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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안 개요

Ⅰ.제안개요

해킹추적 및 웹서버 부정접속, 전자금융 불법거래 방지시스템
(Real IP 추적 및 불법접속차단 시스템)

해외 IP 분석 및 차단

고객 웹사이트 접속자의
정확한 접속 정보를
Multi Plugin(Applet, Flash,
ActiveX 등)을 이용하여
프록시IP, 공인IP, 사설IP,
클라이언트식별값, 
H/W Mac Addr, CPU-ID,
HDD Serial Number를
수집, 제공 합니다.

관심대상 IP대역 의 모니터링 및
현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해외 IP 우회접속 통한 해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해외 IP의 검출 및 탐지기능과
서비스 정책에 따라
해당 IP의 차단기능을 고객사
웹서버와 연동하여 제공합니다.

웹방화벽에 의해 차단된 해커
의 Real IP 실시간 추적 기능 및
외부 부정 접속을 유형별
수집분석 차단하며
수집된 정보 및 입력되고
의심되어지는
블랙리스트 DB를 통하여
향후 불법 접속의 탐지 및
차단기능을 제공하며 해킹 근원지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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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안배경 (해킹사고 추적, 관심국가 또는 IP 부정접근 실시간 분석 등 요구)

Ⅰ.제안개요

개인정보
유출도용
해킹공격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개인정보 도용,  해킹 공격자
판단 요구

중요페이지, 파일 업로드를 통해
홈페이지 내의 중요 정보 유출

홈페이지
변조,
악성코드
삽입 등

피싱공격
금융피해
입증책임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금융사고
발생시 입증 책임에 대한 법적 책
임 대두

웹 서비스
위협(공격자)

정보 수집/분석
필요성 대두

정확한
공격자
정보수집
공유,차단

위협(공격자)정보에 대한 지속적 수집 과
공격 차단된 정보를 통해 정확한 공격자
정보 분석 후 공유

각종 해킹 사고에 대한 공격자에 대한 신속한 분석 및 대응조치 필요

– 관심국가 우회 부정접근 실시간 분석 ,개인정보불법유출 해킹, 악성코드 삽입 등 공격자 및 금융 거래시 법적 증거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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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안배경(해외 IP를 이용한 해킹)

해외 IP 이용 해킹사례(2009년 2월 9일 노컷 뉴스외)

◈ 계좌에서 순식간에 2,100만원 빠져나가◈

지난달 5일 오후 3시 39분에서 3시 44분 사이 의류회사에 다니는 S씨(여.38.서울)의 **은행 계좌에서 세차례에 걸쳐 각각 700만

원씩 총 2100만원이 타은행 계좌로 인출됐다. 중국에서 등록된 IP로 S씨의 계좌에 접근해 인터넷 뱅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었

다. 특히 이 IP는 지난해 8월 한 고객이 해킹피해 당했을때 사용된 IP와 동일한 것이었다.

지난해 2월 이와 유사한 해킹사고로 7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지난해 8월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안을 유지하며 발생사실 자체를 숨기고 있다 (노컷뉴스)

◈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고에 이어 또다시 인터넷뱅킹 사고가 터져 사용자들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있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고객인 문 모 씨의 계좌에서 640만 원이 무단으로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

해 초 &&은행에서 2000여만원의 불법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은 것으로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높지만, 최근 인터넷뱅킹에서의 사고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은행, 2월의 **은행에 앞선

지난해 10월에도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1000여만원의 자금이체가 발생한 바 있다. 인터넷뱅킹에 대한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안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은 전화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에 인터넷뱅

킹, 폰뱅킹 등에 의한 전자금융사고도 포함시켜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이 보다 인터넷뱅킹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발생하는 인터넷뱅킹 사고의 원인은 은행 코어 시스템에 대한 해킹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코어 시스템에 대한 침입흔적

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로 사용자 PC에 대한 공격으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노출됨으로써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Naver)

해외 IP 차단 시스템

ㆍ위 사례와 같이 금융권의 블랙리스트 및 해외 IP 차단에 대한 필요성(VPN 접속)은 대단히 큰 이슈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ㆍ당사가 제안하는 전자금융불법거래방지 시스템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요소로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Ⅰ.제안개요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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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안배경(해킹사고 발생시 입증 책임)

Ⅰ.제안개요

’07.01 정부,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사고(불법계좌이체,피싱등) 입증책임은 금융기관에..     

 문제점 및 대책

○ 법 제정에 따른 악의적 사고발생 가능성 및 사고규명 미흡으로 금융기관의 손해 가능성

○ 금융기관, 기존 체계(Firewall/IDS 등)의 불법 금융사고 예방/규명의 한계성 존재

대책 : ⇒ “전자금융 불법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을 통한 “불법거래자 접속정보 확보 및 탐지, 차단, 법적 대응 자료 대응가능

결 과

 ‘05.10 금감원, 전자금융 사기경보 발령

 사회적 문제로 대두, 사고규명 난해로 대부분

소비자 피해

 금융기간, 자발적 자구책 마련 노력

 ’07.01 정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정부, 금융기관에 강제적 대응 요구

 불법 금융사고 입증 책임 금융기관에 귀속

 W은행, W카드 대응 솔루션 도입(‘08.6)

