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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3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1. 언론보도로 살펴본 사이버 위협 동향

2분기의 최고 이슈가 5G였다면 3분기에 가장 이슈가 된 키워드는 단연 “빅데이터”와 “스마트 기기
(IoT)”라고 할 수 있다. 이 3가지 요소들은 인간의 신체구조에 비유하자면 빅데이터는 판단을 하는 뇌,
스마트 기기는 실제 기능을 하는 수족, 그리고 5G는 이를 연결하는 신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분기 5G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후 “빅데이터”와 “스마트” 키워드가 부쩍 많이 언급되는 현상은
일견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IT 산업을 이루는 신체가 더 강하고, 빠르고,
똑똑하게 진화하는 과도기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거에 없던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게 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새로운
형태의 취약점이 다량 발견되고 있는 추세이다.
3분기에는 빅데이터, 스마트 기기, 그리고 이들에 대한 공격에 사용되는 각종 취약점 관련 언론
보도가 각각 52,577회, 23,724회, 3,646회 있었다. 1장에서는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였다.

스마트기기
(23,724)

빅데이터
(52,557)

취약점
(3,646)

[그림 1-1] 2019년 3분기 중요 키워드별 언론 보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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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검색 기준>

아래는 3분기 이슈가 된 주요 언론 보도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것이다.
1주 : ‘빈(BIN) 공격’으로 국민카드 고객 2000여명 카드번호 노출 (7.3 디지털데일리)
2주 : “정부, 스마트공장 보안위협 대응 나선다..."100억원 예산 협의중"(7.8 디지털데일리)
남의 집 디지털 도어록까지 ‘띠리릭’... 만능키 된 ‘갤럭시워치’(7.15 보안뉴스)

7월
1월

3주 : 기업정보 노리는 클롭 랜섬웨어 '기승'(7.15 아이뉴스24)

"역삼동 순찰 늘리세요" 빅데이터로 절도범 30% 뚝 (7.16 매일경제)

4주 : 국내 기업, 데이터 침해 등으로 매년 '30억원' 이상 비용 지불(7.24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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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따고 집안 훔쳐보고”…‘IoT 60%’ 스마트홈 해킹 ‘숭숭’(7.25 KBS)
2020년 1월 14일 '윈도 7' 기술지원 종료...KISA, "보안 우려, 대응책 마련"(7.26 전자신문)

5주 : 캐피탈 원, 해킹으로 1억명 개인정보 유출..."해킹처리 비용만 '1772억원' 달할 것"(7.30 전자신문)
국내 300여 개 대학 보안점검 결과…64개 대학 여전히 로그인 정보 평문 전송(7.30 데일리시큐)

1주 : 입사지원서 메일, 알고 보니 ‘비너스락커’ 조직의 소디노키비 랜섬웨어(8.6 보안뉴스)
"18개월 간 금융 업계 대상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35억 건 발생"(8.8 전자신문)

8월

2주 : 캐논 카메라 보안 취약점 발견..."랜섬웨어 감염 시 모든 사진 암호화"(8.13 디지털데일리)
공유 자전거도 해킹된다! 스마트시티 위협하는 ‘무선 해킹’(8.13 보안뉴스)

3주 : 윈도 취약점 악용한 랜섬웨어, 한국 포함 아시아에 집중 유포(8.19 디지털데일리)
4주 : 의료 부문 데이터 도용 증가... 사이버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 높다(8.27 보안뉴스)

안랩, 광고만 봤는데 랜섬웨어 감염...'플래시 취약점' 악용 악성코드 주의(8.28 전자신문)

2월

1주 : 페이스북, 이용자 4억 명 전화번호 또 노출(9.5 ZDNet)

아동 정보 불법수집 유튜브에 2천억원 벌금...역대 최대(9.5 YTN)

9월

2주 : 구직·채용 지원서로 위장한 '넴티(Nemty)' 랜섬웨어 유포(9.12 전자신문)

과기정통부 대상 사이버공격 해마다 2배↑…중국발 공격 많아(9.15 News1)
류크 랜섬웨어와 닮은 새 멀웨어 등장! 둘 다 안랩 백신부터 확인(9.16 보안뉴스)

3주 : "전세계 기업 절반, 클라우드 앱 사이버 공격에 취약"(9.17 아이뉴스24)

4주 : 홈플러스 고객 4만9000명 개인정보 유출...방통위-KISA 사실조사 착수(9.26 디지털데일리)

3월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지난해보다 10배 증가···“527만여명 정보 유출”(9.28 경향신문)

[그림 1-2] 2019년도 3분기 사이버 위협 관련 언론보도 타임라인

3

제 1 장. 3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1) 빅데이터
빅데이터와 관련된 언론보도들은 대부분은 “어디에” 빅데이터를 사용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각 정부부처에서는 꼭 필요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빅데이터 도입을 적극 시도하고 있으며 각종
기관, 기업에서도 사업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센터 설립,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한 활동이 많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부처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
각 정부부처에서는 담당 행정 서비스에 최적화된 대국민 서비스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안전”이었으며 의료, 교통, 탈세 적발 등 국가가
책임지는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에 빅데이터가 사용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한민국은 3,300여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령 인구가
많은 섬의 인구분포 특성상 닥터헬기 출동이 잦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급헬기 이송 현황과 거리, 기후 등의 섬별 특성을 파악하고 닥터헬기를 초기 배치할 최적의
장소 선정, 핵심 관리가 필요한 도서 선정에 활용하는 등 응급환자의 초기대응 강화 방안이 도출했다.
또한 KISTI에서는 지형 경사도, 건물 높낮이,
하수관망, 맨홀지도 등의 빅데이터와 기상예측을
종합 분석하여 침수 예상지역을 3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침수예측 솔루션을 개발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림 1-3] 침수예측 솔루션 관련 KBS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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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 외에도 정부부처에서는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용도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상시적 분석을 위한 기구를 설립할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 서울시 :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자 추정모델 수립
● 제주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전 인프라 우선 설치 지역 도출
● 광주시 : 모기 제로 방역지도 제작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의사들에게 제공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양 빅데이터를 모은 통합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 추진
● 국세청 : 탈세 적발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 설립 추진
● 질병관리본부 :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망라한 빅데이터센터 설립 추진
● 산림청 : 트래킹, 산악기상, 생물종, 산림치유 등 산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특히 이 중 제주도 사례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시민안전) 네트워킹
데이” 공모에서 선정된 과제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선정 과제로는 세종시의 “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참여형 프로젝트들은 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실질 사용자가 될 주민의 요구(불편사항)가 정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엇을
분석할지”가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설계 시 효율성이 높은 의사결정구조이다.
빅데이터 활용 사례는 대형 기관 뿐 아니라 지자체나 경찰서 지부 등의 작은 단위에서 적용되는
사례들도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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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미세먼지 예측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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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인구밀도, 편의점 수 등 8개 변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구대 관할 35개 블록의
범죄 위험도를 분석하여 고위험지역으로 분석된 7개 블록에서 주야간으로 반복 집중 순찰을 벌인 결과,
절도범죄와 폭력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14% 감소하였다. 이는 특별히 기관에서 주도한 것도
아니고 윤진영 역삼지구대장(경정)이 데이터 분석 기술을 수사에 접목시킨데 따른 결과이다.
이후 경찰청은 9월 첨단 정보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효율적 치안 활동을 위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마트 치안 구현단과 빅데이터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치안 전략을 총괄하는 관제탑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빅데이터라고 해서 특별히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만이 핵심은 아니며,
때로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 꼭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아이디어가 효과적인 서비스 설계의 핵심임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수행할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 10곳을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기관과 기업 내의 데이터들을 활용한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들을 탄생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1-4]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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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적으로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빅데이터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단계보다는
“무엇을 분석할지” 공모, 연구하는 단계가 많다. 다만, 교통량 분석을 통한 배차간격 조정, 사고 발생률
분석을 통한 닥터헬기 배치, 범죄 발생률 분석을 통한 순찰 경로 조정과 같이 분석만으로도 실질
운영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사실상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하는 거대한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IoT 센서 정보와 융합한 모바일서비스로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9월 IoT 기기 및 블루투스 비콘 센서를 기반으로 환경·
있다. 여기에는 축제·맛집·명소 등 최신 관광 콘텐츠와 개방화장실, 공영·민영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및 동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온·습도, 소음 등의 생활환경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빅데이터와 각종 센서 정보를 활용한 안전 및 생활 편의 서비스들은 빅데이터 분석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에도 지자체와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작ㆍ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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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광·편의시설·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더강남’을 발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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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상품 개발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은 다양한 서비스를 모색 중인 정부의 경우와 다르게 몇 가지 특정 분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빅데이터와 연관된 서비스 개선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곳은 금융권이다. 대표적인 시중은행의
경우 임직원을 현업에서 빼내어 빅데이터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적응을 시작하고 있다.

[그림 1-5] 시중은행별 빅데이터 사업 현황
은행권에서는 담보 가치 산정이나 금융 상품 수요 등 예측 등 다양한 위험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또한 최근 들어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계열사간 정보 교류를 적극 권장하면서 규제에 의해
막혀있던 계열사간 결합 상품을 고안하는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부동산 업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변의 토지, 건물, 인구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개발을 추천해주는 머신러닝 기반 토지 개발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다.
금융권 다음으로 빅데이터를 둘러싼 뜨거운 쟁점을 벌인 곳은 의료업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91개 팀이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에 의료 업계 전체가 매우 적극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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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이 쌓은 빅데이터를 비식별화해서 기업, 연구소 등과 신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환자 맞춤형 신약개발을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 의료이용·건강상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참여 요건의 하나로 '500만 명 환자 데이터 보유'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 병원에만 유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큰 모집단을 가지고 있는 쪽이 더

