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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기타

·· ‘정보보호제품·협업개발·및·전문인력·지원·사업’·공모·진행

·· IoT·침해사고·대응을·위한·실시간·위협·탐지기술·개발·착수·

·· ‘IoT·제품·서비스·검증·확산·사업’·공모…올해·약·94억·원·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행정·공공기관용·정보보호서비스·표준계약서·마련

·· 자체·버그바운티·대회인·‘(가칭)핵·더·키사(Hack·the·KISA)’·진행·예정·

·· 국제표준식별체계인·‘CVE(공통보안취약점공개항목)’·번호·부여·권한·취득

·· 국내·기업과·이용자의·랜섬웨어·피해·예방을·위한·가이드라인·2종·배포·

·· ‘개인정보·비식별·컨테스트·CTF(Capture·The·Flag)‘·연내·개최·

·· ‘최정예·사이버보안·인력(K-Shield)’·교육과정·6기·수강생·모집·

··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AI기반·차세대·보안시스템·구축사업·발주

·· 행정안전부,·공인인증서·제거·본격·추진…2020년까지·모든·대국민·웹사이트에서·공인인증서·

없앨·것·

··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한·12개·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총·1억·6천만·원의·과

태료·부과

·· 한국지역정보개발원,·평창·동계올림픽·현장서·24시간·핫라인·보고체계·가동·

·· 국가정보원,·국내에서·발생한·가상화폐·거래소·해킹·공격자로·북한·공식·인정··

·· 금융보안원,·올·10월·금융기관·위협정보·공유·자동화·시스템·본격·가동·

‘네가 알던 내가 아냐’…매력적인 가상의 인물로 위장해 스파이웨어 퍼뜨리는 SNS 계정 주의보 ▶

‘누구나 해커가 될 수 있다’…‘공격 대상 찾기’와 ‘공격 방법 조사’ 대행해주는 해킹 프로그램 등장 ▶

사이버 범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

‘YouTube 동영상 파일 내려 받다 영혼 털릴라’…유투브 컨버터 서비스 악용한 변종 랜섬웨어 주의보 ▶

·· 매력적인·가상의·인물로·위장한·페이스북·계정을·통해·스파이웨어(Tempted·Cedar·Spyware)·설치를·유도하는·

공격이·증가하고·있어·사용자의·주의가·요구됨

·· 공격자들은·여러·곳에서·외모가·뛰어난·여성의·사진을·훔쳐·페이스북·계정을·만든·후,·피해자들과·개인·채팅을·하며·

출처가·불분명한·스파이웨어를·설치하게·만드는·것으로·드러남·

·· 사용자가·이를·설치할·시에는·사용자의·중요·정보(연락처,·통화·기록,·문자,·사진,·기기·정보,·위치·정보·등)를·훔쳐내고,·이러

한·정보에·기반해·피해자의·음성·대화·및·가까운·곳에·있는·지인들의·음성도·전부·녹음해·저장할·수·있는·것으로·밝혀짐

·· 이·공격은·2015년부터·시작되었으며,·중동·국가들의·일부·인물들이·주요·타깃이·된·것으로·드러남

·· 2월·초·코드·공유·사이트·‘깃허브’을·통해,·해킹의·일반적인·과정을·전부·자동으로·처리해·주는·기능을·가진·해킹·

프로그램·‘오토·스플로잇(AutoSploit)’이·올라와·큰·관심과·우려를·불러일으키고·있음

·· 공개자(트위터·ID·VectorSEC)에·따르면,·‘오토스플로잇’은·온라인에·연결된·기기들을·찾아내는·‘쇼단(Shodan.io)’

과·침투·테스터들이·자주·활용하는·‘메타스플로잇(Metasploit)’을·합친·형태로,·그·무엇보다·빠르게·공격이·가능한·

표적을·찾아내고·또·이를·공략할·수·있는·모든·익스플로잇을·자동으로·찾아내·처리하는·기능을·가진·것으로·알려짐

·· 쉽게·공격을·감행할·수·있는·프로그램이·일반·대중들에게·공개됨에·따라,·크고·작은·공격이·증가할·것을·우려하는·

목소리가·높아지고··있음

·· 맥아피가·조사한·내용에·따르면,·사이버·범죄가·전·세계·경제에·끼치는·피해는·전·세계·GDP의·0.8%에·해당·

되는·연간·6천억·달러에·육박하는·것으로·분석됨

·· 시스코가·3,600명의·CISO를·인터뷰한·결과에·의하면,·이들이·속한·기업·50%·이상이·간접·비용과·직접·비용을·모두·

합해·최소·50만·달러·이상의·피해를·입었고,·이중·8%는·심지어·5백만·달러를·넘는·피해를·입은·것으로·드러남

·· 보안·전문가들은·많은·기업들이·피해를·입어도·이를·숨기거나·최대한·피해액을·적게·밝히는·경우가·많기에·실제·

피해액은·이보다·더·높을·것이라며,·금액의·정확도를·떠나·사이버·범죄가·기업에·더·심각한·위험이·되어간다는·

사실에·주목해야·한다고·강조함

·· 또한,·많은·기업이·보안보다는·기업·생산성을·더·우선시·하기에·공격자들의·기술·개발·속도가·방어자에·비해·훨씬·

빠를·수·밖에·없다며,·사이버·공격이·전·세계·경제에·막대한·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인지하고·보안에·

더·많은·관심을·가질·것을·권고함

·· YouTube··동영상·URL·주소를·입력할·시·원하는·포맷으로·파일을·변환해주는·‘컨버터·서비스’를·악용한·‘매그니

버(Magniber)’·랜섬웨어가·발견되어·사용자의·주의가·요구됨

·· 공격자들은·사용자들이·변환된·파일을·다운로드·받을·시·취약점이·있는·페이지로·연결시켜·랜섬웨어에·감염시키

고·있는·것으로·드러남.·보안·패치가·이뤄지지·않은·사용자·PC는·즉각·랜섬웨어에·감염될·수·있음

·· 전문가들은·YouTube·사용자들을·노린·변종·랜섬웨어가·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라며,·항상·최신·보안·업데이트

를·실행하고·정상·경로를·벗어난·해외·사이트·이용에·주의할·것을·당부함

·· 14대·회장으로·이민수·한국통신인터넷기술·대표이사·선임

·· 일본·최대·물리보안·전시회인·‘시큐리티쇼·2018’·참가해·한국공동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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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모바일 공격은 처음이지?’…해커들의 관심,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갔다 ▶ ‘한국SW 보안 취약점, 전 세계서 알아본다’…한국인터넷진흥원, ‘CVE 번호 부여 권한(CNA)’ 획득 ▶

‘KISA를 해킹 하라’…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 취약점 찾는 자체 ‘버그바운티’ 진행 전망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14대 회장으로 이민수 한국통신인터넷기술 대표이사 선임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AI기반 차세대 보안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금융보안원, 올 10월 경 금융판  ‘C-TAS(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 본격 가동  ▶