배경 및 피해사례

 인터넷 금융사기 / 불법계좌이체 등

 대출알선 부로커, 고객수수료 편취 후 잠적

 대출의뢰자 정보 이용한 불법 계좌출금 등

 공공/금융기관의 피싱/웹 해킹 등

 위조 메일/웹사이트 이용 불법 금융정보 수집

 이를 이용한 불법 인터넷 뱅킹/카드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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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자금융 불법거래 방지 시스템 주요 기능

접속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

1. 뱅킹서버 접속 정보 수집

2. 고객사 로그 정보 연계

3. 부정 접속 분석/검출

Ⅱ.해킹추적 및 웹서버 부정접속, 전자금융 불법거래 방지시스템

시스템 적용 기능

1. 뱅킹서버 접속 정보 수집
- Real IP(공인, 사설, Proxy IP 등) 
- 고객 PC 고유 정보 (H/W 정보 및 운영체제

브라우저, 백신 정보 등)

2. 고객사 로그 정보 연계
- 인터넷 뱅킹 거래 정보와 수집정보간의

고유 Key값의 공유를 통한 정보의 연계

3+4. 부정 접속 분석/검출/차단
- 해외, 국내, 블랙리스트 접속 패턴에 따른

부정 접속 정보 검출
- 부정 접속에 따른 차단 정책 설정, 적용
- 차단 정책별 차단 기능 구현

5. 고객 및 관리자 경고 알림
- 부정 접속 분석에 따른 고객 알림 서비스 구축
- 부정 접속자 분석 차단 후 관리자 알림(SMS)

프로그램

5. 경고 알림 기능

4. 부정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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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접속 정보 수집

IPinside 제품 구성

수
집
정
보

Real IP(프록시 IP, 공인IP, 사설 IP, 클라이언트
식별코드 등)

PC정보(운영체제, 브라우저 정보 등)

H/W 정보(Mac addr, CPU, HDD 정보 등 )

ㆍ실시간 Real IP 수집/분석/차단 관리
ㆍ수집 데이터 수와 BackUp 기간에 따라 산정

Server

ㆍ웹 접속 정보수집 및 정보전달
(웹서버 내 설치)

Client

실시간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

ㆍ접속자 PC와 상호작용을 통해 은닉된 IP 까지 수집 및 분석하는 시스템
→ Multi Plugin (PC Agent 포함)기반의 Real IP 모니터링 특허 기술 적용
→ H/W Mac addr, CPU, HDD 정보 수집

ㆍ실시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신속한 접속차단/알람, 이력저장(증거제시)
ㆍ검증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제품 – K은행, W은행, W카드사, KISA, 국방 CERT 구축 등

뱅킹 거래 정보(로그인, 계좌이체 정보 등)

2.2  상세 구현 기능

Ⅱ.해킹추적 및 웹서버 부정접속, 전자금융 불법거래 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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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접속 정보 수집 (정보 수집 핵심 기능- 웹 서버 대상)

IPinside 수집모듈

Real IP 정보수집

- MPT 기술을 이용한 우회 접속
및 VPN IP 등 기존 기술이 가지지
못하는 접속 증거 수집 기능

- 클라이언트 식별기능을 통해 정확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 추론이 아닌 정확한 접속정보를
DB화 하여 수집하는 형태임.

- 수집된 Real IP 로그를 통해 공격
자 정보 분석 근거 Data 제공

기존 기술

Real IP 정보수집불가

- 기존 기술은 웹서버에 접근하는
직접 IP 만을 수집할 수 있음

- 우회접근자, VPN 접속등 식별 불가
- 웹서버 상에서 접근자에 대한 기존

로그 분석은 부정확한 접속정보를
가지고 추론하는 형태임.

- 단순 로그 수집 기능만 제공

※ M-PT(Multi Plug-in Tracing Tech.) :멀티 플러그인(Ajax기술을 이용한 Flash, MMS, ActiveX 등) 기반의 추적

Ⅱ.해킹추적 및 웹서버 부정접속, 전자금융 불법거래 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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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접속 정보 수집 (정보 수집 핵심 기능-웹 방화벽 대상)

Z

◇ 공격자 정보수집 ◇

- 웹방화벽 내 IPinside 기능을 포팅하여 사용함.

- Real IP 정보 및 공격자 공격 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 DB화

- 공격자 정보에 대한 Real IP DB와 접근자 정보수집 DB연동 가능

- 수집된 Real IP 로그를 통해 공격자 정보 분석 근거 Data 제공

- IP inside 수집 서버 는 접근자 정보수집서버와 공격자 정보수집

서버가 동일하게 구성하거나 분리하여 구축 가능함.

