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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OSI� 7� 레이어

이전의� 정보통신업체� 장비들은� 서로간의� 호환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에� 이기종� 시스템� 간의� 상호연결� 시� 네트워크� 구조에� 상관�

없이�원활한�통신이�이루어�질�수�있도록� ISO에�의해� 제정된�국제� 표준� OSI참조� 모델이다

물리계층:두� 시스템�간의� 데이터�전송을�위해� 링크를�활성화하고�관리하기�위한�기계적,전기적,기능적,절차적�특성� ex)허브,라우터,케이블

데이터링크계층:� 물리적�링크를�통해�데이터를�신뢰성�있게�전송하는�계층,� 시스템간에�오류�없는� 데이터�전송

네트워크계층� :� 패킷을�송신측으로부터�수신측으로�전송하는�구간이며�상위계층에�연결하는데�필요한�데이터�전송과�경로를�선택

라우팅�프로토콜을�사용하여�최적의�경로를�선택하는�계층�구간

전송계층� :� 시스템�종단간에�투명한�데이터�전송을� � 양방향으로�행하는�계층,� 오류복구와�흐름제어�기능을�담당

세션계층� :� 응용프로그램�사이의�접속을�설정,� 유지,� 종료시켜주는�역할,� 전송할�순서를�결정하고�데이터에�대한�점검� 및� 복구

응용계층� :� 실제� 통신의�초종목표에�해당하는�가장�중요한�계층� ex)� FTP,� SMTP,� POP3,� HTTP

1-2� 레이어별�장비

물리계층�

리피터� –� 약화된�신호를�초기화시키고�증폭�재전송의�기능

허브� –� LAN� 전송거리를�연장시키고�여러대의�장비를� LAN에� 접속�할�수�있도록함

인텔리젼트허브� –� 네트워크관리�프로토콜(SNMP)을� 내장하고�잇어�자동�통계치를�수집할�수� 있고�개인� 포트를�제어� 할� 수� 있음

데이터�링크

브릿지� –� 신호만�증폭시키는�것이�아니라�프레임을�다시�만들어�전송

스위치� –� 해당�장비의�포트번호가�기록된�맥테이블을�보고�목적지로�프레임을�전송� /� 각각의�포트가�하나의� collision� damain

네트워크계층

라우터� –� 특정�인터페이스를�통해�수신한�패킷의�목적지� IP주소를�보고� 목적지와�연결된�인터페이스를�통해�전송하는�장비

전송계층

L4스위치� –� 부하분산�기능�

2.� TCP/IP� 일반

2-1� 프로토콜�

컴퓨터에서도�서로�통신을�위해�정해� 놓은� 약속

2-1(1)� TCP/IP� 프로토콜

TCP/IP는�세계적으로�가장�널리�쓰이는�통신�프로토콜,� 이기종�간에� 연결이�용이,� LAN과�WAN을� 통용하여�사용�가능

2-2� IPv4

4Byte,� 32bit로� 구성되어�있음,� 10진수로�표기를�함�

IP주소� 클래스�범위

기타�클래스� D는� 멀티캐스트�어드레스를�사용하기�위한용도,� E클래느는�나중에�사용하기�위해�예약�실제적으로� A,B,C만�씀

2-3� 사설� IP

OSI 7계층 단위 TCP/IP 4계층
Application 메시지

ApplicationPresentation 메시지
Session 메시지

Transport 세그먼트 Transport
network 패킷 internet
Datalink 프레임

network interface
Physical 비트

클래스 범위
A 0.0.0.0 ~ 127.255.255.255
B 128.0.0.0 ~ 191.255.255.255
C 192.0.0.0 ~ 223.255.255.255
D 224.0.0.0 ~ 239.255.255.255
E 240.0.0.0 ~ 247.255.255.255

클래스 범위
A 10.0.0.0 ~ 10.255.255.255
B 172.16.0.0. ~ 172.31.255.255
C 192.168.0.0 ~ 192.168.2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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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v6특징

총� 128bit로� 구성된�주소� 체계,� 16비트씩� 9자리로�되어� 있고�각자리는� :� 로� 구분함

ex)EFCD:AE23:1234:4DAC:ECEC:ABCD:432D:8542

헤더의�간소화

✳헤더의�간소화로�빠르고�정확한�장소로�패킷을�전송시키기�위해서는�라우터가�유지할�정보가�적을수록�좋다�

2-5� 서브넷팅�설계�및� 활용

서브넷마스크� :� IP주소에서�네트워크�주소와�호스트�주소를�구별하는�구별자�역할을�한다.

CIDR� :� 넷마스크의�비트�정보를�십진수가�아니라�비트의�개수를�적어서�표기하는�방법

✳보통� CIDR� 로� /27을� 쓴다.� 255.255.255.224가� 되고� 호스트수는� 32개인데� 2개빼면� 30개� 스위치가� 보통� 24개이므로� /27을� 주로사
용

2-6� 포트� 주소� 의미와�할당의�법칙

포트번호들의� 0� ~� 1023번까지는�잘�알려진�포트로써�임의로�사용하면�안됨

2-7� IP(Internet� Protocol)

패킷의�목적지�주소를�보고� 네트워크에�대한�최적의�경로를�찾아� 패킷을�전송해�주는� 역할

2-8�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통신을� 원하는� 호스트의� IP� address를� 알고� 있을� 때� ,� 그� 호스트의� 맥주소를� 알고할� 경우에� 사용� 즉� 레이어� 3계층의� IP주소를� 레이어� 2

계층의�하드웨어�주소로�연계

2-9� Mac주소(하드웨어주소)

48비트� 주소�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 생산시� 네트워크� 카드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 네트워크� 상에� 다른� 호스트로� 전송하기� 위해�

