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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서비스(포트) 건수 비율(%) 등락

1 HTTP(TCP/80) 1,530,560,831 49.12% -

2 DNS(UDP/53) 562,957,139 18.07% -

3 HTTPS(TCP/443) 329,242,727 10.57% -

4 Microsoft-DS(TCP/445) 279,938,948 8.98% -

5 IUA(TCP/9900) 117,349,239 3.77% ▲2

6 SNMP(UDP/161) 97,898,417 3.14% ▼1

7 ICMP(0/ICMP) 92,902,033 2.98% ▼1

8 Telnet(TCP/23) 42,822,267 1.37% -

9 Unassigned(TCP/37215) 35,205,543 1.13% NEW

10 DNS(TCP/53) 27,098,024 0.87% NEW

총계 3,115,975,168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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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 Service connect(tcp-445) 514,818,568 88.13% -

2 ACK Port Scan(F/W Scan) 46,926,312 8.03% -

3 Multi Packet Inspection 6,624,874 1.13% ▲2

4
Netbios Scan 

(Messenger  RPC Dcom  MyDoom) (UDP-137)
3,707,456 0.63% ▲3

5
MS WINS Server Registration Spoofing Vuln-1

[Req](UDP-137)
3,481,396 0.60% ▲1

6
Dcom_TCP_Sweep

(MSBlaster Worm  Messenger)
3,092,582 0.53% ▲3

7 MySQL-Server Login Brute force 1,633,846 0.28% ▼4

8 HTTP Login Brute Force 1,444,146 0.25% -

9
HP Data Protector Client EXEC_CMD 

with Directory Traversal-1
1,315,486 0.23% ▲3

10 Ack Storm 1,103,096 0.19% ▼6

총계 584,147,762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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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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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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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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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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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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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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받아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감염된 시스템의 트래픽이 상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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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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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Data 
Protector Client 

EXEC_CMD 
with Directory 

Traversal-1

해당 취약점은 HP Data Protector Client에서 발생하며, Directory Traversal 우회 공격을 이용

하여 비 인가된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조작된 입력 값을 EXEC_CMD에 전달이 가능한 공격이다.

공격 성공 시 공격자는 시스템 권한으로 임의의 코드를 실행 시킬 수 있으며, 벤더 사로부터 발표된 

최신 패치 설치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Ack Storm

공격자가 대상서버에 대량의 TCP/IP의 Ack 신호를 보냄으로써 대상서버는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Load가 발생하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지연되는 공격방식으로 TCP/IP의 프로토콜  

규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기법이다. 해당 공격은 Session이 이루어진 Packet에  

대해서 Hijacking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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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select distinct A.ip_address as d_ip from (select ip_address, asset_cd from     

SG_SW_LIST) A, (select asset_cd from SG_SW_LIST where sw_nm = 'openssl‘

and (sw_info not like '1.0.2%' OR sw_info not like '1.1.1%')) B WHERE 

A.asset_cd = B.asset_cd] d_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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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select ip_address as d_ip from sg_diagnosis_main_list where 

sw_nm='Windows' and (lower(sw_info) like lower('%95%') or lower(sw_info) 

like lower('%98%') or lower(sw_info) like lower('%me%') or lower(sw_info) like 

lower('%nt%') or lower(sw_info) like lower('%2000%') or lower(sw_info) like 

lower('%xp%'))] d_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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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ING CollaboratorTarget

① 취약점이 가능하면 nslookup 명령어를 통해
burp collaborator가 만든 도메인을 조회한다.

③ 조회결과를 통해 취약점이 발현되어 nslookup 명령이 실행된 것을 확인한다.

② 도메인을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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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요소

기존

보안위협

가상화를

통한 위협

• 네트워크트래픽의도청및위변조

• 인증및접근권한탈취에따른데이터

유출·손실

• 서비스거부(Dos, DDoS) 공격

• 시스템설계상의오류

• 하이퍼바이저감염

• VM내부공격및이로인한침입탐지

어려움

• 가상머신의이동성에따른보안문제

기술외적요소

관리측면

문제

법제도

문제

• 내부자의설계/관리실수

• 사용자의계정정보유출

• 다양한해커들에게해킹의빌미를제공

• 피해규모의확산

• 데이터센터건물관리

• 재해로인한데이터센터의물리적인

피해와이로인한데이터유실

• 지리적으로분산된인프라의경우

국가별상이한법체계로달라지는

정책과자원통제력문제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

• 컨테이너 이미지가 손상 될 경우 이미지를 실행하는 모든 컨테이너에 영향을 줌

• 이러한 이슈는 검증 되지 않은 오픈소스 이미지를 사용하면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미지 자격 증명

하드코딩

• 토큰, 암호 및 API key와 같은 정보를 이미지에 저장하면 권한 없는 사람이 액세스 가능함

• 이러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저장할 경우 Git을 통해 공개가 가능함

대형 공격 유출
• Docker는 Root 권한을 필요로 하고, 액세스 권한을 가진 사람 역시 Root 권한을 가지게 됨

• 공격자가 Docker에 대한 계정을 탈취할 시 상응하는 권한 획득을 통한 공격이 가능함

세분화 된 역할
기반 엑세스

제어(RBAC) 부족

• Docker RBAC는 역할기반 액세스 제어를 제공하지만 상세한 설정을 하기에는 미비하기에 이를

통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RBAL : Role based Access Control)

가시성 부족 • Docker 컨테이너의 복잡성과 짧은 수명으로 인해 컨테이너를 추적하고 보안을 관리하기가 어려움

측면 네트워크

이동

• Docker 호스트 하나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 된 모든 호스트를 감염시킬 수 있음

• 기존의 방화벽이 적용한 경계 보안으로는 이를 보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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