- IPinside와 기 연동된 웹방화벽

(모니터랩사의 웹인사이트, 나우콤의 스나이퍼WAF, 외산 웹스피어 및

공개형 웹방화벽 웹나이트 등 모든 웹방화벽 연동가능)

IPinside 수집 모듈

웹서비스
사용자/공격자

www
웹서버

비정상/정상 접근자

해킹공격 해킹공격자

차단정보수집

IPinside 모듈탑재

웹방화벽

IPinside 모듈 탑재로
Real IP정보수집

Ⅱ.해킹추적 및 웹서버 부정접속, 전자금융 불법거래 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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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접속 정보 수집 (수집정보 모니터링)

A. 실시간 모니터링화면

- 수집된 Real IP 정보의

실시간 사용자 모니터링

기능제공

- Web IP, NAT IP, Client IP

종류별 표현

- 비정상 접근자의 우회형태

및 위험 등급별 표현

(직관적 표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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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접속 정보 수집 (수집정보별 상세)

B. 상세 정보 조회화면

- 웹서비스와 연동된

사용자 ID 등을 제공

- 접속자에 대한 Real IP 및

우회 정보, H/W(MAC,

CPU-ID, HDD)정보 등 제공

- OS정보, 브라우저정보,

보안S/W(PC방화벽,

암호화통신,키보드보안) 등

표현

- IP별 Map 연동 서비스

- 블랙리스트 등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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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접속 정보 수집 (다중 접속 조건별 검색)

C.    다중 접속 정보 조회화면

- 동일한 ID를 이용하여

다른 위치(국가, IP)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를 조회

- 동일한 MAC을 이용하여

다른 위치(국가, IP)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를 조회

- 동일한 HDD SN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사용자를 조회

Ⅱ.해킹추적 및 웹서버 부정접속, 전자금융 불법거래 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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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접속 정보 수집 (접속 통계 및 수집 정보별 통계 리포트)

수집 정보별 통계

- 국가별 접속 현황, 위험 등급별 접속 현황, 우회(Proxy, VPN)접속 현황별 그래프 통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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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접속 정보 수집 (접속 통계 및 커스텀 리포트)

커스텀 리포트

- 고객사와 협의하여 커스터

마이징 되는 추가 통계

리포트로 제공

- 로그인 유형별 통계

- 블랙리스트 통계

- 로그인 실패 통계

- 로그인 성공 통계

- 국가별 로그인 통계

- 로그인 횟수 통계

- 차단 사유별 통계

- 외부기관 통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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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접속 정보 수집 (증거자료 서비스)

증거자료 서비스

- 기간 지정 검색, 검색 조건 입력

- 상세한 사용자 조회 및 사용 내역(웹서비스 이용 ID, 로그인 여부, 위험등급, 거래구분, Ethernet 정보, 
VPN 정보,  H/W정보 등) 출력

-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경ㆍ검찰 측 증빙자료 템플릿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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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고객사 로그 정보 연계

수집서버

수집 정보
데이터 베이스

고객사 웹 서버

고객사 계좌이체 등
거래 로그 DB

고객사와 수집서버 정보의 매칭 Key(고객사 Sequence Number)

고객사 로그 정보와의 연계

ㆍ고객사의 인터넷 뱅킹 거래 로그 Sequence Number를 수집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삽입 시킴으로
고객사 데이터 베이스 거래 로그와의 연계 기능 구현

ㆍ접속 시간별 정보 검색 : 

웹 사이트의 접속 시간별 수집정보

연계

ㆍ고객 ID별 정보 검색 : 
고객 ID별 수집정보의 연계

ㆍ접속 IP별 정보 검색 : 
웹서버 접속 IP별 수집정보의 연계

ㆍ고객 계좌번호별 정보 검색 : 
고객 계좌번호별 수집정보의 연계
가능

ㆍ기타 연계 정보 설정으로 수집정
보의 연계 가능(세부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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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고객사 로그 정보 연계 (연계 조회 상세)

고객사 웹 서버

거래 로그 DB
Sender

수집서버

수집 정보 DB

거래로그 확인

거래 리스트 [접속정보확인]

거래 리스트 [접속정보확인]

거래 리스트 [접속정보확인]

PC 정보 수집

거래 Sequence
Number

거래 Sequence
Number

거래 리스트별 접속정보 확인시
IPinside의 접속 상세 내용 연동
(Popup 혹은 페이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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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정 접속 분석

부정 접속 검출

해외 부정 접속

특정 IP의 해외 IP대역 접속 및
동일한 ID의 타 국가에서 접속 시도 등 검출

국내 부정 접속

동일 ID로 다른 지역 접속 및 동일 IP에서 다수 ID 접속,
일정 기간 내 동일한 ID로 다수 접속 등 검출

블랙 리스트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ID, IP, 계좌번호 접속 탐지 및 차단

검출 처리 방안

1.고객사의 차단 정책 수립

2.정책에 따른 검출 및 차단

3.검출 및 차단 내용의
관리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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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정 접속 분석 (해외 IP 검출 및 분석)

해
외

I
P

분
석

모
듈

해외 IP 검출 및 분석

해외 IP 대역 접속 시도

ㆍ특정 ID가 해외 IP 대역에서 접속 시도 검출

ㆍ동일한 ID가 다른 국가에서 접속 시도 검출

해외 접속 시도

고객사
WEB 서버

S
e
n
d
e
r 

IP 수집서버

PC
(해외 접속자)

서비스(로그인,
계좌이체 등) 사용

ID 제공1

ID+NAT  IP
제공

3

NAT IP
수집

2

ㆍ동일 ID로 다수의 국가에서 접속 시도 검출

다중 해외 접속

해외 IP 검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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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정 접속 분석 (국내 IP 검출 및 분석)