사용�

2-10� ARP� Chache

자신의�네트워크�범위에�있는� 호스트들의� IP주소와�매칭되는�Mac주소를�캐싱한다.� (arp� –a로� 확인)

2-11� RARP

물리적인�MAC주소를�기반으로�논리적인� IP주소를�알아오는�프로토콜�

2-12�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인터넷상의�노드�간에�에러사항이나�통신�제어를�위한�메시지를�보고하게�할�목적

트러블슈팅� :� 두� 노드간에�문제파악�가능

십진수 표기법 CIDR표기법 비고
255.0.0.0 /8 A Class

255.255.0.0 /16 B Class
255.255.255.0 /24 C Class

255.255.255.128 /25 C class를 2개의 subnet로 나눈 경우
255.255.255.192 /26 C class를 4개의 subnet로 나눈 경우

서비스명 Port번호/Port유형

FTP
20/TCP : 데이터 전송

21/TCP : 세션체결, 제어명령
SSH 22/TCP : SSH,SFTP 포트포워딩

SMTP 23/TCP : 이메일보내기

DNS
53/TCP:네임서버간 동기화

53/UDP : DNS서비스
HTTP 80/TCP : 웹전송
POP3 110/TCP : 이메일 가져오기

SNMP
161/UDP : 에이전트에게 응답요청

162/TCP,UDP: 에이전트가 매니저에게 비동기TRAP전송
HTTPS 443/TCP : HTTP상의 암호화 전송

Syslog Protocol 514/UDP: 시스템 로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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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메시지의�종류

TYPE� 8,� 0� :� � PING� 프로그램이�사용하는� ICMP� type� 이다

TYPE� 3� :� IP� 패킷이� 목적지에� 전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경로상의� 마지막� 라우터는� 출발지� 시스템에게� 목적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ICMP� Type3� 메시지�전송

2-14� PING� 프로그램(Packer� Internet� Groper)

유틸리티는� ICMP� echo� request� 메시지를�이용해�원격지�시스템이�도달�가능한지�확인�할� 수� 있는� 도구

2-15�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멀티캐스트� 호스트와� 라우터� 사이에� 동작하는� 방식,� 라우터는� 호스트에게� 머리캐스트� 참여상태를� 질의하고� 호스트는� 라우터에게� 수신할�

멀티�캐스트�주소를�통보

2-16�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는� 신뢰성을�보장하고� UDP는� 신뢰성을�보장하지�않음

TCP는� 1:1통신인�반면에� UDP는� 1:다의� 통신에�이용

TCP프로토콜은�연결지향형�프로토콜으로써� TCP세션을�맺는�작업을�선행해야하는데�이를� 3-way� handshake라고�함

1.� 클라� ->� 서버� :� SYN� =1,� ACK=0,� SEQ＃＝10010

2.� 서버� ->� 클라� :� SYN� =� 1,� ACK=1,� SEQ� #=4000,� ACK� #=� 1001

3.� 클라� ->� 서버� :� ACK� =� 1,� SEQ� #=� 4001

2-17� TCP� 프로토콜�형식

URG� :　Urgent� pointer� 가� 유효함을�표시

ACK� :� Acknowledgemnet� number가� 유요함을�표시

PSH� :� 수신자는�패킷�데이터를�최대한�빨리�응용프로그램에게�전달할�것

RST� :� 연결을�리셋하도록�지시

SYN� :� 연결시작을�나타냄

FIN� :� 연결을�종료하도록�지시

2-17� UDP(User� Datagram� Protocol)

서비스의�신뢰성이�낮고�데이터�그램의�도착�순서가�바뀐다.� 때로�누락되기도함,� 빠른처리와�실시간�전송에�적합

특징

8바이트로�포트번호와� � 최소한의�에러체크만�하는�매우� 단순한�프로토콜

비연결형�서비스

순서제어와�흐름제어가�불가능

Type 메시지 종류
0 Echo Reply
3 Destination Ureachable
4 Source Quench
5 Redirect
8 Echo Request
11 Time Exceeded
12 Parameter problem
13 timestamp Request
14 Timestamp Reply
15 Information Request
16 Information Reply
17 Address Mask request

16-bit source port number 16-bit destination port number
32-bit sequence number

32-bit acknowledgment number
4-bit

header

length

reserv

ed

(6bit)

URG ACK PSH RST SYN FIN 16-bit window size

16-bit TCP checksum 16-bit urgent pointer
options(if any)

data(if any)



5 JMoon1601.Tistory.com

2-18� 유니캐스트

프레임에�자신의�MAC� 주소와�목적지의�MAC주소를�첨부해�전송하는�방식

2-19� 브로드캐스트

로컬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모든� 시스템에� 프레임을� 보내는�방식,� 주소가� 미리� 정해져� 있고� 이� 주소가� 오면� 모든� 시스템은� 패킷을� 자

신의� CPU로� 전송하고� CPU가� 패킷을�처리하는�방식,� 한번에�처리하는�것이�아니어서�주기적으로�발생

2-20� 멀티�캐스트

네트워크에�연결되어�있는�시스템중�일부분에게만�정보를�전송할�수� 있는�것

3.� 유닉스/윈도우�네트워크�서비스

3-1�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네트워크�관리자들이�조직�내의�네트워크상에서� IP주소를�중앙에서�관리하고�할당해�줄� 수� 있도록�해주는�포로토콜

특징

7계층�프로토콜으로서� UDP를�사용하여�포트� 67/68번을� 사용

DHCP� 메시지는�고정길이�필드(58비트)를� 사용

자신의�MAC주소를�제공하고� DHCP� � 서버로부터�자신이�사용할� IP주소,� 서브넷마스크와�게이트웨이,� DNS를�제공

관리자의�구성에�요구되는�작업을�자동으로�처리하므로�셋팅의�편리함과� IP주소의�효율적인�관리가�가능

3-2� SNMP(Simple� network� Managemnet� Protocol)

