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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RP 스푸핑은  2계층 MAC 주소를 속여 통신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스니핑의 근간이 되는 핵심 해킹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위치 네트워크 환경의 원격지 서버들의 스니핑을 위한 효율적인 공격방법 ‘위조 ARP 응답 유니캐스

트 스푸핑’을 제안하였다. 위조 ARP 응답 유니캐스트 스푸핑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송수신 패킷을 모두 스니핑 

할 수 있고, 스니핑 절차가 간결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단순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ARP 스푸핑 공격을 

구현하여 다양한 서버 유형별 네트워크 해킹방법에 관해 연구하였고, 이의 구현기술에 관해 연구하였다. Telnet/FTP 
서버의 Root ID와 PW, MySQL DB 서버의 Root ID와 PW, 웹 서버 포탈의 ID와 PW, 웹 뱅킹서버의 계좌번호와 비밀

번호 및 거래정보 해킹 등 다양한 서버 유형별 해킹 기술에 관해 연구하였고, 핵심 해킹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이의 

구현기술에 관해 연구하였다. 

ABSTRACT

ARP Spoofing is a basic and core hacking technology for almost all sniffing. It makes change the flow of packets by 
faking the 2nd layer MAC address. In this paper we suggested an efficient hacking technology for sniffing remote 
servers in the switched network environment. The suggested 'Faked ARP Reply Unicast Spoofing' makes the 
bidirectional packets sniffing possible between the client and server, and it makes simplify the procedures for ARP 
sniffing and hacking program. In this paper we researched the network hacking and implementation technologies based 
on the suggested ARP spoofing. And we researched various types of servers hacking such as Root ID and PW of 
Telnet/FTP server, Root ID and PW of MySQL DB server, ID and PW of  Web Portal Server, and account information 
and transaction history of Web Banking Server. And also we researched the implementation techniques of core hacking 
programs for the ARP Spoo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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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사이버위협과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사회적 문

제가 되고 있다. 2013년 6월 청와대, 국정원 등 정부기

관을 5차례나 공격하였고, 2015년 6월 은행·증권사에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이 있었고, 2016년 3월에는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금융 사이버테러 시도”가 있었

다는 국정원 발표가 있었다. 또한 2014년 1월 APT공격

으로 인한 카드사와 게임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1,32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SK인포섹의 통합보안관제센터는 고객사에서 발생하

는 하루 평균 3100만 건의 실시간 위협을 수집해 분석

하는 시간과의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1].

해킹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니핑(sniffing)과 스푸핑(spoofing)이다. 스니핑

은 네트워크 상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상대방들의 패킷

을 훔쳐보는 것을 말하며, 스푸핑은 스니핑에서 좀 더 

발전된 해킹으로 spoof인 ‘속이다’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 상에서 거짓된 패킷을 발송하여 조작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RP 스니핑과 스푸핑은 동

일 LAN 상의 호스트들의 2계층 MAC 주소를 속여 패

킷의 흐름을 공격자로 향하도록 하여 도청하는 해킹 기

술이며, 대부분의 스니핑이 이를 기초로 이루어지므로 

가장 근간이 되는 해킹 공격이라 할 수 있다[2].   

ARP 스푸핑 공격은 ARP 프로토콜의 허점을 이용하

여 로컬 LAN 상의 호스트의 2계층 MAC 주소를 속여 

통신 흐름을 왜곡시키고,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통신을 

스니핑할 수 있다. 그러나 ARP 프로토콜의 특성상 이

는 동일 LAN 상의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통신 스니핑

으로 제한된다. 또한 허브 LAN(버스형 LAN)에서는 모

든 패킷이 모든 포트로 브로드캐스트 되므로 스니핑이 

쉽지만, 스위치 LAN에서는 해당 포트를 통해 목적하는 

장비로만 전달되므로 스니핑이 어렵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는 각기 다른 유형의 서버들이 존재하며 이의 유형

