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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는 북한 내부망인 광명을 해킹할 것 이라고 선언했는데, 북한 내부에서
사용하는 내부망인 광명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단독 폐쇄망으로서 인터넷을 경유하여 해킹한다
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어나니머스는 닌자게이트와 내부 협조자를 이용하여 해킹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는데 구체적인 닌자게이트에 대한 스펙은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법을 적
용한 실제 물리적으로 라우터간 연결되지 않은 인터넷 및 폐쇄네트워크 망에서의 연결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로 비록 내부 폐쇄망일지라도 별도의 차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된다.
핵심어 : 라우터, 어나니머스, 백도어, 닌자 게이트웨이

Abstract
Anonymous, International Hacker Group, declared to hack the Kwangmyung intranet of North Korea.
This network used inside North Korea is not connected to the Internet so that its hacking is very difficult.
They announced that they would use the hacking method with the internal control coordinator and the
Ninja gateway, but they did not give any specific information about it. In this study, we suggest a new
approach to use a bottom-up and then connect between the closed network and the Internet without linking
each router. The result of this study needs a separate isolating measure for a router hacking method even
though it is a closed network.
Keywords : Router, Anonymous, Backdoor, Ninja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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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은 서버들을 연결하여 다양한 정보가 교류하는 네트워크망으로서 일반적인 전 세계인의
대다수가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개망과 각국의 군사, 공안 및 행정망으로 이용하는 내부 인
트라넷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내부 폐쇄망인 국방망, 경찰망 및 행정망 등에 대하여 각국은 인
터넷과 물리적으로 격리되어져있어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는 2013년 4월, 북한 관영 조선 중앙 통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침
입하여 사이트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발표했다. 또한, 그들은 한국 전쟁의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2013년 6월 25일에 두 번째로 북한 인민망인 광명을 해킹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5,6]. 이것이 주목

받는 이유는 북한은 매우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고 특
수한 계층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민망인 광명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단독 폐쇄망으로서 인터넷을 경유하여 해킹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다. 어나니머스는 닌자게이트와 내부 협조자를 이용하여 해킹할 것이라고 선
언하였는데 구체적인 닌자 게이트에 대한 스펙은 알려지지 않았다.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한 해킹
기법은 다수 알려져 있으며, 최근인 2013년 10월에도 미 정부 US-CERT 발표 및 D-Link 라우터에
는 백도어가 존재한다고 발표하였다[7]. D-Link의 문제는 사용자가 원격 관리 기능을 사용하는 경
우 이 기능을 사용하여 공격하면 라우터의 설정이 변경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망에 연결된 인터넷 환경 하에서 주로 라우터 자체에 대한 백도어를 이
용한 해킹방법의 가능성 등을 통하여 개략적인 가이드만 제시하였다[1-3],[8].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여 실제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백도어를
통한 라우터 해킹을 통하여 닌자게이트 기법을 기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별도로 운용되는 대표
적 국가 폐쇄망인 국방망, 행정망 및 은행망 등 인트라넷 망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차단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4개장으로 구성되어 2장에서는 라우팅에 대한 설명과 라우팅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
고, 3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인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성방법인 라우터와의 연결 없이 각각 폐쇄
망에 대한 연결법에 대한 기법을 제시하며, 4장은 본 연구의 결론이다.

2. 관련 연구
라우터(Router)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경로(Route)를 설정하고 가장 빠른 길로 트래픽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장치이자 최적경로를 설정해주는 장비로서 동일한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분리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각 네트워크 계층을 서로 연결한다[9,10]. 이 장비는 패킷의 위치를
추출하여 그 위치에 대한 최상의 경로를 지정하고 이 경로를 따라 데이터 패킷을 다음 라우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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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전송시키는 장치이다. 그림 1은 일반적인 라우터의 역할을 묘사한 것이다.

[그림 1] 다수의 라우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성 예
[Fig.1] An example of Network Configuration Using Multi Router

라우터는 브리지가 가지는 기능에 추가하여 경로 배정표(Routing Table)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
또는 자신의 네트워크 내의 노드를 결정한다. 스위치가 MAC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패킷을 목적지
로 전달하는 것처럼, 라우터의 내부에는 라우팅 소프트웨어 및 라우팅 테이블이 있는데, 주소 테이
블에 해당하는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라우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라우팅 소프트웨어는 수신 받
은 데이터 그램의 목적지 주소를 조사하고, 이 주소에 대해 메모리에서 구축된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하여, 출력 포트 중 하나를 통해 데이터 그램을 적절하게 전송시킨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라우터는 철저하게 라우팅 테이블에 의존해 라우팅을 한다. 따라서 라우터의 역할은 라우팅 테이
블을 관리하는 것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하느
냐에 따라 라우터의 원래 목적인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이 가능해진다.
라우팅 테이블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정적(static) 라우팅과 동적(dynamic) 라우팅으로
나눌 수 있다. 정적 라우팅은 관리자가 직접 라우터에 대해 접속하려는 특정 장소에 상대 라우터
를 지정하는 방식이며, 동적 라우팅은 라우터가 자체적으로 라우터끼리의 접속 정보를 주고받아
라우팅 테이블이 자동 갱신되는 방법이다[11,12].
동적 라우팅이 당연히 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정적 라우팅도 라우터 자체의 부하
가 적고 회선 대역폭의 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모뎀이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와 같이
필요할 때만 연결하는 환경에서는 라우팅 정보를 라우터끼리 주고받지 않는 정적 라우팅이 주로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적 라우팅 기법을 활용하여 폐쇄망끼리의 연결시 사용을 설명한다.

