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에서 SIEM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24시간 365일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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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서비스(포트) 건수 비율(%) 등락

1 HTTP(TCP/80) 1,768,886,549 45.42% -

2 DNS(UDP/53) 681,071,733 17.49% -

3 Microsoft-DS(TCP/445) 466,277,818 11.97% -

4 HTTPS(TCP/443) 382,108,240 9.81% -

5 ICMP(0/ICMP) 181,751,205 4.67% ▲1

6 SNMP(UDP/161) 171,712,327 4.41% ▼1

7 IUA(TCP/9900) 110,121,466 2.83% -

8 Unassigned(TCP/8001) 51,879,331 1.33% ▲2

9 Telnet(TCP/23) 47,585,109 1.22% ▼1

10 NetBIOS(UDP/137) 33,471,478 0.86% NEW

총계 3,894,865,256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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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패턴)별 이벤트 전월 비교04.

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 Service connect(tcp-445) 635,197,654 75.73% -

2 ACK Port Scan(F/W Scan) 123,587,002 14.73% -

3 MySQL-Server Login Brute force 23,814,994 2.84% -

4 SYN Port Scan 20,521,740 2.45% NEW

5
Dcom_TCP_Sweep 

(MSBlaster Worm  Messenger)
8,475,014 1.01% ▼1

6
HTTP Connection Limit Exhaustion Attack

(By Slowloris)
8,433,764 1.01% -

7 Multi Packet Inspection 6,170,762 0.74% ▼2

8
MS WINS Server Registration Spoofing Vuln-1

[Req](UDP-137)
5,426,260 0.65% ▼1

9
Netbios Scan 

(Messenger  RPC Dcom  MyDoom) (UDP-137)
3,738,954 0.45% -

10 HTTP POST Session Exhaustion Attack(By rudy) 3,418,492 0.41% NEW

총계 838,784,636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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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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되어 있는 취약한 포트의 정보를 수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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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N Port Scan

대상컴퓨터(서버)를 해킹하기 위해서 대상컴퓨터가 TCP/IP의 포트를 Open하여 서비스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포트번호 0번부터 65,535번 포트까지 순차적 또는 무순위로 

SYN를 보내어 서버가 응답하는 SYN/ACK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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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on 

Limit Exhaustion 
Attack 

(By Slowloris)

Slowloris는 기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는 DoS 공격형태와 달리 웹 서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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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 Packet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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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IPS에서 설정된 Bytes 이상의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해서 유입되는 패킷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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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WINS Server 
Registration 

Spoofing Vuln-1
[Req]

(UD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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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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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자가 선택한 주소로 인터넷 트래픽을 리디렉션 할 수 있다. 

Netbios Scan 

(Messenger  

RPC Dcom  

MyDoom) 

(UDP-137)

NetBios는 UDP 137번 포트로 서로의 정보를 확인하여 TCP 139번으로 세션을 맺은 후에 

TCP 138번을 통해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 공격자는 이 UDP 137번 포트를 이용하여 공격 대상 

시스템과 세션을 맺어 대상시스템에 공유하고 있는 폴더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스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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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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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종류 Linux AIX HPUX Solaris

messages ○ ○ ○ ○

wtmp/utmp ○ ○ ○ ○

wtmpx/utmpx ○

btmp ○ ○

Pacct ○ ○ ○ ○

lastlog ○ ○ ○ ○

sulog ○ ○ ○

errlog ○

Xfertog(FTP 로그) ○ ○ ○ ○

audit.log ○

secure ○

syslog ○ ○ ○

history ○ ○ ○ ○

authlog ○

로그종류 Windows

Application ○

System ○

Security ○

Active Directory Service ○

DNS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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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에서 수집한 secure 로그 중 SSH 접근 실패 로그 “Failed“ 문자열을 객체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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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d, group, shadow 를 vi명령어로 확인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