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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기타

·· ‘IoT·보안·인증서비스’·본격·실시

·· ‘제·1차·사이버보험·포럼·개최’…사이버보험·관련·주요·이슈·논의,·발전방안·모색·

··중소기업을·위한·클라우드·기반·맞춤형·보안·서비스·제공·

·· ‘2018·공공부문·SW·정보통신기술장비·정보보호·수요예보’·결과·발표·

·· ‘2018·국가정보화·추진방향·설명회’·개최·

··2018년·정보보호·연구개발·예산·책정·(617억·원)

··2018년·과기정통부·정보보호·예산,·1,666억·원으로·확정··

·· ‘안전한·바이오·정보·이용을·위한·국가·표준·2건·추진

·· ‘정보보호·R&D·데이터·챌린지대회’·개최···

··2018년부터·암호모듈·검증·시험·진행·

··과테말라·현지에서·‘국가·사이버보안체계·진단·컨설팅’·진행

··루마니아·국립정보원과·국가·사이버보안·인프라구축을·위한·상호협력·추진··

··2018년·초부터·4종의·제품군을·대상으로·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제도·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함께·‘민간분야·사이버·위기대응·모의훈련’·실시·

·· ‘정보보호·클러스터’·정식·개소…정보보호·스타트업·창업·지원·박차·

·· ‘2017·정보통신기술·모의·분쟁조정·경연대회’·개최·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12월·1일부터·범부처·‘사이버·침해·대응팀’·운영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을·한국의·CBPR(국경·간·프라이버시·규칙)·인증기관으로·지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사이버공격방어대회’·개최

··국방부,·‘2017·대한민국·화이트햇·콘테스트’·개최

··4차산업혁명위원회,·스마트시티·조성을·위한·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구성,·세부·과제·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홍종학·더불어민주당·전·의원·공식·임명

··행정안전부,·벨기에·브뤼셀·EU·지역위원회에서·‘유럽·개인정보보호법·기업·간담회’·개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유럽·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시행·앞서·

1차·가이드라인·공개·

··금융보안원,·2018년·금융·IT·보안·10대·이슈·전망·발표

‘니 내 누군지 아니?’…세계 금융 기관 노리는 ‘사일런스 트로이목마’ 주의보 ▶

‘내 암호화폐를 대신 채굴해줘~’…브라우저 이용해 사용자 몰래 수익 올리는 사이버 범죄자들 ▶

‘얼마면 돼? 돈 필요 없어요’…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랜섬웨어 발견  ▶

‘달콤한 사과 속에 벌레가 숨어 있다’…애플 Mac 운용체계 노린 사이버 위협 급증 ▶

·· 신생·해킹·그룹·‘사일런스’가·러시아,·아르메니아,·말레이시아를·포함한·세계·금융기관을·대상으로·새로운·형태의·

표적·공격을·감행하고·있어·주의가·요구됨

·· 카스퍼스키랩에·따르면,·‘사일런스’는·실제·금융기관·종사자의·주소를·사용한·스피어피싱·이메일을·이용해·피해·기관

의·인프라를·악성코드에·감염시키고,·명령제어·서버와·연결된·악성코드를·통해·다시·추가·악성코드를·내려·받아·실행

하게·만드는·것으로·드러남

·· 이미·감염된·금융·기관의·이메일·계정을·새로운·공격에·활용하고·있어·메일·수신자가·악성·여부를·쉽게·확인하기·어려운·것

이·특징임

·· 보안전문가들은·사이버·범죄자들이·일반·사용자보다는·은행을·직접·노리는·방향으로·공격을·변화시키고·있다며,·

엄격한·이메일·처리·정책을·설정하고··악성·첨부·파일에·특화된·보안·솔루션을·활용하는·등·보다·강력한·보안·조치를·

마련할·것을·권고하고·있음·

·· 공격자들이·사용자나·웹사이트·관리자·몰래·브라우저·기반·암호화폐·채굴·기술을·발동시키는·새로운·수익·모델인·

‘드라이브바이·크립토재킹(driveby·cryptojacking)’을·개발해·사용·중에·있어·화제가·되고·있음

·· 이를·조사한·보안업체·‘멀웨어바이츠’에·따르면,·기존의·불법·채굴자들이·사용자가·채굴용·멀웨어를·다운받게·하거나·

악성·웹페이지에·접속하도록·유도하는·피싱·공격을·감행했던·것과·달리,·최근의·공격자들은·부족한·컴퓨팅·파워를·

충당하기·위해·브라우저를·공격·통로로·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공격자들은·웹사이트에서·합법적으로·채굴을·하게·만든·‘코인하이브’의·기술을·악용해·여러·웹사이트에·침해하여·

자바스크립트·코드를·삽입함으로써,·사용자·눈에·띄지·않게·암호화폐·채굴을·하고·있는·것으로·드러남

·· 보안·전문가들은·전기세가·조금·더·증가하는·등·다른·사이버·공격에·비해·그·피해·정도가·미비한·까닭에·시급한·대응

이·이뤄지지·않고·있으나,·이러한·방식으로·수익을·얻게·된·공격자들이·또·다른·치명적인·공격을·감행할·수·있다며,·

사이버·범죄·산업·전체가·성장하는·것을·막기·위해·이·같은·행위에·적극·대응해야·한다고·강조함

·· 랜섬웨어의·원리를·배우기·위한·교육용·오픈소스·랜섬웨어인·‘히든·티어’를·활용하여·제작된·새로운·랜섬웨어가·발견됨

·· ‘블랙리스트CP’로·명명된·이·랜섬웨어는·한국어와·영문으로·랜섬웨어·감염·사실을·안내한다는·점에서·한국인·개발자

가·제작한·것으로·추정되며,·주요·파일을·암호화하나·금전을·요구하지·않는다는·점에서·기존·랜섬웨어와·차이가·있음

·· 전문가들은·금전을·요구하지·않더라도·파일을·암호화하는·동작을·수행하는·랜섬웨어를·제작할·시에는·민형사상·

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며·호기심이나·장난으로라도·랜섬웨어를·제작·유포해서는·안·된다고·강조하고·있음

·· Mac·사용자가·증가함에·따라,·이를·노린·사이버·위협도·급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이를·조사한·F시큐어에·따르면,·올해·3분기·까지·Mac을·노린·악성코드는·전년·대비·70%·증가한·3만·4천여·개에·달했으며,·

Mac·시스템에·설치되는·불필요한·프로그램(PUP)도·2015년·1만·314건에서·올해·81만·4,262건으로·급증한·것으로·나타남

·· Mac을·노린·신종·악성코드의·1/3은·특정·기업과·기관을·표적으로·하는·스파이웨어였으며,·시스템을·파고드는·공급망·

공격·및·Mac용·랜섬웨어·서비스도·증가한·것으로·분석됨.·전문가들은·Mac은·더·이상·안전지대가·아니라며·Mac을·노린·

보안·위협에·각별히·신경·쓸·것을·권고하고·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과·함께·‘정보보호·페스티벌’·행사·개최··

·· ‘2017·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정보보호·비즈니스·상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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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금전 갈취하는 가짜 ‘윈도 무비 메이커’ 소프트웨어 확산 주의보 ▶ ‘구글플레이 이용 주의하세요~’…구글플레이를 통한 보안 위협 급증 ▶

‘내가 시만텍 블로그로 보이니?’…시만텍 블로그로 위장해  멀웨어 유포하는 가짜 사이트 발견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하셨나요? 비밀번호 변경하세요’…특정 기업 관계자 노린 
계정탈취 목적 메일 주의보 

▶

‘내가 한글파일로 보이니?’ 일부 파일공유 사이트 통해 한글파일로 위장한 악성파일 유포 중 ▶

미국 최대의 쇼핑 행사 블랙프라이데이 겨냥한 악성 공격 주의보  ▶

‘난 한국사용자만 노린다’…한국어 윈도우 OS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매트릭스 랜섬웨어’ 주의보 ▶

·· 지난·1월·이후·배포가·중단된·MS·사의·무료·동영상·편집·SW인·‘윈도·무비·메이커’를·가장한·악성·소프트웨어가·

확산되고·있어·사용자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해당·악성·소프트웨어를·설치하면·실제로·동작하는·‘윈도·무비·메이커’가·생성되는·데,·MS가·제공하는·무료·소프