에 따라 스니핑 기술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RP 프로토콜의 특성과 동작을 

이용한 여러 형태의 ARP 스푸핑 공격방법을 비교 연구

하여, 스위치 LAN 환경의 인터넷 상의 원격지에 위치

한 서버들의 스니핑을 위한 효율적인 공격방법을 제안

하고, 이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해킹 환경을 구

축하여 원격지 서버들의 스니핑 공격을 성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ARP 스푸핑 공격을 위한 환경구축 

및 절차, 구현기술에 관해 연구하였고, Telnet/FTP 서

버, DB 서버, 웹 서버, 웹 뱅킹서버 등 각기 다른 유형의 

서버들의 해킹 기술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모의해킹을 위한 웹 서버, DNS 서버, 

Telnet/FTP 서버, DB 서버, 웹 뱅킹서버 등을 윈도우/리

눅스 플랫폼에 각기 구축하였다. 제안한 ARP 스푸핑 

공격을 수행하여 1) 웹 서버 포탈의 ID와 PW 해킹 2) 

웹 뱅킹서버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및 거래정보 해킹 

3) Telnet/FTP 서버의 Root ID와 PW 해킹 4) MySQL 

DB 서버의 Root ID와 PW 해킹 등 다양한 서버 유형별 

해킹 방법과 구현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구현 기술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ARP 스푸핑 해

킹 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이를 응용한 ARP 스

푸핑 해킹에 관한 비교 연구,  제안한 ARP 스푸핑 공격 

수행을 위한 해킹 환경의 구축 및 절차, 서버 유형별 해

킹 및 결과 분석, 해킹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한 구현기

술 및 대응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Ⅱ. ARP 스푸핑 해킹 기술

ARP 스푸핑 해킹은 대부분의 스니핑에 근간이 되는 

핵심 해킹 기술이다.  먼저 ARP 스푸핑에 대해 소개하

고, 스위치 LAN 환경의 원격지 서버들의 스니핑을 위

한 효율적 공격을 위해 ARP 스푸핑을 응용한 여러 공

격방법을 비교 연구하였다. 

2.1. ARP 스푸핑 개요 

ARP 스푸핑은 ARP 프로토콜의 허점을 이용하여 로

컬 LAN 상의 호스트의 2계층 MAC 주소를 공격자의 

MAC 주소로 속여 통신 흐름을 왜곡시키고, 클라이언

트와 서버의 통신을 스니핑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사

용된다.

그림 1은 스위치 LAN 상의 호스트-A, 호스트-B가 

정상적인 통신을 하는 모습이며, 각 호스트의 ARP 캐

시에는 상대방 호스트의 IP와 MAC 주소가 저장되어 

있다. ARP 스푸핑 공격의 예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공

격자(스니퍼)는 각 호스트들에게 위조한 MAC 주소(상

대방의 MAC 주소 = 공격자의 MAC 주소)를 보내 각 

호스트의 ARP 캐시를 업데이트 시키고, 스위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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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의 MAC 주소와 포트 매핑 정보가 테이블에 등

록된다. 공격에 성공하면 두 호스트는 서로의 MAC 주

소를 공격자의 MAC 주소로 오인하고 있기에 모든 트

래픽을 공격자에게 전달하게 된다[3]. 공격자가 이 두 

호스트로 릴레이(Relay) 기능을 가지면 모든 패킷들을 

스니핑할 수 있게 된다.

Fig. 1 Regular Communication

Fig. 2 Sniffing after ARP Spoofing Attack

과거의 허브 LAN 환경에서는 모든 트래픽이 브로드

캐스트 되므로 쉽게 스니핑이 가능하였지만, 최근의 스

위치 LAN 환경에서는 해당 MAC주소를 가진 컴퓨터에

게만 패킷이 전달되어 스니핑이 쉽지 않게 되었다[4].  

하지만 ARP 스푸핑 공격을 응용․변형하여 공격자가 

자신의 MAC 주소를 대상 서버의 MAC 주소 혹은  라우

터의 MAC 주소로 위장하여 스위치 환경에서도 패킷을 

스니핑 할 수 있다. 또한 ARP 스푸핑은 단순히 패킷을 

가로채어 훔쳐보는 스니핑 수준이 아니라, 가로챈 패킷

을 변조한 후 재전송하는 공격에도 이용될 수 있다[5]. 

