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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올해 프로젝트는 ‘소규모 네트워크망 구축 프로젝트’와‘모의해킹 프로젝트’

총 두 번에 큰 틀에 프로젝트로 진행하였다.)

최근 ELK Stack을 사용하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ELK Stack이 떠오르고 있다.

그리하여 본 프로젝트를 통해 ELK Stack과 보안을 접목시켜 관제와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에 관해 연구를 진행해 보았다. 먼저 ELK Stack을 사용하는 데 관제와 분석을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소규모 네트워크망을 실제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소규모 네트워크망에 구성은 간단하게 외부 -> 방화벽 -> DMZ -> 내부망

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였고 DMZ 부분에는 WEB 서버, ELK 서버, Snort 

서버를 구축하였으며 WEB 서버에 같은 경우에는 웹 해킹환경을 만들기 위해 DVWA 

라는 보안이 취약한 웹 테스트 환경 구축하였으며 공격이 들어오는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제 역할을 하는 Snort 서버를 구축하였다. Snort 서버 구축 과정에서 서버 룰 

적용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다. 그리하여 현재 실습을 진행할 DVWA 웹페이지에 

관한 룰을 로컬룰로 적용을 시켜 구축을 완료하였다. 소규모 네트워크망 구축이 완료된 후 

Brute force 팀, SQL Injection 팀, File Upload 팀, XSS 팀 관리자 PC 침해사고분석팀 

총 5팀으로 나누어 실습을 진행하여 각 팀에 맞는 공격기법을 실습한 후 Snort를 이용한 

관제, ELK Stack을 이용한 분석, 대응까지 실습을 진행하였다. 

실습을 진행한 후 실습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보고서 작성 후에는 서로 

맡은 부분을 발표하며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구축한 망에서 공부한 해킹기법을 실습해 볼 수 있었고

ELK Stack을 통해 직접 분석을 진행해 봄으로써 맡은 해킹기법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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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최근 ELK Stack을 사용하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ELK Stack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ELK Stack이 최근에 떠오른 프로그램이기에 더욱 정보가 많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 떠오르는 ELK Stack 프로그램을 소규모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보안에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 해 볼 것이다.

ELK Stack을 사용해보고 ELK Stack을 사용하면서 작은 네트워크망 구축부터 서버 구축,모의해킹, 

관제, 분석, 대응까지 다양한 보안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모든 과정을 팀으로 구성하여 진행을 해 봄으로써 팀 프로젝트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ELK Stack에서 분석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소규모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실제로 네트워크망을 

구성해봄으로써 평소 진행해보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것이고 진행하며 네트워크

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한다.

소규모 네트워크망 구축부터 모의해킹, 관제, 분석, 대응 실습을 통한 활동을 팀을 나누어 진행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 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발표를 진행

해 서로에게 공유함으로써 각자 부족한 점을 알아내고 보완할 것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직접 실습을 해 보고 보강이 되었으면 좋은 부분에 대한 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사용해보는 시간도 가질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구축한 네트워크망을 꾸준히 유지 보수하여 다양한 실습 및 연구를 

진행하도록 유지한다.



- 6 -

2. 프로젝트 수행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 소규모 네트워크망 구축 프로젝트

  ① 세부 계획 수립 및 팀 구성

    - 팀을 나눠 각 팀에게 업무 분담하여 책임감을 공동체 의식을 키움과 동시에 팀내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 각자 맡은 해킹에 대해 알아보면서 맡은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② 네트워크망에 관한 사전 지식 습득

    - 네트워크 구성 및 필요 물품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망을 구성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 DMZ 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③ 서버 구축에 관한 사전 지식 습득

    - 네트워크망에 들어갈 서버에 관한 사전지식을 습득한다.

    - 네트워크망 구성 후 서버를 설치할 서버를 로컬 가상머신에 설치해 보고 본 서버에 적용할  

      메뉴얼을 작성한다.

  ④ 소규모 네트워크망 구축

    - 네트워크망 및 서버구축에 관한 사전지식을 습득한 후 아닌 실제 네트워크망을 구축한다.