트웨어와·달리·모든·기능을·사용하기·위해서는·정식·버전으로·업그레이드·해야·한다며·29.95·달러를·결제할·것을·

유도하는·것으로·나타남

·· ‘이셋코리아’는·‘윈도·무비·메이커’를·구글에서·검색할·시·해당·악성·소프트웨어가·상위·검색결과로·표시되는·까닭

에·그·피해가·빠르게·확산되고·있다며,·단종된·소프트웨어는·가급적·사용하지·말고,·유료·결제·전에는·제조사에서·

제공하는·공식·가격을·반드시·확인할·것을·권고하고·있음

·· 구글·앱·장터인·‘구글플레이’를·통한·보안·위협이·빠르게·증가하고·있어·사용자의·주의가·요구됨

·· 보안업체·‘소포스’에·따르면,·올해·1월부터·9월까지·전년·동기·대비·두·배·증가한·32종의·위협이·발견되었으며,·

특히·인기·앱에서·데이터를·추출하고·스마트폰·사용·내역을·감시하는·스파이웨어인·‘리피잔’이··겉보기엔·무해한·

이름의·앱(백업,·클리너,·노트)으로·구글플레이에·등장해·100대·가량의·기기에·배포된·것으로·드러남

·· 이셋에·의하면,·최근·구글플레이에·올라온·8개의·안드로이드·용·앱을·통해·다단계에·걸쳐·탐지를·회피하는·악성코드

가·유포되고·있는·것으로·밝혀짐.·해당·앱을·통해·유포되는·악성코드는·여러·동작을·거쳐·실행되며·악성코드로·의심을·

받을·만한·권한을·즉시·요청하지·않는·등·탐지를·우회하기·위해·치밀하게·설계된·것으로·분석되고·있음

·· 보안·전문가들은·새로운·앱을·내려받을·시에는·앱·평점과·댓글을·확인하고,·필요·이상의·권한을·요구하는·앱·설치를·

지양하며,·검증된·악성코드·대응·솔루션을·사용해·보안을·강화할·것을·권고하고·있음

·· 지난·주,·익명의·보안·연구원(@noarfromspace)에·의해·시만텍·블로그를·가장한·웹사이트에서·비밀번호·탈취·멀웨어(OSX.

Proton)·변종이·유포되고·있는·것이·발견됨

·· 해당·블로그는·도메인·등록·정보가·실제·시만텍·사이트와·동일하고·시만텍의·진짜·콘텐츠가·포스팅되어·있어·언뜻·정상적

인·것으로·보이나,·해당·도메인을·등록하기·위해·사용된·이메일이·시만텍의·인증기관이·아닌·코모도(Comodo)에서·발행된·

SSL인증서를·사용하고·있다는·점에서·진짜·블로그와·확실히·구분됨

·· 공격자들은·해당·블로그를·통해·제품(시만텍·멀웨어·디텍터)으로·위장한·멀웨어(OSX.Proton)를·다운받게·유도하고·있는·것

으로·드러남

·· 전문가들은·사용자들이·보유하고·있는·시만텍·멀웨어·디텍터의·코드·서명을·반드시·살필·것을·권고하고·있음.·서명자의·

이름이·Sverre·Huseby이고·팀·식별자가·E224M7K47W라면·100%·악성이라고·볼·수·있음

·· 최근·국내·특정·기업·관계자를·대상으로·계정·탈취를·목적으로·한·피싱·메일이·유포되고·있는·정황이·포착되어,·

기업들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이·메일은·‘사용하고·있는·이메일·계정이·HTC·Desire·626s·안드로이드·스마트폰·기기에서·로그인되었으니·

비밀번호를·변경하라’는·내용을·담고·있는데,·사용자가·이를·믿고·누군가·자신의·이메일·계정에·무단으로·접속했·

다고·생각해·비밀번호를·변경하라는·‘Change·password’·버튼을·클릭할·경우·입력한·정보를·모두·빼돌리는·피싱·

사이트에·연결되는·것으로·확인됨

·· 보안·전문가들은·현재·해당·사이트는·차단되었지만·유사한·피싱·메일에·의해·추가적인·피해가·발생할·수·있다며,·

출처가·불분명한·이메일에·있는·링크나·첨부·파일을·함부로·클릭하지·말·것을·권고하고·있음

·· 11월·13일부터·일부·토렌트를·통해·한글파일로·위장한·악성파일이·유포되고·있어·사용자들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해당·악성파일은·‘[한글]2017·HWP2017’과·‘HWP2017·한글·2017’·등의·제목으로·마치·한글과컴퓨터·사의·최신·

문서·작성·소프트웨어처럼·위장하고·있으며,·감염될·경우·원격제어·기능에·노출되어·좀비·PC가·될·가능성이·높은·것으

로·드러남

·· 공격자들은·‘한글2017·HWP2017.zip’·압축파일·용량을·고용량의·정상·소프트웨어와·유사한·280MB·정도로·조절하

고·압축·파일에··악성·파일(WP2017.exe)과·정상·실행파일을·함께·포함시키는·등·사용자의·신뢰를·얻기·위해·다양한·

방법을·동원한·것으로·밝혀짐

·· 일년·중·최대·할인·폭으로·구매가·가능한·블랙프라이데이·행사(11월·넷째·주·목요일인·추수감사절·다음날)을·노린·

피싱·공격이·증가하고·있어·세일을·기다리는·직구족들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카스퍼스키랩·조사에·의하면,·지난해·블랙프라이데이에는·2015년·대비·약·2배·증가한·최소·55만·건의·금융·피싱·

공격이·일어났으며,·올해·10월·말에는·아메리칸·익스프레스,·아마존,·페이팔·등·주요·결제·사이트·로그인·페이지로·

위장하고·보안·경고·메시지를·붙여·사용자·클릭을·유도하는·피싱·링크가·다수·발견된·것으로·발견됨

·· 국내에서·무서운·위세를·떨쳤던·‘매트릭스·랜섬웨어’가·또·다시·유포되고·있어·이용자들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매트릭스·랜섬웨어는·웹사이트에·방문만해도·감염되는·‘드라이브·바이·다운로드’·방식으로·유포되며,·파일·암호화·

전·사용자의·PC가·한국어·환경인지·확인한·뒤·맞으면·암호화를·진행하는·까닭에·국내·사용자들의·피해가·우려됨

·· 10월·말에·발견된·매트릭스·랜섬웨어의·경우,··공격자의·메일·계정에·주체(juche),·평양(pyongyang)·등의·단어가·

포함되어·있어·공격·주체가·북한·해커조직일·가능성이·높게·점쳐진바·있음.·최근에는·해커가·네이버·메일·계정

(files4@naver.com)을·복호화·요청을·받는·메일·주소로·사용한·정황이·포착되기도·함

·· 전문가들은·신뢰할·수·없는·사이트와·파일공유·사이트·접속을·지양하고,·잘·알지·못하는·발신자가·보낸·이메일에·첨부

된·파일은·반드시·악성·여부·등을·체크한·뒤·열어볼·것을·권고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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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에서 수집되는 이벤트를 통해 공격 서비스(포트)별 공격탐지 건수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공격 서비스(포트)를 분석함을 통해 서비스 (포트) 별 접속현황과 트래픽을 예측 분석할 수 있다.

·※·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센터·SIEM·집계·기준

월간 공격 서비스 동향 및 분석

2017년·12월·한·달간·수집된·서비스·포트·TOP·10에서는·SYSLOG(UDP/514)가·새롭게·TOP·10에·진입했다.

12월·새롭게·확인된·SYSLOG·(UDP/514)·서비스로·인하여·전체적인·서비스·순위가·하락한·것으로·확인되며,·

전월과·비교하였을·때·전체적인·탐지·건수·역시·하락한·것으로·확인된다.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01.

HTTP(TCP/80)·서비스·포트의·이벤트·탐지·비율이·전월과·비교하면·소폭·감소하였으나,·여전히·상위권에서·확인·

되고·있다.·HTTP(TCP/80)·서비스·포트를·이용한·Brute·Force·Attack·공격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그·외의·

취약점을·이용한·다양한·공격이·지속·발생하고·있다.·보안사고·사전·예방을·위한·사전·점검·및·취약점·패치·등·주기·

적인·보안·점검을·권고한다.

[그림 2-1] 공격 서비스(포트)별 이벤트 전월 비교 

공격 서비스(포트)별 이벤트 전월 비교02.

