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2, No. 5: 818~828, May 2018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우회 공격에 대한 대응훈련 시나리오

홍정수1·양동민2·이봉환3*

A Correspondence Training Scenario against Bypassing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Attacks

Jeong Soo Hong1 · Dong Min Yang2 · Bong Hwan Lee3*

1R&D Group, Selim TSG Inc, Daejeon 34014, Korea 
2Department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4896, Korea
3*Department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Daejeon University, Daejeon 34520, Korea

요  약

현재 네트워크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보안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

만으로 보안상의 위험을 상당수 방지할 수 있지만, 보안 솔루션은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사용되어야 

충분한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 정보보호시스템에 많이 사용되는 보안 솔루션으로는 방화벽, IDS, IPS 등이 있다. 그
러나 다양한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더라도 이를 우회하여 공격하는 기법은 항상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

보보호시스템에서 우회공격 기법에 대한 대응 방안과 우회 공격 기법을 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훈련 시나

리오를 제안한다. 제안한 대응 훈련 시나리오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GNS3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으

며, VirtualBox를 이용하여 가상 운영체제를 구축하였다. 제안하는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을 우회하는 공격에 대

한 대응훈련 시나리오는 실제 공격에 대응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ABSTRACT 

Nowadays, various security systems are developed and used for protecting information on the network. Although security 
solutions can prevent some of the security risks, they provide high performance only if used appropriately in accordance 
with their purposes and functionality. Security solutions commonly used in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include firewalls, 
IDS, and IPS. However, despite various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are introduced, there are always techniques that can 
threaten the security systems through bypassing th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effective training techniques 
for responding to the bypass attack techniques in the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and to develop effective techniqu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training. In order to implement the test bed we have used GNS3 network simulator, and deployed it 
on top of virtual operating system using VirtualBox. The proposed correspondence training scenario against bypassing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attacks could be very effectively used to counteract the real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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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환경에서 

보안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사이버 

공격은 주로 PC나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

인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 같은 은밀한 

공격을 통해 정보를 유출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시

도가 이어지고 있다[1]. 더군다나 ICT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이 취약한 네트워크를 통

해 각종 기관 등이 공격 대상의 목표가 된다면 더 심각

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안

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기관 네트워크의 방화벽을 

우회하여 침입한 뒤 정보를 유출한다거나,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을 뚫어 해당 사이트를 마비

시키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정보화의 역기능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되고 해킹공격과 같은 악의적인 침해 문제의 대응 방

안으로서 방화벽,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같
은 보안 도구가 개발되었다. 현재 방화벽과 IDS는 대다

수의 기업 및 기관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보보호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방화벽과 IDS와 같은 일반

적인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정보

보호시스템을 우회하여 공격하는 다양한 방식의 우회 

공격 기법들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방화벽 

및 IDS 또는 기타 보안 도구들은 일반적으로 보편화되

어 있는 솔루션으로서, 관련된 해당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을 책임지는 이러한 도구들이 보안상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은 곧 정보보호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부

분이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현재 

정보보호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우회 공격의 위험성

을 해결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기관의 시스템

과 네트워크의 정보보호를 위해 최우선 시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우회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과 우회 공격 기법을 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훈련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인 GNS3을 이용하여 가상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오픈 소스 차단 시스템인 Snort를 사용

하였다. 우회공격 기법을 연구하여 공격 시나리오를 만

들고 이에 대응하는 우회 공격 대응 방법 및 훈련 적용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개인 컴퓨터(PC) 사용 시 단순한 바이러스 위협에서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하여 조직과 지역이 하나로 묶이

면서 인터넷을 통한 보안 위협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을 위하여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네
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이 개발되고 구축

되기 시작하였다. IPS는 공격에 대한 능동적인 분석과 

차단을 수행하고 방화벽의 기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하

여 개발되었다. 네트워크 보호 장비인 방화벽(firewall)
을 비롯해 방화벽을 통과한 세션에 대해 해킹 여부를 판

단하는 침입탐지시스템(IDS)과 탐지뿐만 아니라, 차단

까지 할 수 있는 한 단계 기능이 높아진 침입방지시스템

(IPS)이 대표적인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의 보호 장비

라 할 수 있다[2][3].
침입방지시스템은 패킷 헤더(packet header)와 컨텐

츠 필드(content field)를 검사하여 침입 혹은 유해 정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공격 탐지를 뛰어 넘어 탐

지된 공격에 대해 웹 연결을 끊는 등 공격에 의해 실제 

피해를 받기 전에 미리 능동적으로 공격을 차단할 수 있

는 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IPS의 동작 원리를 나

타낸 것이다.