사이버전 부대와 일반 사이버 범죄자의 구분이 사라진다…‘낙수 효과’ 때문 ▶

러시아 해커, 독일 외무부 해킹…외교 분쟁으로 심화될 가능성 제기 돼 ▶

정보보호 서비스 특성 반영한 공공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 모바일에·대한·사용자·의존도가·높아짐에·따라,·PC를·주로·노리던·사이버·범죄자들이·모바일에·대한·공격·비율을·

높이고·있는·추세.·특히,·안드로이드·기기를·표적으로·삼은·뱅킹·멀웨어와·랜섬웨어·수가·크게·증가하고·있어·사용

자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트렌드마이크로’에·따르면,·2017년·발견된·모바일·뱅킹·멀웨어는·약·10만개로·전년·대비·94%나·증가했는데,·

정상적인·앱·뒤에·숨어서·각종·금융·정보를·훔쳐내고·탐지를·우회할·수·있는·진보적인·기능을·갖추고·있는·것으로·

분석됨

·· 반면,·모바일·랜섬웨어의·경우,·안드로이드·환경에서·활동하는·에스락커(Slocker)를·제외하고는·대다수가·PC용·

랜섬웨어에·비해·그·기능성이나·도달율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 전문가들은·출처가·불분명한·앱·설치는·지양하고·모바일·보안·앱을·항상·최신·상태로·유지하는·등·주의를·기울일·

것을·당부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은·최근·SW의·보안취약점·관련·정보를·명세화하기·위해·어떤·지역·조직에든·통용·가능한·일련번호

를·부여하는·국제표준식별체계인·‘CVE(공통보안취약점공개항목)’·번호·부여·권한(CNA)을·취득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이·CVE번호·부여·권한자격을·취득함에·따라,·앞으로는·국내업체의·SW에서·발견된·보안·취약점에

도·CVE·번호를·부여해·보안·취약점·문제·추적·및·관리·과정을·좀더·효율화할·수·있게·될·전망

·· 보안·전문가들은·국내·기업들이·SW·보안·취약점·정보를·공개하는·것을·꺼린다면·모처럼·확보한·CVE·식별체계도·무

용지물이·될·수·있다며,·민간의·참여와·인식·변화가·함께·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은·홈페이지·등·자체적으로·보유하고·있는·정보·자산을·대상으로·보안·취약점을·찾는·버그바운티·

대회인·‘(가칭)핵·더·키사(Hack·the·KISA)’·해킹대회·개최를·검토·중이라고·밝힘.·공개·이벤트를·통해·우수한·보안·

전문가를·발굴하고,·보안·취약점·개선·등·정보보호·문화·확산을·위해·앞장서겠다는·전략

·· 미·국방부가·진행하고·있는·버그바운티·대회인·‘핵·더·펜타곤(Hack·The·Pentagon)’을·참조해·추진할·예정으로·

상금·정보·등은·아직·공개되지·않았음

·· KISIA는·2월·23일·정기·총회를·개최하고,·14대·회장으로·이민수·한국통신인터넷기술·대표,·수석부회장으로·이동

범·지니언스·대표,·감사로·김진수·트리니티소프트·대표를·선임함

·· 이·신임·회장과·이·수석부회장은·‘회원사·간·소통을·강화하고·스타트업·및·보안과·관련된·타·분야까지·참여시켜·

외연을·확장하겠다’는·적극적인·변화·의지를·드러냄

·· 행정안전부·국가정보관리원은·3년에·걸쳐·추진·예정인·AI기반·차세대·보안시스템·구축사업을·발주했다고·밝힘

·· 올해는·약·73억·원의·예산을·투입해·AI·플랫폼·등·기반·시스템을·구축하고·이를·토대로·전체·데이터·중·5%·이상에·대해·

공격을·자동·식별할·수·있는·학습·모델을·개발할·계획.·이후·2020년까지·80%·이상으로·대응·범위를·확대할·전망

·· 국가정보관리원은·AI·기반·차세대·보안·시스템·구축을·통해,·각종·보안·장비에서·발생하는·방대한·이상·징후·중·실제·공격을·

자동·식별하고,·기존·보안·장비에서·탐지하지·못하는·비정상적·접근·행위를·파악할·수·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음

·· 금융보안원은·오는·10월·부터·금융기관·대상의·‘사이버·위협정보·공유·자동화·시스템’을·가동하기·위해,·입찰·공고를·내고·

3월·9일까지·제안서를·받겠다고·밝힘.·선정된·사업자는·10월·시스템·가동을·위해·9월·28일까지·구축을·완료해야·함

·· 국내·금융부문에서·이러한·위협정보·공유·자동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은·이번이·처음으로,·참가·기관들이·정보공유포털에·

접속해·사이버·위협·정보를·조회해야·했던·기존의·불편함을·해소하고·침해사고·대응력을·한층·강화할·수·있을·것으로·예상

되고·있음

·· 금융보안원은·회원사인·200여·곳의·은행·보험사·증권사를·시작으로·참가기관·확대를·단계적으로·꾀할·예정

·· 재정적·지원이·풍부하고·기술적·숙련도가·높은·국가·지원·해커들과·낮은·숙련도로·열악한·환경에서·작업하는·일반·

해커들을·구분하기가·점점·어려워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최근·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정부가·막대한·자금과·인원을·들여·개발한·최첨단·해킹·기술이·

일반·해커들에게·전수되는·‘낙수·효과’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 워너크라이(WannaCry)와·이터널블루(EternalBlue)가·대표적인·예로,·정부와·관련·있는·단체들이·이미·민간·부문에

서·널리·사용되고·있는·방어·체계를·무력화시키는·데·초점을·둔·해킹·도구를·개발하고·있는·까닭에·기존의·방어·도구가·

무용지물이·될·가능성이·높음

·· 보안·전문가들은·4-5년·전만해도·사이버전·부대들만·사용할·수·있는·것으로·여겨졌던·각종·기술들이·이제·일반·

해커들·사이에서도·널리·쓰이고·있다며,·‘해커가·문제를·일으키면·잡겠다’는·수동적·방식에서·더·나아가·‘내·네트워크·

어딘가·숨어·있는·해커를·먼저·잡겠다’는·보다·능동적인·방어·체제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제언함

·· 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독일·정부·관계자와·현지·매체·등을·인용해,·러시아계·사이버·범죄조직인·‘스네이크’가·2016년·말

부터·독일·외무부의·대러시아·정책·자료에·대한·접근을·시도한·정황이·포착되었다고·밝힘

·· 영국·파이낸셜타임즈에·따르면,·스네이크는·독일·연방·교육기관·전산망을·원격·접근할·수·있도록·하는·악성코드에·감염·

시킨·뒤·외교정책과·관련된·정보를·탈취하려·시도한·것으로·보임··

·· 앞서·2015년에도·러시아계·해커·그룹인·APT28이·독일·연방의회를·공격한·바·있지만,·이번·공격은·지난·번보다·훨씬·정교

한·형태로·오랜·기간에·걸쳐·계획된·공격이라는·점에서·러시아와·서구권·사이·외교분쟁으로·심화될·가능성도·제기됨

·· 2월·5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정보보호서비스의·합리적인·거래·질서·확립을·위해·행정·공공·기관

용·정보보호서비스·표준계약서를·마련했다고·밝힘

·· 침해사고·발생·시·긴급·조치·등·기존·공공·부문·용역계약·일반·조건에·표시되지·않았던·과업들이·명시되고,·발주자와·수급·

사업자·간·분쟁이·발생할·경우·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는·방안도·추가됨

·· 과기정통부는·새로운·표준계약서·사용을·권장하고·실태를·점검해가며·정책을·보완해·나갈·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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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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한·달간·수집된·서비스·포트·TOP·10에서는,·HTTP·관련·서비스·포트가·지속적으로·높은·점유율을·

차지하고·있으며,·SYSLOG(UDP/514),·MYSQL(TCP/3306)·포트가·새롭게·진입하였다.·그·외·서비스·포트·순위의·

큰·변동은·없는·것으로·확인된다.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01.

