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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NS 스푸핑은 공격자가 클라이언트와 DNS 서버 간 통신에 개입하여 실제 IP 주소가 아닌 가짜 IP 주소를 응답하

여 DNS 서버를 속이는 공격이다. 웹 서버 초기화면 복제와 간단한 웹 프로그래밍으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는 파밍 사이트 구현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파밍사이트로 유도하는 DNS 스푸핑과 파밍사이트 구현을 

결합한 웹 스푸핑 공격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대학의 포털 서버를 대상으로 DNS 스푸핑 공격 방법과 절차 및 파밍 

사이트 구현 방법에 관해 연구하였다. 경성포털의 경우 SSL에 의한 암호화와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웹 서버임에도 

우회 공격과 해킹이 가능하였다. 현재 많은 웹 서버가 보안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SSL에 의해 보안이 이루어진 

웹 서버라 할지라도 이를 무력화 시킬 수 있으므로 이의 심각한 위험과 대응조치가 꼭 필요함을 알리고자 한다.

ABSTRACT

DNS spoofing is an attack in which an attacker intervenes in the communication between client and DNS server to 
deceive DNS server by responding to a fake IP address rather than actual IP address. It is possible to implement a 
pharming site that hacks user ID and password by duplicating web server’s index page and simple web programming.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web spoofing attack that combines DNS spoofing and pharming site implementation which 
leads to farming site. We have studied DNS spoofing attack method, procedure and farming site implementation method 
for portal server of this university. In the case of Kyungsung Portal, bypassing attack and hacking were possible even 
though the web server was SSL encrypted and secure authentication. Many web servers do not have security measures, 
and even web servers secured by SSL can be disabled. So it is necessary that these serious risks are to be informed and 
countermeasures are to be resear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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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에서 보안 문제의 심각성이 서서히 거론되던 5
년 전에 본인이 겪었던 일이다. 농협 인터넷 뱅킹을 위

해 네이버 검색창에 농협을 쳐서 농협 인터넷 뱅킹에 접

속하였다. 평상시 보던 메인화면에 보안강화를 위한 조

치로 추가 정보를 받겠다는 안내문이 떴다. 무의식적으

로 보안카드의 숫자들을 모두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눌렀

다. 동일한 안내문과 보안카드의 입력화면, 메인화면의 

메뉴 클릭이 전혀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해

킹이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기

에 농협과 관계 기관에 수없이 전화를 돌렸지만 연결되

지 않았다. 30분이나 지나 겨우 당직자와 연결이 되었고 

계좌폐쇄 등의 긴급조치로 다행히 인출은 막을 수 있었

다. 만약 좀 더 정교한 파밍 사이트의 구현으로 파밍 사

이트임을 전혀 눈치 챌 수 없도록 하였다면 어떠하였을

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생각이 든다.
최근 사이버위협과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사회적 문

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인터넷 사용자와 더불어 스마트

폰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자의 대중화로 인터넷의 보안

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웹 서버와 DNS 서버

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시스템의 근간이 되며, 인터넷 서

비스를 위한 핵심 서버이므로 이의 보안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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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말하며, 스푸핑은 네트워크 상에서 

거짓된 패킷을 발송하여 ‘속이는 것’을 말한다. DNS 서
버는 인터넷에서 문자열로 된 도메인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네트워크 서버이다. DNS 스푸핑

(DNS spoofing)은 DNS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공격자가 

사용자와 DNS 서버 간의 통신에 개입해서 실제 IP 주소

가 아닌 다른 IP 주소를 반환하여 DNS 서버를 속이는 

것을 말한다. 
공격대상 PC의 사용자가 특정 웹 사이트를 접근하고

자 할 때, 공격자의 DNS 스푸핑 공격으로 공격자가 만

든 가짜 파밍 사이트로 유도하여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

스워드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DNS 스푸핑 

공격과 원래 사이트와 완전히 동일한 가짜 사이트를 만

드는 파밍(pharming) 사이트 구현 기술이 결합되면, 일

반인은 물론이고 보안 전문가조차도 이를 전혀 인지할 

수 없기에 심각한 보안 위험의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주요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해킹과 많은 해킹 피해