  ⑤ 구축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소규모 네트워크망을 구축한 후 구축한 내용에 대한 구축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모의해킹 프로젝트

  ① DVWA 해킹 관련 사전 지식 습득

     - 모의해킹 실습을 들어갔을 때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DVWA 및 해킹기법에 대해 사전지식

을 습득한다.

     - 팀별로 나눠 가상 망에서 미리 DVWA 해킹기법을 실습해본다.

 ② ELK Stack 사전 지식 습득

     - ELK Stack에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사전지식을 습득한다.

     - ELK Stack을 사용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부분과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파악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해결법을 미리 생각해본다.

 ③ 네트워크망 이해

     - 서버까지 구축해놓은 소규모 네트워크망에 대해 이해를 한다.

 ④ 모의 해킹 실습 진행

     - 사전에 습득한 해킹기법을 실제 구축해놓은 소규모 네트워크망에 실습을 진행하고 보고서

를 작성한다.

 ⑤ 관제, 분석, 대응

     - ELK Stack을 이용하여 분석을 이용하여 실습하고 지식을 습득한다.

     - 직접 대응을 해봄으로써 보안에 중요성과 대응 방법을 학습한다.

     - 공격, 관제, 분석, 대응을 직접 실습을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⑥ 최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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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실습을 종료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발표, 공유하여 모두가 지식을 학습한다.

2.2 프로젝트 주요 추진내용

 ■ 팀 구성

    가. 소규모 네트워크망 구축 프로젝트팀

      - 네트워크망 구축 팀 : 이주형(팀장), 이지선, 한지혜, 최미린, 강혜선, 양세희

      - 서버구축 팀 : 이승석(팀장), 고희상, 박세창, 정선우

    나. 모의해킹 프로젝트팀

      - 총괄 : 정선우, 이동근, 박세창

      - Brute force : 한지혜(팀장), 유다빈, 박승준

      - Sql Injection : 강혜선(팀장), 양세희, 정진우, 최건우

      - File Upload : 최미린(팀장), 이지선, 김서영

      - Xss : 박세창(팀장), 이동근, 조용민, 최다은

2.3 소규모 모의해킹 실습 망 구축

■ 망 구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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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구성 목록
1. UTM?
 1.1. UTM
 - 하나의 장비에서 여러 보안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 
 - 다양하고 복잡한 보안 위협에 대응
시스템 정보

사용 장비 이름 펌웨어 버전

Desktop Sophos UTM 9 9.703-3

인터페이스 설정

인터페이스 이름 용도 IP 서브넷 마스크

DMZ 서버 망 192.168.0.1 255.255.255.0

Inside 내부망 10.10.10.1 255.255.255.0

Manage 방화벽 관리자 망 192.168.2.200 255.255.255.0

Outside 외부망 203.237.0.200 255.25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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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설정

방화벽 설정 출발지 도착지 서비스 용도

Inside -> Any Inside Any Any
내부망 -> 네트워크 모두 | 서비스 모두 

허용

Manage -> DMZ Manage DMZ Any
방화벽 관리자 -> 서버 망 | 서비스 모두 

허용

Any -> Outside Any Outside Any
네트워크 모두 -> 외부망 | 서비스 모두 

허용

NAT 설정

NAT 사설 IP주소를 공인 IP주소로 바꿔주는데 사용하는 통신망의 주소 변환기

설정 Inside(사설)에서 Outside(공인)로 나갈 때 주소를 변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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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K(192.168.100.50)

 2.1. ELK?
 - Elasticsearch, Logstash, Kibana 앞 글자를 딴 Log 및 데이터 분석 도구 
 

  

2.2. ELK 설명
 2.2.1. Elasticsearch?
       - ElasticSearch는 Lucene 기반으로 개발한 분산 검색엔진
       - Logstash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소에 저장
 
 2.2.2. Logstash?
       - 오픈소스 서버 측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 다양한 소스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 변환하여 stash 보관소로 보냄
       - 수집할 로그를 선정, 인덱싱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
 2.2.3. Kibana
       -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탐색, 실시간으로 분석 가능

