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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4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1. 언론보도로 살펴본 사이버 위협 동향

2018년 4분기에는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려 부각된 IoT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에 관심이 쏠리면서 보안관련 언론 보도 비중이 위 주제들에 크게 쏠리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최근
2년간 순위권에서 거의 빠져나오지 않던 랜섬웨어의 경우 4분기 관련 보도가 200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슈 측면에서는 가상통화에 완전히 밀려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4분기에는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과 “IoT 보안”, “개인정보 유출”의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요 언론 보도들을 살펴본다.

가상화폐
(34,923)

IoT
(2,107)

블록체인
(9,121)

개인정보
(2,089)

[그림 1-1] 중요 키워드별 2018년 4분기 언론 보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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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검색 기준>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것이다.
1주 : AI 스피커 보안 취약점 평균 350개?...내 사생활 괜찮나 (10.3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81002000184
2주 : 기업 96% 취약점 '노출'…韓, IoT 보안 위협 '극심' (10.11 아이뉴스)
http://www.inews24.com/view/1131805

10월

3주 : 알집, 취약점 패치한 보안 업데이트 발표 (10.17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3736
4주 : [국감2018] “KISA, IoT 보안인증 평가 활성화 미흡" (10.26, 디지털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4113
5주 : 정부 'ICO 금지' 계속되나…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거래소 엄격규제" (10.30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309371g

1주 : 가상통화거래소 연다더니…ICO로 모은 30억 '먹튀' (11.9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091140g
2주 : 증권형 토큰에 칼 빼든 美 SEC…"ICO 파티는 끝났다"(종합) (11.17,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12246619406704&mediaCodeNo=257
3주 : 라드웨어 "AI 분석기술로 DDoS 방어, 韓 금융·공공 보안시장 강화" (11.20, 디지털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4974

11월

4주 : 액티브X, 이렇게 제거하세요..정부, 민간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 (11.27,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97926619409984&
mediaCodeNo=257

1주 : 가상통화 폭락의 그늘…개미들 ICO투자금 횡령한 브로커 자살 (12.4,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041759g

12월

2주 : '또' 개인정보 5200만명 유출…구글플러스 서비스 조기 폐쇄 (12.11, IT조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1/2018121100848.html
3주 : 美하원의원 '증권에서 가상통화 배제' 법안 제출 (12.21,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210276g
4주 : "5G 신사업 보안취약점 찾아라"… 글로벌기업, 해커 모시기 붐 (12.24, donga.com)
http://news.donga.com/IssueSerial/3/010507/20181223/93422534/1

[그림 1-2] 2018년도 4분기 사이버 위협 관련 언론보도 타임라인

3

제 1 장. 4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그림 1-2]는 4분기 국내·외 언론社에서 이슈가 된 주요 사이버 위협 관련 보도들을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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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4분기 가상통화 관련 보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ICO(기업공개)와 관련된 것이다. ICO 관련 보도는
크게 관련 범죄 보도와 제도적인 문제를 다룬 보도로 나눌 수 있는데 범죄 관련 보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ICO를 미끼로 모은 투자금을 횡령한 보도가 많았다. 이는 최근의 투기 과열 경향을 투영하는 보도이기도
하다.

[그림 1-3] 가상통화 ICO 범죄 관련 보도
ICO와 연관된 제도적인 사항으로는 정부의 ICO 전면 금지조치에 의한 영향으로 파산한 지닉스 관련
보도와 이에 반발한 헌법소원 청구, 그리고 아직까지 특별한 규제가 없이 전면적으로 막기만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는 의견의 보도들이 있었다.

[그림 1-4] 가상통화 ICO 규제 관련 보도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관련된 보도들도 많았다. 현재 국내 가상통화 기업 상당수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미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 ICO에 대해서는 거품이 꺼져간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규제를 더 완화해서 사업을 육성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관련
보도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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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미국의 가상통화 ICO 관련 보도
국내에서는 ICO에 대한 전면 불허 이후 증권형 토큰 발행(STO)에 대한 명확한 규제 정립으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보도가 많았다. 새로운 종류의 코인이 계속 생기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신속한 제정이 절실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록체인 관련 보도는 아직까지 어떠한 범죄나 사고와 연루된 기사보다는 통화 생태계 구축이나 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보도와 해외 기업 및 기관과 연관되어 진행되는 사업을 소개하는 보도가 많았다.

[그림 1-6] 블록체인 관련 보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활용되고 있는 킬러서비스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지역사회, 대학, 기업,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블록체인 활용 시스템을 개발, 연구 중이므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은 2019년 내내 꾸준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하게 강력한 규제와 부정적인 인식이 기술 확산을 저해할 것이라는
보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므로 법안 통과 등 규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안정적인 기술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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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T 보안
IoT 보안과 관련한 보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슈가 된 쇼단을 통한 취약
IoT 기기 검색 수 관련 보도가 있다. 또한 “IoT 보안인증제” 등의 관련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등 여러 관련 보도가 있었다. KISA에서는 기존 개발한 “IoT 취약점
점검 시스템”을 통해 2019년 IoT 보안 집중점검을 계획 중이다.

[그림 1-7] 국정감사 중 IoT 관련 질의에 대한 보도
위와 같이 전체적인 현황과 관련한 보도 뿐 아니라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IP 카메라 취약점이나 프린터
취약점 등 특정 IoT 기기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해킹당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보도도 많았다. 또한 지난
분기에 특히 많았던 AI 스피커 취약점과 관련한 보도는 4분기에도 여전히 자주 등장했다.

[그림 1-8] 다양한 IoT 기기 취약점 관련 보도
IoT 취약점과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문제가 된 바 있던 중국 IT 기업 화웨이는 국내에서의 IoT 취약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가 원한다면 보안검증에 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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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이슈 역시 국정감사發 보도가 많았는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7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200만 건에 이른다는 보도였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림 1-9]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감사 및 법 개정안 관련 보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 감 독 기 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강화 ▲개인정보 판단 기준 명확화의 4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강화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매출액 중 일정비율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서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1100
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2억원대 배상금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4분기에는 초대형 사고는 아니지만 페이스북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도도 다수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은 또 다른 사이버 공격을 위한 준비를 용이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특별히 이슈가 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0]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위험성과 관련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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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유출

제 1 장. 4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2. 취약점 동향

1) 벤더별 취약점
2018년 4분기에 발표된 취약점 중 CVSS 점수 1) 7.0 이상의 고위험 취약점은 총 710개로, 지난 3
분기의 429개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1분기 845개, 2분기 891개와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적은 수준이다.
4분기에는 전통적으로 취약점이 많이 발견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시스코에서 10%
안팎의 취약점이 등재되었으며 퀄컴 취약점이 다수 등재된 것이 특징이다. 퀄컴 취약점들은 안드로이드
스냅드래곤 칩에 들어가는 펌웨어 취약점에 해당한다. 또한 구글 벤더로 등재된 79개의 취약점은 모두
안드로이드 취약점이다. 따라서 전체 취약점 중 모바일 계열의 취약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
정도가 된다. 하지만 애플 취약점은 CVE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실제 모바일 계열의 취약점 비중은 20%
보다는 좀 더 높은 비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1] 2018년 4분기 벤더별 취약점 분포

1) CVSS(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 : 보안 취약점 공동 평가 시스템이며 본 문서는 v2 점수 체계를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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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코드 실행, 정보 유출, 권한 상승 등 다양한 종류이며 대부분 2018-12-01 패치와 2018-12-05
보안패치로 해결되었다. 동일 패치를 통해 퀄컴 벤더에서 발생한 취약점들도 상당부분이 같이 해결된다.
퀄컴 벤더의 취약점 중 심각한 위험도를 가진 취약점은 전체 62개 중 2개뿐이었으며 대부분 패턴 잠금
해제, 메모리, 카메라, 오디오와 관련된 7점대 취약점들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취약점 중 이슈가 됐던 것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제로데이 취약점 CVE-2018-8653
이었으며 12월의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IE의 점유율은 10%가 채
안되지만 국내에서는 35% 내외로 추정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E를 제외하고도 윈도우, 오피스, SQL 서버 등에서 다양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75개의 취약점 중
29개의 취약점이 9점 이상의 심각한 취약점이었으므로 마이크로소프트 취약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취약점은 다양한 제품군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오피스 계열 제품군의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이 가장 많았다.
이번 분기에서도 어도비 제품군의 취약점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9점 이상의 심각한 취약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도비 벤더의 특성은 이번 4분기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총 51개의 취약점 거의
대부분이 9점 이상의 심각한 취약점이었다. CVE에 등재된 취약점들은 대부분 Acrobat Reader 계열
제품군의 취약점이지만 플래시, 포토샵 등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군의 취약점 역시 존재하므로
어도비 벤더의 취약점에 대해서는 항상 보안 업데이트가 강력히 권고된다.
취약점 종류는 원격코드 실행, 메모리 범위 밖의 데이터 읽기, 힙 오버플로우, 메모리 해제 후 재사용
후 임의 코드 실행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애플의 경우 CVE에 취약점이 등재되지 않지만 10월말의 패치를 통해 사파리, iCloud, iTunes, iOS,
macOS 등에서 발견된 160여개의 취약점을 패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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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취약점이 발견된 벤더는 구글로, 모든 취약점이 안드로이드 취약점이다. 취약점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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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SW 취약점
취약점 관련 정보는 지금까지 CVE에 등재된 대형 벤더를 위주로 발견, 관리되는 경향이 강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다양한 증소 벤더 SW 제품들의 취약점 발견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또한 마찬가지 사정이다. 한컴과 같은 대형 벤더 제품의 취약점보다는 은행권에서 사용되는 보안 SW,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보안 솔루션,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에서 사용되는 업로드 컴포넌트와
같이 다양한 SW 제품의 취약점들의 발견 수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4분기 KISA에서 공지한 중소 벤더 SW 패치 권고 건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스트소프트 알집 보안 업데이트 권고

●

액티브소프트 MyBuilder 보안 업데이트 권고

●

판도라티비 KMPlayer 보안 업데이트 권고

●

엠투소프트 Report Designer Viewer 보안 업데이트 권고

●

인프라웨어 ML Report 보안 업데이트 권고

●

그누보드/영카트 보안 업데이트 권고

●

라온위즈 Dext5 Upload 제품 보안 업데이트 권고

●

데브피아 DEXTUploadX5 원격코드실행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권고

●

투비소프트 XPLATFORM 사용자확장모듈 임의코드실행 보안 업데이트 권고

●

위즈베라 Veraport 제품 원격코드실행 보안 업데이트 권고

●

SignKorea SKCertService 원격코드실행 보안 업데이트 권고
이러한 취약점 다변화는 각 조직 내에서 사용되는 SW의 종류와 버전, 패치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보안관리자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므로 보안 인력의 수급, 교육, 양성 필요성이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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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유명 IT 기업이 보안회사 또는
화이트해커 그룹을 M&A나 제휴를 통해 기술을 보완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보안 강화를 위한
비용이 기업 활동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지만 선제적으로 치러야 유리한 비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이 이미 보안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거대 IT 기업들이라 해도
끊임없이 버그바운티를 개최하여 취약점을 보강하려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KISA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버그바운티 환경을 조성,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4
분기에 공공기관 최초로 개최된 핵 더 키사 버그바운티를 개최하였으며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그림 1-12] 버그바운티 대회 개최 및 기업 보안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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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업에서의 보안 인력 수급이 종종 보안회사 인수나 화이트해커 그룹 흡수라는 형태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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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화로 알아보는 이슈 : IP
공급망
카메라
공격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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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2.
만화로
인터뷰
알아보는
: 고팍스
이슈 백명훈
: 공급망
CISO
공격

INTERVIEW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중 ISMS를 첫 번째로 획득한 고팍스(스트리미)의 백명훈 CISO님께 4분기 가상통화 거래소
보안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중 첫 번째로 ISMS를 획득하셨는데요. 준비하시면서
중점으로 생각하신 부분과 인증받으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지요?