Fig. 1 IPS operation 

다양한 종류의 패킷들이 IPS를 거치게 되면 무결성 

검사필터 및 공격 검사 필터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

서 유해패킷과 결함패킷을 걸러내어 최종적으로 정상

패킷만 통과시키게 된다. 하지만 공격 종류와 기술이 다

양해짐에 따라 공격 패턴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모든 패

턴을 등록하고 차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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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NS

GNS(Graphical Network Simulator)는 Cisco 장비 시

뮬레이터 중 하나이며, 이 밖에도 Packet Tracer, Boson
의 Netsim, Dynagen의 Dynamips 등 여러 가지 시뮬레

이터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GNS를 사용하였으며, GNS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Comand Line 방식인 

Dynamips를 시스코의 Packet Tracer처럼 Graphic User 
Interface(GUI)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두 

번째, Virtualbox, VMWare와 같은 가상 컴퓨터, 실제 

호스트와 Dynamips에서 구성한 스위치, 라우터를 상호 

연동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Wireshark 등을 활용하여 

Dynamips와 Virtualbox를 통해 구성한 네트워크를 분

석할 수 있다. GNS와 Virtualbox 등을 상호 연동하여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며, 호스트 시스템의 성능 및 구

성 방식에 따라 더욱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

다. 그리고 VMWare와 GNS의 상호 연동도 가능하다. 
GNS는 라우팅 및 스위칭을 담당하고, Virtualbox는 스

위치에 연결되는 가상 컴퓨터를 생성하고 실행한다. 이
러한 방법으로 서버 설정과 네트워크 설정을 동시에 할 

수 있다.

2.3. Snort

Snort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트래픽을 수집, 분
석하여 로깅 및 차단, 경고 작업을 수행하는 트래픽 분

석을 위한 오픈 소스 도구이다. 다양한 종류의 운영체제

에 포팅이 가능하며 운영자가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

능을 제공한다. Snort는 동작을 위한 필요 패키지만 설

치되어 있다면 무료로 손쉽게 설치 가능하다. 또한, 
Snort는 기본 작동 방식 이외에 Snort inline이라는 기능

도 제공한다. Snort inline은 가상 브릿지를 형성하여 통

과하는 패킷을 미리 정한 규칙과 비교하여 통과시킬지 

폐기시킬지 결정하며, 일반 Snort 실행 시 옵션 값을 넣

어 실행시킨다. 설치 완료 후 터미널 창에서 간단한 명

령 옵션들을 통해 Snort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동시킬 

수 있다[4]. 표 1은 Snort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대표적

인 옵션들이다. 

Options Explanation 

-a ARP Packet output

-c <Rules> use <Rules> as a Rule file

-D execute Snort in daemon mode

-l <Directory> store log data in a designated directory

-s send alert message to syslog

Table. 1 Snort options

Snort는 기본적으로 'Rules' 라는 규칙을 이용하는데, 
네트워크 트래픽이 들어올 경우 미리 정해둔 규칙과 매

칭하여 그 트래픽을 통과 혹은 차단할 지를 결정한다. 
'Rules'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규칙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추가적인 규칙을 필요로 할 경우 

직접 작성하여 적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Ⅲ. 가상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

3.1. GNS3 네트워크 환경 구축[5][6][7]

가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는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가상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가상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로는 

GNS3 0.8.7버전이며, 최초 실행화면은 그림 2와 같다.

Fig. 2 GNS3 0.8.7 version program execution screen

그림 2에서 좌측에 위치해 있는 아이콘을 Drag& 
Drop하여 쉽게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구성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더넷 스위치, 호스트, 클라우드 등의 기능

이 제공된다. 또한, 라우터나 추가적인 실험에 필요한 

장치들을 추가시켜야 할 경우 Edit 메뉴에서 IOS 
Images and hypervisors 서브 메뉴를 클릭하여 Ro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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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나 ASA Firewall Images 등 다양한 장치들을 추

가시킬 수 있다.
실제 네트워크와 연동하기 위해선 클라우드의 

Configure에서 현재 PC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목

록 중 원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한다. 