자들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DNS 스
푸핑과 파밍사이트 구현 기술의 결합에 의한 웹 스푸핑 

공격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격자가 사용자와 DNS 서버 간의 통

신에 개입해서 실제 IP 주소가 아닌 다른 IP 주소를 반환

하여 파밍사이트로 유도하는 DNS 스푸핑 공격에 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경성대학의 포털인 경성포털을 대상

으로 파밍 사이트 구현기술에 관해 연구한다. 이의 연구

를 통해 DNS 스푸핑과 파밍사이트 구현 기술을 결합한 

웹 스푸핑 공격에 웹 서버가 얼마나 심각한 해킹의 위험

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에 대한 

대처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가 꼭 필요함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DNS 스푸핑 공격에 관한 전반적

인 소개와 DNS 스푸핑 공격을 위한 모의 해킹 환경과 

공격 과정을 설명하였다. DNS 스푸핑 공격 툴의 설치와 

파밍사이트 유도를 위한 공격 절차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경성포털을 대상으로 파밍 사이트 구현 기술에 

관해 연구하여 이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응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Ⅱ. DNS 스푸핑 기술

DNS 스푸핑(DNS Spoofing)은 DNS 서버에서 전달

되는 IP 주소를 변조하거나 DNS 서버를 장악하여 거짓 

IP 주소를 응답하여 DNS 서버를 속이는 공격기법을 말

한다. 먼저 DNS 스푸핑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이의 

공격방법에 관해 연구하였다. 

2.1. DNS 스푸핑 개요 

DNS는 Domain Name Service/System의 약자로, 사용

자가 원하는 사이트로 연결을 요청하면 도메인명을 해당 

사이트의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DNS 
스푸핑은 네트워크 해킹 공격 기법 중 하나로 DNS 서버

에서 전달되는 IP 주소를 변조하거나 DNS 서버를 장악

하여 사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의 IP 주소가 아닌 

거짓 IP 주소를 반환하여 속이는 공격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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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서버로부터 도메인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얻는 

과정은 그림 1의 예와 같다[1]. ①클라이언트는 먼저 자

신의 로컬 DNS 캐시에 www.naver.com의 IP 주소가 존

재하는지 확인하고, 캐시에 없으면 /etc/hosts 파일을 참

조한다. 만약 hosts 파일에도 없으면 로컬 DNS 서버에

게 질의한다. ② ~ ⑦로컬 DNS 서버에 해당 정보가 없

으면 루트 DNS 서버를 거쳐 구한 naver.com의 권한 

DNS(authoritative DNS) 서버로 DNS 질의(query)를 보

내 www.naver.com에 대한 IP 주소를 얻는다. ⑧ 로컬 

DNS 서버는 이의 주소를 자신의 DNS 캐시에 저장하고 

클라이언트로 응답한다. 클라이언트도 자신의 DNS 캐
시에 저장하여 이후 동일한 웹서버를 재접근할 경우 이

의 DNS 캐시를 참조하여 빠른 주소 변환이 이루어지도

록 한다.

Fig. 1 DNS server's Address Resolution Procedure

DNS 스푸핑은 DNS 서버를 속여 실제 IP 주소가 아

닌 거짓 IP 주소가 응답되도록 속이는 것인데, 여러 유형

의 DNS 스푸핑 공격이 가능하다. 1) /etc/host 파일의 변

경 2) 권한 DNS 서버의 존(zone) 파일을 직접 변경 3) 클
라이언트 혹은 로컬 DNS 서버의 DNS 캐시를 오염

(DNS cache poisoning)시킴으로써 DNS 스푸핑이 가능

하다. 윈도우7 이후 보안조치로 /etc/host 파일의 변경은 

관리자 권한이 주어진 경우에만 가능하고, 권한 DNS 서
버의 직접 공격은 자체 보안으로 어려움이 있다. 