2. WEB(192.168.100.200)
- 설치목록: DVWA, Filebeat, Packetbeat

3.1. DVWA?

- Damn Vulnerable Web Application의 약자로 마찬가지로 모의해킹 테스트를 위한 환경



- 11 -

3.2. Filebeat

 3.2.1. Filebeat?

  -Filebeat는 로그 데이터를 전달하고 중앙화하기 위한 경량의 Producer

 -지정한 로그 파일 또는 위치를 모니터링 후 로그 수집

 -Elasticsearch, logstash로 전달

 

 3.2.2. Filebeat 설정

  - enabled: false - > enabled: true

  - paths: (키바나 혹은 엘크에 보낼 로그들 경로 잡아주기)

 - host: ["localhost:9200"] - > hosts: ["192.168.0.10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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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t: "localhost:5601" - > host: "192.168.0.100:5601“

3.3. Packetbeat

 3.3.1. Packetbeat?

  -지정한 로그 파일 또는 위치를 모니터링

 

 3.3.2. Packetbeat 설정

 - hosts: ["localhost:9200"] - > hosts: ["192.168.0.100:9200"]

3.3. Tcpdump

 - 주어진 조건식을 만족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거치는 패킷들의 헤더들을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
 
 3.3.1. 사용 이유
  - snort.log에 response 패킷(목적지 -> 발신지)이 잡히지 않음
  - tcpdump를 실행하여 실시간으로 로그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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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사용 옵션
  - tcpdump –w ‘파일명’.pcap

4. SNORT(192.168.100.100)
 4.1. Snort?
 - 대표적인 오픈소스 IDS로 네트워크를 통한 침투를 탐지/ 방어하는 데 사용
 
 4-2. Snort 설정
 - 설정 목록: 포트미러링, Snort rule
  
  4-2-1. 포트미러링?

- 스위치의 한 포트에서 보이는 모든 네트워크 패킷들을 다른 모니터링 포트로 
복제함

- 192.168.100.200(WEB) -> 192.168.100.100(Snort)

  4-2-2. Snort rule?

-Snort는 Rule 기반 탐지를 하며, 사용자가 작성한 Rule대로 탐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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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Rule 4개

  -Brute force

 -Sql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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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upload

  

 -Xss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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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결과

Brute force

1. 개요

1.1 프로젝트 주제

 BruteForce 공격 / 방어

1.2 프로젝트 목표

 BruteForce 공격과 방어 기술 습득 및 대처

1.3 프로젝트 요약

 1. 공격자 BruteForce 공격

 2. ELK와 wireshark를 이용해 분석

 3. 분석 결과 high 단계 공격 확인

 4. high 단계 분석하여 대응책 설정

 5. 대응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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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uteForce 공격

2.1. DVWA : level(high) 특징

◎ CSRF Token 추가

 

 

 - 방어 대책으로 로그인 시도 시 새로운 Token 값을 생성

 - Id, Password, Token 값이 모두 일치 시 로그인 가능

2.2 공격 도구

◎ Python code

 - User token 값을 검색하고 가공하는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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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word2.txt (무작위 비밀번호 파일)

2.3 공격 실행

◎ 실행 결과

 - password 해킹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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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제 

3.1 ELK 시각화

◎ 웹 로그(access.log) 시각화

그림 33 시각화 전

그림 34 시각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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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lk 관제

 - 관제 중 급격하게 증가하는 로그 발견

 - Snort alert.log 확인

 - Brute Force 공격 시도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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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rute Force 분석 및 대응

4.1. 개요도 및 타임라인

◎ 개요도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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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 내용

◎ 최초 공격(21.10.18 20:53)

 - 공격자가 보안이 취약한 피해 웹 사이트 공격 시작

 * 최초 접속 시간 확인 불가

이름 경로 접근 시간(UTC + 09:00) 사용 프로그램

DVWA /dvwa/vulnerabilities/brute/ 21.10.18 20:53 python

◎ 공격 세부 내용

 ○Brute Force(1): 10/18-20:53:16

 ○Brute Force(2): 10/18-20:53:18

●

●

●

 ○Brute Force(37): 10/18-2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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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shark 분석 결과

- User-Agent가 python-requests인 걸로 확인(Python으로 공격)

- Token 값을 실시간으로 찾아 대입시켜 우회 

- 10/18 20:53:56초 password 유출

공격지(국가) 공격기법 공격 기간(UTC + 09:00) 횟수/성공/실패

10.10.10.2(KR) Brute force
21.10.18 20:53 ~ 21.10.18 

20:54
37/1/36

 

4.3. 대응

    ----->           

        변경 전                          변경 후

 - 패스워드가 틀릴 시에 4~2초에서 무작위로 지연시켜준다.

