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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z ad-din al Quassam CyberFighters 

미 주요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DDOS 공격 

최대 75Gbps 의 트래픽을 유발하였고 OSI Layer 3,4,5,7 영역에 

대한 복합적인 공격이 감행되었다.  

Anti-DDoS 장비들은 네트워크 기반 공격을 차단하는데 

사용되었고 F5 장비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공격을 위해 

사용되었다. 

코드명 Ababil – 201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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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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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a safet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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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의 시작 

 목표 

• 공격 대상 사이트의 URL 정보 습득 

• URL 로딩 완료 시간 기반 정리 (CPU 부하분석) 

• URL 사이즈 별 정리 (대역폭 분석) 

• 간단한 wget script 를 통해 실행 가능 

   # wget –r –wait=1 -nv https://the.targ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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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DDOS 관련 소스 

이론 공부… 

정보 습득에 도움 

해킹 관련 웹사이트 

감염의 위험이 있지만… 

조직 (CERT, OWASP, NIST) 

조직 구성, 절차, 규약에 대해 알 수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부족 

관련 제조사 (경쟁사 정보) 

우리의 솔루션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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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관련하여 배운점들 

이론적인 문서들은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현업에서 

구현하기 어려움 

해커들이 코드를 직접 생성 판매에 나서고 있음 

보안관련 기관에서는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예방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제안 

제조사들은 공격을 나열하고 나열된 공격을 막는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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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를 위한 구조화된 접근 방법이 없다 

공격 기법에 대한 분류의 기준이 없다 

DDoS 방어를 위한 통합 기관이 없다. 대부분이 제조사별 

정보 제공 및 가이드 

DDoS 피해 업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우리는 공격 당했지만 내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협업 부족  

고객-기업 

솔루션 제공업체-기업  

DDOS 관련하여 배운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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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기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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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새로운 DoS 공격에 대해 시그니쳐를 
개발하여 방어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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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공격 분류를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DDoS 
공격 수집 

DDoS 
공격 분석 

DDoS 
공격 대상 

분석 

DDoS 
공격 분류 

DDoS 
분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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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접근 방식인가? 

아이디어의 핵심은  

공격 패턴 분류를 통해방어 매커니즘 개발에 소요되는 

리소스를 최소화하자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소비되는 분석 리소스를 

최소화하자 

분류된 DDoS 공격 타입에 따른 방어 체계를 개발 

방어매커니즘을 설계하고 분류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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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접근 방식인가? 

효율성  

많은 공격 샘플에 기반한 분석은 정확한 분류를 가능케 함 

많은 공격 샘플에 기반한 분석은 모든 공격 타입을 

정의가능하도록 함 

모듣 새로운 공격은 사전 정의된 공격 타입으로 분류 가능 

공격 타입에 따라 사전 정의된 방어 체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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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방법 수집 및 분석 

100가지 이상의 공격 방식 수집 

오래되거나 새로운 다양한 공격 방식 수집… 

L2 에서 L7 영역에 이르는 공격 수집 

다양한 플랫폼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공격 수집 

각 공격에 대한 분석 

공격의 시발점 및 공격 대상은 무엇인가? 

공격 기준 및 공격 매커니즘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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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DDOS 공격 타입 

대역폭 고갈형 – 플러딩 기반 공격 

세션 자원 고갈형 – 타임아웃이나 세션 상태 변경을 목적으로 

한 공격(비동기 공격)  

CPU 리소스 고갈형 – CPU 연산 자원을 공격(비동기 공격)   

취약점 공격형 – 시스템의 취약점을 타겟으로한 공격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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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공격 – 복합적인 DDOS 

복합적인 DDoS – Diverse DDOS – 2가지 이상의 DDoS 

공격 방식을 동시에 실행 

Example = Flood + Session State Change 

Example = Flood + CPU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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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고갈형 – 플러딩 기반 DDOS 공격 
No. DDOS 공격 툴 프로토콜 DDOS 공격 타입 – 플러딩 

1. Tribe Flood network (TFN) ICMP, TCP, UDP ICMP Flood, smurf, UDP Flood, SYN flood 

2. TFN2K ICMP, TCP, UDP ICMP Flood, smurf, UDP Flood, SYN flood. Mixed attack, ARGA3 attack 

3. Tirinity v3 TCP, UDP 
UDP flood, SYN flood, RST flood, randomflag flood, fragment flood, ACK flood, 

Establish flood, Null flood 

4. good bye  TCP http flood 

5. black peace group udp, icmp, TCP UDP flood, ICMP flood, HTTP flood 

6. Phpdos TCP http flood 

7. Twbooter udp UDP flood 

8. gray pigeon any Flood to any protocol 

9. dark comet tcp, udp SYN flood, UDP flood, HTTP flood 

10. mp-ddoser udp, tcp SYN flood, UDP flood, HTTP flood 

11. fg power ddoser udp UDP flood 

12. silent ddoser udp, tcp SYN flood, UDP flood, HTTP flood 

13. alevolent ddoser udp UDP flood 

14. Ruskill TCP, icmp ICMP flood, HTTP flood 

15. DirtJumper (September) TCP, ICMP ICMP flood, Get & PUT flood 

16. Unnamed TCP VOIP flood 

17. Unnamed UDP DNS reflection attack, Amplification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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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자원 고갈형 – 세션 상태 기반 공격 