국내 부정 접속 검출 및 분석

다중 지역 접속

동일 ID로 다른 지역(국내)에서 접속 시도

다중 ID 접속

동일 IP에서 다수의 ID 접속 시도 검출

접속횟수

일정 기간 내 동일한 ID로 다수의 접속 시도 검출

부정 로그인

로그인 실패 횟수(3회 이상)에 따른 부정 로그인 검출

검출 처리 방안

부정접속의 탐지 및

차단 정책에 따른

차단 처리 후

관리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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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정 접속 분석 (블랙리스트 검출 및 분석)

블랙리스트 관리

해당 불법 접속자 요소의 단일 추가 및 엑셀 Upload를 통한 다중 등록 기능 구현

블랙리스트 IP 차단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IP 접속 탐지 및 차단

블랙리스트 계좌번호 차단

블랙리스트 등록된 계좌번호 접속 탐지 및 계좌이체 중지

블랙리스트 관리 방안

블랙리스트 등록 요소
(ID,IP,계좌번호)로 접속시
탐지, 차단 후 관리자 통보

로그인/계좌이체 등의
차단 및 중지 실행

각 고객간 블랙리스트
데이터 베이스 공유

(등록 패턴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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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정 접속 분석 (관리자 차단 정책 설정)

차단 정책 항목 설정

고객 ID

접속 IP

계좌번호

항목 추가

추가항목 반영

차단 정책 상세 구현

접속 지역 선택

- 국내 접속만
- 해외 특정국가

설정
- 국내+해외접속

접속 빈도 설정

-단위 시간 설정
-접속 횟수 설정

ex)시간별 XX회
이상 접속

검출 후 처리방식

-검출 후 SMS 통보
-차단 후 SMS 통보
-차단 후
블랙리스트 등록

차단 정책 테이블 설정

불법거래 차단 시스템 검출 모듈 적용

검출 및 차단 후 관리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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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정 접속 분석 (부정 접속 검출 방식)

TCP/IP

TCP/IP

1.2 고객별 부정 접속
정책 테이블

IPG Server

Hash 
Table

GET

PUT

ID IP

user0ID 123.123.123.123

user1 IP

.

.

.

userN IP

2.검출 여부(Y/N)

1.차단정책 테이블
- ID,  IP, 계좌이체 등 차단항목별
세부 사항 추가

2.검출 여부(Y/N)
- 차단 항목별 검출 여부의 반환

Hash Table 사용 기법의 장점

- 차단정책의 실시간 검출을 위하여 최단 시간 내 데이터의 결과 확인
- 테스트 데이터(ID기준) 10만건 기준 최고 검색속도 0.1초 이내 검색 완료
- ID 3000만건 기준 30초 이내 검색 완료 가능

※상기 Hash Table 사용으로 실시간 검출 가능

1)정책별 실시간 검출(고객사 정책 및 고객별 정책 적용)

※ 차단정책 테이블 내용에 따른 항목 중 고객별 차단정책 항목을 선별 하여 검출
※ IPG Server는 해시 테이블 관리 및 WAS에 결과값을 통보해 주기 위한 통신 서버

1.1 고객사 부정 접속
정책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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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정 접속 분석 (탐지/차단 처리내역)

A. 탐지/차단 모니터링

(탐지/차단 처리내역)

- 정책에 의해 탐지되거나

차단된 부정 접속 내역을

모니터링

※당사에서 정의한 위험요소

등급

1)블랙

2)심각

3)경계

4)주의

5)관심

6)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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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정 접속 분석 (탐지/차단 정책 관리)

B. 탐지/차단 정책 관리

- 등록된 정책의 추가, 수정,

삭제 및 파일로 다운로드

- 등록된 정책의 탐지

및 차단 여부 설정

- 정책 등록 요소

ID, IP, Mac Addr, CPU-ID

우회접속기술 및 IP

- 탐지/차단 통보

블랙리스트 여부, SMS나

e-mail 통보, 탐지/차단 여부,

정책 적용 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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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정 접속 분석 (탐지/차단 실시간 관제)

C. 위험요소 실시간 관제

- 관리시스템과 별도로 위험 요소의 실시간 관제 페이지 포함

- 일정 기간별 데이터 자동 Refresh 기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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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정 접속 분석 (검출 패턴)

구 분 검출패턴 검출조건 검출 후 조치 고객 정책

해외
접속
검출

특정 ID가 해외 IP 대역에서 접속 시도
ㆍ로그인 또는 계좌이체 시도

ㆍ기업의 경우 ERP로 이체시 웹 IP로 판단
ㆍ고객 서비스 요청에 따른 적용

로그인 화면에서

해외 접속 여부

신청 형태로 제공

가능함.

동일 ID가 다른 국가에서 접속 시도
ㆍ1시간 이내 다중 계좌이체 실행 시도

ㆍ국가별 IP 데이터 베이스 검색 결과

ㆍ차단 후 관리자 통보

ㆍ탐지 후 관리자 통보

동일 ID로 다수의 국가에서 접속 시도
ㆍ1시간 이내 다중 계좌이체 실행 시도

ㆍ국가별 IP 데이터 베이스 검색 결과

ㆍ차단 후 관리자 통보

ㆍ탐지 후 관리자 통보

국내
접속
검출

동일 ID가 다른 지역에서 접속 시도
ㆍ30분 이내 타지역 계좌이체 실행시

ㆍSubnet 3번째 자리 변동시

ㆍ차단 후 관리자 통보

ㆍ탐지 후 관리자 통보

로그인 화면에서

고객이 보안레벨

선택 형태로

제공 가능함..

