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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Cisco 제품군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권고
□ 개요
o Cisco社는 자사 제품에 대해 다수의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를 공지
o 공격자는 해당 취약점을 이용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해당 Cisco 제품을 사용하는 이
용자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
□ 주요 내용
o Cisco WebEx Client에서 발생하는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CVE-2018-0112) [1]
o Cisco Adaptive Security Appliance(ASA)의 수신 흐름을 지정하는 기능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거
부 취약점(CVE-2018-0228) [2]
o Cisco ASA Software, FTD Software,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의 Single Sign-On 인증을
위한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에서 발생하는 세션 관리 미흡 취약점(CVE2018-0229) [3]
o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UCS)의 Director End-User 포털에서 발생하는 가상 머신 정보
유출 취약점 (CVE-2018-0238) [4]
o Cisco StarOS의 패킷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거부 취약점(CVE-2018-0239) [5]

내 용

o Cisco IOS XR Software에서 UDP 브로드캐스트를 포워딩하는 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거부 취약점 (CVE-2018-0241) [6]
o Cisco Firepower System 소프트웨어의 Detection Engine에서 SSL 패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서비스 거부 취약점(CVE-2018-0233) [7]
o Cisco Adaptive Security Appliance(ASA) 소프트웨어의 Application Layer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거부 취약점(CVE-2018-0240) [8]
o Cisco Firepower 2100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Firepower Threat Defense(FTD) 소프트웨어의 내부
패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거부 취약점(CVE-2018-0230) [9]
o Cisco Adaptive Security Appliance(ASA) 소프트웨어 및 Firepower Threat Defense(FTD) 소프트웨
어의 TLS 라이브러리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거부 취약점(CVE-2018-0231) [10]
o Cisco Adaptive Security Appliance(ASA)의 가상사설망(VPN) SSL 클라이언트 인증 우회 취약점
(CVE-2018-0227) [11]
□ 영향을 받는 시스템
o 참고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Affected Products’을 통해 취약한 제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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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안
o 취약점이 발생한 Cisco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Cisco장비의 운영자는 해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
는 ‘Affected Products’ 내용을 확인하여 패치 적용
□ 참고 사이트
[1] https://tools.cisco.com/security/center/content/CiscoSecurityAdvisory/cisco-sa-20180418-wbs
[2] https://tools.cisco.com/security/center/content/CiscoSecurityAdvisory/cisco-sa-20180418-asa2
[3] https://tools.cisco.com/security/center/content/CiscoSecurityAdvisory/cisco-sa-20180418-asaanyconnect
[4] https://tools.cisco.com/security/center/content/CiscoSecurityAdvisory/cisco-sa-20180418-uscd
[5] https://tools.cisco.com/security/center/content/CiscoSecurityAdvisory/cisco-sa-20180418-staros
[6] https://tools.cisco.com/security/center/content/CiscoSecurityAdvisory/cisco-sa-20180418-iosxr
[7] https://tools.cisco.com/security/center/content/CiscoSecurityAdvisory/cisco-sa-20180418-fpsnort
[8] https://tools.cisco.com/security/center/content/CiscoSecurityAdvisory/cisco-sa-20180418-asa_inspect
[9] https://tools.cisco.com/security/center/content/CiscoSecurityAdvisory/cisco-sa-20180418-fp2100
[10] https://tools.cisco.com/security/center/content/CiscoSecurityAdvisory/cisco-sa-20180418-asa3
[11] https://tools.cisco.com/security/center/content/CiscoSecurityAdvisory/cisco-sa-20180418-as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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