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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서비스(포트) 건수 비율(%) 등락

1 HTTP(TCP/80) 1,634,150,219 42.29% -

2 DNS(UDP/53) 757,268,920 19.60% -

3 HTTPS(TCP/443) 566,134,775 14.65% -

4 Microsoft-DS(TCP/445) 381,407,336 9.87% -

5 ICMP(0 /ICMP) 181,547,387 4.70% -

6 Unassigned(TCP/9900) 153,393,229 3.97% ▲1

7 Telnet(TCP/23) 89,587,160 2.32% ▲2

8 SYSLOG(UDP/514) 43,447,319 1.12% -

9 MYSQL(TCP/3306) 30,897,701 0.80% ▲1

10 Unassigned(TCP/8001) 26,024,457 0.67% NEW

총계 3,863,858,503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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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 Service connect (tcp-445) 622,103,040 77.30% -

2 ACK Port Scan (F/W Scan) 106,147,956 13.19% -

3 MySQL-Server Login Brute force 29,188,420 3.63% -

4 Multi Packet Inspection 10,822,040 1.34% ▲3

5
Dcom_TCP_Sweep 

(MSBlaster Worm  Messenger)
9,141,054 1.14% ▲1

6
HTTP POST Session 

Exhaustion Attack(By rudy)
8,043,986 1.00% NEW

7
MS WINS Server Registration Spoofing Vuln-1

[Req](UDP-137)
5,634,060 0.70% ▲1

8
HTTP Connection Limit Exhaustion Attack 

(By Slowloris)
5,315,650 0.66% ▲1

9 RPC nfsd Overflow 4,445,514 0.55% NEW

10 UDP Tear Drop 3,941,340 0.49% ▼5

총계 804,783,060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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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SMB Service 
connect 

(tcp-445)

Microsoft Windows는 다른 컴퓨터와 파일 및 프린트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SMB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Windows의 오래된 버전(즉, 95, 98, Me, 그리고 NT)에서의 
SMB 공유는 TCP 포트 137, 139와 UDP 포트 138에서 NetBIOS over TCP/IP를 통해 
NetBIOS 상에서 실행된다. 오래된 버전의 Windows 2000/XP에서는 TCP 포트 445상에서 
TCP/IP를 통해 직접 SMB 운영이 가능하며, 추측이 가능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거나 
패스워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파일 공유를 실행할 경우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해 2차적인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ACK Port Scan
(F/W Scan)

ACK Port Scan(F/W Scan)란 방화벽 정책상에서 불필요하게 허용중인 취약 포트를 
스캔하는 공격이다. 공격자는 특정 패킷을 서버에 보내고, 돌아오는 응답 패킷을 분석하여 
방화벽 상에 허용되어있는 취약한 포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해당 공격은 시스템을 파괴
하는 목적이 아닌, 정보를 수집하여 2차적인 공격 시나리오를 계획할 수 있다. 

MySQL-Server 
Login Brute force

MS SQL-Server Login Brute Force 공격이란, SQL 서버 로그인 실패 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계정 획득을 목적으로 무작위 대입 로그인을 시도하는 

공격이다. 이 공격은 서버의 중요 계정의 복잡도를 준수한 암호 설정 또는 비 인가된 사용자가 

대상 서버의 SQL 포트에 접근이 불가하도록 방화벽 정책을 통한 접근제어를 실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

Multi Packet 
Inspection

특정사의 IPS에서 발생 가능한 룰로, IPS 내에 설정된 자동 패턴 학습 방어 기능에 의해 탐지된다. 

IPS에서 설정된 Bytes 이상의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해서 유입되는 패킷이 설정된 

PPS 이상 유입되면 IPS 내에 설정된 시간 동안 해당 접근을 차단한다.

Dcom_TCP_
Sweep

(MSBlaster 
Worm  

Messenger)

W32.Blaster.Worm웜은 DCOM RPC Buffer Overflow 취약점을 이용하여 전파되는 

웜의 일종으로, 해당 웜은 TCP/135 포트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여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시스템을 감염시킨다. 감염된 시스템은 TCP/4444포트를 활성화하여 숙주 서버로부터 

TFTP를 이용하여 mblase.exe 파일명의 악의적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감염 시스템의 트래픽이 상승할 수 있다. 

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HTTP POST 
Session 

Exhaustion 
Attack(By rudy)

R.U.D.Y는 "R-U-Dead-Yet"의 약자로, HTTP의 POST Method를 이용한 Connection 

자원 고갈형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도구이다. 불완전한 형태의 HTTP 헤더와 분할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상 종료되지 않는 Connection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대상시스템의 

Connection 자원을 고갈시킨다.

MS WINS Server 
Registration 

Spoofing Vuln-1
[Req]

(UDP-137)

해당 공격은 Windows WINS 서버에서 네임이 등록되는 과정에서 NetBIOS 통신 네임을 적절히 

검증하지 않아 발생하는 취약점이다.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자는 웹 프록시를 스푸핑을 통한 

공격자가 선택한 주소로 인터넷 트래픽을 리디렉션 할 수 있다. 

HTTP 
Connection Limit 

Exhaustion
 Attack

(By Slowloris)

Slowloris는 기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는 DoS 공격형태와 달리 웹 서버 비정상적인 HTTP 

Request를 전송함으로써 TCP 연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격 도구이다. 공격 대상 웹 서버는 

Connection 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Connection 자원이 고갈된 이후에는 사용자의 요청에 

대하여 응답할 수 없는 서비스 거부 상태에 빠지게 된다. 

RPC nfsd 

Overflow

Sun OS에서 발생가능한 취약점으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NFS 서버로 16비트가 0으로 채워진 

32비트 UID를 보낼 경우 서버에서 Root 접근 권한을 획득 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해당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자는 필요 이상의 시스템 권한을 획득할 수 있으며, Sun OS 최신 패치로 취약점 

해결이 가능하다.

UDP Rear Drop

정상적으로 패킷을 전송할 때 단편화가 발생하면 재 조립 시에 정확한 조립을 위해 offset값을 

더하게 되어 있다. 해당 패턴은 UDP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offset값 보다 더 큰 값을 더해 그 

범위를 넘어서는 overflow를 일으켜 시스템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는 DOS 공격의 일종이다.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대응방안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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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05.



3938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엣지 컴퓨팅03.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계와 포스트 클라우드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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