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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Focus Fortify Software Security Research 정보  

Fortify 소프트웨어 보안 연구팀은 최첨단 연구를 보안 인텔리전스로 변환하여 Fortify Static Code 

Analyzer(SCA), Fortify WebInspect 및 Fortify Application Defender를 포함한 Fortify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합니다. 현재 Micro Focus Fortify 소프트웨어 보안 콘텐트는 25개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1,009개의 취약점 범주를 지원하며 1백만 개 이상의 개별 API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https://software.microfocus.com/en-us/software/security-research 

https://software.microfocus.com/en-us/software/security-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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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fy SSR(Software Security Research)은 Fortify Secure Coding Rulepacks(영어, 버전 2019.3.0), 

Fortify WebInspect SecureBase(SmartUpdate를 통해 사용 가능) 및 Fortify Premium Content의 

업데이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Micro Focus Fortify Secure Coding Rulepacks [SCA] 

이 릴리스에서 Fortify Secure Coding Rulepacks는 25개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800가지 고유 범주의 
취약점을 감지하고 1백만 개가 넘는 개별 API를 지원합니다. 요약하면 이 릴리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React 버전 16.51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 범위를 늘리기 위해 JavaScript 라이브러리 React에 대한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JSX(JavaScript의 모든 기능이 포함된 템플릿 프레임워크)를 
통한 모든 일반 HTML 기반 취약점 범주뿐만 아니라 관련된 React별 API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JSX 및 표준 HTML 간 서로 다른 DOM 특성도 지원에 포함됩니다. 
React별 API 및 DOM 특성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Cross-Site Scripting: DOM 
 Cross-Site Scripting: Poor Validation 
 Privacy Violation 
 System Information Leak: External 

 

Scala 2.13 
리팩터링된 Scala Collection 패키지를 포함한 Scala 2.13에 대한 지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새로운 범주가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새 규칙으로 2.13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흐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Open XML SDK v2.9.0 
Open XML 파일과 함께 Microsoft Office Word, Excel 및 PowerPoint 문서 작업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Open XML SDK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Privacy Violation 
 System Information Leak 
 Path Manipulation 
또한 다음 범주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XML Injection: Open XML 
 

기타 정정표  

이번 릴리스에서는 거짓 긍정 문제의 수를 줄이고 고객이 문제를 감사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리소스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다음과 관련하여 보고된 문제의 변경 사항이 고객에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Fortify Java Annotation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는 보안 콘텐트에 대한 개선 사항이 이제 Fortify 
Priority Order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또한 @FortifyDangerous가 이제 Fortify Priority 
Order 값을 중요, 높음, 보통 및 낮음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문자열 매개 변수가 더 이상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음).  

                                                            
 1SCA v19.2.0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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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을 위해 여러 규칙에서 Fortify Priority Order 값이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문제의 하위 집합에서 우선 순위 값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포인터를 설명하기 위해 C++ 메모리 누출에 대한 거짓 긍정이 감소되었습니다. 
 Java 및 .NET JSON Injection 규칙에 대한 거짓 긍정이 감소되었습니다. 
 비영구적인 콘솔에 로그인할 때 JavaScript/TypeScript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로그 위조 
문제에 대한 거짓 긍정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 통과를 제거하여 .NET에서 거짓 긍정이 감소되었습니다.  
 

 

Micro Focus Fortify SecureBase [Fortify WebInspect] 

Fortify SecureBase는 SmartUpdate를 통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업데이트에서 사용자를 안내하는 

정책과 수천 가지의 취약점 검사를 결합합니다. 

취약점 지원 

SAML Dupekey Injection (CVE-2019-1006) 

이번 분기 초에 Blackhat 2019에서 SAML Dupekey Injection 취약점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취약점은 Microsoft WCF, .NET Framework 내의 WIF 3.5 이상 버전, Windows의 WIF 

1.0 구성 요소, WIF Nuget 패키지 및 Microsoft SharePoint의 WIF 구현에서 심각한 인증 

우회 취약성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Securebase를 임시로 업데이트하여 이 취약점 탐지 

검사를 릴리스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ID 11612로 식별됩니다. 분기 중반 릴리스부터 

검사가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이 릴리스에는 압축된 값을 지원하고 대칭 키로 새 

페이로드를 추가하여 공격 표면을 확장하고 표준 정책에 검사를 포함하는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lack Hat USA 2019에서 Micro Focus Software Security 