순위 서비스(포트) 건수 비율(%) 등락

1 HTTP(TCP/80) 3,954,843,655 51.48% -

2 DNS(UDP/53) 959,348,798 12.49% -

3 SYSLOG(UDP/514) 757,430,250 9.86% NEW

4 HTTPS(TCP/443) 599,314,453 7.80% ▼1

5 Microsoft-DS(TCP/445) 500,566,639 6.52% ▼1

6 SNMP(UDP/161) 278,668,072 3.63% ▼1

7 ICMP(0/ICMP) 234,990,939 3.06% ▼1

8 Unassigned(TCP/13111) 181,727,813 2.37% ▼1

9 Telnet(TCP/23) 112,598,687 1.47% ▼1

10 Unassigned(TCP/9900) 102,189,435 1.33% ▼1

총계 7,681,678,741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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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원격보안관제센터에서 탐지한 공격 패턴 순위를 통해 최신 공격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센터·SIEM·집계·기준

2017년·12월·공격·이벤트·분석·결과,·SMB·Service·connect(tcp-445)를·이용한·공격·이벤트가·전체의·55%가량·

발생하여·전월과·같이·여전히·상위권에서·확인된다.·그·외에·TCP·Invalid·flags·(maerong)이벤트가·새롭게·확인·

되었다.

SMB·취약점을·이용한·랜섬웨어가·잠잠해진·것·같으나,·여전히·SMB·포트·접근·시도가·다수·발생하고·있는·것을·확인

할·수·있다.·이와·관련하여·SMB·취약점에·대해·패치와·방화벽·장비에서·접근·정책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그림 2-2] 월간 공격 패턴 TOP 10

공격 (패턴)별 이벤트 전월 비교04.

2017년·12월·공격·이벤트·TOP10에는·전월과·비교하여·SMB를·이용한·이벤트가·여전히·대량·탐지되고·있으며,·

TCP·Invalid·flags·(maerong)·공격·이벤트가·TOP·10에·새롭게·확인된다.·그·밖에·HTTP·Login·Brute·Force,·UDP·

Tear·Drop,·SYN·Port·Scan·이벤트가·전월·대비·한·단계·상승한·추이를·보이고·있다.

월간 공격 서비스 (패턴) TOP 1003.

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Service·connect(tcp-445) 196,212,197 55.51% -

2 ACK·Port·Scan(F/W·Scan) 80,445,224 22.76% -

3 HTTP·Login·Brute·Force 20,422,348 5.78% ▲1

4 UDP·Tear·Drop 18,792,371 5.32% ▲1

5 MySQL-Server·Login·Brute·force 14,900,408 4.22% ▼2

6 SYN·Port·Scan 12,190,283 3.45% ▲1

7
Dcom_TCP_Sweep

(MSBlaster·Worm··Messenger)
4,712,482 1.33% ▼1

8
HTTP·Connection·Limit·Exhaustion·Attack

(By·Slowloris)
2,298,901 0.65% -

9 TCP·Invalid·flags·(maerong) 1,837,773 0.52% NEW

10
Netbios·Scan·

(Messenger··RPC·Dcom··MyDoom)·(UDP-137)
1,658,451 0.47% -

총계 353,470,438 100.00% -

월간 공격 서비스 동향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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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공격·패턴·TOP·10을·중심으로·최근·발생한·공격·패턴에·대해·알아보자.·각·탐지·패턴·별·상세분석·결과를·

참조하여·해당·시스템의·취약점을·사전에·조치한다.

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SMB Service 
connect 

(tcp-445)

Microsoft·Windows는·다른·컴퓨터와·파일·및·프린트·자원을·공유하기·위한·목적으로·
SMB·프로토콜을·사용한다.·Windows의·오래된·버전·(즉,·95,·98,·Me,·그리고·NT)
에서의·SMB·공유는·TCP·포트·137,139와·UDP·포트·138에서·NetBIOS·over·TCP/
IP를·통해·NetBIOS·상에서·실행된다.·오래된·버전의·Windows·2000/XP에서는·
TCP·포트·445상에서·TCP/IP를·통해·직접·SMB·운영이·가능하며,·추측이·가능한·
패스워드를·사용하거나·패스워드가·설정되지·않은·상태로·파일·공유를·실행할·경우·
악의적인·공격자에·의해·2차적인·공격이·발생·할·수·있다.

ACK Port Scan
(F/W Scan)

방화벽은·connection중·처음의·몇·프레임만을·차단함으로써·들어오는·connection
을·차단할·수·있다.·공격자는·해당·Packet을·해당·시스템의··요청에·의한·응답처럼·
보이게·만듬으로써·방화벽을·통과할·수·있습니다.·이·방법은·대상·시스템을·파괴할·수·
는·없지만,·시스템의·정보를·수집할·수·있다.·공격자가·특정·Packet을·대상·시스템
에·보내면,·시스템은·공격자에게·특정한·메시지를·되돌려·보낸다.·이것은·송신자에게·
communication·error를·알려주려고·보내지는·것이지만,·실제로·공격자는·이를·통해서·
공격·가능성을·판단할·수·있다.

HTTP Login 
Brute Force

이·공격은·HTTP·WEB·서비스·port(80)에·접속하여·특정·ID(root,·guest·등)의·Password를·

알아내기·위한·Tool-Kit을·이용해서·반복적으로·임의의·문자열을·대입하여·확인하는·

방법으로·Password가·유추하기·쉽거나,·사전식으로·등록되어·있을·경우·쉽게·노출될·수·

있다.·이는·계정과·패스워드는·최소·6자리·이하의·단순한·패턴은·사용하지·않고,·HTTP·

포트(80/TCP)로·들어오는·데이터를·Filtering하여·예방할·수·있다.

UDP Tear Drop

정상적으로·패킷을·전송할·때·단편화가·발생하게·되면·재조립·시에·정확한·조립을·위해·

offset·값을·더하게·되어·있다.·해당·패턴은·UDP를·이용하여·정상적인·offset·값·보다·더·

큰·값을·더해·그·범위를·넘어서는·overflow를·일으켜·시스템의·기능을·마비시켜·버리는·

DOS·공격의·일종이다.

MySQL-Server 
Login Brute 

force

공격자는·MySQL의·서비스포트(TCP/3306)에·접속하여,·MySQL에서·로그인시·사용자·

이름이·유효할·경우와·그렇지·않을·경우·클라이언트에게·각각·다른·응답을·보내는·점을·

이용하여·지속적으로·로그인을·시도해·시스템의·사용자·정보와·패스워드를·알아낼·수·

있다.·이렇게·획득한·패스워드를·통해·접근을·시도·또는·MySQL의·암호화된·패스워드의·해

시(Hash)값의·정보를·캡쳐하여·패스워드·크랙툴의·사전(dictionary)파일을·이용한·공격을·

시도할·수·있고,·이·공격은·MySQL의·root·사용자·암호에·대하여·복잡도를·만족하는·패스

워드·설정·또는·MySQL(TCP/3306)·서비스·포트로의·접근을·인가된·사용자만·접근·가능·

하도록·방화벽에서·설정하여·예방할·수·있다.

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SYN Port Scan

SYN·Port·Scan은·대상·컴퓨터(서버)에·해킹하기·위해서·대상·컴퓨터가·TCP/IP의·포트를·Open

하여·서비스를·하는지·알아내기·위한·방법으로·포트·번호·0번부터·65,535번·포트까지·순차적·

또는·무작위·순위로·SYN를·보내어·서버가·응답하는·SYN/ACK를·확인한다.

Dcom_TCP_
Sweep

(MSBlaster 
Worm  

Messenger.)

W32.Blaster.Worm웜은·DCOM·RPC·Buffer·Overflow·취약점을·이용하여·전파되는·웜의·

일종으로,·해당·웜은·TCP/135·포트를·활성화·여부를·확인하여·취약점이·발견될·경우·시스템을·

감염시킨다.·감염된·시스템은·TCP/4444포트를·활성화·하여·숙주·서버로부터·TFTP를·이용하여·

mblase.exe·파일명의·악의적인·파일을·다운로드·받아·레지스트리에·등록하며·이러한·과정에서·

감염·시스템의·트래픽이·상승할·수·있다.··

HTTP 
Connection 

Limit Exhaustion 
Attack

(By Slowloris)

Slowloris는·기존의·대량의·패킷을·전송하는·DoS·공격·형태와·달리·웹·서버·비정상적인·HTTP·

Request를·전송함으로써·TCP·연결을·유지하도록·하는·공격·도구이다.·공격·대상·웹·서버는·

Connection·자원이·고갈될·수·있으며,·Connection·자원이·고갈된·이후에는·사용자의·요청에·

대하여·응답할·수·없는·서비스·거부·상태에·빠지게·된다.·

TCP Invalid flags 
(maerong)

네트워크·침입탐지시스템(NIDS)에서·공격을·탐지할·때·실제·세션이·맺어지기·전에·패킷을·

수집하여·탐지하는·것을·악용한·공격이다.·공격자는·많은·갯수의·침입유형에·해당되는·패킷을·

생성하여·NIDS가·운영되는·서버에·전송한다.·여기에서·이용되는·패킷들은·Web·CGI·공격·유형·

들이다.·작동방법은·한번에·많은·갯수의·패킷을·생성하고·원형리스트를·생성하여·한개씩·돌아·

가며·무한히·전송한다.NIDS가·이러한·패킷을·계속·탐지하게·되면서·많은·Flase·Positive가·발생

되며·서비스·거부(DOS)공격을·수행할·수·있다.·또한·실질적인·공격들이·이러한·쓰레기(garbage)·

data에·숨겨져·관리자에게·혼동을·줄·수·있다.·

Netbios Scan 
(Messenger  
RPC Dcom  
MyDoom) 
(UDP-137)

NetBios는·UDP·137번·포트로·서로의·정보를·확인하여·TCP·139번으로·세션을·맺은·후에·

TCP·138번을·통해·자료를·교환하게·된다.·공격자는·이·UDP·137번·포트를·이용하여·공격·

대상·시스템과·세션을·맺어·대상·시스템에·공유하고·있는·폴더·및·네트워크에·대한·정보를·

스캔할·수·있다.