DNS 시스템은 빠른 실시간 통신을 위해 UDP를 기반

으로 구현되어 있어 TCP와 같은 연결 세션을 유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는 요청한 DNS 쿼리에 대

한 DNS 응답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도달한 DNS 응답만

을 신뢰하고 늦게 도달한 DNS 응답은 버린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DNS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

자가 클라이언트와 DNS 서버 간의 통신에 직접 개입하

여 권한 DNS 서버로 보내지는 DNS 질의를 가로채기 

하여 가짜 IP 주소를 응답하여 클라이언트의 DNS 캐시

를 오염시키는 DNS 스푸핑 공격에 관해 연구한다. 

2.2. DNS 스푸핑 개념도 

DNS 스푸핑은 공격자가 클라이언트와 DNS 서버 간

의 통신에 개입해서 서버의 실제 IP 주소가 아닌 다른 IP 
주소를 반환하여 DNS 서버를 속이는 것을 말한다. 

1) DNS 쿼리 가로채기

DNS 스푸핑을 위해선 이의 준비단계로 ARP 스푸핑 

공격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 ARP 스푸핑은 동일 LAN 
상의 게이트웨이의 MAC 주소를 공격자의 MAC 주소

로 속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모든 통신 패킷이 공격

자를 거치도록 만든다[2]. 즉, 클라이언트가 공격자 컴

퓨터를 게이트웨이로 잘못 알도록 속여 외부 서버 접근

을 위해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하는 모든 패킷을 공격자 

컴퓨터로 전송하게 만든다.
그림2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외부망의 웹서버 접근을 

위해 외부의 권한 DNS(authoritative DNS) 서버로 웹서

버의 IP 주소를 물어볼 때 공격자가 이를 가로채어 파밍

사이트의 IP 주소를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한다. 

Fig. 2 Attacker’s Interception of DNS Query

2) DNS 응답 위조

그림 3과 같이 외부망에 위치한 권한 DNS 서버가 올

바른 DNS 응답을 보내기 전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격자가 위조된 DNS 응답을 클라이언트로 먼

저 보낸다.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내준 가짜 IP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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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DNS 캐시에 저장하고, 뒤이어 날아온 올바른 DNS 
응답은 이미 DNS 질의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버리게 된다. 

Fig. 3 Attacker’s Fake of DNS Response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DNS 응답의 가짜 IP 주
소의 파밍(pharming) 사이트로 접속하게 된다. 공격자

가 만든 파밍 사이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

워드 등의 사용자정보를 웹 프로그래밍으로 탈취하여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

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의 구현방법은 

Ⅳ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2.3. 해킹 환경 구축

모의해킹을 위해 공격자는 VMware 상에 칼리(Kali) 
리눅스를 장착하여 공격자의 기본 해킹 환경을 구축한

다. 표 1의 해킹 환경 및 툴을 사용하였고, 모의해킹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정보는 그림 4와 같다. 

Fig. 4 Hacking Network Environment Information

Attacker System VMware Workstation Pro 12
Kali Linux 2.0

Target System Window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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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Hacking Environment and Tools

Ⅲ. DNS 스푸핑 이용한 경성포털 해킹

DNS 스푸핑 공격을 위한 공격자 환경 구축과 파밍사

이트로의 유도를 위한 DNS 스푸핑 공격의 방법 및 절차

에 관해 연구하였다. 모의 해킹을 위한 웹 서버는 본 대

학의 보안 취약점 분석을 위해 경성포털로 하였다. 경성

포털은 별도의 외부 인증서버를 통한 SSL 암호화와 보

안인증이 강화된 웹 서버이다. 

3.1. 공격자 환경 구축

공격자는 VMware 상에 칼리(Kali) 리눅스를 설치하

여 아래의 절차를 따라 기본 해킹 환경을 구축한다.