같은 맥락으로, 여러 중소기업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능한 거대한 크기의 '빅데이터
빅텐트'로 합쳐서 구축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국내 28개 가전사가 공통으로 빅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분석,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정부
예산으로 구축한다. 이 사업은 공동 플랫폼에 구축된 각사 데이터 공유와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들은 통합 플랫폼 위에서의 맞춤형 서비스가 많은 정부와 달리
대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운 업계의 빅데이터 활용이다.
국내 중견·중소 해운기업이 선박의 효율적 운항과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앞 다퉈 도입하고
있다. 해운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항로가 좋은지(최적 항로), 언제 도착할지(정시성), 화물
운송량은 어떻게 변할지(시장 동향)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한다. 해운 기업은 특성상 오랜 항해
시간과 기상 환경 등 변수가 많아 이를 제어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일례로 G사의 경우 빅데이터 기반의 '엔진고장예측시스템'을 통해 기상
악화에 의한 과부하 운전 구간을 예측하고 회피했다.
해운 뿐 아니라 에너지, 토목과 같은 대형 사업들에서는 해운과 비슷하게 위험을 예측, 회피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설비운전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설비운영 알고리즘
개발’을 주제로 한 ‘빅데이터·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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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의 특성이 다소 안 좋게 나타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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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규제 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골자로 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혁신 관련 법령이 올해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한시 제도이지만 일시적인 미봉책이고 결과적으로는 관련법 정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빅데이터 관련 규제 대표 법령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있다.
빅데이터는 민간 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다양한 위치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 신사업 및 창업 아이디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독점 사업자에 의한 빅데이터 집중과 그 결과로 예상되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별 시장(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독점금지법
집행을 통한 시장 구조 대응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연구소, 기업에서 IP를 창출해도 겸직 제한 등 다양한 규제 때문에 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제조업, 서비스간 경계, 칸막이로 작용하는 규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화학, 기계, 전자 등 기존 기술 트랙 안에서 기술을 구분하는 체계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대응이
힘들며, 빅데이터 분석방법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른 적용분야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와
기능이나 작용이 공통되는 경우가 많다.
특허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료정보 검색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 수단을 “상품정보 검색시스템”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처럼 특정 분야에 관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른 분야에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특허의 관점에서는 빅데이터 분석방법이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보호받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와 관련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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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T
앞서 언급했듯 사람에 비유했을 때 빅데이터가 뇌라면 IoT, 통칭 스마트 기기들은 손과 발에 해당한다.
3분기에는 2분기 5G와 연관되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공장 관련 이슈와 함께 스마트
도어락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 등의 1차 산업과 안전 분야에서 IoT 기기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중소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3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약 500억 대 가량의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기기가 연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6] 스마트 공장 시장 규모
이미 2분기 5G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제조업체들은 스마트 공장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3분기에는 이러한 스마트 공장의 보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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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장에 대한 보안 위협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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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통신(5G) 기반 스마트 공장의 정보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8월 개최했다. 또한 스마트 공장 융합보안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 대상 취약점 분석을 시작했으며 이를 토대로 스마트 공장 설립 시 보안참고 사례를 만들어
제시할 방침이다.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 융합보안단의 신대규 단장은, 과거 공장의 경우 지멘스, LS산전 등에서
제작한 단독 제품을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해 상호간 통신은 거의 없었으나, 스마트 공장은 이러한
제품들을 통합하기 위해 중계기를 중간에 설치하고 제어시스템도 별도로 두는데 이 시스템이 랜섬웨어나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경우를 지적했다. 또한 공장 내에서는 다양한 제조사 제품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특화된 정보보호 제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스마트 공장은 아직 도입 초기단계이지만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낳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안확보
노력이 필요한 분야임이 분명하다.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융합서비스별 소관부처,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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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곁으로 다가온 IoT 보안 위협
수많은 종류의 IoT 기기들 중 단연 화제가 된 것은 바로 갤럭시워치와 디지털 도어락 문제이다. 7월
보안뉴스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갤럭시워치로 남의 집 대문을 열 수 있는 취약점을 단독 보도하였다.
(다수의 구형 도어락에서 악용 가능)
그러나 제조사인 삼성전자 측에서는 한동안
도어록 해제가 갤럭시워치의 공식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한 사안”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 문제는 사용자가 디지털 도어락과
갤럭시워치가 제공하는 기능을 응용했을 뿐, 범죄에
악용한 것도 아니라 책임소재를 따지기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문제는 IoT 기기의 수가 폭발적으로
[그림 1-7] 미등록 워치를 이용한 개폐 실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수많은 기기들 중 어느 것을 함께 사용하면 위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지는 제조사도, 사용자도 알기 힘들다.
이와 비슷한 해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면, 보안 전문 업체 펜테스트파트너즈(Pen Test Partners)는
‘스마트 헤어 스트레이트너’(통칭 고데기)를 블루투스를 통해 모바일 앱으로 제품의 온도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헤어 스트레이트너의 최고 온도는 보통 종이의 인화점이라고 알려진 233C
보다 높고 블루투스의 도달 거리는 10m 정도이므로, 사람의 감시 없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벽 너머에서
화재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실험에서 문제의 제품은 모바일 앱과 연동(
페어링)시키는 데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앱만 설치하면 누구라도 온도를 최대치로 올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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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추후 나온 입장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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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게 될 IoT 기기들은 향후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가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스마트 주거시설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기기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은 좀처럼 하기 힘들다.
또 하나의 사례로, KAIST 김광조 교수 연구팀은 스마트시티의 대표적인 아이템 중 하나인 공유
자전거를 조사한 결과 비밀번호 등 로그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돼 공유 자전거와 앱의 교신 정보만
탈취하면 쉽게 해킹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비단 자전거 뿐 아니라 킥보드나 자동차 등 다양한
공유 모빌리티가 요즘 각광받는 스마트 시티의 주요 요소인 만큼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사례다.
안전한 IoT 기기 사용을 위해서는 접근 시 반드시 적절한 인증을 하도록 보안을 고려한 설계를 할 뿐
아니라 접근 경로를 최소화하여 최대한 사전에 악용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 제어하고 다른 기기와 혼용 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체계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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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IoT 활용 서비스 확대
IoT 기기를 이용하는 스마트 서비스 중 사용자가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꼭 필요한” 서비스들은 사실
기업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이 많다. 특히 고령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미리 입력해 놓은 수치대로 움직이면 일손을 크게 줄일 수 있는 1차 산업 분야와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IoT를 활용한 서비스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20~30% 증가되고, 노동력 절감 효과를 상당량 내고 있다고 밝혔다. 농장은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를
적용한 온실 환경 및 시설 최적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온·습도, pH, EC, 양액 등 자동조절장치로
생산성과 품질을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설치와 관리가 간단하고 농업용수도 절약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중점적
자동관개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토양 속 수분 관리도 가능해 부족한
양만큼 물을 지중관을 통해 공급하는 자동관개시스템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작물의 뿌리 가까이에 물을
공급하므로 기존 방식 대비 유실되는 물이 적어 농업용수가 22% 절약된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에서는 고수온 및 냉수대에 피해 예방을 위해 IoT를 기반으로 개발한 수온
측정 장비를 어업 현장에 접목시키는 실험에 성공했다. 그동안 해상에서 수층별 수온 측정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직접 측정하거나 해상 특정 지점에 수억 원을 들인 고가의 계류형 대형 관측부표 설치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개발된 장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어업 환경에 맞게 제작해 스스로 장비를 쉽게
설치하고 어업에 활용할 수 있는 등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자체들에서는 자신의 지방 특성상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IoT 기기들을 십분 활용하여
선보이고 있다. 다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보급했다는 보도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향후
어떠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지는 아직까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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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 경우 스마트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ICT 고추 수경재배 사업으로 일반 고추농가보다 수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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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점
3분기에는 취약점과 관련하여 여러 이슈가 부각되었다.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것은 앞서 IoT 파트에서
설명한 미등록 스마트워치의 디지털 도어락 개폐 가능 문제이다. 이는 모든 스마트워치에 동일한 RFID
를 사용하면서 모두 같은 제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비슷하게 오픈시큐어랩 IoT 연구회에서는 블루투스 지문인식 자물쇠 앱의 취약점을 이용해 계정,
패스워드, 사용자 위치 정보를 알아내고 타인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실험을 성공하기도 했다.

[그림 1-8] 자물쇠의 유저 ID를 변조한 장면(상단)과 자물쇠의 위치 정보(하단)
<출처 : 보안뉴스, 오픈시큐어랩 IoT 연구회>

위의 두 사례들은 최근 범람하고 있는 IoT 제품 출시 전 보안 인증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와 내부 정보
암호화, 시큐어코딩을 적용한 개발이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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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IoT 제품 유형에 대한 보안 위협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작성한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 1)
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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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IoT 제품 유형별 주요 보안 위협

1) http://www.kisa.or.kr/public/laws/laws3_View.jsp?mode=view&p_No=259&b_No=259&d_No=9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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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슈로는 윈도우 취약점 관련 보도들이 있다. 보안 업체 소포스(Sophos)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에만 워너크라이 감염 시도를 430만 회 차단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510만 번의 시도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워너크라이 감염 시도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보았다.
윈도우 취약점은 소딘(Sodin) 랜섬웨어에서도 사용되었다.(CVE-2018-8453) 카스퍼스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소딘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3번째로 많이 발견된 국가이다.(8.78%)

[그림 1-10] 소딘 랜섬웨어 감염 피해 사례 히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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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카스퍼스키랩>

소딘 랜섬웨어는 32비트 운영체제에서 64비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기법과 보안 솔루션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동작을 하는 코드를 실제 컴퓨터와 유사한 가상 환경에서 실행하는 탐지 회피
기법을 사용하는 정교한 형태를 가진다.
2분기 동향보고서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문제도 윈도우 취약점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진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대응 팀장은 인터뷰에서 내년 1월 14일 이후로는 신규
있는 윈도우7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취약점 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에서 만든 마취용 장비에서
발견된 취약점 CVE-2019-10966을 악용하면 산소,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농도 등을 제어할 수
있으며 날짜나 시간 관련 항목을 조작하고 경고도 해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취약점은 CVSS 점수를
기준으로 5.3점을 받았다(10점 만점).
이 사례 외에도 의학 장비에서 발견되는 취약점은 많다. 메드트로닉(Medtronic)라는 의료 장비 제조
업체에서 만든 인슐린 펌프에서 발견된 CVE-2019-10964 취약점의 경우 무선 RF 프로토콜로 통신할
때 인증과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통신을 가로챌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
투여되는 인슐린 양을 조작할 수 있다.
위의 사례들처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의 취약점의 경우 취약점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실리는 부분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블랙햇(Black Hat) 행사에서 보안 업체 켄나 시큐리티(Kenna Security)의 수석 데이터
과학자인 마이클 로이트만과 사이엔시아 인스티튜트(Cyentia Institute)의 제이 제이콥스는 ‘예측 가능한
취약점 점수 시스템(Predictive Vulnerability Scoring System)’이란 내용의 강연을 한 바 있다. 매달 취약점의
10% 정도만이 패치되고 있으며 취약점이 압도적으로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전문가나 기업들이라도
이걸 다 관리하거나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익스플로잇 가능성’에 대한 점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이다. 실제로 고위험 취약점으로 분류되는 CVSS 7점 이상의 취약점들 중 2~5%만이 실제 사이버
공격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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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이 발견된다 해도 MS에서는 보안패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29.8%의 점유율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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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악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취약점 평가는 9월 마이터(MITRE)에서 발표한 ‘가장 위험한
소프트웨어 오류 25개’ 목록 선정 과정에서도 반영되었다. 25개의 선정 대상을 고르는 과정에는
취약점의 CVSS 점수 뿐 아니라 실제 공격에서 나타나는 빈도수를 총합하여 위험도 점수가 매겨졌다. 2)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주변에 접할 수 있는 기기의 절대적인 수량이 증가하면서 취약점
발생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취약점 평가와 관련된 논의는 이 수많은 취약점 중 어떤 것에 더 집중하여
빠르게 해결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와 연관 있기 때문에 비록 직접적인 사고와 연관되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https://cwe.mitre.org/top25/archive/2019/2019_cwe_top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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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앞서 빅데이터를 다루었지만 그 쓰임새에 따른 장밋빛 전망이 있는 만큼 수집된 데이터를 범죄에
악용하려는 노력도 이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로 개인정보 탈취의 형태로 나타나며 근래에
들어서는 보통 수천만에서 많게는 억 단위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곤 하였다.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이보다 앞선 7월에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데 대한
부실 관리 책임을 물어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또 다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는 미국의 캐피탈 원 은행에서 발생한 1억 6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건이 있다. 체포된 범인은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악용해 아마존
AWS에 호스팅 되어 있던 파일로부터 사회보장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신용 등급, 계좌 잔액 등의
신용정보를 훔쳐 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에 올렸다. 또한 자동차 마케팅 업체 딜러 리즈(Dealer Leads)
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1억 9,800만 개의 개인 식별 정보 포함 데이터가 노출된 사례가 있었다.
국가 단위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있는데 에콰도르에서는 2,000만 명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설정 오류로 인터넷에 노출되었다. 이는 자동차협회, 은행 등 여러 곳으로부터 추출한
자료가 종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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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슈가 된 사고는 9월에 발생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4억 2천만 사용자의 I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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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과학기술정통부 및 산하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3년마다 해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25건이며,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무려
527만6천명에 육박해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유출 규모의 10배에 달했다. 3)

