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및 바이러스 수업계획서
본 교과목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서버 시스템을 보호하기위
해 인터넷과 웹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웹 해킹의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해킹과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킹의 방법인 SQL 삽입공격 및 XSS 공격, 소
수업목표

스코드 취약점 공격, 인증과 접근 통제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들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실질적으로 학습 하게 된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모바일 보안과 SNS의 취약점
분석을 통해 해킹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보안의 정책 및 조직, 솔
루션을 학습하여 해킹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습득하는
것을 본 과목의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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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과목에 대한 소개와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질 강의 방법 및 계획을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또한, 해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고찰하고 해킹에 기본이 되는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본다.

2

해킹을 알아보기 위해서 웹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한다. 특히, HTTP 프로토콜과 웹
애플리케이션 기술에 대해서 학습하고, 웹 프록시를 이용해서 HTTP 패킷을 분석해 본다.

3

해킹 기술의 진화와 일반적인 웹 해킹의 절차를 학습한다. 또한, OWASP에서 발표하는 웹
취약점 TOP 10을 통해서 웹에 대한 해킹 취약점을 분석해 본다.

4

웹 해킹을 실습해 보기위해서 WebGoat의 설치 방법을 알아보고 웹 스캐닝을 통한 정보
수집을 해본다. 또한, 인증 및 접근 통제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공격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특히, 패스워드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확인해 본다.

5

SQL 삽입 공격의 배격지식과 기본적인 SQL 삽입공격에 대해서 학습하고, SQL 쿼리공격, 문자열
SQL 삽입공격, XPath 삽입공격 등에 대해 알아본다.

6

XSS의 공격의 개요 및 공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습한다. 또한 Stored XSS공격, Reflected
XSS공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7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소스코드 취약점 유형을 학습한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별 주요 취약점의 패턴을 분석해 본다. 세부적으로는 SQL 삽입 취약점 코드
분석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코드를 분석하고 확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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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휍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인 웹 브라우저에 대해 취약점을 알아보고 Burp Suite를
활용하여 Intruder 기능을 활용해서 해킹을 시도해 본다. 또한 웹 취약점 스캐너을 활용해 본다.

10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의 탄생과 빠른 속도의 성장을 통해 SNS를 고찰하고
이것에서 비롯된 보안 위협에 대해서 학습한다. 또한, SNS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알아본다.

11

웹 보안의 기본 요소인 사용자 인증, 접근 통제, 입력값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전하게
패스워드를 보관하는 방법과 공인인증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12

IIS 웹 서버와 아파치 웹 서버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들 웹 서버를 보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특히 IIS 웹 서버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본 문서를 제거하거나, IPv4
주소 및 도메인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아파치 웹서버의 보안 설정 방법과
acces_log를 확인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13

보안 정책, 보안 조직 및 보안 솔루션을 알아보고, PC 방화벽 설치를 통해서 보안 정책, 조직,
솔루션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한다.

14

안드로이드 앱 분석을 통한 모바일 보안의 개, 모바일 보안 위협 요소, 모바일 보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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