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

•

PCI 와 같은 컴플라이언스 요구

•

발견된 취약점의 위험을 검증

•

보안 통제장치들의 실제 효력을 시험

•

사용자들의 보안 인식을 향상

•

패스워드 정책의 검증 테스트 및 감사

•

침해 공격 가능한 시스템 검출

•

침해 공격 상황의 영향 분석

45%

Metasploit Pro 사용자들은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45% 시간 절감
Biggest time savers: Automation, data management, usability.

• Metasploit Framework는 Rapid7에 의해 후원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
• 최신 공격 방법과 공격자 사고방식
• 가장 큰, 코드 안정성이 검증된 익스플로잇 집합
• 20만 이상 회원들의 커뮤니티
• 하루 1.2개의 새로운 익스플로잇 (평균)

보안 현황 및 문제점

개선 POINT

• 자산에서 발견된 취약점 별로 실제 위험 정도 파악과 관
리가 어려움

• 자동화된 툴로 전체 IT 인프라의 실제 위험을 눈으로 파
악해서 우선 수행할 보안 조치를 선별

• 수많은 시스템을 모의 침투테스트 하는데 과다한 시간,
인력, 비용이 소모됨

• 신속한 전수 검사로 실제 위험을 검증하는데 대규모 시
간,인력, 비용을 절감

• 상시 테스트를 못하고 표준화된 방법론과 툴이 부족

• 업계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자동화된 툴 도입

• 개별 취약점으로 인한 실제 위험의 인식이 부족하여 발
견된 취약점의 제거 조치에 혼선
• 제로데이 취약점 발표 시 전체 자산에 대한 실제 공격
위험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자산의 중요도에 따라 그룹별로 즉각적 위험 검증 후 신
속한 개선조치 수행 가능
• 제로데이 취약점을 신속하게 검증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빠른 제거 조치로 침해사고 사전 예방
• 내부 보안 시스템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 효과

• 피싱 공격 위협의 확인이 어렵고 실제적 대안 부족

• 다양하고 자동화된 모의 피싱 공격을 위한 툴 도입

• 조직을 위한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자 보안의식 교육
의 부재

• 정기적인 피싱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들의 보안 경각심을
높여서 보안 침해 사전 예방 효과

• IT인프라 자산에 대한 안전한 모의
침투 테스트
• 해커의 공격 기법과같은 자동화 된
공격 모듈 제공

• 고객 환경에서의 실제 보안 위험도
확인 및 입증
• Nexpose와 Metasploit의 연동기능
제공 (Closed Loop)
(취약점 발견 ->모의 침투 테스트)

• 사용자의 보안 인식 수준 및 교육
정도 측정 및 수치화
• 스피어피싱 및 파밍등 다양한 사회
공학적 공격 기법 제공

외부 공격자와 같은 공격 방법을 사용하여 조직의 다양한 네트워크 방어체계에 대한
통합 검증 테스트

•

테스트 자산에 안전한 공격 시뮬레이션

•

세계에서 가장 많은 품질이 검증된 취약점 공격 모듈을 선별

•

Nexpose와 함께 사용하여 실제 위험 상태를 검증

•

소셜엔지니어링(피싱 기법) 과 비밀번호 검사를 통해 조직의 보안 인식과 방어

상태를 측정 관리
•

bruteforcing, VPN pivoting, social engineering 과 같은 정교한 공격에 대한 대
응 훈련

3,100개 이상의 세계적으로 검증된 모듈 (Nov, 2015)
• custom exploit, auxiliary, post exploit 모듈 포함

•

동적 페이로드를 통한 안티 바이러스 회피
- 기본적으로 Top 10 AV 솔루션을 모두 회피
- 전송계층(transport layer)을 부호화하고 조작하여
IPS를 통과

•

VPN 피봇팅을 사용한 방화벽 무력화
- 탈취된 호스트를 통한 로컬 네트워크로의 완벽한
로컬 접근권한 획득

•

탈취된 머신의 통제권 획득
- 세션이 생성될 때, 수행될 200개 이상의
Post-Exploitation 모듈들로부터 선택

Nexpose와 연동하여 발견한 취약점에 대한 검증작업을 자동화

Metasploit Pro는 Nexpose와 연동하여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Rapid7의 최신 취약점DB 정보를
이용하여 모의 침투 테스트 수행, 검증된 취약점을 Nexpose로 Push

• 기본 리포트 형식 제공(9종류)
• 사용자 정의 리포트 : 고객사 로고 삽입 및 새로운 템플릿 작성 가능

Metasploit Pro는 기업 사용자들에 대한 보안성 평가를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결과 보고서를 제공,
기업의 보안 인식제고 및 보안교육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

구분

모의 침투 테스트

개선점

Metasploit의 상세 기대 효과

• 실제 공격자 관점에서 전체 자
산의 보안 문제를 검증
• 기존의 모의침투테스트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

- 세계적 업계 표준이라 할 수 있는 검증된 대표 솔루션
- 해커와 동일한 기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모의해킹 방법론 수행
- 지정한 목표 시스템 전체를 한번에 모의해킹을 자동 수행함으로써
시간, 인력 및 비용을 대규모 절감
- 대부분의 OS 기반 공격,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 PCI DSS 컴플라이언
스를 대비한 공격기법 지원
- Bruteforce, 안티바이러스 우회, VPN pivot, 피싱 켐페인 등 고급 공
격기법 시뮬레이션

취약점 별 실제
위험 검증

• 실제 위험의 정확한 판별로 순
위별 개선조치 업무 제시
• Nexpose과 연동으로 취약점
결과를 기반으로 모의침투 수
행

-

취약점에 대한 실제 공격 성공 여부에 따라 해결조치 우선순위 결정
Nexpose와 연동하여 위험이 검증된 취약점을 Nexpose에 피드백
실제 위험이 적은 취약점은 Nexpose에 자동으로 예외 조치 알림
구간 별 침투 테스트를 통해 내부 보안 시스템들의 보안 설정의 유효
성을 검증하는 효과

임직원
보안인식 향상에
크게 기여

• 사용자들 대상으로 모의 피싱
테스트로 보안의식 평가
•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대한 실
질적 교육 효과

-

다양한 피싱 공격에 대한 내부 사용자들의 반응을 단계별로 측정
해킹 공격과 동일한 기법으로 조직의 위험 결과를 직접 보여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테스트로 보안 의식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
툴 하나의 사용으로 조직 전반의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Thank you

For more information :
Office : 031-705-0300
E-Mail : sales@tndsoft.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판교 이노밸리 C동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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