2.2. ARP 스푸핑 응용 해킹 비교

ARP 프로토콜의 특성상 ARP 스푸핑 공격은 동일 

LAN 상의 클라이언트-서버 간 통신 스니핑으로 제한

되고, 브로드캐스팅 트래픽이 제한되는 스위치 LAN 환

경에서는 스니핑이 쉽지 않으므로, 여러 형태의 ARP 

스푸핑 공격방법을 비교 연구하여 스위치 LAN 환경의 

원격지 서버들의 스니핑을 위한 효율적인 공격방법을 

제안한다.

1) ARP 요청에 대한 응답 위조

ARP 프로토콜은 IP 기반 인터넷 상의 호스트 간 통

신을 위해 로칼 LAN 상의 목적지 호스트의 IP 주소에 

대응되는 MAC 주소를 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공

격자는 클라이언트의 ‘ARP 요청에 대한 응답을 위조’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의 통신 흐름을 공격

자 자신을 거치도록 왜곡시켜 스니핑이 가능하다. 

이의 절차는 그림 3과 같이 ① 클라이언트는 목적지 

서버의 IP 주소에 대응되는 MAC 주소를 구하기 위해 

로컬 LAN 상의 모든 컴퓨터로 ARP Request(SIP=IP1, 

SEA=EA1, DIP=IP3, DEA=?)를 브로드캐스트 한다. ② 

서버는 정상적인 ARP Reply(SIP=IP3, SEA=EA3, 

DIP=IP1, DEA=EA1)를 전송하지만 ③ 공격자가 자신

의 MAC 주소로 위조한 ARP Reply(SIP=IP3, SEA= 

EA2, DIP=IP1, DEA=EA1)를 반복 전송하여 ④ 클라이

언트의 ARP 캐시에 서버의 MAC 주소가 공격자의 

MAC 주소로 변경 등록되게 된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

트가 서버로 보내는 패킷은 공격자로 전송되어 스니핑

이 가능하게 된다. 

Fig. 3 Method of ARP Reply Faking to ARP Request

이의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되는 상향 패

킷만을 스니핑 할 수 있어 서버의 하향 패킷의 스니핑

이나 이를 변조한 후 재전송하는 공격은 불가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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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은 공격자가 자신이 라우터라고 속여 외부망 서

버로 전송되는 클라이언트의 패킷이 공격자를 거치게 

하는 ‘ARP 리다이렉트(Redirect)를 이용한 스니핑’에 

이용될 수 있다. 

2) ARP 요청과 응답 위조

‘ARP 요청과 응답 위조’ 방식은 클라이언트의 ARP 

요청을 수신한 공격자가 ARP 요청과 응답을 위조하여 

클라이언트-서버 간의 통신 흐름을 공격자 자신을 거치

도록 왜곡시켜 스니핑이 가능하다.  

이의 절차는 그림 4와 같이 ① 클라이언트가 목적지 

서버의 MAC 주소를 구하기 위해 로컬 LAN 상의 모든 

컴퓨터로 ARP Request(SIP=IP1, SEA=EA1, DIP=IP3, 

DEA=?)를 브로드캐스트 한다. ② 이를 수신한 공격자

는 클라이언트의 MAC 주소를 공격자의 MAC 주소로 

위조한 ARP Request(SIP=IP1, SEA=EA2, DIP=IP3, 

DEA=?)를 브로드캐스트 한다. ③ 이로 인해 서버의 

ARP 캐시에 클라이언트의 MAC 주소가 공격자의 

MAC 주소로  등록되게 된다. ④ 서버는 ARP Reply 

(SIP=IP3, SEA=EA3, DIP=IP1, DEA=EA2)를 공격자

에게 전송하게 되고 ⑤ 이를 수신한 공격자는 서버가 

ARP 응답을 보내는 것처럼 위장하여 서버의 MAC 주

소를 자신의 MAC 주소로 위조한 ARP Reply(SIP= IP3, 

SEA=EA2, DIP=IP1, DEA=EA1)를 전송하여 ⑥ 클라

이언트의 ARP 캐시에 서버의 MAC 주소가 공격자의 

MAC 주소로 등록되게 된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서

버 간의 송수신 패킷은 모두 공격자로 전송되어 스니핑

이 가능하게 된다. 