1) 공격자 가상머신 생성

공격자의 해킹 환경 구축을 위해 먼저 공격자 PC에 

VMware를 설치한다. VMware Workstation Pro 12 버전

을 설치하였다. VMware 가상머신 상에 공격자 머신을 

생성하고, 다양한 해킹 툴이 제공되는 Kali 리눅스를 장

착한다. 이의 자세한 설치과정은 생략하였다.

2) 공격자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설정을 위해선 VMware를 마우스 우클릭 

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한다. [Edit]→[Virtual 
Network Editor...]를 클릭하여, 그림 5와 같이 [Add 
Network...]을 누르고 VMnet2를 추가한 후 Bridged 모
드로 설정한다. 브리지(bridge) 모드는 실제 네트워크의 

IP 주소로 동작하기 위한 모드이고, 그림 6과 같이 공격

자의 IP 주소와 로컬 DNS의 IP 주소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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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t to Bridged Mode

Fig. 6 Set Attacker’s Network Address 

3) 기본 해킹 툴의 설치 확인

Kail 리눅스에는 그림 7과 같이 Arpspoof, Fragrouter, 
Ettercap, Wireshark 등의 해킹 도구가 기본적으로 설치

되어 있다[3]. Ettercap은 LAN상에서 ‘중간자 공격

(MITM)’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해킹 툴로 그래픽 인터

페이스를 제공한다. Wireshark는 네트워크에 오가는 패

킷을 캡처해 분석할 수 있는 패킷분석기이다. Arpspoof
는 Dsniff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ARP 스푸핑을 위한 

공격 툴이고, Fragrouter는 스니핑을 보조하는 도구로 

포워딩 기능을 수행한다[4]. 

Fig. 7 Hacking Tools supplied on Kali Linux 

3.2. 공격 방법 및 절차

공격자는 ARP 스푸핑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모든 패

킷을 스니핑 하고, DNS 스푸핑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경

성포털(portal.ks.ac.kr)을 접근할 때 공격자가 만든 가짜 

파밍 사이트로 유도(117.16.95.144)한다. 이의 공격 방

법 및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3.2.1. ARP 스푸핑 공격 

DNS 스푸핑을 위해선 이의 준비단계로 ARP 스푸핑 

공격을 먼저 수행하여야 한다[5-6]. 

1) 공격대상의 ARP Cache 확인 (공격전)
ARP 스푸핑 공격전 그림 8과 같이 공격대상 PC의 

ARP Cache를 확인한다.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는 

117.16.95.1 이고, MAC 주소는 f0-1c-2d-a5-4d-e1 이다. 
공격자의 IP 주소는 117.16.95.144 이고, MAC 주소는 

50-b7-c3-ab-1e-36 이다.

Fig. 8 ARP Cache of Target Client (Before Attack) 

2) Ettercap 실행

Ettercap을 실행하고 그림 9와 같이 [Sniff]→[Unified 
sniffing]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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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ecute Ettercap

3) 공격대상 설정

먼저 그림 10과 같이 [Hosts]→[Scan for hosts]와 

[Hosts list]를 순서대로 클릭하여 로컬 LAN 상에 동작

중인 컴퓨터를 리스트업 한다. 리스트에서 그림 11과 같

이 공격대상을 선택한다. 그림 12와 같이 Target1에는 

클라이언트 PC를 등록하고, Target2에는 Default 게이

트웨이를 등록한다. 

Fig. 10 Scan for Hosts on Local LAN

Fig. 11 Scanned Hosts List

Fig. 12 Register ARP Spoofing Targets

4) ARP 스푸핑 공격 시행

ARP 스푸핑 공격 유형 선택을 위해 그림 13과 같이 

[Mitm]→[ARP poisoning]을 클릭하여 [Sniff remote 
connections]를 체크한다. 이는 클라이언트와 GW 양쪽 

모두에게 상대방의 MAC 주소를 공격자의 MAC 주소

로 속이는 ARP Reply를 전송한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

트와 GW간의 모든 통신 패킷이 공격자를 거치게 되어 

스니핑 할 수 있다. 그림 14와 같이 [Start]→[Start 
sniffing]을 클릭하여 ARP 스푸핑 공격을 실행하여 스니

핑을 시작한다. 