 - 비밀번호가 3회 틀릴 시에 15분 동안 로그인을 못 하게 막아주는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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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injection

1. 개요

1.1 프로젝트 주제

Sql injection 공격 / 방어

1.2 프로젝트 목표

Sql injection 공격과 방어 기술 습득 및 대처

1.3 프로젝트 요약

 1. 공격자 Sql injection 공격

 2. ELK와 wireshark를 이용해 분석

 3. 분석 결과 high 단계 공격 확인

 4. high 단계 분석하여 대응책 설정

 5. 대응에 성공해 재공격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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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 Injection Attack

 ◎ 악의적인 사용자가 보안상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임의의 sql문을 주입하고 실행되게 

하여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도록 하는 행위

▣ SQL Injection 해킹 과정

▣ 공격

 ◎ 공격 환경

  - IP : 192.168.100.200/DVWA

 ◎ 공격 준비단계

 - High Level로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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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스 코드 분석

  - LIMIT를 이용해 select 값을 1개만 반환하도록 제한 걸어둠

  - $id에 들어갈 입력값 뒤에 #을 사용해 주석 처리 시 LIMIT를 우회할 수 있음

구문 1‘ OR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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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의 계정이 출력됨

  - DB에 저장된 계정 해킹 완료

▣ 관제

◎ 관제 환경

 - ELK / snort(alert.log) 이용

◎ snort(alert.log)

날짜 시:분:초 공격 명 구문 공격자 IP DVWA 웹IP

10월14

일
14:31:03 Sql Injection

query-get(1=

1)

10.10.10.2:6029

0

192.168.100.2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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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K 시각화

< 시각화 전>

<시각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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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k 분석

 - 29분쯤 로그인이 성공한 로그가 확인

 - 30분쯤 SQL Injection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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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 WireShark

공격 시간 공격지 공격 경로 공격 프로그램

21.10.14 12:30:29

KST

10.10.10.

2
/dvwa/vulnerabilities/sqli/ Chrome/Safari 

날짜 시:분:초 공격 명 구문 공격자 IP
DVWA 웹 

IP

10월14일 14:31:03 Sql Injection query-get(1=1) 10.10.10.2:60290
192.168.10

0.2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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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 SQL Injection 공격

  - 계정명, 계정, UID 정보 유출 확인

  - 패스워드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

▣ 대응

◎ 대응 환경

 - IP : 192.168.100.200

 - cd /var/www/html/dvwa/vulnerabilities/sqli/source/high.php

▣ 조치 방안

 ▣ PHP 수정

<수정 전> high.php

◎ php 수정 설명

- 입력값을 받은 후 쿼리 문장을 호출하는 동적 쿼리 방식으로 실행

- 취약점은 사용자 입력값과 함께 동적으로 쿼리 문장을 호출할 때 발생

- 동적 쿼리의 취약점 보완을 위해 PDO를 사용해 수정

prepare 함수 bindparam execute

쿼리 문의 틀만 작성 변수에 바인딩 바인딩 값 실행

조치 방안 조치 계획

주요 사고 원인 입력값에 의해 정보 유출 검증 필수

기타 보안 강화
웹 방화벽 사용 권고

error message 노출 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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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후 공격

