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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는, 네트워크 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편
이를 가져다 주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NMS(Network Management System)에서 SNMP를 사
용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들은 그 편리함에 놀라지만, 보안의 관점에서 볼때는 그리 좋
지만은 않은게 사실이다.
SNMP는 네트워크 망을 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로, 간단한 명령으로 원격 시스템의
CPU정보에서부터, 인터페이스 트래픽 량까지 알려주는, 매우 똑똑한 프로토콜이다.
SNMP는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에 기반하여, 수많은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사실 필요이상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snmpwalk나 snmpset같은 명령만
으로 모든 작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공격자로부터 쉽게 악용될 소지도 크다.
SNMP에 대한 취약점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고, 국내외로 보안업체마다 대응방안을 내놓기도 하
였지만, 어떠한 취약점 때문에 어떠한 공격이 이루어 질수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있는 문서는 별로
없었다.
본 문서는 이제 막 보안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쉽고 편하게 기
술하였으며, 실제 SNMP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실습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대응방
안을 모색해본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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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MP
SNMP 취약점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SNMP란 놈의 대해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SNMP가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 놈이며,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SNMP의 정체?를
알아보겠다.

가. SNMP란 ?
SNMP는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의 약자로,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간단한 네
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라는 뜻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앞에 Simple은 개인적으로 인정하
지 못하겠다. (실습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기 때문에..)
SNMP는 네트워크 망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다. 알다시피 초기에 네트워크망 관리는
ICMP에 의존했었다. ICMP는 ping명령어를 통해서 대상 호스트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해당 경로
의 속도는 어느정도인지의 정보를 관리자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네트워크
망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접속경로가 다양해지게 되면서, ICMP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간단한 관리는 가능하고,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의 관리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킹공격도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의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SGMP, HIMS, CMIP/CMIS 등이 제안되었다. 이중에서 SGMP를 발전시킨 SNMP가 사실상 네트
워크 관리를 위한 표준프로토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럴만도 한 것이, CMIP/CMIS는 너무 방대
하고 복잡했으며, HEMS의 경우에는 실제 적용사례가 적었다.
그렇게 SNMP는 네트워크관리의 표준프로토콜로서 현재,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지원되어지고 있
다. Linux와 그밖에 유닉스환경에서는 snmpd라는 SNMP관련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윈도우환
경(xp, Vista, 7)에서는 SNMP를 이용한, Network map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linux snmpd 서비스(좌)와 윈도우7 network map 서비스(우) >

나. SNMP의 구조
SNMP가 무엇을 하는 놈인지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 차례다.
SNMP는 OSI 7계층(Application)에서 작동하는 프로토콜로, 프로토콜 자체로는 동작하지 않는다.
HTTP가 통신을 위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듯이,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모델이 필요하다.

1) 관리시스템(Manager)
관리시스템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네트워크 상황을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관리
데이터의 분석 및 장애관리 등의 기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관리대상 에이전트
로부터 관리데이터를 요청한다. 즉,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2) 관리대상 에이전트(Agent)
SNMP 에이전트는 관리대상장비, 즉 호스트, 라우터, 브릿지, 허브 같은 네트워크 장비에 설치
되며, 관리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관리 정보를 보내거나, 관리시스템의 어떤 조치를 요구하며,
문제 발생시 자동적으로 장애 상황을 관리 시스템에 통보한다. 서비스 요청에 대해 응답하는 서
버라고 생각하면 된다.

3)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
MIB란 TCP/IP를 기초로한 관리모델에서 각 관리 대상장비의 관리 되어질 요소들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때 관리되어지고 있는 각 정보들을 객체라고 하며, MIB
는 이러한 객체들의 계층적 트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들어, 라우터가 관리대상이라고 가정
하면, 라우터에는, Load, Bandwith, delay, interface 정보, hostname, password 같은 여러 가
지 객체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MIB는 각 벤더들마다 다르며, 장비의 모델마다 다를 수
가 있다. MIB정보를 얻을려면, 각 장비의 해당하는 회사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러한 MIB의 자원들을 표현하고, 명명하는 기준을 SMI(Structure of Management Information)
라고 한다. MIB는 SMI 규칙에 따라 5가지 기능으로 분류된다.