공격 패턴 별 상세 분석 결과05.

[표 2-1]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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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을 통한 내부 위협 탐지 가이드

기술지원센터 분석기술팀  조우균

기업이나·기관은·외부에서·발생하는·침해·공격에·대응하기·위해·보유하고·있는·다양한·보안장비(DDoS,·APT,·TMS,·

IPS/IDS,·WebFW·등)를·활용하여·위협을·탐지하고·방어한다.·

그러나·최근·보안·전문·매체나·뉴스에·따르면·가장·큰·보안·위협은·‘내부·사용자에·의한·위협’으로·보안의식이·미흡·

하거나·조심성이·없는·직원·또는·보안에·관심이·없는·경영진이·가장·큰·보안·위협으로·손꼽혔다.·즉,·외부의·위협뿐만·

아니라·이제는·내부의,·사용자·측면의·이벤트를·관리가·꼭·필요한·시점이·온·것이다.·따라서·SIEM에서는·어떠한·방법·

으로·내부사용자의·이벤트를·모니터링하고·분석·할·수·있는지·알아보고자·한다.

SIEM은·기본적으로·빅데이터·솔루션이고·따라서·다양한·대용량·데이터,·원본로그는·그대로·유지하면서·추가적인·데이터를·

태깅하여·사용자·중심위주으로·모니터링이·가능하다.·또한·태깅·데이터의·통계처리를·통해·다양한·정보를·활용·할·수·있는·

장점을·가지고·있다.

내부·사용자의·데이터를·연계하기·위해서는·사용중인·내부·인사정보·데이터베이스를·가진·제품(ex.·NAC)의·데이터를··SIEM

이·수집해야·한다.·이후·SIEM은·데이터를·가공하여·육안으로·쉽게·알아·볼·수·있도록·처리·할·수·있다.·내부·사용자·정보를·

저장하는·제품이·없다면·내부적으로·관리중인·데이터를·가지고·데이터화를·통해·처리·할·수·있다.

SIEM에서는·내부·사용자·연계를·위해·2가지·기능을·활용한다.·

첫째, ExternInfo를 이용하여 인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CSV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맞추어 연동한다.

·····관리·->·설정관리·->·ExternInfo·->·신규등록

둘째, 주요 보안장비의 파서(Parser)에 ExternInfo 데이터 태깅(Tagging)

   ·관리·->·설정관리·->·로그파서관리·->·파서목록선택·->·수정

개요01.

내부 사용자 연계 방법의 가이드02.

SPiDER TM V5.0은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 경험과 빅테이터 활용역량이 집약된 통합보안관리솔루션으로 최초탐지 

부터 로그/네트워크 패킷 분석까지 일원화 된 관제환경구성을 통해 관제업무의 기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합니다.   

■ SIEM 적용방법

[그림 3-1] ExternInfo 설정화면 과 CSV 예시

[그림 3-2] 파서 추가 태깅(Tagging) 적용화면

이름 : 인사정보
파일 : CSV File 형식으로 저장된 파일
Sample : 10.10.10.11,홍길동
키 : 0
값 : 1
위와 같은 형태로 입력하여 관리한다.

CSV는 왼쪽과 같이 IP,사용자 형식으로 설정

필드이름 : 필드 이름의 설정
필드타입 : EXTERNINFO
값 : CSV 저장한 데이터 적용
참조필드 : 변환할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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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언급하였듯이·SIEM의·강력한·기능·중·하나인·통계데이터를·활용하여·어떻게·내부·사용자의·이벤트·관리를·할·수·

있는지·알아·보겠다.

ExternInfo·적용으로·손쉬운·사용자의·이벤트·분석이·가능하고·사용자·위주의·통계기반·이벤트를·처리·할·수·있게·

되어·보다·나은·사용자·관리가·이루어·질·수·있다.

이벤트·발생시·위와·같은·ExternInfo가·적용이·되어·있다면·빠른·상황·대처를·할·수·있을·것이다.

내부·IP·대역을·검색하여·해당·데이터를·통계화·시킨다.

·····보안관제·->·통합로그검색·->·통계TopN

■ ExternInfo 적용 결과

■ 내부 사용자 이벤트 통계 검색 방법

추가로 태깅한 데이터의 결과 값

[그림 3-3] 파서 추가 태깅(Tagging)적용 후 검색 화면

[그림 3-4] 내부IP 대역 검색 화면

[그림 3-5] 통계 데이터 검색 화면

통계를 이용한 내부 사용자 이벤트 관리03.

내부대역 방화벽 데이터 검색문
Ex) log:fw AND s_ip:10.1*
(해당 검색문은 10.1대역으로 시작하는 방화벽 데이터를 검색한 예시이다)

검색 데이터 통계 확인

ExternInfo로 태깅한 내부 사용자의 이벤트 건수를 확인 하고
이벤트 추이 검색을 통해 세부 이벤트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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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Info의·적용을·가지고·현재·실·사이트에서·진행하고·있는·관제·방법을·간단히·소개하고자·한다.

해당·사이트는·이글루시큐리티의·관제·직원이·파견되어·관제를·하는·사이트이며·다양·한·관제방법을·시도하고·

있다.·단,·관제의·정답은·없으나·최소한의·가이드가·될·것으로·판단한다.

해당·사이트의·관제·시나리오는·아래와·같다

①·인사정보를·ExternInfo·적용(사용자,·부서,·메일주소)

②·TopN통계·정보를·활용한·이벤트·추이·분석

③·추이·분석을·통한·다른·보안장비·이벤트·분석

④·기타·이벤트·상세분석

실제 사이트 관제 예시04.

사건일시의 검색을 통하여 Time Line
그래프를 확인이 가능 하다

[그림 3-6] 이벤트 추이 검색을 통한 시간대별 검색 화면

[그림 3-7] 인사정보를 연동한 방화벽 검색 화면

사용자는·보통·업무시간에·데이터를·많이·활용하기에·업무시간에·데이터량의·증가가·이루어지는·것이·대부분일·것

이다.

그러나·이벤트가·있는·사용자의·패턴에는·PC를·기동하는·순간부터·일정한·데이터가·지속적으로·발생·할·것이며·

방화벽·데이터·뿐만·아니라·내부에서·외부로·발생하는·보안장비에서·이벤트가·탐지·될·수·있다.

즉,·ExternInfo·하나의·기능만·가지고도·내부·사용자·데이터를·SIEM에서·통계화하여·모니터링을·할·수·있다.·해당·

실무에서는·위와·같은·방법으로·적용하여·관리를·한다면·좋은·효과를·볼·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

■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결과  

위의·화면은·사용자의·이름·및·부서·메일주소를·연동하여·방화벽·로그·검색시에·사용자를·쉽게·찾을·수·있는·효과

를·가지고·왔다.

■ 인사정보를 ExternInfo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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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사용자의 통계 TopN 활용 ■ 기타 이벤트 상세분석

■ 다른 보안장비 이벤트 확인

[그림 3-8] TopN통계를 활용한 이벤트 검색

[그림 3-9] 기타 보안장비 이벤트 검색

통계·확인시·192.168.103.120·IP가·다량의·이벤트를·발생을·하고·있었으며·사용자는·XX부서의·XX대리로·확인·

되었다.

해당·의심스러운·목적지·IP는·추후·기타·이벤트·검색에서·확인·하도록·한다.

기타·다른·보안장비·IPS·및·백신에서는·이벤트·탐지가·되지·않았으나·무선접근시스템에서·가상의·AP·접속·시도는·하였

으나·성공하지·못한·것으로·확인·되었다.