공격·서비스·포트별·이벤트·분석·결과,·전월과·비교하여·대체로·2%·내의·낮은·변동율을·보이고·있다.

이·달·MSSQL(TCP/3306)·,·SYSLOG(UDP/514)·서비스·포트가·새롭게·TOP·10에·진입하였다.·금월··TOP·10·중·새롭

게·확인·된·서비스·포트·MS-SQL·서비스는·DB관련·서비스·포트로·,·SQL·질의·문을·사용하여·내부·시스템·정보를·검색,·

삽입,·수정·등을·할·수·있어,·외부에·노출·되거나·접근·하지·못하도록·주기적인·점검·및·주의·관제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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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910,486· 47.47% -

2 DNS(UDP/53) 617,422,815· 17.03% -

3 HTTPS(TCP/443) 364,920,142· 10.07% -

4 Microsoft-DS(TCP/445) 230,300,197· 6.35% -

5 ICMP(0/ICMP) 223,525,681· 6.17% -

6 SNMP(UDP/161) 199,321,835· 5.50% -

7 Unassigned(TCP/9900) 104,050,971 2.87% -

8 SYSLOG(UDP/514) 90,529,038 2.50% NEW

9 Telnet(TCP/23) 46,821,426 1.29% -

10 MYSQL(TCP/3306) 27,474,885 0.76% NEW

총계   3,625,277,476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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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원격보안관제센터에서 탐지한 공격 패턴 순위를 통해 최신 공격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센터·SIEM·집계·기준

SMB와·Netbios·서비스·포트에·대한·공격,·접근·시도가·꾸준히·발생하고·있으며,·주기적으로·공개된·오픈·소스·

취약점·점검·도구·등을·이용하여·내부·네트워크에·존재하는·취약점을·제거하는·노력이·필요하다.·또한,·ACK/SYN/

FIN·Port·Scan·시도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나,·Tear·Drop,·Sloworis,·SlowRead와·같은·DoS·공격의·유형도·

매번·Top·10에·포함되고·있다.·트래픽이·적은·공격의·경우·영향도가·크지·않으나,·서비스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

있는·공격인·만큼·실제·DoS·공격이·발생했을·때·바로·대응이·가능하도록·대처·방안을·미리·마련하고·주기적인·모의·

훈련을·통해·실제·상황에·대비하는·준비가·필요하다.

[그림 2-2] 월간 공격 패턴 TOP 10

공격 (패턴)별 이벤트 전월 비교04.

2018년·3월·공격·이벤트·TOP·10에는·접근·가능한·SMB서비스와·Netbios·서비스를·찾기·위한·스캐닝·시도가·

지속적으로·다량·발생하고·있으며,·열려있는·서비스·포트를·찾기·위한·ACK,·SYN,·FIN·Port·Scan도·꾸준히·발생·

중이다.·Scan·공격은·공격자가·다음·단계인·내부·침투로·나아가기·위한·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게·되므로·보안·

장비에서·이러한·접근·시도는·사전에·차단할·수·있도록·내부·네트워크에서·사용되는·서비스·포트를·제외한·접근은·

차단될·수·있도록·해야한다.

월간 공격 서비스 (패턴) TOP 1003.

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Service·connect(tcp-445) 115,119,726· 59.42% -

2 ACK·Port·Scan(F/W·Scan) 62,077,884· 32.04% -

3 SYN·Port·Scan 5,271,507· 2.72% -

4 UDP·Tear·Drop 3,312,780· 1.7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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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P-137)
2,330,575· 1.20% -

6
Dcom_TCP_Sweep·

(MSBlaster·Worm··Messenger)
2,235,914· 1.15% ▼2

7 HTTP·Login·Brute·Force 1,201,606· 0.62% ▲1

8
HTTP·Connection·Limit·Exhaustion·Attack·

(By·Slowloris)
1,142,698 0.59% ▼1

9 TCP·Packet·Window·Size·Attack·(SlowRead) 595,855 0.31% ▲1

10 FIN·Port·Scan 461,729· 0.24% ▼1

총계 193,750,274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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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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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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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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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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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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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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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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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별 상세 분석 결과05.

[표 2-1]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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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센터 분석기술팀 이세호

CNBC에·따르면·사이버·범죄가·지난해·글로벌·경제에·미친·피해액이·최대·6천억·달러에·이를·수·있다고·한다.·이는·

전·세계·GDP의·0.8%에·해당하는·규모이며,·2014년과·비교하면·20%나·상승한·수치이기도·하다.·이처럼·사이버·

범죄가·급증하는·가장·큰·이유는·사이버범죄·활동이·예전보다·더욱·용이해졌기·떄문이다.·제로데이·익스플로잇부터·

새로운·공격·기법을·탐지/대응하기·위한·다양한·보안·솔루션·등장까지,·나무·하나하나·살피는·것도·힘든데,·그것들을·

다·합한·숲을·이해한다는·건·쉽지·않다.·즉,·사이버·보안에서·나무·대신·숲을·보는·SIEM(통합보안관리솔루션)을·활용·

한다는·것은·어렵다.·많은·기업들이·숲을·보고자·SIEM을·도입하였으나·각·기업·및·기관에·최적화된·구축이·제대로·

이루어지지·않다·보니·여전히·기업·전반의·보안·가시성·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이에·도입·혹은·고도화·시점에·

SIEM·활용도를·높일·수·있는·구축·가이드에·대해·제언하고자·한다.

SIEM을·통해·“어떤·공격을·탐지/분석·할·것인가”에·대한·명확한·목표를·갖고·도입을·해야·한다.·

SIEM·구축·전에·도입·기관의·관제/운영자와·충분한·협의를·통해·구축·방향을·확정해야·한다.·기존에·관제인력·또는·

SIEM솔루션이·없었다면·도입·목적과·업무·특성을·파악한·후·구축을·진행해야·한다.

SIEM·구축·절차는·1)보안·형태나·네트워크·영역별·혹은·공격·유형별로·관제/운영·범위와·자산을·선정하고,·2)해당·

보안·장비와·서버등에서·운영과·침해·분석에·필요한·로그·수집·방안과·동시에·필요한·로그가·포함되어·있는지도·확인·

해야한다.·마지막으로·수집된·로그를·탐지/통계/검색하기·위해서는·공통의·표준·필드·정의와·최소·형태소까지·파싱

하는·단계도·소홀히·해서는·안된다.·이런·구축·과정을·통해·로그·수집이·완료되면·비로서·보안·관제와·보안·운영에·

필요한·탐지·룰·설정과·관제·맵,·대시보드등을·설정하게·된다.·관제·설정·단계에서·부족한·로그와·잘못된·파싱에·대해

서는·이전단계부터·다시·수정·보완하여·반복·진행하면·된다.

