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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atMapp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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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노출 위협 케이스



Attack Surface Monitoring 대시보드

Exposed Service statistics



CI/CD 및 컨테이너 플랫폼각종 퍼블릭 액세스 서비스들개발자 페이지 및 개발망 서브도메인

Exposure Focus in Cloud



개발망 및 테스트 도메인개발자 편의 및 테스트 페이지

dev-*.domainA.com
test-*.domainB.com

Exposed Services 



각종 리포지토리, 아티팩토리퍼블릭 액세스 스토리지

Exposed Services 

메트릭, 모니터링 페이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매니저외부노출 CI/CD 서비스들

Exposed Services 

쿠버네티스 연관 서비스



사례. 컨설팅 대상 고객사 외부 노출

Overview

ASM 기능 활용하여
외부 노출 서비스

탐색

고객사 및 협력업체
유출내용 전달 및

조치

s3 내 고객사 서비스 주소
및 개발자페이지 추가 확인

s3 및 도메인연동 과정에서
설정 미흡으로 퍼블릭

액세스 확인

서비스 및 s3 퍼블릭 액세스 분석

xxx.s3.amazonaws.com (ACL)
https://xx.domain.com (Public)



Stealer, Ransomware, etc.. 

Account Take-Over Monitoring 대시보드



Data Leak Range

Instance 액세스 SSH 비밀키 (.pem)IAM 크리덴셜 및 Root 계정정보



Data Leak Range

브라우저 히스토리 및 저장된 패스워드Ransomware Leak files



백신, EDR 등보안SW 미설치계정정보관리미흡업무환경분리미흡
업무환경 분리가 미흡한 PC에서 고객사 AWS 서비스 관리
및 개인행동 병행으로 인한 랜섬웨어, 스틸러 감염

고객사 연관 IAM 및 Root 계정 등 민감 인증정보를
별도의 KMS 없이 PC 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

PC 내 별도의 백신, EDR 미설치로 인하여
랜섬웨어, 스틸러 등의 악성코드 미탐지 및 감염

Root Cause 



사례. 고객사 연관 협력업체 직원의

고객사 키워드
연관

계정 유출 탐지

고객사 및 협력업체
유출내용 전달 및

조치

IAM 자격증명 및
Root계정

추가확인 후 분석 진행

민감정보 유출 범위 및
협력업체 직원 식별정보

확인

Overview

IAM 계정 및 Root계정 유출 분석



* 오픈소스 CSPM

* Graph View, Threat Graph 지원 (Agent based)

* Vulnerability, Secret 스캔 (Agent based)

* 다양한 Compliance 스캔

ThreatMapper
- 오픈소스 CSPM

Reference Link : https://community.deepfence.io/docs/threatmapper/

https://community.deepfence.io/docs/threatmapper/


Features – Graph View



Features – Vulnerability Scan



Features – Vulnerability Scan



Features – Unprotected Secret Scan



Features – Threat Graph



Features – Compliance Scan



Supported benchmark



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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