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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화벽, 백신, IPS, 취약  검 시스템 등 요 시스템의 보안을 해 다수의 소 트웨어들이 운용

되고 있다. 그  취약  검 시스템은 요 서버의 보안 취약 을 검하여 사 에 보안 을 

방한다는 측면에서 요하다. 그러나 서버의 취약 을 검해주는 소 트웨어 자체에 취약 이 존재한

다면 취약  보완을 해 도입한 시스템이 취약 을 내포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을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취약  검 시스템의 매니 와 에이 트의 검 패킷을 분석하여 데이터 필드에 

임의의 값을 주입하는 SPIKE 기반의 퍼즈 테스  기법으로 매니 와 에이 트 모두에서 DoS(Denial 
of Service) 취약 을 발견하 다. 해당 취약 은 다수의 SQL 세션을 생성하고 시스템의 CPU 유율을 

100%로 높여 시스템의 다른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보 다. 

1. 서론

   최근 사이버 공격은 매우 지능 인 형태로 발 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 동향을 반 하고 있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s) 공격은 개 알려진 취약 을 악용해 

지속 인 공격을 수행한다[1], [2], [3]. 이에 따라 많은 보안 

업체들은 이를 탐지  응하기 한 다층방어(Defense 

-In-Depth), 상황인지, 통합 보안 솔루션 등을 출시하고 

있으나 APT와 같은 고도화된 공격은 실 으로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 에 알려진 취약 을 제거하는 것

이 최선이다[1]. 

   취약  검 시스템은 요 시스템의 취약 을 검, 

발견, 제거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취약  검 시스

템이 취약 을 내재하고 있다면 이를 악용해  다른 보

안 사고를 유발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요 서버는 정보 자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한 번의 사

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어 서버의 취약

을 검 하는 시스템이 취약 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치명 인 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社의 상용 취약  검 시스템을 

상으로 하여 취약  테스트를 진행하 다. 해당 취약  분

석 시스템은 소스코드가 없고 정 분석을 할 수 없을 만

큼 바이 리의 사이즈가 크며 시스템 내부 로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합한 방법인 블랙박스 테스   ‘퍼

즈 테스 ’ 기법을 사용하 다. 한 퍼즈 테스  도구  

리 쓰이는 ‘SPIKE’ 도구를 사용해 테스트 하 다.

2. 련연구

 2.1.  퍼즈 테스

   퍼즈 테스 은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컴퓨터 로

그램에 주입하는 소 트웨어 테스  기법 에 하나이다. 

퍼즈 테스 은 소 트웨어의 보안 취약 을 찾아낼 수 있

는데 알려진 취약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취약 을 

발견하는데 큰 장 을 갖고 있다
[4].

도구 이름 설 명

scratch SSL, SMB의 퍼징 임워크 수립

antiparser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갖는 일 포맷

이나 네트워크 로토콜의 api 퍼징도구

peach
COM/ActiveX, SQL, Shared library, 

네트워크 애 리 이션 퍼징도구

smudge

FTP, SMTP, IMAP, POP3, HTTP, RTSP,  

MSSQL, DCE RPC, SMB 와 인터넷 

익스 로러 등의 퍼징 도구

fuzzball2 TCP/IP의 옵션을 퍼징하는 도구

ISIC (IP Stack 

Integrity Checker)

TCP, UDP, ICMP 등의 로토콜의 안 성 

테스  도구

IP6sic
ISIC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도구로써 IPv6 

로토콜 스택 퍼징 도구

efuzz
알려지지 않은 버퍼오버 로우를 찾아내기 

한 Win32 TCP/UDP 로토콜 퍼징도구

BSS(Blue Tooth 

Stack Smasher)
L2CAP 계층 퍼징 도구

radius Fuzzer RADIUS 퍼징 도구

<표 1> 잘 알려진 퍼즈 테스  도구들[5]

- 680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잘 알려진 퍼즈 테스  도구들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cratch, antiparser, Peach, Antiparser, SPIKE 

등이 있는데 이  SPIKE 도구는 RPC, HTTP, 웹서버 

등 약 20여종의 로토콜  애 리 이션을 테스  하는 

API  모듈들을 제공하여 다양한 로토콜  소 트웨

어를 테스 할 수 있는 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6], [7].

 2.2.  퍼징 동향

   취약 을 찾아내기 해 퍼즈 테스 을 수행한 다양한 

사례들을 상에 따라 분류하고 그 에서 새로운 퍼즈 

테스  상을 테스  하려고 하 다.

   [5]의 논문에서는 도우즈 운 체제의 구성요소  취

약   발생빈도가 높은 RPC 로토콜 기반의 소 트웨

어를 퍼즈 테스  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기존에 발견된 

취약 뿐만 아니라 도우즈 운 체제의 새로운 취약 도 

발견하 다. [8], [9], [10]은 각각 UNIX, Windows NT, 

MacOS 별로 퍼즈 테스 을 수행하여 각각의 운 체제의 

구조를 분석하여 해당 애 리 이션을 퍼즈 테스 하 다. 

