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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DDoS 공격은 네트워크나 서버 역이 감당할 수없는수많은양의트래픽을 일으켜 서버를마비시키는

공격수단으로 최근까지지속 으로이용되고 있다. 부분 DDoS의 가장 큰 원인은 NTP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일

어난 DDoS 공격들을 본다면 증폭기법을 이용한 SSDP 공격을 많이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SSDP의 특성상

소스 IP주소 조와증폭 요소를가능하게해주는 연결이없는 상태때문에공격에 많이활용되고 특히웹캠, 공유

기, 미디어, 스마트TV, 린터 등스마트 홈을 구성하는 IoT기기들에서 DDoS공격을 유발하는도구로주로사용되

는 로토콜이기 때문에 차 공격을 한 서버들이 증가될 것으로 상한다. 이는 단순한 IoT기기의 만이 아

닌사람의생명이나주요정부기 기업시스템의 요정보에큰 험을가져올수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기기

에서 발생하는 SSDP 로토콜의 취약 을 이용한 DDoS공격기법을 알아보고 공격시나리오 응 방법을 제안

한다.

• 주제어 : 융합, 사물인터넷, SSDP, DDoS, , 보안

Abstract DDoS attack has been continuously utilized that caused the excessively large amount of

traffic that network bandwidth or server was unable to deal with paralyzing the service. Most of the people

regard NTP as the biggest cause of DDoS. However, according to recently executed DDoS attack, there

have been many SSDP attack in the use of amplified techniqu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SDP, there

is no connection for making a forgery of source IP address and amplified resources feasible. Therefore, it

is frequently used for attack. Especially, as it is mostly used as a protocol for causing DDoS attack on

IoT devices that constitute smart home including a wireless router, media server, webcam, smart TV, and

network printer. Hereupon, it is anticipated for servers of attacks to gradually increase. This might cause

a serious threat to major information of human lives, major government bodies, and company system as

well as on IoT devices.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DDoS attack techniques in the use of weakness

of SSDP protocol occurring in IoT devices and attacking scenario and counter-measures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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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이란 특정

웹 사이트에 한 번에 수많은 컴퓨터가 속함으로써 트

래픽을 비정상 으로 늘려 공격 상 사이트의 서버를

마비시키는방법으로분산서비스거부공격 는디도스

공격이라 부른다. DDoS 공격은 특정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훔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공격을 통해 사

이트의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을만한 엄청난 양

의패킷을동시에 송하면서네트워크의성능을 하시

키거나시스템을마비시키는방식이며서버가신호를받

지못하게 방해한다. 최근 DDoS 공격 유형을 분석한바

로는 1900 포트로의 SSDP 공격이가장많이사용되었다

고나타났다[1]. SSDP 로토콜은 IoT 기기들에많이사

용되고있어최근 IoT 환경의 개방화로인한다양한단

말/센서 유무선 네트워크간연동등의보안취약 이

증폭공격에이용되어 DDoS 공격을받는다면주요정부

시설과 기업 시스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있

는 스마트 기기들의 오류 생명에까지 하는 문제

가발생할수있다[2]. SSDP 로토콜은 IoT기기가네트

워크에연결되어있는다른기기를찾고통신할수있게

허용하기때문에 IoT기기에서 사용되는펌웨어, IoT기기

를 구성하고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보안에 한 결

함이 있을 때 빠르게 알아차리거나 업그 이드 시킬 수

없어 이러한 취약 이 노출된 채 지속 으로 악용될 수

있는 험성이많다[3]. 한 검색엔진의 취약사례에의

하면범용서버의취약 과검색엔진에노출된장치들의

검색을 통해 쉽게 해커들이 IoT기기에 근하여 을

가할 수있다는 을알 수있다[4]. 본 논문에서는이러

한 IoT기기에서 발생하는 SSDP 로토콜의 취약 에

해 알아보고 그로 인한 DDoS의 공격시나리오와 그에

한 응방법에 해 제안한다.

2. 련연

2.1 SSDP(Simple Service Discovery Protocol)

SSDP(Simple Service Discovery Protocol)는 네트워

크상의 서비스나 정보를 검색하는 네트워크 로토콜로

IoT 기기의 네트워크 탐색 용도로 사용된다. 실행하면

1900번의 포트에서 UDP(User Datagram Protocol)를 사

용하여정보를주고받으며 IP Multicast를 이용하며소스

IP 주소 조와 증폭 요소를 가능하게 해 주는, 연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에 활용된다[5,6]. 한 UDP

기반의 HTTP를이용하며모든데이터를텍스트로통신

하며 Advertisement, Search 두 개의 타입이 있다.