관제·및·운영팀에서·파악한·업무와·협의된·내용을·토대로·연동·범위에·적합하게·구축·전략을·세우면·된다.·관제/운영·

범위는·기업이나·기관의·비즈니스·모델에·따라·스카다망·같은·주요·인프라·보안,·권한·없는·침입과·악의적인·내부자를·

막는·경계보안·장비·중심의·네트워크·인프라·보안,·가상·환경과·데이터·관리를·위한·클라우드·보안,·OWASP의·

10대·웹·취약점·같은·웹·어플리케이션·보안,·가전과·각종·센서를·위한·IoT·보안등이·있다.·관제·범위에·따라서는·

인터넷망과·업무망,·고립망과·스카다망·같은·망별·전략,·업무·중심에·따라서는·자산별,·네트워크·트래픽·방향에··따른·

Inbound/Outbound별·등이·있다.·또한·공격·유형에·따라·DDoS,·웹해킹,·내부·사용자·악성코드·감염,·내/외부·

비인가·행위&데이터·유출·등으로·나눌·수가·있다.··이렇듯·기관·환경에·맞는·SIEM·구축·범위를·정의하면·된다.·

관제·범위나·공격·유형별로·구축·방향이·결정되었다면·다음·단계로는·[그림·3-3]·처럼·해당·공격을·탐지/분석하기·

위해·필요한·보안·장비들과·WEB/WAS/DB등에·서버들이·무엇인지·연동·대상을·선정하면·된다.·예를·들어·웹·해킹·

공격·중·WebShell·업로드나·SQL·Injection·공격이·IPS에서·탐지·될·경우·성공여부를·어느정도·판단은·할·수가·있다.·

그러나·방화벽을·통한·과거·최초·접근·시점,·WEB·로그와·무결성·로그를·통한·WebShell·파일·업로드·성공여부와·

해당·파일·확보를·위해서는·추가·로그들도·필요하다.·이렇듯·공격의·정/오탐·판단과·우회·공격을·분석하기·위한·연동·

대상·선정은·매우·중요하다.·

한정된·라이선스·수량으로·인프라·전반에·걸친·구축·보다·한정된·범위라도·명확한·목표를·가지고·FULL·로그·수집을·

통해·보안·관제와·운영을·한·후·확대해·나간다면·SIEM의·활용도를·높일·수·있을·것이다.·

개요01.

관제 방법론 및 운영 전략 파악02.

SIEM 구축 전략 수립03.

SPiDER TM V5.0은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 경험과 빅테이터 활용역량이 집약된 통합보안관리솔루션으로 최초탐지부터 로그/네트

워크 패킷 분석까지 일원화 된 관제환경구성을 통해 관제업무의 기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

합니다.   

[그림 3-1] 관제/운영 전략 예시

[그림 3-2] 관제 범위 선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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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SIEM 구축 전략

[그림 3-4] 가시성 확보를 위한 로그 수집

관제대상·선정·시·[그림3-4]·처럼·공격자·IP를·최상단·보안장비부터·말단·웹서버까지·전체·추적이·가능하도록·

선정해야·한다.·비록·방화벽·로그상으로는·정상·통과·했지만·IPS·탐지·로그를·통해·web·metho나·bash·쉘·같은·

다양한·웹/OS·공격·했음을·판단할·수·있다.·공격·실행여부를·좀더·확인하고자··웹·Access/error· log까지·숲을·

본다면·referer·필드로·“()·{·;;};·/bin/sleep·31”·로·bash코드·인젝션·취약점·공격·수행했고,·200·정상·실행되

었음을·확인·할·수·있다.·또한·OS의·Secure·log·수집을·통해·비인가·접근의·흔적도·발견할·수·있다.·추가·정보

로·Web·access·log에는·접속자·IP만·존재를·한다.·목적지·IP가·없기때문에·경계보안장비들과·상관분석시·연계·

분석이·안되는·결과를·초례·할·수·있다.·파싱할·때·목적지IP와·VIP필드를·추가·태깅하여·서버의·IP와·이중화·대표

IP·정보를·파싱하면·해당·문제는·해결·할·수·있다.

결국·나무가·아닌·숲을·보기·위한·가장·중요한·부분은·“우리·인프라에서·누가·활동하는지(혹은·했는지)·포괄적인·

가시성을·확보해줄·수·있는·로그··수집이·관건이라·생각한다.·

SIEM·구축·방향이·정했다면·포괄적인·가시성·확보와·자산을·보호하기·위해·사이버·공격을·탐지/분석하는데,·필요

한·로그가·무엇이며·운영·중인·보안장비와·서버등에서·해당·로그들이·수집·가능한지·확인도·필요하다.

일반적으로·외부(인터넷영역)에서·내부(DMZ영역)로·공격이·이루어지는·DDoS와·웹해킹·공격은·네트워크·경계·

보안·장비와·웹서버에서·발생하는·각종·로그들을·수집하여·탐지와·분석을·해야·한다.

최근·이슈·공격인·악성코드·공격·탐지·및·분석을·위한·보안·장비와·로그·수집·기준은·아래와·같다.·유입·경로와·

악성코드·실행·이력과·감염여부·로그,·C&C·서버와·통신을·위한·내부에서·외부로의·트래픽·확보와·내부·확산

(scan)·등을·파악할·수·있는·보안장비들과·관련·로그들·확보가·필요하다.

정책·위반은·조직이·대처해야·하는·가장·큰·보안·이슈부분이다.·검증·되지·않았거나·혹은·승인되지·않은·프로그램을·

실행,·적절하지·않은·프로세스로·사용자·계정을·생성,·적절한·인증·없이·관리자·권한을·사용,·사용자가·사용·권한이·

없는·파일과·시스템에·접근·시도·같은·행위들이·정책·위반에·해당한다.

·· 로그수집·대상장비·:·DDoS·+·L4·+·FW·+·IPS·+·TMS·+·WAF·+·WEB서버

·· 분석로그·:·탐지로그·+·BPS,·PPS·+·정책로그(패킷사이즈)·+·자원현황·+·Access·log

·· 로그수집·대상장비·:·TMS·+·IPS·+·WAF·+·WEB서버·+·웹쉘탐지·+·FW·

·· 분석로그·:·탐지로그&Payload·+·Access&Error·log·+·웹쉘탐지·+·파일무결성·+·FW로그

·· 로그수집·대상장비·:·스팸·+·APT·+·TMS··+·EDR·+VMS·+·DNS·+·FW·+·IPS·+·+··NAC·+·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 분석로그·:·APT공격·메일·+·탐지로그··+·악성파일·다운로드·+·악성·도메인·주소·+·감염·여부·+·내부·->·외부···················

·············장시간·세션··+·Network·Scan·+·ARP·Poisoning

·· 로그수집·대상장비·:·접근제어·+·NAC·+·IPS·+·TMS·+·Server·+·FW·+·DB보안·+·DRM·&·DLP

·· 분석로그·:·감사·로그·+·SecureLog,wtmp·+·정책로그·+·탐지로그·+Network·Scan·+·BlueForce·+·IP인증·+·ARP··

···············Poisoning·+·대용량·트래픽··+·파일·전송·+·복호화

관제 대상 장비와 필수 로그 선정 : 어떤 공격을 탐지/분석 할 것인가?  04.

