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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기타

·· 클라우드·확산·대책·마련·위한·민관·합동·태스크포스·‘SW,·구름타고·세계로’·구성·

·· 국내·중소·벤처·기업을·대상으로·개발·핵심·인프라를·지원하는·‘AI·오픈·이노베이션·허브’·개

방

·· 총·365억·원·규모의·‘2018년·클라우드·산업·육성·예산’·확정·

·· ‘2018년·공공부문·클라우드·컴퓨팅·수요·조사’·결과·발표

·· 공공·금융기관·공인인증서·사용·의무화·폐지·

·· 인공지능과·블록체인,·로봇에·중점·둔·‘2018년도·인터넷·10대·이슈·전망·보고서’·발표

·· ‘2018·개인정보보호·7대·이슈’·보고서·공개·

·· ‘클라우드·보안·실증·및·보안서비스·개발·지원사업’·확대·지원·

·· ‘중소기업·대상·정보보호·지원제도·설명회’·개최·

·· ‘2017년·하반기·악성코드·은닉사이트·탐지·동향·보고서’·발표

·· 4차·산업혁명·시대를·선도하는·정책과제·발굴을·위해·‘미래정책연구실’·신설

··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조치를·미흡하게·운영한·가상화폐·거래사이트·8개·사업자에게·총·

1억·4,100만원의·과태료·처분·

··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8년·주목해야·할·전자정부·10대·유망·기술·발표·

·· 행정안전부,·‘2018년·전자정부지원사업·사업설명회’·개최…73억·원의·예산이·투입된·인공지능·

기반·차세대·보안·시스템·구축·예고·

·· 국방부,·‘2018년도·국방정보화사업·통합설명회’·개최…정보보호·항목·중·네트워크·보호와·

사이버·대응·예산·증가·

·· 행정안전부,·2018년·30대·공공·웹사이트에서·액티브X·제거·

·· 행정안전부,·올해·7월부터·공공·아이핀·서비스·중단

·· 중소벤처기업부,·기술력·있는·중소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위한·‘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실시·

·· 가상화폐·정책,·국무조정실이·총괄

·· 서울시.·2018년·정보화사업·예산·계획·발표…정보화사업·842개에·총·2,121억·원·투자

·· 금융위원회,·‘가상화폐·투기근절을·위한·특별대책·중·금융부문·대책·시행’·발표

‘내 가상화폐를 채굴해줘~’…한국 사용자 노린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 주의보 ▶

‘귀신들린 스마트 스피커?’…단순한 장난을 넘어 물리적인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어 ▶

한국 노린 악성HWP 공격, 더 교묘해졌다…’그룹 123’, 유창한 한국어로 사이버 공격 감행▶

‘모바일 기기가 살아있다’…사생활 엿보는 모바일 스파이웨어  주의보 ▶

·· 가상화폐·가치가·급격히·상승함에·따라,·공격자들이·랜섬웨어·대신·가상화폐·채굴·기능을·가진·악성코드를·지속적으

로·유포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보안업계에·따르면,·2016년부터·한국·사용자들을·대상으로·‘비너스·로커’·랜섬웨어·

공격을·감행했던·해커가·작년·11월부터는·가상화폐·모네로·채굴·기능을·포함한·악성코드를·스피어피싱·형태로·

유포하고·있는·것으로·드러남

·· 이들은·다른·가상화폐에·비해·추적이·어려워·높은·익명성이·보장되는·‘모네로’·채굴을·유도하고·있는데,·채굴·악성·

코드에·감염되면·시스템·자원·부족으로·PC·속도가·현저히·느려지게·됨

·· 실제로·웹사이트에·공개된·간호사·채용·공고에·대해·이력서로·위장한·악성·메일을·보내거나,·중고·물품·판매자에게·

구매·의사가·있다는·내용으로·수신인·맞춤형·악성·이메일을·보낸·사례가·발견되어,·사용자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트렌드마이크로에·따르면,·‘소노스(Sonos)’,·‘보스(Bose)’·스마트·스피커·일부·모델이·원격에서·제어될·수·있는·보안·

취약점을·가지고·있는·것으로·확인됨

·· 공격자는·IoT·검색엔진인·엔맵(NMap)과·쇼단을·통해·원격·제어·취약점이·있는·스마트·스피커를·찾아낸·뒤,·스피

커가·제공하는·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이용해·‘판도라’,·‘스포티파이’·등의·스트리밍·음악·

서비스·계정·이름과·이메일,·와이파이·네트워크·등·세부·정보를·추출하고·있는·것으로·드러남

·· 공격자는·한·밤·중에·문·긁는·소리,·유리창이·깨지는·소음·등·사용자를·놀래·킬·수·있는·특정·오디오·파일을·재생하거나,·

음악·추천·등·사회공학적·수법을·동원한·악성·이메일을·보내·PC와·스마트폰까지·악성코드에·감염시키고·있었음

·· 해당·스피커를·제어하면·근처에·있는·인공지능·비서·‘아마존·에코’나·‘구글홈’에게까지·명령을·내릴·수·있어·사용자의·

각별한·주의가·요구됨

·· 한국·사용자를·겨냥한·‘악성HWP·문서·취약점·기반·공격’·기법이·한층·더·교묘해지고·있어·사용자의·주의가·요구됨

·· 시스코의·보안·인텔리전스·그룹인·탈로스에·따르면,·해킹조직·‘그룹·123’이·작년에·이어·올해도·한국을·표적으로·한·

사이버·공격을·전개하고·있는·것으로·드러남

·· ‘그룹·123’은·작년부터·올해·1월까지·총·6건의·공격을·수행했는데,·이·중·‘골든타임’,·‘사악한·새해’,·‘북한·인권’,·‘2018년·

사악한·새해’로·명명된·총·4건의·공격은·자연스러운·한국어로·작성된·HWP·포맷·악성문서를·이용한·스피어피싱·형태로·

한국·사용자를·타깃으로·하고·있었음

·· 탈로스는·‘그룹·123’이·앞으로도·활발한·활동을·펼칠·것이며,·현재로서는·한국이·주요·공격·대상이라고·강조함

·· 모바일·기기의·오디오·녹음과·영상·녹화·기능을·제·멋대로·작동시키는·안드로이드·악성코드·‘스카이고프리

(Skygofree)’가·발견되어·안드로이드·모바일·기기·사용자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스카이고프리’는·정교한·회피·기술로·안드로이드·최신·버전에서도·탐지망을·피해가고,·지정된·위치에서·오디오·

녹음을·시행하는·등·강력한·스파이기능을·갖춘·것으로·나타남

·· 차기·회장에·이민수·한국통신인터넷기술·대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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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검색할 땐 주의하세요!’…가상화폐 거래소 검색 사용자 노린 피싱 
공격 주의보 

▶ 가상화폐 정책, 국무조정실이 총괄한다▶

‘공인인증서 제도’ 역사 뒤안길로…새로운 형태의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 될 전망▶

‘올림픽 로또 응모하세요?’…평창 동계올림픽 이용한 사이버 공격 주의보 ▶

한국인터넷진흥원, 2월 1일자로 조직개편과 인사 단행…원장 직할 ‘미래정책연구실’ 신설 ▶

글로벌 IT 기업, 앞다퉈 사이버보안 사업 강화…보안 시장에 미칠 영향은? ▶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해킹으로 580억엔(한화 약 5,700억 원) 상당의 뉴이코
노미무브먼트(NEM) 코인 유출 