흔히 ‘가상통화’라고 하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법적지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시 제도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상통화 거래소는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 있고, 이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다하면서 고객들에게는 신뢰를 드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보증을 얻는 데 ISMS 인증이 최우선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정보보호를 경영전략과 일치시키기는 것에 경영진의 도움이
컸습니다. 때문에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ISMS 통제항목을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사이버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공격의 동향과 고팍스에서는 이러한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어떤점을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회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사이버공격을 일삼는 해커들이 아니라,
우리는 해킹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감’이라는 것을 늘 임직원들께
강조했습니다.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늘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상징후 발생 시 얼마나 빨리
이를 탐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조직문화를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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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거래소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가상통화공개(ICO) 기업에
투자하는 가상통화펀드를 출시하여 큰 관심을 모으다가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각 관련 기관과 국회 등에서도 가상통화 ICO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ICO는 자금조달의 목적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방향 설정 등의 권리를
나타낼 수 있는 토큰의 분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됩니다. ICO의
성질에 관해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논쟁 중인 상황입니다.
미국 SEC의 보고서와 발표자료에서 보듯이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제 2 장. 이슈 포커스

아니라 ICO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나아가 가상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크립토재킹이나 투자사기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범죄들이 점점
거래소보다는 개인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은데, 각 개인이 더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가상통화는 통화의 소유권을 기록하기 위해 보안성과 무결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집권화된 주체가 없기 때문에 노드 참여자 모두가 공동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들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및 변경관리 미흡, 이메일 계정탈취, 스미싱, 피싱 등 사실상 보안사고가
가상통화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의 정보보호 인식의 소흘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래소가 보안을 강화해도 이용자들의 정보보호
수준이 취약하면 해킹사고를 당할 수 밖에 없으니 전국민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캠패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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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보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 고팍스는 ISMS 인증 뿐만 아니라 ISO/IEC 27001과 같은 국제인증도
업계 최초로 취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통화 거래소의 보안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자율공시를
통해 정보보호 투자·인력·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은 더욱 빛을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보호와 서비스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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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통화
3.
만화로 알아보는
보안인식도
이슈및
: 공급망
동향보고서
공격 개선 설문조사 결과

가상통화에 대한 보안인식도 및 본 보고서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4분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529명의 독자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먼저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이슈가 되었던 가상통화와 관련된 보안성 강화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과 “부적절”
로 답한 응답자가 2/3에 달하여 아직까지 신뢰를 완전히 얻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제 2 장. 이슈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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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제도적 보완을 답한 응답자가 31.8%
로 가장 많았고 보안체계 수립, 컨설팅(23.8%), 정보보호 인증(18.2%)가 뒤를 이었다.

2018년 사이버위협 동향 보고서에서 응답자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주제는 랜섬웨어가 41%로
가장 많았고 인공지능(35.5%), 가상통화 채굴 악성코드 및 크립토재킹(33.3%), IoT 보안(29.6%)
이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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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적절이 42.3%, 보통이 40.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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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보고서 챕터에 대한 세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먼저 언론보도, 취약점 동향 만족도는
적절이 40.1%, 보통이 38.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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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설된 만화, 현장인터뷰, 설문조사의 만족도는 적절이 45%, 보통이 33.3%로 나타났다.

보안 전문가들의 컬럼 기고문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0.3%, 적절이 3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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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이버위협 동향에 대한 만족도는 적절이 42.2%, 보통이 3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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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보고서에서 좀더 강화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서는 취약점 동향이 26.5%, 만화로
알아보는 이슈가 19.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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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에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은 보안 위협을 응답자들에게 묻는 질문에서는 IoT 및 스마트폰을
선택한 응답자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이 36.6%로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랜섬웨어, 가상통화 채굴 악성코드, 피싱공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모두 26% 내외로 비슷하게
집계되었다.

24

아래 의견은 본 보고서에서 얻은 보안 관련 정보나 트랜드를 바탕으로 정책결정, 해킹방어 등에 유용하게
활용한 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중의 모범사례이다.

그동안에는 머신러닝이나 AI 보안 등의 기반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술과 경험만을 바탕으로 하는
수동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탐지, 분석정도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였는데요. 이런 수동적인
걸 좀 벗어나서 선제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KISA의 위협동향 보고서를 통해
공격의 패턴을 바탕으로 그와 유사한 행위를 미리 찾는다든지 더 많은 정보와 다양화한 관점으로 공격을
직접 찾아내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현재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년도 보고서 반영 예정)
홍보(소통), 인지도개선, 이벤트 강화
더 많은 정보공유
눈높이에 맞춘, 혹은 사용자별 특성을 고려한 메뉴 구성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보안, 예방, 솔루션사용, 차단방법 소개
보다 자세한 보안기술, 해킹방법 소개
더 쉬운 표현, 시각화 콘텐츠 강화

소중한 응답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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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이 KISA에 바라는 사항 중 본 보고서와 연관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일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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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4.
만화로 알아보는
7대 사이버
이슈
공격
: 공급망
전망 공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내 주요 보안업체들과 함께 2019년
주목해야할 7대 사이버 공격 전망을 다음과 같이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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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로 살펴보는 가상통화를 노리는 악성코드의 이해

안랩 ASEC대응팀
안창용 책임/양태연 주임 연구원

1.1. 서론
가상통화 혹은 가상통화란, 온라인에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모두가
공유하는 블록에 거래내용을 기록하는 분산형 개념의 화폐이다. 가상통화가 등장한 것은 2008년이나,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2~3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가상통화를 투기목적으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했고, 화폐로써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해외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USD 20,000 까지
급등하였으며, 국내 거래소에서는 2,660 만원까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
가치가 높은 재화는 항상 공격자들의 목표가 되어 왔다. 가상통화는 온라인 개인 거래, 익명성 보장
등의 사유로 이미 공격자들에게 최적의 금융 거래로 각광받았다. 여기에 더해져 가상통화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공격자들에게는 가상통화 자체가 최고의 공격 목표가 된 것이다.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방법에는 기존의 가상통화를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방법과 연산을 통해 거래를
증명하여 신규로 생성되는 가상통화를 할당받는 채굴 방법이 있다. 공격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매자와 채굴자의 가상통화를 탈취하려고 시도한다.
본론에서는 랜섬웨어(Ransomware), 크립토재킹(CryptoJacking),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 지갑주소
공격 등 가상통화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격 사례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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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론
1.2.1. 랜섬웨어(Ransomware)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인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파일을 암호화 한 후,
복호화의 대가로 가상통화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공격자의 지갑주소에 전송하도록 협박하여 금전을
탈취하는 방법이다.
올해 국내에 주로 유포된 랜섬웨어는 갠드크랩(GandCrab) 및 매그니베르(Magniber)등으로, 웹사이트
방문만으로 감염되는 DBD(Drive-by-download)와 스팸메일의 첨부파일을 통해 주로 유포되었다.
이러한 유포방식과 비교하여, Dharma 랜섬웨어는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RDP, 3389 port) 또는 윈도우
기본 공유 폴더(SMB, 139/445 port)를 탐색한 후, 무차별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을 통해 원격
로그인을 시도하여 수동으로 랜섬웨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해외에서 보고되었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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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Dharma 랜섬웨어 랜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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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피해가 확인된 PC에 대해 사후조사결과 계정의 암호를 4자리 숫자로 사용하고 있어 공격에
매우 취약했으며, 이벤트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해외 IP의 로그인이 확인되었다.

[그림 3-2] 해외 로그인 이벤트로그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백신이 조사시점에서는 제거되어 있었는데, 윈도우 프리패치 확인
결과 백신 언인스톨러가 실행되어 제거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공격자는 로그인 후, 설치되어있던 백신을 수동으로 제거한 다음 랜섬웨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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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감염 Timeline
감염된 Dharma 랜섬웨어는 백신에서 진단 중이었으나, 위와 같이 공격자가 직접 접근하여 수동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제거한 후라면 사용자 PC는 속수무책으로 감염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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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크립토재킹(CryptoJacking)
가상통화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상통화를 구매하는 것보다 기존의 PC자원을 이용해 채굴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데 유리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채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2대의 개인용 PC로
가상통화를 채굴하여 얻는 수익보다 24시간 채굴을 수행함으로써 소모하게 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비싸므로, 전문적으로 채굴만 수행하는 ‘채굴공장’(수천대의 고사양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가상통화
채굴을 수행)과 같은 사업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PC방 업체들이 대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채굴로 사업을 전환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암호데이터 연산에 중요한 GPU(그래픽 카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GPU가격이 2~3배로 증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점차 채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증가했고, 관련된 범죄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크립토재킹
공격이 랜섬웨어와 가상통화 관련 공격의 양대산맥을 이루게 되었다.
크립토재킹이란, 가상통화(CryptoCurrency)와 납치(Hijacking)의 합성어로, 사용자의 PC자원을
이용하여 사용자 몰래 가상통화를 채굴한 후 공격자의 지갑주소로 전송하는 공격을 뜻한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연산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CPU사용량이 급증하면서 PC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최근 유포방법으로는 크게 취약한 사이트에 스크립트를 삽입한 후 사용자 방문 시 웹브라우저를 통해
채굴하는 방법과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채굴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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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브라우저를 통한 채굴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에는 [그림 3-4]와 같이 스크립트를 로드하여 웹브라우저가
채굴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 유행했다.