◦

구성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네트워크상의 장비와 전반적인 물리구조를(Topology) 지도화 하는 기능

◦

성능관리(Performance Management)

가용성, 응답시간, 사용량, 에러량, 처리속도 등 성능 분석에 필요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

◦

고장관리(Fault Management)

문제의 검색, 추출 및 해결을 제공하는 기능

◦

보안관리(Security Management)

정보의 제어 및 보호 기능

◦

계정관리(Accounting)

각 노드별로 사용현황을 측정하는 기능

MIB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 MIB-1, MIB-2, 확장 MIB 인데, 뒤에 붙는 숫자가 클수록 내장하고
있는 관리객체가 많다고 생각하면 된다. MIB-1은 약 114개의 객체를 포함하고 있고, MIB-2는
171개의 객체를 지원한다. 확장 MIB는 MIB-1이나 MIB-2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벤더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 기능을 SNMP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확장 MIB이다.

<MIB 구조>

MIB는 위에서처럼 계층적인(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게 된다.(위의 그림은 MIB의 일부만을 나타냄)
위에 MIB계층 구조를 보면 각 MIB옆에 숫자가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이숫자를 OID번호라고 한
다. 이 OID번호를 사용하면, 객체의 고유이름을 대신할수 있다. 또한, MIB 객체들의 고유 문자열
을 사용할 때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시스템부가정보(sysDescr)을 얻어오길 원한다면, 1.3.6.1.1.2.1.1.1을 사용하면 된다.
결국 Network를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대상인 장비들의 MIB중에서 특정값을 얻어와서 그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그 값을 변경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SNMP의 동작
SNMP프로토콜이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다. 당연한 것이, 특
정 정보에 대해(MIB) 요청을 하면(Manager) 그것을 처리해주는 대상(Agent)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SNM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다.

< SNMP 프로토콜 구성과 SNMP를 사용한 네트워크 관리방법 >

위의 그림을 보면, SNMP는 응용계층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이며, UDP를 사용함을 알수 있다.
또한, IP 기반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Manager와 Agent모두 IP주소가 할당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SNMP는 비동기식 프로토콜인 UDP상에서 동작하므로, (TCP처럼 연결을 맺는 과정 자체가
없고, 메시지의 대부분이 단순한 요청과 응답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다음의 간단한 4가지 연산
만 수행한다.

1) GET
장비의 상태 및 가동시간등의 관리 정보를 읽어 들인다. 특정 장비의 정보를 읽으려면 메시지의
송신자로서 관리자는 그 장비를 표시하는 작은 프로그램인 에이전트에 조회를 한다. 관리자는
MIB의 트리구조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객체를 알아내고 응답을 해석한다. 즉, Manager
에서 Agent로 특정정보를 요청한다.

2) GET Next
정보가 계층적 구조를 가지므로 관리자가 장비에 조회를 해서 해당 트리의 보다 하위층 정보를
얻도록 한다. GET과 비슷한 명령으로, 해당 객체의 하위객체들까지 모두 요청할 때 사용한다.

3) Set
장비의 MIB를 조작하여 장비를 제어한다. 관리자는 요청을 보내 다시 초기화 시키거나, 프로그
램에 따라 스스로를 다시 재구성한다. 즉, Manager에서 Agent로 특정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
용한다.