▶

·· 구글에서·가상화폐·거래소를·검색하는·사용자를·노린·피싱·공격이·발견되어,·사용자의·주의가·요구됨

·· 공격자들은·사용자가·구글에서·요빗(Yobit),·코빗(korbit)·등의·가상화폐·거래소를·검색할·시,이를·사칭한·피싱·사

이트가·구글·검색·결과·상단에·노출되게·하는·방식으로·피싱·사이트·접속을·유도하고·있음.·해당·피싱·사이트에·구

글·‘광고’라는·표시가·달려·있고·구글·크롬이·안전하다고·표시하는·인터넷·통신·프로토콜·‘https’를·사용하고·있는·

까닭에·사용자가·쉽게·넘어갈·가능성이·높음

·· 과거의·피싱·사이트가·'.net'이나·'.com'을·다른·것으로·바꾸는·속임수를·주로·사용했던·것과·달리·최근의·가상화폐·

피싱·사이트는·비트코인을·뜻하는·'bit'에서·알파벳·'i'를·아이슬란드어,·체코어,·헝가리어·등에서·쓰는·'Í'·로·바꾸는·

경향이·두드러짐.·점·하나의·미묘한·차이여서·구분하기가·쉽지·않음

·· 피해자들은·해당·거래소에·관련·피싱·사이트·차단을·요청했지만·‘구글이·할·일’이라는·답변만·받았다며,·가상화폐

거래소와·구글·모두가·책임을·지지·않아·고객만·피해를·보고·있다고·강조함

·· 국무조정실·정기준·경제조정실장은·1월·15일·오전·서울·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가상통화에·대한·정부·입장을·발표

함.·앞으로·국무조정실이·컨트롤타워·역할을·맡아·범정부·차원의·의견·조율·후·가상화폐·정책을·총괄할·계획

·· 정기준·경제조정실장은·박상기·법무부·장관이·언급한·가상화폐·거래소·폐쇄·방안이·확정적인·것이·아니라·향후·범정

부·차원에서·충분한·협의와·의견조율·과정을·거쳐·결정할·사항이라는·점을·분명히·설명함

·· 가상화폐와·관련된·불법행위에·대해선·엄격히·처벌하겠다는·입장도·재차·밝힘.·12월·28일·특별대책에서·밝힌·‘가상

통화실명제’를·차질·없이·추진하는·한편,·거래관련·불법행위(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등)에·대해서는·검찰·경찰·및·

금융당국의·합동조사를·통해·엄정·대응·대처해·나갈·방침

·· 정부는·공인인증서·제도를·폐지해·‘공인’·명칭을·떼고·다른·인증·수단과·같은·선상에서·경쟁할·수·있는·구도를·만들

겠다는·계획을·밝힘.·새로운·인증·사업자들이·진입해·경쟁하게·됨에·따라,·전자서명·블록체인··생체인증·수단·등이·

결합된·서비스들이·잇달아·선보여질·것으로·예상되고·있음

·· 단,·이를·명문화할·법·개정이·이뤄지지·않은·만큼,·지금·당장·공인인증서의·우월적·지위가·사라지는·것은·아님.·과학

기술정보통신부가·전자서명법·등·개정안을·3월경·내·놓으면·국회에서·통과유무를·검토하게·되는데,·여야·간·이견이·

없다면·하반기·이전에·시행될·수·있을·것으로·점쳐지고·있음

·· 정부는·새로운·전자서명·수단에·대한·의무적인·보안·조항을·마련해·강제하기보다는·보안성을·검증·받고·싶은·사업

자를·대상으로·테스트를·한·뒤·인증마크를·부여하는·방식을·고려하고·있음

·· 전·세계인의·관심이·쏠리는·올림픽·이슈를·악용한·사이버·공격이·발견되어·올림픽·팬들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평창·동계올림픽·복권·이벤트·프로그램으로·위장한·악성코드(올림픽·오륜기·이미지를·아이콘으로·사용,·OlympicGame.

exe)가·대표적임.·OlympicGame.exe는·사용자·정보를·공격자에게·전송하고·임시·경로에·winupdate.exe·파일을·추가·

생성해·추가·악성코드를·내려·받게·만드는·것으로·분석됨

·· 정부·기관에서·발송한·것으로·위장한·악성·이메일도·발견됨.·공격자는·농림식품부를·사칭해·‘평창·동계올림픽·대비·축산·

악취·방지·대책·관련기관·회의·개최’라는·악성·문서가·첨부된·이메일을·보내는·공격을·감행함.·해당·문서를·열면·상단에·보안·

경고·메시지가·나타나는데·사용자가·‘콘텐츠·사용’·버튼을·누를·시,·특정·URL로·접속해·사용자·PC에·추가·악성·파일을·강제

로·내려·받는·‘파워쉘’이·실행됨

·· 한국인터넷진흥원의·미래·정책과제·컨트롤타워·역할을·할·‘미래정책연구실’이·신설되어·많은·관심이·쏠리고·있음

·· 김석환·신임원장이·직접·관여하는·직할·부서인·‘미래정책연구실’은·사이버·보안,·개인정보,·인터넷·진흥을·포함한·미래·지향

적인·정책·및·제도개선·과제를·수립하고·관련·부서를·지원하는·데·중점을·둘·전망

·· 세계·IT·시장을·장악하고·있는·글로벌·IT·기업들이·최근·보안·회사를·설립하거나·보안·기업을·인수·합병하는·등·사이버·

보안·사업을·경쟁적으로·강화하고·있어·귀추가·주목되고·있음

·· 구글의·지주회사·자회사·알파벳은·1월·25일·미래사업·연구·기관인·‘구글X’의·내부·연구조직인·‘크로니클’을·분사해·

사이버·보안·전문업체로·키우겠다고·밝힘.·머신러닝·기술을·이용해·보안·사고를·탐지하는·시간을·비약적으로·줄이겠다

는·목표를·제시함

·· 아마존은·AWS·보안·서비스·강화를·위해·위협·헌팅에·특화된·보안·업체·‘스쿼럴’을·인수함

·· 이스라엘·보안·스타트업을·꾸준히·인수한··MS의·경우,·글로벌·보안업체인·파이어아이·인수를·추진할·가능성이·있다는·

예측이·나오고·있음

·· 보안·전문가들은·이러한·글로벌·IT·공룡들의·움직임은·아직까지는·자사·서비스와·제품의·보안성을·강화하기·위한·목적

이·강하지만·최근·급격히·커지고·있는·보안·시장에·직접·진출하려는·의도도·있는·것으로·보인다며,·전통적인·보안·업체

들·역시·기술력을·높이기·위한·전략을·짤·필요가·있다고·강조함

·· 일본·최대의·가상화폐·거래소·‘코인체크’는·1월·26일·긴급기자회견을·통해,·당일·오전·3시경·코인체크가·보유한·가상화폐·

NEM·전액이·부정하게·외부로·유출되었음을·오전·11시경·인지하고,·전체·가상통화·출금·중단·조치를·취했다고·밝힘

·· 대부분의·가상화폐·거래소들이·해킹에·대비해·고객·계좌를·인터넷에·연결되지·않은·‘콜드·월렛’에·저장하는·것과·달리,·

코인체크는·외부·네트워크와·연결된·‘핫·월렛’에·넣어두었고,·자금·이동·시·복수·승인이·필요한·멀티·시그니처·보안·시스템

도·도입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어·서비스·규모에·비해·보안은·소홀했다는·비난을·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임

·· NEM·코인을·관할하는·NEM·재단은·중앙·집중화된·API를·통해·유출된·자금에·‘꼬리표’를·붙이는·‘자동화·태그·시스템’을·

가동해·코인체크에서·도난·당한·자금을·담고·있는·가상화폐·지갑을·파악하는·작업을·우선적으로·진행하겠다고·밝힘

·· 마이니치신문·보도에·따르면·해커는·유출한·자금을·약·20개의·계좌로·분산시켜·둔·상태로,·분산된·자금을·익명성이·

높은·비트코인,·모네로,·대시·코인·등으로·교환한·뒤·현금화를·시도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점쳐짐.·그러나,·NEM·재

단이·도난·된·코인·관련·거래가·자동·차단되도록··빠른·대응에·나선·까닭에,·공격자들이·이를·현금화하기는·쉽지·않을·

것으로·예상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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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2월·한·달간·수집된·이벤트·분석·결과,·ICMP(0/ICMP),·SNMP(UDP/161),·Unassigned(TCP/9900)·

포트를·이용한·이벤트가·전월·대비·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그·외·Unassigned(TCP/8001)을·사용한·이벤트·내역

은·전월보다·3단계·하락하였으며,·이달·Telnet(TCP/23),·HSRP(UDP/1985)·이벤트가·새롭게·TOP·10에·확인된다.

