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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침해사고 분석 결과 및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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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장소(카페, 거리 등) 개방된 무선 네트워크의
공유기 설정 정보 변조

CSRF(Cross-Site Request Forgery) 이용하여
공유기 설정 정보 변조

공유기 설정 변조

CSRF 스크립트 게시물 제작

CSRF에 의해 공유기 설정 변경

￭￭￭  사이버 침해사고 정보공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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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 원격 관리 포트 사용시 공유기 Buffer Overflow 취약점을
이용하여 관리자 비번 설정에 관계없이 공유기 설정 변경 가능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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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유기 펌웨어의 최신 업그레이드

o 불필요한 원격 관리자 포트 미사용 설정

2

￭￭￭  사이버 침해사고 정보공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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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ski.ko
프로세스 숨김

기능 및
특정문자열

(dajuhua!@#)
수신시 libijs.so 

실행

libijs.so
프로세스 숨김

기능 및 특정IP주
소와 Port 번호로
리버스텔넷 시도

특정문자열(dajuhua!@#:해커IP주소:해커Port번호)가
포함된 TCP 패킷 전송

CentOS 5.11
Kernel 2.6.x

unix_pam.so
비밀번호에

특정문자열(t00ls.hacker)를
입력하면 로그인 가능, 로그인이
나 권한 상승이 성공할 경우 계정

정보를 특정 파일에 기록

최근 침해사고 분석 결과 및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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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기적인 웹접근로그, 시스템 로그, 보안로그 등을 확인하여

일정기간 혹은 전체가 삭제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

o 악성코드의 실행을 위해서는 root 계정이 필요한 만큼

웹 또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해커가 root 권한을

획득할 수 없도록 업그레이드 및 점검이 필요

o 모니터링 툴(tripwire, ossec 등)을 이용하여 파일의 변조 및

이상 징후를 파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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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indows Server 2003(IIS 6.0)
- 세미콜론을 이용한 파일 확장자 파싱 취약점 존재

o fckeditor(2.6.x)
- 파일 업로드 취약점 존재

20150331webshell.asp;.jpg
IIS6.0 인식 업로드 파일 확장자 체크

o 2008년~2010년에 구축한 웹페이지에서 많이 발생

o 해커는 게시판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 툴을 이용하여 취약점을

찾은 후 파일을 업로드 시도

- 웹접근 로그에서 각 게시판의 취약점을 검색한 흔적 발견

최근 침해사고 분석 결과 및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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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indows 업그레이드(Server 2003, 2014. 7. 14 지원 종료)

o fckeditor의 보안 조치 또는 업그레이드

- 취약점 파일의 삭제 또는 수정

- 업로드 저장 폴더 내에서 스크립트 실행 못하도록 설정

/FCKeditor/editor/filemanager/browser/default/browser.html
/FCKeditor/editor/filemanager/browser/default/connectors/test.html
/FCKeditor/editor/filemanager/connectors/test.html
/FCKeditor/editor/filemanager/upload/test.html
/FCKeditor/editor/filemanager/_samples/samplelist.html
/FCKeditor/editor/filemanager/_samples/defaul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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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TAS 소개및구조

1-1. C-TAS 소개 및 구조

3

4

1 2

C-TAS(Cyber Threat Analysis & Share) System은 3단계로 구성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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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 및 침해사고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현황

1-2. 사이버 위협 및 침해사고 정보 수집

No 내부시스템 수집및분석정보

1 홈페이지악성코드
은닉탐지시스템

탐지시간, 경유지, 유포지등

2 허니넷 악성코드
모니터링시스템

수집시간, 악성코드, 유포지등

3 웹하드악성코드
유포탐지시스템

탐지시간, 악성코드, 유포지등

4 이메일스팸트랩
시스템

수집시간, 스팸메일,첨부파일등

5 DNS 싱크홀 탐지시간, C&C주소, 감염PC 등

6
DDoS사이버긴급
대피소

공격시간,공격유형,감염PC등

No 내부시스템 수집및분석정보

7 IX구간DDoS대응시스템 공격시간, 공격유형, 감염PC등

8 감염PC 사이버치료체계 탐지시간, 감염PC 등

9 침해대응업무관리
시스템

등록시간, 침해사고분석정보등

10 침해사고분석관리
시스템

등록시간, 시스템분석정보등

11 악성코드분석관리
시스템

등록시간, 악성코드분석정보등

12 국가취약점DB 관리
시스템

등록시간, 취약점분석정보등

2. CTEX 소개및구조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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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TEX 소개

