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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가상머신을 대상으로 하는 ARP Spoofing 또는 Poison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공격은 가상머신의 통신방해, 데이터 변조, 클라우드 자원 유실 등 전체 클라우드 시스템 성능저하의 원
인이 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상머신의 ARP 테이블들을 정적으로 관리하여 Spoofing 공격
으로 인한 MAC 주소의 변조를 차단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자가 모든 가상머신의 MAC 주소를
수작업으로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회사가 차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
폼인 OpenStack 클라우드 환경에서 Spoofing 이라 불리는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 자동화된 가상머신의 ARP
테이블 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방어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

론

2.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ARP Spoofing 공격

오늘날 급격한 인터넷 활용도의 증가와 함께 인터넷이 제공하는 접
근성, 편의성 등은 서버-클라이언트 중심의 기업 업무프로세스를 클라
우드 환경 중심으로 바꾸었다[1]. 동시에 기업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
비스를 도입과 의존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존도
는 보안적 취약함이 드러날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 내
IT 컨설팅 제공업체인 가트너(Gartner)의 전세계 4개 지역, 10개국 기업
들을 대상으로 한 2014년 하반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클라
우드 서비스의 주된 도입 목적이 비용 절감, 혁신적인 업무프로세스의
실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망
설이는 이유로 보안, 사생활 침해, 정부 감청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고 있다[2].
그리고 이런 보안적 문제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
는 흔히 Spoofing 또는 Poison이라고 부르는 외부 네트워크 공격으로
쉽게 구현 될 수 있다. 이런 보안적 위협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
상머신의 ARP 테이블들을 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Spoofing 공격으로
인한 MAC 주소의 변조를 차단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자가
모든 가상머신의 MAC 주소를 수작업으로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3].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회사가 차용하
고 있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인 OpenStack 클라우드 환경에서
Spoofing 이라 불리는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 자동화된 가상머신의 ARP
테이블 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방어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Address Resolution Protocol(ARP)은 네트워크 계층의 주소를
데이터 링크 계층 주소로 변환하는 표준 프로토콜로 특정 데이
터를 목적지까지 전송하기 전에 목적지 IP 주소에 해당하는
MAC 주소가 ARP 테이블에 없을 경우 이를 알아내기 위해 사
용한다[4]. 이런 ARP를 이용한 대표적인 네트워크 공격기법이
ARP Spoofing이다. ARP Spoofing은 공격대상자에게 조작된
ARP 응답메세지를 전달해 특정 호스트의 MAC 주소를 잘못 인
식하게 하여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하는 공격방식이다. 아래 그
림 1은 이런 ARP Spoofing 공격 과정을 보여준다.

1)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 ICT연구센터육
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5-(H8501-15-1015))
*Dr. CS Hong is the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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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RP Spoofing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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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Host(1)은 Host(2)와 통신을 하기 위해 Host(2)의
MAC 주소를 알아야하며 마찬가지로 Host(2)도 Host(1)과 통신
을 하기 위해 Host(1)의 MAC 주소를 알아야한다. 이를 위해
Host(1)과 Host(2)는 자신이 속해있는 서브넷에 ARP 요청메세지
를

브로드캐스팅한다.

이때

같은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Attacker는 Host(1)과 Host(2)의 요청메세지를 인지하고 Host(1)
과 Host(2)에 자신의 MAC 주소를 가지는 조작된 ARP 응답메세
지를 보내어 Host(1)과 Host(2)의 ARP 테이블을 조작한다. 결과
적으로 Host(1)은 Attacker를 Host(2)로 인식하고, Host(2)는
Attacker를 Host(1)로 인식하여 Host(1)과 Host(2)는 서로가 통신
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Attack와 통신을 하며 정보를
Attacker에게 노출하는 결과를 낳는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
런 ARP Spoofing 공격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 데이터 유출(Data Breaches)
- 가상머신간 통신 방해
- 데이터 변조
- 클라우드 자원 유실

그림 2. 자동화된 ARP 테이블 관리 프로세스

-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 성능 저하
우선 그림 2에서 Compute Node 내부의 가상머신 VM 01에는
특히 ARP Spoofing은 공격 대상자와 동일한 네트워크 내에서
만 사용할 수 있는 공격방법이므로 대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을 구축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하나의 내부
네트워크에서 여러 사용자에게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

Controller Agent를 관리자가 직접 구성한다. 그리고 그 외 가
상머신들은 처음 생성될 때 자동으로 VM Agent가 구성되도록
설정한다. 현재 그림 2에서 가상머신 VM 01, VM 02 그리고

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Spoofing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

VM 03의 ARP 테이블에는 서로의 IP, MAC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여기에 새로운

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상머신 VM 04를 생성했을 때의 세부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
다.