Fig. 4 Method of ARP Request and Reply Faking 

이의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되는 상향 패

킷 뿐만 아니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하향 

패킷도 스니핑 할 수 있지만, ARP 스니핑을 위한 절차

와 해킹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3) 위조  ARP 요청 유니캐스트

‘위조 ARP 요청 유니캐스트’ 방식은 공격자가 서버

의 MAC 주소를 공격자의 MAC 주소로 위조한 ARP 요

청을 클라이언트로 직접 전송하여, 클라이언트의 ARP 

캐시를 오염시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의 통신 흐름

을 공격자 자신을 거치게 만들어 스니핑 한다. 

이의 절차는 그림 5와 같이 ① 서버의 MAC 주소를 

공격자의 MAC 주소로 위조한 ARP Request(SIP=IP3, 

SEA=EA2, DIP=IP1, DEA=?)을 공격자가 클라이언트

로 직접(Unicast) 전송한다. ② 이를 수신한 클라이언트

는 ARP 캐시에 서버의 MAC 주소로 공격자의 MAC 주

소를 등록되게 된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패킷은 공격자로 전송되어 스니핑이 가능하게 

된다. 이의 경우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되는 상

향 패킷만을 스니핑 할 수 있어, 서버의 하향 패킷의 스

니핑이나 이를 변조한 후 재전송하는 공격을 위해선 공

격자가 서버의 ARP 캐시를 오염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Fig. 5 Method of Faked ARP Request Unicast

4) 위조  ARP 응답 유니캐스트

‘위조 ARP 응답 유니캐스트’ 방식은 공격자가 클라

이언트와 서버 각각으로 상대방의 MAC 주소를 공격자

의 MAC 주소로 위조한 ARP 응답을 직접 전송하여,  

ARP 캐시를 오염시켜 서로 상대방을 오인하여 모든 패

킷을 공격자로 전송하게 만들어 스니핑 한다. 

이의 절차는 그림 6과 같이 ① 공격자는 클라이언트

로 서버의 MAC 주소를 공격자의 MAC 주소로 위조한  

ARP Reply(SIP=IP3, SEA=EA2, DIP=IP1, DEA=EA1)

를 직접 전송하고, ② 동시에 서버에게도 클라이언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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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주소를 공격자의 MAC 주소로 위조한  ARP 

Reply(SIP=IP1, SEA=EA2, DIP=IP3, DEA=EA3)를 직

접 전송한다. ③ ~ ④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ARP 캐시가 오염되어 서로 상대방의 MAC 주소를 공

격자의 MAC 주소로 등록하게 된다.  

이의 경우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송수신 하는 모든 

상하향 패킷을 스니핑 할 수 있고, 이를 변조한 후 재전

송하는 공격도 가능하다. ARP 스니핑을 위한 절차 또

한 가장 간결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단순화할 수 있기에 

가장 효율적인 공격방법이 된다.

Fig. 6 Method of Faked ARP Reply Unicast

2.3. 위조 ARP 응답 유니캐스트 스푸핑

스위치 기반의 LAN에서는 모든 패킷은 그 패킷이 

목적하는 장비로만 보내지므로 가장 효율적 ARP 스니

핑이 가능한 ‘위조 ARP 응답 유니캐스트 스푸핑’ 방식

으로 인터넷 원격 서버들의 스니핑 공격을 하고자 한다.

ARP 프로토콜의 특성상 ARP 스푸핑 공격은 동일 

LAN 상의 호스트들에게만 유효하므로 공격자는 스위

치로 연결된 동일 LAN 상의 클라이언트와 디폴트게이

트웨이(Def.GW: Default Gateway)의 MAC 주소를 위

조하여 공격자 자신이 라우터라고 속여 클라이언트와 

외부망의 서버로 송수신되는 모든 패킷이 공격자를 거

치도록 만든다. 이를 위해 그림 7과 같이 공격자는 클라

이언트와 게이트웨이로 위조 ARP 응답을 유니케스트

(Unicast) 직접 전송하여 ARP 캐시를 오염시켜 클라이언트

와 게이트웨이 간의 송수신 트래픽이 공격자를 거치도록 

ARP 스푸핑 공격을 한다. 이때 공격자는 캐시의 내용이 

사라지기 전에 위조한 ARP Reply를 계속해서 보내어 

각 호스트들의 ARP 캐시의 변조된 MAC 주소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한다. 또한 공격자는 킄라이언트