동일 IP에서 여러 ID가 접속 시도
ㆍ24시간 단위로 ID를 관리

ㆍ고객 서비스 요청시 동시 접속 가능
ㆍ고객 서비스 요청에 따른 적용

동일한 ID가 다수 접속 시도
ㆍ1시간 이내 다수의 접속시도

ㆍ고객 서비스 요청시 접속 허용
ㆍ고객 서비스 요청에 따른 적용

로그인 실패 횟수(3회이상)자 접속
ㆍ로그인 실패 횟수 초과자 접속 시도

ㆍ고객 서비스 요청시 접속 허용
ㆍ고객 서비스 요청에 따른 적용

다른 IP에서 동일 ID가 접속 시도
ㆍ24시간 단위 ID 관리

ㆍ고객 서비스 요청시 동시 접속 가능
ㆍ고객 서비스 요청에 따른 적용

블랙

리스트

/

관심

대상

관심대상 정보(MAC, IP대역 등)등록 후

블랙리스트 DB에 등록된 IP가 접속 시도

ㆍNAT, 프록시, 클라이언트 식별코드 확인

ㆍ등록된 블랙리스트 IP 모두 검색

ㆍ블랙리스트 등록시 엑셀로 Upload 가능

ㆍ각 고객간 블랙리스트 공유 가능

(등록된 패턴 정보 포함)

ㆍ차단 후 관리자 통보 고객사 내

정책관리

및 모니터링 형태

블랙리스트 DB에 등록된 계좌번호 접속
시도

등록된 계좌번호의 로그인/계좌이체 등 처리 ㆍ차단 후 관리자 통보

※협의사항
ㆍ특정 공공 및 금융사는 동일 IP가 동시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음.
ㆍ블랙리스트 DB에 등록된 계좌번호 상기 검출조건의 시간 조건은 고객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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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부정 접속 차단 (은행-뱅킹 이용 고객 서비스 신청)

고객 서비스 신청 (예)

고객사 홈페이지 내
전자금융 불법거래 방지 시스템 사용 신청

1.고객 ID

2.인터넷 서비스 주 사용지역
ㅁ국내
ㅁ해외 : ㅁ 중국 ㅁ미국 ㅁ호주 ㅁ일본 ㅁ기타

3.인터넷 서비스 사용빈도
ㅁ일 3회 이상
ㅁ일 1회 수준
ㅁ월 1회 수준

4.사용방식
ㅁ로그인, 컨텐츠 확인 및 상품 검색
ㅁ계좌이체 등 인터넷 뱅킹업무

고객별 인터넷 서비스 사용 패턴 분석

고객별 해외 IP 차단 서비스 설정(예)

고객 서비스 등급
현재 접속한 고객님의 IP는 111.111.111.11 입니다.

1.해외 IP 차단 서비스 ●ON   ○OFF
2.차단 서비스 등급 설정
①1단계 : 모든 해외 접속 및 계좌이체 가능

접속 및 계좌이체 후 SMS 통보
②2단계 : 모든 해외 접속은 가능하나

계좌이체 차단 후 SMS 통보
③3단계 : 모든 해외 접속 및 계좌이체 차단
④4단계 : 고객이 지정한 IP 이외의 모든 접근 차단

고객 상세 서비스 설정

1.국내, 국외 접속 설정
2.접속 ID별 접속 빈도 설정(1시간 내 3회 이상 차단 등)
3.접속 ID의 IP 대역(지역) 및 국내ㆍ외 다중 접속 설정

고객사 관리자의
해외 IP 차단 정책별 고객의 상세 설정

2.2.3 부정 접속 분석 (관리자 차단 정책 설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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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부정 접속 차단 (분석 처리 구현 안)

검출 데이터

검출 데이터의 접속Flag 설정

※차단정책 블랙리스트 및 정책 테이블 내용에 따라

- Flag 전송하며 인터넷 뱅킹 거래 정보에 차단 정보를 반영하게 됨. 이 후 차단 또는 모니터링에 대한 결정은
인터넷 뱅킹 서버 또는 WAS가 진행 함.