[그림 3-10] 이글루시큐리티 Knowledge Center 확인

[그림 3-11] Malwares.com의 이벤트 분석 화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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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Malwares.com의 이벤트 분석 화면(3)

[그림 3-12] Malwares.com의 이벤트 분석 화면(2)

ExternInfo와·통계(TopN)의·데이터만으로·내부사용자의·이벤트를·빠르게·처리·할·수·있으며·이외의·사용자가·필요한·

데이터를·가지고·ExternInfo와·통계(TopN)을·적용한다면·다양한·관제를·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SIEM이·이글루시큐리티·Knowledge·Center(K-Center)와·연동되어·있어·IP가·유해IP·및·유해URL인지·해당·이력을·

쉽게·조회·할·수·있었다.·또한·필요·시·기타·외부에서·제공하는·분석·사이트를·이용하여·정확한·데이터를·확인·후·대응

한다.

위의·데이터는·목적지의·IP가·악성·샘플을·가지고·있는·사이트로·판단이·되었으나·해당·출발지·IP는·방화벽에서·

이미·사용자·정보와·부서가·파악되어·직접·연락하여·PC점검을·요청하였으나·특별한·이슈가·발생하지·않았으며·

원격으로·조회하여·확인·결과·해당·2개의·IP는·마이크로소프트의·업데이트를·진행하면·발생하는·이벤트였으며·

해당·관제·내용은·사고(오탐)종결로·처리·하였다.

맺음말05.

[그림 3-14] Malwares.com의 이벤트 분석 화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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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발생한 주요 정보보안 사고사례!

Security 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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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Note 스팸 메일 패턴 분석 및 탐지 방법

스팸 메일 패턴 분석 및 탐지 방법

일반적으로·스팸·메일은·프로그램을·이용하여·불특정·다수의·사용자에게·송신된다.·송신되는·스팸·메일은·주로·음란

물·사이트,·도박·사이트·,·불법·사이트·등을·광고하는·광고성·메일이·대부분이나·근래에는·광고성·메일에·사용자·정보

를·탈취하는·악성링크·및·첨부파일이·다수·삽입되어·APT·공격의·주요·수단으로·활용하되고·있다.·

2017년에·큰·피해를·준·WannaCry,·Locky,·Erebus와·같은·대부분의·랜섬웨어·또한·메일을·통해·유포되었다.·

이러한·악성·메일도·프로그램을·통해·송신되기·때문에·스팸·메일과·동일하게·고유의·패턴이·존재한다.·즉·악성·메일

의·패턴·분석을·통해·악성·메일을·탐지할·수·있다는·뜻이다.

이러한·악성·메일에·대응하는·방법은·크게·두·가지로·하나는·메일·사용자들이··‘의심스러운·메일의·첨부파일·및·URL·

접근금지’와·같이·조심하는·것이고,·나머지·하나는·‘스팸·메일·차단·솔루션’을·이용하여·악성·메일을·차단하는·방법·

이다.·일반적으로·스팸·메일·차단·솔루션을·통해서·스팸·메일의·70~90%는·차단이·가능하다고·알려져·있지만·

“돼지·목의·진주목걸이”라는·말처럼·솔루션의·구매보다·솔루션의·활용이·더·중요하다.·

개요01.

보안관제센터 보안분석팀 조혁주

실제로·한·기관에서·도입한·스팸·메일·차단·솔루션의·스팸·메일·탐지·유형별·통계를·확인한·결과,·다음·그림과·같이·

솔루션의·기본·기능에·의해·탐지된·‘바이러스’,·‘APT’,·‘송·수신자’의·통계·수치가·관리자가·직접·작성한·‘컨텐츠’·

통계·수치보다·낮은·탐지율을·보였다.·해당·기관은·관리자가·스팸·메일·차단·솔루션의·차단·필터·정책을·추가로·작성

하여·많은·스팸·메일을·줄일·수·있었다.

[그림 4-1] 특정 기관의 스팸 메일 탐지 유형별 통계 (17년도 하반기)

이번·호에서는·위와·같이·기업에서·발생하는·스팸·메일·패턴을·분석하고·스팸·메일·차단·솔루션의·필터·정책을·수립

하여·기업의·스팸·메일을·통한·악성코드·감염·및·정보·유출을·줄이고자·한다.

스팸·메일을·분석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메일·헤더를·이해하고·있어야·한다.·특히·메일·전송·경로를·파악하는데·

도움을·주는·Received·헤더,·송·수신자·정보의·From과·To·헤더는·스팸·메일·분석을·하는데반드시·필요한·정보이다.·

메일·헤더는·전송될·때·필요에·따라·추가된다.·다음·표는·일반적으로·생성되는·주요·메일·헤더를·나타낸다.

사전 지식02.

1) 메일 헤더

번호 메일 헤더 설명

1 From 메일의송신자이름 및 계정 정보

2 To 메일의수신자이름 및 계정 정보

3 Cc 메일의참조자이름 및 계정 정보

4 Bcc 메일의숨은 참조자이름 및 계정 정보

5 Subject 메일 본문의제목

6 Reply-To 수신자가회신할이름 및 계정 정보

7 Date 수신자가메일을수신한날짜 및 시간

8 Received 송신된메일이어떤 경로를통해서 전송되었는지의기록(위의기록이가장 마지막경로)

9 Return-Path 메일 전송이실패할경우 반송될 계정 정보로서일반적으로MTA에서송신자의메일 주소 입력

10 Message-ID 메시지서버에서부여하는메일의 식별 번호

11 X·Header MIME·형식을따르지않은 비표준헤더로서임의로붙여지는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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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음란물, 금융사기, 일반 광고, 피싱과 같은 스팸 메일

스팸·메일은·음란물,·금융·사기,·일반·광고,·피싱·사이트·유도와·같은·악성·메일이·해당된다.·음란물·스팸·메일은·

성적·호기심을·자극하고·금융·사기·스팸·메일은·금전적·호기심을·자극한다.·피싱·메일은·상호간의·신뢰를·기반으로·

상대방을·속이는·메일을·의미한다.·거래처로·위장하여·메일을·전송하거나·위조된·악성·링크,·악성코드가·포함된·메일

이·피싱·메일에·해당된다.

모든·스팸·메일은·프로그램을·통해·불특정·다수에게·송신되고·있다.·최근에는·스팸·메일에·바이러스,·웜,·피싱,·스파이

웨어,·Adware·등이·포함되고·있어·더욱·더·주의가·필요하다.

2) 스팸 메일 유형

특히,·송신자·헤더를·사칭하여·정상적인·메일인·것처럼·무작위로·전송하는·피싱·메일은·스팸·메일의·절반·이상을·차지

하고·있다.·근래의·피싱·메일은·단순·사기에만·이용되지·않고·스피어피싱,·APT·공격·등으로·이용되고·있다.·국내에서·

스팸·메일·차단·솔루션을·제공하고·있는·지란지교·시큐리티의·‘2015년·악성코드·유포·경로·통계’에·따르면·전체·악성

코드의·55.7%가·메일의·첨부파일,·악성링크와·같은·피싱·메일을·통해·유포된다고·한다.

악성코드·및·악성링크가·메일을·통해·가장·많이·유포되고·있는·이유는·접근하기·쉽고,·상호간의·신뢰를·악용할·수·

있으며·확산성이·용이하기·때문이다.·이러한·이유로·다음·‘악성·메일을·이용한·피해·사례·통계’와·같이·최근·이슈되고·

있는·보안·위협의·대부분이·악성·메일로·인해·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그림 4-3] Top 5 변종 악성코드와 유입채널로 본 이메일 위협 – 악성코드 유포 경로 *출처 : 지란지교

[그림 4-4] Top 5 변종 악성코드와 유입채널로 본 이메일 위협 - 피싱 메일을 통한 피해 통계 *출처 : 지란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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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기업에서는·스팸·메일·위협에·대응하기·위해·스팸·메일·차단·솔루션을·활용한다.·솔루션은·송·수신자·

메일·계정·및·IP,·악성코드·패턴·정보,·메일·임계치·등을·기준으로·스팸·메일을·탐지한다.·실시간으로·벤더에서·

가지고·있는·패턴·정보를·솔루션에·업데이트하여·스팸·메일을·탐지하게·되는데·패턴에·만족하지·않는·스팸·메일은·

수신자에게·그대로·전송되는·‘미탐’이·발생하게·된다.

솔루션이·탐지하지·못한·스팸·메일은·사용자가·탐지·패턴을·정의하여·대응할·수·있다.·탐지·패턴은·메일·헤더·전체에·

대해서·정의할·수·있기·때문에·정상·메일과·스팸·메일의·메일·헤더를·확인할·필요가·있다.·다음은·솔루션에서·확인한·

정상·메일과·지속적으로·발생하였지만·탐지되지·않은·스팸·메일의·헤더·정보를·나타낸다.