와 서버 간에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클라이

언트로부터 스니핑한 패킷은 게이트웨이로, 게이트웨

이에서 스니핑한 패킷은 클라이언트로 릴레이(Relay) 

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Fig. 7 Faked ARP Reply Unicast Spoofing Attack

Ⅲ. ARP 스푸핑 이용한 서버 유형별 해킹

제안한 위조 ARP 응답 유니캐스트 스푸핑 공격을 이

용하여 Telnet/FTP 서버, DB 서버, 웹서버 포털, 모의해

킹 웹 뱅킹서버 등 다양한 서버 유형별 해킹 기술에 관

해 연구하였다.

  3.1. 해킹 환경 구축

모의해킹을 위해 웹 서버, DNS 서버, Telnet/FTP 서

버, DB 서버 등을 윈도우/리눅스 플랫폼에 각기 구축하

였고, 그림 8과 같이 웹 뱅킹서버를 구축하여 공격자가 

스니핑뿐만 아니라 패킷 변조 등의 다양한 공격도 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의 해킹 환경 및 툴을 사용하

였고, 해킹 네트워크의 IP와 MAC 주소는 표 2와 같다.

Attacker System Fedora 12
Target System Windows 7

Hacking Tools
Fragrouter 1.6,  
Dsniff. i686 2.4 - 0.7.b1.fc12 
Wireshark 1.2.2

Table. 1 Hacking Environment and Tools

Fig. 8 Execution Screen of Banking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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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er System   202.30.32.60  (BC:5F:F4:8F:11:DF)

Target System   202.30.32.62  (50:E5:49:5F:F5:E1)

Default Gateway   202.30.32.1    (00:13:1A:BF:06:C0) 

Table. 2 Hacking Network Environment Information

공격자시스템은 Fedora 12 리눅스를 설치하고, 아래

의 절차를 따라 ARP 스푸핑 해킹 환경을 구축한다.

1) 프로미큐어스 모드 설정

공격자의 스니핑을 위해 MAC주소와 IP주소와 관계

없이 모든 패킷을 수신하도록 LAN 카드의 동작모드를 

프로미규어스 모드로 그림 9와 같이 설정한다.

Fig. 9 Setting Promiscuous Mode

2) Fragrouter 설치

Fragrouter는 스니핑을 보조하는 도구로 포워딩 기

능을 수행한다. 포워딩 기능은 공격자가 공격대상으로

부터 받은 패킷을 다시 원래의 목적지로 돌려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Fragrouter 설치를 위해 우선 구글에

서 fragrouter 1.6을 검색하여 fragrouter–1.6.tar.gz 압

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tar 명령으로 압축파일을 풀어

준다.

cd 명령으로 fragrouter-1.6 디렉토리로 옮겨간 후,  

./configure 명령으로 컴파일 환경을 설정한다. 

make 명령을 이용하여 fragrouter의 source를 컴파일 

하여 실행파일을 만든다.

3) Wireshark 설치

Wireshark는 네트워크에 오가는 패킷을 캡쳐하여 분

석할 수 있는 네트워크 패킷 분석기이다[6].  Wireshark

는 yum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설

치한다. 

4) Dsniff 설치

Dsniff는 계정 및 패스워드 스니핑 자동화 툴이다. 스

니핑 툴 이외에도 다양한 툴이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다

[7]. Dsniff는 yum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

운받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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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킹 방법 및 절차

공격자가 스위치 LAN 상의 클라이언트와 게이트웨

이의 MAC 주소를 위조하여 공격자 자신이 라우터라고 

속여 클라이언트와 외부 서버 간에 송수신되는 모든 패

킷이 공격자를 거치게 하여 스니핑 하는 위조 ARP 응

답 유니캐스트 스푸핑 공격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격전 공격대상의 ARP Cache  확인

현재 게이트웨이의 IP는 202.30.32.1 이고, MAC 주

소는 00-13-1a-bf-06-c0 이다. 공격자의 IP는 202.30.32. 