※세부 사항의 결정은 고객사측과 협의 하여 진행

비교
결과값 처리(Flag ) 전송

검출 데이터
저장 DB

(웹서버 內)
고객별

차단정책
테이블

대상 아닌 경우
인터넷 뱅킹

거래 정보 반영블랙리스트/
정책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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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경고 알림

위험요소 알림 기능

위험요소 알림

수집 정보 중 특정 등급에 대하여
경고 및 SMS 발송하는 기능

부정접속 알림

부정접속 정책에 따른 고객 및 은행 관리자
SMS 발송 기능

알림 프로그램 동작

IPinside 
Client 설치

위험등급 경고 설정 및
SMS 번호 등록

위험발생 경고 및 SMS발송
위험요소

알림

IPinside 
Client 설치

위험등급 경고 설정 및
SMS 번호 등록 부정접속

검출

관리자
경고 및 SMS발송

부정접속알리

고객 서비스 신청
부정접속시
SMS발송 번호 등록

고객
SMS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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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경고 알림 (구현 화면)

차단 및 위험 요소별 경고

- 고객의 차단 정책별 경고 알림기능 /  경고 알림 상세 내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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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VPN 사용자 판단 기능

금융권 및 게임업체의 VPN Client 접속유저에 대한 정확한 탐지 제공

- 게임 접속 유저의 국가별 Real IP 정보의 사용자 탐지 / 차단 기능제공

- 프록시, 공인, 사설 IP, VPN IP 등 접속 형태별 표현 및 정보 수집 /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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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Smart Update 기능

제조사의 Smart Update S/W 를 통한 배포 편의성 제공

- 사용자측 모듈(PC Agent) 배포는 제조사 Smart Update S/W를 통하여 설치 및 업데이트 지원을 합니다.

- 제조사의 Smart Update S/W를 통하여 통합 배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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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스템 구성 방안(DFD) – 2 Channel 3 Way 방식 구성 제공

User PC

다중
플러그인

(Active X 포함)

수집/분석(DB) 서버

고객사 웹 서버

데몬 서버

WAS 수집 서버

DB

관리자 페이지

분
석
데
몬

WEB App

SenderLogin Form

1.H/W정보,
Real IP 수집

3.분석데몬으로 전송

4.로그인 ID, 
성공여부,
계좌이체 정보

+2번 정보 전송

5.임베디드
데이터
서버전송

6.분석데몬으로 전송

7.분석데이터 DB 저장

9.로그인 확인 or
차단 페이지 이동

Login Check Page

2.고객사 로그인
(H/W정보 수집)

8.Flag
(결과 값)
정보 제공

암호화 통신

Syncer

Ⅱ.해킹추적 및 웹서버 부정접속, 전자금융 불법거래 방지시스템



IPinside™

35

2.3 시스템 구성 방안(H/W)

DB 및 분석 서버 (HW추가)

수집서버

고객사 웹 서버

암호화통신

WAS 수집 서버

DB

관리자 페이지

분
석
데
몬

WEB App

Login Form

1.H/W정보,
Real IP 수집

2.고객사 로그인
(H/W정보 수집)

3.분석데몬으로 전송

4.로그인 ID, 
성공여부,
계좌이체 정보

+2번 정보 전송

5.임베디드
데이터
서버전송

6.분석데몬으로 전송

7.분석데이터 DB 저장

User PC

다중
플러그인

(Active X 포함)

※ 수집 기능과 DB 기능을 분리하여

할 수 있어 확장성 및 안정성이 높다.

9.로그인 확인 or
차단 페이지 이동

Login Check Page

데몬 서버

8.Flag
(결과 값)
정보 제공

Sender Sy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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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스템 구성 방안(네트워크 구성)

DMZ

Web 
Server

WAS 
Server

DB Server

내부망

INTERNET

내부망

F/W

IPS

L4 Switch

Ipinside 
WEB 

module

Ipinside 
WAS 

module

①

②

1.웹 서버의 로그인 또는 계좌이체 페이지에 Ipinside WEB module설치
2.웹 페이지 접속 시 사용자 정보를 Ipinside WAS module를 통하여 IPinside Server에 전송
3.사용자 PC에서 구동하는 Plug-in을 통하여 직접 IPinside Server에 사용자 정보 전송

IPinside 의 수집
서버와 분석/DB 서버
로 분산하여 Server
를 분리 구성가능

IPinside 
분석/DB

IPinside Server
수집/분석/DB 일체형

2)확장 1안 (분석/DB 서버 분리)

IPinside Server의
이중화 구성으로
동시 접속 건수가
증가할 경우
IPinside Server의
부담을 2대의
Server로 분산
추가 확장할 수
있다.

3)확장 2안(수집 서버 이중화)

IPinside 
분석/DB

③

1)IPinside 시스템 구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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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스템의 구축사례(금융기관)

접속자
(사용고객

or
불법접근자)

고객사 인터넷 뱅킹 서버

로그인 계좌이체

전자금융 불법거래방지 시스템
(IPinside)

불법거래 검출모듈

차단 및 접속정보

거래 정보 연계

알림프로그램(C/S)

차단 페이지

정상 인터넷 뱅킹
사용

고객사 관리자

1.블랙리스트 설정

2.인터넷뱅킹 서버 접속

4.접속자
정보 수집

5.블랙리스트
접속판단

3.ID정보
제공

7.정상
사용

6.블랙리스트
접속차단

9.브랙리스트
접속판단

8.ID정보
제공

10.블랙리스트
접속차단

11.정상
접속사용

12.불법접속알림
(SMS,Alert)

13.불법접속알림
(SMS,email)

15.거래정보와
연계조회

14.차단 내역 조회

※ 블랙리스트의
검출 및 차단
지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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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스템의 구축사례(공공기관)