[그림 1-11] 최근 5년간 과기부 대상 사이버 공격유형 현황
빅데이터는 국가 기관과 기업, 특히 마케팅 데이터 분석 쪽을 중심으로 초대형화화가 진행되는 경향이
심하며 이는 필수적으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빅데이터에
대한 보안 관리 노력, 특히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될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보안에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경향신문 9월 28일자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지난해보다 10배 증가···“527만여명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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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를 통한 표적공격
기업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랜섬웨어 공격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6월 말 발생했던 H투자증권에
대한 클롭 랜섬웨어 공격에서는 기업정보 탈취와 정보 암호화를 통한 랜섬웨어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개인 사용자를 타깃으로 하는 일반 랜섬웨어와 달리, 클롭 랜섬웨어 공격자는 특정 해킹툴을 이용해
기업 시스템(기업의 PC·서버)의 장악을 먼저 시도한다. 클롭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제조(53%)
이례적으로 한 달 동안 두 차례에 거쳐 클롭 랜섬웨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7월 시만텍 블로그에 기재된 “Targeted Ransomware: Proliferating Menace Threatens Organizations”
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업, 기관 등을 상대로 한 '타깃 랜섬웨어'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매달 10건 이하로 발견됐던 타깃 랜섬웨어 감염 수는 201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4~5
월 매달 50건이 넘는 사고가 보고됐다.

[그림 1-12] 표적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추이

<출처 : 시만텍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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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집중됐으며 금융(15%), 정보서비스(11%), 도·소매(9%) 분야가 뒤를 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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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입사지원서를 위장한 Nemty 랜섬웨어, 견적 및 배달 이메일로 가장한 스톱 랜섬웨어 등
다양한 랜섬웨어들이 사이버 공격에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트렌드마이크로가 발간한 '2019 상반기
위협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랜섬웨어 발견 수는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줄었는데 피해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다. 이는 55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노르스크하이드로(노르웨이 에너지 기업)를
비롯하여 미국의 라포트 카운티, 코네티컷 웨스트헤이븐, 플로리다 리비에라 비치, 레이크시티 등 도시
시스템에 가해진 랜섬웨어 공격으로 입은 피해액이 크기 때문이다. 릭 퍼거슨 트렌드마이크로 보안
리서치·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인터뷰에서 “범죄자는 줄었지만 범죄 수법은 고도화 돼 정부, 기업
공장 등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인 후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랜섬웨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스트시큐리티에서
7월 발표한 '대국민 보안관리 실태조사' 결과 랜섬웨어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겠다(29.4%)',
'전혀 모르겠다(14.1%)'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관련 개념과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대답은 18.6%에 그쳤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19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9/16~11/22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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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2019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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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점 동향

2019년 3분기에 발표된 취약점 중 CVSS 점수 4) 7.0 이상의 고위험 취약점은 총 1,189개로 지난 2
분기의 1,235개와 비슷한 수치이다. 전체 취약점 중 취약점이 다량 발견되는 주요 벤더사 취약점은 573
개로 전체의 48%를 차지한다. 3분기에는 2분기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취약점이 121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취약점의 10%, 주요 벤더사 취약점의 21%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1-14] 2019년 3분기 주요 벤더별 취약점 분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취약점은 윈도우10 등의 윈도우 제품군,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Edge같은 브라우저,
MS 오피스 제품군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인 MS SQL 서버, 메일 관리 도구인 Exchange, 개발도구인
Visual Studio, 닷넷 등 수많은 제품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기 업데이트에서 많은 종류의
제품군에서 다양한 취약점이 발표되므로 꼼꼼한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4) CVSS(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 : 보안 취약점 공동 평가 시스템이며 본 문서는 v2 점수 체계를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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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KISA 보호나라의 7월 MS 제품 정기 보안 업데이트 권고 공지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취약점들은 사이버 공격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격코드실행 취약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9점 이상의 CVSS점수를 받은
취약점 50개는 모두 원격코드실행 취약점들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사용 비중이 높아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KISA 보호나라에서는 9월 24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원격코드실행 취약점(CVE-20191367)에 대한 긴급 보안업데이트를 특별히 공지하기도 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취약점은 임의의 코드 실행을 가능케 해주는 블루킵(BlueKeep) 취약점 CVE-20190708이며, 5월에 패치가 발표되긴 했으나 의료, 공업용 장비 중 많은 숫자에서 여전히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악성코드를 웜 바이러스처럼 감염시키는 블루킵 취약점의 ‘워머블’ 특성은
3분기에 발표된 CVE-2019-1181과 CVE-2019-1182에서도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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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활발히 유포된 신종 랜섬웨어 ‘소딘’에서도 윈도우 취약점이 활용되었다.
이 랜섬웨어는 윈도우 취약점 CVE-2018-8453을 이용하여 시스템 관리자권한을 확보하고 보안솔루션
감시를 피했다. 5) 이 취약점의 CVSS점수는 7.5점으로 낮은 편이지만 과거 제로데이 공격에도 활용되는
등 활발하게 악용된 전력이 있는 권한상승 취약점이다.
어도비사 제품에서는 55개의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25개의 취약점이 9점 이상의 심각한
취약점들이다. 어도비사의 취약점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하게 2개를 제외한 23개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원격코드실행 취약점들이었다.
플래시 취약점은 전통적으로 악성코드 유포도구인 익스플로잇 킷에서 많이 사용된다. 8월 안랩에서는
리그(Rig) 익스플로잇 킷에서 사용자 PC의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취약점 여부를 체크한 후 구버전
취약점이 확인되면 이를 악용해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다고 발표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Flash와 Acrobat 제품 관련 취약점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최근에는 포토샵,
드림위버, 클라우드 관련 도구 등 다양한 제품들에서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스코사에서는 300여개의 취약점을 패치한 7월의 Oracle CPU(Critical Patch Update)를 비롯하여
8월, 9월에도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취약점 및 패치를 공지하였다. 시스코 제품의 취약점은 7점 이상의
취약점이 45개였으며 원격코드 실행, 서비스거부(DoS), 인증우회 등 다양한 방식의 취약점들이 있었다.
리눅스 제품군은 7점 이상의 취약점이 42개 발견되었으며 9점 이상의 취약점 중 다수는 시스코사
제품과 관련된 취약점들이었다.
국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취약점 중에는 국내 부동의 1위 회계관리 프로그램 제조사인 더존(Douzone)
의 ‘Suite’ 그룹웨어 제품 취약점이 있다. 이 취약점은 업로드 모듈을 이용하여 악성 스크립트를 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비슷한 케이스로 아틀라시안社의 프로젝트 관리도구 지라(Jira) 제품에서도
원격코드 실행 가능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위의 두 취약점은 모두 KISA 보호나라를 통해 공지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메인 벤더 취약점 중 6%를 차지한 cPanel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cPanel 제품은
웹 호스팅 시 이를 쉽게 관리 관리할 수 있게 GUI와 자동화 도구를 제공하는 리눅스 기반 온라인 웹 호스팅
제어판 프로그램이다.

5) 8월 19일자 ZDNet 보도(https://www.zdnet.co.kr/view/?no=201908191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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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cPanel - 웹 호스팅 관리도구
cPanel의 경우 2018년까지는 거의 취약점이 발표되지 않다가 2019년에만 300개가 넘는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8월에만 7점 이상의 취약점 34개가 등재되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회사나 웹 사이트
등에서 사용되는 그룹웨어를 비롯한 관리 도구들의 취약점 발견 빈도가 다소 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들어서는 취약점이 스마트 기기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매우 다양한 기기들의 취약점들이 소개되곤
한다. 대표적으로 캐논의 DSLR 카메라의 경우 와이파이를 통해 침투한 후 사진을 암호화하는 해킹
시연에 성공한 바 있으며 구글의 네스트 캠 IQ(Nest Cam IQ) 보안 카메라에서도 장비를 장악한 후
악성코드를 실행하거나 장비를 오프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취약점이 발표되기도 했다.
2017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디링크(D-Link)사의 라우터와 IoT 카메라가 소비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최근 오랜 법적 분쟁 끝에 보안을 강화하기로
제조사와 합의를 보았다. 보안 업체 플릭서의 전략 파트너십 부문 부회장인 밥 노엘은 “사물인터넷 산업
내에서 꼭 지켜야 할 보안 표준을 제대로 규정하는 것이 먼저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KISA에서는 6월부터 IoT 기기 보안기능을 사전 점검해 보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IoT
보안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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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사이버 위협 동향

3-1. McAfee社, Threats Report August 2019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랜섬웨어와 급증하고 있는 Powershell 공격, Data dump, 새로운
해커그룹과 취약점의 등장 및 IoT 기기들의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함.

1) 신기술로 무장한 랜섬웨어 그룹들의 등장
● Anatova와 같이 모듈식 구조로 안티 랜섬웨어 기술에 대응하는 혁신 기술을 갖춘 랜섬웨어 그룹들이
등장함. 랜섬웨어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은 작년의 하락세와 달리 올해 들어 1분기에만 118% 증가.
● 가장 눈에 띄게 혁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랜섬웨어는 Dharma, GandCrab, 그리고 Ryuk 랜섬웨어로
나타남.

