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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어 리 이션은 서버의 취약 을 보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웹 취약  검을 해

서 Nikto와 Nmap을 이용했고, 취약  분석 보고서를 시간 순으로 보기 해  보고서에 순

번을 정해 피드백을 생성하도록 하 다. 한 웹 취약  번호를 생성함으로써 사용자가 좀 

더 효율 으로 웹 서버의 취약 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1.서 론

 시장조사업체 가트 에 의하면 2016년에 약 64억 개의 IOT

기기가 있었지만, 2017년에는 84억 개의 IOT기기가 있을 것이

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 수는 2016년도의 약 31%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1]

 IOT기기들은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어있고 패치하기도 어렵

다보니 IOT의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장비 없이 스마트 폰의 어 리 이션

만으로 취약 을 분석한다.

2. 사물인터넷 시장

2.1 사물인터넷 시장 황   

 가트 (Gartner)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비해 2020년 

사물인터넷의 부가가치는 약 5배의 성장을 측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국내·외 사물인터넷 시장  정책 동향을 분석한 

자료인 [3]는 국내시장 규모를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규모

면에서 2022년까지 약 6배의 성장과 함께 서비스  애 리

이션과 디바이스의 비 이 차 커질 것으로 망했다.

그림 1. 국내 사물 인터넷 시장 규모 전망[3]
  

그림 2. 국내 사물 인터넷 시장 규모
2.2 웹 해킹 통계

 씨디네트웍스의 2016년 4분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SQL 

Injection, CSRF(Cross-site Request Forgery)  XSS 

(Cross-site scripting) 등  웹에 한 공격 시도가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4] 

그림 3. 취약점 유형별 공격
 그림 3은 SQL Injection, CSRF(Cross-site Request Forgery) 

 XSS (Cross-site scripting) 등  웹에 한 공격 시도가 많

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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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어플리케이션 구성도

그림 7. 어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그림 5. ‘여기 어때’ 해킹 과정

2.3 웹 해킹 사례

 AhnLab에 따르면 2017년 5월에 국을 시작으로  세계에 

발생한 워 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5]는 SMB 원격 코드 

실행 취약 을 이용한 공격이었다. 이를 막기 해서는 열려

있는 Port를 막아 SMB의 원격 실행을 차단했어야 했다.

그림 4. 워너크라이 공격 방법
 그림 4는 워 크라이 랜섬웨어의 침투 방식을 나타낸다.

 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 원회의 민·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얼마  숙박 App인 '여기어때'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약 99만 명의 개인정보

가

유출되었고 웹사이트는 비정상 인 DB 질의 검증 차가 없

어 SQL 인젝션 공격에 취약한 웹페이지가 존재하 고 탈취된 

리자 세션 값을 통한 우회 속(세션변조 공격)을 탐지·차단

하는 체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그림 5는 숙박 어 리 이션인 ‘여기어때’의 해킹 과정을 나

타낸다. 이처럼 웹페이지의 공격만으로도 이 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3.  련연구

3.1 어 리 이션 구성도 

 웹 취약  검 어 리 이션은 클라이언트에서 검 상주

소와 옵션을 설정 후 검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Client와 

TCP Socket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서버에서 받은 옵션 인자를 토 로 Port Scan과 Web Scan

함수를 호출한다.

 Port Scan 결과 값과 Web Scan 결과 값을 나 어 데이터베

이스에 장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값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어 리 이션에서 순서에 

맞춰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6은 웹 취약  검 어 리 이션의 자세한 구성도를 

나타낸다. 

3.2 주요 기능 

 

 Port Scan기능은 오  소스 툴인 Nmap을 사용하여 웹 서버

의 열려 있는 포트 정보를 확인 가능하게 만들었다. 

 Web Scan의 경우 오  소스 툴인 Nikto를 사용하여 웹 서

버에 존재하는 웹 취약 (Directory Indexing Attacks, XSS 

등)을 확인 가능하며 각 취약 에 한 정보를 제공했다.

 두 기능 모두 HTML 형식의 보고서가 제공되며 고유번호인 

작업번호를 기 으로 이  스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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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은 어 리 이션을 실행하여 얻은 결과 보고서를 확인

하는 화면이다. 

3.3 DB 싱 

 

 Nmap의 경우 -sS옵션을 이용하여 출력되는 형식을 Output

을 일로 만들어 split("")를 이용하여 띄어쓰기 기 으로 자

른 후, split("/") 로 / 기 으로  한 번 나 어 반복문을 사

용하여 DB에 장한다. 

 Nikto의 경우 Python에서XML 서 라이 러리인 ElementTree 

를 사용하여 값을 변수에 담아서 싱하 고 반복문으로 변수 

값을 DB에 장한다.

그림 8. Nikto DB 테이블

그림 9. Nmap DB 테이블

 그림 8과 그림 9는 Nikto와 Nmap 결과 값을 각 필드에 

맞게 나 어 정상 으로 DB에 장한 것을 나타낸다.

4. 개발 결과  고찰

 Namp과 Nikto를 이용하여 기본 인 Port스캔과 취약  스캔

을 완료 하 고 이 외에도 XSS 같은 취약 과 CSRF에 해

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좀 더 다양한 툴을 이용하여 

여러 기능을 좀 더 추가해야 한다. 한 시큐어 코딩을 통해 

어 리 이션에 한 보안도 추가해야 한다.

5. 결론  향후 연구

 결론 으로 Port Scan기능과 Web Scan기능을 장착한 어

리 이션을 만드는데 성공하 고 좀 더 다양한 기능과 시큐어

코딩이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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