이달·새롭게·확인된·HSRP(UDP/1985)포트는·라우터·통신·과정·중·발생·가능한·이벤트로·Acitive·Stantdby·구성·

시·발생·가능한·통신·포트이며,·Telnet은·원격·접속·서비스포트로·암호화·되지·않은·패킷을·전송하는·프로토콜이다.·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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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net(TCP/23),·HSRP(UDP/1985)·포트가·새롭게·TOP·10에·진입하였다.·

Telnet은·정보·전달·시·암호화하지·않고·정보·전달을·하기·때문에·공격자가·중간에·정보를·가로채·쉽게·확인할·수·있다.·

이런·문제로·Telnet·서비스를·이용하기보다는·암호화·전송하는·SSH·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서버에서·Telnet·서비스를·사용하는지·확인·후·사용하지·않는다면·서비스를·종료하는·것을·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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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3,766,167 45.30% -

2 DNS(UDP/53) 743,656,416 17.60% -

3 HTTPS(TCP/443) 480,482,185 11.37% -

4 Microsoft-DS(TCP/445) 263,817,090 6.24% -

5 ICMP(0/ICMP) 237,599,516 5.62% ▲1

6 SNMP(UDP/161) 215,390,737 5.10% ▲1

7 Unassigned(TCP/9900) 141,857,798 3.36% ▲2

8 Unassigned(TCP/8001) 131,789,126 3.12% ▼3

9 Telnet(TCP/23) 66,482,728 1.57% NEW

10 HSRP(UDP/1985) 29,699,667 0.70% NEW

총계 4,224,541,430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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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원격보안관제센터에서 탐지한 공격 패턴 순위를 통해 최신 공격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센터·SIEM·집계·기준

전월과·동일하게·취약한·SMB·서비스를·찾기·위한·스캐닝·시도가·지속적으로·이뤄지고·있고,·상위·공격·패턴의·다수

가·스캐닝·시도인·만큼,·내부의·허가되지·않은·서비스(HTTP,·FTP,·DB·등)·사용·여부,·외부에서·접근·가능한·서비스·

포트에·대한·위험성·점검·등·인가되지·않은·사용자의·접근이·가능한·End-Point를·찾아·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

새로운·공격·방식이·아닌·이미·널리·알려진·기존의·공격·방식들이·여전히·상위를·차지하고·있다는·것은·공격자들이·

스캐닝·시도만으로도·충분한·정보·획득이·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또한,·정보가·노출된·서버를·중점적으로·내부·

침투·시도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지므로·기존의·정책의·문제점을·살피고,·위험도가·높은·정책에·대한·방안을·준비·

하는·것이·중요하다.

[그림 2-2] 월간 공격 패턴 TOP 10

공격 (패턴)별 이벤트 전월 비교04.

2018년·2월·공격·이벤트·TOP에는·전체적으로·열려있는·서비스·포트에·대한·스캐닝·시도가·주를·이루며,·HTTP

를·이용한·공격·이벤트의·비율이·다소·하락하였다.

여전히·SMB·서비스·포트를·이용한·공격·시도가·다수·발생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취약한·SMB·서비스를·찾기·

위한·스캐닝·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월간 공격 서비스 (패턴) TOP 1003.

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Service·connect(tcp-445) 135,020,888 61.69% -

2 ACK·Port·Scan(F/W·Scan) 81,647,449 28.52% -

3 SYN·Port·Scan 4,605,549 0.80% ▲4

4
Dcom_TCP_Sweep·

(MSBlaster·Worm··Messenger)
4,365,267 2.14% -

5
Netbios·Scan·(Messenger··RPC·Dcom··MyDoom)·

(UDP-137)
3,714,942 0.99% ▲1

6 UDP·Tear·Drop 3,688,565 0.62% ▲2

7
HTTP·Connection·Limit·Exhaustion·Attack

(By·Slowloris)
2,136,645 2.00% ▼2

8 HTTP·Login·Brute·Force 1,008,994 2.56% ▼5

9 FIN·Port·Scan 901,289 0.13% NEW

10 TCP·Packet·Window·Size·Attack·(SlowRead) 655,588 0.55% ▼1

총계 237,745,176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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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 Port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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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하여·서비스를·하는지·알아내기·위한·방법으로·포트·번호·0번부터·65,535번·포트·

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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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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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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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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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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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그·

범위를·넘어서는·overflow를·일으켜·시스템의·기능을·마비시켜·버리는·DOS·공격의·일종이다.

HTTP 
Connection 

Limit Exhaustion 
Attack

(By Slowlo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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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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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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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 Port Scan

이·방법은·일반적인·TCP·port·스캔에·대한·더·빠른·대안으로·사용될·수·있는데·Listen·하는·

TCP·포트를·찾기·위해·TCP·FIN·패킷에·대한·호스트가·응답하는·것을·관찰하여·Scan한다.·대상·

호스트가·FIN이·Listening·포트로·전송되·었을·때는·응답이·없고·Non-·Listening·포트로·전송

되었을·때만·응답을·보내주는·성질을·이용한·것으로·포트가·실제로·TCP·연결을·초기화·하지·않고·

검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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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별 상세 분석 결과05.

[표 2-1]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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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설정과 이벤트 대응

보안관제센터 원격관제팀 장성운

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센터에서는·SIEM(SPiDER·TM·5.x)을·통해·각종·보안장비에서·로그를·수집하고·이를·기반·

으로·공격·행위에·대한·경보를·생성한다.·이벤트가·발생하면·정·오탐·판단·및·공격·유효성·확인과·대응조치를·통해·발생

된·위협으로·부터·고객의·자산을·보호하고·있다.·이번·호에서는·SIEM(SPiDER·TM·5.x)에서·경보를·생성하여·이벤트·

발생·시·대응방법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SIEM에서·경보를·생성하기·위해서는·보안장비의·탐지패턴·등록이·선행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기업에서·보유하고·있는·IDS/IPS,·웹·방화벽·장비의·경우,·미리·등록된·시그니쳐·또는·임계치·기반·

패턴에·적합한·공격이·발생·했을·때·경보·및·로그가·생성되기·때문이다.·이·때·생성된·로그는·실시간으로·SIEM·

으로·전송되고,·SIEM에서·생성한·경보패턴과·일치했을·경우·알람이·발생한다.·관제요원은·발생한·이벤트에·대해·

정탐/오탐·여부를·판단하고,·정탐일·경우·공격·유효성·확인·및·공격자를·네트워크·상에서·차단조치·한다.

개요01.

경보 생성02.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 서비스는 외부로부터의 침해시도를 예방하고 내부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안관제는 고객사의 다양한 보안장비 및 서버에서 탐지되는 보안 

이벤트를 수집하여 사이버 침해 공격에 탐지/차단/대응을 통해 사이버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및 기관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그림 2-1] 이벤트 대응 프로세스

[그림 2-2] 보안관제 침해대응 시나리오

지난·3월에·발표된·Apache·Struts2·취약점(CVE-2017-5638)은·Struts2·원격코드·실행·취약점으로,·자카르

타(Jakarta)·플러그인을·이용하여·파일·업로드를·처리할·때,·원격에서·임의의·코드를·실행할·수·있다.·공격자는·

HTTP·Request·헤더의·Content-Type·헤더·필드에·OGNL·표현식을·삽입할·경우·원격코드·실행을·가능하게·

한다.·해당·취약점에·자세한·내용은·4월호·월간보안동향을·참고하기·바란다.

실제·공격로그의·일부는·아래와·같다.·공격·행위에서·남게·되는·로그·중·정탐으로·판단할·수·있는·시그니쳐를·보안

장비에서·탐지패턴으로·등록·한다.