[그림 1-17] 새로운 랜섬웨어의 발견 숫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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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wershell 공격의 급등, Webshell 공격의 증가세
● HTTP 웹 익스플로잇 트래픽 중 새로운 PowerShell 공격은 460% 폭등한 것으로 관찰됨.
● Webshell은 침해된 서버에 접근하는 수단으로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새로운 형태의 Webshell
인 FXCodeShell의 경우 중국 쪽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격을 시작하며 아시아, 유럽 지역을 공격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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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새로운 PowerShell의 발견 숫자 추이

3) 민감한 정보들에 대한 대형 ‘Data Dump’ 사고
● 이메일 주소와 암호 조합을 활용해 고객 계정을 해킹하기 위한 데이터셋 Collection #1 과 추후
발견된 #2~5 는 약 220억 개의 계정을 노출시켰고 Gnosticplayers 라는 이름의 해커는 약 10억
개의 계정 정보를 훔침.

4) IoT 기기의 취약점
● IoT 가전제품을 노리는 공격이 계속 증가 중. McAfee가 발표한 BoxLock 스마트 자물쇠 6) 와 Wemo
커피머신의 취약점은 업데이트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보안에 취약한 똑같은 사용자 이름/암호가
세팅된 채 계속 판매 중임.
6) https://securingtomorrow.mcafee.com/other-blogs/mcafee-labs/whats-in-the-box/https://youtu.be/3wMXWnpO7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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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크립토재킹 29% 증가, 새로운 크립토재킹 캠페인의 발견
● 주로 윈도우 사용자를 대상으로 PowerShell을 사용하여 Monero를 채굴하는 Psminer와 애플
사용자를 표적으로 한 CookieMiner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채굴을 위한 크립토재킹은 전체적으로
29% 증가함.
● 가상통화 채굴을 위한 크립토재킹은 ThinkPHP RCE 취약점을 악용하며 CVE-2018-20062의 경우
IoT 기기를 감염시켜 백도어와 악성코드 설치 후 가상통화를 채굴함.

6) WinRAR 취약점 CVE-2018-20250
● WinRar의 ACE 구성요소에서 취약점이 발견됨. ACE DLL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악용될
수 있으며 악성코드 배포 및 향후 표적 공격을 위한 작업에 사용될 수 있음. 가장 최근 발견된
취약점이라 패치를 못한 피해자들의 감염률이 높은 상황임.

[그림 1-19] CVE-2018-20250 취약점을 사용한 익스플로잇 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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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aspersky社, On the IoT road: perks, benefits and security of moving smartly
● 스마트 자동차에 장착된 여러 유무선 장치를 대상으로 보안 테스트를 실행하여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점검함.

1) 유무선 OBD (운행기록 자기 진단 장치) 동글은 안전한가?

노출되는 블루투스를 통해 이 주소를 전송함. 따라서 공격자들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되는
주행 데이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앱에는 동작 제어 기능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주행 방해는
불가능함.
● 유선 OBD 장치 제조사들은 펌웨어 보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정 유틸리티를 통해서만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이는 모두 암호화되어 있음. 연구자들은 펌웨어를 장치에서 추출해서
수정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장치의 메모리 부족으로 오류 데이터에만 접근했을 뿐 다른 작업은
수행할 수 없었음.

2) 타이어 압력/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조작으로 과연 자동차 바퀴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 차량에 장착된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무선신호를 통해 제어 유닛으로 전달됨. 연구자들은 이
데이터를 가로채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함.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격자의 수신기 안테나가
센서와 지속적인 통신이 가능해야 하고 목표 차량과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함. 또한 수신기와 목표
차량의 거리가 가까워야 하는 등 제약이 따름.
● 또한 이메일에 첨부된 Microsoft Office document 의 2/5가 악성코드일 정도로 이메일 첨부파일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도 심각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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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OBD 스캐너는 MAC 주소를 일련번호 및 연결 비밀번호로 사용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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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알람 시스템 (차량 문 열림과 시동을 제어)
● 스마트 알람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앱으로도 제어 가능하며 이 앱은 로그인 시 생체인식 정보나
암호를 요구하지 않아 보안이 가장 취약함. 또한 사용자의 손가락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는
트로이목마에 감염된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걸 수 있음. 그러나 알람 시스템과 스마트폰 간의
통신채널이 암호화되어 있어 해독이 어렵고 시스템과 연결된 특정 스마트폰을 감염시켜야 하는
문제 등으로 실제 공격 실행이 어려움.

4) GPS 추적기
● 이론적으로는 GPS 추적기 서버의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사용자의 운행 경로, 재무정보 등에 접근
가능함.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공격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함.

5) 스마트 앱으로 제어하는 대시 캠 (Dashcam)
● 연구 결과 캠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용자의 감염된 스마트폰으로 캠 전용 와이파이 핫스팟에
연결하는 것임. 와이파이는 비밀번호로 보호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스마트폰 외의 새 장치를 캠에
연결하려면 캠에 달린 특수한 버튼을 눌러야 함. 즉, 공격자가 캠에 물리적으로 직접 접근해야 함.

6) 결론
● 몇 가지 취약점은 존재했지만 실제 보안 공격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테스트한 스마트
자동차 관련 IoT 기기들의 보안 수준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됨.
● 보안 위협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기에 제조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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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BM社, Maximizing the value of your data privacy investments
● Ponemon Institute 는 2018.7 ~ 2019.4 기간 동안 전 세계 16개국 507개 조직과 16개 산업부문의
데이터 유출 비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1) 2019 데이터 유출에 따른 비용 현황

2014년에 비해 12% 증가함.

[그림 1-20] 데이터 유출에 따른 비용의 전 세계 평균 추이

(단위: 백만 US$)

● 미국은 전 세계 평균의 두 배가 넘는 819만 달러, 산업분야 중 의료부문은 645만 달러로 각각
최고치를 기록함. 또한 데이터 유출의 원인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악성 공격에 의한 데이터
유출이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기술적 결함과 인적 오류가 뒤따르고 있음.
● 데이터 유출 생명주기(Data Breach LifeCycle)는 2018년보다 4.9% 증가한 279일이며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출 비용도 커짐. 악성 공격에 의한 데이터 유출 시에는 이 기간이 314일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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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유출로 인해 지출되는 평균 비용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90만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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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의 비용 완화 요소: 사고 대응팀, 계획 및 암호화
● ‘사고 대응 팀의 구성’과 ‘광범위한 암호화 작업’은 동일하게 36만 달러에 해당하는 절감 효과를
보이며 최고의 비용 완화 요소로 조사되었음. 올해 처음 추가된 ‘사고 대응 계획 테스트’는 32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임.

3) 장기간 지속되는 데이터 유출 비용의 발생
● 86개의 특정 조직을 수년 간 추적 조사해 온 결과, 데이터 유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체 발생
비용의 67%가 집중되며 나머지 1/3의 비용이 그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1] 데이터 유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비용 발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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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점은 규제가 엄격한 산업(의료, 금융 및 에너지)일수록 유출 첫 해에 비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덜하며 47%의 비용이 정보가 유출된 지 1년 이후에 발생함. 이는 규제가 엄격한 산업일수록 유출
후 장기간에 걸쳐 집단소송, 벌금 등의 법률, 규제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규제가 엄격한 산업 중 특히 의료와 금융서비스 분야는 고객 이동 등 비즈니스 손실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이 전체 비용의 36%에 달함. 보통의 사고 발생 시 평균적인 고객 이동률은 3.9%지만 의료 분야
사고인 경우 7%, 금융 분야인 경우는 5.9%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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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시간 경과에 따른 데이터 유출 관련 비용 발생량 추이
(보라색 :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산업 / 파란색 : 규제가 엄격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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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화로 알아보는 이슈 :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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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데이터 보안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기술 도입 수준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경험 등의 보안 인식도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83명의 독자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주요 연령대는 26~45세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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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직업은 일반 기업 종사자가 43.5%, 공공기관이 14.5%, 학생이 16.8%로 나타났다. 2분기
5G 보안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기업 내 보안담당자였는데 3분기에는 그 비율이 줄어든 대신
공공기관과 학생 응답자 비율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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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도는 보안 관련 정보/뉴스에 대한 조회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2~3일에 1회 정도로 보안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분기 1주 1회 정도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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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인식도를 묻는 질문에는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에
41.2%, “대략적으로 무슨 기술인지 정도는 안다”에 30.4%가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올라갔으나 아직까지 어떤 기술인지 정확히 아는 단계까진 오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묻는 질문에는 1~5회가 전체의 45.9%를
차지했으며 6~10회 구간은 12.4%로 적어지지만 10회 이상이 39.8%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전 질문에서 빅데이터에 대해 잘 안다고 답한 응답자일수록 10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올라갔다.
4번 질문에서 “대략적으로 무슨 기술인지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4%에서 24.4%로 줄어드는 반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1.2%에서 47.3%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9%에서 14.5%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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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은 평균 5점 만점에 4점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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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이용 도중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1~2회로 답한 응답자가 36.6%로 가장 많았다. 6회 이상으로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26.6%에 달했지만,
이 사용자들 역시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의 평균값은 4.04점으로 평균치와 거의 일치했다.
즉, 보안위협을 경험한다고 해도 빅데이터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까지 확대되진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8%가 “부정적이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으로 답했다. 현재의 수준보다 약간 더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7%, 현재 수준으로 제공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7.2%였다. 앞의
질문에서 보안 위협을 10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들 중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으로 답한 응답자는 53.1%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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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시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 규제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규제 범위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더 세부적인 법 규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2.9%, “규제는 충분하나 실질적인
적용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33.7%로 전체의 66.6%를 차지했으며, 반면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은 10%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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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중 가장 기대감이 높은 서비스는 생활안전(지능형 CCTV, 시설 고장 예측,
맞춤형 재난 감지 및 예측) 분야로 전체 응답자의 59.6%가 관심을 표했다. 다음으로는 건강 관련 서비스
(건강비서 AI, 맞춤형 원격 진단, 신약개발 등의 비즈니스 데이터)가 53%로 뒤를 이었고 금융 분야(
가계부채 위험예측, 생애 전주기 금융 솔루션, 행동변화 기반 금융사고 예측)에 40.8%가 응답했다.