사용자가 페이지에 접속하면 삽입된 악성 자바스크립트가 공격자 서버의 악성 자바파일(JAR)혹은
웹어셈블리(Web Assembly)를 로드하여 채굴 기능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단순 페이지 접근만으로
브라우저가 채굴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웹브라우저를 종료하면 채굴도 종료된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의 PC가 공격자의 가상통화 채굴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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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삽입된 채굴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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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크립토재킹으로 인한 브라우저의 PC 리소스 사용

2) 정상파일 위장한 채굴 악성코드
공격자들은 보다 더 많은 사용자를 감염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안심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잘
알려진 프로그램을 위장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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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Adobe Flash Player 위장 알림 창
[그림 3-6]과 같이 공격자가 제작해놓은 위장사이트에 방문하면 가짜 Adobe Flash Player 다운로드
창이 발생한다.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통화 채굴 악성코드를 다수 유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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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되는 ‘Flash-2018.exe'는 라로그 봇(Rarog Bot) 악성코드로, 2017년부터 다크 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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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Rarog 관리자 페이지
(https://researchcenter.paloaltonetworks.com/2018/04/unit42-smoking-rarog-mining-trojan/)

라로그 봇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C&C로 전송 후, 추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며, 가상통화 채굴,
ddos공격 등의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로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에는 윈도우 시스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로 인식하게끔 다운로드 하는 파일의 ADS(Alternate Data Stream) 영역에 Zone.Identifier를 2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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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ADS 영역 내 Zone.Identifier=2 설정
테스트 당시 이 악성코드는 Bitbucket 저장소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가상통화 채굴을
수행했다. 그러나 공격자 계정의 저장소로 추정되는 아래 목록에서 채굴 악성코드 이외의 악성코드
(update.exe)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봇 형태로 유포되는 악성코드는 공격자가 원하는 시점에
유동적으로 추가 유포 파일을 변경하거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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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공격자의 Bit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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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신업데이트 방해 기능의 채굴 악성코드
윈도우의 방화벽 차단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 프로그램의 통신을 방해한 가상통화 채굴 악성코드도
확인되었다. 주로 웹하드 또는 토렌트와 같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공유되는 크랙(Crack) 프로그램에서
관련 악성코드가 함께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그림 3-10] 웹하드에서 유포된 게임 프로그램 위장 채굴 악성코드
다운로드 된 크랙 게임을 실행하면 크랙된 게임파일을 같은 파일명으로 같은 폴더에 생성하여
정상적으로 게임을 실행하면서 사용자 몰래 채굴 악성코드를 생성하고 채굴을 시도한다. 이후, 최초
실행된 악성 파일은 자가 삭제된다.
이 악성코드는 국내 사용자를 목표로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토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최초 실행되는 악성 파일명을 자세히 보면 영문자 ‘e’가 아니다. 교묘하게 키릴문자 'е'로 된
파일명으로 유포하였다. 이때, 한국어 문자셋인 CP949 문자셋을 적용받는 PC에서는 영문자와 동일한
것처럼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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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최초 실행되는 악성코드의 파일명 문자셋 비교
따라서 감염시점 이후에 단순 파일 생성 로그를 확인해보면 자기 자신을 복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파일이다. 또한, 최초 드라퍼는 감염 이후에는 자가 삭제되고 생성된 게임파일은
크랙만 수행된 정상게임파일이므로, 파일명만으로 확인한다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다.

규칙을 등록한다. 이 악성코드는 윈도우 디펜더를 위장하여 ‘Windows Defender.exe’ 파일명으로 채굴
악성코드를 추가 생성하고 채굴을 수행했다. 이와 동시에, 배치(.bat) 파일을 이용하여 [그림 3-8]과 같이
방화벽 규칙을 생성하고, 보안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통신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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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내 주요 보안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파일들이 네트워크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방화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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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보안 프로그램 방해 및 작업관리자 실행 시 숨김
위와 같이 방화벽에 의해 차단되어 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단된 방화벽 규칙을 제거한 후, 방화벽 서비스를 재시작 해야 한다.

4) MS17-010 취약점을 이용해 유포하는 워너마인
워너마인(WannaMine) 악성코드는 2017년 워너크립터(WannaCryptor)랜섬웨어 를 전파하며
큰 유명세를 떨친 MS17-010 2) SMB취약점을 이용해 유포된다. MS17-010 취약점은 위험도가
매우 커서 Microsoft에서는 서비스가 종료된 OS 버전에서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패치를
제공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PC가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아 여전히 이 취약점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2) https://docs.microsoft.com/ko-kr/security-updates/securitybulletins/2017/ms1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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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MS17-010 보안 업데이트
(http://www.catalog.update.microsoft.com/Search.aspx?q=KB4012598)

감염시스템에서 실행된 워너마인 악성코드는 공격자 서버에서 추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SystemRoot%\Fonts’ 폴더에 관련된 파일을 생성한다. 생성된 파일은 가상통화 채굴 및 추가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데 사용되며, MS17-010취약점을 이용해 다른 PC에 전파를 시도하는 파일들은 %Temp%
svchost.exe 실행하고, 하위 프로세스로 채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cryptonight 알고리즘을 이용해
모네로를 채굴한다.

41

제 3 장. 전문가 컬럼

폴더에 추가로 다운로드 받는다. 최종적으로는 정상 윈도우 파일인 svchost.exe 파일명을 위장한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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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실행되는 채굴 프로세스 CPU사용량 및 config파일
이때, MS17-010 취약점을 이용한 전파는 공격자 서버로부터 아래 NSA 해킹 툴 3) 을 다운로드 받아
시도하며, 사용되는 툴은 다음과 같다.
① SMB Exploit Kit : ETERNALBLUE, ETERNALCHAMPION, ETERNALROMANCE, ETERNALSYNERGY
② SMB Exploit Scan : SMBTOUCH
③ Payload : DoublePulsar
전파를 담당하는 파일은 Port를 스캐닝하는 파일을 추가로 실행하여 사설 IP대역(192.168.x.x, 10.0.x.x)
에 대해 Port 스캔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그림 3-16]과 같이 Result.txt 파일로 기록한다.

3) https://en.wikipedia.org/wiki/The_Shadow_Bro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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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사설 IP대역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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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기록된 Result.txt
Port가 열려있는 IP가 확인되면, NSA 해킹 툴을 사용하여 취약점 공격을 시도한다. SMB Exploit Kit
툴로 취약점 공격 후, DoublePulsar를 이용해 Payload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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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Payload 실행코드 및 감염PC 프로세스 구조
이와 같이 취약점이 패치되지 않은 시스템일 경우, 하나의 시스템만 감염되더라도 동일 네트워크
대역대의 여러 시스템이 감염되어 가상통화를 채굴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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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가상통화 거래소 공격과 피해
전 세계적으로 가상통화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가상통화 거래소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었고, 이에
악성코드 제작자들은 악성코드를 사용하여 일반 사용자의 PC뿐만 아니라 직접 가상통화 거래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시도들 중 일부는 성공했으며, 언론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과 금전적인 피해는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시도 시 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ex, 한글)의
취약점이나 정상 기능(ex, 매크로)을 악용하여 악성 문서를 제작한 후 메일에 첨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가상통화 거래소로 발송했으며, 메일에 첨부됐던 초기 악성 한글 문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기관을
사칭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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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국가 기관을 사칭한 한글 문서

45

제 3 장. 전문가 컬럼

그러나 요즘 가상통화 거래소도 거래 안정화 및 보안 강화 등을 목적으로 IT 인력을 선발하는 추세이다
보니 공격자들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공개되었거나 제 3자를 해킹하여 입수한 이력서를 도용하여 악성
한글 문서를 제작하고 가상통화 거래소로 발송했다. (아래 그림 참고)

[그림 3-19] 이력서를 도용한 악성 한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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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포되는 악성코드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한글 자체 취약점을 사용해왔으나 한글과
컴퓨터(이하, 한컴)에서 대략 2016년 1월에 해당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는 동적 보안모듈 탑재로 기존의
공격 방식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공격자들은 한글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외부 기능의 취약점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예로 고스트스크립트(Ghostscript) 기능을 들 수 있다. 요즘 국내에 유포되는 대부분의 악성 한글 문서
내부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악성 스크립트가 존재한다.

악성 한글 문서를 열람할 경우 고스트스크립트의 취약점으로 인해서 악성 한글 문서 내부에 존재하는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외부와 통신하여 추가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및 생성하는 구조이다. (위 그림
참고)
한컴에서는 한글에서 사용하는 고스트스크립트의 취약점을 사용하는 악성 한글 문서가 지속적으로
유포됨에 따라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스트스크립트 기능을 제거했으나 공격자들은 여전히 동일한
취약점을 사용한 악성 한글 문서를 국내에 유포 중에 있다.

47

제 3 장. 전문가 컬럼

[그림 3-20] 악성 한글 문서에 존재하는 악성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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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들은 왜? 여전히 동일한 취약점을 사용하고 있을까?
위 물음에 대한 해답을 공격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해당 취약점을 사용한 공격이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공격 대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채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정품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보안 업데이트를 안 한 경우

●

한글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악성 한글 문서 실행 시 외부와 통신하여 다운로드하는 악성코드는 대부분 아래 그림처럼 C&C와

통신하여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삭제와 프로세스 목록 획득, 종료, 실행 그리고 시스템 정보 수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백도어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21] 악성 한글 문서가 다운로드하는 악성코드
공격자들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악성 한글 문서를 첨부한 메일을 발송하고, 해당 거래소로 하여금 메일을
열람하고 첨부파일을 실행하도록 유도하여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 후 장악이 성공했다면 일정 시간동안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로부터 수집된 정보(ex, PC이름, 로그인 ID, 맥 주소, IP, 파일 목록 등)를 분석한다.
이후 감염된 PC에서 중요한 자료를 취급할 경우 또는 감염된 PC를 통해서 내부로 접근하기 위해서
추가 악성코드 또는 공개된 해킹 툴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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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들은 가상통화 거래소 내부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기 위해서 MS17-010 취약점이 탑재된 툴을
사용했기도 했다. (아래 그림 참고)

[그림 3-22] 가상통화 거래소 내부에 악성코드 유포 시 사용한 툴의 예시
만약 원격지 PC에 MS17-010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아래 그림처럼 정상 프로세스인 lsass.exe에
의해서 악성코드가 실행되고, 실행된 악성코드에 의해서 추가로 java.exe라는 악성코드가 생성되고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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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MS17-010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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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례에서는 키로거를 사용하여 PC에서 타이핑되는 모든 내용을 파일에 기록한 후 암호화하여
C&C를 통해 공격자들에게 전송했다. 이후 공격자들은 키로깅 된 파일에서 로그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추출하여 내부 시스템에 접근 하는 등 악용하기도 했다. (아래 그림 참고)

[그림 3-24] 키로거가 키로깅한 내용
Mimikatz는 오픈소스 보안 툴로써 비밀번호 분실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공격자들이 해당 툴을
해킹에 사용할 경우 아래 그림에서처럼 손쉽게 로그인 계정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해킹 사례에서 사용됐던 툴이다.