60 MAC Address는 bc-5f-f4-8f-11-df 이다.

2) Fragrouter를 실행

공격자는 독립 실행창을 띄워 fragrouter를 실행하여 

패킷을 스니핑한 후, 원래의 목적지로 되돌려준다. 다

시 말해, 공격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스니핑한 패킷은 

게이트웨이로, 게이트웨이에서 스니핑한 패킷은 클라

이언트로 릴레이(Relay) 기능을 수행하여 클라이언트

와 서버 간의 서비스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fragrouter  -B1 

3) ARP 스푸핑 공격 실행

공격자는 클라이언트로 Def.GW의 MAC 주소를 공

격자의 MAC 주소로 위조한  ARP Reply를 직접 전송

하고, 동시에 Def.GW에게도 클라이언트의 MAC 주소

를 공격자의 MAC 주소로 위조한  ARP Reply를 직접 

전송하는 ‘위조 ARP 응답 유니캐스트 스푸핑’ 공격을 

실행한다. send_arp 명령어 형식과 실행은 아래와 같다.

# send_arp (Def.GW IP) (공격자 EA) (Client IP) (Client EA) 

4) 공격후 공격대상의 ARP Cache  확인

Default 라우터의 MAC 주소가 공격자의 MAC 주소  

bc-5f-f4-8f-11-df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Dsniff와 Wireshark 구동

공격자는 ID, PW, 계좌정보 등을 스니핑하기 위해  

Dsniff와 Wireshark을 각각 독립 창을 띄워 구동한다.  

3.3. 서버 유형별 해킹 및 결과분석 

ARP 스푸핑 해킹 기술을 이용하여 1) Telnet/ FTP 서

버의 Root ID와 PW 해킹 2) MySQL DB 서버의 Root 

ID와 PW 해킹 3) 웹서버 포탈의 ID와 PW 해킹 3) 웹 

뱅킹서버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및 거래정보 해킹 등 

다양한 서버 유형별 해킹 기술에 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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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Telnet / FTP 서버 해킹 

1) 공격대상 PC에서 Telnet 서버 접속

Telnet 서버의 IP 210.110.180.185, ID와 PW를 입력

하여 접속한다.  ID는 s2008657052 이다.

2) Dsniff 툴로 패킷 스니핑

Telnet 서버의 접속일시, 공격대상의 IP와 Port 주소, 

Telnet 서버의  주소가 나타난다. Dsniff 툴을 이용하여  

Telnet 서버의 일반 사용자 ID와 PW 뿐만 아니라 root 

관리자의 PW도 간단히 해킹할 수 있다. FTP 서버의 ID

와 PW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해킹이 가능하다.

3.3.2. DB 서버 해킹

1) 공격대상 PC에서 telnet 이용 Mysql DB 서버 접속

공격대상 PC에서 telnet을 이용하여 DB 서버에 접속 

한 후, “mysql -u root -p ” 명령을 통해 MySQL DBMS

에  접속한다. -u 옵션은 user ID를 -p 옵션은 PW를 나

타낸다. 

2) Dsniff 툴로 패킷 스니핑

Dsniff 툴을 이용하면 Telnet 서버의 사용자와 관리

자의 ID와 PW 해킹할 수 있고, 입력한 모든 명령을 스

니핑 하므로 MySQL DB 서버의 root 관리자 ID와 PW

의 해킹도 가능하므로 문제성이 심각하다.

3.3.3. 경성포털 해킹

공격자가 패킷 스니핑을 위해 Wireshark을 먼저 실

행한 상태에서, 공격대상은 보안로그인이 해제된 상태

에서 경성포털에 ID와 PW를 입력하여 로그인한다. 

1) Filter를 이용하여 캡처된 패킷을 필터링 

Filter를 이용하여 Wireshark이 캡처한 패킷들 중에 

일부 관심 있는 패킷들만 필터링한다. Filter는 공격대

상 혹은 경성포털의 IP와 http "ip.addr==202.30.32.62 

&& http”로 지정한다.  