4) Trap
Agent에서 통보해야 될 어떤 정보가 발생했을 때(임계치를 넘는 네트워크 자원 등) Manager에
게 해당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다. 위의 다른 요청들이 동기적 요청이라면 이것은 비동기
적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위와 같이, SNMP는 Manager의 요청에 Agent가 응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Agent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Manager에게 상황발생을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함께 보내게 된다.
이렇게 Get, Get Next, Set, Trap 이 네가지 명령어를 사용하여 SNMP 통신을 할 때, 5가지 형
태의 Format Message(PDU)를 만들어 전송하게 된다. 메시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Message Format >

그림과 같이, 통신이 가능할려면 최소한 몇가지 사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Version

Manager와 Agent간의 SNMP Version이 일치해야 한다. v1과 v2의 format이 약간 다르다.

◦

Community

양 시스템간의 Community name이 일치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인증절차를 위한 암호기능을 한다.
private, public, community가 있다.

◦

PDU

PDU는 Physical Data Unit의 줄임말인데, 실제 전송되는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unit이다. unit이
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 전송되는 정보들의 부가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몇가지 값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이다. PDU는 PDU type(Get인지, Set인지, GetNext인지, Trap인지 등)과, Request-id, 실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OID와 OID에 대한 값들)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3가지가 정확하고 SNMP 메시지에 오류가 없으면 응답이 오나, 그렇지 않으면 SNMP메시지
에 대한 응답은 오지 않는다. 또한, 각 PDU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GetRequest

SNMP manager가 특정 객체의 한 값을 읽어올 수 있게 한다.

◦

GetNextRequest

SNMP manager가 특정 객체와 그 하위객체들의 값을 읽어올 수 있게 한다.

◦

SetRequest

SNMP manager가 Agent의 객체 값을 변경한다.

◦

GetResponse

GetRequest, GetNextRequest, SetRequest 등에 대한 응답을 보낸다.

◦

Trap PDU

Agent가 특정상황이 발생했음을 Manager에게 알린다.

2. SNMP의 취약점
예전보다 여러 보안 단체들은 해커들이 선호하는 취약점 TOP 10을 발표하곤 했다. 이 목록에 빠
지지 않고 항상 포함되어 있는 취약점 중에 하나가 SNMP 취약점이다.
SNMP는 네트워크의 라우터의 설정을 바꿀수도 있고, 시스템에 계정을 만들 수도 있다. 중앙 집
권화된 관리를 하기 위한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프로그램에 쓰이는 SNMP를 이
용하여 해커들은 자신이 관리자인 것처럼 네트워크를 장악한다. 물론 쓰기 기능이 허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하지만 읽는 것만이 허용된 SNMP역시 필요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정보를 해커
에게 제공하고 있다.

가. SNMPv1 vs SNMPv2 vs SNMPv3
SNMPv1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보안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community 값의 확
인 절차만 거치면 네트워킹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처럼 많은 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체 테이블을 읽고 싶을 때 수많은 요청과 응답이 반복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 관리
자가 존재할 경우에 관리자간의 통신 기능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93년에 SNMPv2가 등장했다. 관리자와 관리자간의 통신을 위
한 informRequest PDU가 정의되었고, 이를 위한 관리자간의 MIB도 정의해 놓았다. 관리자간
통신이 가능해짐으로 분산관리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커다란 테이블 객체들의 값을 손쉽
게 읽어오기 위해서 getBulkRequest PDU 타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번의 요청으로 여러
값들을 읽어오는 것이 가능해졌고 불필요한 대역폭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Data Encryption
Standard(DES)알고리즘과 Message Digest 5(MD5)알고리즘을 사용한 보안 기능이 추가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SNMPv2가 SNMPv1의 문제점들을 보완했지만, SNMPv2에 대한 시초의 목
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에 99년 인증 및 인가와 같은 보안과 원격 관리 등의 부분을
강화에 초점을 둔 SNMPv3이 등장하였다.