1 ) 보안장비 탐지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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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실제 공격로그의 일부

[그림 2-3] 단일경보 등록

[그림 2-4] 단일경보 발생

[그림 2-5] 상세분석을 통한 공격 추이 확인

[표 2-2] 공격로그 기반의 탐지패턴

[표 2-2] 공격로그 기반의 탐지패턴

탐지패턴

- Content-Type: %
- ognl.OgnlContext@DEFAULT_MEMBER_ACCESS
- com.opensymphony.xwork2.ActionContext.container

단일경보란,·SIEM에서·수집하는·데이터를·근거로·사용자가·원하는·설정(패턴,·임계치·등)에·의해·알람을·띄우는·

경보를·뜻한다.·관제요원이·실제·탐지·및·대응하기·위해·관제하는·경보·중·한·종류이며,·단일경보·생성·시·

룰이름,·신뢰도,·발생주기,·발생건수,·로그소스,·조건정의,·포함조건,·제외조건,·동일조건·등을·등록하여·원하는·

설정이·가능하다.

관리·->·설정관리·->·단일경보·관리

2 ) SIEM(SPiDER TM 5.x) 단일경보 등록

구분 내용

룰이름 [TEST] Apache Struts2 Vulnerabilty(CVE-2017-5638)

발생주기 1 min

발생건수 1 건

로그소스 SIEM에 연동된 보안장비 선택

조건정의 매칭할 오브젝트 등록

동일조건 출발지 IP

위와·같이·단일경보를·등록했다면·SIEM(SPiDER·TM·5.x)에서·경보·설정은·완료·되었다.

생성된·경보가·발생하면·관제·요원은,·경보에·대한·정탐/오탐·판단을·하고·정탐일·경우·공격·유효성·확인·및·차단·

조치,·오탐일·경우·오탐원인에·따른·예외처리를·적용·한다.

이벤트 대응03.

1 ) 경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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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경보가·정탐으로·판단될·경우,·발생한·공격에·대한·유효성·테스트를·한다.

Apache·Struts2·RCE·취약점의·경우,·Windows와·Linux·등·서버·OS(Operating·Sytstem)에·따른·구분은·

없으며·취약한·버전의·Struts2가·설치된·환경이면·취약점이·존재하기·때문에·유효성·테스트에·고려할·사항은·많지·

않다.·

해당·취약점을·테스트·할·수·있는·자동화된·도구들이·인터넷상에·많이·공개되어·있다.

그·중,·Python·기반코드로·작성된·s2-045.py·도구를·가지고·원하는·원격코드를·서버에·전달할·수·있는데,·공격·

테스트할·PC에·Python을·설치하고,·s2-045.py·파일을·다운받은·후에·아래의·캡쳐화면과·같이·명령·프롬프트를·

이용하여··목적지·서버·주소·및·원격코드·명령어를·입력하여·유효성·테스트가·가능하다.

한·가지·고려할·부분은·고객·자산에·피해가·가지·않을·수준에서의·확인작업이·중요하기·때문에,·테스트·명령어로·

윈도우의·경우·ipconfig,·whoami,·리눅스의·경우·ifconfig,·ls,·whoami와·같이·실행되어도·서버에·무해한·명령

으로·테스트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 유효성 테스트

[그림 2-6] 유효성 테스트

[표 2-4] 테스트 환경

구분 내용

서버 환경

• Ubuntu Server 16.04
• Tomcat 7
• Apache Struts2 showcase 2.3.12
• Java 1.8.0_121

발생한·경보에·대한·정탐/오탐·판단·및·대응·프로세스·정리

지능화되는·보안·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는·벤더에서·제공하는·패턴·뿐만·아니라,·기업이나·기관에·있는·담당자의·

필요에·의해·생성하는·사용자·정의·패턴이·존재한다.·셀·수도·없을·만큼·다양한·사이버·공격에·대응하기·위해서는·

벤더사에서·제공하는·패턴만으로는·대응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센터에서는·신규·

취약점이·발표될·경우·즉각적인·대응을·위해·다양한·공격기법·탐지를·위한·자체적으로·패턴을·개발하고·테스트·및·

적용하여·운영하고·있다.

요약04.

[그림 2-7] 경보 모니터링 정탐/오탐 판단

[그림 2-8] 이벤트 대응 프로세스

마무리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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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해킹사고로 알아보는 보안위협!

Security 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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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Content Provider 취약성

스마트폰이나·타블렛과·같은·모바일·디바이스의·발전은·현재진행형이다.·일본에서는·20대·10명·중·9명이·PC보다·

스마트폰·사용을·더·하는·것으로·알려졌다.·한국·또한·다르지·않아서·한국인·10명·중·9명이·스마트폰을·사용하고·

있고·이들의·하루·평균·사용시간은·3시간이·넘는다.·현재·모바일·디바이스는·우리의·실생활에서·없어서는·안될·

‘존재‘로·자리매김·하고·있는·것이다.

모바일·디바이스의·운영체제·점유율은·아래와·같이·안드로이드·운영체제가·86%,·iOS·운영체제가·14%이다.·사실상·

두·운영체제가·모바일·운영체제의·모든·비중을·차지하고·있는·셈이다.

안드로이드·운영체제는·iOS와는·다르게·‘개방적’이라는·특성을·가지고·있다.·이러한·특성은·모바일·운영체제·시장

에서·86%라는·높은·점유율의·이유이기도·하지만,·iOS보다·보안성이·떨어지는·이유이기도·하다.·따라서·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iOS보다·다양한·취약점이·발견되고·있으며·배포의·용이성으로·인하여·악성·앱·배포가·쉽다는·고질적인·

문제점을·가지고·있다.

또한·최근에는·BYOD·산업이·확산됨에·따라·안드로이드·앱으로·업무를·처리하는·기업이·증가하고·있다.·BYOD는·

개인·단말기로·업무를·처리하는·것을·의미하는데·직원의·단말기에·대한·보안이·적용되어·있지·않을·경우·기업의·중요·

정보가·유출될·수·있다는·위험성을·가지고·있다.·기업의·중요·정보·유출은·일반적으로·앱·위·변조를·통해서·발생할·수·

있지만·데이터·공유에·사용되는·Content·Provider·설정을·취약하게·할·경우에도·기업·정보가·유출될·수·있다.

본·문서에서는·데이터·공유에·사용되는·Content·Provider·컴포넌트가·가지는·취약성을·확인해보고·안전한·Content·

Provider·사용법을·알아보고자·한다.

개요01.

보안관제센터 보안분석팀 조혁주

[그림 4-1] 모바일 운영체제 점유율 *출처 : recode
[그림 4-2] 안드로이드 앱(APK) 구성 요소

안드로이드·앱(APK)은·컴파일이·완료된·소스코드(classes.dex)와·리소스(res),·안드로이드·디바이스에서·실행되기·

위해·필요한·정보·파일(AndroidManifest),·개발자의·코드·서명·파일(META-INF)을·포함하는·압축파일·형태를·가지

고·있다.·개발자의·코드·서명은·일반적으로·RSA·암호·알고리즘과·SHA1·해쉬·알고리즘으로·생성되며·개발자의·코드·

서명이·존재해야·Google·Play에·업로드할·수·있다.

AndroidManifest·파일은·앱이·실행되기·전에·안드로이드·시스템에게·알려야·할·필수·정보들이·저장되어·있다.·패키

지·이름,·컴포넌트·정보(Activity,·Services,·Content·Provider,·Reciever),·API·접근을·위한·Permission·정보·등

이·포함되고·컴파일이·되면·이진코드로·인코딩되어·일반적으로·확인할·수·없다.

관련 내용02.

1) 안드로이드 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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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Content Provider(Server) & Content Resolver(Client)

앞서·설명한·것과·같이·Content·Provider·컴포넌트를·사용할때에도·AndroidManifest·파일에·명시되어야·사용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앱·보안은·샌드박스(Sandbox)에·의존한다.·안드로이드·샌드박스·개념은·기본적으로·서로·다른·앱의·

코드와·데이터를·격리시켜·다른·앱의·데이터나·코드에·영향을·주지·않도록·설계된·것이다.·하지만,·서로·다른·앱의·상호·

작용을·위해서는·샌드박스·개념을·예외시켜야·한다.·안드로이드·시스템에서·서로·다른·앱끼리·데이터를·공유하는·방법

으로·클라우드,·sharedUserId,·Content·Provider·등을·제공하고·있다.