Advertisement 타입은 자신의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고하기 한 Discovery Message를 멀티캐스트방식으

로 달하며 송 Default TTL의 값은 4이며 설정가능

해야한다. Search 타입은 Control Point에서디바이스 서

비스의검색을하기 한멀티캐스트방식으로 달하는

타입이며 UDP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달되고 응답은

UDP 유니캐스트 방식으로받는다. SSDP 로토콜은범

용 러그의 검색 로토콜의 기 이며, 모든 홈 네트워

크디바이스의공동인터페이스를제공하는 UPnP 주

거 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한 것이다[7]. SSDP의

개방장치는매우많으며공격자들이쉽게 SSDP 장치를

사용하여실생활에 을 수있다. 이 외에 SSDP는

장치와 장치 련 서비스가 네트워크간의 연결을 끊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해

유해한 정보를 정화하는데 사용되는 캐시 타임아웃

(cache timeouts)을 포함한다[8].

2.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이란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된기기들이

상호 소통하여 인간의 개입 없이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

아처리하는것을말하며 ‘서비스와인간‘이라는 이 가

장 요하게 생각된다. 실질 으로 사용자에게 주는 가

치가가장 요한요소라는것이다[9]. 기존에 사물이 인

간의개입없이통신을주고받는다는 M2M의 개념을 넓

사물과 실,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을 한

다. 블루투스, NFC, 센서데이터, 네트워크가이들의자율

인 상호소통을 돕는다[10]. 1999년 미국 매사추세츠공

(MIT) 빈 애슈턴이이용어를사용했는데더확장된

개념으로는 ‘만물인터넷 (IoE·Internet of Everything)'가

있으며사물과사람데이터 로세스등모든것이연결

되어 지능 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일을 처리한다.

2.3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인터넷 로토콜 TCP/IP의 구조 취약성을 공격하

여 한꺼번에 량의 컴퓨터가 특정 웹 사이트에 속하

여 정상 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비상황을

일으키는 공격으로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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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형태의공격은사용가능한망자원과시스템

자원을 소비하여 사용자들이 시스템, 망에 근하여 서

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DDoS 공격에는 크게 역폭소진 공격(Bandwidth

Depletion Attacks)과 자원 소진공격(Resource Depletion

Attacks)으로나뉘는데 역폭소진공격은엄청난양의

패킷을 송하여 네트워크 역폭을 소진시키는 공격이

며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되면 정상 인 서비스를 이용하

지 못하거나 네트워크 체가 마비된다[11]. 자원 소진

공격은 TCP/IP와 HTTP 로토콜을 이용하여 특정 자

원을요구하는패킷을발송하여자원의정상 인서비스

가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패킷을 발생시켜 자원을 모두

소진시키는 공격이다.

DDoS의 증폭 공격에는 DNS, NTP, SSDP 증폭 공격

이 있는데 DNS 증폭 공격은 공격자가 이나 넷에게

정상 인서버에 조된소스주소를가진 UDP 패킷

는 ICMP 요구 스트림을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12]. 당 기가비트 수 의 데이터를 정상 서버에 보낼

수 있으며 사용된 은 공격 상에게 보이지 않는다.

NTP(Network Time Protocol) 증폭공격은컴퓨터시스

템간시계동기화용네트워크 로토콜이다. DNS 증폭

공격과유사한이유는 UDP 로토콜을사용하기때문이

다. NTP 증폭 공격 한 소스 IP 조를 허용하고 NTP

서버는요청자가보낸것보다많은데이터를돌려보낸다.

SSDP 는 네트워크 서비스에사용되는네트워크 로토

콜로 실행하며 1900 포트에서 UDP를 사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다.

2.4 IP 스 핑

공격자가자신의인터넷 로토콜을악용하려하는 IP

주소로 변조하여 공격하는 것으로 IP 기반 ACL 통제를

피할수있는방법이다. TCP/IP의 구조 결함을이용한

것으로 두 시스템 사이의 공격자 호스트를 신뢰 계의

호스트처럼 속여 변조한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에

한 추 이 어렵다. DDoS 공격에서 스푸핑을 하지 않

으면공격자의 IP를알수있기때문에 IP 스푸핑을통해

DDoS 공격을 수행한다[13]. 여기서 신뢰 계란 스니핑

을이용한계정정보유출을막기 해 ID/PW를사용하

지않고특정시스템의 IP와 신뢰 계를맺고로그인없

이 속을 허용하는 것이며, ACL은 라우터를 통과하는

패킷을필터링하는목록으로네트워크에 한 근을허

용·거부하는 목록이다. IP 스푸핑의 방지하는 방법은

URPF(Unicast Reverse Path Forwarding) 방법이 있다

[14].

