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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침입차단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상태기반 감시기술(Stateful Inspection)은 기존 패킷필
터 방식이 갖고 있던 세션검사 부재로 인한 한계점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상태 변화를 감시 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보안상 문제
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태기반 감시기술에 대한 신규 취약점을 확인
하고 실험을 통해 공격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한다.

1. 서론
1990 년대 초 Check Point 가 제안한 상태기반 감
시기술(Stateful Inspection)[1]은 오픈소스 및 상용 침
입차단시스템은 물론 VPN, 사용기반 과금 시스템
등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기반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적용 분
야 중 침입차단 분야에 적용 사례가 큰 성과를 보
이는데 이는 기존 패킷기반 감시 기술의 한계인 응
답 패킷에 대한 별도 접근 통제 규칙 추가 필요 및
FTP 와 같은 파생 세션에 접근 통제 불가 등의 문
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정책관리가 가능하기 때
문이다.
상태기반 감시기술에서 현재 상태의 플로우 정보
를 저장하는 세션 테이블은 한정된 시스템 자원 안
에서 동작하고 이를 사용하는 침입차단시스템은 내
부 인프라를 보호하는 장비의 위치 특성상 중요한
공격 목표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침입차단시스템인
IPTABLES 를 대상으로 변조된 IP 로 생성된 비정상
적인 플로우 정보가 정상 세션으로 인지되는 취약
점을 확인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는지 검사하는데, 세션성립 시 타임아웃 값은 시스
템 설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소 5 분에서 최대
5 일까지로, SYN_RECV, FIN_WAIT 등 다른 상태의
타임아웃 시간보다 일반적으로 크게 설정[2] 된다.
3-Way Handshake 를 거쳐 성립된 세션을 정상적인
호스트간의 연결로 인지하는 것은 그림 1 과 같은
과정[3]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림 1 과 같이 세션을 열기 위해서 출발지 A 는
SYN 플래그가 설정된 패킷에 초기 순서번호
(Sequence Number)M 을 부여하여 전송하고 B 로부터
수신한
초기
순서번호
N+1
의
응답번호
(Acknowledgement Number)를 설정하여 ACK 플래그
가 설정된 패킷에 실어 전송한다. 정상적인 IP 는
목적지 B 로부터 수신된 초기 순서번호 N 을 확인하
여 응답번호 N+1 을 포함한 ACK 패킷을 전송할 수
있으나 변조된 IP(Spoofed)는 순서번호 N 이 포함된
패킷을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세션연결이 불가능
하다.

2. 취약점 및 위협
상태기반 감시기술에서 TCP 프로토콜에 대한 감
시는 종단간의 3-Way Handshake 과정을 모니터링하
고 정상적인 세션성립(ESTABLISHED)이 이루어지

그림 1. 정상 및 공격세션

침입차단시스템과 같이 네트워크 중간에서 세션
을 확인하는 상태기반 감시장비의 세션 테이블은
전송되는 패킷의 출발지 IP, 출발지 포트, 목적지 IP,
목적지 포트, 플래그, 순서번호, 응답번호 등을 확인
하지만 전송 인터페이스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아
변조된 IP 로 침입차단시스템의 세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림 1 의 공격세션과 같
이 SYN/ACK 플래그가 포함된 두 번째 패킷의 순서
번호는 공격자가 임의로 생성할 수 있으므로 공격
자는 세 번째 ACK 플래그가 포함된 패킷의 응답번
호를 계산하여 전송할 수 있다.

3. 실험 및 검증
제안하는 공격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환경은 오픈소스 침입차단시스템인 리눅스
IPTABLES 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리눅스 머신은
2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eth0, eth1)을 갖고 있으
며 이는 각각 호스트 A, B 와 연결되어 있다. 침입차
단시스템은 서로 다른 A 대역과 B 대역에 대한 라
우팅 테이블이 설정되어 있고 디폴트 라우팅은 A
네트워크로 설정하였다.
IPTABLES 의 접근통제 규칙은 FORWARD 체인
에 기본 차단 규칙(iptables -P FORWARD DROP)을
설정하고 상태기반 감시를 위한 규칙(iptables -A
FORWARD -m state --state ESTABLISHED,RELATED
-j ACCEPT)을 설정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웹 서비
스 환경의 HTTP 서비스 허용 규칙(iptables -A
FORWARD -p tcp -m tcp --dport 80 -j ACCEPT)을 추가
하였다.
공격 방법은 A 호스트에서 B 호스트로 SYN,
SYN/ACK, ACK 패킷을 모두 전송하고 이때 출발지
IP 는 C 로 변경하였다.
시험결과는 그림 2 와 같이 iptstate(IPTables State
Top)를 사용하여 세션을 확인한 결과 변조된 IP 에
서 약 120 시간의 타임아웃 값을 갖는 2 개의 세션
이 생성 되었음을 볼 수 있다.

4. 관련연구
네트워크 상태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세션테이블
은 제한된 시스템 자원 안에서 많은 세션을 관리
해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는 침입차단시스템은 SYN
Flooding, Connection Flooding 과 같은 DDoS 공격의
직접, 간접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 Connection
Flooding 의 경우 세션성립을 위해 변조되지 않은
실제 IP 를 사용 해야 하므로 대량의 좀비 PC 를 확
보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고 변조 IP 로 공격이 가
능한 SYN Flooding 의 경우 SYN Cookie 를 사용하거
나 SYN RECV 타임아웃 값을 줄여 대응하는 방법
[4]들이 제안 되었다.
성능 향상을 위한 세션 테이블 구조개선의 노력
[5-7]과 함께 불필요한 미완성 엔트리를 제거 하기

그림 2. IPTABLES 세션현황
위해 적절한 타임아웃 값 설정이 제안 되었으나 취
약점을 이용한 정상 세션 연결 시 생성되는 세션테
이블의 증가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상태기반 감시기술의 취약점을 이
용하여 실제 세션이 성립될 수 없는 변조된 IP 로
침입차단시스템의 세션테이블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위협을 실험을 통해 확인 하였다.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3-Way Handshake 의 두
번째 패킷인 SYN/ACK 플래그 패킷의 출발지와 목
적지가 변경된 상태에서 변조된 IP 로 라우팅이 불
가능하다는 점과 목적지에 SYN 패킷과 부적절한
ACK 패킷이 전달 되었을 때 목적지 서버의 Retry
및 RST 패킷 발생으로 세션 테이블이 초기화 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 네트워
크 대역을 사용 하거나 TTL 값을 변경 하는 등 다
양한 방법을 연구 중이고 상용 침입차단시스템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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