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찬모 Intadd
Who am I

🙋🏻♂️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16.03 ~
세종대학교 정보보안 동아리 (S.S.G) `16.05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보호부대 `18.02 ~

`19.10
Call: 010-8815-8826
🕸️Email intadd@naver.com
🕸️Home http://intadd.kr
🕸️Blog
http://intadd.tistory.com
🕸️Github http://github.com/intadd

Introduction
2016년 05월, 컴퓨터와 해킹을 처음 접하며 "나는 이 길이다." 생각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프로그래밍과 취약점 분석은 저를 설레게 합니다.
특히 웹 해킹과 보안을 가장 좋아하며, 현실성 있는 취약점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에 관심이 있
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국내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4개의 기업에 16개의 웹 취
약점을 제보하였습니다. 평상시 재밌어 보이는 주제들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기술 블로그에 공
유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가 좋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는 여러 개의 함수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모든 팀원이 적절한 함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의 개발 해커톤, 3개의 경진대회, 2개의 학술대회 논문을 팀원들과 함께했습니다.
팀장 역할을 수행할 때는 메인 함수가, 팀원을 수행할 때는 꼭 필요한 함수가 되어 프로젝트에 참
여했습니다. 역시 혼자보다는, 함께가 더 재밌습니다.

Work Experience
보바 프린트

어디서든 언제나 문서 파일의 인쇄 요청을 보내고 가까운 프린터에서 출력물을 받아갈 수 있는 가장
최신의 클라우드 프린팅 플랫폼.

https://bobaprint.com/
Vulnerable Researcher
(Intern)
2020/07 - 2020/09
🕸️

취약점 점검 및 패치 - ServerLess(React,
• Firebase
Cloud Function) 환경의 웹서비스 내 결

•
•

제 우회, 포인트 충전, 타사용자 정보 열람, 비공개 서
버 임의의 파일 업로드 등
FireStore 보안 모델링 적용 - 기존 Realtime base
데이터베이스 에서 FireStore로 DB 마이그레이션 수
행에 참여, 데이터 모델링 시 보안 모델링 적용
ServerLess Database인 FireStore의 보안 룰
(security rules) 설계 및 제안

Other Experience
2017 S.S.G CTF 운영 및 문제 출제

SSG(Sejong Security Group) 동아리 회원으로써 S.S.G 주최, 세종대학교 SW융합대학이 후원
한 고등학생 이하 청소년 CTF 대회에 웹 해킹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
https://www.fb.com/SSGCTF/
Noitcejni - WEB 250
(문제 출제)
서비스 구현 - Google Cloud Platform 서
• 취약점
2017/04 - 2017/05
버 및 APM
- 1) 쿠키 변조를 통한 관리자 권한 상승
• 2)취약점관리자벡터페이지에서의
SQL Injection (필터링, 요
청 수 제한)
POC - 100회 이하의 요청을 통하여 필터 우회
• 주요
및 UTF-8 문자열을 2진수로 변경하여 flag 획득.
🕸️
문제 풀이 및 POC

Bug Bounty Program

웹 해킹과 보안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중인 서비스에서 취약점을 탐색하
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
네이버 🕸️리디북스 🕸️해킹존

NAVER Bug Bounty
2019/01 - 2021/05

• XSS, 로직 우회 등 취약점 제보

Hacking Zone Bug Bounty
2021/02 - 2021/06

• Account Take Over, 포인트 충전 취약점 제보

Ridi books Bug Bounty
2019/02 - 2021/06

• CSRF, 부적절한 에러 메시지 출력등

Information Security Blog

Reward: NBB - 67, 87, 248, 970, 1084, 1691,
1692
Duplication: NBB-66, 415, 843
Out of boundary: NBB-68, 437
2019, 2020, 2021 명예의 전당
Point: N-2668
Reward: N-15773