공공기관 홈페이지

접근

접근

접근

접근

인증서
사용

IP 수집 지시
-로그인화면
-로그인실패

IP 수집 / 분석/모니터링

웹서비스 처리

웹서비스 거부

Proxy를 통하지 않은 IP

Proxy를 통한 IP

비정상

업무처리

정상

업무처리

DB 기록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정상

업무처리

기타 업무 요청

IP수집/분석서버

기관 내부정보 사용을 위한 홈페이지 및 인증 시 우회접속 또는 로그인 실패 등이 발생시 위험 경고 관제

- 로그인 직전 및 로그인 시 로그인 실퍠 와 성공에 대한 정확한 Real IP History 를 관리하여 비정상적 유저 판단 모니터링

- 우회접속 (프록시)사용자 또는 해외접속 사용자에 대한 차단 정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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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스템의 구축사례(게임업체 VPN 사용판단목적 위주)

국내 서비스용 게임시 해외 접속유저 서비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 게임 최초 구동 또는 로그인시 판단하여 서비스 유무 결정.

- 필요시 모든 접속자에 대한 실제 접속 PC IP 및 MAC 주소 탐지 및 차단 기능제공 가능

접속 유저 구간 인터넷 구간 게임 및 Banking 서버 및

IP수집서버 구간

VPN 
Driver

NAT장비

(공유기)

VPN GW

고객사: 

게임서비스 로그인 서버

게임 Client PGM, 서버

IPinside 수집서버

VPN SW

SSL통신

Ⓐ

사설IP

구간

공인IP

구간

범례 :

1. VPN 통신

2. 소켓 통신

접속 유저

Ⅱ.해킹추적 및 웹서버 부정접속, 전자금융 불법거래 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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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스템의 구축사례(금융결제원:공인인증서 부정사용 방지)

금번 제안 범위 :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
금융결제원

분석서버

Active Standby

Active Standby

수집서버 A

인증서 발급

CA

Sender
Syncer

Queue

L2 스위치

Solaris OS Oracle 10g Std.
Veritas SF Oracle HA

Solaris 10 
Health Check

SAN 스토리지

ETERNUS DX60

수집서버 B

Oracle 10g Std.
Veritas SF Oracle HA

Solaris 10 

Logger | M.Man

RealTimeAnal.
B/L Checker

H.Data CA.Data

Logger | M.Man

RealTimeAnal.
B/L Checker

H.Data CA.Data

HA 

Solaris 10 

Analyzer (RT/B)
File/DB Manager

Manager Web/WAS

인증서 발급 사용
자

수집클라이언트

회원사

제안사 IP추적솔루션 구축
회원사

PKI클라이언트

<공인인증서 이용자 환경>

IP수집채널 - CMP

IP수집채널 – 2차 채널

http://www.ibk.co.kr/main.html
http://www.scfirstbank.com/newweb/
http://www.kbstar.com/
http://www.ibk.co.kr/main.html
http://www.scfirstbank.com/new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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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스템의 특장점

다중 플러그인 기반으로 Real IP의 수집율의 최대화

해커 및 접속자의 ‘사설IP, NAT, 공인IP/ 프락시IP’를 사용하더라도 정보 일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수집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 최대화 구현

계좌이체 정보와 추적 정보의 연동으로 금융사고의 예방 및
사고규명의 명확한 증거 자료 제공

관심대상 국가 및 해외, 국내의 부정 접속 정보의 검출, 분석 및 차단으로
해커 분석 추적 및 불법 전자금융거래 일체의 방지

실시간 IP 추적 IPinside 시스템의 특장점

웹서버와 수집서버의 독립된 구성으로 기존 웹 서버의 부하를 최소화된 구성이며,
차단 / 수집 및 분석 / DB관리 기능을 분리 구축할 수 있어 확장 및 안정성 극대화

인터넷 전자상거래 (뱅킹 등) 시 “IPinside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객 부가서비스 제공
- 뱅킹 PC 지정서비스,   해외IP접속 차단서비스 등

Ⅱ.해킹추적 및 웹서버 부정접속, 전자금융 불법거래 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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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허 및 인증 현황

Ⅲ.특허/인증 및 고객/협력사 현황

Real IP 모니터링 솔루션인 “ IPinside ”, 웹방화벽 해커추적기능 등 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핵심 코어기술에 대한 특허권 획득!

멀티 플러그인 “MPT”기법에 의한 기술적 특허부분 및 Business 모델을 포함한 국내유일의 다중 플러그인 추적 특허임.

2007년 IT우수기술지원사업 우수판정HTTP/HTTPS 보안을 위한 자동 위치
추적 방법 및 모니터링 서버

◆2009년 3월 GS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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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접속유저 PC 적용 Plug-in 기술

※ IPinside는 아래에 기술된 플러그인을 모두 지원 합니다.(이 멀티 플러그인 기술은 특허 기술입니다.)
상기 내용은 서명(설치)방식을 기반으로 한 PC Agent방식 과 비서명(비설치) Plug-in방식을 복합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 분

플러그인 기술

비서명방식 서명방식

Flash 기반
스트리밍

기반
Applet 기반 Active-x

PC Agent 

(NPAPI)