TCP/IP�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중에� 하나이며� TCP/IP기반의�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상의� 각� 호스트에서�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자동적으로�수집하여�네트워크�관리를�하기�위함

MIB(Managemnet� Infomation� base)� :� 흔히� MIB값�정보라고하며�네트워크�구성요소에�의해�유지되는�변수값

SNMP� 특징

처음에는� TCP/IP� 네트워크를�관리하기�위해�설계

SNMP는� TCP/IP� 프로토콜�기반에서�작동

비� TCP/IP� 장비를�포함한�어떤� 형태의�네트워크�트래픽도�관리�및� 모니터링�가능

3-3� MIB� 5가지� 분야

3-4�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사설� IP체계를�가지고�인터넷과�같은�글로벌�라우팅�네트워크에�필요시�공인� IP주소로�변환시켜주는�역할

필요성

공인� IP주소의�부족� :� IPv4� 32비트� 네트워크�주소체계의�부족

내부네트워크�설계의�효율성�및�편의성� :� 공인� IP주소는�작은� 네트워크�주소�단위�서브넷으로�되어�있어�호스트가�많으면�비효율

보안성이�우수� :� 외부� 인터넷에�직접�라우팅�되지�않는� 네트워크

구 분 기 능
구성관리 네트워크 상의 장비와 전반적인 물리구조를 매핑하는 기능

성능관리
가용성, 응답시간, 사용량, 처리속도등 성능분석에 필요한 통계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 SNMP중 가장 대표적인 

MIB값 정보를 이용한 기능중에 하나
고정관리 문제검색, 추출 및 해결 제공하는 기능
보안관리 정보의 제어 및 보호 기능
계정관리 각 노드별로 사용현황을 측정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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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라우팅

4-1� IP라우팅

주어진� IP패킷을� IP헤더에�있는� 목적지�주소까지�패킷을�전달하는�것

4-2� 라우터

패킷을�출발지에서�목적지에�도달하기까지�경유되는�시스템으로�패킷을�중계하는�역할

4-3� 라우팅종류

정적라우팅(Static� Routing)

관리자에� 의해� 수동으로� 라우팅경로가� 설정됨,� 심플해서�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변하지� 않는� 단순한� 네트워크에� 적당,� 기본적으로� 다른� 라

우터에�전파�되지�않음� 단점� :� 네트워크�환경변화에�능동적이지�못함

디폴트라우팅(default� Routing)

라우터�테이블�안에� 없는�원격� 네트워크�수신지로�하는�패킷을�다음� 홉(HOP)까지� 라우터로�전송하기�위한�방법

어떤�특정한�라우터를�기본�라우터로�지정하고�목적지를�모르는�경우� 그곳으로�기본�경로를�만들어주는�것이�일반적�

동적라우팅(Dynamic� Routing)

라우팅�프로토콜이�작동하면�네트워크토폴로지의�변화가�인접라우터에�전달되어�자동으로�업데이트�된다.

ex)� A->C로� 가는� 방향이� 2가지방법(직접,B경유)이� 있는데� A->C로� 직접가는게�끊기면� A->B->C로� 자동으로감,� 정적은�그러지�못함

5� 네트워크�장비의�이해

5-1� 스위치

동시에�많은�수의� LAN과�컴퓨터를�사이에�프레임�교환을�가능하게�하는�데이터�링크� 계층의�네트워크�연결�장비

포워딩�방식에�따른� 분류

컷스루(Cut-through)방식

중간에� 지역시간을�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출발지� MAC주소와�목적지� MAC주소가� 들어� 있는� 프레임만�수신하면�바로� 데이

터�출력포트로�포워딩

매우�낮은�중계지연�시간을�유지� 할� 수� 있다

작은�프레임이나�에러프레임을�검사할�수�없고,� 중계되지�말아야�할� 프레임까지�중계된다는�단점

적체�문제가�발생

스토어�앤� 포워드� (Store� &� forward)� 방식

데이터�출력�포트로�포워딩하기�전에�일시적으로�버퍼링하는�스위치

전체�프레임에�대한�오류를�검사

검사하기�때문에�중계지연�시간이�길어진다

백본�스위치� :� 네트워크�중심부에�배치되는�고가형�스위치로�수많은�허브나�스위치들로부터�데이터를�받기�위해� 사용되는�고성능�스위치

5-2� 라우터

라우터는� OSI� 모델중에서� 3계층에�속하며�패킷� 안의�목적지�네트워크를�참조하여�라우팅�프로토콜에�따라�최종� 목적지가지�라우팅

기능

라우팅�테이블�검색� :� 주어진�패킷의�목적지�주소에�대해� 매핑되는�경로�정보� 테이블�검색하는�기능

최적의�라우트�결정� :� 라우팅�테이블을�바탕으로�자체�알고리즘을�사용하여�최적의�경로를�결정

패킷전달:� 인바운드된�패킷을�결정된�경로로�전달하는기능

라우팅�정보� :� 인접한�라우터들과�라우팅�프로토콜을�이용해�경로에�관한� 정보�교환

라우팅�테이블�업데이트� :� 인접한�라우터들과�교환된�정보를�바탕으로�자신의�라우팅�테이블�갱신

5-3� Layer� 4� 스위치�

IP레벨이� 아닌� TCP/UDP의� 포트� 번호를� 검사하여� 기존� 스위치가� 수행하지� 못하는� 로드밸런싱기능을� 수행,� 전송속도를� 높이거나� 여러� 대

의� 서버에�대한� 트래픽을�분산시켜�속도를�향상시킴

5-4� 스타형�토폴로지

허브에�각각의�네트워크�장치를�점대점�방식으로�연결

5-5� 링형� 토폴로지

데이터는�토큰을�갖고�있는� 장치로부터�수신�받을� 장치로�단반향�전송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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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VLAN(virtual� Local� Area� Network)

라우터를�사용하지�않고�스위치에서�여러�개의� 상이한�서브넷을�만들어�사용이�가능한데,� 서브넷을� VLAN이라�한다.�

기본적으로� VLAN� 소속이� 다른� 노드� 간에� 통신은� ‘불가’하며� VLAN� 간에� 통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라우터� 또는� 라우팅� 모듈을� 사

용하여야�한다.