- [1‘ OR 1 = 1#] 입력

- 공격 구문은 통하지 않음

- PHP 코드 수정 성공

< 수정 후 > high.php



- 33 -

File upload

1. 개요

1.1 프로젝트 주제

 file upload 침해 사고 대응 분석

1.2 프로젝트 목표

 file upload 공격과 방어 기술 습득 및 대처

1.3 프로젝트 요약

 1. 공격자 File Upload 공격

 2. ELK와 wireshark를 이용해 분석

 3. 분석 결과 high 단계 공격 확인

 4. high 단계 분석하여 대응책 설정

 5. 대응에 성공해 재공격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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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le Upload 공격

2.1. 공격 준비

  

DVWA 웹 사이트에서 파일 업로드 공격을 위해 High 레벨로 설정

  

  사용 파일 : 4g.php (Web shell)

▲ dvwa high레벨 설정 

▲ 공격 Fil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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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p suite : 공격 성공을 도와줄 툴

  파일을 업로드 하기 전에 Burp Suite를 켜줌으로써 프록시를 받아옴

2.2. 공격

  업로드된 파일을 프록시로 받아주니 위 그림과 같이 뜸

▲ Burp Suite 실행

▲ 프록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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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전 Content-Disposition: form-data; name=“uploaded”; filename=“4g.php”

변경 후 Content-Disposition: form-data; name=“uploaded”; filename=“4g.php.jpg”

▲ 21번째 줄 변경

(2)

추가   GIF89a

▲ 24번째 줄 추가

 - PHP를 JPG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php” 전 줄에 “GIF89a“ 입력

▲ 값 변경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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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격 결과

성공 여부   성공

파일 업로드 위치   ../../hackable/uploads/4g.php.jpg succesfully uploaded!

▲ 공격 결과

▲ 공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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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le Upload 분석

◎ alert.log

 

 - alert 경고 메시지를 확인

 - 시각화에 사용할 로그 access.log를 웹서버(192.168.100.200)에서 가져옴.

3.1. ELK
 - ELK를 이용해 access.log 시각화

  

▲ 시각화한 후

▲ 시각화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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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CP Dump

- 일반적인 패킷을 가로채 자료를 빼내는 방식의 TCP Dump를 snort에 사용

3.3. Wireshark

 - 개인 10.10.10.2 포트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패킷 확인

 -  upload 공격 파일을 찾았고 공격받은 시간 확인

▲ endpoints

▲ 공격받은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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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gh 구분

2   php를 jpg로 인식하려고 바꾼 부분 확인

3
  - 파일 업로드 공격 위치 확인 

  - jpg 변경 결과 확인

4   시간 : Oct 13, 2021 18:55:32.782166000 대한민국 표준시

▲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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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le Upload 분석 및 대응

4.1. high단계 분석

▲ File Upload High level(php코드)1

위의 코드는 High 단계인 php 소스 코드이다. 

‘.’을 기준으로 파일명을 나누어 확장자명만을 추출하고 jpg, jpeg, png 확장자로 되어

있는 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하게 하였다.

getimageisze() 함수는 이미지의 크기나 type에 대한 정보를 반환하는 함수이다. 이 함수

를 통해 업로드된 파일이 이미지인지 한 번 더 확인한다.

▲ File Upload High level(php코드)2 

위 코드는 서버로 전송된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함수이다.

echo "<pre>{$target_path} succesfully uploaded!</pre>"; 이 코드는 업로드에 성공했을 때 

파일 경로를 보여준 후 succesfully uploaded! 가 출력된다, 아래와 그림과 같이 파일이 

어디에 업로드 되어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공격자가 업로드될 파일의 위치를 알게 

되면 보안의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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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level upload 성공 화면 

4.2. high 단계 대응

▲ File Upload impossible level(php코드)1

MD5 함수를 사용해 파일명을 암호화하여 저장하였다.

파일 업로드를 하였을 경우 아래 그림처럼 디렉터리 경로를 해시값으로 변경되어 화면에 

출력된걸 볼 수 있다. 파일이름이 해시값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격자는 업로드된 파일

을 찾을 수 없다.

▲ impossible level upload 성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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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Upload impossible level(php코드)2  

imagecreatefrom() 이 함수는 URL이나 파일을 받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함수이다. 

