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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사이트의 분석결과, 1,000 여개의 다른 웹사이트를 해킹한 후 유포

지 서버로 자동 접속 하도록 악용하였으며, 62만 여개의 Unique IP가 악성프로그램 다운로

드 페이지를 방문하고, 이 중 보안 취약점이 있는 9만 2천여 대의 PC가 감염 된 대규모 악

성코드 유포 사례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에서는 발견된 1,000 여개의 

경유지 사이트 의 목록을 확보하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보완 조치하도록 하였

다.  

 -KrCERT-IN-2007-003 발췌- 

KISA 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실로 엄청난 양의 서버들이 악성코드 유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 된다. 이처럼 많은 양의 서버들에 대하여 어떤 방식의 공격을 하여 악성코드를 

유포 했는지 다시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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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격 

우리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실제 툴의 이름을 밝히겠다.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대응

을 하기 바란다. 

KISA 에서 발간한 “ARP Spoofing 기법을 이용한 웹 페이지 악성코드 삽입 사례”를 보면 

툴 이름에 모자이크가 되어있는데 모자이크는 맘에 안 든다.  

역시 노모로 보는 것이 좋다. ㅡㅡ^ 실제 중국 사이트를 서칭 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다.  

 

아래는 주인공들 이름이다.  

 

 ARPSpoof.exe 

 zxarps.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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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ARPspoofing 공격을 위한 흐름도 이다. 

외부로부터 침해가 발생을 하지 않은 서버라도 Iframe 등을 외부로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www 서버입장에서는 해킹을 당한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애매한 상황

이 되 버린다. 

 

 

[arpspoofing 변조 공격] 

 

우리가 관제하고 있는 몇몇 대기업들의 경우 CP 망을 두고 있다. CP 망의 경우 취약한 서

버가 동일 구간에 존재 할 경우 위와 같은 공격에 노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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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RPSpoof.exe 

1) 실행 
arpspoof 의 옵션들이다 example 을 보면 쉽게 실행 할 수 있다. Spoof기능 외에 sniff 모

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rpspoof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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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조 
1차 침해를 한 서버(10.10.10.85)에 아래와 같은 spoof공격을 실시 한다. 

우리는 10.10.10.64 서버를 직접 공격한 적이 없으나 85번 시스템을 통하여 Iframe 공격이 

실시 되게 조작 할 수 있다. 

 

[매칭된 문자열 변조] 

 

외부에서 64번으로 접속하였을 때 title 이라는 구문 매칭을 통해 그 구문은 아래처럼 바뀌

게 된다. 

 

[매칭된 문자열 변조 중] 

 

iframe 구문으로 바꾸게 되면 iframe 공격이 가능한 것이다. 철옹성의 시스템도 이처럼 외

부가 아닌 내부 네트워크 공격이 가능하다. 

 

KISA 의 분석 보고서에서는 계속 공격하기보다는 스크립트를 통하여 일정시간 대에만 공격

이 되도록 분석 되어있다. 이런 경우 관리자가 파악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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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64 (218.49.173.164) 의 변조되기 전의 페이지 이다 

 

[정상적인 페이지] 

 

 

[정상적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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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푸핑 공격을 실시 하였을 때 외부에서 열람한 화면이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면 빨간색 

부분의 title 부분이 바뀐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변조된 페이지] 

 

 

 

[변조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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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zxarps.exe  

1) 실행 
zxarps 의 경우 더 많은 옵션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zxarp 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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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조 
10.10.10.64 (218.49.173.164) 의 변조되기 전의 페이지 이다 

 

[정상적인 페이지] 

 

 

[정상적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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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spoofing 공격] 

 

아래 그림처럼 외부의 유저가 페이지를 열람을 요청 할 경우 iframe이 삽입 된 형태로 페이

지를 열람하게 된다. 

 

 

[변조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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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방어 

몇 가지 대응방안 에 대해서 논하여 보자 

 

 Static ARP table 설정 

 Arpwatch tool(Host 의 ARP 정보를 모니터링) 사용 

 네트워크 장비의 보호모드 사용 (시스코의 경우 개인 가상 랜 기능을 이용) 

 

이런 공격들의 보호대책이 위와 같다.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으며 네트워크 

관리자들의 부지런함이 요하게 된다. 

보안이 무엇이더냐 라는 말을 했을 때 보안은 프로세스라고 말을 하게 된다.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할건지 정책에 의해 해결해야 할지는 각 관리자들이 자신의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

여 판단하기 바란다. 

 

개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악성코드가 삽입되어있는 페이지를 열람하였을 경우 최신 보

안패치를 완료한 상태라면 그래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0day 의 공격이라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신 보안 패치를 하는 일이요 백신을 업데이트 

하는 일이다. 

 

Reference 

 KrCERT-IN-2007-003 Arp Spoofing 기법을 이용한 웹 페이지 악성코드 삽입 사례 

 http://blog.csdn.net 最近幻影的两个ARP欺骗工具 挺不错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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