3.2. VirtualBox 환경 구축[8] 

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격자 

PC, 방어자 PC 등 다수의 운영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가상화 기술을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인 

VirtualBox를 사용한다. 그림 3은 VirtualBox로 총 4개
의 운영체제를 설치한 화면이다. 해당 운영체제는 

Snort+Web Server, User PC, Kali Linux, Window 
Attacker 등 총 4개의 운영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
격자용 운영체제는 Kali Linux와 Window Attacker로 

방어자용 운영체제는 Snort+Web Server와 User PC로 

구성하였다.

Fig. 3 Virtual operating system configuration using VirtualBox

3.3. VirtualBox와 GNS3 연동 

GNS3는 버전에 따라 가상화 소프트웨어와의 연동

을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GNS3는 0.8.7
버전으로‘VirtualBox'와의 연동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간단한 설정을 통해 Virtual Machine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GNS3와의 연동을 위해 VirtualBox를 설

치 필요한 Virtual Machine을 설치한다. GNS3에서 

Edit, Preference, VirtualBox, General Settings 서브 메

뉴들을 순차적으로 클릭하여 그림 4와 같이VirtualBox
와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Fig. 4 Interworking procedure between GNS3 and VirtualBox

그림 5는 GNS3와 VirtualBox와의 연동을 통하여 

Virtual Machine 3대를 설치한 토폴로지를 나타낸 것이

다. 즉, GNS3와 VirtualBox를 연동하여 다수의 Virtual 
Machine을 생성하고, 2대의 C2691 라우터를 이용하여 

GNS3 안에 별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Fig. 5 Virtual network topology using GNS3 and 
VirtualBox interworking

3.4. Snort RuleSet 구성을 위한 환경 구축

본 연구에서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오픈 소스 기반의 

IDS/IPS Snort를 사용하며 사용한 버전은 2.9.11이다. 
Snort 설치 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룰을 포함하

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룰들을 적

용한다. 룰은 사용자의 정의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처음 Snort를 실행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저장

되어있는 Rule을 사용하여 운영한다. 시나리오 개발 시 

우회 공격 대응 방안으로 Snort Rule을 추가하게 되며 

Rule을 추가할 경우 새로 Rule 파일을 생성하여 Sn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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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화면에서 생성했던 Rule을 포함시키기 위한 수정

을 한다.

3.4.1. 제안 공격 1 - XSS 공격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Cross Site Scripting, XSS)
이란 취약한 동적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코드를 게시하

여 다른 사용자의 PC에서 악성코드가 실행되게 하는 

공격 수법이다. 여기서 XSS에 대한 취약점이 있다는 것

은 브라우저에 Script 구문을 삽입하였을 때 Script 구문

이 실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기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저장(stored) XSS
Stored XSS 공격은 공격자가 XSS 취약점이 존재하

는 사이트에서 다른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곳에 Script
구문을 삽입하는 형태의 공격이다. 사용자가 공격자가 

입력한 Script 구문을 열람하는 동시에 Script가 포함된 

응답이 전송되며 그 내용이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방

식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격자가 의도한 악성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며, 현재 가장 피해가 심각한 랜섬

웨어(Ransomeware) 바이러스가 대부분 이러한 메커니

즘을 가지고 있다.

②반사(Reflected) XSS
Reflected XSS 공격은 URL의 CGI 인자에 Script 

Code를 삽입하는 형태의 공격이다. 공격자는 사용자에

게 e-Mail이나 SNS를 통해 Script 구문을 삽입한 웹 페

이지 링크를 보내고 사용자가 그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 

해당 웹 페이지로 이동한다. 그 순간 링크 URL에 포함

된 Script 구문이 실행되며 사용자는 공격자가 의도한 

악성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

3.4.2. 제안 공격 2 - RCE 공격 [9][10]
RCE는 ‘Remote Code Execution’의 약자로써 원격 

코드 실행을 의미하며 Bash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환경 

변수를 Import하면서 뒤의 명령어가 정의될 경우 해당 

명령어에 대해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취약점이다. ‘RCE’공격의 가장 큰 특징은 공격자가 장