나. 문제점
이와 같이 SNMP 프로토콜은 Manager와 Agent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통한 네트워크 관리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네트워크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SNMP 서비스가 설정되어
있고, 시스템의 설정을 읽거나 변경할 때 사용하는 community string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
어 외부 네트워크에서도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해당 장비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필요이상
의 많은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SNMPv1의 경우 모든 메시지들이 평문(plain
text)으로 전달되므로 스니퍼링으로 인한 문제도 가지고 있다.
또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용자로부터 비정상적인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시스템이 다운되거
나 재부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핀란드의 Oulu 대학의 보안 프로그램 그룹을
통해 밝혀졌다. 이 대학의 보안프로그램 그룹인 OUSPG에서 제작한 SNMPv1에 대한 test suite
는 SNMPv1에 기준하여 제작되었지만 SNMPv2와 SNMPv3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약점이 존재
하고 있으며, 이 test suite를 이용해 약 53000여가지의 경우에 대해 테스트해 볼 수 있다.

3. SNMP 공격
SNMP 취약점으로 인한 공격으로는 서비스거부공격(DoS, DDoS), 버퍼 오버플로우, 비인가 접속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SNMP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이 암호화 되어 있지 않
고, rw권한(read, write)설정, 특히 패스워드와 비슷한 가치를 지니는 community string을 디폴
트값인 public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본 문서에서는 SNMP를 이용한 원격지의 MIB
값을 수정하는 공격방법을 살펴보겠다.

가. 실습환경 구성
실습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을 구축하였다.

< 실습 토폴로지 >

위 토폴로지는 Dynamips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host는 VM-ware workstation를 이용한
Radhet 9을 사용하였으며, Dynamips의 net파일의 fa1/0부분에 VM-ware network adapter
(VMnet8 NAT)가 연결되어있는 상태이다. 라우터는 Cisco 3640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 실습 net-파일 >

Dynamips와 host를 구동시켜 네트워크 셋팅을 한다.

< Dynamips를 이용해 라우터 구동 >

호스트의 ip는 192.168.174.3/24 으로 설정했으며 gateway는 192.168.174.254/24(라우터)로 설
정한다.

< attacker 네트워크 세팅 >

라우터에는 호스트네임을 “kucis”로 바꾸고, enable 권한 패스워드를 "cnsl"로 준다. 그다음 net
파일의 연결대로 fa1/0의 ip를 192.168.174.254/24로 주어, 해당 호스트와 라우터간의 핑이 가도
록 구성한다.

< Router 세팅 >

< Router와 host간의 연결 확인 >

거의 대부분의 OS에서 SNMP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SNMPD 데몬이 기본적으로는 부팅과 동
시에 enable될 것이다. 이러한 도구를 설정해 주려면 “setup”을 치고, System services에서
snmpd와 snmptraped에 체크해 주면 된다.

< snmpd 데몬 구동 >

SNMP를 이용한 오픈소스 네트워크 관리 툴 중에 net-snmp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폭
넓게 사용 되어지고 있다. net-snmp는 http://net-snmp.sourceforge.net 에서 무료로 구할수 있
다. net-snmp의 설치과정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net-snmp는 유닉스 환경에서 동
작한다.

< net-snmp 공식 사이트 >

나. 실습
실습환경을 갖추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겠다. 우선 라우터의 SNMP를 사용하고 있다
고 가정해야 하므로, 라우터 명령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 SNMP 사용 설정 >

snmp를 enable 시킴과 동시에 community string 이름을 "private"으로 지정하고 권한을
rw(read, write)로 설정했다. SNMP를 사용함에 있어서 community string은 사용자 계정의 패스
워드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지만, 구입당시의 디폴트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도 상당히
많은게 현실이다. community string 이름은 나중에 Brute-force 툴을 이용하게 될 때의 시간절
약을 위하여, 위와 같이 설정하였다. rw 권한은 원격에서 SNMP를 이용하여 SET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며, 이 역시 설정을 따로 안해줄 경우,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제 공격자 시스템에서 Nmap을 이용하여, SNMP가 enable 되어있는 장치들을 찾아야 한다.
SNMP는 UDP포트 161번을 사용하므로, Nmap을 이용하여 UDP 포트를 스캔하였다.