서로·다른·앱에서·데이터를·공유하기·위해서·Content·Provider·컴포넌트를·이용하는·방법이·있다.·Content·Provider는·

특정·앱에서·사용하는·데이터베이스·데이터를·공유하기·위해·사용하는·컴포넌트로서·서버-클라이언트·구조로·구성되어·

있다.·데이터를·제공하는·앱이·서버·앱이·되며·서버에서·Content·Provider를·정의한다.·데이터를·공유받는·앱은·클라이

언트·앱이·되어·Content·Resolver를·통해·서버·앱의·데이터를·사용한다.·특정·Content·Provider를·식별하기·위해서는·

URI라는·것을·사용한다.·URL·뿐만·아니라·Permission을·통해서도·Content·Provider에·접근을·제어할·수·있다.

Content·Provider·컴포넌트를·통해·데이터를·공유하고·있는·서버·앱의·경우·강력한·설정의·Permission으로·

Content·Provider의·접근을·제어해야·한다.·강력한·Permission·설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인가되지·않은·앱에서·

서버·앱의·데이터를·조작할·수·있는·취약성을·가지고·있다.

[그림 4-4] Content Provider 안드로이드 앱(APK) 디컴파일 및 패키징

2) 안드로이드 앱의 보안 체계

3) Content Provider

Content·Provider의·취약성은·일반적으로·앱·디컴파일을·하여·Content·Provider·정보를·추출할·수·있다는·점에서·

유효하다.·앱의·소스코드가·난독화되어·있을·경우에는·Content·Provider의·취약성이·제거된다는·의미이다.·다음·

그림과·같이·앱·디컴파일을·통하여·Content·Provider·정보를·추출하고·추출된·정보를·바탕으로·Content·Resolver·

앱을·작성하여·데이터를·조작할·수·있다.

Content Provider 컴포넌트의 취약성03.

1) 디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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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Provider·컴포넌트를·통해·데이터·공유를·해야할·때에는·Java·소스코드에·데이터베이스·정보가·명시되어·

있어야·한다.·다음과·같이·dex2jar·디컴파일·도구를·통하여·Content·Provider의·데이터베이스·정보를·추출할·수·

있다.·(서버·앱·:·CPserver.apk)

Content·Provider가·제공하는·데이터베이스·정보

[그림 4-5] dex2jar 디컴파일 도구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정보 추출

[그림 4-6] apktool 디컴파일 도구를 통하여 URI 및 Permission 추출

Content·Provider·컴포넌트에서·사용되는·Permission·정보와·URI는·apktool·디컴파일·도구를·통해서·디코딩된·

AndroidManifest.xml·파일에서·확인할·수·있다.

Command C:\> d2j-dex2jar.bat CPserver.apk

VICTIM.VICTIMUSER

Field Type Null Key

_ID INTEGER Not NULL PRIMARY KEY

NAME TEXT NULL

AGE TEXT NULL

TEL TEXT NULL

Command C:\> java –jar apktool.jar d CPServer.apk

AndroidManifest.xml

URI (authorities) com.addressbook.data

Permission ADDRESS_CONTENTPROVIDER_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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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추출한 Content Provider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훔치는 안드로이드 앱 작성

2) 데이터를 탈취하는 앱 작성

추출한·Content·Provider·컴포넌트·정보를·바탕으로·CPserver·앱의·Content·Provider가·제공하는·데이터를·무단

으로·탈취하는·안드로이드·앱을·작성할·수·있다.

위와·같은·소스코드로·작성된·앱을·실행하여·CPserver·앱에서·사용하는·Content·Provider·데이터·조회가·가능한·것

을·확인할·수·있다.·Select·이외에·update,·delete,·insert·기능도·Content·Provider에·구현되어·있을·경우·데이터·

생성,·수정,·삭제가·가능하다.

위·내용과·같이·Content·Provider의·취약성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Content·Provider]·-·서버

···자신을·식별할·수·있는·URI를·사용

···Permission을·사용하여·Content·Provider·접근을·제어

[Content·Resolver]·-·공격자

····Content·Provider의·URI와·Permission·정보를·추출하여·서버·앱의·데이터에·무단·접근할·수·있음

[그림 4-8] CPserver 앱의 데이터를 탈취하는 앱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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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Provider의·Permission은·<application>과,·<Provider>에·설정할·수·있다.·Permission이·어디에도·설정

되지·않았을·경우에는·URI을·통해서만·Content·Provider·컴포넌트를·식별할·수·있고·접근을·제어한다.·위에서·살펴

본·취약성과·같이·일반적으로·선언된·Permission을·사용할·경우에는·별도의·접근·제어가·없는·것을·확인하였다.

안드로이드·시스템은·protectionLevel·속성을·통해·강력한·Permission을·선언할·수·있도록·하고·있다.·

protectionLevel·속성은·선택사항으로서·다음과·같은·값을·부여할·수·있다.

CPserver·앱에·선언된·Content·Provider의·Permission을·강력한·Permission으로·선언할·경우에는·Content·

Provider의·데이터를·보호할·수·있다는·것이다.·Content·Provider의·취약성은·강력한·Permission을·강제하지·않고·

있기·때문에·발생한다.·안전한·Permission을·살펴보기·위하여·Permission에·4가지·protectionLevel·속성을·적용

해본·결과,·normal,·dangerous·Level은·Content·Provider의·취약성에서·살펴본·것과·같이·CPserver의·데이터를·

보호할·수·없었고·signature,·system·Level은·데이터를·보호할·수·있었다.

-·signature,·system·Level은·Content·Provider·접근·정보를·알게되어도·동일한·서명·값으로·컴파일된·앱이·아닐·

경우,·데이터·접근이·불가능한·것을·확인하였다.·사실상·해당·protectionLevel을·부여하는·것이·현실적인·대응방안

이라·할·수·있다.

<Level·:·normal, dangerous>·- 안전하지 않음

<Level·:·signature, system>·- 안전함

Permission의·protectionLevel·속성별·데이터·탈취·여부를·확인하여·다음·표와·같이·정리하였다.·Content·

Provider는·개발자가·정의한·Permission과·안드로이드에서·제공하는·Permission·사용할·수·있는데·안드로이드·

에서·제공하는·Permission을·부여하였을·때도·Permission이·가지고·있는·protectionLevel에·따라·데이터·보호·

여부가·결정된다.

대응방안04.

1) protectionLevel

[그림 4-10] CPserver 앱의 Content Provider Permission에 signature, system Level 부여

protectionLevel

Level 설명

1 normal protectionLevel의 기본 값으로서 단순히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식별 값으로 사용되는 퍼미션

2 dangerous 사용자 개인 데이터나 시스템 제어 기능을 식별하는 퍼미션

3 signature 동일한 서명 값으로 컴파일 된 앱끼리 기능을 허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퍼미션

4 system 안드로이드 시스템 이미지로 설치되는 앱을 허용 할 때 사용하는 퍼미션

[그림 4-9] CPserver 앱의 Content Provider Permission에 normal, dangerous Level 부여

Permission of Content Provider in CPserver App

구분 적용된 Permission protectionLevel 데이터 탈취 여부

개발자가 생성한

Permission

설정 없음 설정 없음 탈취 가능

개발자 Permission 적용

normal (Default) 탈취 가능

dangerous 탈취 가능

signature 탈취 불가

signature | system 탈취 불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Permission

WRITE_USER_DICTIONARY normal 탈취 가능

READ_CONTACTS dangrous 탈취 가능

ACCOUNT_MANAGER signature 탈취 불가

BIND_DIRECTORY_SEARCH signature | system 탈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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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05.