치의 위치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컴퓨팅 장치에 엑세

스하여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취약점을 

통해 공격자는 악의적 코드를 실행하며 사용자의 권한

으로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해당 권한을 얻은 시스

템을 완전히 제어 할 수 있다. 
RCE는 원격으로 실행되는 모든 공격을 말하며, RCE 

공격 중에서도 다양한 취약점 번호가 존재한다. 본 논문

에서 구현한 RCE 공격의 취약점 번호는 CVE-2014- 
6271로써 Shell Shock의 취약점을 이용한다. Shell 
Shock은 홈페이지 주소창에 명령을 입력하여 RCE 공
격을 실행하여 사이트의 정보를 얻는 등의 이득을 취하

는 형태이다. 이 밖에도 CVE-2014-4114의 제로데이 취

약점, MySQL에서 원격으로 루트 권한을 얻어 실행하

는 CVE-2016-6662 취약점 등 다양한 우회 공격의 취약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SnortRule을 구성할 때에는 우

회 공격 각각의 기법들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그 취약점

들에 대한 패턴을 분석한 뒤 SnortRule을 작성해야 한

다.

Ⅳ. 실험 시나리오

4.1. 네트워크 공격 및 대응 시나리오 [11][12][13][14]

모의 우회공격 및 대응 시나리오는 GNS3과 Virtual 
Box를 연동한 그림 6과 같은 토폴로지의 가상 테스트

베드 환경에서 실행한다. 기존 3대의 Virtual Machine
에서 네트워크 공격을 위한 Virtual Machine 1대(Kali 
Linux)가 더 추가되었다.

Fig. 6 Network topology for attack experiment

그림 6의 좌측 하단에 위치한 Web Server의 사양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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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Ubuntu 14.04 LTS

RAM 2.0Gib

CPU Intel Core i7-7700 @ 3.60GHz

Database MySQL 5.5.57

Webserver Apache/2.4.7A

Programming Language PHP 5.5.9

Website GnuBoard 5.2.4

Table. 2 Web Server specifications

Web 사이트로 사용되는 GnuBoard는 웹에서 게시

판, 회원정보 등을 편리하게 관리하는 게시판 프로그램

으로, 오픈 소스코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

여 제작된 도구이다. Gnuboard 웹 프로그램은 설치형으

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Web 사이트접속 시 먼

저 웹 디렉토리 경로에 존재하는 data 폴더 안에 

dbconfig.php 파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웹서버의 MySQL 정보를 정상적으로 입력하면 

MySQL과 연동되어 그림 7처럼 웹사이트 구축이 완료

된다. 그 후 해당 서버는 네트워크 정보보호 도구로 

Snort를 설치한 뒤 기본 Rule을 적용시켜 외부로의 공

격에 대비하여 사이트를 운영한다.

Fig. 7 Gnuboard main screen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구축된 가상 테스트베드 환경

에서 모의 우회 공격 및 대응 시나리오는 표 3에 나타낸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Step Execution 

attack
scenario

- execute attack scenario in two steps
- a real network attack may not be succeeded with 

a single trial 
- attack can be succeeded by making use of weak 

point via various trials 

1st attack

the first attack can be protected by the ‘Rule’
- attacker tries to find weak point for the additional 

attack
- finds a variable weak point in shop/ 

itemqaformupdate.php file of the server source 
code 

- when a product Q&A is entered, a return value 
deletes the existing data in server

2nd attack

attempt the second RCE attack using weak points
- bypass the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and 

finally the second attack is succeeded
- after recognizing the attack, identify the attack 

route by analyzing the log information
- identify weak point of the attack
- add the Snort Rule and update the Bash version