[그림 3-25] Mimikatz를 사용하여 계정 정보 추출 예시
지금까지 공격자들이 악성 한글 문서를 사용하여 가상통화 거래소를 공격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악성 한글 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공격 대상 거래소가 어디인지 및
상황에 따라 아래 그림처럼 MS Office의 정상 기능인 매크로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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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Office의 보안이 강화되면서 매크로가 포함된 DOC나 XLS을 열람할 경우 기본적으로 매크로를
차단하고 사용자의 선택 하에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콘텐츠 사용” 보안 경고 바를 띄우게 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에도 매크로는 흔히 사용되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보안 경고 바를 띄우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매크로가 악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평상시대로 무의식적으로
“콘텐츠 사용” 보안 경고 바를 클릭하여 매크로를 실행한다.
더욱이 아래 그림에서처럼 악성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의 내용을 보려면 “콘텐츠 사용” 보안 경고 바를
누르도록 유도하므로 사용자에게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해당 바를 눌러야지만 실제 DOC에 저장된
내용이 보이도록 되어 있다. (아래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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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악성 매크로가 포함된 DOC
위 그림처럼 해당 DOC에 존재하는 악성 매크로가 실행되면서 악성코드와 사용자에게 보일 정상 DOC
가 생성된다. 위에서는 “콘텐츠 사용” 보안 경고 바를 누르면 정상 DOC 내용이 보인다고 언급했지만,
악성 매크로가 포함된 원본 DOC에는 파란색 화면으로 구성된 문구만 존재할 뿐 실은 아래 그림에서처럼
정상 DOC가 생성된 후 사용자에게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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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악성 매크로가 포함된 DOC 실행 시 행위 정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공격자들은 가상통화 거래소로 악성코드 유포 시 취약점이나 매크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간혹 이중 확장자 구조를 가진 악성코드를 사용한 적도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아이콘도 한글이고 확장자도 hwp로 한글 문서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해당
파일의 등록 정보를 보면 응용 프로그램, 즉 실행 파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파일의
등록정보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진 않고 파일의 확장자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크므로 공격자들은
이러한 특징까지 파악하고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8] 이중 확장자 구조를 가진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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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악성코드의 확장자가 hwp이므로 한글 문서로 인식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폴더 옵션
▶ 보기에서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옵션에 체크되어 있기 때문이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해당 옵션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고 대부분의 PC에서 그 기본 옵션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참고)

[그림 3-29] 폴더 옵션
해당 옵션을 체크 해제하면 비로소 악성코드의 진짜 확장자와 해당 파일의 등록정보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한글 문서가 아니라 exe 확장자를 가진 실행 파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번째 확장자와 두 번째 확장자 사이에 다수의 공백을 두는 것도 특징인데 그 이유는 아래 그림처럼 어떤
보기 옵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행 파일 또는 실행 파일임에도 한글 문서로 보일 수 있다.

[그림 3-30] 아주 큰 아이콘 vs. 자세히, 보기 옵션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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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확장자인 hwp는 악성코드가 마치 한글 문서로 인식되도록 속임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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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확장자 구조를 가진 파일을 실행하면 정상 문서로 인식되록 실제 악성코드 내부에 존재하는 정상
한글 문서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 (아래 그림 참고)

[그림 3-31] 정상 한글 문서의 내용
그리고 외부에서 추가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여 실행하며, 감염 PC의 정보를 수집하여 C&C로
전송한다. (아래 그림 참고)

[그림 3-32] 악성코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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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들은 악성코드를 사용하여 직접 가상통화 거래소를 공격 시도하기도 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들의 로그인 정보 및 보유한 가상통화를 탈취하기 위해서 특정 가상통화 거래소로
위장한 피싱 메일을 발송하는 사례도 있다.

[그림 3-33]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포된 피싱

1.2.4. 가상통화 지갑주소 바꿔치기

있다.
가상통화 지갑주소 예시: 1CQbtmjPzmder*******NZPRxBfgF7n6LQ (일부 *처리)
상대방에게 가상통화를 보낼 경우 상대방의 가상통화 지갑주소를 일일이 타이핑하는 번거로움 보다는
복사(ctrl + c)와 붙여넣기(ctrl + v)를 하는 것이 편리하며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클립보드를 거치게 된다.
우선 클립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클립보드란 사전적으로 "위에 집게가 달려 있어서 종이를 끼울 수 있는 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용을
복사(ctrl + c) 또는 잘라내기(ctrl + x) 후 붙여넣기(ctrl + v)하는 과정에서 문서나 프로그램 사이에
내용이 전송될 때 짧은 시간 동안 해당 내용을 임시로 저장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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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지갑 주소는 아래 그림처럼 영 대&소문자와 숫자를 사용하여 랜덤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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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지갑주소를 바꿔치기하는 악성코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

클립보드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가상통화 지갑주소 바꿔치기

●

상대방의 가상통화 지갑주소를 꼼꼼하게 확인 안함

1) 클립보드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가상통화 지갑주소 바꿔치기
클립보드에 가상통화 지갑주소와 유사한 패턴의 문자열이 존재할 경우 해당 문자열을 악성코드
제작자의 지갑주소로 변경한다.

[그림 3-34] 악성코드의 클립모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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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의 가상통화 지갑주소를 꼼꼼하게 확인 안함
1)번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상통화 지갑주소가 악성코드 제작자의 지갑주소로 변조되었다고 해도 앞서
언급했듯이 가상통화 지갑주소는 영 대&소문자와 숫자를 사용하여 랜덤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즉 공격자들은 사용자의
일반적인 사용 패턴 및 습관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갠드크랩 제작자는 랜섬노트에 복구비용 지불 시 상대방의 가상통화 지갑주소 즉, 갠드크랩
제작자 자신의 지갑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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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갠드크랩의 랜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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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론
지금까지 금전적 이득을 위해 가상통화를 요구하거나 탈취하려는 악성코드의 가장 흔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공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경로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악성코드를 유포하기
때문에 비록 아래 예방법들이 모든 악성코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PC를 보호해줄 순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1)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지 파악 필요
지금의 보안 위협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다양해지고 고도화되었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다앙한 위협들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용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내 PC에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니 안전하겠지?"에서 "내 PC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로
사용자 주도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사용자 주도의 보안은 복잡하고 어려운 걸까? 그렇지 않다.
쉽게 생각해 보면 PC에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해당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는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식별하여 제거함으로써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사용자 주도의 보안이라 할 수 있다.

2)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 업데이트
운영체제도, 응용 프로그램도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제작한 결과물이므로 당연히 보안 취약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공격자들은 그 보안 취약점을 악성코드 유포 및 해킹 등 다양한 악의적인 목적에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조사들은 버그 바운티(Bug Bounty) 또는 자체 검증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고받은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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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좀 더 안전한 PC 사용을 위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운영체제 및

프로그램의 보안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3) 보안정책 설정 및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무차별 대입(Brute Force)공격 및 사전대입 공격(Dictionary Attack)을 비롯하여 공개된 정보를
조합하여 사용자의 계정을 탈취하는 방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첫째, 사용자 계정의 암호는 최소 영문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하고, 추정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둘째,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나
사용되지 않는 Port는 방화벽을 설정하여 차단해야 하며, 원격데스크톱과 같은 접속은 인가된 IP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셋째, 공유폴더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으며, 만약 다수의 시스템에서
불가피하게 공유해야할 경우 반드시 읽기전용 및 사용자별 권한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백신 업데이트 및 주기적인 검사

중인 악성코드를 가능한 빨리 입수하여 분석하고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그리고 PC에 설치된 백신은
업데이트 및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감염된 악성코드를 치료하거나 업데이트 된 악성코드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즉 백신도 꾸준한 업데이트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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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들은 악성코드 유포 시 백신으로 진단 테스트 후 미 진단일 경우 유포하며, 백신업체는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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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심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
메일은 과거부터 상대방과 의사소통 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다른 악성코드 유포 방법보다 오래되었지만 효과적이다. 공격자들은 수신자로 하여금 메일을
열람하고 첨부 파일을 실행하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지인 또는 업무상 관련 있는
사람으로 사칭한다.
예를 들어 악성코드가 첨부된 메일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Invoice, Tracking Number 등
배송과 관련된 키워드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수신자가 배송과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때문에 메일을 열람하고 첨부 파일을 실행하여 악성코드에 감염 및 피해가 발생한다.
더군다나 요즘은 그 지역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ex, 갠드크랩어)도 많아 수신자의 호기심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심 메일은 가급적 열람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중요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백업
악성코드 감염뿐만 아니라 평상 시 PC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오류(ex, 운영체제
부팅 불가, 하드웨어 고장 등)로 소중한 데이터가 유실되기도 하고 유실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중요한 데이터는 다양한 매체에 주기적으로
백업해뒀다가 악성코드(ex, 랜섬웨어)로 인해 데이터가 암호화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오류 발생 시
복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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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본 향후 보안 시장의 전망

㈜엔키 대표이사
박현도

2.1.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의 관계는?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최고 화두는 단연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통화가 아닐까 한다.
2010년 5월 18일 비트코인포럼(bitcointalk.org)의 게시판에 laszlo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호텔
룸서비스처럼 비트코인으로 피자 주문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다며,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거래하자고
제안하는 글을 올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지만 선뜻 나서서 피자를 주문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후, 글을 올리고 4일 후인 5월 22일 laszlo는 jercos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파파존스 라지 사이즈
피자 두 판을 주문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 글을 올리며 비트코인을 이용한 첫 번째 결제 사례를 남겼다.
물론, laszlo가 파파존스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직접 결제는 아니었고, jercos라는 중개인을 거쳐서 피자를
비트코인의 첫 결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당시 비트코인 시세로 1만 비트코인은 41달러 정도였고 라지
사이즈 피자 두 판의 가격은 30달러 정도였으니, laszlo는 비트코인을 그냥 환전하여 직접 주문을 할 수도
있었지만,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피자를 주문할 수 있을까? 라는 그의 실험 정신으로 인해 첫 사례를 남기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후, 비트코인 시세는 1코인에 2천만원을 넘어서며 말 그대로 ‘광풍’이었다.
이러한 ‘광풍’속에서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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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했지만, laszlo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처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피자를 구매한 것이니, 어찌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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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현재까지도) 금융 거래는 은행을 통한 중앙 집중 형 금융 시스템이었으며, 은행의 관리 감독
하에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며, 그 거래의 투명성 또한 은행이 담보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가상통화
(Crypto-currency)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중앙 집중 형 금융 거래가 아닌, 분산 원장을 통하여
거래를 검증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 졌다.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주체들
모두가, 전체 또는 일부라도 거래 장부를 저장하고,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공공 거래 장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였다. 결국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의
실효성 및 우수성, 그리고 안정성을 가상통화를 통해 검증받았다고 할 수 있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상통화의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을 개발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심지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지경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되고 개발되어 온 기술이다.
1978년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정보를 블록화 하여 체인으로 연결하는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의 원형이
U.C. Berkeley의 Merkle에 의해 제안되었으며[1], 1991년 Bell 연구소의 Haber와 Stornetta는 디지털
문서들이 생성되고 마지막 변경된 시점을 인증하기 위해 해시 함수를 이용한 타임스탬프 기술을
제안했다[2].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기술들로 확장 개발되어
왔으며,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하나의 서비스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그리고 현재에 들어서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 및 디지털 결재의 영역에서 벗어나 각종 계약 또는 공증을 가능케 해주는
스마트 컨트렉트 및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그림 3-36] 블록체인 기술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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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ccenture)

본고에서 블록체인 동작 방식이나 구현 방식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개략적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소개 및 실제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전반에 어떻게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서술한다.