1) DDoS 공격

2) 웹 해킹 공격 

3) 악성코드(랜섬웨어) 감염

  4) 내부 정보유출 & 비인가 접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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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구축·시·이·기종·장비를·포함한·연동·대상·선정의·어려움·때문에·악성코드·감염,··웹해킹,··유해트래픽·공격·탐

지를·위한·로그·수집을·IPS·장비에서·제공하는·로그·수집을·통해서만·해도·충분하지·않냐는·질문이·많다.·[그림3-6]·

처럼·사용자가·악성코드가·첨부된·메일을·수신하여·첨부·파일을·실행·시켰다.·백신과·IPS·에서는·탐지가·안되었으며,·

메일·보안·장비는·연동하지·않아·악성·메일·수신여부·조차·파악하지·못했다.·그러나·네트워크·통신확인과·C&C·연결

을·위해·DNS·질의·로그와·악성코드·추가·다운로드를·위해·배포·서버·접속·시·발생하는·로그는·유해사이트·차단·시스

템을·통해·URL·주소와·다운로드·받는·실행파일명까지·확인이·가능하다.·모든·행위에·대한·이력이·남는·방화벽·로그

를·통해·C&C·서버와·통신하는·장시간·세션과·차단된·C&C서버로·반복·접속시도를·하는·“SYN”·트래픽들을·확인할·

수·있다.·이처럼·알려지지·않은·제로데이·공격·같은·경우·탐지장비를·우회하거나·탐지·룰이·없어·탐지가·안되더라도·

여러·이기종·간의·로그들을·상관분석하면·이상행위들을·탐지할·수·있다.··

정의한·장비들과·로그들·외에도·많은·새로운·장비들이·있을·것이다.·로그의·종류가·무조건·많다고·하여·정오탐·판단에·

도움된다는·뜻은·아니다.·오히려·많은·분석·시간·소요와·판단에·혼란을·야기할·수도·있다.·공격자의·침해·시도를·모니터링

하고,·분석시·로그·추적에·흐름이·끊어·지지·않아·침해·성공여부를·판단할·수·있는·수준의·로그를·확보하면·된다.

[그림 3-5] 로그 수집 대상과 로그 종류

[그림 3-6] 로그 분석을 통한 이기종 간 상관 분석

나무가·아닌·숲을·보기·위해서는·경계보안·장비부터·엔드포인트·장비까지·포괄적인·가시성·확보가·필요하다.·그러나·

보안장비와·애플리케이션의·로깅·설정에·의해·원하는·로그가·생성되지·않을·때도·있다.·대표적으로·방화벽의·세션·

연결·시간인·Duration·필드와·IPS/TMS이·Payload·데이터,·Apache·Access·log의·Combined·모드,·Windows·

IIS·로그·등이·있다.·해당·로그들의·수집을·위해서는·설정·변경이·필요하다.·SIEM을·통해·로그·분석·시·로그·간·연결·

추적이·가능하기·위해·보안장비와·응용프로그램들의·로그·설정을·어떻게·해야하며,·그·중요성에·대해·몇가지·사례를·

들어·전략적·로그·수집·방안에·대해·살펴보겠다.

이미·언급한·것·처럼·보안·관제나·운영·업무·방향에·맞지·않은·불필요한·로그들을·수집한다면·솔루션의·성능·저하와·

저장공간의·문제가·발생하게·된다.·아래·[그림·3-7]에서·처럼·보유하고·있는·자산과·필요한·로그를·나열하여·중복과·

누락없이·수집할·수·있게·표로·작성해·봐도·좋을·것이다.·보유하고·있는·자산·리스트와·이들·장비로·부터·수집·가능한·

로그가·어떤·것들이·있는지·리스트화하여·중복된·로그와·부족한·로그를·파악한·후·로그·수집을·시작하면·된다.

관제/운영·대상·장비에서·로그만·생성된다면·Agent·방식과·Agent·less·방식·중·적합한·방식을·선택하여·필요한·

로그를·수집하면·된다.·서버같은·OS가·있는·장비들은·직접·설치하는·Agent·방식와·직접·설치가·불가능한·보안장비

들은·전송·프로토콜을·이용하여·로그·수집하는·Agent·less·방식을·주로·사용한다.·두·방식에·기능상에·차이는·없으며·

인프라·환경과·연동하고자·하는·자산의·특징에·따라·유연하게·선택하면·된다.··SIEM·자체·파싱·기술을·통해·Binary·

포멧,·text·File·포멧,·RDB등의·포멧과·Syslog,·SNMP,·전용API등에·전송·방식에·제약없이·연동(수집)·가능하다.

[그림 3-7] 로그 수집 대상과 로그 종류

침해 분석에 필요한 필수 로그 수집 방안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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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벽 세션 연결 시간 수집을 위한 로그 설정 변경

대부분의·방화벽·장비들은·방화벽·자체·시스템·로그와·정책로그·등·

많은·로그들을·생성하고·전송할·수가·있는·설정화면을·제공하고·있

다.·또한·IPS·연동·시·패킷로그를·체크하여·로그·수집해야만·Payload·

분석이·가능하다.· [그림3-8]에·“연결·시작”·설정·해제를·해야만·

[그림3-9]·처럼·Duration·필드에·세션·정보가·생성이·되며,·비인가·

접근등에·장기간·연결·세션들을·탐지/모니터링할·수가·있다.

[그림 3-8] 방화벽 로그 설정 화면

[그림 3-9] Duration 필드 세션 생성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장시간 C&C 통신

▲ 무차별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 

▲ QSlowloris : Slowloris HTTP Dos 공격

또한·설정·자체가·“연결시작”이기·때문에·3-Way·핸드쉐이크의·첫·단계인·“Syn”·패킷을·모든·세션에·마다·로그를·

생성하기·때문에·불필요한·쓰레기·데이터를·수집하게·된다.·솔루션·입장에서는·성능·저하와·저장·공간에·비효율성을·

초래할·수·있다.·지금까지·많은·고객사에서·설정·변경하였지만·운영상에·문제점은·없었다.·(방화벽제조사의·기본설정

은·연결·시작에·체크가·되어있음)

방화벽·세션·연결·시간·로그는·“duration”·필드로·정의·되어있으며,·활용·사례로는·악성코드·감염시·C&C서버와의·

장시간·통신·탐지와·Scan이나·Brute·force·공격·같은·비정상·트래픽·발생시·동일·시간·여부를·판단하여·정상접근인

지·공격·툴에·의한·접근인지·판단·할·수가·있다.