[Fig. 1] IP Spoofing Attack Scenarios

IP 스푸핑은 처음 DDoS 공격을 통해 서버와 세션을

연결할 수 있다. 공격자는 클라이언트를 공격한다. 공격

자는송신자 IP를클라이언트로변조하여 SYN패킷을보

낸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ACK+SYN 패킷을 보내고

응답을기다린다. 공격자가 ACK 패킷을보낸후서버와

공격자의 세션이 연결된다.

3. SSDP 프로토콜  취약점

IoT 기기들이 여 히취약 에노출되어있는이유는

많은 IoT 기기가 버 의 라이 러리를 이용하고 있

기 때문이다. libupnp라이 러리(Protable SDK for

UPnP)는 미디어 일을 재생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다

른기기로 속할때사용되며라이 러리가 SSDP을처

리하는 과정에서 취약 이 발생한다. SSDP 로토콜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기기와 통신할 수 있게 허용하

는데 이 시스템에 공격자는 지속 으로 패킷을 보낸다.

이런공격은 손쉽게 50기가바이트(GB)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킨다. 트래픽의 증가는 실제 시스템에는 문제가

발생하지않지만시스템이속한네트워크를마비시켜네

트워크서비스를 사용자가 이용할 수없게 만든다. 공격

자 수많은패킷을보내면이패킷들은호스트사이를반

복 으로 왕복하여 네트워크의 부하를 기하 수 으로

증가시킨다[15]. SSDP 로토콜은 이러한 보안 취약

의 사용으로 인하여 DDoS 공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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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격 시나리

[Fig. 2] DDoS Attack Scenarios

① 공격자는 외부에서 서비스가 오 된 IoT 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호스트로 DDoS 공격을 수행한다.

②공격자는M-Search 요청패킷의출발지 IP를 공격

상 호스트로 조하여 IoT 기기로 요청 패킷을

송한다.

③ IoT 기기는 트래픽반사 증폭역할을 하여 송받

은 패킷에 한 량의 응답 패킷이 발생한다.

④ M-Search 요청에 한 IoT 기기에서 발생하는

량의 응답 패킷으로 인하여 네트워크에부하가발

생한다.

⑤ 공격 상 호스트에 시스템 부하가 발생하여 정상

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5. 대 방안

[Fig. 3] Responses

① 공격자는 취약한 IoT 디바이스를 확인하기 해

M-Search 패킷을 네트워크에 송한다.

② 취약한 IoT 디바이스로부터 M-Search 패킷을

송받는다.

③ 공격자는 취약한 디바이스 리스트를 수집하고 타

겟에 여러 번의 악성 패킷을 요청한다.

④ IoT 기기에 일정 시간내 지속 으로같은 패킷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IoT 기기는 패킷 송자의 포

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⑤ 닫힌 포트를 의미하는 ICMP 메시지를 통해 포트

가 닫 있는 것을 확인한다.

⑥ 즉시 요청이 들어온 패킷을차단하여 서비스를

지하며 자신의 IP를 숨긴다.

6. 결론

IoT는단말/센서, 유무선네트워크간연동등의서비

스들이 모아 만들어져 오늘날의 삶의 질을 높여주어

리사용되고있지만 IoT 기기의결함을빠르게알아차리

거나결함을쉽게고칠수없기때문에보안에취약해질

수있다. IoT 기기의 SSDP 취약 으로인한 DDoS 공격

은 더복잡해지고, 치 해질 것이며우리는이것을

방어하기 한여러가지상황을생각해야할것이다. 본

논문에서는빠르게발 하고있는 IoT 환경에 한

인 SSDP 로토콜로인한 DDoS 공격의 공격 시나

리오 응방법에 해알아보았다. SSDP 는 IoT 기기

에서네트워크에연결된다른기기를찾고통신할수있

게허용하며공격자가 M-Search 패킷을보낼때응답패

킷을 보내 IoT 기기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취약 에 응하기 해 송자 포트의열림, 닫힘

여부를 악하여닫 있다면 송자의포트를 차단하고,

IP를 일시 으로 숨기는 방안을 제시하 다. 앞으로 무

한히 발 되는 IoT 환경의 에 한 많은 심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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