No. DDOS 공격 툴 프로토콜 DDOS 공격 타입 – 타임아웃, 상태 변경 

1. HOIC TCP  SLOW GET, SLOW POST 

2. Darkshell udp, tcp, icmp SYN, HTTP idle timeout congestions 

3. Dedal tcp SLOW GET 

4. Simple Slowloris TCP Slowloris – incomplete header 

5. Unnamed TCP SlowRead 

6. Darkshell udp, tcp, icmp SYN, HTTP idle timeout congestions 

7. RUDY TCP Slow Post, Long Form Field Submission 

8. Tor Hammer TCP Slow Post 

9. Slowhttptest TCP Slowloris, Slow Post, Slow Read 

10 Set URL TCP Connect to SLOW Responding URL 

11. SockStress TCP ZeroWindow Timeout 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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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자원 고갈형 – CPU 자원 공격 

No. DDOS 공격 툴 프로토콜 DDOS 공격 타입– CPU + 메모리 공격 

1. RefRef TCP SQL Query (large or complex verification of SQL) 

2. Unnamed TCP SSL renegotiation  

3. Unnamed TCP Memory Calculations Attack (CPU + MEM) 

4. Unanmed TCP Crafted HEADER or POST 

5. Unanmed TCP XML DTD attack 

6. Unanmed TCP XML external entity 

7. E-commerce  TCP Incomplete shopping carts   



OWASP 

취약점 기반 공격 

No. DDOS 공격 툴 프로토콜 DDOS 공격타입 

1. Unnamed ICMP  ICMP Vulnerability - Ping of Death 

2. Teardrop Any TCP/IP fragmentation vulnerability - Teardrop  

3.  Land  TCP Send SYN to host from its own IP – LAND  

4.  Unnamed  Any Buffer Overflow – all OSI layers  

5. Unnamed TCP Apache Killer 

6. unnamed TCP HasDos (hash collision)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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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OS 

어노니모스 및 최근 공격 트렌드 

Examples 

 SYN flood + Slowloris 

 SYN flood + SlowPost 

 SYN fragmentation + SlowRead 

 SYN flood + Crafted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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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고갈형 – 플러딩 기반 DDOS 공격 
No. DDOS Tool Protocol DDOS Attack Type – FLOOD 

1. Tribe Flood network (TFN) ICMP, TCP, UDP ICMP Flood, smurf, UDP Flood, SYN flood 

2. TFN2K ICMP, TCP, UDP ICMP Flood, smurf, UDP Flood, SYN flood. Mixed attack, ARGA3 attack 

3. Tirinity v3 TCP, UDP 
UDP flood, SYN flood, RST flood, randomflag flood, fragment flood, ACK flood, 

Establish flood, Null flood 

4. good bye  TCP http flood 

5. black peace group udp, icmp, TCP UDP flood, ICMP flood, HTTP flood 

6. Phpdos TCP http flood 

7. Twbooter udp UDP flood 

8. gray pigeon any Flood to any protocol 

9. dark comet tcp, udp SYN flood, UDP flood, HTTP flood 

10. mp-ddoser udp, tcp SYN flood, UDP flood, HTTP flood 

11. fg power ddoser udp UDP flood 

12. silent ddoser udp, tcp SYN flood, UDP flood, HTTP flood 

13. alevolent ddoser udp UDP flood 

14. Ruskill TCP, icmp ICMP flood, HTTP flood 

15. DirtJumper (September) TCP, ICMP ICMP flood, Get & PUT flood 

16. Unnamed TCP VOIP flood 

17. Unnamed UDP DNS reflection attack, Amplification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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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고갈형 – 플러딩 공격 방어 

• 차단 방안 – DOSaaS, BGP, 프락시 

• 일부 프락시 매커니즘/ 웹 방화벽/IPS 기반 솔루션/ DDOS 

서비스 

– 트래픽 우회 (특정 IP 를 대상으로 공격) 

– 세션 리셋 

– 대역폭 제한 

– 사용자 확인 알고리즘 적용 

• 두 가지 이상의 매커니즘의 조합에 IP 인텔리전스를 

적용하는 것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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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자원 고갈형 – 타임아웃, 세션 상태 기반 공격 