< Nmap을 이용하여 UDP 포트 스캔 >

포트스캔 결과 "Unknown"의 MAC Address를 가지는 임의의 장치가 SNMP를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제 이 장치의 community string 값을 알아내야 한다. 이 값을 알아내기 위하여,
ADMsnmp라는 snmp Brute-force attack 툴을 사용하였다. 이툴은 네트워크 장비나 SNMP를 운
영중인 모든 장비의 community string을 문차별 대입 공격으로 찾아내는 명령행 툴이다.
ADMsnmp를 설치하고, 해당 폴더에 적당한 사전파일을 만든다. 당연히 사전파일안의 단어의 수
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 ADMsnmp 설치파일과 사전파일 >

< ADMsnmp를 이용하여 community string 값 얻기 >

community string값이 "private"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습을 위해서 일부러 간단한 문자열을
넣었지만, community string을 실제 PASSWORD처럼 관리하고, 명명한다면 이렇게 빨리 값을 얻
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공격의 결과로 "private"이 write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제 공격자는 net-snmp도구의 snmpwalk를 이용해서 대상 장치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 snmpwalk를 이용하여 대상 장비 정보 파악 >

snmpwalk 뒤에 붙는 -v 옵션은 SNMP의 버전을 나타낸다. -c 옵션은 community string값을 지
정해줄 때 사용한다. 좀 전에 알아낸 community string 값을 지정하고 해당 ip주소를 입력하였
다. 뒤에 head 옵션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대상 장비의 모든 MIB 객체들을 출력한다. 자세히 들
여다보면, 해당 장비에 해당하는 객체 구성을 OID로 나타내고 있으며, 인터페이스정보와 ip설정
정보들, hostname등 대부분의 라우터 구성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스코 홈페
이지에서 MIB 값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snmpwalk 결과 나온 Oid값들을 활용하여, 해당 객체 값
을 바꿔 보기로 하겠다.
snmpset 역시 snmpwalk와 사용법은 비슷하지만 뒤에 값을 설정할 OID 값 혹은 MIB객체 이름
과 변경할 값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iso.3.6.1.2.1.1.5.0 의 값이 "kucis"인걸로 보아, 아마 이게
hostname 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값을 “hahaha"로 바꿔 보겠다.

< snmpset을 이용한 MIB 객체 값 설정 >

공격자에서 snmpset을 이용해 위와 같이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해당 장치(라우터)에 SNMP에
의해 구성이 변경되었다는 로그가 발생한다. hostname이 “hahaha”로 변경되었다.

< hostname이 변경된 라우터 >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객체는 hostname 뿐만이 아니다.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IP 또한 변경이 가
능하여, 라우팅테이블을 조작 할수도 있다. 또한, 공격자가 tftp 서버를 구축하여 아예 라우터의
구성파일 자체를 tftp 서버로 전송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공격이 가능한 이유는, 라우터의 취약한 community string naming과 부적절한 권한(rw)
할당 때문이다.

4. 대응방안
이러한 취약점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SNMP 프로토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SNMP를
사용중인 OS나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패키지의
업데이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가. SNMP 서비스 중지
다른 조치에 앞서 SNMP 서비스가 불필요하다면 각 벤더별 설정에 따라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한다.

나. community string의 변경
SNMP관련 서비스에서 community string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예 : public,
private)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의 유출이나 설정 변경 등의 작업이 가능하게 되므로
community string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 SNMP 서비스 관련포트의 필터링
가장 기본적인 조치중의 하나로서 SNMP가 사용하는 포트를 필터링 하는 것이다. SNMP에서
사용하는 포트들은 161,162번(UDP)이지만 업체 혹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 SNMP 관련 포트들
7/udp,

161/tcp, 161/udp, 162/tcp, 162/udp, 199/tcp, 391/tcp, 391/udp, 705/tcp, 1993/tcp,

1993/udp

만일 SNMP를 사용중이라면 필터링 설정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포트의 필터링을 위해 방
화벽이나 라우터의 ACL을 설정하여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라. 인증되지 않은 내부 서버로부터의 SNMP 트래픽을 차단
대부분의 경우, 한정된 서버만이 SNMP 서비스 패킷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SNMP를 사용하는
내부의 서버를 지정함으로써 불필요한 request 메시지를 차단하여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부 네트
워크로부터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을수 있다. 하지만 필요이상의 필터링 작업은 내부 네트워크의
performance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설정 시 주의해야 한다.