 사이버 위협(Cyber Threat) 및 침해사고(Cyber Incident)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아키텍처 필요

 12.05 ~ 12.11 MML 1.0 설계 및 MMS 1.0 구축

 13.08 ~ 13.12 MML 1.1 설계 및 MMS 1.1 구축

 13.09 ~ 14.02 CTEX 1.0 설계 및 C-TAS 1.0 구축

 14.05 ~ 14.12 CTEX 1.1 설계 및 C-TAS 1.1 구축

 15.05 ~ 15.12 CTEX 1.2 설계 및 C-TAS 1.2 구축

 사이버 위협(Cyber Theat) 정보를 표현(EXpress)하기 위한

W3C XML 기반의 개방형 마크업 언어

2-2. CTEX 구조

사이버 위협 정보 : 도메인/IP(Address), 악성코드(Sample), 취약점(Vulnerability) 수집정보(CML)

침해사고 정보: 침해사고(IML), 도메인/IP(HML), 악성코드(SML), 취약점(VML), 공격자(AML) 정보

침해사고 (IML)

 침해사고에 대한 분석정보

도메인/IP (HML)

 피해시스템에 대한 분석정보

악성코드 (SML)

 악성코드에 대한 분석정보

취약점 (VML)

 취약점에 대한 분석정보

공격자 (AML)

 공격자에 대한 분석정보

수집정보 (CML)

 도메인/IP, 악성코드, 취약점

에 대한 수집이력

- 16 -

￭￭￭  사이버 침해사고 정보공유 세미나



2-3. CTEX 정보 간의 관계

공격자(AML) : 침해사고(IML)에 대한 Link 관리

침해사고(IML) : 도메인/IP(HML), 악성코드(SML), 취약점(VML)에 대한 Link 관리

도메인/IP(DML), 악성코드(SML), 취약점(VML), 공격자(AML) : 상호 간의 Action 관리

악성코드

도메인 / IP

취약점

침해사고1

유포

접속

유포

감염

발견

생성

경유

악성코드

도메인 / IP

취약점

침해사고2

유포

접속

유포

감염

생성

경유

수행

공격자

공격

발견

공격

3. CTEX 생성및검색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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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TEX 생성

사이버 위협 및 침해사고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들로부터 도메인/IP, 악성코드, 취약점 정보를 수집

침해사고 분석 시스템들로부터 침해사고, 도메인/IP, 악성코드, 취약점, 공격자 분석정보를 수집

사이버 위협 정보 수집

 홈페이지 은닉탐지 시스템

 허니넷 모니터링 시스템

 웹하드 유포탐지 시스템

 이메일 스팸트랩 시스템

 DNS 싱크홀 시스템

 DDoS 사이버 긴급 대피소

 감염PC 사이버 치료체계

 침해대응 업무관리 시스템

침해사고 정보 수집∙분석

 침해사고 종합분석 시스템

 침해사고 분석관리 시스템

 악성코드 분석관리 시스템

 국가취약점DB관리 시스템

3-2. CTEX 검색

신규 유입된 사이버 위협 정보에 대해서 기존 사이버 위협 및 침해사고 정보와의 연관관계 검색 수행

침해사고(IML), 도메인/IP(HML), 악성코드(SML), 취약점(VML), 공격자(AML) 간의 연관관계 파악

연관관계 검색 대상

 IP, Domain, URL (IML, HML, 

SML)