VLAN� 장점

브로드캐스트조절가능� :� 브로드캐스트와�멀티캐스ㅡ�트래픽을�브리징�도메인에�한정시키는�논리적인�충돌�도메인�제공

네트워크�성능향상� :� 특정� 그룹을�하나의� VLAN으로�설정해�다른� VLAN과� 독립적으로�운영하여�개선된�네트워크�성능을�얻음

보안기능� :� VLAN안에�라우터를�포함하지�않으면� VLAN안의�사용자와�밖의�사용자는�서로�통신할�수� 없다.

네트워크� 관리� 기능� :� 스위치에는� 사용자들은� VLAN에� 할당하고� 네트워크� 구성변경에� 따라� 사용자들을� 또� 다른� VLAN에� 재할당� 할� 수�

있음�네트워크�기능이� LAN을� 논리적으로�재구성가능

5-7� VTP(VLAN� Trunking� protocol)

VTP는� 시스코� 전용� 프로토콜로서� 2계층� 메시징� 프로토콜로� 여러� 개의� 스위치상에서� 트렁크� 링크를� 통해� VLA설정� 정보를� 하나� 또는� 그�

이상�스위치에서�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한�프로토콜

VTP� 모드

서버�모드� :� VLAN정보생성,� 변경,� 삭제가�가능

클라이언트�모드� :� VLAN� 정보�수신,� 전달하는�기능,� 스위치가�재부팅하면�다시� VTP서버에게�요청하여� VLAN정보를�전달받음

5-8� 라우터�설정�관리

usermode에서� Privileged� mode로�들어가는�명령어는� ‘enable’이다

Privileged� mode에서� userode로� 나오는�명령어는� ‘disable’이다

5-9� 라우터�패스워드�설정

콘솔패스워드�설정

conf� t

line� console� 0� ->� 콘솔라인�모드로�들어가는�명령어

login� ->� 해당� 라인에�패스워드가�있어야�들어감

password� boan� ->� 해당� 라인�로그인시�패스워드

telnet패스워드�설정

conf� t

line� vty� 0� 4� ->� telnet� 라인모드로�들어가는�명령어

password� boan� ->� 해당� 라인�로그인시�패스워드

enable� password� boan� ->� 패스워드�파일은�평문으로�보여짐

enable� secret� boanin� ->� 패스워드�파일은�암호화되어�보여짐

5-10� 무선랜�보안� 프로토콜

SSID� :� 무선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 이름을� 나타내며� 각� 엑세스� 포인트에는� 하나의� SSID가� 할당되어� 있으며� 엑세스포인트가� 자신들의�

SSID를� 브로드캐스팅하기�때문에�보안에�취약

MAC인증� :� 엑세스포인트에서�클라이언트�MA주소를�필터링하여�인증하는�방식,� MAC주소는�변경이�가능해�취약

WEP� :� 1987년�개발된� RC4� 암호화�알고리즘이용,� 현재�크랙가능

WPA,� WPA2� :� WEP암호화의�취약성을�강화하여�대안으로�나온�동적�암호화키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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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무선랜�취약점�및�보안� 정책

무선환경의�물리적인�특성

강한전파로�인하여�커버리지�외�전송

불법�장비�설치�가능성과�도청

엑세스포인트�도난�가능성

인증�및� 암호메카니즘�취약성

취약한보안기능

낮은�암호화�수준

기본�패스워드�사용

엑세스포인트�서비스�거부� 공격

무선랜�보안대책수립

AP전파가�건물� 내로� 한정되도록�전파�출력� 조절

AP설치는�안보이는�곳에서

초기�비밀번호를�변경,� 등록된�MAC주소만�허용하는�정책

5-12� Dos� 조치방법

TCP� Syn� Flooding

리눅스의�경우�사이즈를�높일�수� 있으나�일시적인�방법

SYN� 쿠키� 사이즈를�늘린다

SYN패킷이�지나간�후�일정한�시간이�지난� 후에도� ACK가� 이루어지지�않으면�해당� 서버로� RST� 패킷�전송

소스주소를�가지고�외부로�나가는�패킷을�로우레벨에서�폐기

탐지방법

패킷에서� IP헤더와� TCP헤더�분석

TCP헤더�분석결과� Flag가� SYN이면�카운트를�증가� ACK면� 카운트�감소시켜� SYN개수�파악

카운트가�공격인정시간�내에�인정� 횟수� 이상이면� SYN� FLooding으로� 탐지

5-13� UDP� flooding

UDP� 프로토콜을�이용해�클라이언트가�서버에�가상의�데이터를�연속적으로�보내어�서버의�부하�및�네트워크�오버로드를�발생시킴

탐지방법

공격자가�보내�패킷에서� UDP� 분석

IDP포트�스캔이�아니면� IDP� FLooding� 공격으로�간주

패킷의�횟수를�카운트하여�공격�인정� 시간내에�공격�인정�회수면� UDP� 공격으로�탐지

조치방법

관리자는�불필요한�서비스를�비활성화�시키고�공격의�피해를�최소화

방화벽과�라우터에서�불필요한� UDP서비스를�차단

차단시에는�반드시�불필요한�서비스인지를�확인�후�차단

5-14� Teardrop� 공격�

헤더가�조작된�일련의� IP� 패킷조작들을�전송함으로써�공격이�이루어진다.

