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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서비스(포트) 건수 비율(%) 등락

1 HTTP(TCP/80) 2,278,282,889 54.30% -

2 DNS(UDP/53) 718,421,448 17.12% -

3 HTTPS(TCP/443) 372,907,501 8.89% ▲1

4 Microsoft-DS(TCP/445) 321,345,654 7.66% ▼1

5 ICMP(0/ICMP) 143,912,535 3.43% -

6 IUA(TCP/9900) 121,739,555 2.90% ▲1

7 SNMP(UDP/161) 114,867,997 2.74% ▼1

8 Telnet(TCP/23) 54,259,057 1.29% -

9 NTP(UDP/123) 36,324,228 0.87% -

10 NETBIOS(UDP/137) 33,423,207 0.80% NEW

총계 4,195,484,071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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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 Service connect(tcp-445) 240,899,618 48.15% -

2 ACK Port Scan(F/W Scan) 108,378,322 21.66% -

3 SYN Port Scan 74,692,826 14.93% -

4 MySQL-Server Login Brute force 27,171,032 5.43% -

5 HTTP Login Brute Force 13,227,180 2.64% ▲1

6 FIN Port Scan 11,126,664 2.22% ▼1

7 UDP Tear Drop 9,098,110 1.82% NEW

8 Multi Packet Inspection 6,517,312 1.30% ▼1

9
MS WINS Server Registration Spoofing Vuln-1

[Req](UDP-137)
4,885,798 0.98% -

10
Netbios Scan 

(Messenger  RPC Dcom  MyDoom) (UDP-137)
4,308,910 0.86% NEW

총계 500,305,772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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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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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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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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P Tear Drop

정상적으로 패킷을 전송할 때 단편화가 발생하게 되면 재 조립 시에 정확한 조립을 위해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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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범위를 넘어서는 overflow를 일으켜 시스템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는 일종의 DoS 공격  

기법이다. 

Multi Packet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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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IPS에서 설정된 Bytes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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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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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사용
클릭

Akamai

ISP

첨부 문서실행 시 접속하는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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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 서버Accept 파라미터 변조

시스템파일

브라우저 서버 공개파일

라우팅

Controller

View Model DB

Rail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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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YES파일
존재

내용 출력

쿼리수정
(공격문 영향)

쿼리작성
(Request 헤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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