[8]에서는 다양한 UNIX 배포 에서 약 80여개의 유틸리

티들을 퍼즈 테스 하여 다양한 취약 을 찾았으며, [9]에

서는 win32 message API 3가지를 이용하여 Microsoft 

Office와 Internet Explorer, Paint 등 약 20여개의 로그

램들을 퍼즈 테스 하여 평균 74.6%의 로그램이 이상증

상을 보 다. [10]의 논문에서도 MacOS의 유틸리티들을 

퍼즈 테스 하여 이상증상 발생률이 약 7%밖에 되지 않

았지만 다양한 취약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퍼즈 테스  상이 되는 것은 운 체제 혹

은 Microsoft Office 등의 로그램이나 유틸리티 등 다양

한 애 리 이션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운 체제나 애 리

이션이 아닌 의 연구들에서 발견하 던 취약 들을 

검해주는 취약  검 시스템을 상으로 삼았다. 특정 

소 트웨어의 취약 을 발견하기 해 퍼즈 테스 을 수

행하는 것도 요하지만 발견된 취약 들로부터 요 서

버를 보호하는 취약  검 시스템을 테스  하는 것도 

요하다. 취약  검 시스템을 상으로 한 퍼즈 테스

에 한 연구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요성을 알리

고자 A社의 상용 취약  검 시스템으로 퍼즈 테스 을 

수행하 다.

3. 취약  검 시스템 퍼즈 테스  결과

 3.1.  취약  검 시스템의 구성

  일반 인 취약  검 시스템은 3-tier 구조로, GUI, 매

니 , 에이 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의 퍼즈 테스  

상도 [그림 1]의 구조로 되어 있다.

   GUI는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통해 서버 검  리

를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매니 는 사용자의 

검 명령을 수신하여 에이 트에 송하고 검 결과를 

수신하여 DB에 장한다. 에이 트는 요 서버의 취약

을 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테스  상인 상용 취약  검 시스템의 상태 모니

터링을 해 패킷 분석 도구인 Wireshark를 설치하 으며 

도우즈 운 체제에서 제공하는 성능 측정 도구인 

Perfmon과 작업 리자, netstat 명령어를 이용하 다. 그

리고 Linux 시스템에 퍼즈 테스  도구인 SPIKE를 설치

하 다.

[그림 1] 퍼즈 테스 을 한 테스트베드

   테스트 베드 구축 후, SPIKE 도구를 사용해 매니 와 

에이 트를 상으로 퍼즈 테스 를 진행하 다.

 3.2. 매니  퍼즈 테스  결과

   매니 는 GUI로부터 검 명령을 xml 형태로 받아 

검 항목에 해당하는 쿼리를 생성하여 에이 트로 송하

며 에이 트에서 검을 수행한 후 검 결과를 받으면 

DB에 장하고 GUI에 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Wireshark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 다양한 검 명령 

패킷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를 알 수 있었다.

[그림 2] 취약  검 시스템 패킷 구조

   패킷의 데이터 안에 xml 일 형식으로 된 텍스트부터 

‘Body’라 한다면 그 ‘Body’의 길이, 즉 ‘Body size’가 그 

앞 4~5 byte에 나타나며 그 둘 사이에 구분자(Delimiter)

로 ‘^’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랜덤 데이터를 생성하고 SPIKE에서 제

공하는 API(<표 2>, <표 3>에서 볼드체)를 이용해 ‘Body 

size’와 ‘Body' 필드에 삽입하여 달하는 퍼즈 테스  모

듈을 구 하 다.

   퍼즈 테스  모듈을 구 할 때 유의해야할 은 실제 

취약  검 시스템의 검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

게 구 하기 해 약 10  간격으로 랜덤 데이터를 생성

하여 송하 다. 한 충분한 랜덤 데이터를 주입하기 

해 모듈을 100,000회 이상 반복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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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는 ‘Body size' 필드를 퍼즈 테스  하는 의사

코드이다.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해 time() 함수를 

seed로 하여 2자리 난수를 생성하고 SPIKE에서 제공하는 

s_binary() 함수를 이용하여 생성된 난수를 변수에 장하

여 퍼즈 테스  상으로 송한다. 이후 10  동안 지연

하고 다시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송한다. 

  
1  FOR(i=0; i< length(body_size) ; i++)  {

2    srand((unsigned)time(NULL));

3    r= rand() % 100;

4    sprintf(random_data, “%d”, r);

5    s_binary(random_data);

6  }

7    spike_send();

8    sleep(10);

<표 2> ‘body size’ 퍼즈 테스  의사코드

   <표 3>은 ‘Body’ 필드를 퍼즈 테스  하는 의사코드이

다. 2번 라인을 보면 ‘Body size'와 ’Delimiter' 필드에 기

존의 패킷 분석 데이터와 정상 인 Delimiter를 입력하고 

‘Body' 부분에는 SPIKE에서 제공하는 기존에 발견된 취

약  문자열을 생성한 후(2번 라인), 그  하나를 선택하

여(3번 라인) 송한다.