 MD5, SSDeep (IML, HML, SML)

 File, Registry, Service, Process 

(HML, SML)

 CVE (IML, HML, SML, VML)

 Nickname (IML, AML)

 Keyword (All) 등

유사도 분석

 침해사고 간 유사도 분석

 악성코드 간 유사도 분석

기타

 통계 및 추이 분석 등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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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ig Data Platform for C-TAS

4-1. Hadoop Eco System

Hadoop Eco System은 대량의 사이버 위협 및 침해사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HDFS를 비롯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오프소스 프로젝트를 포함

호튼웍스社의 HDP(Hortonworks Data Platform)를 Hadoop 배포판으로써 도입

Hadoop Eco System in HDP

 Hadoop DFS – 파일 시스템

 Flume – 데이터 수집

 Sqoop – RDBMS 연동

 HBase – 데이터 저장소

 Pig – 분석 스크립트

 Hive – 분석 스크립트

 HCatalog – 데이터 관리

 Mahout – 기계학습

 Oozie – 워크플로우 관리

 ZooKeeper – 모니터링

 Ambari – 서비스 관리

 Hue – 웹 기반 통합 I/F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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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lastic Search

저장된 대량의 사이버 위협 및 침해사고 정보 안에서 특정 정보(도메인, IP, MD5 등)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기 위해 오픈소스 대용량 검색 엔진 Elastic Search를 도입

what is elasticsearch?

 Real Time Data

 Real Time Analytics

 Distributed

 High Availability

 Multi-tenancy

 Full Text Search

 Document-Oriented Storage

 Conflict Management

 Schema Free

 Restful API

 Per-operation Persistence

 Apache 2 Open Source License

 Build on top of Apache Lucene

4-3. MongoDB

수집 및 분석된 대량의 사이버 위협 및 침해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빠른 시간에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픈소스 NoSQL 데이터베이스인 MongoDB를 도입

what is MongoDB?

 Document-Oriented Storage

 Full Index Support

 Replication

 High Availability

 Auto-Sharding

 Document-based Querying

 Map/Reduce

 GridFS

 Management Service

 Professional Support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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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R

수집 및 분석된 대량의 사이버 위협 및 침해사고 정보에 대한 다양한 통계 계산 및 이에 대한 시각화를

위해 오픈소스 통계 계산 및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 R을 사용

Classification

 SVM, penalizedSVM, kNN, 

Outliers, Decision Trees, 

Naïve Bayes, adaboost, JRip

Clustering

 K-Means , K-Cores, 

Hierarchical Clustering, 

Density-Based Clustering, 

Fuzzy Clustering, …

Frequent Pattern Mining

Sequence Mining

Dimensionality Reduction

C-TAS System & CT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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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S 공유정보 활용사례

권 태 영 차장

(다음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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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reat DB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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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ttacker, Abusing, Distribute, Malware HASH

C&C, VPN, IDC, Whitelist

1922

4377

6960

3606

1634

178 127 121 142 209

0

2000

4000

6000

8000

10월 11월 12월 1월 2월

Import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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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 @ Office Aggregation S/W Application Firewall Network Firewall

Threat DB

Internet

sync

sync

0

500000

1000000

1500000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월별 방화벽 차단 건수

차단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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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형 블로그 Tistory 및
대형 Café 대문에는 외부 link 삽입이 가능함

외부 link 페이지의 침해사고시
Safebrowing에서 차단

 통합 관제시스템상에 이상 이벤트 탐지가 되면
내부 대응절차에 의해 판단 후 네트워크단 차단

 C-TAS 의 Attacker IP로 등록된 IP인 경우
내부 분석 과정 생략 후 즉시 차단(프로세스 간소화)

 2014년 10월 이후 4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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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5: f3fsoif93fsdlkf302

SHA256:3F4E6116B..