스팸 메일 패턴 분석03.

[그림 4-5] 탐지되지 않고 그대로 전송된 스팸 메일

[그림 4-6] 정상메일과 스팸메일의 메일 헤더 비교

Received: from [211.115.217.248] ([211.115.217.248]) 
by spam.xxxxx.com ([x.x.x.x]) 
with ESMTP id 1511494391.600567.140133199570688.spam
for <xxxxx@xxxxx.com>; 
Fri, 24 Nov 2017 12:33:11 +0900 (KST) 

Subject: =?utf-8?B?64m07Iqk66CI7YSwICgxMeyblCAyNOydvCDquIjsmpTsnbwp?=
To: "=?utf-8?B?7J6l7KCV7JykIA==?=" <jennifer@igloosec.com>
From: "=?utf-8?B?6rWt7ZqM64m07Iqk?=" <yss6699@daum.net>
Reply-To: <yss6699@daum.net>
Date: Fri, 24 Nov 2017 12:30:52 +0900
Message-ID: <6A656E6E696665724069676C6F6F7365632E636F6D-2287530@senda.ozmailer.com>
Content-Type: text/html;

Received: from [138.201.146.165] ([138.201.146.165]) 
by spam.xxxxx.com ([x.x.x.x]) 
with ESMTP id 1511219148.199872.140133195368192.spam
for <xxxxx@xxxxx.com>; 
Tue, 21 Nov 2017 08:05:48 +0900 (KST) 

Received: from hapi.hosting-mexico.net ([74.63.251.42])
by mx35.antispamcloud.com with esmtps (TLSv1.2:ECDHE-RSA-AES256-GCM-

SHA384:256)
(Exim 4.89)
(envelope-from <paulina.marin@maqpeque.com.mx>)
id 1eGv6A-0000yT-8X
for xxxxx@xxxxx.com; Tue, 21 Nov 2017 00:03:30

Date: Mon, 20 Nov 2017 17:03:27 -0600
From:  <paulina.marin@maqpeque.com.mx>
To: xxxxx@xxxxx.com
Message-ID: <40671925623.2017112023327@xxxxx.com>
Subject: #35689850 Invoice secondary Notice
Content-Type: multipart/mixed; boundary="----=_NextPart_000_0043_C71516E2.39CE7E9B"

1) To 헤더

[그림 4-7] To 헤더의 계정 이름이 포함되는 시기(정상 메일)

정상적인·메일에서·To·헤더에는·계정·이름이·포함될·수도·있고,·포함되지·않을·수도·있다.·To·헤더의·계정·이름은·메일·

송·수신·이력이·존재했던·수신자에게·메일을·보낼·때·포함된다.·상호·간에·메일·송·수신이·없다면·정상적으로·계정·

이름이·포함되지·않는다는·것이다.·다음·그림을·통해·To·헤더에·계정·이름이·포함되는·시기를·알·수·있다.

스크립트나·프로그램을·통해·송신되는·스팸·메일·대다수의·To·헤더에는·계정·이름·정보가·포함되어·있지·않다.

기업에·따라서·수신되는·스팸·메일·유형은·차이가·있을·수·있지만·분석에·이용된·솔루션에서는·스팸·메일의·메일·헤더가·

정상·메일과는·다르게·To·헤더와·Reply-To·헤더의·차이가·있는·것을·확인하였다.·스팸·메일의·메일·헤더들은·회신·주소를·

나타내는·Reply-To·헤더가·없거나·“noreply“·값으로·설정되어·있었고,·To·헤더에는·계정·이름이·존재하지·않았다.

My name is 
Dayoung,Oh

IGLOOSEC
IGLOOSEC is name of 
igloosec@igloosec.com

Dayoung,Oh

From: IGLOOSEC <igloosec@igloosec.com>
To: <ody1234@jungguda.com>

From: Dayoung,Oh <ody1234@jungguda.com>
To: IGLOOSEC <igloosec@igloosec.com>

Dayoung,Oh

From: IGLOOSEC <igloosec@igloosec.com>
To: Dayoung,Oh <ody1234@jungguda.com>

What is name of 
ody1234@jungguda.com??

Dayoung,Oh is name of 
ody1234@junggu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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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Reply-to 헤더에 포함된 정보에 의하여 회신 시 받는사람 자동 지정(정상 메일)

2) Reply-To 헤더

Reply-To·헤더·값에는·회신(답장)·받을·주소가·포함된다.·Reply-To·헤더가·없는·메일은·기본적으로·From·헤더

의·값이·Reply-to·헤더·역할을·하게된다.·일반적으로·Reply-To·헤더가·존재하지만·From·헤더·값과·다른·경우에는·

DoS·공격을·의심해·보아야·한다.·회신한·메일이·Reply-To·헤더의·사용자에게·보내지기·때문이다.

스팸·메일·스크립트나·프로그램에는·Reply-To·헤더를·생성하는·기능이·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대다수의·스팸·

메일은·Reply-To·헤더를·포함하고·있지·않다.·Reply-To·헤더는·있지만·“noreply”·계정과·같은·발신·전용·계정이·

포함되는·경우도·있다.

IGLOOSEC
RE: Dayoung,Oh 입니다.

받는 사람 Dayoung, Oh <ody1234@jungguda.com>

[그림 4-9] 차단 필터 적용 전, 후 

<Before> <After>

스팸 메일 탐지04.

위의·차단·필터를·적용한·결과,·동일한·유형의·스팸·메일은·모두·차단할·수·있었지만·업무에·필요한·정상·메일도·탐지하는·

‘오탐‘이·발생하였다.·보안·관점에서는·정상·메일이·‘오탐’되는·것보다·스팸·메일·유입이·보안·위협에·대한·우선순위가·

높기·때문에·스팸·메일·필터를·우선·차단한·후·‘오탐’에·대한·예외·처리를·적용해야·한다.

※·해당·솔루션은·64byte까지의·정규식만·입력·가능하였음

메일 헤더에 적용된 정규 표현식 AND 조건 설명(예)

^(?i)To:\s*[\<\"]?[a-zA-Z0-9-_\.]+\@[a-zA-Z0-

9-_\.]+[\>\"]?\s?$
포함되고

To 헤더에 이름이 없는 메일 계정만 있을 경우

To: <xxxxx@xxxxx.com>

^(?i)To:\s*\"?([a-zA-Z0-9-

_\.@]+\s*){1,3}\"?\s*\<.+\@.+\>\s?$
포함되지 않고

To 헤더에 영문 이름이 포함된 경우

To:·“ody1234”·<xxxxx@xxxxx.com>

^(?i)To:\s*\"?\=\?.+\=\s*\"?\s*\<.+\@.+\>\s?$ 포함되지 않고
To 헤더에 인코딩된 이름이 포함된 경우

To:·=?utf-8?B?7KGw7ZiB7KO8?=·<xx@xx.com>

^(?i)Reply-To:

^(?i)Reply-To:\s*((noreply|no-reply).)+
포함되지 않고 Reply-To 헤더가 없거나, noreply가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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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Note 스팸 메일 패턴 분석 및 탐지 방법

[그림 4-10] 차단 필터 적용 후 증가한 스팸 메일 탐지 건수

[그림 4-11] ‘오탐’ 메일 예외 처리

11월·21일·차단·필터를·정용한·후·스팸·탐지·통계를·확인한·결과,·적용한·이후·탐지한·스팸·메일·건수가·폭발적으로·

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가끔·탐지된·스팸·메일·중에서·정상·메일(오탐)이·확인되었다.·오탐된·메일·유형은·‘솔루션·알림·메일’,·‘라이선스·발급·

확인‘·등과·같은·메일이었으며·예외처리를·진행하여·정상·메일로·처리할·수·있다.·다음과·같이·관리자·이외의·일반·

사용자도·탐지된·메일에·대한·예외·처리를·진행할·수·있다.

참고자료05.

 · 지란지교 - Top 5 변종 악성코드와 유입채널로 본 이메일 위협

    - http://mi.jiransecurity.com/wp-content/uploads/secu_graphic_2.jpg

 · Hojung’s Lab - 메일 헤더 분석

   - 

 · Email Header Trace

    - https://www.ip-adress.com/trace-email-address

http://www.ylabs.co.kr/index.php?document_srl=6020&mid=board_centos&search_

target=regdate&search_keyword=201009&sort_index=readed_count&order_

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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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Bluetooth) 발전과 앞으로의 과제

개요01.