2.2. 블록체인 기술이란?

[그림 3-37] 중앙집중형, 분산형, 완전분산형 네트워크 구조

(출처: DHL)

트랜잭션에 의해 발생된 데이터의 업데이트나 유지 및 관리를 중앙 서버 또는 중간 서버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닌, P2P(Peer-to-Peer) 트랜잭션을 이용하여 합의 및 확인 메카니즘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그림 3-37]은 트랜잭션에 의해 발생된 데이터 처리를 중앙에서 수행하는 중앙집중형
(Centralized) 방식, 중간 서버를 이용하여 탈 중앙화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산형(Decentralized),
그리고 P2P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완전분산형(Distributed)의 구조도이며, 비트코인이
도입한 블록체인 기술은 완전분산형 방식으로 트랜잭션에 의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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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기본은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이다. DLT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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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블록체인 동작 과정

(출처: Financial Times)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이러한 완전분산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유효한 블록은 기존의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서 삭제가 불가능하고, 투명한 트랜잭션을 기록하게 된다.
[그림 3-38]과 같이, 트랜잭션에 의해 생성된 각각의 트랜잭션 정보는 검증된 후 유효한 트랜잭션
그룹과 함께 이미 존재하는 트랜잭션 체인에 새로운 “블록”으로 추가되어 체인의 모습으로 “블록”이
연결되며, 이를 “블록체인”이라 한다. 트랜잭션이 체인에 추가되면 일반적으로 변경되거나 제거될 수
없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트랜잭션의 검증, 블록화, 체인에 추가되는 전체적은 모습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림 3-39] 4가지 타입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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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P)

비트코인에서 사용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완전분산형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조를 띄며, 이후에
이더리움, 리플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가상통화의 출현을 통해, 크게 4가지 타입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개발되었다. [그림 3-39]에서 보듯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컨소시엄(Consortium), 세미-프라이빗
(Semi-private), 프라이빗(Private), 퍼블릭(Public)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나뉜다.
●

컨소시엄(Consortium)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전에 선택된 그룹이 트랜잭션의 유효성 검증인 합의를
수행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다. 블록체인을 읽고 거래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는 공개이거나
참가자에게 제한될 수 있어서, 허가를 받은 주체들만 사용할 수 있는(Permissioned) 블록체인
기술이다.

●

세미-프라이빗(Semi-private)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전에 미리 설정된 기준을 만족하는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의 액세스를 허가하는 단일 회사에서 동작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다. B2B(Business-toBusiness) 환경 또는 정부 부처에 적합한 블록체인 이며, 허가를 받은 주체들만 사용할 수 있는
(Permissioned) 블록체인 기술이다.

●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 네트워크: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열람하는 모든 과정을 누가 할 것인지를
모두 결정할 수 있는 단일 조직에서 동작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다. 100% 중앙 집중식이기 때문에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지만 샌드박스 환경으로 유용하게 구성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주체들만 사용할 수 있는(Permissioned) 블록체인 기술이다.

●

퍼블릭(Public) 블록체인 네트워크: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열람하는 모든 과정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Permissionless)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림 3-40] Permissioned vs. Permissio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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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게 설계된 블록체인이다. 모든 트랜잭션은 공개되며,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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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타입에 따른 가상통화를 그룹화 한 그림이며, 각 가상통화가 플랫폼
또는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졌는지를 구분하였다.
컨소시엄, 세미-프라이빗,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처럼 트랜잭션 처리 및 열람 등이 허가된
(Permissioned)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자체 상업적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그 중에서 현재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실제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허가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금융 회사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R3(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 블록체인 컨소시엄, https://www.r3.com) 같이 특정 업계의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사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공유하여 트랜잭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상업 트랜잭션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는다.
●

실시간 기록(Real-Time Record): DLT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형태로 개발되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때문에 트랜잭션 및 기타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블록을 생성하여 블록체인에
추가)하기 때문에 자동화된 프로세스로서, 효율성이 향상되고 비용이 절감된다.

●

변경이 불가능한 기록(Immutable Record):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발생된 트랜잭션이나
이벤트들이 변경할 수 없는 블록체인 내의 블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특정 거래 및 사용자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을 유지하면 개인 정보 보호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익명성(Anonymous):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며, 자금세탁방지(Anti-Money-Laundering, AML) 및 고객파악(Kow-Your-Customer, KYC)
기능을 제공해준다.

●

사이버 보안 위험(Cyber Security Risk): 여러 가지 이유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해커가 선호하는
대상으로 입증되었다. 블록체인이 자체가 해킹되거나 조작된 적은 없지만 이를 해결하는 회사와
기술들이 있다. 2018년 3월에 발간된 McAfee의 레포트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피싱(Phishing),
악성코드(Malware; ransomware, miners, and cryptojacking),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취약점
(Implementation vulnerabilities)등을 이용한 공격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3]. 그리고
블록체인 또한 서비스의 중단, 민감한 데이터 및 가상통화의 심각한 절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에서 완벽히 안전하지는 않다.

66

2.3.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
블록체인 기술이 성숙해짐에 따라 지금은 거의 모든 업계의 기업들이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도입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발전, 확산되어 왔는지를 알아본다.

2.3.1 시민 서비스(Citizen Service)
전 세계의 약 11억 정도의 사람들이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경제 및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가 없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거나,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과 같다. 유엔 산하기관인 ID2020은 공식 신분증이 없는 신원을 증명하는 것을
블록체인을 통해 블록 ID를 부여함으로서 신원을 보증해주고, 그 결과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다[4]. 이를 통해 등록된 사용자는 종이문서를 사용하거나 잃어버릴 염려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액세스 및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 이로써
디지털 ID를 가진 사람들이 교육, 건강관리, 투표, 은행, 주택 및 기타 사회 혜택을 포함한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ID2020 프로토타입은 Microsoft와 Accenture의 협력을 통해, 기존 신원
시스템과 상호 운용되도록 설계되어 개인 식별 정보가 항상 “오프체인(off chain)”상태로 유지되고
7백만 명의 난민 지원을 목표로 프로토타입 구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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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지문, 홍채 및 기타 데이터 등의 생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75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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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ID2020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글로벌 신원 제공 서비스(출처: Microsoft/Accenture)

2.3.2 소매시장(retail)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제품이 올바르게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각 품목의 생산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에게 투명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인 Martine Jarlgaard는 Provenance 및 다른 파트너와 협력하여 패션 공급
체인을 완전히 투명하게 만드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사용자는 QR코드 또는 NFC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제품을 스캔하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의류 공급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소매 업체들이 신뢰 기반의 패션 공급 체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구매가
더욱 장려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 성공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Provenance는 현재 개방형
추적성 프로토콜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원두커피에서 섬유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원산지를
추적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가속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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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패션 공급 체인에서 투명성 증가

(출처: Provenance)

투명한 공급망 운영을 위한 노력의 또 다른 예는 영국의 Everledger이다. Everledger는 다이아몬드,
와인, 미술품과 같은 고 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다이아몬드의 경우, 이 시스템은 현재 다이아몬드 공급업체, 중개 업체 및 구매자가 위조되거나 분실될
수 있는 서류상 기록을 대체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verledger는
각 다이아몬드에 대한 디지털 지문을 생성하여 저장한다. 이 디지털 지문은 40개가 넘는 메타 데이터
포인트, 다이아몬드의 4가지 정보(색상, 선명도, 캐럿 무게) 및 필요한 경우 실제 다이아몬드에 새겨져
있는 인증서 번호가 포함된 고유한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다이아몬드 지문 정보는 모든 참여자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표시되고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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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개발 중이다[6].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수백만 가지 귀중한 상품에 대한 디지털 레코드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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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이아몬드 유통의 투명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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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ltoros/Everledger)

2.3.3 생명과학과 건강관리
데이터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저장되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장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접근, 열람 등이 가능하게 된다. 광범위한 임상 시험 결과, 건강 기록 관리, 전염병 보고,
보험 정책, 의약품 연계 및 추적, 백신 접종 기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공유 및 감사를 위해, 전자 의료 기록, 임상
시험 결과 및 건강 데이터에 대한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모든 사용자들에 공유되는 하나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므로
투명성은 물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017년 10월, 미국의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건강 검진을 지원하기위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확대
테스트 하였다. 이 솔루션은 화자의 진료 기간 동안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CDC는
2019년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응용프로그램 배포 단계로 전환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edRec라는
MIT Media Lab.의 프로토타입은 개별 환자 자신의 건강관리 데이터를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어지고 있다[7]. 각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약국의 모든 환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환자는 이 데이터를 특정 의료 제공자와 공유(또는 공유하지 않을 수 있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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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블록체인을 이용한 의료 데이터 관리

(출처: MIT Media Lab.)

71

제 3 장. 전문가 컬럼

2.3.4 자동차 및 제조
자동차 및 제조 산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의 적용과 관련이
있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서 가상으로 꾸며놓고 각종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시뮬레이션의 경우, 도로환경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성해 놓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해당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시키면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들이 사고가 나더라도 가상공간에서의 사고라 문제가 없다.
디지털트윈을 통해 실제 자산을 동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하므로, 회사는 자산의 수명주기 동안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성과를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자산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을
통해 안전하게 문서화 할 수 있는 시도가 활발하다.
르노그룹(Renault Group)은 각 차량의 유지 관리 데이터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차량의
디지털트윈을 저장하는 것을 실험하고 있다[8]. 2017년 7월 르노그룹은 Microsoft 및 VISEO와
공동으로 만든 프로토타입을 출시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각 차량의 유지 관리 이벤트를 차량의
디지털트윈에 연결함으로서, 완벽하게 추적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와 같은 권한이 있는 당사자에게
표시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트윈 정보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완벽히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가 차량의 유지 관리 내역이 자동차와 연결되어 있고,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실용적인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다.
Bosch와 독일 인증기관인 TUV Rheinland는 불법적인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였다[9]. 유럽에서 가장 큰 중고차 시장인 독일에서는, 평균 세 번째 소유권이 변경될
때에 불법적인 주행 거리 조작이 이루어진다고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각
차량의 주행거리를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차내 커넥터가 달린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주행 거리계 판독 값의 계속적인 변경을 기록한다. 분산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이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계가 조작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사례는 제조업체가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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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동차 주행거리 보장기술

(출처: BOSCH.)