3. 관련 연구
① 가상머신 VM 04가 생성되면 VM 04의 VM Agent는 생성된
가상머신의 MAC 주소정보를 Controller Agent에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3.1 정적 ARP 테이블 유지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

가장

많이

상용화된

ARP

Spoofing 방어기법은 가상머신의 ARP 테이블을 정적으로 유지
하여 MAC 주소의 변조를 차단하는 것이다[3]. 하지만 이 경우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자가 모든 가상머신의 MAC 주소를 수작

② Controller Agent는 수신받은 VM 04의 MAC 주소정보를 가
지고 자신의 ARP 테이블을 갱신한다.
③ Controller Agent는 새로 생성된 VM 04의 VM Agent에는 지
금까지 구축된 모든 가상머신들의 MAC 주소정보를 암호화

업으로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여 보내고,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가상머신 VM 02, VM
03의 VM Agent에는 새로 생성된 VM 04의 MAC 주소정보를
암호화 하여 보낸다.

4. 제안 사항
본 논문에서 클라우드 환경은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인

④ VM Agent는 수신받은 MAC 주소정보를 가지고 ARP 테이블
을 갱신함으로써 모든 가상머신들의 ARP 테이블이 똑같은
MAC 정보를 자동으로 유지하게 된다.

OpenStack에서 가상머신의 생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Compute
Node 내부에서 구현된다[5]. 그리고 제안하는 방어기법은 생성
된 가상머신들의 MAC 주소정보를 수집하는 Controller Agent

여기서

부분과 ARP 테이블을 자동으로 갱신해주기 위하여 Controller
Agent로부터 OpenStack 내부 가상머신의 MAC 주소정보를 수

Controller Agent와의 보안적 채널을 통해서 ARP 테이블을 자

신받는 VM Agent로 구성된다. 아래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자동화된 가상머신의 ARP 테이블 관리 프로세스를 보
여준다.

클라우드

내부

모든

가상머신들의

VM

Agent들은

동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ARP 프로토콜을 통한 응답메세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즉, Agent 사이의 채널을 통한 메시지 송수
신 외에는 모두 차단함으로써 ARP Spoofing 공격을 원천적으
로 차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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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개선된다면 실제 클라우드 컴퓨
팅 환경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5. 성능분석
성능분석을

위하여

클라우드

외부

호스트에서

실제

163.180.116.21의 IP를 가지는 가상머신에 대해 ARP Spoofing
공격을 시도한다[6]. 그리고 해당 가상머신 ARP 테이블의 변조
여부를 판단하여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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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poofing 공격 후 가상머신의 ARP 테이블

그림 5. 방어기법 적용 후 가상머신의 ARP 테이블
그림 3은 Spoofing 공격 전 가상머신의 ARP 테이블이다. 현재
163.180.116.21

IP를

가지는

가상머신의

ARP

테이블에는

163.180.116.26~28 3개의 IP에 대한 MAC 주소 정보를 가진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는 Spoofing 공격 후 가상머신의
ARP 테이블이다. 그림 3과 달리 163.180.116.27의 MAC 주소 정
보가 공격자의 MAC 주소정보로 변조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는 제안된 방어기법이 적용된 후 ARP Spoofing 공격을
시도한 가상머신의 ARP 테이블이다. Spoofing 공격이 모두 차
단되어 그림 3과 같이 Spoofing 공격 전의 ARP 테이블을 유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은 자동으로 가상머신의 ARP 테이블
을 유지하기 때문에 외부에 추가적인 장비나 구성이 필요없으
며 대규모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기도 용이하다. 또한
Controller Agent와 VM Agent 사이의 보안 채널을 통해 ARP
테이블을 유지하므로 ARP 프로토콜을 통한 ARP 요청, 응답메
세지를 직접 송수신할 필요가 없다. 즉, 원천적인 Spoofing 공격
차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Controller Agent가 관리하는 가상머신
의 ARP 테이블을 기준으로 모든 가상머신의 ARP 테이블을 유
지하기 때문에 Controller Agent가 공격자에게 노출될 경우 전
체 가상머신에 대한 정보가 노출 될 수 있는 한계점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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