46

아래는 현재 적극적으로 사용 중이거나 기대 중인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한 것이다.
1. 다수가 응답한 의견
▶ 자율주행차
▶ 건강 서비스(건강비서 AI, 생활 패턴을 통한 진단 등)
▶ 스마트 홈 서비스(IoT 제어 AI, 반려동물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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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인 개선 관련 키워드
▶ 교통 서비스(혼잡도 분산, 교통 예측 등)
▶ 광고 서비스(맞춤형 광고 등)
▶ 금융 서비스
▶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업무 관련 기능 위주)
기대 중인 서비스에 대한 의견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것이었으며 건강 관련 서비스와
스마트 홈 AI이 뒤를 이었다.
특이 사항으로는 10번 질문에서 생활안전 분야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60%에 달했지만
주관식으로 사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부 지능형 CCTV를 답한 응답자 외에는 해당 답변이 거의 없었다.
이는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의 서비스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안전 관련 서비스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데, 이는 “필요는
한 것 같은데 막상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특이 사항으로는 스마트 홈에 대한 의견이다. 10번 질문에서 복수응답 선택임에도 30%
정도의 응답자만이 “필요”하다고 선택했지만 11번 서술형 답변에서는 스마트 홈에 대한 의견을 자신의
메인 답변으로 선택하면서 “기대감”을 표현한 사용자가 많았다.
정리해보면 “필요할 것 같은데 막연한” 서비스는 생활안전 분야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포지션이며, 있으면 매우 편할 것 같은 “기대 중인” 서비스로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홈 관련 서비스,
그리고 건강 관련 서비스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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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및 이용 확산과 관련하여 KISA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답변들이 다음 2가지 명제로 수렴되었다.
● 개인정보 유출, 취급 관련사항 등 개인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대처
● 다양한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홍보, 교육
마지막으로 본 동향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4.5%, 만족이 31.9%, 매우 만족이 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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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1. 긍정적 의견
▶ 한눈에 보기 쉬운 편이다(특히 만화)
▶ 취약점 체크 시 편리하다
제 1 장. 3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 다양한 내용으로 트랜드가 정리되어 있어서 좋다
▶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어서 좋다(보안의식 제고)
2. 부정적 의견
▶ 좀 더 쉬웠으면 좋겠다
▶ 그냥 보통이다(특색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
▶ 범죄 관련 정보 강화
▶ 해외 동향 파트 강화

긍정적인 제시 의견 및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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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7 기술 지원 종료
대응 가이드
2020년 1월 14일,
Windows 7의 종료가 다가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Windows 7 기술 지원 종료의 의미

2020년 1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 PC 운영체제인 Windows 7의 기술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후 기존에

제공되던 기능 업데이트, 보안 업데이트 및 장애 등에 따른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보안 업데이트 중단은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윈도7 쓰십니까?
해킹 대책 시급합니다.

윈도7 지원 중단,
근본 해결책 시급

- 조선일보 2019. 03. 21

- 전자신문 2019. 01. 22

“34%가 윈도7을 탑재…

“OS를 상위 버전으로

손쉬운 표적으로 전락하는

바꾸지 않으면 사이버 보안

해커로서는 윈도7용 PC가

셈이다. 문제는 여전히 국내
PC 10대 중 3대는 윈도7을
쓰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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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위협성이 높아진다.”

제 1 장. 3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51

제 1 장. 3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52

제 1 장. 3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53

제 1 장. 3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54

제2장
Red Part
전문가 컬럼

제 2 장. 전문가 컬럼

1. IoT를 이용한 APT 공격과 최신 대응 기술국

쿤텍
방혁준 대표

1) IoT 시장과 보안 동향
다양한 시장 예상 자료와 시스코의 네트워크 연결 장치 수를 분석한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IoT 시장은 매년 20%를 상회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분야별 IoT
성장 데이터를 분석한 GrowthEnabler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스마트시티와 산업용 IoT 시장, 헬스케어
시장 등을 중심으로 Io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림 2-1] IoT 시장 점유율

<출처: GrowthEnabler Analysis>

IoT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보안 분야 또한 자연스럽게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산업제어시설 분야, 의료기기, 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보안 요구사항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IoT 보안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그 물리적 피해가 매우 큰 산업용 IoT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5월3일 보안관제 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 9개 기관이 공동 연구개발을 시작하였고
필요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해외 에너지 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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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IoT 산업 성장과 보안관체체계 연구 개발 협약 체결(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An overview of the IoT Security Market Report 2017-2022>

국내 IoT 보안위협에 대한 관심증가는 최근 국내외에서 IoT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사례도 늘어나는 등 사이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 IoT 공격 동향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격의 동기에 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84.4 %가 범죄를 목표로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APT 공격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림 2-3] 사이버 공격 동기 통계

<출처: www.hackmagedd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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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사이버 보안 공격 동향을 살펴보기 전에 최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동기 조사 자료를 먼저 살펴볼

제 2 장. 전문가 컬럼

다시 말해 APT 공격이 증가하는 이유는 공격자가 금전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크웹에서 쉽게 공격도구 거래가 가능하고, 특히 랜섬웨어와 같은 공격코드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사이버무기를 이용한 위협과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특히 다크웹의 시장은 매우 크게 성장하였다. 익스플로잇 코드와 취약점을 찾는 것은 매우 숙련된
고급 공격자나 할 수 있는 대단히 복잡한 일이다. 하지만 다크웹은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해커와
이용하고자 하는 범죄자를 연결해주는 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유명 다크웹에서 랜섬웨어 악성코드는
$270 가격에 불과하고, IoT 봇넷은 $1,000 정도면 전체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최고 수준의
APT 공격코드는 $10,000 ~ $1,000,000까지 다양하게 책정되고 있다. 다크웹이 기업화된 것이다.
이는 많은 공격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림 2-4] 악성코드 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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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력한 큰 금전적 동기부여로 악성코드의 수와 변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 방어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욱 고급화된 도구와 방어기법을 적용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oT 장치에 대한 사이버보안 공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IoT 장치에 대한 사이버 범죄자의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카스퍼스키랩(Kaspersky Lab)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다양한
정보(허니넷, 미끼장치 등)를 기반으로 작성된 IoT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120,000개
이상의 IoT 변종 악성코드 공격을 받았고 2017년에는 2016년과 비교하여 스마트 장치 악성코드가
10배로 증가했다. 카스퍼스키랩은 IoT 장치에 대한 악성코드 성장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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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IoT 장치에 대한 악성코드 탐지 수

<출처 : 카스퍼스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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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IoT 기기를 주요 공격 타깃으로 하는 공격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가? 어쩌면 IoT가 공격
대상으로서 매력적인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아직 우리의 주요 산업용 인프라나 기업 등의 IoT
장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때로는 사용 중인 IoT 기기에 특정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소프트웨어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한 알려진 보안 취약점의 패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기본적으로 과거 개발된 많은 IoT 장치들은 보안에 대한 설계상의 지침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공격할 조직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것이고 내부 침투가 가장
손쉬운 공격 포인트이다.

3) IoT 보안 위협 사례 분석
앞서 언급한 것처럼 IoT는 공격자에게는 매우 공격하기 용이한 장비이다. 아직도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IoT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및 품질 관리에 대한 명확한 보안 가이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조직 내에서의 보안관리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업데이트나 패치가 정기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알려진 보안 취약점 및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보안 관리 방법론이 없다. 실제 IoT
악성코드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 곳은 매우 적은 편이다. 우선 우리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IoT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최신 방어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2-6] 감염된 IoT장치로 다운로드된 상위 10개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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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카스퍼스키랩>

여전히 Mirai 악성코드는 코드가 공개 7) 되어 있고 다양한 우회 및 회피 기법 등이 적용되어 있어
변종의 개수가 매우 많은 악성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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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미라이 봇넷의 공격 절차 요약
① 미라이 봇넷은 telnet과 SSH를 구동하는 IoT의 IPv4 주소영역을 스캔하여 하드코딩된 dictionary의
IP, Password 등의 credential로 로그인을 시도
② 로그인에 성공하면 대상 IP와 credential 정보를 Report서버에 전송
③ Report 서버는 loader를 동작시켜 공격 대상을 감염시킴
④ 감염된 기기는 다른 공격 대상을 스캔하고 C&C 서버로부터 명령을 받아 DDoS 공격을 수행

7) https://github.com/jgamblin/Mirai-Source-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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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미라이 봇넷의 공격시 네트워크 구성 개념도
미라이 악성코드는 크로스 컴파일러로 ARM, PowerPC, MIPS, SuperH 등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Mirai와 같은 IoT 악성코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IT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에서 아래와
같은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
● IoT 자산에 대한 식별과 IoT 디바이스의 프로토콜을 이해하여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탐지 기능
● 변종 IoT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IoT 악성코드 분석기술
● 고도화된 공격자의 제로데이 IoT 악성코드를 대응하기 위한 내부관찰
기존에 국내를 대상으로 유포되었던 메일의 발신자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고 특정 업체에서 보낸
매일처럼 위장했으나 대부분의 메일 본문 내용은 단순하거나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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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oT APT 대응 최신 기술
4-1) 네트워크 기반의 산업용 IoT 이상 징후 탐지 기술
보안관제는 사이버보안의 방어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체계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자산(서버,
네 트 워 크 장 비 , 애 플 리 케 이 션 ) 뿐 아 니 라 산 업 용 I oT 에 서 는 관 제 대 상 의 개 념 이 확 장 되 어
산업제어시설을 운영하는 제어기, PLC, DTU 등 모든 장비가 포함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IoT 장치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악성코드는 IoT 장치에 다운로드 되고 네트워크
스캔, C&C와 같은 통신 메시지를 이용하여 다른 장치들을 식별ㆍ공격한다. 이러한 경우 IoT 장비가
식별되지 않는다면 기업 보안 담당자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이상행위에 대해 전혀 탐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격을 확인하였더라도 대응을 위한 내부 자산을 식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산업제어시설의 특성상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자산의 식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바와 같이 산업 제어시설의 네트워크는 IT 네트워크, OT 네트워크, DMZ Zone으로 이루어진다. IT
네트워크의 자산은 많은 기존 보안 솔루션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산업제어시설의 자산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산업제어시설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림 2-9] 산업제어시설 계층별 장비 구성도

<출처 : Claro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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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T 보안 관제와는 달리 기존에 없던 유형과 프로토콜을 식별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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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OT Networks에서 사용되는 주요 프로토콜들
각 프로토콜에서는 학습을 통해 자산을 식별하고 식별된 자산의 통신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네트워크 학습을 통해 식별된 전체 산업제어시설의 IIoT 8) 장비들을 계층별로 도식화한
모습이다.

