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DNS를 둘러싼 위협요소

DDoS
Attacks

Data 
Corruption

Information
Exposure

Threats from 
the DNS

Threats causing unauthorized chang of 
information in the DNS
Authority Impersonation
Authoritative Server Corruption
 Cache Corruption
 Protocol Corruption

Threats preventing Internet users 
from using the DNS
 Resource Starvation
 Resource Disruption

Threats caus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Internet users by examination of their 
DNS traffic
Domain Front Running
 Cache Snooping
 Zone Walking
DNS Query Tracking
NXDomain Redirection

Threats utilizing DNS as a useful tool 
for attacking 3rd targets
 DNS Amplification Attacks
 Fast Flux DNS
 DNS as a Covert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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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항 목 내 용

서비스 거부
(DoS)

정 의 DNS의 서비스를 불가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DNS 시스템의 모든 리소스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

종 류 자원 고갈(Resource Starvation), 자원 중단(Resource Disruption)

사 례
- 2007년 2월 루트 및 TLD 일부 네임서버 대상 DNS 패킷 트래픽 사용 UDP Flooding 공격
- 2011년 11월 중국에서 DNS 서버 포함 45G의 대규모 DDoS 공격 8일간 지속 발생
- 2016년 10월 미국 DNS호스팅 업체 Dyn DNS서버 DDoS 공격발생, 미국 인터넷 절반 장애

대 응
방 안

- DNS 특화 IPS 장비/ISP 클린존 서비스를 통해 공격성 DNS 질의 차단 필요
- 방화벽, Access List 등을 이용하여 인가된 사용자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설정
- 패턴 분석 시스템을 통한 유입 트래픽 패턴 분석 및 공격 탐지 필요
- DNS 소프트웨어 취약점 발생시 즉각적인 패치 적용

데이터 손상
(Data Corruption)

정 의 DNS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종 류
권한 위장(Authority Impersonation), 권한 DNS 서버 손상(Authoritative Server Corruption), 캐시 손상(Cache 
Corruption), 프로토콜 손상(Protocol Corruption)

사 례 - 2015년 2월, 브라질 금융결제수단 Boleto 탈취에 DNS캐시 포이즈닝 공격 이용사례 검출

대 응
방 안

- 등록자의 도메인 등록/수정/삭제 시 멀티 인증 수행
- DNSSEC을 적용하여 DNS 데이터에 대한 검증 절차 수행
- Zone Transfer 시 인가된 시스템에게만 TSIG를 적용하여 전송

정보 유출
(Information
Exposure)

정 의 DNS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의 유출

종 류 Domain Front Running, Cache Snooping, Zone Working, DNS Query Tracking, NXDomain Redirection

대 응
방 안

- 신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만 캐시 DN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
- NSEC RR의 Zone Woring 취약점을 보안한 NSEC3 적용

DNS 악의적 사용
(Threats from the 

DNS)

정 의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인 DNS 트래픽을 이용한 여러 형태의 공격

종 류 DNS Amplification Attacks, Fast Flux DNS, DNS as a Covert Channel

대 응
방 안

- DNS의 응답 수준을 조절하는 RRL 등 도입 필요
- 패킷 분석 시스템의 확장 개발을 통해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DNS 데이터 패턴 추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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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DNS, 민간정부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급증

2012년 2015년

• 전체 사이버공격 추이를 살펴볼 경우 ’12년 웹(HTTP)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1위였으나, ’15년 DNS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1위로 나타남

2012년 2015년

• DDoS 공격 대상 관점에서 정부기관 대상 공격이 ’12년도 15%  ‘15년도 47%로 급증 추세

※ 출처 : Worldwide Infrastructure Security Report / 2012 Volume VIII / ARBOR, 2012년 출판, Worldwide Infrastructure Security Report / Volume XI / ARBOR, 2016년 출판

※ 출처 : Worldwide Infrastructure Security Report / 2012 Volume VIII / ARBOR, 2012년 출판, Worldwide Infrastructure Security Report / Volume XI / ARBOR, 2016년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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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botnet C&C servers by country in Q4 2016
Source: DDoS attacks in Q4 2016 By SECURELIST

In Q4, the highest number of C&C server 
(59.06%) was detected in South Korea. 
Although the country’s contribution increased 
by 13.3 p.p. from the previous quarter, it is 
must less than in Q2 2016 (69.6%). The top 
three counties hosting the most C&C servers 
remained unchanged – South Korea, China 
(8.72%) and the US (8.39%). Their total share 
accounted for 76.1% which is an increase of 
8.4 p.p. compared to Q3.