업로드 repository

파일업로드

Threat DB

syncsyn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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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S 공유정보 활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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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사고 정보공유 세미나

IoT 환경에서의 DDoS 공격 이슈 
및 사례

이 정 환 과장

(큐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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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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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nP

• 오해 할 수 있는 부분들
• Not Plug and Play (ex. Windows Plug and Play)
• Not DHCP

• 동작 방식
• UDP Broadcast를 통해서 자신을 알림
• 주변의 다른 장치에 대한 정보를 등록

• 사용 예
• DLNA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 PlayStation, Xbox
• 프린터, 스캐너 공유

• 개요
• SSDP는 HTTPU(UDP 기반의 HTTP)를 사용
• 모든 데이터는 text 로 통신
• 사용 포트는 UDP 1900, IP Multicast 주소를 사용
• IPv4에서 멀티캐스트 주소는 239.255.255.250, IPv6에서는 ff0x::c
• 일반적으로 UPnP 장치가 네트워크 탐색을 할 때 SSDP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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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DP discovery • SSDP 형식
• SSDP 시작 줄

• M-SEARCH * HTTP/1.1
• NOTIFY * HTTP/1.1
• HTTP/1.1 200 OK

• SSDP 헤더필드
• RFC2610에 정의한 형태로 사용

(일반적인 HTTP 응답과 같은 형태)
• Host: 239.255.255.250:1900

• SSDP Header

NOTIFY * HTTP/1.1
Host:239.255.255.250:1900
NT:urn:microsoft-com:service:LnvConnectService:1
NTS:ssdp:alive
Location:http://10.40.194.32:2869/upnphost/udhisapi.dll?content=u
uid:1d48e32b-8916-4dda-873d-01d3e099eef3
USN:uuid:1d48e32b-8916-4dda-873d-
01d3e099eef3::urn:microsoft-com:service:LnvConnectService:1
Cache-Control:max-age=3200
Server:Microsoft-Windows-NT/5.1 UPnP/1.0 UPnP-Device-Host/1.0
OPT:"http://schemas.upnp.org/upnp/1/0/"; ns=01
01-NLS:0a492b28f881c0698fbd30e2a3b7be50

M-SEARCH * HTTP/1.1
Host:239.255.255.250:1900
ST:urn:schemas-upnp-org:device:InternetGatewayDevice:1
Man:"ssdp:discover"
MX:3

HTTP/1.1 200 OK
ST:upnp:rootdevice
SERVER: Custom/1.0 UPNP/1.0 Proc/ver
USN:uuid:b830ce10-7277-11e3-8730-
107befbb7975::upnp:rootdevice
CACHE-CONTROL:max-age=1209600
LOCATION: http://145.131.131.137:49431/devicedesc.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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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 Header의 XML 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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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er

UPNP Device

Victim

M-SEARCH * HTTP/1.1 HTTP/1.1 200 OK

• SSDP Reflection Attack의 특징
• Source Port가 1900번으로, 공격에 활용된 Device가 사용하는 Port이다
• UDP Protocol을 사용하지만 HTTP Header가 포함되어 있다
• UPnP Server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 Response 크기는 공격에 사용되는 Device의 정보에 따라 가변적이다.

• SSDP가 DoS / DDoS의 공격으로 이용 될 수 있는 이유
• UDP를 사용 하여 Source IP의 위조가 용이함 (추적의 불가능)
• SSDP 통보가 Broadcast, Multicast로 보내 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UDP 패킷이 전체 시스템으로 보낼 수

있음
• 요청시 해당 시스템에서는 LOCATION Header를 통해 해당 장치에서 URL을 해석 해야하므로 해당 요청에

대해서 Loop에 빠뜨려 CPU 자원을 100% 소모 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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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프로그램
• Python으로 제작된 공격 툴

• 명령어 형식
• ssdp.py   Victim_IP Victim_port SSDP_list Thread개수 공격지속시간
• EX> ./ssdp.py 1.1.1.1 80 ssdp_100.txt 10 10

• Request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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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est Packet (using wireshark)

• Respons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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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 Packet (using wireshark)

• 결과

SSDP list
Inbound Traffic (Mbps)