Fig. 10 Packet Filtering

2) 패킷분석을 통한 ID와 PW 해킹 

그림 10에서 http 패킷들 중에 네모박스처럼 POST 

방식의 portal.Login 페이지는 사용자 ID와 PW를 

POST 방식으로 웹 서버로 전송하는 로그인 페이지로 

유추할 수 있다. 이의 패킷을 분석해 보면 http 패킷의 

데이터 영역에 공격대상 PC의 사용자가 입력한 ID와 

PW를 볼 수 있어 보안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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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털도  ID와 PW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3.4. 웹 뱅킹서버 해킹

공격자가 패킷 스니핑을 위해 Wireshark을 먼저 실

행한 상태에서, 공격대상이 웹 뱅킹서버에 ID와 PW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웹 뱅킹서버 역시 Wireshark을 이

용하여 ID와 PW를 해킹할 수 있다.

1) 패킷분석을 통한 ID와 PW 해킹 

경성포탈의 해킹방식과 마찬가지로 먼저 목적지  IP

주소로 필터링한다. 웹 뱅킹서버도 웹 서버이므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 POST 방식의 전송 페이지인  

idpwcheck.jsp 로그인페이지 분석을 통해 ID와 PW를 

해킹을 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1과 같이 

http 패킷의 데이터 영역에서 공격대상 PC의 사용자가 

입력한 ID와 PW를 획득할 수 있다. 

Fig. 11 ID and PW Hacking of Web Banking Server 

2) 입출금 계좌정보의 해킹 

공격대상과 웹 뱅킹서버 간의 http 패킷분석을 통해 

계좌정보와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해킹할 수 있다.  그

림 12와 같이 입금 1,000,000원을 출금으로 520,000원

을 한 경우, http 패킷에 deposit과 withdraw 변수에 사

용자가 입력한 입출금 내역을 스니핑할 수 있다.

‘위조 ARP 응답 유니캐스트 스푸핑’은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송수신 패킷 모두를 가로챌 수 있어 단순히 

패킷을 훔쳐보는 스니핑 수준을 넘어 가로챈 패킷을 변

조한 후 재전송하는 위험한 공격에도 이용될 수 있다. 

Fig. 12 Hacking of account and transaction history 

Ⅳ. 해킹 프로그램 분석

ARP 스푸핑 공격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 arp_send.c, 

fragrouter.c의 분석 및 구현에 관해 연구하였다. 

4.1. ARP 스푸핑 소스 분석

ARP 스푸핑 프로그램(arp_send.c)은 공격자의 “# 

send_arp gw_ip hacker_mac target_ip targer_mac” 공격

명령을 받아 실행된다. 

arp_send.c 프로그램의 핵심 코드와 절차는 그림 13

과 같다. arp_send.c는 실행파라메타로부터 게이트웨이 

IP, 공격자 MAC, 공격대상 IP, 공격대상 MAC 주소를 

읽어 들이고, arp_cache_lookup() 함수로 공격자의 ARP 

캐시에 등록된 게이트웨이의 MAC 주소를 구한다. 공

격자는 arp_send() 함수를 이용하여 공격대상으로 Def. 

GW의 MAC 주소를 공격자의 MAC 주소로 속이는 

(Def. GW가 보낸 것처럼)  ARP Reply를  반복해서 보

낸다. 마찬가지로 Def. GW로는 공격대상의 MAC 주소

를 공격자의 MAC 주소로 속이는 (공격대상이 GW가 

보낸 것처럼)  ARP Reply를 반복해서 보낸다. 이를 위

해 공격자가 게이트웨이와 공격대상 목적지로 한 이더

넷 프레임을 각각 구성하고, 이의 데이터 영역에 ARP 

Reply 메세지를 실어 전송한다. 이때 libnet_write_link_ 

layer() 함수는 Raw 소켓을 이용하여 ARP Reply 메세

지가 실린 이더넷 프레임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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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Attacker/Hacker)는 공격대상(Target)인 클라

이언트와 게이트웨이로 위조 ARP 응답을 유니케스트

(Unicast) 직접 전송하여 ARP 캐시를 오염시켜 클라이

언트와 게이트웨이 간의 송수신 트래픽이 공격자를 거

치게 되어 공격자는 스니핑할 수 있다. 