Fig. 13 Select ARP Spoofing Attack

Fig. 14 Execute ARP Spoofing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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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격대상의 ARP Cache 변경 (공격후) 
ARP 스푸핑 공격으로 그림 15와 같이 게이트웨이의 

MAC 주소가 공격자의 MAC 주소 50-b7-c3-ab-1e-36으
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5 ARP Cache of Target Client (After Attack)

3.2.2. DNS 스푸핑 공격 

DNS 스푸핑을 공격을 통해 경성포털의 접근시 파밍

사이트로 유도한다.

1) DNS 환경 파일 수정

/etc/ettercap/etter.dns 파일을 그림 16과 같이 수정하

여 클라이언트가 경성포털(portal.ks.ac.kr)을 접근하고

자 하면 파밍사이트(117.16.95.144)로 유도되도록 한다. 

Fig. 16 Modify etter.dns for driving to pharming site

2) DNS 스푸핑 공격 시행

DNS 스푸핑 공격은 2가지 방법의 실행이 가능한데, 
그림 17과 같이 [Plugins]→[Manage the plugins]를 클릭

하여 목록 중 dns_spoof 항목을 더블클릭 하면 DNS 스
푸핑 공격이 시행된다. 

Fig. 17 Execute DNS Spoofing Attack (graphic mode)

3) DNS 스푸핑 공격 성공

ping 명령을 통해 DNS 스푸핑 공격의 성공을 확인 할 

수 있다. portal.ks.ac.kr의 IP 주소가 그림 18과 같이 공

격자가 응답한 파밍사이트의 주소(117.16.95.144)로 바

뀐 것을 알 수 있다.

Fig. 18 Success of DNS Spoofing Attack

3.3. 경성포털 해킹

공격자의 DNS 스푸핑 공격으로 공격자가 만든 가짜 

파밍 사이트로 유도하여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경성포털의 해킹을 위

해 그림 19와 같이 원래 사이트와 완전히 동일한 경성포

털의 초기화면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턴

을 누르면, 공격자의 해킹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아 파일에 기록한 후, 사용

자에게는 그림 20의 비밀번호 입력 오류메시지를 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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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가 확인버턴을 클릭하면, 이번에는 원래의 경

성포털로 접속하여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받아 정상적인 로그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용자 측에서 볼 때는 자신의 실수로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하였던 것으로만 인지하지만 해킹 프로그

램에 의해 그림 21과 같이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짜 초기화면과 웹 프로그

래밍으로 파밍사이트를 만들고, DNS 스푸핑으로 유도

하면 사용자는 이를 전혀 인지할 수 없기에 심각한 보안

의 위험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웹 서버는 보안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경성포털의 경우 SSL(Secure Socket 
Layer)에 의한 암호화와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웹 서버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화시키는 회피공격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암호 통신을 하지 않는 웹 서버

의 경우에는 Wireshark를 이용한 패킷 분석만으로도 사

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읽어낼 수 있다.

Fig. 19 Pharming Site of Kysungsung Portal

Fig. 20 Login Error Message

Fig. 21 Hacking of User’s ID and Password

Ⅳ. 파밍 사이트 구현과 위험성

파밍 사이트의 구현 방법과 해킹 프로그램의 구현에 

관해 연구하였고, 이의 위험성과 대응방안에 관해 연구

하였다.

4.1. 파밍 사이트 구현 방법

원래 사이트와 완전히 동일한 경성포털의 초기화면

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1) 초기화면 웹페이지 복사하기

웹페이지의 소스는 해당 브라우저의 ‘소스보기’ 기능

을 이용해 볼 수 있고 이를 복사할 수 있다. Kali에서 

Firefox를 실행 후 경성포털에 접속한다. 그림 22와 같

이 웹브라우저의 [File]→[Save Page As...]를 선택하여 

/var/www/html/index.html 경로에 그림23과 같이 저장

한다.

