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200/300 Series Managed Switch에서 ICMP
점보 프레임 방지 

목표
 

이 문서의 목적은 SG200 및 SG300 시리즈 스위치가 일부 ICMP 점보 프레임을 차단하고 다
른 점보 프레임이 스위치를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이 문서에서는
ICMP 점보 프레임 때문에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를 보여줍니다.이 문서에서는 DoS(Denial of
Service) 공격이 무엇이며 ICMP 점보 프레임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SG200 
· SG300
  

스위치를 통한 ICMP 점보 프레임
 

다음은 SG200 및 SG300 Series 스위치에서 ICMP 점보 프레임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및 점
보 프레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점보 프레임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SG200 및 SG300 Series) 및 고속 이더넷 스위치(SF200 Series 스위
치)는 점보 프레임을 지원합니다.점보 프레임은 표준 1,518바이트부터 최대 9,000바이트까지
의 크기 범위 내에서 확장된 이더넷 프레임입니다.따라서 점보 프레임은 프레임당 더 많은 데
이터를 전송하여 헤더의 오버헤드를 줄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입니다.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ICMP는 IP 데이터그램의 오류나 진단 또는 라우팅 목적으로 ICMP 메시지를 생성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제품군의 일부인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입니다.ICMP 오류는 항상 원래 데이터
그램의 원래 소스 IP 주소에 보고됩니다.이 프로토콜은 올바른 데이터 배포를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악의적인 사용자가 다른 DoS(Denial of Service)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악용
할 수 있습니다.
 
DoS 공격은 잘못된 트래픽으로 네트워크를 플러딩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및 서버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합법적인 사용자에게 응답하지 못하게 합니다.무작위 대입 공격을 통
해 DoS는 과도한 트래픽으로 서버를 플러딩하여 서버 및 네트워크 대역폭을 소비합니다.다음
은 ICMP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DoS 공격 유형입니다.
 

·ICMP Ping 플러드 공격 — ICMP Ping 플러드 공격에서 공격은 일반적으로 호스트에서
ping 명령을 사용하여 대상 시스템에 많은 수의 ping 패킷을 전송합니다.이렇게 하면 공격받
은 시스템은 합법적인 트래픽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ICMP Smurf Attack — ICMP Smurf Attack은 스푸핑된 ping 패킷으로 피해자 시스템을 플러
딩합니다.이는 대상 피해자의 스푸핑된 IP 주소를 포함하는 수정된 패킷입니다.이렇게 하면
로컬 네트워크의 모든 호스트에 잘못된 정보가 브로드캐스트됩니다.이러한 모든 호스트는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응답으로 포화 상태가 됩니다.사용
된 네트워크에 호스트가 많이 있으면 많은 양의 트래픽에 의해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스푸핑



됩니다.
 

참고:IP 스푸핑은 발신자의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위조된 소스 IP 주소가 있는 IP 패킷을 말합
니다.
 

·Ping of Death — 공격이 ping되면 공격자는 최대 IP 패킷 크기인 65.536바이트보다 큰
ICMP 에코 요청 패킷을 피해자에게 전송합니다.수신된 ICMP 에코 요청 패킷이 일반 IP 패
킷 크기보다 크므로 프래그먼트화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피해자는 패킷을 리어셈블할 수 없
으므로 OS가 충돌하거나 재부팅됩니다.
 
·ICMP Nuke Attack — 이 공격 유형에서는 3형 대상 도달 불가 메시지가 있는 ICMP 패킷을
통해 수신자에게 핵을 보냅니다. 이 공격의 결과는 대상 시스템이 기존 연결과의 통신을 중
단한다는 것입니다.
 

SG200 및 SG300 Series 스위치에서 Denial of Service Prevention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관리
자가 특정 ICMP 패킷의 차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DoS와 같은 많은 네트워크 공
격이 ICMP를 사용하므로 일부 ICMP 점보 프레임이 차단되므로 보안상의 이유로 이러한 스위
치의 방화벽이 ICMP 점보 프레임을 차단합니다.그러면 필요한 ICMP 프래그먼트화 및 DF 설
정 메시지가 발신자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발신자는 더 작은 크기로 패킷을 전송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패킷이 성공했다는 TCP 확인을 받지 않습니다.그런 다음 발신자는 동일
한 크기의 프레임을 계속 재전송하지만 대상에 도달하지는 않으므로 "블랙홀"이라는 조건이
발생합니다.
 
웹 구성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점보 프레임을 구성하고 Port management(포트 관리) > Port
Settings(포트 설정)를 선택하고 Security(보안) > Denial of Service Prevention(서비스 거부 방
지) > Security Suite Settings(보안 제품군 설정)를 선택하여 DoS 방지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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