No. DDOS 공격 툴 프로토콜 DDOS 공격 타입 – 타임아웃, 상태 변경 

1. HOIC TCP  SLOW GET, SLOW POST 

2. Darkshell udp, tcp, icmp SYN, HTTP idle timeout congestions 

3. Dedal tcp SLOW GET 

4. Simple Slowloris TCP Slowloris – incomplete header 

5. Unnamed TCP SlowRead 

6. Darkshell udp, tcp, icmp SYN, HTTP idle timeout congestions 

7. RUDY TCP Slow Post, Long Form Field Submission 

8. Tor Hammer TCP Slow Post 

9. Slowhttptest TCP Slowloris, Slow Post, Slow Read 

10 Set URL TCP Connect to SLOW Responding URL 

11. SockStress TCP ZeroWindow Timeout 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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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자원 고갈형 – 세션 기반 공격 방어 

내부 – 정교한 타임아웃 설정  

네트워크, 시스템, 웹서버, 어플리케이션 

각 세션에 대한 타임아웃 조절을 위하여 인라인형태로 

프락시나 ADC 장비 구축 

동시 접속 컨넥션이 가장 중요!! 

세션 한계에 도달한 경우? 

오래된 세션을 가장 먼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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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자원 고갈형 – CPU 자원 공격 

No. DDOS 공격 툴 프로토콜 DDOS 공격 타입– CPU + 메모리 공격 

1. RefRef TCP SQL Query (large or complex verification of SQL) 

2. Unnamed TCP SSL renegotiation  

3. Unnamed TCP Memory Calculations Attack (CPU + MEM) 

4. Unanmed TCP Crafted HEADER or POST 

5. Unanmed TCP XML DTD attack 

6. Unanmed TCP XML external entity 

7. E-commerce  TCP Incomplete shopping c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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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자원 고갈형 – CPU 자원 공격 방어 

완벽한 방어 매커니즘은 없음 – 탐지! 

CPU 나 메모리의 상태 모니터링 후 알림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과다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탐지! 

원인을 찾아 제거 

이런 공격을 탐지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프락시나 
ADC 를 이용하는 것 

초당 SSL 재협상 횟수를 제한 

프락시나 ADC 를 통하여 어플리케이션 상태 모니터 

서버나 어플리케이션 부하분산을 통한 적절한 용량 
계획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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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기반 공격 

No. DDOS 공격 툴 프로토콜 DDOS 공격타입 

1. Unnamed ICMP  ICMP Vulnerability - Ping of Death 

2. Teardrop Any TCP/IP fragmentation vulnerability - Teardrop  

3.  Land  TCP Send SYN to host from its own IP – LAND  

4.  Unnamed  Any Buffer Overflow – all OSI layers  

5. Unnamed TCP Apache Killer 

6. unnamed TCP HasDos (hash collision)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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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기반 공격 방어 

안전한 코드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웹방화벽은 좋은 방어 수단 중의 하나  

반드시 Inline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방어 

웹방화벽의 적극적인 사용 

주기적인 취약점 분석 및 패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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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DDoS 공격 방어 

• 4가지 유형의 DoS 공격 방어 매커니즘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 

• 공격 상황 대비 대응 절차 수립 

– 탐지, 알림, 격리, 제거, 보고 및 학습 

• 관련 담당자가 모두 협업 

– IT 부서 

– 제조사  

–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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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DOS 공격 

CDN/IDPS로는 막을 수 없는 DDoS 공격 
 
1.메모리 고갈을 목적으로 한 공격  
              -SLOW GET, SLOW POST 
              -SYN, HTTP idle timeout congestions 
              -Slowloris 
              -SlowRead  
 2. CPU 자원 고갈을 목적으로 한 공격  -  웹방화벽 필요   
               -SSL renegotiation 
               -SQL Query 
               -Crafted header or Crafter URL 
               -XML DTD attack 
               -XML external entity  
3. 취약점을 대상으로 한 공격 –  반드시 웹방화벽 필요 
               - Post of Doom - HASH-Collision Attack 
               - Apache K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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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고갈형 공격 

ISPa 

ISPb 

SaaS 

계층별 DDoS 차단 아키텍쳐 

App 1 

Corporate Users 

App 2 

App 3 

 

세션 유지형 DoS 

(Asymmetric) 

프락시나 ADC 의  

타임아웃 설정 

 

CPU 자원 고갈형 DOS 

(Asymmetric)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웹방화벽 or 프락시 

 

취약점 기반DOS 

웹방화벽 

DOSaaS 

대역폭 제한 

프락시 적용 

BGP 기반 트래픽 우회 

회선 사업자 데이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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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BEST PRACTICES 

• 서비스형 및 박스형 DDoS 솔루션 동시 구축 

• 계층형 DDoS 방어 솔루션 구축 

• 3-4계층의 공격은 1차 방어존에서 방어 

• 대역폭 제어, 패턴 방어, SYN Cookie 

• 어플리케이션 영역 공격은 2차 방어존에서 방어 

• CAPTCHA, 사용자 무결성 확인, 웹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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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위터 : @o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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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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