Fig. 22 Click ‘Source View’ menu on Index Page 

Fig. 23 Save Source of Index Page to index.html

‘Save Page As’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 웹페이지에 포

함된 그림들을 한꺼번에 다운받아 그림 24와 같이 저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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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Download and Save Sources of Index Page

2) URL 접근 이미지 저장하기

그림 25와 같이 인터넷에서 URL로 접근하는 배경 이

미지는 직접 URL로 접근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이

미지를 저장한다. 이의 이미지는 소스의 경로와 동일하

게 /var/www/html/_res 폴더를 만들어 저장한다.

Fig. 25 Save Source of Index Page to index.html 

4.2. 파밍 사이트 구현 프로그램 

사용자가 로그인 버턴을 눌렀을 때,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1) 로그인 버턴 클릭시 실행 함수 찾기

먼저 그림 26과 같이 index.html 소스를 분석하여 로

그인 버턴을 클릭시 실행되는 로그인 함수 idpwLogin() 
을 찾는다. 

Fig. 26 idpwLogin() Function called on Click Login 

2) 웹서버 인증 프로그램 호출 변경 

idpwLogin() 함수를 분석하여 그림 27과 같이 웹서버

의 인증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부분을 찾아 해킹 프로그

램(Login.jsp)이 호출되도록 변경한다. 경성포털의 경우 

SSL에 의한 암호화와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웹 서버임

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하여 해킹 프로그램의 실행이 

가능하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암호화 통신을 하는 경

우에도 이를 주석처리한 후 우회 실행이 가능하다. 즉, 
현재 많은 웹 서버가 보안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SSL에 의한 암호화와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웹 서버라 

할지라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점에 보안 문제의 심각성

이 있다.

Fig. 27 Change Authentication Program’s Name

3) 해킹 프로그램 구현

해킹 프로그램은 그림 28과 같이 JSP(혹은 PHP) 웹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구현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아 파일에 기록한 후, 사용

자에게는 그림 20과 같은 비밀번호 입력 오류메시지를 

띄운다. 사용자가 확인버턴을 클릭하면, 이번에는 원래

의 경성포털로 포워딩하여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입력받아 정상적인 로그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 

해킹 프로그램의 일부 소스는 보안 위험의 심각성을 고

려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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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Implementation of Hacking Program

4.3. DNS 스푸핑 공격 패킷 분석

DNS 스푸핑 공격으로 클라이언트의 portal.ks.ac.kr 
접근을 위한 DNS 쿼리에 대한 공격자가 조작한 DNS 
응답에 파밍사이트의 주소(117.16.95.144)가 실린 것을 

그림 29의 패킷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네

트워크 프로토콜 패킷은 Raw Socket을 이용하여 전송

할 수 있으며, socket() 함수의 두 번째 매개변수를 

SOCK_RAW로 설정하면 된다. 

Fig. 29 Packet Analysis of DNS Spoofing Program

4.4. 웹 스푸핑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DNS 스푸핑과 파밍사이트 구현이 결합된 웹 스푸핑 

공격의 위험성과 대응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1) 웹 스푸핑의 위험성 

DNS 스푸핑과 파밍사이트 구현이 결합된 웹 스푸핑 

공격은 사용자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DNS 스푸핑은 DNS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자가 클라

이언트와 DNS 서버간 통신에 개입하여 가짜 IP 주소를 

응답하여 파밍 사이트로 유도한다. 이의 공격은 클라이

언트의 DNS 캐시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식

으로 로컬 DNS 서버의 DNS 캐시를 오염시킬 수도 있

다. 또한 원래 사이트와 완전히 동일한 초기화면은 어렵

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한 웹 프로그래밍 기

술을 사용하여 첫 로그인 시에는 사용자에게는 비밀번

호 입력 오류를 알리고, 재 로그인 시에는 원래 사이트

로 포워딩하여 정상 로그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경성포털의 경우 SSL에 의한 암호화와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웹 서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하여 해킹 

프로그램의 실행이 가능하고, 암호화 통신을 하는 경우

에도 이를 주석처리한 후 우회 공격이 가능하다. 현재 

많은 웹 서버가 보안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

고, SSL에 의한 암호화와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웹 서버

라 할지라도 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주요 포털을 대상으로 한 해킹이 

많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와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있다.