2) 방화벽 세션 연결 시간 활용 사례

3) IPS Payload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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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b Access log 수집 방안 5) 서버(OS)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로그 수집

웹·서버는·매우·종합적이고·유연한·로깅·기능을·제공한다.··접근·로그(Access·Log)와·오류·로그(Error·Log)를·통해·

웹·서버의·활동과·성능에·대해·알·수가·있다.·웹·해킹·분석·시·Web·Access/error·log·분석은·가장·중요하고·기본적

인·과정이다.·Web·Access·log에는·크게·Common과·Combined·모드·두가지가·있으며,·mod_logio를·사용하여·

실제·네트워크에서·발생한·입출력·바이트를·로그에·기록할·수·있는·Cominedio·모드도·있다.·Combined모드에서·

%I(요청과·헤더를·포함한·받은·바이트·수)와·%O(헤더를·포함한·보낸·바이트·수)·로그·필드를·추가하면·된다.·SIEM

에서·필요한·로그는·포멧은·Combinedio·모드며,·개인적으로는·Combinedio·모드를·추천한다.·

Apache·로그·포멧과·생성·경과·

LogFormat "%h %l %u %t \"%r\" %>s %b" common

LogFormat "%h %l %u %t \"%r\" %>s %b \"%{Referer}i\" \"%{User-agent}i\"" combined

LogFormat "%h %l %u %t \"%r\" %>s %b \"%{Referer}i\" \"%{User-agent}i\“ %I %O" combinedio

웹서버를·포함하여·일반·응용·서버에서도·침해·분석에·필요한·많은·로그들을·생성하고·있다.·[그림·3-11]은·UNIX·

&·Linux에서·생성되는·로그들이며,·[그림·3-12]는·Windows·서버의·로그관리를·해주는·이벤트·뷰어화면이다.·

누가·언제·어떻게·접속해서·작업한·내용과·파일·전송등의·무슨·행위를·했는지·파악·할·수·있는·로그를·수집해야·한다.·

그래야만·침해분석·시·로그간·연결·고리·끊김없이·끝까지·추적·할·수가·있다.

common combined combinedio

[그림 3-10] 동일 접속 시 3가지 모드 로그 생성 결과

[그림 3-11] 로그 수집 대상과 로그 종류

[그림 3-12] Windows 이벤트 뷰어 로그 관리 화면

구분 종류 로그명 내용 형태 로그위치

OS

Linux
(unix)

wtmp 사용자 로그인/로그아웃, 시스템 부팅/셧다운 Binary /var/log

utmp 현재 로그인 사용자 상태 기록 Binary /var/log

btmp 실패한 로그인 정보 Binary /var/log

pacct 로그인 사용자의 명령어 기록 Binary /var/log

lastlog 최근에 로그인한 시간과 접속장소 기록 Binary /var/log

secure 사용자 인증에 관련된 정보 text /var/log

messages su실패, 특정 데몬 비활성, 부팅 발생 시 에러 등 text /var/log

sulog Su 명령어 사용 기록 Text /var/log

Xferlog ftp 파일 송/수신 기록 Text /var/log

history 각 사용자별 명령어 기록 text 최상위 디렉터리

audit.log 감사 로그 text /var/log/audit

Windows

응용프로그램 로그 응용 프로그램이 기록한 다양한 이벤트 Binary eventvwr.msc

보안 로그
로그온 시도 및 파일 생성, 열람, 삭제 등의 리소스
사용에 관련된 이벤트를 기록

Binary eventvwr.msc

시스템 로그 Windows 시스템 구성요소가 기록하는 이벤트 Binary eventvwr.msc

설정 로그 서비스 기동 로그 Binary eventvwr.msc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 DHCP, DNS, IIS, 원격 데스크톱등 각종 서버 로그 Binary eventvwr.m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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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IEM Agent를 이용한 서버(OS)의 휘발성 데이터 수집

1) 범주화(Categorization)

2) 정규화(Normalization)

서버(OS)·자체에서도·많은·로그들을·생성하지만·리소스와·Process,·Port등의·실시간·운영하면서·발생되는·휘발성·

데이터들은·파일로·생성이·안되고·사라지고·있다.·이러한·데이터들을·SIEM·Agent를·통해·실시간·수집이·

가능하다.·[그림·3-13]은·SIEM·Agent·자체·연동·기능으로·수집·가능한·데이터들이다.·DDoS·공격·분석시·

리소스·정보와·연관분석이·필요하며,·웹·해킹공격·중에·웹쉘과·파일업로드·공격·분석시·파일·무결성·기능·통해·웹쉘·

파일·혹은·변조·파일들이·서버에·업로드·되었는지·상관분석·시·필요하다.

서버에·악성코드·같은·불법·소프트웨어가·설치·될·경우·신규·생성된·프로세서와·이때·특정·포트가·Listening이·되면·

탐지를·할·수가·있다.·이런·정보들을·휘발성·데이터들로·로그로·생성이·안되는·것들이다.

특히,·웹쉘·탐지·기능은·SIEM·Agent·전용기능으로·웹쉘·파일이·서버에·업로드·되면·1차·검사로·파일·확장자의·

변조여부·를·검사하며,·파일의·종류가·이미지·파일이나·소스파일인지를·검사하여·소스파일이면·웹쉘·시그니처·

패턴과·비교하여·웹쉘·공격을·탐지·할·수·있다.

아래·그림들은·랜섬웨어·@WanaDecroptor@.exe·파일이·실행되는·과정을·무결성·기능을·통해·하나의·행위로·

파악한·것이다.·랜섬웨어·파일이·실행되면·신규·파일·생성·위치와·해당·프로세스·실행·상태와·신규·프로세스·실행·

으로·57436포트가·Open(Linstening)됨을·확인·할·수·있다.·

구분 항목 내용

리소스
(자원사용률)

CPU 사용률

Memory&Swap 사용률

Disk 볼륨별 사용량

Network Interface 대역폭, BPS, PPS

TCP Session
SIP와 DIP 세션 연결 상태
통신 상태(TCP Flag)

무결성

Process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서
실행/종료되는 프로세서 상태 정보

Port
현재 Listening 중인 포트 리스트
포트 Open/Close 변경 상태 정보

File 생성/수정/삭제 상태 정보

Device 볼륨별 사용량 변화, USB등 마운트 감지

웹쉘 웹쉘 탐지기능
서버에 업로드 되는 특정 디렉토리&파일에 대해 파일 확장자 검사 및 소스 파일 내 웹쉘
시그니처 탐지 기능

[그림 3-13] SIEM Agent를 통해 수집 가능하는 데이터들

[그림 3-14] 로그 필드 범주화와 정규화 결과

▲ SIEM Agent 파일 무결성 기능

▲ SIEM Agent 프로세스 무결성 기능

▲ SIEM Agent 포트 무결성 기능

침해 로그 필드 정규화(normalization)와 범주화(categorization)06.

SIEM으로·수집된·각종·로그들을·손쉽게·상관분석·가능하도록·설정하는·파싱단계이다.·각종·장비에서·발생하는·

다양한·형식의·이벤트(경보)와·원본·로그들을·공통된·형식(필드명)으로·만드는·정규화(normalization)과정과·비슷한·

로그를·서로·묶는·범주화(categorization)·과정이·꼭·반영되어야·한다.