 · recode - Closing the books on Microsoft’s Windows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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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앱의·많은·데이터는·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다.·안드로이드에서는·샌드박스·개념으로·앱과·데이터·

접근을·제어하고·있지만,·필요에·따라·데이터베이스의·데이터를·공유할·수·있도록·Content·Provider를·제공·

한다.·Content·Provider는·서버-클라이언트·기반으로·구현할·수·있으며·일반적으로·Content·Provider를·식별하는·

URI와·Permission을·통해·접근을·제어하고·있다.

공격자는·Content·Provider의·URI와·Permission·정보를·불법적으로·획득하여·데이터베이스에·무단·접근할·수·

있으며·데이터·추출,·생성,·수정,·삭제까지·할·수·있는·취약성이·존재한다.

Content·Provider는·강력한·Permission·설정을·강제하지·않고·있기·때문에·위와·같은·방법으로·주요·정보가·

탈취될·수·있는·위험이·있다.·때문에·안드로이드·Content·Provider를·구현할·때에는·Content·Provider를·통해·개인·

정보를·제공하지·말아야·하며·저장되는·데이터에·따라·Permission에·강력한·protectionLevel·속성을·부여해야·한다.

2) 정리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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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노리는 공격자의 딜레마,
채굴인가? 악성코드인가?

개요01.

2009년·1월·3일은·사토시·나카모토(Satoshi·Nakamoto)가·‘bitcoin:·A·Peer-to-Peer·Electronic·Cash·System’

논문을·통해서·발표한·비트코인(Bitcoin)이·첫·번째·채굴로·50BTC가·생성된·날이다.·10월·5일에는·'New·Liberty·

Standard‘·닉네임을·사용하는·마이너(Miner)를·통해서·1$=1309.03BTC로·비트코인의·거래·환율이·최초로·공시·

되었다.

그로부터·8년이·지난·2017년·12월·17일,·비트코인의·가치는·역대·최고치인·$19,086.64(약·2,081만원)을·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이름이·세상에·공개된·지·10년·만에·엄청난·가치상승으로·가상화폐의·잠재력을·보여주었다.

거래의·익명성이·보장되고·급격상·가치상승으로·시세차익을·얻을·수·있어서·공격자들에게는·범죄자금·은닉용으로·각광

받으면서·가상화폐를·노린·공격이·급격하게·증가되었다.·가상화폐는·종류에·따라서·약간의·차이가·있지만·가상화폐·중·

가장·큰·규모의·시장을·형성하고·있는·비트코인을·예로·들면·크게·두·가지·방식으로·소유할·수·있다.·△·복잡한·암호연

산을·해독하는·과정인·채굴(Mining)을·통해·직접·비트코인을·생산하거나,·△·개인·또는·가상화폐거래소를·통해·채굴된·

비트코인을·거래하는·방식이다.

2017년·5월에·발생한·워너크라이(WannaCry·또는·WannaCrypt)사태나·대규모·가상화폐거래소·해킹사고로·인한·

금전적·피해·등·공격자들의·직·간접적인·공격은·가상화폐에·대한·사회적·관심을·불러일으켰고,·높아진·사회·관심은·

시세차익으로·인한·투기대상으로·주목·받으면서·또·다른·사회적·이슈로·번지게·되었다.·

가상화폐를·둘러싸고·공격자와·개인·투자자·간에·서로·다른·목적으로·가상화폐를·접근하고·있으나·본질적으로는·가상화

폐를·이용하여·금전적·이득을·목표로·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점을·가지고·있다.

이에·따라·이번·호에서는·사회적·이슈로·급부상한·가상화폐의·시세변화에·따른·사회적·관심과·공격자의·공격성향에·

대한·상호·연관성에·대해서·알아보고자·한다.

가상화폐의·시세와·사회적·이슈의·상호·연관성에·대해서·확인하기·위해서는·몇·가지·수치를·통해서·유추해·볼·수·

있다.·첫·번째·수치는·검색엔진을·통한·검색어·조회·현황이다.·일반적으로·사회적·이슈가·발생하면·블로그,·SNS,·

검색엔진·등을·통해서·관련·내용이·생산되고·공유·및·유포되기·때문이다.·따라서·검색어·조회·현황을·통해서·사회적·

이슈에·따른·가상화폐의·시세·변동에·대해·연결점을·찾을·수·있기·때문이다.

먼저·가상화폐·중·시장규모가·가장·큰·비트코인의·시세변화에·대해서·확인해보고자·한다.·비트코인은·매년·꾸준한·

증가세에·있으며·특히·2017년에는·사상·최고치를·갱신하면서·비트코인·가치의·고공행진을·이어갔다.

가상화폐의·시세에·사회적·이슈가·영향을·미치는·것은·당연한·일일·것이다.·이러한·변화는·검색엔진으로·수집된·

데이터를·계량화해서·보여주는·“Google·Trends”와·“NAVER·DataLab”을·통해서·수치화·할·수·있다.

먼저·“Google·Trends”를·이용하여·가상화폐·관련·검색어에·대한·결과를·조회해·보았다.·검색어는·2017년·인기·검색

어·“Global·News”분야에서·2위에·랭크된·Bitcoin을·포함하여·가상화폐와·관련이·있는·검색어·5개(bitcoin,·bitcoin·

mining,·cryptocurrency·exchange,·blockchain,·ransomware)를·임의·선정하여·검색하였다.·검색결과를·확인·

하면·[그림·5-1]의·가상화폐·시세변화에·따라·비트코인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사회적 이슈에 따른 가상화폐 시세의 변화02.

보안관제센터 보안분석팀 김미희

[그림 5-1] 2017년 기준 비트코인 시세 변동 추이 *출처 : Buy Bitcoin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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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사회적·관심은·비단·“Google·Trends”에서만·확인할·수·있는·것은·아니다.·“NAVER·DataLab”의·검색결과를·

보면·가상화폐에·대한·사회적·이슈가·가상화폐·시세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보다·정확하게·알·수·있다.·

“NAVER·DataLab”의·수치가·보다·정확하다고·표현하는·것은·국내·가상화폐시장이·전세계·가상화폐·시장에·미치는·

영향도가·크기·때문이다.·이와·같은·근거는·국내·가상화폐시장의·규모에서·찾을·수·있다.·세계·가상화폐·정보·업체인·

코인힐스(Coinhills)에·따르면·거래량·기준으로·전·세계·가상화폐거래소의·순위를·집계한·결과·상위·10위권·내에·

국내·가상화폐거래소가·다수·포진되어·가상화폐의·선두를·이끌고·있기·때문이다.·

[그림·5-3]을·통해서·국내·가상화폐의·법적·제도적·조치가·가상화폐·시장에·어떠한·영향을·주고·있는지·알·수있다.·

비이성적으로·과열되고·있는·가상화폐·투기로·인하여·가상통화·거래(가상계좌)에·대한·실명제·도입이나·가상통화·

관련·범죄·집중단속·및·처벌,·가상통화·온라인·광고·규제강화,·가상통화·거래소·폐쇄·등의·조치가·발표되면서·검색어·

조회결과를·통해서·높은·관심도를·확인할·수·있다.

앞서·사회적·이슈에·따른·가상화폐의·시세변화에·대해서·살펴보았다.·본격적으로·이번·장에서는·가상화폐의·시세변

동에·공격자들의·공격방식에·어떤·영향을·주는지에·대해서·알아보고자·한다.·공격자가·직접획득(채굴이나·개인거래)

를·하지·않고·가상화폐를·획득할·수·있는·방법은·[표·5-1]과·같이·분류해·볼·수·있다.

공격자의·공격대상을·가상화폐·개인거래자와·가상화폐거래소로·나누어·생각해·보고자·한다.·먼저·개인·거래자의·

경우·가상화폐·정보공유·사이트나·보안이·취약한·웹·사이트에서·유포중인·채굴형·악성코드에·감염되어·개인PC의·

CPU를·소모하거나·가상화폐거래소·접속정보(아아디,·패스워드,·OTP·등)이·탈취되는·피해가·발생되고·있다.