죽음의�푸른화면(blue� Screen� of� Death)이라� 불리는�오류를�화면을�표시하면서�중단됨

5-15� Smurf� 공격

ping을� 이용한�공격으로� ICMP� ECO_REPLY를� 이용한�공격

하나의� 클라에서� 하나의� 서버로� ICMP_ECHO_REQUEST를� 보내면� 서버에서� 다시� 클라로� ICMP_ECHO_REPLY를� 보냄� 근데�

ECHO_REQUEST를� 해당�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주소로� 보내는� 경우� 네트워크�상의� 모든� host가� 그� 응답으로� ECHO_REPLY를� 보낸다.� 따라서�

정상적인�네트워크�서비스가�이루어지지�않을�수� 있다.

5-16� DDos� 툴

TRINOO,� TFN,� Stacheldraht(슈탁셀드라트),� TFN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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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서비스�방해공격�대응방안

입력소스� 필터링� 방법� :� SYN패킷의� 근원지� 주소가� 위조된� 것이므로� 공격의� 근원을� 알아내는� 것은� 어려우며� 공격� 대상서버에� 도착한� 뒤

에� 근원을�알아내는�것은�불가능,� 근원을�검증하는�유일한�방법은�입력�소스� 필터링을�이용하는�것

적절한�라우터�설정� 및� 블랙홀�널(NULL)처리� :� 인터페이스하나를�가상으로�만들어�트래픽을�가상쪽으로�보내어�넘김

위장한� IP주소� 필터링� :� 자신의�네트워크에서�소스� IP주소가�위장되어�나가는�패킷을�막는다

라우터의� egress� 필터링기능� :� ingress는� 외부� 인터넷으로부터� 들어오는� 패킷을� 의미하며� egress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나가는� 패킷을� 말

함

Dos,� DDOS� 방지�전용� 솔루션�도입

5-18� 포트�스캐닝

포트스캐닝은�원격지�시스템의� IP주소를�아로� 있다면�그� 타겟시스템의�서비스�포트가�어떤� 것이�열려� 있는지를�확인하는�기술

5-19� IP� Spoofing

공격자가� IP를� 속여� 정보를�획득

5-20� ARP� Spoofing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공격자가� 자신의� MAC주소를� 스니핑하고자� 하는� 두� 호스트의� MAC주소로� 위장하여� ARP�

Reply� 패킷을�네트워크에�뿌린다.

5-21� IP� Spoofing� 대응책

신뢰관계�서버�클라이언트�구성을�하지� 않을�것

5-22� ARP� Spoofing� 대응책

ARP� 정적(static)� 지정� :� IP주소와�MAC주소를�정적으로�고정� /� 이는�감염되지�않은� PC에서� ‘arp� –a’� 하면�됨

감염된� PC를� 찾아서� ‘arp� –d’� 로� ARP� 테이블을�전부삭제하고� ‘arp� –s’로� 정적으로�지정

Ingress� filtering� :� 외부에서�들어오 패킷이�내부�네트워크�주소를�가지고�있는지�필터링
Egress� Filtering� :� 내부�네트워크로부터�외부로�나가는�패킷이�내부의�주소가�아닌� 다른�주소를�가지고�나가는지�피터링

5-23� 세션하이젝킹

공격자가�합법적인�절차를�통해�인증� 받은� 사용자�세션을�가로채야�함.� 사용자�세션을�로그아웃시켜야한다.

5-24� 세션하이젝킹�대응법

데이터�전송시�암호화를�하여�내용을�볼� 수� 없도록한다

지속적인�인증시스템을�구축

재인증을�받은�유효한�사용자인지를�확인하는�인증�시스템�구축

5-25� 스니핑

네트워크�상에�지나다니는�패킷을�캡쳐하여�그� 안에� 있는�내용을�들여다�보는� 기술

Promiscuous모드에서�작동�

5-26� 스위치�환경하에서�스니핑

스위치� Jamming� :� 스위치에� 주소� 테이블이� 가득차게� 되면� 모든� 네트워크� 세그먼트로� 브로드캐스팅하게� 된다.� 공격자는� 위조된� ‘MAC주

소’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 흘림으로써� 스위칭� 허브의� 주소� 테이블을� 오버플로우� 사켜� 다른� 네트워크� 세그먼트의� 데이터를� 스니핑할� 수� 있게�

됨.

스캐닝 기술 스캐닝 기법
Open scanning TCP Connect() scanning

half-open scanning SYN scanning
stealth scanning FIN, X-MAS, NULL scanning

more advaced scanning spoofed 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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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ICMP� Redirect� 공격�

ICMP� Redirect� 메시지는� 하나의� 네트워크에� 여러� 개의� 라우터가� 있을� 경우,� 호스트가� 패킷을� 올바른� 라우터에게� 보내도록� 알려주는� 역

할을� 한다.� 공격자는� 이를� 악용해� 다른� 세그먼트에� 있는� 호스트에게� 위조된� ICMP� Redirect� 메시지를� 보내� 공격자의� 호스트로� 패킷을� 보내도록�

하여�패킷을�스니핑�함

5-28� 스니핑�방지� 대책

SSL:� 암호화�하기

PGP,� S/MIME� :� 메일� 사용시�암호화�프로토콜�사용(PGP,S/MIME)

SSH� :� 암화� 하기

VPN� :� 가상사설네트워크를�사용하기

스위치에서�스니핑�방지� :� 스위치에서�MAC주소�테이블을�정적으로�지정

스니핑�탐지�도구를�이용한�방지�

6-1� 침입차단시스템

흔히�우리가� ‘방화벽’이라고�일컫는�침입차단시스템

6-2� 침입차단시스템�종류

패킷필터링� :� 가장� 초기적인�방화벽�방식으로�네트워크층과�전송측에서�동작하는�방식

장점� :�처리�속도가�빠름,� 하드웨어에�의존하지않음,� 기존� 프로그램과�연동이�쉬움,� 사용자에게�투명성제공,� 1세대� 방화벽

단점� :� 패킷헤더의�조작이�가능,� 바이러스에�감염된�파일� 분석불가능,� 접근통제�순서에따라�방화벽에�부하를�줄�수�있다.