3rd attack protect the third RCE attack successfully

Table. 3 Attack and correspondence scenario

구축이 완료된 Web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하여 공격

자는 1차 공격을 준비하고 여러 방식의 공격을 시도한

다. 공격자는 해당 서버에 1차 공격을 실행한다. 하지만 

웹서버에 운영 중인 Snort의 기존 공격에 대비한 Rule에 
의해 1차 공격이 실패한다. 공격자는 추가 공격을 위해 

웹 사이트의 취약점을 조사하던 중 ‘itemqaformupdate.php' 
파일(상품 문의 글)에서 함수의 리턴 값을 저장하는 변

수의 취약점을 발견한다. 공격자는 해당 취약점을 이용

하여 상품 문의 글에 고의적으로 'dbconfig.php' 값을 입

력하여 서버 내의 dbconfig.php 파일의 삭제를 유도한다.
그 후 공격자는 dbconfig.php 파일 삭제 후 재설치 과

정에서 Website를 공격자의 MySQL DB와 연동하기 위

하여 DataBase를 생성한다. 공격자는 2차 공격을 시도

하기 위하여 Python Code를 작성한다. 해당 Python 
Code를 실행하면 상품번호와 일반 유저의 쿠키 값을 이

용하여 상품문의 글에 서버의 dbconfig.php 파일을 삭

제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작성하게 된다. 이때 

dbconfig.php를 삭제 후 website의 재설치 과정에서 

website는 공격자가 준비한 MySQL과 연동되게 된다. 
이 과정으로 인해 dbconfig.php 파일 재생성 시 공격자

의 MySQL 정보가 해당 서버에 저장되며 공격자는 

dbconfig.php에 저장된 MySQL Password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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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서 아스키코드로 변환된 명령어(./data/.htaccess, 
;./data/shell.php<?php eval($_GET[cmd]); ?>)를 실행

시킴으로써 RCE 공격의 모든 준비를 마친다.
공격자는 Python code를 실행하여 Snort를 우회함과 

동시에 website를 본인의 DataBase에 연동시키며 서버

에 shell.php 파일을 생성한다. 공격자가 shell.php 파일

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명령어를 삽입하면 서버에서 해

당 명령어가 실행되는 RCE 공격이 성공한다. 그림 8은 

RCE 공격을 실행 시킨 뒤 기존 웹사이트 DB에서 

attacker DB로 연동되어 재 설치된 그림을 나타낸 것

이다.

Fig. 8 DB interconnection with attacker DB after RCE 
attack

해당 서버의 관리자는 홈페이지가 변조되었다는 사

용자의 신고를 접수하여 Website 공격 사실을 인지한

다. 관리자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Apache 설정

에서 웹 디렉토리를 변경하여 메인 화면을 임시 페이지

로 전환한다. 그 후 공격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웹 서

버 로그를 분석한다.
웹 서버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공격의 경로 및 의심 

IP를 추출하여 취약점을 파악한다. 해당 취약점을 막는 

방안으로는 Snort Rule 작성 및 발견된 취약점 제거, 
Bash version upgrade가 있다. 해당 공격에 즉각 대응하

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Rule을 작성하여 추가 적용시켰다.

추가 점검 후 Apache 설정에서 웹 디렉토리를 다시 

변경하여 Website를 복구한다. 이러한 대응 방안 적용 

후 공격자가 3차 공격을 시도하였을 때 추가 적용시킨 

Snort Rule에 의해 공격에 실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네트워크 우회 공격 대응 훈련 시나리오

훈련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이버 공격 사례에 대한 대

응 프로세스를 사전에 실시하여 진행해봄으로써, 이후 

유사한 공격이 발생하였을 때 훈련 시나리오를 활용하

여 빠른 대처를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해당 훈련 시나리오는 훈련을 지시하는 훈련자와 훈

련을 실시하는 훈련생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훈련 실시 

단계는 공격, 탐지, 초동 조치, 분석, 취약점 대응 등 5단
계로 실시되며, 탐지 항목부터 점수표를 토대로 배점 항

목을 수행하면 점수를 얻는다. 최종 단계까지 수행 후 

각 훈련생들마다 점수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점수가 

높은 훈련생을 우수 훈련생으로 선정한다. 표 5는 훈련 

실시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Step Execution 

1st step attack execute attack before protection action

2nd step detect sense symptom from intrusion protection 
system, user, and administrator

3rd step
early treatment

protect accident extension and execute 
protection 

4th step analysis investigate when and by whom the data is 
leaked and find a restoration method 

5th step
protect weak point

protect recurrence of the accident based 
on the analysis step

Table. 5 Training steps

drop tcp any any -> $HOME_NET any (msg: "RCE intrusion 
attempt was detected"; flow:to_server; content:"cmd"; sid: 
1000007;)