1    s_binary("31 32 30 37 5E");

2    s_init_fuzzing();

3    s_get_random_fuzzstring();
 
4    spike_send();

<표 3> ‘body’ 부분 퍼즈 테스  의사코드

   한 상기 <표 2>와 <표 3>에서 기술한 퍼즈 테스  

뿐만 아니라 3개 필드의 조합한 모든 필드에 랜덤 데이터

를 주입하여 테스  하 다.

   [그림 3]은 매니 에서 이 퍼즈 테스  모듈을 실행시

켜 모니터링 도구 Perfmon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생하는 

것을 보여 다. 

 

[그림 3] 퍼즈 테스트 이상 징후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간격으로 일정한 패

턴이 발생하다가 갑자기 CPU 사용률이 100%에 도달하는 

상이 발생하 다. 이 상은 주입된 랜덤 데이터를 매니

에서 처리하지 못해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 다. [그림 

4]에서 netstat -nao 명령어를 통해 네트워크 세션 연결 

상태를 보면 매니  포트에서 close_wait과 매니 가 사용

하는 DBMS에 한 세션이 다수 형성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lose_wait 세션은 [그림 3]에서 보이는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시  이후에 데이터를 송할 때마다 하나씩 늘

어났으며 수십 개의 세션 형성 후 더 이상의 랜덤 데이터 

송이 되지 않는 서비스 거부 상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서비스 거부 상이 나타난 이후에 [그림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433포트로 다수의 세션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은 매니 가 동작할 때 SQL 서

버에서 특정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 게 형성된 SQL 서버

의 세션들이 쌓여 서비스 거부 상을 일으키는데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블랙박스 테스 의 특성상, 

SQL 서버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

한 원인에 한 분석이 매우 어렵다.

[그림 4] 이상 증상 시 netstat -nao 명령어 실행 결과

   상기 분석한 내용으로 보면 매니 에게 임의의 데이터

가 수신되었을 때 어떠한 처리 없이 계속 실행되어 서비

스 거부 상을 유발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이후 SPIKE에서 송하는 랜덤 

데이터는 더 이상 송이 불가능하 고 서비스 정상화를 

해서는 매니 를 재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한 CPU 이용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의 송 횟

수가 항상 일정하지 않고 수십 번이 아닌 단 몇 번의 랜

덤 데이터 송에도 CPU 이용률이 100%에 도달하는 

상이 나타나곤 했다. 매니 의 구조  특성상 여러 개의 

에이 트를 리해야하므로 CPU 이용률 100%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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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의 송 횟수가 감소한 경우는 두 개 이상의 곳에

서 동시에 테스  하는 경우와 테스  반복 시간이 짧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3.3. 에이 트 퍼즈 테스  결과

   에이 트도 매니 와 마찬가지로 [그림 2]와 같은 검 

명령 패킷 구조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매니  테스 에 

사용된 퍼즈 테스  모듈을 이용해 약 10  간격으로 랜

덤 데이터를 송하 다. 그러나 어떠한 이상 징후가 발견

되지 않아 그 이상의 부하를 주고자 테스  모듈을 수정

하여 3  정도의 간격으로 송하도록 하 다. 그 결과 

[그림 5]와 같이 에이 트의 CPU 이용률이 100%에 가깝

게 올랐으며 ‘netstat –nao’ 명령어의 결과도 매니 의 증

상과 동일하게 [그림 4]의 close_wait 세션이 생성되었으

며 다수의 DBMS 세션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5] 에이 트 퍼즈 테스  결과

   에이 트에서는 퍼즈 테스  모듈의 간격을 3 로 하

을 때 이와 같은 상이 나타났다. 이는 매니 보다는 

안정 이나 무차별(Brute-Force) 공격과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신할 경우 매니 에서 발견된 서비스 거부 

상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에이 트는 요서버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PU를 모두 소진하는 DoS 취약 을 내

재하고 있을 시 해당 취약 으로 인해 요 서버의 원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치명 인 상황으로 발 할 수 있

다. 

4. 결론

   취약  분석 시스템의 퍼즈 테스  결과, 매니 와 에

이 트 모두 CPU 자원을 100% 가까이 사용하고, SQL 

세션도 다수 생성되어 더 이상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DoS 

상이 발생하 다.

   해당 취약 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시도하 으나 소스

코드를 확보할 수 없고 바이 리를 분석하기에는 바이

리의 크기가 용량이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하기 어려워 

동  분석을 통한 DoS 상만을 분석하 다.

   본 논문은 취약  검 시스템이 취약 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 보안 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취

약  검 시스템도 취약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

명하기 해서 퍼즈 테스 을 수행하 으며 특히 에이

트 측의 DoS 취약 은 해당 취약 으로 인해 요 서버

의 취약  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 매니 는 여러 

에이 트를 리하는 측면에서 24시간 서비스를 지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DoS 취약 으로 인해 더 이상 서

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큰 험요

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취약  검 시스템을 상으로 한 취약  

테스트가 매우 요하므로 향후,  다른 상용 취약  

검 시스템의 퍼즈 테스 을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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