2,3세대� 방화벽에�비해�로깅�기능� 및� 사용자�인증� 기능을�제공하지�않음

어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방식� :� OSI모델중�어플리케이션�레이어에서�동작함ㅁ�방화벽의�프록시를�이용

장점� :� 프록시�서버를�통해서만�연결,� 내부� 네트워크에�대한�정보를�숨김,� 패킷필터링�보다�높은� 보안성�설정� 가능

각�서비스별로�프록시�데몬이�존재,� 2세대� 방화벽에�속함

단점� :� 응용계층에�속하므로�네트워크에�많은�부하� 가능성,� 일부�서비스에�대해�투명성�제공이�힘들�수�있음,� 하드웨어에�의존

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새로운�데몬이�있어야함

서킷게이트웨이�방식� :� 전용� 게이트웨이가�아닌�하나의�일반� 게이트웨이로�모든�서비스가�처리�가능한�방식

장점� :� 첫패킷�검사후�다음�패킷은�전달만�함,� 5계층에서� 7계층사이에서�작동,� 각� 서비스별로�프록시가�존재하지�않음

어느�어플리케이션도�이용�가능한�일반적인�프록시�존재,� 투명한�서비스를�제공

단점� :� 수정된�클라이언트가�필요

상태추적�방식� :� 패킷의�상태정보를�이용하여�관리자의�보안정책에�의해�빠르고�높은�보안성을�제공,� 패킷의�해더� 정보외에�세션�정보

를�활용하는�것이�특징

6-3� 방화벽�구축�방법

베스천호스트(Bastion� host):� 보호된�네트워크에서�유일하게�외부에�노출되는�내외부�네트워크의�연결점으로�사용되는�호스트

장점� :� 스크린�라우터�방식보다�안전,� 각종� 로깅기능�및� 정보�생성� 및� 관리� 용이,� 방화벽�기능외에�유틸리티를�삭제

IP포워딩�및� 소스라우팅�기능이�없어야함

단점� :� 배스천�호스트가�손상되면�내부�네트워크�보호�불가,� 로그인�정보가�유출되면�보호�불가,� 2계층� 공격에�취약

스크린� 라우터� :�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의� 형태로� 소스� 주소와� 목적지� 주소� 통신프로토콜의� 제어필드� 그리고� 통신시� 사용

하는�포트번호를�분석해�패킷� 트래픽을�허용하거나�거절하는� ‘라우터’�

특징� :� 네트워크�수준의� IP데이터�그램에서�출발지�주소와�목적지�주소에�의해�스크린이�가능

TCP/UDP수준의�패킷에서�포트번호,� 프로토콜�스크린�기능이�있다.

라우터에�구현됨�펌웨어로는�보안정책이�어려워� � 배스천호스트를�함꼐�운영

장점� :� 필터링속도가�빠름,� 하나의�스크린�라우터로�내부�전체를�보호,� 네트워크�계층과�트랜스포트�계층에만�방어�가능

단점� :� 패킷필터링�규칙을�검증하기�어려움,� 패킷내�데이터�영역을�차단� 못함,� 패킷� 기록을�관리하기�어려움

듀얼�홈� 게이트웨이� :� 2개의� 랜카드를�가진�배스천호스트�구조

장점� :� 응용� 서비스�종류에�좀�더�종속적이기�때매�스크린�라우터보다�안전,� 각종� 기록�정보를�생성,� 관리� 쉬움,� 설치,유지보수�쉬움

단점� :� 게이트웨이가�손상되면�보호� X,� 로그인�정보가�유출� 되면�보호X

스크린호스트�게이트웨이�방식� :� 베스천호스트와�스크린�라우터�방식을�혼합하여�구성한�방식

장점� :� 보안성이�강화,� 네트워크계층과�응용계층에서�방어하기때매�공격이�어려움,� 가장� 많이� 사용되는�시스템이며�융통성이�좋음

듀얼�홈� 게이트웨이�장점을�그대로�가짐

단점� :� 속도� 지연발생,� 스크린�라우터의�라우팅�테이블이�변경되면�방어할�수�없음,� 시스템�구축� 비용이�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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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서브넷�게이트웨이� :� 스크린�호스트�게이트웨이와�듀얼�홈�게이트웨이가�결합된�형태

장점� :� 다른� 방화벽�구조의�장점을�지니고�있으며�다계층으로�되어�있어�가장� 강력한�보안성�제공,� 융통성이�뛰어남

단점� :� 다른� 구조보다�설치하기�어렵고�관리하기�힘듬,� 구축비용이�많이듬,� 속도가�느림

6-4� 방화벽�구축시�고려사항

어떤�자원을�보호� 할� 것인가?

어떠한�위협이�존재하나?

누구를�인가할�것인가?

요구되는�응용�및� 서비스는�무엇인가?

비용대비�효과측면에서�보호하기�위한�실현될�수� 있는�방화벽�종류와�구축기법은�무엇으로�할것인가?