2) 대응방안 

ARP 스푸핑은 대부분의 스니핑에 근간되는 공격이

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

지가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것

이다. SSL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데이터 암호

화는 본 논문에서 다룬 바와 같이 우회 공격이 가능하므

로, ARP 프로토콜 레벨의 암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한다. 그러므로 하드웨어 스위치 장치에서 ARP 스푸

핑을 차단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침
입방지탐지시스템(IPS)의 도입으로 ARP 스푸핑을 패

턴을 탐지하여 이를 차단하는 방법이나 OS 레벨(ARP 
레벨)에서 ARP 스푸핑을 패턴을 탐지하여 이를 차단하

는 보안패치도 대안이 될 수 있다.
DNS 스푸핑은 공격자가 클라이언트와 DNS 서버 간

의 통신에 개입해서 실제 IP가 아닌 다른 IP를 반환하거

나, DNS 서버의 IP 스푸핑으로 파밍 DNS 서버에 의해 

다른 IP를 반환하는 공격이다. 이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

지가 있으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클라이언트의 웹 브

라우저에 DNS 보안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브라우저와 

DNS 서버간의 인증과 암호화를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보안 DNS에 의한 DNS 서버간의 인증과 암호화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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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7-8]. 
HSTS(HTTP Strict Transport Security)란 웹 브라우

저가 HTTPS 프로토콜만을 사용해서 서버와 통신하도

록 강제하는 보안기능이다[9]. 이는 최초 접속시부터 

https로만 접속하도록 강제함으로써 SSL 우회를 통한 

웹 스푸핑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Ⅴ. 결  론

DNS 스푸핑은 DNS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자가 클

라이언트와 DNS 서버간 통신에 개입하여 가짜 IP 주소

를 응답하여 파밍 사이트로 유도하는 공격이다. DNS 스
푸핑과 파밍사이트 구현이 결합된 웹 스푸핑 공격이 이

루어지면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사용자는 

전혀 인지하지 할 수 없다. 이에 파밍사이트로 유도하는 

DNS 스푸핑과 파밍사이트 구현을 결합한 웹 스푸핑 공

격에 관해 연구하였다.
경성포털은 별도의 외부 인증서버를 통한 SSL 암호

화와 보안인증이 강화된 웹 서버이고, 본 대학의 보안 

취약점 분석을 위해 모의해킹 대상을 경성포털로 하였

다. VMware에 Kali 리눅스를 설치하여 공격자 환경을 

구축하고, DNS 스푸핑 공격 방법과 절차에 관해 연구하

였다. 그리고 경성포털을 대상으로 파밍 사이트 구현에 

관해 연구를 하였다. 동일한 초기화면의 제작과 웹 프로

그래밍으로 어렵지 않게 파밍 사이트의 구현과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해킹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경성포털의 경우 SSL에 의한 암호화와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웹 서버임에도 불구하고, 우회 공격이 가능하

였다. 사용자가 로그인 시 비밀번호 입력 오류창을 띄워 

단순 입력 실수로 인지하게 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한 후 원래 사이트로 포워딩하여 재 로그인을 하게 

하여 해킹을 전혀 인지 못한다. 현재 많은 웹 서버가 보

안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SSL에 의한 암

호화와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웹 서버라 할지라도 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문제의 심각성이 있

다. 주요 포털을 대상으로 한 해킹이 많이 발생 할 수 있

으므로 이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와 조치가 꼭 이루어

져야 하는 상황에 있다. 향후 DNS 스푸핑과 파밍사이트 

구현이 결합된 웹 스푸핑 공격의 대응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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