이미·당사·SIEM에는·반영이·되어·있는·상태이며,·새로운·신규·장비·도입시·고려하여·반영하면·된다.

범주화는·수집된·빅데이터·속에·방화벽,·IPS,·웹로그등과·같이·동일·유형에서만·원하는·결과를·찾고자·할·때·유용하다.·

예를·들어·특정·IP가·IPS에서·탐지가·되었는지,·혹은·방화벽에서·차단되고·있는지·찾고자·할·때이다.·대그룹인·로그·

유형별(log),·허용/거부같은·이벤트유형에·따라·중그룹(sublog),·자신별(origin)·등으로·한정된·범위·검색이·가능하도록·

대>중>소·분류형태로·정의하면·된다.··범주화를·어떻게·하냐에·따라·검색·속도·또한·향상시킬·수가·있다.

정규화의·목적은·다양한·보안장비들과·서버등·수많은·연동대상으로·부터·수집한·로그·중에서·원하는·데이터를·일관·

되고·유연하게·찾기·위함이다.·예를·들어·모든·보안·장비와·웹로그까지·특정·출발지·IP를·찾고자·할때·장비마다·출발지·

필드명이·다르면·일괄·찾기가·안될·것·이다.·이렇듯·이기종·장비간·상관분석이·가능하도록·공동의·필드를·정의해·주는·

과정이다.·아주·기본적인·필드인·출발지IP(s_ip),·출발지·포트(s_port),·목적지IP(d_ip),·목적지·포트(d_port),·출발지·

국가(s_country),·목적지·국가(d_country),·프로토콜(protocol)등은·모든·장비에·공통·적용·가능한·필드·먼저·정의한·

한다,·그런·다음·장비·유형별로·방화벽에만·있는·TCP세션정보(tcp_flag)·같은·공통된·필드·정의,·탐지장비들은·탐지명

(attack)·같이·필드를·공통필드로·정의해·주면·된다.··필드에·대한·표준화·정책이·마련되어·있어야만·상/하·기관·간의·

룰·배포나·검색쿼리·제공·등이·가능해·질·것이다.

범주화 정규화
표준화
(고유필드)

FW Log

IPS Log

WEB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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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관 분석 탐지 정책 운영 방안

2) 로그 추적 분석 및 통합관제 설정

3) 자산 파악이 되는 로그 검색 설정

관제/운영 설정07.

마지막으로·로그·수집이·완료·되었다면·구축·전·협의한·보안·관제/운영·방향에·따라·설정하면·된다.·SIEM을·설치

하면·당사에서·제공하는·파서·>·표준필드·>·오브젝트·>·탐지·정책·>·검색어·>·대시보드까지·기본·운영이·가능하도록·

표준·컨탠츠들이·제공된다.··솔루션·설치·후·해당·내용과·아래사항들에·대해·잘·설정되었는지·확인이·필요하다.

구축·전에·도입·기관의·목적에·따른·관제·및·운영·전략에·따라·룰·설정을·진행하면·된다.·많은·전략이·있겠지만·한가지

만·예를·든다면·보안·관제·센터가·운영·여부가·기준이·될·수도·있다.·관제·센터가·있다면·실시간·위협에·대한·많은·경보

에·대응하는·것이·가능하겠지만·담당자·1인·운영·기관은·대응도·어렵고·SIEM의·신뢰도·또한·떨어진다.·담당자·1인·운

영·기관은·당사에서·제공하는·CTI(위협·정보)를·이용하여·IPS/WAF등·탐지장비에서·Alert된·출발지IP가·CTI(위협정

보)에·있는·IP일·경우·Alert을·발생시키도록·하여·정탐률을·높여·대응하도록·한다.·그리고,·평판DB를·통해·과거·공격

이력이·있는·IP와·목적지가·자산일·경우만·Alert·발생하도록·설정한다.·이·부분에·대한·설정은·당사·홈페이지·>·Blog·>·

SIEM·Guide·>·“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기반의·실시간·위협·탐지와·사전·예방·활동”에·설명되어·있다.

룰·그룹·기준은·핵심·5대·위협지표로·많이·사용하고·있는·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공격),·웹해킹·공격,·비인가·

접근,·악성코드·감염,·악성&스팸·메일·의심·탐지등으로·관제·방법론에·맞게·분류하면·된다.

그·외·도입·기관의·환경에·따라·망별,·업무별·특징에·따라·분류하여·설정하면된다.

탐지·룰과·로그·검색·시·의심가는·IP에·대해·로그·추적분석·기능을·활용하면·한·눈에,·한꺼번에,·모든·장비의·탐지/·

접근·이력을·다같이·볼·수·있다.·네트워크·토폴로지와·동일하게·구성·할·수록·로그·추적·분석·기능의·효과성은·높아·

진다.(단·해당·장비·연동이·되어야·한다,·SIEM·구축·시·설정되어·있는지·확인하시기·바랍니다.·)·통합관제·기능은·

트래픽·추이를·통해··실시간·간으로·이상트래픽을··모니터링·할·수·있다.··금주/전주/전월과·트래픽과·비교,·출발지/

목적지IP/Port별·등으로·과트래픽·발생시킨·유해·IP를·추출할·수·있다.·보안·장비별,·웹서버별,·장비간·통합프로파일·

생성·여부를·또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로그·분석·시·빠른·판단을·위해·출발지/목적지IP가·내부·사용자이거나·자산일·경우·[그림·3-17]·처럼·검색·결과·화면

에·사람모양과·서버모양의·아이콘이·표시되며,·클릭을·통해·빠르게·IP정보를·확인·할·수·있다.
구분 분리 기준 설명

대분류 외부/내부 위협 외부 -> 내부, 내부 -> 외부

중분류 영역 별 DMZ망, 내부망, 인터넷망 등.

소분류 자산 유형, IP/Port 서비스 유형, 영역 별 IP대역 등.

[그림 3-15] 탐지 정책 설정 방향

[그림 3-16] 로그 추적 분석(왼쪽)과 통합 관제(오른쪽) 기능 설정 결과

[그림 3-17] 사용자 정보

[그림 3-18] 사용자 정보와 중요서버 정보가 등록된 검색 결과 화면

[그림 3-19] 중요서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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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등록은·메뉴·>설정관리·>자산관리에서·중요서버·등록을·하면·된다.·사용자·정보·등록은·메뉴>·설정·관리·>자산관

리에서·사용자·정보와·PC·정보를·등록하면·된다.·자산·등록과·사용자·정보·등록·시·일괄·등록·기능을·활용하면·표준·

양식(엑셀)에·맞추어·작성·후·한번에·등록할·수·있다.·

만약·별도·필드로·산하기관/그룹/자산명·등을·표현을·원한다면·메뉴·>·관리·>·설정관리·>·ExternInfo기능을·활용·

하면·된다.·이·부분에·대한·설정은·당사·홈페이지·>·Blog·>·SIEM·Guide·>·SIEM을·통한·외부정보(EXTERNINFO)·

활용편에·등록되어·있다.