최근·대중교통을·이용하다·보면·대다수의·사람들이·저마다의·개성·있는·장치를·귀에·꼽은·채·출퇴근·하는·모습을·볼·수·

있다.·바로·아래·[그림·5-1]과·같은·무선·이어폰인데,·이어폰·뿐·아니라·블루투스(Bluetooth)·스피커·또한·선이나·별도

의·장치·없이·무선으로·연결하여·시간적,·공간적·제약을·받지·않고·기기를·이용할·수·있기·때문에·대중들의·많은·관심을·

받고·있다.

이러한·무선·기능을·활용하는·블루투스·기능이·사용자들에게·인기·있는·가장·큰·이유는·거추장스러운·선이·없기·때문·

이다.·그러나·이런·이유·말고도·블루투스는·여러가지·장점이·존재한다.·저전력으로·사용할·수·있어·배터리에·큰·

부담이·없고·적외선과·다르게·벽이나·가방·등을·통과하여·전송·될·수·있어·연결·상황을·육안으로·확인할·필요가·없다.·

또한·주파수·특성상·전·방향으로·신호가·전송되므로·각·장치를·연결하기·위해·일정한·각도를·유지할·필요가·없기·

때문에·장애물이·있어도·신호를·주고·받을·수도·있고·전·세계·수많은·국가가·블루투스·표준·규격을·준수하기·때문에·

어디서나·같은·기술을·사용할·수·있다는·점도·장점일·것이다.

하지만·우리가·이렇게·많이·사용하는·블루투스는·과연·안전할까?·블루투스에·대한·보안·위협이·꾸준히·지속되고·있는·

와중에·최근·블루투스·취약점인·‘블루본(BlueBorne)이·나타나면서·무선·취약점에·노출되어·있는·것이·널리·알려·

졌다.·따라서·이번·호에서는·블루투스·기능과·관련된·보안·위협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그림 5-1] 시중에 많이 쓰이는 블루투스 이어폰 *출처-지마켓,위메프

보안관제센터 보안분석팀 김유진

먼저·블루투스(Bluetooth)의·정의를·알아보자면,·블루투스(Bluetooth)란·휴대폰,·노트북,·이어폰·등·휴대기기를·

서로·연결하여·정보를·교환하는·근거리·무선·기술로·1초당·24MB를·전송·할·수·있으며·주로·10미터·안팎의·단거리·

에서·저전력·무선연결이·필요할·때·쓰이는·근거리·무선·통신·국제·표준이다.

블루투스의·무선시스템은·ISM(Industrial·Scientific·and·Medical·equipment·:·공업용,·과학용,·의료용·등으로·

사용하는·고주파·설비)·주파수·대역인·2402-2480MHz,·총·79개·채널을·사용한다.

또한·여러·시스템들과·같은·주파수·대역을·사용하기·때문에·시스템간·전파·간섭이·생길·우려를·대비해·주파수·호핑·

방식을·취하는데·주파수·호핑이란·많은·수의·채널을·특정·패턴에·따라·빠르게·이동하며,·패킷을·조금씩·전송하는·

기법으로·블루투스는·할당된·79개·채널을·1초당·1600번·호핑하여·많은·블루투스·기기가·고유의·주파수를·가짐에도·

엉키거나·간섭이·발생하지·않고서·정보를·주고받을·수·있게·도와주게·된다.

블루투스는·기기간·마스터(Master)와·슬레이브(Slave)·구성으로·연결되는데·마스터·기기가·생성하는·주파수·호핑에·

슬레이브·기기를·동기화·하지·못하면·통신이·이루어·지지·않는다.··예를·들어,·블루투스를·지원하는·스마트폰과·블루

투스·헤드셋을·연결하게·되면·스마트폰이·마스터,·헤드셋이·슬레이브가·된다.

·헤드폰·전원을·켜고·스마트폰의·블루투스·기능을·활성화하게·되면·주변의·모든·블루투스·기기를·탐색하게·되고,·

그·중에서·연결을·원하는·헤드폰·모델을·설정하면·바로·연결이·되는·것으로·이·과정을·두·기기를·한·쌍으로·묶는다는·

의미를·가진·'페어링(Pairing)'·이라고·한다.·

[그림 5-2] 마스터(Master)와 슬레이브(Slave) 관계(페어링)

Bluetooth란 ? 02.

1) Bluetooth 동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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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버전 별 특징 비교

초창기·블루투스인·1.0은·주파수·대역에서·비어있는·채널을·찾아·데이터를·전송하고·이로·인해·기기간·충돌을·줄이

게끔·만들어졌다.·1.1/1.2에서는·1.0의·많은·문제점들을·수정하고,·비암호화·채널을·지원함으로써·발전하는·모습이·

보여졌다.·초창기에·전송속도가·최대·1Mbps에·불과했기·때문에·고품질·음악이나·동영상과·같은·대용량·데이터를·

전송하기에는·부족했다.·2.0으로·들어서면서·평균·3배·최대·10배의·데이터·전송·속도로·향상되었다.·

그·후·시간이·지나면서·속도와·전력이·집중적으로·발전했고·블루투스·4.0이·출시되면서·LTE·무선으로·간섭현상을·

줄여·연결이·끊어져도·자동으로·재연결이·가능하게·했으며·저전력으로·무선·통신을·하는·기술인·‘블루투스·LE(Low·

Energy)’가·개발되었다.·이·때·웨어러블·기기를·비롯해·대부분·스마트·기기들에·블루투스·LE(Low·Energy)·방식이·

탑재되어·블루투스·시장이·급속도로·성장했다.·또·가장·최근에·주변·기기는·물론·사물인터넷(IoT)를·타겟으로·개발된·

블루투스·5.0버전까지·공식·발표되는·등·꾸준히·발전해왔다.

2) Bluetooth의 발전  

속도 소비전력 보안성 특징

1.x 0.1MB/s

2.0/EDR 0.3MB/s 1대 다수연결

2.1/EDR 0.4MB/s

3.x 3MB/s 속도 향상

4.x 1MB/s
저전력 무선통신 기술 블루투스

Low·Energy(LE)·개발

5.0 2MB/s 적어짐 좋아짐 블루투스 메시 기술 발표

[그림 5-3] 저전력 블루투스 사용분야

블루투스가·저전력·무선통신·기술(블루투스·LE)까지·발달해오면서·현재·블루투스를·이용하는·기기는·[그림·5-3]과·

같이·모바일,·스마트TV,·차량,·PC,·카메라,·스마트·워치,·스마트·냉장고,·장난감·등·사용분야가·다양해져·우리의·생활·

속·깊이·스며들었다.

현재·무선·오디오·시장은·일대일로·연결하는·블루투스·기술을·중심으로·이루어져있고,·일대다,·다대다·연결을·함께·

지원하는·블루투스·LE는·웨어러블·디바이스,·키보드나·마우스·등·PC·주변·디바이스에·많이·사용되고·있다.·한·시장·

조사·연구·기관에·따르면·일대일·블루투스·기술·기반의·기기가·2016년·한·해·동안·6억·5,000만·개가·판매됐고·

블루투스·LE·기반·디바이스는·약·5억·개가·판매됐다고·알려졌다.·또한·2022년에는·각각·10억·개,·15억·개·수준으로·

전망했다.

3) Bluetooth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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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기술이·발전함에·따라·블루투스·기술을·활용하는·수많은·스마트·기기들이·생겨나고·있다.·하지만·이러한·

발전에도·불구하고·보안·부분은·아직·미흡하다.·최근에는·블루투스·기능을·악용하여·내부·정보를·탈취하거나·접근·

권한을·획득하여·원격·조정할·수·있는·다양한·취약점들이·발견됨에·따라·아직까지·블루투스·기술은·보안에·취약하다

는·평가가·많다.·[표·5-2]는·블루투스·기능을·악용한·대표적인·공격·기법이다.

지난·2011년에·발표된·MS·정기·보안업데이트·중·블루투스·스택에서·발생하는·취약점으로·인해·특수하게·조작된·

블루투스·패킷을·전송할·경우·원격코드가·실행될·수·있다는·취약점에·대한·내용이·있었다.·이는·Windows의·많은·

버전에·영향을·끼칠·수·있고·공격자가·이·취약점을·이용해·시스템에·대한·완전한·권한을·획득할·수·있는·취약점이었다.·

가장·최근·알려진·‘블루본(BlueBorne)’·취약점은·공격자가·블루투스가·활성화·되어있는·장치에·페어링·하지·않아도·

장치를·제어할·수·있는·취약점이다.·이·취약점을·악용하면·블루투스·기능이·있는·기기에·해당·기능을·켜두기만·

해도·공격자가·원격·제어·권한을·가질·수·있다.·이·때·공격자는·표적·기기의·데이터를·훔쳐보거나·통신을·도청하고,·

바이러스를·설치해·블루투스·연결·주변·기기에·연쇄적으로·감염시키는·등의·위협을·가할·수·있다.·

Bluetooth의 위험성03.