✳방화벽�종류와�구축기법�구별�잘하기

7-1� 침입탐지�시스템� (IDS)

직접�차단하는�기능은�없지만�공격에�대한� 경고를�관리자에게�알려주는�역할,� 침입차단시스템과�겨함해�실무에서�많이�사용

기능

시스템�자원의�보호� 및� 정보�유출� 방지

공격대응�및�복구,� 증거�수집� 및� 역추적�기능

기록�및� 통제적인�상황�분석보고

보안�정책에�대한� 검증� 제공

7-2� 침입탑지시스템�기술적�구성요소

1단계� :� 정보수집단계인�외부로부터�정보를�수집

2단계� :� 정보� 가공� 및� 축약

3단계� :� 침입분석�및�탐지

4단계� :� 보고� 및� 조치

7-3� 데이터�소스�기준� 시스템�분류

호스트�기반� IDS� :� 각� 호스트�내에서의�운영체제�감시자료와�시스템�로그�분석,� 모니터링을�통한�침입탐지를�하는�시스템

감시�대상이�되는� 서버에�각각설치하게�됨

장점� :� 공격의�성공� 유무를�식별가능,� 암호화�세션과�스위치�환경에서도�분석가능,� 네트워크� IDS에서� 탐지�못하는�침입탐지가�가능

추가적인�하드웨어�불필요,� NIDS보다� 상대적으로�비용이�저렴,� 우회� 가능성이�거의�없음

단점� :� 일정부분의�호스트�자원을�점유,� 네트워크�스캐닝은�탐지�못함,� 운영체제가�취약할�경우�무결성을�보장하기�어려움,� Dos에� 취약

네트워크�기반� IDS� :� 보통� 스위치에서�업링크�포트에�미러링�구성을�하여�네트워크에�대한�모든�트래픽을�검사

장점� :� 네트워크�또는� 호스트에�영향을�최소화,� 독립된�서버에�설치되어�운영체제에�독립가능,� 적절하게�배치하여�넓은�네트워크�감시

실시간�침입�탐지� 및� 대응� 가능,� 호스트�기반� IDS에서�탐지� 못하는�것을� 탐지� 가능,� 기존� 네트워크�환경�변경이�필요없음

단점� :� 트래픽�양에� 영향� 받음,� 암호화�세션� 분석이�불가,� 공격의�성공� 유무�파악� 불가�

7-4� 침입탐지�방법에�따른�분류

오용탐지(Misuse� Detection)� :� 정해진�공격�모델과�일치하는�경우를�침입으로�간주하는�가장�많이�사용하는�형태

장점� :� 잘못� 탐지�가능성이�있음,� 침입에�사용된�도구나�기술에�대한� 분석가능,� 신속하고�정확한�침해사고�대응에�도움이�됨

단점� :� 다양한�우회가능성�존재,� 새로운�침입�유형에�대한�탐지� 불가,� 새로운�공격에�대한� 업데이트�필수,� 안티� 바이러스�제품과�유사

오탐을�줄이기�위한� 세밀한�패턴� 정의가�필요

비정상�행위(Anomaly� Based)� :� 비정상적인�행위나�컴퓨터�자원의�사용을�탐지하는�방법으로�정해진�모델을�벗어나는�경우를�침입으로

간주하는�방법

장점� :� 새로운�침입유형에�대한�탐지�가능,� 특정한�침입이�아닌� ‘정상에서�벗어남’으로� 탐지� 가능

단점� :� 정상행위를�모델링하기�어려움,� 방대한�사용자�네트워크에�대한�학습� 필요,� 오판율�높음

✳False� positive� :� 정상을�악의적인�것으로�판단하는�것� (오탐)

✳False� nagative� :� 악의적인�트래픽을�정상으로�판단하는�것(미탐)

✳FRR(False� Rejection� Rate)� :� 정상을�비정상으로�판단하여�거부하는�비율

✳FAR(False� Acceptance� Rate)� :� 비정상을�정상이라고�판단하여�허용하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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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침입방지�시스템(IPS)

침입차단시스템과�침입탐지�시스템의�장점을�결합한�보안�시스템,� 네트워크에서�침입이�탐지되면�바로�차단�조치를�함으로써�인가자의�

비정상적인�행위�등을�바로� 통제� 할� 수� 있는�시스템

7-6�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기업이나�개인이�인터넷망을�이용하여�경제적이면서도�사설망과�같이�안전하게�통신할�수�있는� 보안� 솔루션

특징� :� 인터넷의�개방적이고�분산된�하부� 구조로�사용� 가능,� ISP에� POP(Point� of� Presence)로� 연결

전송되는�데이터에�암호화(Encryption)와� 인증(Authentication)등� 보안� 기능을�제공

기술

터널링�기술� :� End-to-End� 전용회선�연결과�같은�효과,� 두� 종단간�사이에�가상적인�터널을�형성하는�기술,� 암호화와�인증�제공

키(key)관리기술� :� VPN� 서비스를�위해�필요한�보안사항들을�협상하는데�사용되는�키관리�프레임워크�기술(ex� :� ISAKMP,� OAKLEY)

VPN� 관리기술� :� 효과적이고�안정적으로� VPN서비스를�지원하는�기술이면� QoS를� 보장하는�기술

장점� :� 폐쇄망이기�때문에�전송데이터가�외부에�노출이�안됨,� 신규� 노드� 확장시�쉽고�르게�구축가능,� 전송회선�비용절감
네트워크�확장�용이

단점� :� 공중망이기�때문에�대역폭�보장이�어려움,� 모든�장비가�호환이�안됨

7-7� 터널링�프로토콜�특징�및�비교

터널링에�대한�각각의�프로토콜에�대해�비교

PPTP� :� 사용자가�홈서버에�접속하도록�구성되어있음,� 원격� 사용자�인증을�위해� PPP를� 사용하고� PPP� 패킷� 인캡슐레이션을�위해� GRE