[그림 2-11] Claroty 계층별 자산식별 화면
8) 산업용 사물인터넷(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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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으로 식별된 각 디바이스의 정보를 기반으로 알려진 취약점을 매칭하고 공격 가능한 Attack
Chain Simulation을 하여 잠재적인 공격 루트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림 2-12] 산업제어시설의 Attack Chain Simulation
아래 그림은 각 산업제어시설 IIoT 장비 및 취약점 정보의 리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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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산업제어시설의 자산 정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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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oT 악성코드 동적 행위기반의 심층 분석 기술
일반적인 악성프로그램(악성코드) 탐지 절차는 시그니처(signature) 기반으로 파일을 스캐닝하고
삭제, 격리 등을 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시그니처 기반의 검색 방법은 백신과 같은 개발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악성프로그램의 바이너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특정한 string 등을 찾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줘야 발견할 수 있다. 변종, 신종 악성코드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악성코드가 난독화, 마스킹, 암호화, 다중화 기법 등으로 은폐되어 있을 경우 발견이 매우 어렵다.
동적 행위기반 분석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상환경(실제 환경에서 악성코드를 수행하면
악성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에서의 실행으로 실제 악성행위를 식별함으로서 변종이나 신종 악성
프로그램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 악성코드의 분석을 어렵게 하는 난독화 사례

[그림 2-14] 코드 분석방지기술 적용 전(좌)후(우) 비교

[그림 2-15] 악성코드 분석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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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MRay>

IoT에서 실행되는 악성코드를 샌드박스에서 실행ㆍ탐지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① IoT 악성코드 실행 환경
MIRAI 악성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임베디드 장치에서 실행되는 IoT 악성코드 실행이 가능한 ARM,
MIPS 등의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가상화 장치로 구현해야 하며, 네트워크 토폴로지로 구성한 후
악성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그림 2-16] 코드 분석방지기술 적용 전(좌)후(우) 비교

IoT 악성코드의 행위(메모리엑세스, 파일엑세스, 네트워크 패킷, 프로세스 등) 정보를 가상머신에서
수집하여 악성코드 행위를 식별한다.

[그림 2-17] 실제 악성코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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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oT 악성코드 행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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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파일을 암호화하고 파일 확장자 변경 시 국내 백신프로그램이 실행 중인지 확인한다.
③ 악성행위의 정상/비정상 판단
악성코드의 행위 메타데이터를 정상적인 행위 데이터와 비교하고 종합적인 판단자료를 활용하여
악성행위 유무를 식별한다.

4-3) 사이버 속임수 기술(Deception Technology)
① 허니넷과의 차이점
허니팟(honeypot)은 악의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네트워크 내에
설치해둔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부 네트워크 상에 기밀정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서버
이름과 취약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성하고 연결해 두면 네트워크 방어망을 우회하여 들어온 공격자가
크래킹을 위해 접근하는 것을 탐지할 수 있다. 이후 최대한 공격자의 악성행위를 수집하고 추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1998년 허니팟의 개념이 한 해커가 컴퓨터에 침입한 공격자를 탐지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이러한 허니팟을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만든 것을 허니넷(Honeynet)이라고 한다. 허니넷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나 개념적인 장점과 별개로, 공격자의 우회 기술, 스케일링의 한계, 보안로그
분석 및 자동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보안기관에서만 운영하였다.

[그림 2-18] 허니팟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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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eception Technology (기만 기술)
2015년 허니넷의 진보된 형태로 나타난 사이버기만기술은 사이버 보안방어 기술의 새로운
분야이다. 사이버기만기술은 제로데이, 원데이 공격과 같은 최고 수준의 공격자를 실시간으로 탐지,
분석, 방어할 수 있다. 이는 APT 공격이 주류를 이루고 IoT와 같은 장비를 방어하기 어려운 최근의
보안 트렌드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기존의 허니넷과 달리 미끼와 함정의 개념을 도입하고 허니팟과 유사한 개념인 함정을 자동화하여
전개할 수 있으며, 현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스캐닝ㆍ복제할 수 있어서 공격자가 실제 자산과 가짜를
구분하기 매우 어렵게 내부 네트워크에 구축할 수 있다.
기존의 허니팟은 윈도우 중심의 IT 자산만 허니넷으로 구축할 수 있었으나 기만 기술은 IoT 및 IIoT,
의료기, PLC, 리눅스 등 다양한 시스템을 에뮬레이션할 수 있어서 IoT 보안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공격자가 네트워크 방어 계층(IDS/IPS, FIREWALL, 악성코드 분석기)등을 우회하여 내부에
공격자를 미끼와 함정을 통해 가짜 네트워크로 유도하고 공격자의 접근, 악성코드 다운로드, 경로 등을
모두 실시간으로 노이즈없이 탐지할 수 있다. 내부 공격자도 동일한 경로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므로 기업내부의 악성행위자도 탐지할 수 있다.

[그림 2-19] 허니팟과 사이버 기만술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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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하였을 경우 현재의 보안 솔루션으로는 공격자를 더 이상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기만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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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심층 방어 기술은 알려진 공격패턴의 직렬화된 공격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정확도와 방어
효과가 있지만 최근 IoT를 이용한 APT 공격의 경우에는 탐지가 되지 않아 방어가 매우 어렵다. 심층
방어 기술은 기본적으로 경계를 방어하기 위한 기술이어서 경계를 넘어서는 우회 기술(피싱메일,
업데이트, 오픈된 IoT 디바이스, 내부 공격자, 악성 장치를 이용한 공격)등은 확실하게 방어할 수 없다.
사이버 공격자는 이러한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수개월 동안 방해받지 않고 데이터와 지적 재산을
학습하고 훔칠 수 있다. 지능형 네트워크 방어 솔루션은 침입자를 발견할 수 있지만 매우 많은 경보를
생성하여 노이즈로 인한 보안담당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실제 경보를 놓치고 침투에
성공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기만기술은 데이터를 식별하고 추출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악용하고 탐색하는 인간 공격자의 관점과
방법론을 고려한다. 기존 기술과 통합되어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가시성을 제공하고 기존
인프라로 높은 확률의 경고 및 위협 정보를 공유한다.
③ Deception Technology 악성 공격자 탐지
● 기만 솔루션을 이용하여 가상의 트랩 IP Cam 장치를 생성

[그림 2-20] 가짜 IoT 장치 생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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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장치에서 6611포트를 서비스
● 가상의 IP Cam 장비는 실제 장비처럼 보이도록 실제 장비로 리다이렉션
● 공격자가 가상장비의 6611포트로 공격 시도 시 실제 장비로 리다이렉션
● 공격자는 트랩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음
● 기만도구를 이용하여 손쉽게 가상 장비를 설치 가능하며 공격자의 URL을 확보 가능함
(별도의 탭장비, IDS, IPS 등이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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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기만 네트워크 구성
공격자는 자동 스크립트를 이용 Trap 장비에 공격 URI 전송

[그림 2-22] IP 카메라 공격 코드

71

제 2 장. 전문가 컬럼

[그림 2-23] 기만 네트워크 탐지 및 포렌식 화면
공격자의 IP 및 공격 명령어 등을 식별할 수 있고 네트워크 데이터 PCAP 파일도 확보할 수 있음

[그림 2-24] IP 카메라 공격코드와 공격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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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IoT 사이버 모의 훈련을 통한 사이버 킬 체인 점검 및 방어 체계 수립 필요
사이버 모의 훈련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내부 인프라, 구성원을 대상으로 훈련을 통해
CERT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내부 취약점 및 보안 규정을 점검하여 전체적인 조직 내 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아직 보안대책이 미흡할 때 IoT 공격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 공격 훈련을 통해 IoT 방어체계와
취약점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직 내부의 보안 규정에서 IoT에 대한 보안 프로세스를 보완할 수
있다.

5) 결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IoT를 이용한 APT 공격은 기존의 IT 네트워크 보안 중심 기술로는 IoT 보안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업데이트가 용이하지도 않다. 즉, IT 보안 거버넌스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상당한 어려움과 기술적,
조직적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5G의 개통과 더불어 스마트 IoT 장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예측 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세계 인구 숫자를 몇 배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조업체는 여전히 IoT에 대한
보안 우선순위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초기 설정 또는 새 펌웨어 버전 출시에 대한 알림 중에 기본
암호를 변경하라는 알림이 없는 경우가 여전히 많으며, 일반 사용자는 업데이트 과정 자체가 여전히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IoT 장치는 사이버 범죄의 주요 대상이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IoT
장비는 일반적인 PC보다 감염되기 쉽지만 IoT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중요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IoT 장비의 일부는 관련된 모든 장비의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하고 다른 자산으로 넘어가는 연결
고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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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는 전용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 스택,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으며 MS윈도우처럼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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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IoT를 이용한 APT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킬 체인의 7단계(정찰, 공격코드
제작, 전달, 취약점 공격, 설치, 명령 및 제어, 목표시스템 장악)에서 IoT에 취약한 부분을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보완해야 할 기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가) IoT 자산을 식별하여 네트워크 모니터링
나) IoT 변종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행위기반 분석
다) APT 공격자 탐지를 위한 IoT 가짜 네트워크 구축
라) IoT 사이버 모의 훈련을 통하여 취약부분 점검

① Reference
1. https://securelist.com/new-trends-in-the-world-of-iot-threats/87991/
2. https://www.opswat.com/blog/why-advanced-persistent-threats-are-targeting-internet-things
3. https://www.techrepublic.com/article/using-a-d-link-router-watch-out-for-hardcoded-backdoors-that-givehackers-admin-access/
4. https://thehackernews.com/2018/04/iot-hacking-thermometer.html
5. https://hackernoon.com/did-you-know-that-printers-are-a-major-cyber-attack-vector-eddfbd8f99bb
6. https://itsecuritything.com/mole-a-smartwatch-poses-no-real-world-threat/
7. https://zerodium.com/progra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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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스트 기반 타겟형 공격 탐지 전략

플레인비트
김진국 대표

과거에는 자기과시형, 사회혼란형 사이버 공격도 종종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철저하게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 주를 이룬다. 금전적인 목적을 갖는 사이버 공격은 랜섬웨어를 제외하면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은밀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타겟형 공격의 성격을 가진다.
타겟형 공격은 공격 대상, 환경, 목적에 따라 공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에 의해
탐지하기 어렵다. 사고의 원인도 스피어피싱 메일 열람, 취약한 웹 페이지 방문과 같이 사람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공급망 공격, 취약점 악용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탐지가 쉽지 않다.
제 2 장. 전문가 컬럼