기법 설명

Bluesnafing
장치 내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하는 것을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일정표, 전화번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에 접근

Bluebugging 블루투스 지원 장치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 하여 휴대폰 원격 조종

Bluejacking 블루투스 지원 모바일 기기에 스팸 또는 피싱 공격을 시도하는 메시지나 파일 전송

Car Whisperer 핸즈프리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도청 또는 공격

DoS공격 블루투스 지원 단말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정상적인 사용 방해

[표 5-2] 블루투스 기능을 악용한 공격 기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블루본에·영향을·받는·블루투스·기기가·53억대·이상으로·추정되고·있다며·블로그·

보안공지를·통해·예방·방법에·대해·포스팅하고·아래·[그림·5-4]와·같이·위험성을·강조했다.

[그림 5-4] 블루본(BlueBorne) 취약점 보안공지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아래·[표·5-3]은·블루본·취약점에·할당된·CVE와·그에·대한·내용이다.

구분 설명

CVE-2017-0781
• 안드로이드 BNEP(Bluetooth·Network·Encapsulation·Protocol,·테더링)에서 발생하는 원격

코드실행 취약점

CVE-2017-0782
• 안드로이드의 BNEP·PAN(Personal·Area·Networking,·IP기반 장치간 네트워크 연결)·프로필

에서 발생하는 원격코드실행 취약점

CVE-2017-0783 • 안드로이드의 블루투스의 PAN·프로필에서 발생하는 Man-in-the-Middle·공격 취약점

CVE-2017-0785 • 안드로이드 SDP(Service·Discovery·Protocol,·주변 장치 식별)에서 발생하는 정보노출 취약점

CVE-2017-8628 • 윈도우의 블루투스 드라이버에서 발생하는 스푸핑 취약점

CVE-2017-1000250 • 리눅스 블루투스 스택(BlueZ)에서 발생하는 정보노출 취약점

CVE-2017-1000251 • 리눅스 커널 원격코드실행 취약점

CVE-2017-14315 • 애플의 Low·Energy·오디오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원격코드실행 취약점

[표 5-3] 블루본(BlueBorne) 취약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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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기능을·악용한·공격방법과·취약점들은·이·외에도·아주·다양하다.·차량용·블루투스·자동·등록·기능을·악용

한·해킹이·발견되기도·했다.이·취약점은·차량·블루투스·MAC·주소와·기기정보를·확인한·후·해당·차량의·블루투스·

자동·등록·기능을·이용하여·블루투스·주소로·해킹용·스마트폰·등록을·유도하면·인증·절차가·없어·비인가된·기기를·등

록할·수·있는·것이다.·이렇게·공격자가·비인가된·기기를·등록하게·되면·이후·타겟·차량에·음성이나·텍스트·메시지를·

보낼·수·있게·된다.

그·동안의·블루투스·해킹·사례는·자동·등록·기능처럼·기기간·페어링·절차·시·PIN을·요구하지·않거나·인증·절차가·없는·

경우가·많았다.·그러나·IoT·기술이·발전함에·따라·블루투스·기기에·암호화·기술이·활용되고·있고·이러한·암호화·기술의·

취약점을·이용한·공격도·많아질·것으로·보인다.·블루투스·기반·홈·자동화·기기·중·하나인·스마트·잠금·장치는·스마트폰·

앱과·잠금·장치·간에·전송할·때·쓰이는·암호화의·취약한·부분을·이용하면·잠금·장치를·해제할·수·있고,·블루투스·자전거·

잠금·장치도·중간자·공격·시도가·가능한·것으로·연구되었다.

[그림 5-5] 해킹된 차량 블루투스 *출처 : norma 전자신문

마무리04.

앞서·생활·속·깊이·스며들어·있는·블루투스·기능과·위험성에·대해·알아보았다.·블루투스·기술의·발전에·따라·사용자

들은·무선·연결의·편리함을·얻었다.·하지만·블루투스를·이용한·무선·기술들은·불특정·다수의·기기들과·데이터·수신을·

하기·때문에·자동차·해킹과·같이·사용자·본인도·모르는·채·해킹을·당하는·등·다양한·보안·위협에·노출되어·있다.·

이러한·블루투스·취약점에·대해·현재·밝혀진·대응방안은·해당·기능을·사용하지·않을·때는·기능을·꺼두고,·보안·업데

이트를·적용하는·방법만이·존재한다.·그러나·이러한·대응방안은·사용자들의·지속적인·관심을·요구한다.·즉·언제·터질

지·모르는·폭탄과·같은·잠정적·취약점이·존재할·수·밖에·없다.

기술이·발전함에·따라·향후·모바일·기기·또는·IoT·기기·와·같은·스마트·기기에·어떤·취약점이·나타날지·예상할·수는·

없다.·그러나·다행인·것은·이번에·밝혀진·블루본(BlueBorne)·취약점으로·인해·많은·기업과·사용자들이·블루투스의·

위험성에·대해·알게·되었을·것이다.·블루투스·기능은·이미·내·가족이·타는·자동차,·아이가·가지고·노는·장난감,·

다양한·추억이·담긴·카메라·등·다양한·기기에·활용되고·있음으로·사용자·또한·위험성을·인지하고·조금·더·관심을·

가지고·살펴봐야·할·것이다.

참고자료05.

·· 블루투스(Bluetooth)·원리와·이해

·· [카드뉴스]·블루투스,·해킹에·노출되다

·· 운전·중·해커·협박?...차량용·블루투스·취약점·노출

·· BlueBorne(블루본)·블루투스·취약점·-·안드로이드,·윈도,·iOS,·리눅스,·IoT

·· 새로운·저전력·블루투스(BLE)·기술·:·Flooding·Mesh

·· 블루투스,·개인·넘어·IoT·신시장·개척·나서

·· BlueBorne·블루투스·공격·관련·보안·업데이트·권고

·· 2011년·7월·MS·정기·보안·업데이트·권고

·· 의외로·쉽게·열리는·블루투스·스마트·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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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경계를 가늠할 수 없는 복합적인 보안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외부 위협 정보와 기업 내부

의 위협 요인 파악에 초점을 둔 선제적인 방어 체계 마련 필요 

 · 보고서 발표를 기념해, 12월 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글루시큐리티 홈페이지에서 ‘정보보안 모의고사’ 이벤트 진행

이글루시큐리티,

‘2018년 보안 위협·기술 전망 보고서’ 발표

[2017년·12월·07일]·차세대·통합보안관리·선도기업·㈜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이득춘,·www.igloosec.co.kr)는·

2018년·보안·위협에·대한·주요·예측을·담은·‘2018년·보안·위협·기술·전망·보고서’를·7일·발표했다.·이글루시큐리티·보안

분석팀의·예측에·기반해·올해·6번째로·작성된·이번·보고서에는·2018년·발생할·주요·사이버·보안·위협과·더불어·이에·대응

하기·위한·보안·기술과·방법론이·함께·제시되었다.·

이글루시큐리티·보안분석팀은·적응형·학습에·기반해·탐지·시스템을·우회하는·신·변종·악성코드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

하고,·알려지지·않은·취약점을·악용하거나·신뢰받는·소프트웨어·개발·공급·과정에·침투하는·등·방어자의·허를·찌르는·

복합적인·보안·위협·역시·더욱·늘어날·것으로·내다봤다.·그리고,·이에·맞서는·방어자들은·외부·보안·위협·정보와·더불어·

공격자가·노릴만한·기업의·위협·요인을·파악하고·이를·보완하는·데·초점을·둔·보다·능동적인·보안·방법론을·필요로·하게·될·

것이라고·전망했다.·

한편,·이글루시큐리티는·‘2018년·보안·위협·기술·전망·보고서’·발표를·기념해,·6일부터·내달·1일까지·‘정보보안·모의·

고사’·경품·이벤트를·진행한다.·이글루시큐리티·홈페이지·(www.igloosec.co.kr)를·방문해,·정보보안·수칙이·담긴·2018년·

시큐리티·화면보호기를·다운받고·매주·1회·출제되는·모의고사·문제를·맞추면·응모·자격이·부여된다.·이벤트·참여자·중··

총·40명을·추첨해·치킨·상품권을·증정하며,·당첨자·발표는·매주·목요일·이글루시큐리티·홈페이지를·통해·이뤄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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