Thread 1 Thread 10 Thread 50

1개 5 5 5

10개 37.7 38.6 32.6

50개 131 236 222.3

100개 157 441 448.9

200개 149.2 633.7 697.4

1000개 137.3 740.6 1033

SSDP list
Inbound Traffic (pps)

Thread 1 Thread 10 Thread 50

1개 1,697 1,689 1,846

10개 12,956 13,269 11,229

50개 45,794 81,403 76,819

100개 54,341 152,458 154,613

200개 51,739 200,299 252,201

1000개 47,693 259,598 366,472

• bps

• 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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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부 사내 보안의 관점
• 사내 시스템의 Disable UPnP / SSDP Service

• 네트워크 보안의 관점
• Inbound UDP / SRC Port 1900 차단

• Trust Host 에 대해서만 허용

• Inbound UDP + HTTP/1.1 200OK 문자열 기반 차단

• TCP 기반의 서비스만 있을 경우 모든 UDP Null 처리

• 소스 IP의 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ISP 수준에서의 egress filtering, UR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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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4년 1월 US-CERT
Alert (TA14-017A) "UDP-based Amplification Attacks”

참고링크: https://www.us-cert.gov/ncas/alerts/TA14-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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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증가율

2013 4Q 0 %

2014 3Q 7.31%

2014 4Q 14.62%

참고링크 :
http://www.stateoftheinternet.com/downloads/pdfs/2014-internet-
security-report-q4.pdf

• Prolexic’s 2014년 4분기 보고서

• 대역폭 공격의 강세
- http://www.digitalattackm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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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0%가 SSDP 반사공격 (52건/ 총 191건)
- http://www.digitalattackmap.com/

• 국내 특정 DDoS 방어 업체의 사례 (유럽지역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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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발생 일자 공격 유형 bps (Gbps) pps (pps) Zombie IP 개수

2015-01-08 12:52 GET + 기타( TCP Fragment, SSDP Amplification ) 1.9 797,000 79,107

2015-01-08 17:40 ICMP + 기타( SSDP Amplification ) 1.6 608,000 76,423

2015-01-08 21:17 ICMP + 기타( SSDP Amplification ) 2.5 1,140,000 269,625

2015-01-09 03:22 UDP+ICMP + 기타( DNS Amplification, SSDP Amplification ) 4.6 1,440,000 53,229

2015-01-09 13:31 ICMP + 기타( SSDP Amplification ) 2.2 834,000 102,805

2015-02-05 17:06 UDP+ICMP+SYN+GET + 기타( SSDP Amplification ) 10 7,000,000 752,771

2015-02-05 22:59 UDP + 기타( SSDP Amplification ) 1.18 357,000 152,751

2015-03-01 12:11 기타( NTP Amplification, SSDP Amplification ) 2.5 851,000 115,153

• KISA DDoS 사이버대피소로 발생된 공격 사례

참고링크 : http://www.youtube.com/watch?v=KMPjwnB-pXY

• 해킹포럼인 XyZBooter의 모의 트래픽 발생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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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DP list의 판매 사례

• ssdpscan.shadowserver.org 의 자료 국가 개수

China 5,220,372

United States 1,482,195

Korea, Republic of 1,102,875

Argentina 799,633

Russian Federation 486,424

Japan 414,861

Brazil 403,524

Taiwan 323,052

Vietnam 310,570

India 305,749

Spain 277,098

Ukraine 262,003

Canada 260,804

Uruguay 238,572

Colombia 199,496

Turkey 189,945

Greece 175,565

Malaysia 163,898

Hungary 108,683

Bulgaria 100,470

참고링크 : https://ssdpscan.shadowserv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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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lexic 2014년 4분기 보고 자료

참고링크 : 
http://www.prolexic.com/kcresources/prolexic-threat-advisories/ssdp-reflection-attacks-cybersecurity-
locked/ssdp-reflection-attacks-cybersecurity-US-101514-locked.pdf