1) 타겟형 공격 개요

[그림 2-25] 타겟형 공격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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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타겟형 공격의 일반적인 단계를 설명한 그림이다. 공격자는 외부에서 내부 침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한 후, 취약한 포인트를 이용해 초기 침투를 수행한다. 이후 침투시스템에서 거점 확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해 내부망 시스템 중 외부 C2 통신이 가능하고, 주요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거점을
확보한다. 그리고 거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부 이동을 진행하고 목적을 달성한다.
흔히 타겟형 공격을 말할 때 3개월, 6개월의 기간이 함께 언급되는데 이 기간은 초기 침투부터
목적 달성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한다. 초기 침투 후 조직에서 사고를 식별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파이어아이의 2019 M-Trends를 보면 평균 204일(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소요된다. 타겟형 공격의
대응은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방어 실패와 탐지 전략
많은 조직에서 사고 대응의 초점이 초기 침투를 막는데 치우쳐 있다. 초기 침투에 사람의 실수가
결부되거나 제로데이 취약점이 악용되는 경우, 이를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초기
침투를 막고자 하는 방어 전략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타겟형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초기 침투부터 목적 달성까지 걸리는 기간에 집중해야 한다.
공격자는 목적이 주는 가치가 클수록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고 공격 도중 일부 차단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공격을 수행하기 때문에 방어자도 이 기간에 대한 탐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탐지 전략은
크게 네트워크 전략과 호스트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다.
① 네트워크 탐지 전략
통신이 되지 않는 에어갭 환경을 제외하면 초기 침투 후 공격자는 반드시 외부 C2와 통신을
수행한다. 보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리버스 연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명령을 주고받기 때문에
네트워크 플로우(Flow)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C2 통신을 식별하고자 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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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스트 탐지 전략
초기 침투 후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 악성코드 다운로드, 시스템 및 네트워크 조사, 악성코드 실행,
권한 상승, 방어 회피, 정보 유출 등의 모든 행위는 호스트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호스트에서 공격에
사용되는 기법을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호스트 탐지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파이어아이의 2019 M-Trends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번 공격을 당한 기업에서 다시 공격을 당한 비율이 전체 사고 조사의 78%(아시아태평양 2018년
평균)에 달하기 때문에 탐지 전략은 단순 공격 기법의 탐지를 넘어 공격자의 TTP(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동일 집단에 의한 재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
공격자가 초기 침투부터 목적 달성까지 10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방어자
입장에서 모든 공격을 1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10단계 이전의 각 단계를 탐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탐지 전략만큼 중요한 것은
C-Level 입장에서 10단계 이전인 9단계에서 공격을 식별하는 것도 성과로 인정해줄 수 있는 인식

3) ATT&CK 매트릭스 활용
ATT&CK 매트릭스는 공격 기법의 세부 분류를 통해 조직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로 MITRE에서
정의한 프레임워크이다. 사이버 공격을 정의하기 위한 모델은 Lockheed Martin의 Cyber Kill Chain
모델부터 MITRE의 Cyber Attack Lifecycle, FireEye의 Attack Lifecycle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해왔다.
이런 모델들은 사이버 공격의 흐름과 절차를 정의하는데 효과적이다.
최근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면서 공격에 대한 정의를 넘어서 조직 스스로 공격 기법을 TTP화하고
이를 방어에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났다. 이런 요구에 부합하는 모델이 MITRE의 ATT&CK
매트릭스로 현재 보안 위험을 평가하는 컨설팅 분야나 보안 솔루션의 효과 입증, 사이버 대응 체계
훈련용 시스템 설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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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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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MITRE ATT&CK 매트릭스 소개
(https://attack.mitre.org/resources/enterprise-introduction/)

ATT&CK 매트릭스는 기존 MITRE의 Cyber Attack Lifecycle 모델을 PRE-ATT&CK과 Enterprise
ATT&CK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공격 전술별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였으며, 각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기술을 상세하게 정의하였다. PRE-ATT&CK 영역은 공격의 준비 단계로 조직 내 호스트에서
이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Enterprise ATT&CK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자.
Enterprise ATT&CK는 Linux, macOS, Windows 플랫폼 별로 총 12개의 전술 카테고리와 각
카테고리별 세부 기법이 정의되어 있다.(윈도우의 경우 12개 카테고리와 260여개 기법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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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Enterprise ATT&CK 매트릭스 카테고리 설명
카테고리

설명

Initial Access

침투의 초기 발판을 얻기 위해 공격자가 사용하는 기술

Execution

공격자가 로컬 또는 원격에서 제어 코드를 실행하는 기술

Persistence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기술

Privilege Escalation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더 높은 수준의 사용 권한을 얻기 위한 기술

Defense Evasion

방어나 탐지 기법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

Credential Access

시스템, 도메인, 서비스

Discovery

시스템 및 내부 네트워크의 지식을 얻기 위한 기술

Lateral Movement

네트워크 상의 원격 시스템에 접근하고 제어하기 위한 기술

Collection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중요한 파일을 식별하고 수집하는데 사용하는 기술

Command and
Control

대상 네트워크 내에서 외부의 공격자 인프라와 통신하는 기술

Exfiltration

대상 네트워크에서 파일과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격자가 탈출하기 위한 기술

Impact

시스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용성, 무결성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기술

자격 증명을 접근하거나 제어하는 기술

5가지이다. 나머지 카테고리도 탐지는 가능하지만 공격 도구를 탐지해야 하거나 탐지를 위해 추가
구성요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탐지 규칙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 Initial Access
● Execution
● Persistence
● Defense Evasion
● Lateral Movement
5개 카테고리에 포함된 기법은 공개된 대부분의 기법이 모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 효과가
큰 기법을 선택하여 탐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공격에 사용되는 기법 중 상당수가 관리 목적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잘못된 탐지 전략을 마련하면 오탐이 많아져 오히려 보안 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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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세부 카테고리 중 호스트 상에서 효과적으로 탐지가 가능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제 2 장. 전문가 컬럼

CrowdStrike의 Global Threat Report 2019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조사된 사고의 기법을 ATT&CK
매트릭스에 적용시킨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위 5가지 카테고리 별 발생 빈도가 높은 기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2] Global Threat Report 2019에 소개된 공격 기법의 발생 빈도
카테고리

발생 빈도가 높은 기법

Initial Access

Valid Account, Exploit Public-Facing Application, Supply Chain Compromise, Drive-By
Compromise, SpearPhishing Link / Attackment

Execution

Comand-Line Inerface, PowerShell Scripting, WMI, Graphical User Interface, Rundll32, Scheduled
Task, Service Execution

Persistence

Valid Accounts, Web Shell, Registry Run Key / Startup Folder, Scheduled Task, New Service,
Create Account, Account Manipulation

Defense Evasion

Valid Accounts, Scripting, Masquerading, Disabling Security Tools, File Deletion, Obfuscated
Files or Information, Process Injection, Rundll32

Lateral Movement

Windows Admin Shares, Remote File Copy, Remote Desktop Protocol, Remote Service, WMI

카테고리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발생 빈도수가 가장 높은 기법은 “Valid Accounts”이다.
공격자는 이미 유효한 자격 증명을 가진 계정을 통해 초기 침투, 지속성, 방어 회피를 수행한다. 계정
사용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계정을 통한 공격은 정상 행위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탐지하거나 방어하기가 힘들다. 결과적으로 악의적인 공격 기법의 탐지도 적절한 수준의 내부 통제
하에서 수행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4) 이벤트 로그를 통한 탐지 방안
최근 많은 기업에서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솔루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DR은 약어 그대로 엔드포인트 환경에서 탐지와 대응을 도와주는 솔루션이다. EDR의 자동화된 탐지
능력은 기존의 호스트 보안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많은 EDR에서 자동화된 탐지에 더해
사용자가 정의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규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EDR의
효과성이 결정된다. 사고 탐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다면 앞서 소개한 ATT&CK 매트릭스의 기법을
기반으로 규칙을 정의해보자. 초기 오탐과 과탐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이를 잘 정제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조직 환경의 새로운 시야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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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 솔루션이 없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 이벤트 로그를 통한 탐지 방안을 고려해보자.
윈도우의 기본 이벤트 로그 설정은 사고 탐지나 대응에 활용하기에 용량과 감사 항목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벤트 로그의 강화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DR을 운영해도 사전 탐지되지
못한 호스트의 로그는 보통 1달 정도만 보관한다. 좋은 탐지 규칙을 가지고 있어 1달 안에 모든
공격을 식별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EDR에서 제공되는 호스트 로그만으로 사고의 원인을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 운용하는 모든 윈도우 시스템은 다음 표와 같은 이벤트
로그 설정이 권장된다. 로그 크기는 여유 공간이 허락하는 환경 하에서 가능한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고, 시스템 감사 정책은 내부 보안 정책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 설정해야 한다.
[표 2-3] 최소한의 권장 이벤트 로그 설정
구분

설정 방안

시스템 감사
정책 강화

● 계정 로그온
� Kerberos 인증 서비스 감사 (성공, 실패)
� Kerberos 서비스 티켓 작업 감사 (성공, 실패)
● 계정 관리
� 컴퓨터 계정 관리 감사 (성공)
� 사용자 계정 관리 감사 (성공)
● 세부 추적
� 프로세스 만들기 감사 (성공)
� 프로세스 종료 감사 (성공)
● 로그온/로그오프
� 로그온 감사 (성공, 실패)
� 로그오프 감사 (성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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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로그
크기

● 주요 이벤트 로그(시스템, 보안, 응용프로그램) : 1~4GB로 크기 증가
● 기타 사고 대응에 도움이 되는 로그 : 100MB 이상으로 크기 증가
� 파워셸 관련 로그
� RDP 관련 로그
� 저장장치 관련 로그
� 유무선 연결 관련 로그

Sysmon 9) 설치가 가능하다면 Sysmon을 설치해 이벤트 로그를 강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Sysmon이
가지는 강점이 많지만 호스트에 추가로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조직이 많다.

9) https://docs.microsoft.com/en-us/sysinternals/downloads/sys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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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mon의 기본 이벤트 로그 크기는 64MB이기 때문에 Sysmon 설치와 함께 반드시 크기를
증가시켜줘야 한다. 공격 기법에 따른 Sysmon 패턴을 탐지하면 EDR의 탐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많은 노이즈로 중요 이벤트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구성파일을 통해 목적에 맞는 설정이 필요하다. Sysmon의 설정은 다음 오픈소스를 참고하자.
● Sysmon-modular, https://github.com/olafhartong/sysmon-modular
Sysmon을 활용할 수 없다면 감사 설정된 이벤트 로그를 통해 타겟형 공격 기법과 관련한 주요
이벤트를 탐지해야 한다. 다음 표는 타겟형 공격의 주요 이벤트의 탐지를 예시한 것이다.
[표 2-4] 이벤트 로그를 통한 타겟형 공격 주요 이벤트 탐지 예시
이벤트 로그

탐지 방안
로그온 이벤트의 유형, 계정, 프로세스, 네트워크 주소 등을 이용해 비정상 로그온 탐지

Security.evtx

비정상 계정 생성, 계정 권한 수정 탐지
생성, 종료된 프로세스의 이미지 경로, PID, PPID를 이용해 악성 프로세스의 실행 탐지
보안 로그 삭제 이벤트 탐지
시스템 시간 변경 이벤트 탐지

System.evtx

이벤트 로그 삭제 이벤트 탐지(보안 로그를 제외한 로그)

Windows PowerShell.evtx

파워셸을 활용한 공격 스크립트 실행 흔적 탐지

Application-Experience%4
Program-Telemetry.evtx

호환성 문제가 있는 악성코드 실행 탐지

TerminalServices*.evtx

원격 접속 프로토콜 사용 탐지(포트 변경, 포트 포워딩, 리버스 연결 등)