Research가 릴리스한 취약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백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ccess Control: Authorization Bypass2 

XML 구문 분석 및 정규화 문제로 인해 SAML 메시지 검증이 권한 우회 취약점에 

취약해져 공격자가 다른 사용자를 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점 예제에는 CVE-2017-

11427, CVE-2017-11428, CVE-2017-11429, CVE-2018-0489 및 CVE-2018-7340이 

포함됩니다. 이 릴리스에는 이 취약점을 감지하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자가 로그아웃 URL 감사를 제외한 기본 검사 설정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SAML Message Replay Vulnerabilities3 

SAML Bad Practices: Missing Assertion Signature  

SAML 메시지는 어설션의 유효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화 서명됩니다. 

가로채기(Man-in-the-middle) 공격자는 서명 없이 SAML 응답 메시지를 변조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권한을 수정하고 서비스 제공자 측의 사용자를 가장할 수 있습니다. 

                                                            
2 SAML Authorization Bypass는 WebInspect 19.2.0 이상 필요. 

 3SAML Message Replay Vulnerabilities는 WebInspect 19.2.0 이상 필요. 

https://www.microfocus.com/media/white-paper/sso-wars-the-token-menace-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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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릴리스에는 SAML 응답 메시지를 수동으로 점검하고 서명이 없는 어설션이 포함된 

메시지가 있는지 보고하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AML Bad Practices: Insecure Message ID Implementation  

SAML 요청 및 SAML 메시지는 재생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 ID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SAML 응답의 어설션에는 고유 ID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고유 ID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SAML 구현이 가장 및 인증 우회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이 릴리스에는 SAML 응답 

메시지를 수동으로 점검하고 SAML 요청, SAML 응답 및 어설션에 고유 ID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고하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AML Bad Practices: Insufficient Session Expiration  

SAML 응답 메시지에는 SAML 응답 메시지가 발행된 시점 및 유효 기간을 나타내는 

타임스탬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은 IssueInstant, NotOnOrAfter 및 NotBefore 

특성에서 전달됩니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특성의 값은 메시지가 1~5분간 유효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 릴리스에는 메시지가 5분 이상 유효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보고하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기간은 정책 관리자 또는 검사 설정에서 

관련 검사 입력을 설정하여 사용자 정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정표  

이번 릴리스에서는 거짓 긍정 문제의 수를 줄이고 고객이 문제를 감사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리소스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다음과 관련하여 보고된 문제의 변경 사항이 고객에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LDAP Injection 

LDAP Injection은 사용자 입력을 기반으로 LDAP 구문을 구성하는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공격입니다. 이 릴리스에는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가 

플래그 지정되는 방법에 대한 논리가 수정된 업데이트된 검사가 포함됩니다.  
 

Insecure Transport: Weak Cipher Suites 

MD5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제 SHA-1에 대한 충돌 공격이 실용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릴리스에는 MD5 또는 SHA-1을 암호화 해시 함수로 사용하는 모든 

암호 그룹을 취약한 것으로 플래그 지정하기 위한 Insufficient Transport Layer Protection 

- Weak Cipher 검사에 대한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lash Misconfiguration: Vulnerable Flash Engine  

Flash는 초기부터 사용자 시스템 및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원격 코드 실행 

및 Cross-Site Scripting 취약점을 포함하여 수많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Adobe는 2020년 12월 말 Flash 수명 종료에 따른 지원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WebInspect 검사 - Vulnerable Flash Engine이 이제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서 Flash 

사용을 플래그 지정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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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Focus Fortify Premium Content 

연구팀은 핵심 보안 인텔리전스 제품 이외에도 다양한 리소스를 구축, 확장 및 유지 관리합니다. 

 

Micro Focus Fortify Taxonomy: 소프트웨어 보안 오류 

Fortify Taxonomy 사이트(https://vulncat.fortify.com)에는 새로 추가된 범주 지원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된 업데이트가 있는 기존 사이트를 찾는 고객은 Micro Focus 

Fortify 지원 포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vulncat.fortif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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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fy 기술 지원 연락처 
Micro Focus Fortify  
https://softwaresupport.softwaregrp.com/ 
+1 (844) 260-7219 

 

 

SSR 연락처 
Alexander M. Hoole  
Software Security Research, 관리자  
Micro Focus Fortify  
hoole@microfocus.com  
+1 (650) 258-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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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ed as constituting an additional warranty. Micro Focus shall not be liable for technical or editorial 
errors or omissions contained here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