사용한다.� 클라이언트는�변하지�않고�터널� 끝점이�자주변�할� 때� 유용

L2TP� :� PPTP� +� L2F(Cisco)의� 장점을�수용하여�결합한�프로토콜,� L2레이어�업계� 표준,� L2TP는� IP,IPX,NetBEUL트래픽을�암호화하고

IP헤더로�캡슐화하여�인터넷� X.25FR,� ATM을�경유하여�전송

Sock� v5� :� 세션� 레이어에서�프록시�프로토콜로�사용되며�클라이언트�인증,� 암호화,� 프록시�등� 보안기능이�추가,� 응용계층에서�필터링을

지원하며� SSL/TLS결합사용이�가능

IPSEC� :　IETF에� 의해� IP계층� 보안을�위한� 개방형�구조로�설계된� VPN의� 3계층� 프로토콜,� 보안서비스를�위해� AH(Authentication�

Header)와� ESP(Encapsulation� Security� Payload)� 두가지�프로토콜과� IPSec� 보안구조와�관련된�데이터�베이스를�이용�

AH(authentication� Header)� :�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기�위한�프로토콜이며� IP패킷이�정당하는�인증에�사용되는�헤더

ESP(Encapsulation� Security� Payload)� :� 터널� 종단간에�협상된�키와� 암호화�알고리즘으로�데이터그램을�암호화한다.� 적용� 방법은

ESP� 단독이나� ESP+AH조합된�형식을�가짐�

7-7� 전송모드와�터널모드

전송모드� :� 전송모드� IPSec� 데이터그램은�종단�시스템에서�출발하고�종단�시스템에서�수신하는�모드,� 처음부터�끝까지�정보가�보호

터널모드� :� 종단� 라우터가� IPSEC을�수행한다.� 종단� 호스트에서� IPSec을� 수행할�필요가�없는�모드,� 컴퓨터간�사이�일부분만�보호�

7-8� ISAKMP(Internet� Security� Association� &� Key� Management� Protocol)

SA� 관리와�키관리를�정의하기�위해� IETF에서� 제안된�프레임�네트워크

7-9� OAKLEY

ISAKMP에서�사용하는�키교환�매커니즘

7-10� IETF� :� 미국� 인터넷�표준규격개발� IAB조사위원회

7-11� SSL� VPN(Secure� Sockets� Layer� Virtual� Private� Network)

장소나�단말의�종류에�관계없이�내부�네트워크에�접속할�수� 있는� SSL� 기반의�가상사설망을�말한다.

PPTP L2TP IPSEC Sock v5
표준화 Microsoft RFC2661 RFC2401-2410 RFC 1928,1929,1961

제공계층(OSI) 2계층 2계층 3계층 5계층
모드 Client - Server Client - Server Peer-to-peer Client - Server

제공하는 프로토콜 IP,IPX,netBEUI IP,IPX,netBEUI IP TCP/UDP,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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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SSL� VPN과� IPSec� VPN� 비교

7-13� 라우터�보안� 설정

IP주소� 필터링

access-list� 10� permit� 192.168.100.100

access-list� 10� deny� any

line� vty� 0� 4

access-class� 10� in

^Z

-->� 설명� :� IP� 주소� 필터링을�통한�텔넷� 연결을�제한하여�보안을�강화하는�방법�특정� IP의� 접속을�허용하고�그� 외� 접속은�필터링�하도록

ACL� 10번으로�생성하고� vty에�적용

interface� Null0

no� ip� unreachables

ip� route� <차단하고자�하는� ip� 또는� ip대역>� <netmask>� Null0

-->� 설명� :� Ddos� 공격대응,� 블랙홀�널(NUll)처리� 하는�방법�

7-14� 봇넷

사용자나�다른�프로그램�또는�사람의�행동을�흉내내는�대리자로�동작하는�프로그램.� 크롤러라고�불리는�프로그램이�웹� 사이트에�주기적

으로�방문하여�검색�엔진의�색인을�위한� 콘텐츠를�모아오는�일을�함� 기타등등�봇종류는�많음�

7-15� ESM(통합보안관리)

이기종�보안�솔루션을�중앙엥서�하나의�콘솔로�관리하는�보안�솔루션

7-16� MDM(모바일�단말관리)

원격에서�모바일�기기를�관리할�수�있는� 보안시스템�

7-17� DLP(Data� Loss� Prevention)

개인정보보호�관련하여�많은�두각을�나타내고�있다.� 주로� 개인정보�유출은� 2가지�유형인데�하나는�해킹등으로�인한�외부침입에�의한

정보�유출,� 또� 하나는�회사�임직원들에�대한�악의적인�내부유출,� DLP의� 경우�내부유출방지에�대한�성격이�강한� 보안� 솔루션

SSL VPN IPSec VPN

인증 IPSec과 동일
아이디,패스워드 사용

특별한 경우 별도 인증서 필요
암호화 강한 암호화 강한 암호화
보안성 높다 높지만 내부 사용자만 사용

접속관리

시간/장소에 제약 없음

다양한 사용자 환경 수용

장비 설정에 의한 최적 접속관리

규정된 사용자만 한정

제한된 사용자만 수용

정교한 접속관리 어려움 
비용 저비용 고비용
설치 바로사용가능 S/W, H/W설치 및 장기간 소요

편리성 간단한 사용 비전문가에게 어려움
어플리케이션 웹기반 어플리케이션 IP 기반 서비스

사용자 고객,직원,원격사용자 사내 정해진 사용자 중심
확장성 확장이 용이, 쉽게 사용자 추가 서버를 통해 확장, 사용자 추가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