Table. 4 Rule update after website attack

drop tcp any any -> $HOME_NET any (msg: "RCE intrusion 
was detected!!!!";  content:"|28 24 5F|"; sid: 1000005;

drop tcp any any -> $HOME_NET any (msg: "RCE intrusion 
was detected!!!!";  content:"($_G"; sid: 1000010;)

drop tdp any any -> $HOME_NET any (msg: "RCE intrusion 
was detected!!!!"; content:"GET["; sid: 1000013;)

drop tdp any any -> $HOME_NET any (msg: "RCE intrusion 
was detected!!!!"; content:"|73 68 65 6C 6C|"; sid: 
1000014;)

drop tcp any any -> $HOME_NET any (msg: "RCE intrusion 
attempt was detected"; flow:to_server; content:"ta/dbcon"; 
sid: 1000009;)

drop tcp any any -> $HOME_NET any (msg: "Measures are 
required!"; flow:to_server; content:"syst"; sid: 1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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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훈련 환경 구성

훈련생들의 훈련환경 구성은 표 6과 같다.

Webserver

OS Ubuntu 14.04 LTS

RAM 2.0Gib

CPU Intel Core I7-7700 @ 3.60GHz

Database MySQL 5.5.57

Webserver Apache/2.4.7A

Programming Language PHP 5.5.9

Website GnuBoard 5.2.4

GNS3 0.8.7

Snort 2.9.11

VirtualBox 5.1.22

Table. 6 Configuration of training environment

4.2.2. 훈련 절차

(1) 공격

훈련자는 훈련생들이 탐지를 하기 전 2차 공격인 

RCE 공격을 실시한다. 공격이 실행된 후에도 해당 웹

사이트는 공격을 받기 전의 상황처럼 Python Code를 작

성한다. 미리 작성해둔 Python Code를 실행하여 상품 

문의 글에 서버의 dbconfig.php 파일을 삭제 및 재생성

하여 공격자의 MySQL 정보를 저장시킨 훈련자는 

dbconfig.php에 저장된 MySQL Password를 이용하여 

서버에서 아스키코드로 변환된 명령어(./data/.htaccess,;. 
/data/shell.php<?php eval($_GET[cmd]); ?>)를 실행시

켜 Website를 공격자 Datbase에 연동시켜 서버에 

shell.php 파일을 생성한다.

(2) 탐지

훈련생들이 사용하는 가상 테스트베드 환경은 2차공

격이 실행된 후의 상태로 베포 받는다. 훈련생들은 

GNS3과 VirtualBox가 연동되어 있는 토폴로지를 불러

온다. 훈련생들은 해당 Website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로그인 및 게시판의 게시글 확인

을 통해 Website가 공격에 의해 서버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3) 초동조치

훈련생들은 서버에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일시적으로 웹사이트 서비스를 중단한 후 메인 페이

지를 임시 페이지로 변환한다. 해당 웹사이트의 아파치

에서 기본 DOCUMENT_ROOT는 /var/www/html/이
다. DOCUMENT_ROOT는 웹 상에서 최상위 폴더가 

되는 OS상의 절대 경로를 말한다. 훈련생들은 /var/ 
www/html/ 경로를 통해서 임시페이지 설정값을 입력

하여 페이지를 전환시킨다. 그리고 공격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Webserver 로그가 기록되어 있는 /var/log/apache2
로 이동하여 로그 파일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준비를 마

친다.

(4) 분석

①웹서버 로그 분석

로그 파일 수집 및 분석 준비를 마친 훈련생들은 그

림 9와 같이 웹서버 로그를 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서 훈

련생들은 서버의 시스템 로그, 웹서버 로그, Snort 로그 

내용을 토대로 의심 IP를 추출한다. Snort 로그에 남겨

진 IP 주소는 규칙에 매칭 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유력

한 의심 IP로 추측할 수 있다. 의심 IP를 추출하는 단계

는 특정 IP의 접속시간이나 접속빈도 등을 파악하여 특

정 시간에 표시된 IP 빈도수가 제일 많은 것을 유력한 

공격 의심 IP로 추측한다. 그리고 나머지 IP도 분석하여 

의심 IP 순서를 작성한다. 그림 9에서 첫 번째 박스에 

들어 있는 부분을 보면 “/d7/shop/itemqaformupdate.php” 
다음 줄에 python·requests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이것

은 즉, “/d7/shop/itemqaformupdate.php”이 해당 코드에 

취약하고 이 취약점으로 인해 python·requests 코드가 

실행된다. 그리고 python·requests 코드에 의해 두 번쩨 

네모 박스에 표시된 “/d7/install/install_db.php" 코드가 

실행되고 아래 하위에 보이는 마지막 코드들이 실행되

어 공격 명령 삽입이 된다.