 IoT 기기를 활용한 대규모 DDoS 공격으로 진화 중

Q4 2016 DDoS attack trends

시기 규모 공격대상

‘15.12 602Gbps BBC

‘16.09 665Gbps Krebs On Security

‘16.09 ~ 1Tbps 프랑스, OVH

‘16.10 ~ 1.2Tbps 미국, Dyn

출처: Worldwide Infrastructure Security Report, 2016년, Arbor Networks, https://www.arbornetworks.com/images/documents/WISR2016_EN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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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10월 21일, 미국동부 지역 Dyn DNS서버에 DDoS 공격 발생

 1차 공격당시, 미국동부 지역에 주요 인터넷 사이트 접속 장애

 2차 공격은 전세계 Anycast 구성된 Dyn DNS서버에 공격트래픽 유입

 Dyn은 Twitter 등 주요 사이트 포함, 1,200여개 도메인 호스팅

 공격방식

 TCP port 53 착신하는 TCP SYN flooding

 UDP SubDomain 공격 (랜덤 서브도메인에 대한 DNS질의 사용)

 미라이(Mirai) 악성코드 감염된 대규모 IoT 동원 공격 (5만~10만 IoT 동원)

 미라이(Mirai) 악성코드

 ‘16.09.30경, 인터넷에 개발자가 소스코드 공개, Dyn DNS서버 공격에 미라이(Mirai) 

사용

 IoT 장비 디폴트 계정/암호 사용, 악성코드 감염 통한 대규모 IoT 장비확보 기능이

특징

 IoT 장비

 공유기, 웹 캠, 프린터, DVR 플레이어, 베이비 모니터 등 인터넷 연결 IoT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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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이(Mirai) 악성코드 관련, DDoS 공격사례 주요 이력

‘16.09.20, 미라이 봇넷 사용, 보안전문저널리스트 웹 사이트 KrebsOnSecurity DDoS 공격
최대 약 620Gbps 규모 공격트래픽

‘16.09.20, 미라이 봇넷 사용, 프랑스 호스팅업체 OVH DDoS 공격
최대 약 1Tbps 규모 공격트래픽

‘16.09.30, 미라이(Mirai) 개발자에 의한 소스코드 인터넷에 공개

‘16.10.21, 미라이 봇넷 사용, 미국 Dyn DNS서버 DDoS 공격
미국 동부지역 주요 인터넷 접속 장애 발생. (공격 bps규모는 공식발표된 바 없음)
최대 10만여 IoT 장비를 공격에 동원

‘16.10.22, New World Hackers 자신들이 Dyn DDoS 공격 주장
“미라이(Mirai)의 DDoS 공격능력에 대한 테스트 였다”

※ 전문가들은 향후 10 Tbps이상 규모 DDoS 공격 등장, 한 국가의 인터넷 마비초래 가능성 우려

‘16.11.03, 미라이 봇넷 DDoS 공격으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인터넷 마비발생 주장 논란
500Gbps이상 공격트래픽이 라이베리아 연안 해저케이블 유입, 한 백본 망에서 검출
라이베리아 국가 인터넷 마비상태 유발가능 주장했지만, 근거는 희박
공격트래픽은 짧은 시간동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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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기반 DDoS 공격, IoT 장비 동원 공격으로 진화 중

 미라이(Mirai) 공격방식과 공격기능은 기존 공격방식과 크게 차이 없음

 Mirai 소스코드의 “DNS Water Torture” 공격 기능이 SubDomain공격에 해당

 Dyn DNS서버 공격시에 SubDomain 공격 사용

 대신, 대규모 IoT 동원에 의한 공격능력 크게 강화

서브도메인 공격 (SubDomain Attack)

인터넷

좀비 PC 등

공격자

(1) 공격명령

(2) 특정 도메인의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랜덤
생성된 다수의 서브 도메인 네임 질의
예) axXa.kisa.or.kr, axzT.kisa.or.kr, …

(3) DNS 질의/응답 패킷
다량 발생

공격대상인 동시에
공격에 이용되는
캐시DNS 서버

(4) 질의대상 특정도메인의
권한 DNS도 영향

(5) NXDomain 응답결과 값이 캐쉬에
저장되어 자원 소모, 느리게 응답

권한 DNS서버

IoT 동원 서브도메인 공격 (SubDomain Attack)

인터넷

공격자

(1) 공격명령

(2) 특정 도메인의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랜덤
생성된 다수의 서브 도메인 네임 질의
예) axXa.kisa.or.kr, axzT.kisa.or.kr, …

(3) DNS 질의/응답 패킷
다량 발생

공격대상인 동시에
공격에 이용되는
캐시DNS 서버

(4) 질의대상 특정도메인의
권한 DNS도 영향

(5) NXDomain 응답결과 값이 캐쉬에
저장되어 자원 소모, 느리게 응답

권한 DNS서버

감염된 IoT 장비
공유기, 웹 캠, DVR 등

봇넷
사용자 PC  대규모 IoT 장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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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기반 DDoS 공격, IoT 장비 동원 공격으로 진화 중

 초기 공유기 등에 집중되었던 IoT 장비 종류의 다양화 추세

 Dyn 공격에 인터넷연동 웹캠, 프린터, DVR, 심지어 베이비 모니터까지 동원

 Dyn DNS 공격에 Mirai 공격코드의 “TCP SYN Flood” 기능 사용

 Dyn 공격당시, 최대 10만개 IoT 장비 동원

DDoS attacks using Malware-infected CPE(IoT) devices

인터넷

공격자

공격대상 사이트

(1) 공격명령

(2) SYN flood, UDP flood, DNS query flood, 
TCP RST 공격

(3) SYN flood, UDP flood, DNS query flood, 
TCP RST 공격에 의해 Resource가 점유됨

Malware에 감염된
댁내장치(CPE)  IoT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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