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CISC-S’22
Conference on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graphy Summer 2022

주최/주관     

후        원             

       

2022년 6월 16일(목) ~ 17일(금)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1층
Proceedings



I. 서론

CTF의 교육적인 효과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야
하므로 CTF를 개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전문적으로 CTF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회사
가 아닌 대학 강의에서 교육 목적으로 CTF를
개최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실제로 CTF 대회를 개최해보고 운영해 본 결
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1) 문제 공개 시점 선택을 위한 지표 선정

2) 비정상 행위 모니터링 (다른 사용자와의 답
안 공유, 비정상적으로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경
우, 서버와 실제 플래그가 다른 경우,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인증을 시도하
는 경우, 서버에 공격을 가하는 행위)

해당 문제점들은 하나같이 이를 모니터링하고
확인해야 하는 모니터링 관련 문제가 존재한다
는 공통점이 존재했다.

한 논문에서 교육 목적의 CTF가 겪는 4가지의
문제를 정의했다. 그 결과 모니터링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진행 중인 CTF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관리하는 인력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림 1] CTF 플랫폼과 관련한 챌린지 상황[I]

C3(모니터링 챌린지): CTF가 실행되는 동안 지
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조교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CTF는 며칠
동안 지속하며 전체 이벤트를 관리하려면 상당
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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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TF 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감시와 관련된 인력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인력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회 중 취합되는 관련 데이터를 Kibana를 이용하여 시각

화한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Admin Dashboard를 제작하는 방안을 다룬다. 이를 통해 모니

터링 및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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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작품도 C3와 C4를 다루지 않았다.

…

C1(인터랙티브 챌린지)에 중점을 둔 CTF 플랫
폼은 C3를 놓치는 경향이 있어 정규 수업 과제
나 프로젝트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격 및 방어
CTF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CTF 플랫폼에서 모니터링과 관련한 문제가 제
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CTF 환경
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Admin
Dashboard를 만들고자 한다.

II. 데이터 시각화
본 논문에서는 Admin Dashboard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Kibana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여 다룬다.

II. 1. Heatmap Chart

문제의 어려움이나 문제 분야의 인기 저조 등
으로 인해 사용자의 참여가 저조해 문제 해결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
증 로그 & 문제 해결 상황을 교차 검증하는 대
신 Heatmap Chart를 이용한다.

[그림 2] Heatmap Chart로 시각화한 문제
풀이 현황

이를 통해 특정 문제가 얼마나 풀렸는지, 사용
자의 참여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참여가 저
조하다면 새로운 문제를 공개하는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II. 2. Timelion Chart

CTF 플랫폼 고질적인 문제로 사용자 간 정답
공유 혹은 팀끼리 모여서 문제를 푸는 등의 문
제가 많다. 이를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해도 의
심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Timelion Chart를 이용하여 특
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팀이 언제 문제를 풀었
는지 차트를 확인한다. 서로 다른 사용자가 거
의 동시에 점수를 획득할 시 의심자로 등록하
고 집중 모니터링한다.

[그림 3] Timelion Chart를 통해 사용자들의
문제 풀이 상황 확인

II. 3. Wordcloud Chart

유저의 문제별 선호도를 취합해 다음 대회 혹
은 다음에 공개할 문제의 분야를 설정해 참가
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유저
의 선호도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정답과 관계없이 인증 시도 횟수를 Word
Cloud Chart로 시각화한다. II. 1.의 Heatmap
Chart와 달리 실시간으로 Admin이 주목해야
할 분야의 문제들을 직관적으로 알기 위한 용
도이다.

[그림 4]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Word Cloud
Chart를 통한 유저의 선호도 확인

II. 4. Alert

문제 자체에 이상이 있어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Admin이 이를 즉각적으로 조치하
기 위해서 알림 시스템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출제자가 사전에 예상한 문제 풀이 시간과
First Blood의 차이가 나는 경우 Admin에게 경
고를 보낸다. 관리자의 이메일로 알림을 보내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II. 5. Counting

위의 시나리오 외에도 수치를 명시하여 확인해
야 하는 기타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1) 서버 접속 횟수: CTF 대회의 인기도를 대략
확인할 수 있다.

2) 총 플래그 인증 요청 횟수: CTF 대회의 인
기도를 확인할 수 있고, 전반적인 문제별 시도
횟수를 확인하여 사용자들이 체감한 전체적인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2, No. 1

564



대회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다.

3) 총 정답 인증 횟수: CTF 대회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CTF 감시를 위해서 취합된

데이터를 Kibana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한 후

Admin Dashboard 제작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방법은 시각화한 데이터를 관리자가 한눈

에 알아보기 편하게 해주어 모니터링 및 관리

를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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