2.3.5 물류 서비스
물류는 종종 현대 해상 운송으로 간주되는 세계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현대 세계 무역의 의
혈관으로 간주된다[10]. 그러나 세계 무역에 뒤쳐져 있는 물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당사자 간의
우선순위 때문에, 물류를 추적하기 위해서 각 회사마다 각기 다른 시스템 사용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게
수 있으며, 세계정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견해에 따르면 공급망 장벽을 낮추면 세계
총생산(GDP)이 거의 5%, 세계 무역이 15%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11].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무역 물류 시장에서 조달, 운송의 관리/기록/추적, 세관 협력 및 무역 금융을 비롯하여 많은
이혜 당사자들 사이의 마찰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해상 운송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Maersk와 IBM은 무역 워크 플로우를
디지털화하고 종단 간 배송 추적을 위한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12].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컨테이너가 운송되는 곳을 확인하고 공급망을
통해 물품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한 데이터 교환과 위·변조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를 보장한다. 두 회사는 이 솔루션이 매년 수천만 개의 선적 컨테이너를
추적할 수 있고, 물류 이동의 지연 및 사기를 현저하게 줄임으로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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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무역 물류의 새로운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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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물류에 대한 디지털화

(출처: Maersk/IBM)

2.3.6 공급 사슬의 투명성과 추적성 개선
인터폴(Interpol)에 따르면, 매년 약 1백만 명의 사람들이 위조 약으로 사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통계가 벌써 12년 전인 2006년도의 통계 조사결과이니, 현재는 추산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위조 약으로 사망하고 있다. 심장질환 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을 위조한 불법 복제 약으로
인한 사망 사고 기사는 우리에게 이제는 낯선 기사가 아니다. 인터폴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10%는
가짜 의약품이며, 라틴 아메리카의 비율은 약 30%라고 발표하였다[13].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DHL과 Accenture는 제약업계에 정교한 유통 기록 및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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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제품의 무결성 보장

(출처: DHL)

이 프로토타입은 제품의 일련번호를 할당하면서, 제품의 원산지, 배치 번호 및 유효 기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며, 해당 제품의 거의 모든 순간을 추적할 수 있으며, 중간 어느 단계에서든
해당 위치로 추적할 수 있다. 이 프로토타입은 제품 검증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효과를 입증함으로서,
의약품이 합법적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위조품이 아니면 원산지에서 소비자까지의 여정을
통해 올바르게 처리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추적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의약품을 상점 선반으로, 그리고 결국
소비자에게 향하는 모든 단계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블록체인으로 연결하였으며, 이 블록체인 기술이
70억 개 이상의 고유한 제약 일련번호와 초당 1,500개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실험 성능을 보여준
시뮬레이션을 마쳤다. 이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블록체인의 사용은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물류
활동(생산에서 구매까지)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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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토타입의 실효성을 보여주기 위해, 파트너는 6개 지역에 걸쳐 글로벌 네트워크 노드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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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블록체인 기반 의약품 추적 시스템

(출처: Accenture/DHL)

소비재 및 소매 업계에서 유니레버(Unilever) 및 월마트(Wal-Mart)와 같은 회사는 공급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였다. [그림 3-49]와 같이, 월마트는
IBM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식품 추적이 가능하고 안전에 특히 중점을 두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15]. 월마트는 파트너 사들과 함께 중국산 돼지고기와 멕시코산 망고와 같은 식품의
원산지 및 보육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월마트는 특정 식품 생산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월마트가 모든 오염 사례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장에서 상점으로의 전 과정에서 부적절한 음식 관리를 확인하고 바로잡기 위한
메카니즘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육류 배송은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식품에 부착된 센서 에서 온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기록하였다.
그로부터 자동화된 품질 보증 프로세스는 운송 중에 이상 상황이 발생될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을 시작으로 월마트는 중국의
식품 공급 망에 추적 가능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파트너쉽인 블록체인 푸드 안전
연합(Blockchain Food Safety Alliance)의 설립을 발표하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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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블록체인 기반 식품 추적 시스템

(출처: IBM)

2.4.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은?

DDoS공격을 방지하는 것까지, 사이버 보안 분야의 모든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Edinburgh Napier 대학의 Bill Buchanan 교수는 “블록체인은 우리가 부족한 보안 구현과 신뢰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해 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2018년 현재, 우리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의 이메일 내용을 본다거나 누군가가 수정하지 않았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라며,
“가상통화(Crypto-currencies)에 대한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블록체인의 사용을 통해 실제로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
본 장에서는, 현재 보안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도입하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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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데이터 무결성과 디지털 ID를 향상시키는 것부터 안전한 IoT 장치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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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인증을 통한 엣지 장치 보안
Xage Security라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은 2017년 후반에 블록체인 기반 “변조 방지(tamperproof) ” 기술을 발표하였다. [그림 3-50]에서 보듯이, Xage Security는 게이트웨이(Gateway),
브로커(Broker), 매니저(Manager)로 구성된 보안 플랫폼이다. 게이트웨이는 I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환경에서 엣지(edge) 장비의 중앙 연결과 독립적인 실시간 작업을 보장한다. 브로커는 엣지
장비들의 자격 증명, 인증서, 정책 및 공유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들과 센터 간에 동기화를 수행한다.
클라이언트는 블록체인 노드로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매니저는
보안 정책을 정의한 다음 시스템 전반에 복제하고 적용하여 주요 인프라 보호를 자동화 할 수 있도록
한다[17].

[그림 3-50] Xage IIoT 통합 보안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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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Xage)

2.4.2 향상된 기밀성 및 데이터 무결성 보장
현재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 자산은 조작에 취약할 수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무결성(Blockchain Dtat integrity)로 알려진 Ericsson의 데이터 무결성 보장 서비스는 현재 GE의
Predix 산업용 클라우드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변조 또는 데이터 손상으로 인한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여 비즈니스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변조 또는 수정할 수 없는 서명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서명을 확인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변조 감시를 수행하여, 데이터, 시스템 구성 및 펌웨어 간의 트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18].

2.4.3 PKI 확장 또는 대체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는 전자메일, 메시지 응용프로그램, 웹 사이트 및 기타 통신 형식을
보호하는 공개키 암호이다. PKI는 공개키 암호를 통해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지만, 결국 공개키(Public
key)와 비밀키(Private key)의 쌍에 대한 관리를 중앙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킹의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차용하여 CA가 없이도 분산화 되고 안전한 인증체계를 만들어 논문으로 발표하였다[19]. [그림
3-51]은, 임의의 사용자가 작성한 쿼리에 대한 DHT(Distributed Hash Table)의 응답을 보여주는
CertCoin의 대체키 검색 프로토콜의 예제이다. 분산된 구조에서 해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이용하여
CertCoin 도메인들 및 관련된 공개키들을 공개 장부에 저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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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MIT 공대에서 분산된 공개키 기반 구조의 CertCoin을 제안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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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CertCoin의 예제

(출처: MIT)

에스토니아의 데이터 보안 회사인 Guardtime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에스토니아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약 10여년 전 부터 PKI를 대신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키리스 서명 인프라(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 KSI)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 에스토니아 정부에 실제 제공하였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시민이 아닌 거주자를 위해 이레지던시(e-residency)를 발급하고 있다.
이레지던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Guardtime에서 만든 KSI를 기반으로 이레지던시 카드 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서명이 된 데이터의 위·변조를 블록체인 기술로 방지하는 기술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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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DDoS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DNS
아직까지도 DNS(Domain Name Servie) 서비스 공급자들은 DDoS 공격에 여전히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2016년 10월, DNS 서비스 업체인 Dyn은 Mirai 봇넷을 이용한 DDoS 공격을 받았으며,
1,200개 이상 도메인 사용자들이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사고를 기억하고 있다. 기존의 DNS 서비스는
중앙 집중형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DDoS공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웹 호스팅 등의 인터넷 서비스가 DNS 서비스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DNS 서버의 서비스
불능은 해당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회사들의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게 되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스타트업 회사인 Nebulis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DNS 정보를 분산 원장에 기록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분산 저장하게 된다. 중앙에서 관리되던 DNS 정보가 분산 네트워크에 저장되기 때문에
DDoS 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중단 사태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21].

2.5.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제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현실 세계에 어떻게 구현되고, 그리고 어떠한 장점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블록체인은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기술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트랜잭션)에 대한 합의 및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변조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술이다. 사업계 전반에서는
이러한 블록체인 장점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의 시도를 하였으며, 괄목할만한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보안 분야는 사실 아직도 한정된 분야에서, 걸음마 수준이다. 앞서 소개한 기술들 이외에도
많은 기술들이 제안되었지만, 아직도 알파 수준의 기술은 시장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제안된 대부분의 기술들이 데이터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면, 보안 업체들이 블록체인의
기본 장점(데이터의 위·변조 방지)에만 매몰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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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분산원장 개념으로 네트워크에 분산시키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의 해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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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위·변조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 보겠다. 보통 대규모 네트워크의 경우 다양한 서버들이 구축되어지며, 서버들은
각각의 보안 정책에 따라 보호되어 지며, 계층적(hierarchical) 구조로 구성된 정책 서버들이 구축되어
보안 정책을 배포하고, 정책에 따라 보안 지침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에 침입을 시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정책 서버의 해킹을 통해 침입이 가능할 수 있다. 이때에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을
사용하여 해커가 정책 서버를 해킹하여 네트워크에 침입을 시도하는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 보안
정책을 배포할 때에 내부 네트워크 호스트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해당 정책에 대한
합의를 수행하고, 분산 원장으로 해당 정책을 저장하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 정책 서버를 해킹하여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하는 등의 해킹에 대해서 안전하게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다. 또는 IoT
환경에서 다양한 센서 들에 의해 발생된 트랜잭션에 대해, 발생된 트랜잭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저장할 때에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당 트랜잭션이 올바른지 주변 센서 들의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면, 더욱 안전한 IoT 환경을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분명 보안 시장에서도 새로운 도전 기회임이 확실하다. 보안 시장에서, 더욱
넓은 시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때에 새로운 도전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꼭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아니더라도, 블록체인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협 또한 대처할 수 있도록, 취약점 점검 분야 또한 새로운 도전 기회가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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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망 공격과 해커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석2팀
이동은 책임 연구원