최근·국가정보원에·발언을·통해서·가상화폐거래소의·공격방식을·유추해·볼·수·있다.·가상화폐거래소의·규모확장으로·

인해·대규모로·직원의·상시채용이·일어난다는·점을·이용하여·입사지원서로·위장한·해킹메일·발송이나·내부직원PC를·

해킹하여·개인정보를·유출하는·등의·공격이·발생되고·있다고·한다.

그렇다면·공격자·입장에서·급격한·시세변동이·발생하는·가상화폐·시장에서·어떤·공격방식이·가장·효율적일·것인가?·

이·질문에·답변을·하기·위해서는·가상화폐의·획득방식에·대해서·다시금·고민해볼·필요가·있다.·앞서·가상화폐는·채굴

을·하거나·개인·또는·거래소를·통한·거래를·통해서·획득할·수·있다고·설명했다.

채굴은·화폐를·개발한·프로그래머가·설계한·알고리즘을·연산한·대가로·얻을·수·있는·것으로·복잡한·암호·연산을·반복

적으로·수행하기·때문에·고성능·연산장치가·채굴량을·좌우하게·된다.·채굴을·위해서는·가상화폐·채굴기의·성능,·전기·

요금,·기타·운영비가·소요되고·기반비용을·배제하고·남는·금액이·수익이·되는·구조이기·때문에·전기요금이·성패를·

가른다고·볼·수·있다.·물론·24시간·구동·하였을·때·발열로·인한·채굴기의·감가상각도·고려해야·하는·요인이다.

먼저 채굴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획득하는 경우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5-2] 2017년 Google Trends를 통한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전세계 기준)

[그림 5-3] 2017년 NAVER DataLab의 검색어 트렌드 분석결과

[표 5-1] 공격 대상별 가상화폐(비트코인)탈취를 위한 공격방식

2017.05.15
워너크라이(WannaCrypt) 사태발생

2017.12.08
법무부, 가상화폐거래소
폐지관련 논의 TF진행

2017.12.28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발표

가상화폐를 노리는 공격자의 딜레마03.

공격대상 공격방식 피해사례

가상화폐

개인거래자

개인정보 탈취

(전자지갑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 접속정보 탈취)

• 2017년 6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홈페이지 접속계정 해킹

• 2017년 10월, 보이스피싱으로 가상화폐거래소 ‘야피존’ 인증정보 탈취

비트코인

채굴형 악성코드
• 2017년 12월, DBD(Drive By Download)방식으로 채굴형 악성코드 유포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 2017년 12월,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으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 발견

크립토재킹

(Cryptojacking)

• 2017년 7월, 토렌트 사이트에 성인 유틸리티로 위장한 비트코인 마이너 유포

정확 포착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 2017년 4월, 가상화폐거래소 ‘야피존’ 내부서버 해킹으로 ‘코인지갑’ 4개가

탈취되어 3,815BTC(약 55억) 손실

내부직원 공격
• 2017년 7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직원의 개인PC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 발생

에너지·요금비교·서비스·업체인·‘PowerCompare’에·따르면·2017년·한해·비트코인을·채굴하기·위해·사용된·에너지

의·양이·160개국의·연간·사용량을·넘고·수치로·보게·되면·29.05TWh이며·이·수치는·[그림·5-4]와·같이·국가에·따라

서·한·국가의·연간·사용량을·초과하는·수치이기·때문에·어마어마한·전기량이·소모되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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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경우·전기사용량에·따라·누진세를·적용하기·때문에·전기요금의·부담에서·벗어나기·어렵다.·대다수·가상화폐·

채굴·전문업체가·서버업체나·농업·관련·공장으로·위장하는·이유가·비교적·저렴한·산업용·전기를·이용하기·위해서다.

엘리트·픽스쳐스(Elite·Fixtures)가·발표한·세계·115개국·비트코인·채굴·비용분석·보고서를·통해서·국내에서·비트·

코인·채굴·비용은·2만·6,170달러로,·531달러로·1위에·오른·베네수엘라에·비해·채굴비용이·49배나·비싸다는·것을·

알·수·있다.·하지만·가상화폐의·시세가·급등하는·경우라면·가상화폐를·채굴하는·것이·훨씬·효율적일·것이다.

예를·들어·1BTC의·가상화폐를·채굴하는데·100만원이라는·금액이·소요되는데·1BTC의·가치가·200만원이라면·채굴

수익은·100만원이·된다.·하지만·동일조건에서·1BTC의·가치가·500만원이·된다면·채굴수익은·400만원이·되기·때문

에·가상화폐가·상승하는·과정에서는·채굴을·하는·것이·훨씬·효율적이게·된다.·때문에·가상화폐·가치가·상승세인·경우

에는·채굴형·악성코드가·급증하게·되는·것이다.

*·Bitcoin·Malware·:·SAINT·Security의·‘Malwares.com’을·통해서·수집된·비트코인·관련·악성코드·수집·추이

*·Bitcoin·Capitalization·:·BLOCKCHAIN에서·제공하는·비트코인·시세·변화·추이

*·NAVER·DataLab·:·2017년·기준·‘비트코인·채굴’·검색어·월별·변화·추이(검색어·최고치를·100으로·산정시·10월·3일이·최고수치)

[그림 5-4] 비트코인 채굴보다 적은 전기 사용량을 사용하는 국가(해당국가 : 주황색으로 표기)

[표 5-2] 가상화폐거래소 보안점검 결과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림 5-5] 가상화폐 시세 변화 별 채굴형 악성코드 변화추이

가상화폐·관련·악성코드는·△·사용자·PC에·채굴·프로그램을·설치해서·자원을·임의·사용하는·‘채굴형·악성코드’와·△·

가사화폐·거래소·접속계정을·훔치는·‘계정탈취형·악성코드’로·분류할·수·있다.·[그림·5-5]의·그래프를·통해서·가상화

폐의·시세가·증가함에·따라·가상화폐·관련·악성코드가·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2017년·8월·비트코인캐시의·하드

포트와·10월·비트코인골드의·하드포트가·진행되면서·가상화폐의·관심이·고조되어·가격이·상승세를·타면서·가상화폐·

악성코드가·활기를·치는·것을·확인할·수가·있다.

그렇다면 개인 또는 거래소를 해킹하였을 경우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을·해킹하는·경우는·앞선·‘채굴형·악성코드’나·‘계정탈취형·악성코드’를·통해서·개인PC의·자원이·소모되거나·

개인의·가상화폐거래소·접속정보·유출로·직접적인·금전적·피해가·발생하게·된다.·그렇다면·가상화폐거래소는·어떤·

방식으로·피해를·입는·것일까?·이·질문에·대한·대답은·최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의·가상화폐·

거래소·보안점검·결과를·통해서·유추해·볼·수·있다.·

[표·5-2]·와·같이·가상화폐거래소의·해킹사고로·인해·사용자들의·금전적·피해가·급증함에·따라·진행된·보안점검을·

통해서·상당수의·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망분리·및·시스템·접근통제·미존재·또는·관리·미흡,·가상통화·지갑관리·

미흡,·정보보호시스템·구축·및·보안관리·미흡,·침해사고·대응·절차·및·지침·미흡,·관리자PC·보안관리·미흡·등·다수의·

보안정책·결격사유들이·확인되었다.·

공격대상 A B C D E F G H I J

망분리 및 시스템 접근통제

미존재 및 관리 미흡
○ ○ ○ ○ ○ ○ ○

가상통화 지갑관리 미흡

(보안정책 운영 등)
○ ○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 

구축 및 보안관리 미흡
○ ○ ○ ○ ○ ○

외부 개인PC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내부시스템 접근 가능 등

보안사고 우려

○

침해사고 대응 절차, 지침 등 미흡 ○ ○ ○ ○ ○ ○

주요 데이터 백업관리 체계 미흡 ○ ○

계정관리정책 수립 미흡 ○

관리자 PC보안관리 미흡

(보안업데이트 및 패치관리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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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이러한·보안정책·소홀은·가상화폐거래소·사용자·접속정보·탈취,·지갑탈취,·2차·피해·등으로·이어졌고·이러한·

피해는·어느·누구도·책임지지·않은·채·고스란히·가상화폐거래소를··이용하는·사용자들에게·전가되었다.·

가상화폐거래소는·단순히·거래소해킹만이·문제가·되는·것은·아니다.·금융감독원의·‘17년·중·보이스피싱·및·대포

통장·현황·분석’에·따르면·2017년·보이스피싱·피해액은·2,423억·원으로·전년·대비·26.0%(499억원)·증가하였다.·

이·같은·증가·수치는·가상통화를·피해금·인출수단으로·악용하는·등·신종·수법이·등장하여·대출빙자형·피해가·크게·증가

(34.4%·증가,·461억원)한데·기인한·것으로·2017년·하반기에만·148억·원이·가상통화로·악용된·것으로·확인되었다.·

이·같은·수치는·가상화폐거래소의·계정탈취를·통한·지갑탈취로·인한·금전적·피해·뿐만·아니라·기존에·행해졌던·보이

스피싱·및·대포통장을·통한·범죄자금·거래가·가상화폐거래소를·통해서·세탁의·창구로도·사용될·수·있다는·점이다.