그림 2는 경로 배정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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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로 배정표[12]
[Fig.2] Routing Table[12]

또한 라우터와 게이트웨이의 차이점은 라우터는 통상 동일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OSI 3계층과 4
계층을 서비스하는데 반하여 게이트웨이는 OSI 7계층까지 서비스하여 이종 프로토콜까지 변환하
여 지원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일명 닌자 라우터를 활용한 비합법적인
라우팅 기법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3. 닌자 라우터 기법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해킹시도는 설정된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이용한 디도스 공
격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한 백도어를 통한 해킹이 주를 이루었다. 즉, 연결된 네트워크에 대한 시도
는 많았지만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연결되지 않고 보고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국제
해킹 그룹인 어나니머스가 북한 내부망인 광명에 대하여 해킹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관심을 받기
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해커의 속성상 실제 어떻게 어떠한 툴과 기법을 활용하여 해킹할 것인
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알려진 것은 알려지지 않은 닌자라는 전설 속에 나타나는 일본에서
암암리에 활용된 은닉 무사인 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비합법적인 라우터 혹은 라우
팅 조작 방법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3.1 닌자 라우터
닌자라는 어휘에서 나타나듯이 닌자 라우터에는 감추다 혹은 속이다 라는 어의가 느껴진다. 그
러므로 일반적인 라우터가 아닌 평범한 일반적인 데스크탑으로도 얼마든지 라우터를 구축 할 수
있으며[13], 외견상 라우터로 보이지만 않으면 된다. 단지, 라우터의 기본적인 구성은 일반 컴퓨터
와 마찬가지로 중앙처리 장치인 CPU가 있고, 각종 메모리가 라우터의 운영체제와 환경설정 정보,
그리고 라우팅 정보 등을 담을 수만 있으면 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트래픽을 입출력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림 3에서 닌자 라우터의 예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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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좌측) 일반적인 라우터 & (우측) 데스크탑 PC를 이용한 닌자 라우터
[Fig.3] (Left) Ordinary Router & (Right) Ninja Gateway Using Desktop PC

3.2 백도어를 활용한 닌자 라우터 구성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라우터의 구성은 라우터끼리의 연결에 의한 방법이
었다. 즉, 라우터에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전달되지 못한다. 그러나 어나
니머스가 주장한대로 닌자 라우팅을 구성하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우터는
일반적으로 라우터끼리 연결된 후 라우터에서 내부 네트워크 장비인 스위칭 허브(통상 L3, L4)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즉, 탑다운(Top Down) 방식으로 구성된다.[그림 1참조]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법인 바톰업(Bottom Up) 기법을
활용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구축방법은
최하위의 더미 스위칭 장비를 이용하여 각 각의 폐쇄망인 인트라넷을 연결시킨다.
이후, 해당 각각의 라우터에 접속한다.
각각의 라우팅 테이블에 각각의 IP 주소를 기입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기존의 라우팅
테이블이 아닌 다른 상이한 대역의 IP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즉시 IPS(Intrusion Protection
System) 장비에 의해 발각될 수 있다.

유사한 대역을 넣든지 아니면 일회용으로 사용한 후 흔적을 제거해야 한다.
아래 그림 4는 닌자 게이트웨이(라우터) 구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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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백도어(허브)를 이용한 닌자 게이트웨이 구성도
[Fig.4] The Configuration of Ninja Gateway using Backdoor(swiching hub)

4. 결론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한 인터넷은 전 세계인의 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중요한 생활 도구가 되

었다. 특히, 국가에서 운용중인 국가보안망, 은행망 및 행정망 등은 인터넷과 격리되어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영에 핵심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대표적 폐쇄국가인 북한에 대하여 특
히 인터넷과 격리되어 운용중인 내부 인트라넷인 광명에 대하여 국제 해커그룹인 어나니머스의 해
킹 선언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네트워크 망에서의 백도어(스위칭 허브)를 통한 바톰업 연결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이를 통해
라우터간의 테이블 해킹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진 폐쇄망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하였으며, 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비록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용중인 내부 폐쇄망(국방망, 경찰망, 행
정망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차단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에는 닌자 게이트 해킹 방지에 대한 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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