WMI-Activity%4
Operational.evtx

WMI 명령을 활용한 공격 행위 탐지

다양한 이벤트 모니터링이 어렵다면 최소한 “이벤트 로그 삭제” 이벤트만이라도 탐지해야 한다.
공격자는 내부 이동 시 자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이동하기 전 시스템의 이벤트 로그를 주로 삭제한다.
따라서 이벤트 로그 삭제를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 목적 달성 전에 공격자의 식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벤트 로그를 통한 공격 기법 식별은 다음 오픈소스를 참고하자.
● EVTX-ATTACK-SAMPLES, https://github.com/sbousseaden/EVTX-ATTACK-SAMPLES
이벤트 탐지와 함께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은 이벤트의 발생 원인을 찾아 이를 조직 전체에서 추적
및 제거하고, TTP 형태로 누적 관리하여 동일한 공격자에 의한 재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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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호스트에서 타겟형 공격을 탐지하는 전략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타겟형 공격은 타겟의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정적인 규칙으로 이를 탐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타겟형 공격에
사용되는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조직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벌어지는 정상 행위와 구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별된 이벤트가 탐지되면 탐지시스템의 초기화 대신 이벤트의 원인을 분석해 원인을 제거하는 형태로
보안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초기화를 수행하면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격자에게
신중함과 우회 경로를 유도하게 되어 탐지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우리의 보안 환경은 외부의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타겟형 공격은 보안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보안 환경에 대한 공격을 가장 잘 탐지하고 대응하는 전략 역시 우리가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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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수행을 통한 사이버공격의 사전 예방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대응팀
강태우 선임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훈련본부에 한 통의 전화가 다급히 울렸다. “현재 우리 회사 웹 서버로 디도스
공격 트래픽이 다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훈련본부 대응 인원들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기업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능숙한 대처로 디도스 공격을 완벽히 방어하였고, 공격은 곧 소멸되었다.
이는 실제 공격 상황이 아닌, 기업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보안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기업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의 일환이다.
이처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양한 민간 기업과 함께 매년 3회의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수행한다.

1) 모의훈련의 취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민간기업의 보안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이후 그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의 보안 의식을 고취·제고시키고 대응 능력을
사전에 점검하여 사고 발생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민간기업과 함께 연 3회의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침해사고
피해기업, 최근 사이버 공격의 목표가 되고 있는 기업군 등 폭넓은 기업을 섭외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 훈련은 APT 훈련, 디도스 대응 훈련, 웹사이트 모의침투 총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2) 모의훈련 수행 분야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은 통신사, 백신사,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최근 침해사고나 사이버공격의 타겟이 되었던 기업들과도 훈련을 진행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 가능성을 줄인다. 2019년에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졌던 가상통과 관련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도 훈련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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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PT 훈련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악성메일 훈련은 최근 사이버위협 이슈를 반영하여 진행한다.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유입되었던 악성메일 문구를 이용하여 실제와 같이 APT 악성메일 대응
훈련을 진행하였고, 악성코드 다운로드 유도 혹은 악성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한다. 또한, 기업군별 맞춤형 악성메일을 발송하여 실제 기업 임직원들의 악성메일 클릭을 유도한다.
가령 통신사는 기업회선 사용 및 품질 문의, 제조업은 제품 견적 문의,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 문제 제기 등 실제 관심 있는 내용으로 악성메일을 작성하여 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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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APT 훈련 악성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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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19년 가상통화 취급업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발송한 악성 메일이다. 존재하지 않는
계정을 이용하여 거래소 임직원들에게 개선사항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다. 첨부된 링크는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위장한 악성 링크이며, 클릭 시 사용자 IP 주소, 사용자명 등 감염자 식별을 위해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또한 감염자에게는 팝업을 띄워 훈련용 메일임을 알리고, 당사 보안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APT 메일 훈련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악성메일 유입 인지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
● 기업별 메일 유입현황 및 감염자 수, 조치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전달
● 특정 사이버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업 대상 공격정보 정보 전달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전달
● 사이버 공격에 이용된 정보수집지 및 악성메일 유포지 차단조치 수행

2-2) 디도스 공격 방어훈련
디도스 공격은 특정 인터넷 서비스가 소화할 수 없는 규모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공격이다. 전 세계에 좀비 BotNet을 만들어 일시에 특정 목표로 공격 트래픽을 발생시킨다. 최근에는
보급되는 IoT(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 기기가 늘어남에 따라, IoT 기기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DNS 대형 서비스 업체인 Dyn사 대상으로 발생한 1.2TB의 공격에는
IP 카메라, DVR과 같은 IoT 기기가 5만대 이상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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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IoT 기기의 보급률

<출처 : Akamai 2019 Report>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디도스 대응 훈련은 웹서버 혹은 DNS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디도스 공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구축된 트래픽 생성·발송 서버를 이용하여 실제
공격 트래픽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한다. 2019년 상반기 훈련 당시에는 23개 기업이 디도스 대응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최대 20GB 공격 트래픽을 발생시켜 공격하였다. 공격을 받은 기업은 공격을
탐지함과 동시에 공격 발생에 대해 한국인터넷으로 신고하며, 해당 공격에 대응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주기적으로 숙지하여 실제 공격 발생에 대비한다.
디도스 대응 훈련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디도스 공격 트래픽 유입 탐지
● 공격 대상 방어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공격 유입신고
● 공격 유형 및 공격 IP 확보
● 공격 소멸 후 공격대상 서비스 정상화 확인
● 기관 별 조치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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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실제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의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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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의침투 훈련
모의침투 훈련은 웹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웹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는 훈련으로, 화이트
해커와 함께 훈련 업체의 웹 사이트를 공격하여 취약점을 확인한다. 모의침투 훈련은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한 웹 변조 등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조치하여
미래의 사이버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지난 ‘19년 상반기 훈련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했던
“Hack The KISA”에서 입상한 화이트해커를 섭외하여 훈련기업의 다양한 취약점을 발견ㆍ조치하였다.

3) ‘19년 상반기 훈련결과 총평
‘19년 상반기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은 훈련 진행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60개사
25,000명 이상이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지난해 상반기 약 9,200명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규모를 늘려 진행하였다. 또한 통신사, 백신, 쇼핑, 의료, 가상통화취급업소 등 참여 분야를 다양하게
확대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림 2-29] ‘19년 상반기 모의훈련 참여업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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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PT 악성메일 훈련 결과
금번 APT 훈련은 56개사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중 19개사(34%)는 신규 참여 업체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송한 악성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악성링크를 클릭하여 감염된 인원은 8.5%로
나타났으며, 이중 기존 참여기업(7%)보다 신규 참여기업(12%)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감염률(13.9%)이 대기업의 감염률(6.5%)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훈련 결과로 보아 지속적인 훈련과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보안 교육이 해킹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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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모의훈련 참여 횟수별 악성코드 감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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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디도스 훈련 결과
금번 디도스 대응훈련은 실전과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공격 트래픽 발송시간을 훈련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불시에 발송하였다. 또한, IoT 기기를 이용한 공격 트래픽, 반사체를 통한 공격 트래픽 등
복합 공격으로 진행하여 실제 공격과 같이 위장하였다. 훈련 업체는 유입되는 공격 트래픽이 실제 공격
트래픽인지, 훈련용 공격 트래픽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격을 탐지·방어하였다.
‘19년 상반기 훈련은 23개사를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18년 상반기(14분) 대비 ’19년도 평균
공격 탐지시간(7분)이 50% 감소하였다. 이는 기존 디도스 대응 훈련에 참여한 다수 기업의 재 훈련참여
(23개사 중 20개사 기존 참여)로 대응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1] 디도스 탐지·대응시간
※ 탐지시간 : 디도스 공격 시작 후, 참여기관에서 공격 인지까지 걸린 시간
※ 대응시간 : 디도스 공격 시작 후, 참여기관에서 공격 대응 및 신고까지 걸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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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의침투 훈련 결과
모의침투 훈련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화이트해커가 공동으로 웹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였다. 화이트해커는
모의침투 전문 기업과 금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최한 “Hack The KISA” 대회의 입상자로 구성되었다.
모의침투에서 발견된 취약점은 다양했다. 참여한 23개사 중 16개사에서 16종의 취약점(총 53개)이
발견되었다. 이중 관리자 권한 탈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실제 해킹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도
발견되어 즉치 해당 취약점에 대해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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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모의침투 수행 취약점 발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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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훈련 효과 및 참여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모의훈련 진행 후 참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의훈련에 참여 기업의 89%가 임직원의 보안 의식이 제고되었다고 답했으며, 모의침투 참여 기업의
81%가 취약한 시스템과 내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제도 및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답하였다.

[그림 2-49] 2016/04 ~ 2019/06, 긴급, 중요 단계의 취약점 영향
모의훈련 사전 준비 및 홍보, 설명회 등에 대한 만족도는 85% 매우 높았다. 다만,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로부터 훈련 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홍보 진행 요청이 있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홍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모의훈련을 좀 더 널리 알리고, 신규 참여기업의 독려를 통해 훈련 폭을 넓힐
예정이다.
모의훈련 시기, 훈련 구성 등 진행 관련의 만족도는 81%로 나타났다. 불만족의 경우에는, APT
훈련으로 배포한 악성 메일의 콘텐츠가 훈련 참여사 관련 내용과 다소 상이하다는 답변이 다수였다.
이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종별 맞춤형 APT 악성메일 훈련에서 더 나아가 맞춤형 컨텐츠를 보강하고,
다양한 악성메일 DB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훈련내용 고도화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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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 비하인드 스토리
‘19년도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 훈련이다 보니 그만큼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존재하였다. APT 훈련 메일중 하나의 사례로, 개인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메일과 함께 악성 링크를
첨부하여 기업 임직원에게 발송하였다.
악성 메일을 수신한 임직원들의 대응법은 천차만별이었다. 저작권을 침해한 적이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는 ‘신고형’부터, 스팸메일임을 인지하고 역으로 조롱하는
‘조롱형’,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용서를 구하는 ‘읍소형’ 등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였다.
가끔은 욕설이 담긴 답장으로 모두를 당황케 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 또한 악성메일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디도스 공격방어 훈련을 진행할 당시에는 불시에 공격을 진행하다 보니, 실제 공격과 훈련용
공격을 구분할 수 없어 다양한 에피소드가 발생하였다. 하나의 예로, 훈련업체 측에서 “현재 디도스
공격이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훈련 상황이 맞느냐”라는 다급한 문의 전화가 수차례 왔다. 확인
있는 중이었다. 이처럼 상시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는 포털사와 쇼핑몰의 헷갈림은 어찌 보면 불시에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디도스 대응 훈련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5) 결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실제 사이버 사고에 대한 민간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훈련을 확대·
개선하고 있다.
향후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훈련을
통한 반복된 대응 절차 점검은 실제 사이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다. 많은 기업의 훈련 참여를 통해 민간기업의 사고대응 능력의 향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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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우리 원은 공격 트래픽을 전송하지 않았고, 실제 미상의 공격자에게 디도스 공격을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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