Fig. 13 Analysis of ARP Spoofing Program(send_arp.c)

4.2. 패킷 릴레이 소스 분석

패킷 릴레이 프로그램(fragrouter.c)은 공격자의 “# 

./fragrouter  -B1” 명령을 받아 실행된다. 

‘-B’ 옵션에 의한 기준 공격(ATTACK_BASE)은 공

격자가 패킷을 스니핑한 후, 원래의 목적지로 되돌려준

다. fragrouter.c의 핵심 코드와 절차는 그림 14와 같다. 

이는 스니핑한 IP 패킷을 변조 없이 그대로 libnet_ 

write_ip() 함수를 통해  Raw 소켓을 이용하여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IP 패킷을 포워딩하여 원래의 목적지로 

전달되게 하여 정상적인 패킷의 흐름을 유지한다.

Fig. 14 Analysis of Packet Relay Program (fragrouter.c)

4.3. ARP 스푸핑 대응방안

ARP 스푸핑 해킹은 대부분의 스니핑에 근간되는 핵

심 해킹 기술이다. 이의 대응을 위한 여러 방법이 있으

나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것이다[8].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데이터 암호화도 가능하지만, 클

라이언트와 서버에 SSL(Secure Sockets Layer) 보안모

듈을 장착하여 소켓의 전송데이터가 자동으로 암호화

되도록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네트워크의 중요 서버들과 게이트웨이는 IP/ 

MAC 주소매핑을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에 등록

하고, ARP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여 등록된 주소매핑을 

변경하는 ARP 트래픽을 탐지하면 관리자에게 메일 통

지와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이루

어지게 한다.

Ⅴ. 결  론

ARP 스푸핑은  2계층 MAC 주소를 속여 통신의 흐

름을 왜곡시키는 스니핑의 근간이 되는 핵심 해킹 기술

이다.  ARP 스푸핑 공격은 동일 LAN 상의 호스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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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니핑으로 제한되고, 스위치 LAN 환경에서는 스니핑

이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RP 스푸핑을 응용

한 공격방법들을 비교 연구하여 스위치 LAN 환경의 원

격지 서버들의 스니핑을 위한 효율적인 공격방법을 제

안하였다. 위조 ARP 응답 유니캐스트 스푸핑은 클라이

언트와 서버 간의 송수신 패킷을 모두 스니핑 할 수 있

고, 이를 변조한 후 재전송하는 공격이 가능하며, 또한 

스니핑 절차가 간결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단순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ARP 스푸핑 공격을 구현

하여 다양한 서버 유형별 네트워크 해킹방법 및 이의 

구현기술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웹 서버, DNS 서버, Telnet/FTP 서버, 

DB 서버, 웹 뱅킹서버 등을 윈도우/리눅스 플랫폼에 구

축하고, ARP 스푸핑 공격을 하여 공격자는 공격대상인 

클라이언트와 게이트웨이로 서로의 MAC 주소를 자신

의 MAC 주소로 속이는 ARP Reply를 전송하여 송수신 

트래픽이 공격자를 거치게 하여 스니핑 하였다. 그리고 

패킷 릴레이를 실행하여 원래의 목적지로 전달되게 하

여 정상적인 패킷의 흐름을 유지하였다.   

Telnet/FTP 서버의 Root ID와 PW는 Dsniff 툴로 해

킹이 가능하고, MySQL DB 서버의 Root ID와 PW도 

Dsniff 툴로 해킹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웹 서버 포탈의 

ID와 PW는 Wireshark을 이용하여 해킹할 수 있으며, 

웹 뱅킹서버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및 거래정보 역시 

Wireshark을 통해 해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ARP 스푸핑 공격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들을 분석하

여 이의 구현기술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해킹 기술의 습득과 대응방안 연

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구축한 모의해킹 테

스트베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해킹 기술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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