Fig. 9 Log analysis screen of web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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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Data 디렉토리 확인

Remote Code Execution 공격의 취약점의 대부분은 

공격자가 쉘 코드를 실행하고 임의적으로 입력한 쉘 코

드를 실행 및 삽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뒤 공격자가 임의로 삽입한 쉘 코드를 실행하도록 만든

다. 해당 훈련생은 Data 디렉토리에서 특정 쉘 코드가 

삽입되었는지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5) 취약점 대응

훈련생들은 정밀 분석에 근거하여 해당공격(Remote 
Code Execution)에 대한 취약점을 인지한다. 훈련생들

은 정밀 분석한 취약점을 바탕으로 RCE 공격 취약점에 

대응한다.
① Snort RuleSet 추가

그림 10은 Snort RuleSet 추가 화면이다. Snort는 

Rule 기반으로 탐지를 하며, 사용자가 정한 Rule대로 

Snort가 탐지 활동을 한다. 훈련생들은 Rule을 작성하

여 공격자의 RCE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 

Fig. 10 Snort RuleSet

②Bash Shell 업데이트

Bash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여 작업

을 유발하는 텍스트 창에서 실행되는 명령 프로세스이

다. Bash에 대한 원격 코드 인젝션 취약점이 발견된 사

례가 있기 때문에 훈련생들은 해당 Bash를 최신버전으

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다른 장치에 피해가 있다면 복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임시 페이지로 전환했던 메인 페이지를 원래의 페이지

로 되돌린다. 복구 직후 작성한 SnortRule이 정상적으

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한다.

4.2.3. 훈련 평가[15]
표 7은 시나리오 준비 단계별 수행과정과 적용 배경

이다. 실험 준비 단계에서 훈련 전에 개인의 방어역량 

평가를 한다. 이는 개인의 사이버 보안 방어 역량을 실

험 전 역량으로 가정한 후 훈련 후의 역량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Step Execution Remarks

1st step
recruit trainee

- compose each
trainee group

- consider the 
personal specialty

- consider the limitation 
of the training facility

2nd step
select training 
scenario

- execute the RCE
attack scenario - select the scenario

3rd step
inform the trainee 
training process

- inform trainee the 
training scenario

- execute the basic 
security education 
before training 

- maintain capability 
standard

4th step
evaluate the trainee’s 
capability before
training

- evaluate trainee’s
capability 

- analyze capability 
difference between 
trainees

Table. 7 Training contents for each training scenario 

해당 훈련 시나리오는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며 

표 8과 같이 점수가 배정된다.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진

행하면서 배점된 시나리오 항목을 수행하고, 수행이 완

료되면 배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는다. 시나리오 실행 

중 수행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 시나리오는 제

외하고 다음 단계를 실행한다. 훈련 배점 점수는 해당 

시나리오 항목의 해결난이도를 기반으로 할당하였다.

Scenarios Marks
confirm interworking topology between GNS3 and 
VirtualBox 5

identify web site modification 5
switch to temporary page 5
analyze web server log 15
identify data directory 10
identify dbconfig.php 15
write Snort RuleSet 30
update Bash 10
switch to main page 5

Sum 100

Table. 8 Score of each training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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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정보보호시스템에서 우회공격 기법에 대한 대응 방

안과 우회 공격 기법을 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훈련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먼저 우회 공격 재연, 우
회 공격 대응방안 및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 가

상화 시뮬레이터인 GNS3와 VirtualBox, Snort를 활용

하여 네트워크 우회 공격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그
리고 IPS/IDS,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우회 

공격 기법들을 연구하여 테스트베드에 사용할 공격 기

법들을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우회 공격 테스트베드

를 구축하여 적용한 공격 기법들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우회공격 대응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도출한 시나리오

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우회 공격 기법을 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본 훈련 시나리오는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우회 

공격에 대한 기법들을 연구하고 그 결과로 나온 시나리

오로 실시할 수 있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
제 공격에 대한 대응 훈련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국내·외 정보보호시스템 우회 공격 기

법 및 대응체계나 시나리오 분석과 더불어 가상 네트워

크 환경을 구성하여 공격 기법을 직접 분석하는데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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