지금까지·가상화폐·시세에·따른·공격자들의·공격방식에·대해서·알아보았다.·가상화폐는·비트코인을·선두로·다양한·

기술과·접목하면·화폐로서의·가치에·대해서·시세를·통해·가치를·증명해·보이고·있다.·하지만·가상화폐의·가치가·상승

하면서·범죄자금의·은닉과·세탁의·장소로·변질되고·이로·인한·악성코드·창궐·등·가상화폐의·본래의·목적을·훼손할·만

한·행위들이·급증하게·되었다.

분석자료들을·통해서·가상화폐의·가치가·급증하면·가상화폐의·직접·채굴이·유리하기·때문에·가상화폐·탈취형·악성코

드가·급증하였다.·반면·가상화폐의·가치가·급락하는·경우에는·직접채굴보다는·타인을·통한·가상화폐·탈취가·유리하

기·때문에·랜섬웨어나·가상화폐·거래소·계정·탈취형·악성코드와·같은·공격이·급증하게·되었다.··

가상화폐의·상승세가·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이며·공격자들의·공격도·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개인·사용자들

의·보안수준·준수도·당연히·필요하지만·가상화폐거래소를·이용하는·사용자들의·피해를·예방할·수·있도록·가상화폐거

래소의·보안이·강화된다면·이와·같은·피해는·감소할·것이라고·생각된다.

마무리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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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매진한 공로 인정받아 

 · 올해는 ‘SDDC’ 및 ‘AI 기반 지능형 보안시스템’ 구축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계획 

이글루시큐리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2018년·01월·31일]·이글루시큐리티가·국내·공공기관의·보안성을·강화하고·한국형·정보보호·모델을·알린·공을·인정·

받아·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수상했다.·이글루시큐리티는·높은·보안성이·요구되는·국내·공공기관의·정보보호·역량을·

강화하고·다년간의·보안·경험과·노하우를·자산화하여·정보보호·해외진출·전략·거점에·수출한·공로를·인정받아,·행정안전

부·장관·표창을·수상했다고·31일·밝혔다.·

이글루시큐리티는·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정부통합전산센터)을·비롯한·주요·공공기관에·최적화된·보안·

관제·보안·인프라·유지·관리··침해사고분석·등의·서비스를·제공하며,·고도화된·사이버·공격으로부터·정부·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유지하고·국가기관·정보시스템·및·정보통신망이·집결된·공공기관의·정보보호·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

하여·왔다.·

또한,·이글루시큐리티는·공공기관의·근무환경·변화에·발맞춰·선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데·주력하여·왔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따라·이동하게·된·지역·고객에게·변함·없는·근접·지원을·수행하기·위해·대전·광주·대구·지사를·설립했으며,·

차세대·IT·인프라·도입이·확산되고·있는·공공기관의·수요에·발맞춰·머신러닝·기반의·AI·사이버침해시스템을·구축하며·

기관의·보안성을·한층·높였다.·

아울러,·해외·시장에·부합하는·경쟁력·있는·보안·전략을·제시하며,·한국·정보보호·모델을·알린·점도·높게·평가·받았다.·

이글루시큐리티는·향후·빠른·성장이·기대되고·있으나·보안·기술·경험이·부족한·정보보호·해외진출·전략·거점을·대상·

으로·솔루션과·더불어·현지·사업·여건과·보안·환경에·맞춤화된·컨설팅·및·교육·서비스를·제공하며,·한국형·정보보호·모델

의·우수성을·해외·시장에·알리고·있다.·

이글루시큐리티·이득춘·대표는·“국가·안보와·직결되는·공공기관의·정보·인프라·사업을·꾸준히·수행하고·있다는·점에

서·무엇보다·큰·자부심과·책임감을·느끼고·있다.·올해는·지역·지사를·통해·밀착형·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소프트·

웨어정의·데이터센터(SDDC)’·및·‘AI·기반·지능형·보안시스템’·구축을·가속화하고·있는·주요·공공·기관의·수요에·부합

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데·주력할·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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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시큐리티,

 2017년 실적 발표…전년 대비 영업이익 12.81% 증가

 ·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600억 9천 2백만원, 영업이익 31억 3백만원 달성 

 · 보안 서비스·솔루션 사업의 고른 성장에 기반해 전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 

 ·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차세대 IT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기반해 가시적 성과 창출할 것 

[2018년·02월·19일]·차세대·통합보안관리·선도기업·㈜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이득춘,·www.igloosec.co.kr)는·

공공시장·점유율·선두를·차지하고·있는·보안·서비스와·솔루션·사업의·고른·성장에·기반해·2017년·연결·기준·매출액·

600억·9천·2백만원,·영업이익·31억·3백만원,·당기순이익·36억·2천·3백만원을·기록했다고·밝혔다.·전년·대비·매출액은·

3.42%,·영업이익은·12.81%,·당기순이익은·3.85%·각각·증가했다.·

이글루시큐리티는·보안관제·서비스와·통합보안관리·솔루션·SPiDER·TM(스파이더·TM)의·지속적인·상승세와·작년·

새롭게·선보인·보안·진단·자동화·솔루션·‘Smart[Guard](스마트가드)’에·대한·긍정적·고객·반응에·힘입어·전년·대비·개선

된·실적을·올렸다.·또한,·국내·공공기관·최초의·AI·기반·사이버침해시스템인·‘대구·AI·기반·지능형·보안관제·체계’·구축을·

완료하고,·다수의·AWS·고객에게·보안관제·서비스를·제공하며·새로운·수익원·확보에도·속도를·붙였다.

올해는·인공지능(AI)과·클라우드·기술을·양대·축으로·삼고·이와·관련된·솔루션과·서비스를·선보이는·데·주력할·전략이다.·

SIEM과·상호·연계되는·AI·기반·보안관제·솔루션을·새롭게·출시하고,·차별화된·클라우드·보안관제·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주요·공공기관의·수요에·발맞춰·‘AI·기반·지능형·보안시스템’을·구축하고·‘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보안·아키

텍처를·연구하는데도·힘을·싣는다.·더불어,·방대한·보안·데이터를·안전하게·분산·저장하는·데·초점을·둔·블록체인·기술을·

SIEM에·접목할·계획이다.··

·

이글루시큐리티·이득춘·대표는·“앞으로도·AI,·클라우드,·블록체인·등·차세대·IT·기술에·대한·중장기적투자를·통해,·미래

성장·동력을·발굴하고·수익성을·강화하는·데·중점을·둘·방침이다.·특히·올해는·국내에서·유일하게·AI·기반·지능형·보안·

관제·시스템을·구축한·경험을·토대로·방대한·위협·정보에·대한·학습을·통해·공격을·탐지하고·예측하는·AI·보안관제·

솔루션을·제공하며,·가시적인·성과를·창출하겠다”고·밝혔다.·

(단위:·백만·원/연결·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액 증감률

매출액 58,105 60,092 1,987 3.42%

영업이익 2,751 3,103 352 12.81%

당기순이익 3,488 3,623 134 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