지원 가능 기술 ○ ○ ○ ○ ○

장점 Client 식별코드 고속통신지원 수집속도 낮음 정밀 제어가능 정밀 제어가능

문제점 권한 권한 권한,장애,속도 IE만 지원
멀티브라우져

지원

브라우저

지원 여부

(IP수집대상)

IE ○ ○ △ ○ ○

넷스케이프 ○ ○ ○ X ○

파이어폭스 ○ X ○ X ○

오페라 ○ ○ ○ X ○

크롬 ○ ○ X X ○

S S L 통신
지원

○ ○ ○ ○ ○

프락시 사용여부 및 구분 ○ ○ ○ ○ ○

공인(REAL) IP 획득 ○ ○ ○ ○ ○

사설(Private) IP까지 획득
(NAT 등)

X ○ ○ ○ ○

PC 추적 모듈 설치 방식 비 설치방식 비 설치방식 비 설치방식 설치 빙식 설치 빙식

PC 추적 모듈 장애 수준 거의 없음 거의 없음 매우 많음 거의 없음 거의 없음

PC HW정보 수집 기능 X X X ○ ○

각 종 자단 기능지원 X X X ○ ○

WAS 연동모듈 사용유무 X X X ○ ○

* 2008.2 ADOBE 사 출간자료

※ JAVA applet 형태
- MS, SUN JAVA 간 충돌 및
JAVA Version 충돌로 인해
Proxy 수집속도 문제 로
적용 시 고객측 장애 다수
발생함.

Ⅲ.특허/인증 및 고객/협력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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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납품 현황

주요 Reference

금융기관

공공기관

교육/기업

현재 120여개 사이트에 납품하고 있으며 업계 90% 이상을 점유하는 업계 1위 제품 입니다.

협력사

* 웹방화벽 IP추적모듈 공급 (약 100개사 120대 납품함- 2009. 09월 이전까지 )

Ⅲ.특허/인증 및 고객/협력사 현황

http://www.ibk.co.kr/main.html
http://www.wamco.or.kr/
http://www.kctdi.or.kr/2007/index.htm
http://www.wooribank.com/
http://www.inzen.com/tt/board/ttsite.cgi
http://www.keb.co.kr/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rev=5&query=%B9%CC%B7%A1%BF%A1%BC%C2%BB%FD%B8%ED%B7%CE%B0%ED&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pq=0&start=1&a=pho_l&f=nx&r=1&u=http://cafe.naver.com/miraeilove/15&thumbnail=http://thumbview02.search.naver.com/thumbnails?q=http://cafefiles.naver.net/data30/2008/2/22/266/%B9%CC%B7%A1%BF%A1%BC%C2%BB%FD%B8%ED_%B7%CE%B0%ED_starjabi.gif&signature=498448956924&gdid=90000004_00EA86F10000000F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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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요기간

Ⅳ.소요기간 및 비용

주 요 내 용
Week

1 2 3 4

기획

현황파악 및 구축협의

구현 시스템 기획

구축 및 개발

소켓 통신용
Sender 수정

수집모듈 수정

수집정보 관리
웹 페이지 수정

테스트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전개

검수/오픈

산출물작성

검수완료

시스템 구축 및 추가 개발

시작

* 고객사의 시스템 환경에 따라 전체 일정이 앞당겨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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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Pinside 제품 규격

구 분 기능(성능) 수량

IPinside Server

접근자정보수집
웹서버 접근자의 실시간 Real IP 정보 수집 및 패턴(Rule) 

적용 모듈 수집/분석 서버는

대형SITE일 경우

분리/통합구축가능

공격자정보수집 공격자 차단정보 수집 기능 / 웹방화벽과 연동 모듈

분석서버 모듈
정상/비정상 접근자 DB 및 공격자 차단정보 DB 간의

정보 상관관계분석 모듈

IPinside Client 웹서버에 연동(링크)되어 모니터링서버와 통신을 위한 License CODE와 MODULE
모니터링 대상

웹 서버의 웹페이지당 1

일 체 형

Server H/W제공

(DB서버 분리 시

별도 서버 필요)

세부내역 RPMG 100 RPMG 500 RPMG 1000 RPMG 2000 

CPU 
i3 Dual-Core 

2.93GHz
Xeon Quad-Core 

2.4GHz
Xeon Quad-Core 

2.13GHz * 2
Xeon Quad-Core 

2.66GHz * 2

MEM 2GM 4GM 8GM 8GM 

I/F
(관리포트제외) 

10/100/1000
LAN * 2port

10/100/1000
LAN * 2port

10/100/1000 SFP * 2port
10/100/1000 LAN * 2port

10/100/1000 SFP * 2port
10/100/1000 LAN * 2port

실HDD용량
(Raid 백업제외) 

250GB 500GB 1TB 2TB 

동접성능(계산시
초당적용) 

20 TR/s 40 TR/s 100 TR/s                           150 TR/s 

OS Customized Linux 

모니터링 Monitoring base on WEB 

Ⅳ.소요기간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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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인터리젠 주식회사

사무소/연구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6-24 명문 BD 502 호

TEL: 02-576-2511~2  Fax: 02-539-2516

www.interezen.co.kr

netmaru@interezen.co.kr

대표이사 정철우 (010-2670-3030)

http://www.interezen.co.kr/
mailto:netmaru@interez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