• KISA DDoS 사이버대피소로 발생된 SSDP 공격 IP의 근원지 분포

No 국가 개수
1 미국 186,907 
2 중국 153,256 
3 한국 43,102 
4 캐나다 22,992 
5 러시아 연방 14,169 
6 브라질 6,987 
7 대만 5,620 
8 말레이시아 3,256 
9 일본 3,187 
10 아랍 에미리트 연합 3,120 
11 우크라이나 3,084 
12 홍콩 2,747 
13 스웨덴 2,709 
14 노르웨이 2,410 
15 독일 2,087 
16 네덜란드 2,052 
17 벨기에 1,970 
18 덴마크 1,376 
19 스위스 1,080 
20 불가리아 944 

------ 중 략 ------
169 콩고 민주 공화국의 1 
170 통가 1 
171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 1 
172 포클랜드 제도 (말비나스) 1 
173 총합계 48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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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환경에서의 DDoS 공격 이슈 및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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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자 관점에서 취약점 진단

김 태 훈 팀장

(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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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 정보 자산

사내
업무시스템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그룹웨어
AD서버
네트워크
PC

인터넷전화
사내방송
WiFi
BYOD

서버
네트워크
DB
웹/WAS

클라우드
가상화
CDN
IoT

웹 페이지
모바일

산업별 다
양한 어플

취약점 진단 및 조치

SDLC

보안성

검토

모의해킹

조치 및

이행점검

정기

점검

지속적 보안활동

고객보호
및

서비스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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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자

취약점진단

계획

(일정/대상/
방법/업체)

취약점진단

및 조치계획

유관부서

패치 요청
이행점검

1

• 체계화된 위험평가 및 분석 등을 통한 보호대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활동.

• 인증 심사(최최/사후) 및 보호대책 제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진단 계획.

• 점검 대상이 홈페이지, 시스템, 정보보안솔루션 등의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

2

• 조직 내부의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점검 항목 및 기준 수립

• 체크리스트 기반의 취약점 진단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진단 방식
활용

• 조직 상황에 따라, 진단 대상 범위 및 일정 등이 가변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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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컴플라이언스 대응 관점의 진단 의미

매년 정기적인 취약점 진단 수행 가능매년 정기적인 취약점 진단 수행 가능1

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가능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가능2

운영 및 개발부서 등의 업무 일정 및 해당 부
서 성과 지표로 활용 가능
운영 및 개발부서 등의 업무 일정 및 해당 부
서 성과 지표로 활용 가능

3

조직 내부 상시/정기 진단 활동 의미

서비스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취
약점 진단 수행 가능
서비스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취
약점 진단 수행 가능

1

조직 서비스 및 인프라 환경에 맞는 보안 대
책 제시 및 적용 가능
조직 서비스 및 인프라 환경에 맞는 보안 대
책 제시 및 적용 가능

2

긴급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가능긴급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가능3

예산 확보을 통한 외부 전문가 통한 진단예산 확보을 통한 외부 전문가 통한 진단4 조직에 전문 진단 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조직에 전문 진단 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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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만텍 2014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 제 19호

“매년 수행되는 취약점진단 활동을 통하여 사고 예방/완화를
위하여, 그 동안 수행 활동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Who
Moved

My
Chee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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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방법진단대상 선정 보호대책

OS, DBMS, WEB/WAS
네트워크, 

정보보안시스템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

PC

진단 스크립트 수동 진단

OS, DBMS, 

WEB/WAS

네트워크, 

정보보안시스템

PC

웹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결과 보고서
조치/보안 가이드

담당자 교육(조치 가이드)

취약점 조치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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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자의 IT인프라 조사