이 함수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파일 업로드를 할 때 이미지만 업로드를 할수 있

기 때문에 이미지 이외에 파일들은 모두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

▲ File Upload impossible level(php코드)3

임시 파일은 unlik()함수 호출을 통해 삭제함으로써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이 웹서버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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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le Upload 재공격

  high레벨에서 해줬던 공격 방법과 같게 impossible 시도

 

  impossible 레벨에서는 high 때 사용했던 공격기법이 먹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 impossible 레벨에서의 Burp suite

▲ 공격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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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s reflected

1. 개요

1.1 프로젝트 주제

 Xss reflected 침해 사고 대응 분석

1.2 프로젝트 목표

 Xss reflected 공격과 방어 기술 습득 및 대처

1.3 프로젝트 요약

 1. 공격자 File Upload 공격

 2. ELK와  Xss reflected를 이용해 분석

 3. 분석 결과 high 단계 공격 확인

 4. high 단계 분석하여 대응책 설정

 5. 대응에 성공해 재공격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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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격 준비

 1.1 공격 도구

 - 4g.php(web shell)

 - file upload 팀에서 올린 4g.php.png를 이용

  - 4g.php.png 파일 이용 시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로드 실패

 - Command injection 공격을 이용해 4g.php.png -> 4g.php로 변경

 - 8.8.8.8|mv/var/www/html/dvwa/hackable/uploads/4g.php.png          

/var/www/html/dvwa/hackable/uploads/4g.php

 =4g.php로 변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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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격

 - 입력된 스크립트 코드가 즉시 응답 메시지를 통해 출력되는 취약점

 - iframe tag 사용

 - <iframe src="http://192.168.100.200/dvwa/hackable/uploads/4g.php"                

width="600" height="400" frameborder="1"></iframe>

http://192.168.100.200/dvwa/hackable/uploads/4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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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g.php 창 로딩

  

 - cat /etc/passwd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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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SS (Reflected) 관제 

 3.1 ELK 시각화

 ◎ 웹 로그(access.log) 시각화

▲ 시각화하기 전

▲ 시각화한 후



- 50 -

3.2 Elk 관제

 - 관제 중 급격하게 증가하는 로그 발견

- Snort에 alert를 확인

- Xss 공격 시도 탐지

3.3 TCP DUMP

 - 일반적인 패킷(송수신)을 가로채 가는 작업

 - snort에서 실행 명령어를 실행시키고 Tcp Dump 작업도 동시 진행하여서 생겨난 

XSS.pcap 파일을 윈도우로 이동

4. XSS (Reflected) 분석

 4.1 Wireshark

  - 시간이 현재 GMT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KST로 본다면 공격 시간이 일치함   

  - iframe을 사용하여 웹 쉘에 들어간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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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nse 요청

  - 웹에서 10.10.10.2가 보낸 iframe 공격 구문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equest 응답

 - 웹에서 일어난 공격 구문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반환해준 값

▲웹 쉘 진입



- 52 -

▲웹 쉘을 이용하여 서버에 침입 (1)

▲웹 쉘을 이용하여 서버에 침입 (2)

 - 피해 여부 : 서버에 그룹 혹은 사용자들의 권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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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SS (Reflected) 대응

 5.1 checkToken 추가

 - 토큰 값을 생성하여 user_token과 서버에 저장되는 session_token을 비교하여 같을 때

만 값이 들어가게 하는 내장 함수 checkToken 사용 

  checkToken을 생성하는 함수

▲대응 전 소스 코드

▲대응 후 소스 코드

 - 토큰값이 생겨난 것을 확인

5.2 preg_replace() --> htmlspecialchars 함수 변경

▲변경 전

 - preg_replace()의 함수는 문자열을 공백으로 치환하여 pcre(정규표현식)이라는 특정 규

칙을 이용하는 것이다. (Perl 언어 기반)

 - pcre를 통해 </script>, <Script> 등의 우회 문자열도 모두 공백으로 치환한다. 

▲변경 후

 - htmlspecialchars 함수는 웹 브라우저가 특수문자를 인식하지 못 하게 하려면 특수문

자를 HTML Character Entity로 변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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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위에 보이는 것처럼 특수문자가 입력될 경우에 엔티티 값으로 변형되어서 들어온다.