마. 내부 네트워크로부터의 SNMP 트래픽 분리하기
SNMP 서비스를 내리거나 외부와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SNMP 접속이
필요한 네트워크 부분을 기존의 네트워크와 분리시킴으로서 알려진 취약점들로부터 보호되도록
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물리적인 구성자체를 분리하는 것이지만, VLAN(Virtual Lan)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물론 VLAN이 완벽한 보안을 제공하지는 않
지만 공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바.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트래픽 필터링
SNM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나
가는 트래픽 중 SNMP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포트를 차단하여 내부 서버가 다른 서버를 공격하
는 경우를 미리 방지한다.

사. 업체별 보안대책
1) Microsoft
기본적으로 SNMP 서비스가 설치되지는 않지만 모든 버전의 Windows에서 관련 취약점이 존
재하므로 해당하는 OS의 버전에 따라 패치를 적용하고, SNMP 서비스가 불필요하다면 서비스
를 내리도록 한다.
Windows 2000이나 xp의 경우 windows update를 통해 패치가 가능하다.
Windows95/98/98SE에서 SNMP 서비스를 disable하려면 제어판 -> 네트워크를 선택한 후, 네
트워크 구성요소에서 SNMP agent를 삭제하면 된다.

2) Cisco
라우터와 스위치 등 상당수의 제품들이 해당되므로 Cisco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필히 다음의
보안권고문을 확인하도록 한다.

◦ 관련 보안 권고문
Malformed SNMP Message-Handling Vulnerabilities (Revision 1.4)
(http://www.cisco.com/warp/public/707/cisco-malformed-snmp-msgs-pub.shtml)

◦ 조치방법
- SNMP 서비스 중지
라우터의 configuration 프롬프트에서 “no snmp-server"과 같이 입력하여 SNMP 서버를
내린다.
- ACL(Access Control List)를 설정하여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한한다.
SNMP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서비스를 사용하는 ip와 포트에 대해 access-list를
설정한 후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로 access-list를 설정한다.

3) Redhat
Redhat 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SNMP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ucd-snmp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패키지 버전이 4.2.2와 그 이전 버전인 경우, 서비스거부 공격 문제점과 보
안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역시 서비스를 내리거나 패치를 적용하도록 한다.

◦ 취약한 OS 버전
Redhat linux 6.2 - alpha, i386, sparc
Redhat linux 7.0 - alpha, i386
Redhat linux 7.0 - alpha, i386, ia64
Redhat linux 7.2 - i386, ia64

◦ 관련 권고문
Updated ucp-snmp packages available
(http://www.redhat.com/support/errata/RHSA-2001-163.html)

4) Sun Microsystems
Solaris 8, 7에서 SNMP master agent 프로그램인 snmpdx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 취약한 OS 버전
SunOS 5.8, 5.8_x86 / 5.7, 5.7_x86 / 5.6, 5.6_x86

◦ 관련 권고문
Sun Microsystems, Inc. Security Bulletin - #00215
(http://sunsolve.sun.com/pub-cgi/retrieve.pl?doctype=coll&doc=secbull/215)

5. 결론
SNMP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기능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비록 SNMP의 이러한 취약점들은 구조상의 문제에서 비롯되기는 하지만,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대
부분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SNMP의 취약점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기 때문에, 업체
들은 그에따른 대책을 내놓고 패치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며, 해당 업체의 권고문에 따라 조치를 취하
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안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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