• IT정보시스템 현황 취합하여 대상 리스트업

• 서비스별 OS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 현황 파악

• 자산정보 현행화 이슈 – 100% 신뢰 어려운 점
ITSM

• 운영 담당 시스템에 대해서 파일 형태로 관리

• 조직 규모에 따라, IT담당자 파악 및 컨택 이슈

• 관리 파일에 최신 정보 자산 업데이트 미흡

• 자사에 대한 중요도 평가 미흡

운영

담당자

1

2

• 서비스 관련 어플리케이션 현황 파악

•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기술/3th-party 솔

루션 현황 파악

• 서비스 간의 연계성 파악

서비스

담당자

3

일반적인 진단 대상 선별

OS, DBMS, 

WEB/WAS

네트워크, 

정보보안시스템

모바일 PC어플리케이션

고려 사항

스마트워크

IP컨버전스

Cloud

데이터/통신
플로우

WiFi,앱,스마트기기

VoIP(사내전화)
IPTV(사내방송)

서비스플랫폼

네트워크 구조
시스템 데이터 연동

일반적인 진단 방법 진단 항목

설정
항목

모의
해킹

운영체제(OS), DBMS

네트워크장비, WEB/WAS

보안솔루션(FW/IDS/IPS등등)

웹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APP

VoIP/IPTV/LTE/HTS/POS 
/제어 시스템 등등

소스
진단

진단스크립트

화이트해커

GrayBox 형식

소스+모의해킹

웹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APP

내부 공통 모듈 등등.

진단 대상의 설정 관련 된 항목에
대해서 점검 수행

OWASP, 국정원, 금융위원회 등등
취약점 평가 항목을 참조하여, 진단
항목 선택 및 수행

고려 사항

경보편적인 설정 항목 외에, 인프라 환경
에 따라 진단 항목 추가 필요
(예)
-리눅스/유닉스 경우, 원격로그인 암호화
( 대부분 SSH사용유무만 체크, SSH의 MITM

취약점 유무 체크 항목 부재 함.)

진단 대상에 대한 구조 파악(언어/
프로토콜/적용 기술/장비)과 필요에
따라 진단 대상에 대한 선행 학습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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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취약점진단 수행 인력

외부 인력이 수행 가능한 진단 대상인가 ?

고려 사항

1

내부 전담 전문인력 확보 및 지속적인
학습이 되고 있는가 ?

2

진단 대상에 충분한 기술 지식과 진단 방법론이 있는 가

외부 비 공개 시스템 및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가

기술적 취약점 진단 수행 경험 및 전담 업무로 하고 있는 가

외부인력
내부인력

다양한 사이트 진단

경력 및 경험

보편적인 진단 대상
에 대한 다양한 기
술력 축적

서비스 이해를 바탕
으로 깊이있는 진단
가능

소스코드 진단 등의
민간한 대상에 대한

진단 가능

“ 기술적 취약점 진단
결과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소는

수행 인력“

진단 대상 서비스/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최신 취약점 및 진단 기법에 학습하고 있는 가

매년 수행 진단에 대한 크로스체크 ?3

외부/내부 인력 수행에 대한 크로스체크가 되도록

진행되고 있는 가

1

취약점 조치 취약점 관리

1. 표준화된 조치

가이드

2.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통보안모듈

위험수용

위험제거

위험회피 DoA

1. 취약점DB화

2. 위험수용에

대한 관리

3. 최신점검항목

유지

1. 취약점DB화

2. 위험수용에

대한 관리

3. 최신점검항목

유지

취약점 평가

일반적인
조치이행

• 외부 컴플라이언스 대응 목적일 경우에 취약점 평가를 통한 체계적 위험관리, 하지만…

• 동일 취약점에 대한 개발자 및 운영자 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패치를 적용…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문서화된 형태 관리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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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컴플라이언스 준수 목적의 취약점 진단이 되었다면,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진단이 필요외부 컴플라이언스 준수 목적의 취약점 진단이 되었다면,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진단이 필요

IT인프라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단 대상, 항목, 그리고 기술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함IT인프라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단 대상, 항목, 그리고 기술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함

내부 취약점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 필요내부 취약점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 필요

취약점진단은 사전예방 활동/목적 외에, 주요 항목의 변경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취약점진단은 사전예방 활동/목적 외에, 주요 항목의 변경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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