최근 지능화된 타겟형 APT 공격은 국가 기밀, 산업 기밀, 군사 기밀 등을 유출하여 국가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PT 공격을 주도하는 해커는 주로 워터링홀 기법, 아래한글 등 문서
프로그램 취약점, 공급망 공격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한다. 국내에서 가장 파급력이 높았던 사건은
‘13년 3월 20일 발생하였던 사이버 공격으로 당시 A社의 자산관리 서버가 악용되어 방송사, 금융사
내부망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였다. 업데이트 서버 등 공급망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전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소프트웨어 개발社의 보안 담당자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APT17 혹은 Deputy Dog로 불리는 공격 조직이 유발한 국내외 공급망 공격 사례를 살펴보고 공격
기법 및 악성코드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1 국외 공급망 공격 사례
Piriform社 4) 의 CCleaner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 크롬, MS

오피스, 어도비 제품

등을 사용할 때 잠재적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임시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17년 9월 18일 Piriform社는 CCleaner 버전 5.33.6162와 CCleaner Cloud 1.07.3191 버전이
해킹되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음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4) 보안업체 Avast社의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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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CCleaner가 해킹되었음을 공지하는 자사 홈페이지[1]

1.1.1 Piriform社 내부망 장악 프로세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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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CCleaner 프로그램 제작 업체 Piriform社 해킹 타임라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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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는 ‘17년 3월 11일, CCleaner 개발자 시스템에 탈취한 Teamviewer 계정으로 로그인하였다.
해커는 C:\Users\x64.dll와 x64.vbs 파일 설치를 시도하였으나 접근 권한 문제(Errorcode=5)로
실패하자 접근권한이 있는 폴더에 x64.vbs 설치 후 실행하였다.

[그림 3-54] CCleaner 개발자 Teamviewer 로그[3]
해커는 확보된 첫 번째 개발자 PC를 통해 또 다른 PC로 원격 접근(RDP)한 뒤 SOFTWARE\
Microsoft\WindowsNT\CurrentVersion\WbemPerf레지스트리에 악성코드를 저장 및 실행하였다.

[그림 3-55] 두 번째 감염 PC에서 발견된 원격 접속 로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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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4월 해커는 Piriform社 총 4대 시스템에 mscoree.dll을 설치하였으며 해당 악성코드는
social.technet.microsoft.com/Profile/[random]에 접속하여 추가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하였다.

[그림 3-56] CCleaner 내부망에서 발견된 악성코드[3]
해커는 4월 중순부터 7월 사이 악성코드가 포함된 CCleaner 프로그램 변조버전을 준비한 뒤 ‘17년
8월 2일 업로드하였다. 전세계 227만대가 변조된 CCleaner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으나 원격조정
서버와 통신한 시스템은 165만대이며 서버 접속 후 최종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시스템은 40대에
불과하였다[3]. 해커는 서버 설정 파일을 조작하여 cisco, dlink, samsung 등 특정 기업만 추가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APT 공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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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cisco, dlink, samsung 등 특정 기업만 2차 코드 다운로드 유도하는 설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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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CCleaner 프로그램 해킹 관련 악성코드 분석결과 및 주요 특징
CCleaner 프로그램 내부 일부 모듈이 수정되어 악성코드(쉘코드)를 메모리에 로드하며 실행 시
아래와 같이 CCleaner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하여 사용자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림 3-58] 변조된 CCleaner 프로그램
실제 CCleaner 프로그램 내부를 살펴보면 개발자가 버전 5.33을 작업한 개발 경로가 존재한다.

[그림 3-59] 변조된 CCleaner 프로그램 내 작업 경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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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CCleaner 프로그램 내 악성코드는 내부 영역을 디코딩한 뒤 힙 메모리에 1차 쉘코드(10,616
byte)를 로드한다.

[그림 3-60] CCleaner 내 악성코드 실행 모듈
새로운 힙 메모리에 로드하기 전 디코딩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해당 방식은 이후 문자열을
디코딩하는데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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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CCleaner 내 악성코드 실행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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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eaner 프로그램이 생성한 1차 쉘코드는 또다시 2차 쉘코드를 메모리에 아래와 같이 로드한다.

[그림 3-62] CCleaner 내부 악성코드 동작 방식
2차로 생성된 쉘코드는 감염 여부 체크를 위해 HKLM\SOFTWARE\Piriform\Agomo 레지스트리
키를 확인하며 해당 키가 없고 실행한지 60초가 지났으며 관리자 권한일 때 악성행위를 시작한다.
여기서 레지스트리 이름 등 문자열은 인코딩된 형태이며 모체에서 1차 쉘코드 디코딩 시 사용한
동일 모듈[그림 3-61]을 활용한다. 이후 2차 쉘코드는 Agomo 키 하위에 MUID 키를 생성하고
GetTickCount() XOR (rand() * rand()) 값으로 데이터를 설정한다. 또한 정보 수집을 위해 컴퓨터 이름,
Uninstall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설치 프로그램 정보 등을 자체 모듈[그림 3-61]로 1차 인코딩한 후
[그림 3-63]과 같이 base64로 인코딩한다.
* 레지스트리 : HKLM\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Uninstall

[그림 3-63] 감염 시스템의 정보 수집 및 인코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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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의 디폴트 원격제어 서버 주소는 헥사 값 0x94E17ED8을 아이피로 변환한
216.126.225.148이다. 2차 코드는 해당 서버에 접속하여 [그림 3-63]과 같이 인코딩한 시스템
정보를 전송하고 추가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그림 3-64] 1차 원격제어 서버
카스퍼스키 랩의 Costin Raiu 분석가는 인코딩 시 사용되는 base64 알고리즘의 구현 방식이
APT17 조직 특유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216.126.225.148 접속 실패 시 [그림 3-65]와 같이
ab[rand()*rand()][rand()].com의 DGA 방식으로 도메인을 생성한다. 악성 코드는 해당 도메인에서
추가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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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랜덤으로 도메인 생성하는 알고리즘(DGA)

1.2 국내 공급망 공격 사례
‘17년 7월 18일부터 국내 B社의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및 파일전송 소프트웨어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하였다. 카스퍼스키社는 소프트웨어 이용
도중 비정상 도메인에 접속하는 것을 관찰한 고객의 신고를 통해 해킹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B社에
전달하였다. B社 해킹사고의 경우도 CCleaner 프로그램 변조 및 악성코드 유포 사고와 동일하게
공급망 공격으로 그 배후에 APT17(Deputy Dog)이 있는 것으로 보안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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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B社 내부망 장악 프로세스

[그림 3-66] B社 해킹 타임라인
해커는 ‘17년 1월 처음 B社 빌더서버의 TeamViewer 계정을 탈취하여 TEST123-PC 계정으로
로그인하였다. 2개월 뒤인 ‘17년 3월 해커가 제작한 악성코드(nxview.tff)를 설치하기 위해 HOMEPC 계정으로 또 다시 로그인하였다. nxview.tff는 PlugX 계열 원격제어형 악성코드로 해당 악성코드를
설치한 이유는 분석가 방해 목적으로 이벤트 로그 등에 해커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67] B社 빌드서버 Teamviewer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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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는 같은 날 mscoree.dll이 설치하는데 이벤트 로그 상에 기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8] B社 빌드서버 이벤트 로그
이후 해커는 변조된 nssock2.dll이 B社 정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컴파일되도록 악성 link.exe를
'17년 5월 C:\Programs Files\Microsoft Visual Studio 11.0\VC\bin에 생성한다. 교체된 정상
프로그램이 재배포되기까지 변조된 B社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는 총 157,989대이었다.
CCleaner 프로그램 해킹 조직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B社 해킹 사고에서도 157,989대 중 몇 대만이
2차 쉘코드 다운로드 및 실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2 B社 프로그램 해킹 관련 악성코드 분석결과 및 주요 특징
1.2.2.1 B社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된 악성코드(nssock2.dll)

nssock2.dll은 내부 데이터 중 일부를 디코딩한 후 악성코드를 메모리에 로드한다. 메모리에 로드된
1차 코드는 이후 또 한 번의 디코딩 과정을 거쳐 최종 악성행위를 하는 2차 코드를 메모리에 로드한다.

[그림 3-69] B社 프로그램 악성코드 동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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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社 프로그램에 포함된 악성코드 nssock2.dll은 디지털서명되어 있어 탐지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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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sock2.dll이 악성코드 메모리 로드를 위해 디코딩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그림 3-70] B社 프로그램이 유포하는 nssock2.dll 내 디코딩 모듈
메모리에 로드된 2차 코드는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HKLM\SOFTWARE\ 하위에 (볼륨시리얼넘버
XOR 0xD592FC92) 이름으로 키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DNS 서버를
8.8.8.8, 8.8.8.4, 4.2.2.1, 4.2.2.2으로 설정한 뒤 랜덤 도메인을 생성한다.

[그림 3-71] HKLM\SOFTWARE\에 생성된 키(좌) 및 악성코드가 이용하는 DNS 정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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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문자열을 디코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그림 3-72]와 같다. 빨간 색으로 표기한 헥사
값은 B社 빌드서버에서 발견된 mscoree.dll 악성코드가 사용하는 디코딩 모듈은 동일하나 달라진 키
값이다.

[그림 3-72] 문자열 디코딩 모듈
2차 코드는 시간정보를 결합한 랜덤 도메인 생성 알고리즘(DGA)을 사용하여 원격제어서버 정보를
구성한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도메인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7년 B社 해킹 사고
당시 이용된 도메인은 nylalobghyhirgh.com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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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악성코드가 사용하는 랜덤 도메인 생성 알고리즘(D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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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는 문자열 “ ROOD", GUID, 호스트이름, 도메인이름, 사용자계정을 조합하여 인코딩한
뒤 알파벳 치환 알고리즘으로 변환하여 중간 도메인을 생성한다. 또한 중간 도메인 임의의 지점에
악성코드는 “ . ” 을 추가하여 최종 도메인을 생성한다. 해커는 수신한 중간 도메인을 디코딩하여
계정정보 등으로부터 감염된 PC 정보*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 회사명 등이 계정정보, 컴퓨터명 등에 포함되어 감염 PC의 소속을 알 수 있어 해커가 주로 획득하는 정보임

[그림 3-74] 악성코드가 사용하는 랜덤 도메인 생성 알고리즘(D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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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 등 감염 시스템 정보를 조합하여 인코딩하는 모듈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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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 악성코드가 시스템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듈
인코딩된 정보를 알파벳으로 치환하는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그림 3-76] 알파벳으로 치환하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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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코드는 원격제어서버로부터 수신한 패킷을 [그림 3-75]와 같은 모듈로 1차 디코딩하며 값이
0x274C인 경우, 접속을 종료하며 그 외의 경우, 서버에서 수신한 코드를 메모리에 로드한다. [그림
3-77]은 수신한 코드를 2차 디코딩 후 메모리에 로드하는 모듈이다.