Special Contribute 로 등제

2016년 부터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재밌어 보이는 주제를 연구하여 꾸준히 블로그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https://intadd.tistory.com
Intadd Tistory
2016/05 - 2021/~
• Dom Clobbering (with XSS) [1]
Total : 67,467
• SQLI WAF Bypass with '~~' Operator [2]
• NEW? XSS Error bypass using '{}'. [3]
• DarkWeb Research. [4]
input 취약점 (코드 실행),
• Python2.X
그리고 os.setuid에서 root까지.. [5]

Awards
교외 수상

2020.12 한국남부발전(국정원) 웹서비스 정보보안 경진대회 우수상

실제와 동일한 남부발전 홈페이지 환경을 제공받아 보안 취약점
탐색하여 12시간 동안 취약점 리서치를 수행했습니다.
2019.11 Busan Art Education Hackathon 입선 및 후속개발
부산 문화재단 주최 '청년, 예술교육 해커톤'에 2박 3일 동안
“CNN 및 AlphaPose 모델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 개발”를 주제
로 참가했습니다.
2019.03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보호부대 부대장 표창 (軍)
소스코드 검증간 취약성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2018.07 국군기무사령부 정보보호부대 격려서신 (軍)
Python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업무효율 증진에 기여했습
니다.
2018.04 정보통신학교 18-2 정보보호 횃불상 (軍)
정보보호병 18-2기 교육과정 중 최우수성적으로 수료하였습니다.

교내 수상

2021.06 11th Sejong 창의 설계 경진대회 우수상
한 학기 동안 수행한 "웹 브라우저 렌더링을 활용한 컨테이너 기반
다크웹 스캐너" 프로젝트를 주제로 참가하였습니다.
2020.12 10th Sejong 창의 설계 경진대회 우수상
한 학기 동안 수행한 "허니팟을 이용한 침해사고 분석 훈련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주제로 참가하였습니다.
2017.06 2th Sejong SW Hackerton 은상
"학술 정보 통합 솔루션 개발"을 주제로 참가하였습니다.
2016.12 1th Sejong SW Hackerton 장려상
"캠퍼스 내에서 위험한 상황, 경비 호출 상황시 거리가 가장 가까
운 경비원을 호출해주는 웹앱 개발"을 주제로 참가하였습니다.

Paper
교내 창의학기제, Capstone design 프로젝트 진행한 연구를 확장하여 국내 및 국외 학회에 논문을
제출했으며, 발표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 한국 차세대컴퓨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21/05
🕸️
Conference
🕸️
Paper

웹브라우저 렌더링을 활용한 컨테이너기반 다크 웹
• "스캐너
" 다크 웹 접속에 필요한 토르(Tor) Proxy 컨

•
•

2020 ACM- ICEA
Conference-(발표논문)
2020/12
🕸️
Conference
🕸️
Paper

테이너를 다중 생성하고, 다수의 다크 웹 내 HTTP 요
청을 병렬 처리하여 속도 성능을 개선.
제안한 방법과 토르(Tor) 브라우저를 통한 렌더링 속
도를 비교 실험하였고, 제안한 방법이 토르(Tor) 브라
우저 렌더링 속도에 비해 약 2배 빠름을 확인.
또한, 일반 브라우저에서 다크 웹 접속 없이 해당 서비
스와 동일하게 렌더링 할 수 있음을 확인.

Training Platform over the Event• "CERT
Recordable Container" 운영중인 IT 시스템이나

•

서비스를 쉽 게 허니팟 환경으로 복제하고 EventRecordable Container를 이 용해 침해사고 아티팩
트에 대해 기록하여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
기관에 맞는 침해사고 케이스를 학습자에게 웹 기반의
훈련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기관별로
맞춤형 침해사고 문제가 적용된 훈련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크게 향상시킴.

Volunteer
JoinUsWorld Korea 봉사단체에서 웹 접근성 개선 부분 특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https://www.joinusworld.org
Join us World - Korea
(특임활동가)
Django, Nginx 환경에서의 취약점 점검, 소
• AWS,
2021/02스코드 개선, 문서화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