5.3 대응 전체 코드

▲대응 전

▲대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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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PC 침해 사고 분석

▣ 작업 환경

운영체제 버전 IP

해커(공격자) PC Kali-Linux 2021 192.168.0.50/24

클라이언트(피해자) 

PC
Windows 7 192.168.0.70/24

ELK(관제) PC Ubuntu 20.04 192.168.0.100/24

▣ 간단 사용 툴

▶ Metasploit_Framework :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는 버퍼 오버플로우, 패스워드 취

약점, 웹 응용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와이파이 취약점 등에 대한 약 300개 이상의 공격 

모듈을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 도구로, 메타스플로이트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기

업의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침투시험을 통한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다.

▶ Ettercap : Ettercap은 LAN에서 man-in-the-middle 공격을 위한 무료 오픈 소스 네트

워크 보안 도구이다.

▶ ELK : ELK는 분석 및 저장 기능을 담당하는 Elasticsearch, 로그 수집 기능을 해주는 

Logstash, 이 모든 것을 시각화 해주는 도구인 Kibana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ELK는 접근성과 용이성이 좋아 최근 주목받는 Log 및 데이터 분석 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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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모의해킹)

- metasploit 프레임워크 실행

- 사meterpreter/reverse_tcp를 사용하는 악성프로그램 제작

- 악성프로그램을 /var/www/html/install 경로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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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프로그램 다운로드 링크 주소 연결

- /etc/ettercap/etter.dns

- 다시 msfconsole에 접속하여 악성프로그램과 통신 할 수 있도록 설정 후, 준비모드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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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way(192.168.0.1) -> Target1 // 피해자 PC(192.168.0.70) -> Target2

   ARP poisoning 실행

- dns_spoof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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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프로그램 다운로드

- 피해자 입장에서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실행시키면 그림과 같이 준비모드에서 

피해자 PC와 

   연결된 상태가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UAC 우회를 위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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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상승 후 확인

- 패스워드 탈취 성공.

- 시스템 정보 탈취 (추후 침투를 위함)

- 백도어 설치



- 61 -

- 윈도우 원격 조작

- 윈도우 측 반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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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 및 분석(ELK-stack)

■ DNS 스푸핑 로그 확인

 
- network.protocol : dns 세팅

 
 - dns.resolved_ip = 192.168.0.50(공격자 IP)

■ 피싱사이트 접속 및 악성프로그램 다운로드 로그확인

 
 - 피싱사이트 접속 & 악성프로그램 다운로드 시간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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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ver.domain : google.com
   server.ip : 192.168.0.50 (공격자 IP)

■ 악성프로그램 실행 로그 확인

 - 악성프로그램 실행 시간대 확인

 - message : 시스템에 서비스가 설치되었습니다. 확인



- 64 -

■ 권한상승 시도 로그 확인

 - 권한상승 시도 시간대 확인

 - message : 특수 권한을 새 로그온에 할당했습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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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상승 로그 확인

 - 권한 상승된 시간대 확인

 
 - message : 계정이 성공적으로 로그인되었습니다. 확인
   C:\Windows\System32\services.exe 경로의 프로세스 작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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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어 로그 확인

 - 백도어 시간대 확인

 - message : 레지스트리 중지됨 확인
   백도어는 윈도우 레지스트리 종료 후 작업 되기 때문에 뒷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음

▣ 대응 및 조치 방안

 ■ 조치방안

대응 및 조치 방안 조치 계획

주요

사고원인

실시간 모니터링 (필수)

DNSSEC 사용 (권고)

기타

보안강화

hosts파일 사용 (권고)

DNS 보안 에이전트 설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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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네트워크에 대해 모르던 인원들도 네트워크망 구성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었다.

가상망이 아닌 실제망에 구축함으로써 실제 장비를 다뤄 보는 
경험이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침해사고 케이스에 대해 웹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구축한 실제망을 통해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고 프로젝트에서 다루지 못했던 logstash, ELK 시각화를 
보완하고 싶다. 그리고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을 포렌식 
관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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