[그림 3-77] 수신한 패킷을 디코딩 및 메모리 로드하는 모듈

1.2.2.2 B社 빌드 서버에서 확인된 악성코드(nxview.tff)
nxview.tff는 B社 빌드 서버 해킹 사고 타임 라인 상 가장 처음 생성되는 악성코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커는 Teamviewer 등을 통해 원격 접속하였을 시 이벤트로그에 이력이 남아 분석가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이를 방해하기 위해 PlugX 원격제어형 악성코드를 생성했다. 해당 악성코드는 중복
감염 방지를 위해 "win32_event_x86" 뮤텍스를 생성한다. 이후 악성코드 내부 영역을 디코딩한 뒤
메모리에 1차 쉘코드를 로드한다.

[그림 3-78] 내부 데이터 디코딩 및 메모리 로드하는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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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에 로드된 1차 쉘코드는 파일몬, 레그몬, 와이어샤크 등 분석 툴의 존재 여부,
가상환경(vmware) 여부, 디버깅 여부를 탐지하여 분석을 방해한다.

[그림 3-79] 분석가 방해 모듈
모든 문자열은 인코딩되어 있으며 이를 디코딩하는 모듈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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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0] 문자열 디코딩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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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메모리에 로드된 코드는 markhedin.github.io/index.html에 접속하여 원격 제어 서버 정보를
파싱한다. 당시 해당 github에 존재하였던 원격제어서버 정보는 <!{fn..[중략]..mofXKH}--> 형태로
인코딩되어 있었다. 또한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사용하는 명령은 <!DZKS...[중략]....DZJS--> 형태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PlugX 계열 악성코드의 주요 특징이다.

[그림 3-81] github에 업로드된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사용하는 정보
그럼에도 해커는 분석가를 속이기 위해 2차 코드로 넘어가기 전 1차 코드에서 Poison IVY C++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모듈을 만들어 놓았다.

[그림 3-82] 분석가를 속이기 위해 넣어놓은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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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B社 빌드 서버에서 확인된 악성코드(mscoree.dll)
B社 빌드 서버에서 발견된 mscoree.dll은 CCleaner에서 발견된 악성코드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악성코드가 실행되는 디렉토리*, 악성코드를 실행하는 런처(AppLaunch.exe),
접속하는 사이트** 등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mscoree.dll은 1차, 2차, 3차 쉘코드를 메모리에 로드하여
분석을 어렵도록 방해한다. 1차 코드는 여러 코드를 메모리 여기 저기 생성하는 메인 모듈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코드를 Shadowpad라고 부른다.
* 디렉토리 : %ProgramFiles%\Common Files\Microsoft.NET\Framework\v2.0.50727
** 접속 사이트 : social.technet.microsoft.com/Profile/[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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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 쉘코드 동작 방식 5)

5) s vchost.exe 이외에 3차 쉘코드 인젝션을 위해 이용하는 정상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음
%ProgramFiles%\Google\Chrome\Application\chrome.exe, %ProgramFiles%\NVIDIA Corporation\
Update Core\NvBackend.exe, %ProgramFiles%\Common Files\Adobe\ARM\1.0\armsvc.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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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쉘코드는 mscoree.dll 일부 영역을 [그림 3-84]와 같은 모듈을 이용하여 디코딩한 뒤 실행한다.
APT17 조직은 다른 조직과 달리 디코딩, 인코딩 모듈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여 분석가 입장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조직이다.

[그림 3-84] 쉘코드 생성을 위한 악성코드 내부 섹션 디코딩 방식
mscoree.dll은 뮤텍스 이름을 [그림 3-85]와 같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따라서
감염 PC 마다 다른 뮤텍스 이름이 이용된다.

[그림 3-85] 뮤텍스 이름 생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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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oree.dll 악성코드는 MS 테크넷 포럼(social.technet.microsoft.com/Profile) URL 뒤에 시간
정보를 이용한 랜덤 문자열을 붙여 도메인을 생성한다.

[그림 3-86] 랜덤 생성한 프로필 정보를 기반으로 해커의 “MS 테크넷 포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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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정보를 이용한 랜덤 프로필 문자열 생성 방식은 [그림 3-87]과 같다.

[그림 3-87] 랜덤 프로필 문자열 생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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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mscoree.dll은 해커의 MS 테크넷 포럼에서 수신한 정보를 "$"로 파싱한 뒤 디코딩한 정보를
기반으로 유포지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 다운로드한다.

[그림 3-88] 유포지 정보를 얻어오기 위한 MS 테크넷 포럼 접속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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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테크넷 포럼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모듈은 [그림 3-89]와 같다.

[그림 3-89] MS 테크넷 포럼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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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사점 및 결론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스피어피싱 이메일을 이용한 사회공학기법, 유출된
아이디·비밀번호 활용 기법 등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망 공격의 시초는 Teamviewer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되면서이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보안 캠페인에서 외치는 아이디·비밀번호 변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내부망 보호를 위해 보안장비 도입도
중요하겠지만 보안 수칙 준수, 정기적인 모의훈련 등을 통해 내부 직원의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타겟형 APT 공격은 지능화, 정교화되어 있는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프로세스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https://www.ccleaner.com/news/blog/2017/9/18/security-notification-for-ccleaner-v5336162-and-ccleanercloud-v1073191-for-32-bit-windows-users
[2] https://thehackernews.com/2017/09/ccleaner-malware-hacking.html#search
[3] https://www.rsaconference.com/events/us18/agenda/sessions/10593-ccleaner-apt-attack-a-technical-lookinside
[4] http://www.intezer.com/evidence-aurora-operation-still-active-supply-chain-attack-through-c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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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이어아이社, FACING FORWARD Cyber Security in 2019 and Beyond

⊙ 2019년도의 보안 예측을 위해 FireEye社 의 CEO, 클라우드 및 항공 보안 전문가 등의 하향적 견해와
연구원들의 심층 분석을 종합한 보고서로 다양한 분야의 보안 위협을 다룸.

1) Cloud 보안의 중요성 부각
⊙ 클라우드를 이용한 데이터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공격도 증가. 사고대응 및 침해 사례의 약 20%
가 클라우드와 관련되어 있음. 기존의 방화벽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환경 적응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기술향상을 위한 투자와 교육이 필요함.

2) 항공분야의 보안 이슈
⊙ 항공 보안에 관한 현실적인 이슈는 항공기를 납치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아님. 그보다는 항공기
제조업체, 운영자 및 티켓 판매업자로부터 고객의 데이터 및 자산을 절도하거나, 공항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는 것이 더 위협적임. 미국과 중국의 국방 분야에서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항공
분야에서의 사이버 간첩 활동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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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적대행위
⊙ 다양한 국가들의 다양한 동기에서 유발된 적대행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
전역에 걸친 중국의 육상, 해상 실크로드 개발 프로젝트인 BRI(Belt and road initiative) 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 활동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란 정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정치적 활동, 북한 정권이나 러시아 정부의 사이버 위협 활동 또한 계속될 전망임.

4) 전통적인 사이버 위협 기술들의 건재
⊙ 이메일은 여전히 가장 널리 퍼진 초기 공격 벡터로서 공격의 91% 를 차지함. 앞서 언급한 클라우드
보안에서도 이메일을 이용한 피싱 공격은 방어하기 어려움. 2FA를 우회하는 SIM 카드 스푸핑도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 금융 공격자 및 간첩 행위자 모두는 명령 및 제어 (C2) 목적을 위해 합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오픈 소스 악성코드의 사용을 늘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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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랜드마이크로社, Uncovering the Truth About Corporate IoT Security

⊙ IoT는 이미 사회 전체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으며 Gartner에 따르면 기업 분야에만 70억 개의 IoT가
존재하고 2020년까지 그 수는 200억 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됨. 이에 따른 보안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Trend Micro社는 Vanson Bourne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의 IT 전문가 1150명의 인터뷰를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1) IoT 시장의 성장,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
⊙ IoT 의 높은 효율성 및 혁신성 때문에 많은 조직에서 산업용 IoT(IIoT), 웨어러블, 스마트 유틸리티
이니셔티브가 이미 진행 중임.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가 지난 12개월 평균 3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1/4만이 공격 경험이 없었음.

[그림 4-1] 내년도 IoT 규모 성장세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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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T 사이버 공격에 대한 IT 업계의 대응
⊙ IT 경영자들은 비용 문제와 더불어 데이터와 장치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보안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것을 어려움으로 꼽았음. 또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회사만이 보안팀을 프로젝트 초기부터 참여시키고 있음.

[그림 4-2] IIoT 계획 실태
⊙ 응답자에 따르면 IoT 관련 종사자의 38%만이 보안 의사 결정권자이며 IoT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자
3명 중 하나로 CISO(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를 두는 경우는 56%, CIO(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가 최종
결정권자인 경우는 64%였음. 또한 보안 문제를 추후 고려사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 개선의

3) 결론
⊙ 앞으로도 IoT 의 사용은 계속 확대될 것이므로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해 프로젝트 초기부터 보안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계속되는 모니터링과 정보의 취합, 패치에 힘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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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는 86%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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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만텍社, Cryptojacking: A Modern Cash Cow

⊙ 2017년 후반기부터 피해자의 장치에 몰래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모네로와 같은 가상통화를
채굴하는 사이버 범죄가 폭증함.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여전히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자들이 존재하고 있음.

1) 크립토재킹 : 현대판 캐시카우
⊙ 크립토재킹은 피해자가 다운로드하는 파일을 통해 채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방문하는 웹
사이트를 열어두는 동안 채굴을 시도하는 방법을 사용함. Symantec이 차단한 크립토재킹 이벤트는
2017년 4분기에 약 800만 건, 2018년 7월에는 약 500만 건에 달함.

[그림 4-3] 2017-2018 에 차단된 크립토재킹 수
⊙ 완벽히 패치된 장치라 하더라도 코인하이브와 같은 브라우저 기반 크립토재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치 성능 저하, 배터리 과열, 기업의 전력 사용 및 cpu 사용량 증가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또한 가상통화의 가치 폭등은 크립토재킹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
원인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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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0만개의 장치로 구성된 봇넷을 사용해 사이버범죄자가 30일만에 올린 수익

2) 결론
⊙ 크립토재킹은 가상통화의 가치 변화에 따라 증감할 것이며 전년 대비 감소세이나 여전히 위협적인
사이버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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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한 때 가상통화 모네로의 코인당 가격은 350달러에 이름

2018년 4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2019년 01월 인쇄
2019년 01월 발행

발행처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 02-405-5237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진흥원의 허가 없이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위반시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018년 4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