트폰의 네트워크는 가용성을 

잃게 된다. 한 ARP 테이블을 변조한 상태로 유지하

여, 공격 상자의 개인정보 의 탈취나 악성코드 송 

 감염, 융기  등을 사칭하는 피싱과 에 이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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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VoIP All-IP방식, Gateway방식, 

WiFi Zone 해킹공격에 한 보안 책

실제로 VoIP ALL-IP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S청사와 K

구청을 방문하여 장에서 용하고 있는 VoIP 시스템 

해킹공격에 한 보안 방법을 분석하 다. 한 국가정

보원이 제시한 VoIP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심으로 5

가지 주요 해킹공격에 한 보안 책을 제시하 다.

4.1. VoIP ALL-IP방식 해킹공격 보안 책

S청사는 2011년에 VoIP `C'그룹 서비스로 환을 하

고,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  메뉴얼”과 “국가

공공기  VoIP정보보호가이드라인”의 지침사항을 

용하여 VoIP 시스템을 구축하 다.

VoIP ALL-IP방식 VoIP 해킹공격에 한 보안 책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거부 공격에 한 보안 책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 매뉴얼”과 “국가공공

기  VoIP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용하여 내부 네트

워크망을 분리하여 운 하고 있으며, VoIP 용보안장

비를 통하여 기본 인 DDoS공격을 차단하고 있으며, 사

용자 역에서는 POE스 치의 DoS공격 차단 기능을 이

용하고 있다.

■ 도청에 한 보안 책

VoIP의 모든 신호(TLS)와 미디어(sRTP)에 해 암호

화 방식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와 ARIA

를 용하고 있다.

■ 서비스 오용 공격에 한 보안 책

VoIP 용 보안장비를 통하여 서비스 오용, 공격탐지, 

인증실패/우회탐지 등을 수행하고 있다.

■ 호 가로채기에 한 보안 책

VoIP 용 보안장비를 통해 기능 으로 콜 스팸, 메시

지 스팸, Call Bombing 등을 차단하고 있다.

■ VoIP 스팸에 한 보안 책

VoIP 용 보안장비를 통해 기능 으로 콜 스팸, 메시

지 스팸, Call Bombing 등을 차단하고 있다.

4.2. VoIP Gateway방식 해킹공격 보안 책

VoIP를 Gateway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K구청에서는 

부분 으로 행정기  VoIP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발신서비스만을 사용하고 있다.

K구청을 VoIP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보안 응 책 

통하여 해킹공격 보안 책을 제시한다. 그림 13은 K구

청의 VoIP Gateway 장비이다.

그림 13. K구청 VoIP Gateway
Fig. 13 VoIP Gateway in K Office

K구청은 C그룹 사업자 KT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KT에서 VoIP 패킷만을 보내기 때문에 

몇몇 부서만 부분 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정화를 하

여 시내통화 발신만 Gateway방식으로 하고 외부에서 걸

려오는 화는 PSTN으로 받고 있다. 

Gateway방식 VoIP 해킹공격에 한 보안 책은 다음

과 같다.

■ 서비스 거부 공격에 한 보안 책

네트워크 용 IPS는 인터넷 기반의 DDoS 공격 방어

용으로 VoIP 용 IPS는 SIP 기반의 Register, Invite 메시

지 공격 방어용으로 구축된 KT 사업자의 보안 책을 

용하고 있다.

■ 도청에 한 보안 책

국가정보원 공공/행정기  보안가이드라인에 근거

하여 신호는 TLS, 미디어는 sRTP로 암호화 하여 보안

책만을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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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오용 공격에 한 보안 책

KT 사업자가 속 라우터 홉의 카운터 개수를 제한하

여 통화 패턴을 리하고, 임계 치를 리하는 보안 책

을 용하고 있다.

■ 호 가로채기에 한 보안 책

KT 사업자의 VoIP 용 보안장비를 통해 콜 하이재킹

을 탐지하고 메시지 Digest를 확인한다.

■ VoIP 스팸에 한 보안 책

KT사업자의 VoIP 용 IPS의 스팸 차단 기능을 용

하고 있다.

4.3. VoIP WiFi Zone 해킹공격 보안 책

■ WiFi 보안 로토콜 용

WPA의 필수 로토콜인 TKIP를 체하기 해 만들

어진 IEEE 802.11i(WPA2) 암호화 로토콜로 WPA2 표

의 필수 요소인 CCMP와 AES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일

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와이 이 보안 로토콜을 이용

한다. WiFi 보안 로토콜은 비 성과 무결성을 한 단

일 암호키의 복잡도를 낮추어 성능을 향상시켰고, 패킷

의 헤더와 데이터의 비 성  무결성 보호한다.

■ 암호화 용

무선랜의 무선 구간에서 용하기 처음 제시된 칭

키 기반 암호화 기법인 Static WEP은 RC4 암호 알고리즘

의 자체 취약성  키 노출 취약 을 내재하므로, 세션별 

키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보완한 Dynamic WEP으로 무선

랜 암호화 방식을 용한다.

WEP 과 동일한 RC4 스트림 암호 방식을 사용하지만 

각 임 별로 시간별, 네트워크 세션별에 따라 상이한 

키를 용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비 키를 자동으로 갱

신함으로써 보안성을 강화 한 소 트웨어 암호화를 

용한다. 한 48bit 확장된 길이의 기벡터를 사용하

고, 무선 패킷마다 사용되는 암호키를 다르게 변경하

여 사용한다. 

■ 무선랜 보안

부분의 무선 네트워크는 기본 으로 그 이름을 방

송하여 부근의 컴퓨터에게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

음을 알린다. 네트워크 이름(SSID)이 무선 송신기에 의

해 방송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네트워크를 닫으면 다른 

컴퓨터가 사용자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

게 된다.

■ WiFi Zone에서 거래 회피

공공장소 는 커피 , 공항과 같은 핫스팟(HotSpot)

에 있는 WiFi Zone은 무선 보안에 한 취약성이 존재한

다. 따라서 무선 네트워크 장치 제조업체  핫스팟 사업

자에 의한 보안성과 익명성을 강화 보안 기술을 사용한

다. 한 인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자 우편  

인터넷 서핑으로 업무를 제한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VoIP All-IP방식과 Gateway방식  최

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mVoIP에 한 VoIP의 단말기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한 스캔을 통해 취약 을 분

석하 고, 해킹공격 실험을 하 다.

VoIP IP Phone의 패스워드를 확인하고, 리자 페이

지를 통해 로그인을 성공하 다. 그 후 IP Phone 리자 

페이지를 속하여 VoIP 설정 화면에서 화번호, 포

트번호,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수정하 다. 한 리

자 페이지에서 등록되어 있는 IP Phone들의 통화기록

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이 단말기를 통해 해킹이 가능

한 것을 확인하 다. 한, WiFi Zone에서 Smart Phone

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때 워 드라이빙을 통해 

취약 을 분석하고, AP에 한 공격과 ARP Spoofing 

공격을 하여 해당 AP를 마비시키거나 장 AP를 설정

하여 정보를 취득 하여 Smart Phone 사용자에 해 공

격에 성공하 다. 

보안 책을 제시함에 있어서 실제 VoIP All-IP방식과 

Gateway방식 을 사용하고 있는 장을 방문하여 재 

용하고 있는 보안 책을 조사하고 보안 책을 제시

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WiFi Zone에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VoIP에  한 암호화와 Smart Phone의 공격과 방어에 

한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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