[그림 3-20] exerninfo 기능이 적용된 검색 결과 화면 

마치며….08.

당사는·빅데이터라는·용어가·일반화·되기·이전·ESM·시절부터·빅데이터를·다루고·활용해·왔다.·빅데이터·기술은·

SIEM의·기반·기술이·되었고,·AI·기술·또한·빅데이터·기술이·필수이다.·

SIEM은·수많은·기능을·가지고·있지만·제품·설치·단계에서부터·어떻게·이·솔루션을·활용할지에·대한·명확한·방향성

이·없다면·활용도는·낮을·수·밖에·없다.·왜냐하면·활용에·필요한·필수·로그나·탐지/분석에·필요한·기능·설정은·목적에·

따라·다르기·때문이다.·

SIEM이·제대로·활용되어·과거부터·현재의·로그를·통해서·패턴을·찾아·공격을·예측하는·SIEM이·되려면·SIEM을·

통해·“어떤·공격을·탐지/분석·할·것인가”에·대한··명확한·방향과·이를·달성하기·위한·필수·로그·수집이·관건이라·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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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레지스트리 분석을 이용한
침해사고 분석 기법

최근·대기업은·물론·소기업들까지도·각종·보안·솔루션을·도입하여·이전보다·보안을·크게·강화시켰음에도·불구하고·

내부·직원의·중요·정보·유출·사고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흥미로운·점은·정보·유출·피해의·상당수가·악성코드가·아닌·전·현직·임직원들에·의한·것으로·확인되고·있다는·

점이다.··이·점은·정보보호·업무를·수행함에·있어·가장·경계해야·할·대상이·‘사람’으로·지목되는·이유이기도·하다.

일반적으로·국내·기업의·임직원들은·윈도우·운영체제의·PC를·사용한다.·윈도우시스템은·레지스트리를·이용하여·

운영체제의·설정과·선택·항목을·관리하고·있는데,·레지스트리에는·하드웨어,·소프트웨어,·사용자·PC·설정·등에·대한·

윈도우시스템의·모든·정보가·기록된다.·즉,·레지스트리를·분석할·수·있다면·PC·사용자의·사용·환경과·생성,·가공,·

전송한·데이터·등을·역으로·파악하여·정보·유출의·정황이나·근거를·확인할·수·있다는·의미이다.

금번·기고는·정보·유출에·대한·정황이나·증거를·확보할·수·있는·윈도우·레지스트리·분석·방법에·대하여·설명하는·

동시에·해당·분석기술을·소개한다.·특히·정보·유출을·쉽게·확인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여·최종적으로는·내부·정보·

유출·방지에·도움이·되고자·한다.

레지스트리는·구분의·용이를·위해·다음과·같은·Hive를·사용한다.

개요01.

레지스트리(Registry)02.

보안관제센터 보안분석팀 윤승균

[표 4-1] 레지스트리 주요 Hive

침해사고·분석은·레지스트리·Hive·중·HKLM,·HKU을·통해서·확인이·가능하다.·HKLM은·시스템에·한번이라도·연결

되었던·하드웨어,·소프트웨어·설정·및·기타·환경정보·등이·기록되며·HKU에는·윈도우·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모든·

사용자와·그룹에·대한·프로파일·정보가·기록된다.·각·Hive의·Sub·Key는·다음과·같다.

[표 4-2] 주요 Hive의 하위키

[표 4-3] HKLM, HKU Hive 파일 위치

[그림 4-1] HKLM 하위 레지스트리 키 파일

[그림 4-2] HKU 하위 레지스트리 키 파일

HIVE 약어 설명

HKEY_CLASSES_ROOT HKCR • 파일 확장자 연결정보와 COM 객체 정보 등록

HKEY_CURRENT_USER HKCU •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

HKEY_LOCAL_MACHINE HKLM •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정 및 기타 환경정보

HKEY_USERS HKU •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와 그룹에 관한 프로파일 정보

Hive 설명

HKLM C:\Windows\System32\config\

HKU %userprofile%\ntuser.dat

분류 Hive Sub key 설명

응용
프로
그램

HKLM

SYSTEM • 윈도우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설정 정보

SOFTWARE • 윈도우 시스템에 설치된 모든 응용프로그램 정보

SAM • 윈도우 시스템에 등록된 계정 정보의 접속 접속기록

사용자
정보

HKU USER_SID • 각 사용자의 설정 정보 (NTUSER.dat)

HKLM

H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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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Timezone 설정 정보

[그림 4-4] 연결되었던 저장장치 정보

Time·Zone·레지스트리·키는·증거의·타임라인이·조작되었는지를·확인하는·중요한·정보이다.·이·키에는·UTC·시간을·

현지·시간으로·변환하는·데·필요한·값이·포함되어·있으므로·포렌식·분석·시·시스템·시간을·확인할·수·있는·절대적인·

역할을·한다.

저장매체가·연결될·때마다·드라이버에·대한·query가·수행되고·장치의·정보가·레지스트리에·저장된다.·가장·먼저·살펴볼·

key는·USBSTOR이다.

·시스템에·연결된·모든·외부·저장장치의·제품정보와·장치·ID가·USBSTOR에·저장된다.

1) SYSTEM 하위 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SOFTWARE 하위 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① TimeZone (시스템 표준시간)

① Autorun Location (자동실행 목록 위치)

② Storage Devices (저장매체 연결 정보)

다음으로·레지스트리·분석도구인·RegRipper를·사용해서·USBSTOR에·어떠한·내용이·포함되어·있는지를·살펴보겠다.·

각·장치·아래에는·시리얼·넘버가·있다.·이러한·장치의·시리얼·넘버는·NIC의·MAC과·마찬가지로·제조업체에서·할당

한·고유·값이다.·따라서·특정·외부저장장치를·식별하여·윈도우시스템에·연결되었는지의·여부를·확인할·수·있다.

또한·마지막·사용시간,·드라이버·설치시간,·디바이스·이름·등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침해사고분석·시·큰·도움이·된다.·

자동·실행목록은·윈도우가·부팅될·때·자동으로·실행되는·프로그램의·목록이다.·일반적으로·악성코드에·감염될·경우·

자동·실행목록에·악성코드·실행파일이·등록되어·자동으로·실행된다.·그러므로·자동·실행목록에서·인가되지·않거나·

알·수·없는·출처의·프로그램이·등록되어·있을·경우·제거해야·한다.·

자동·실행목록의·경로·중에서·‘HKLM\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를·확인한·결과·

vmware·tool·프로그램이·자동실행·목록에·추가되어·있었고,·부팅·시·자동·실행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데이터분석03.

경로:·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TimeZoneInformation

경로:·SYSTEM·\ ControlSet00x·\ Enum \ USBSTOR

[그림 4-4] 연결되었던 저장장치 정보

[그림 4-5] 자동실행 목록 확인

경로:  

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Once

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policies\Explorer\Run 

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NTUSER.dat\Software\Microsoft\Windows\NT\CurrentVersion\Windows\Run 

NTUSER.dat\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NTUSER.dat\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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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Docs·키에는·윈도우·탐색기를·통해·최근에·실행되었거나·열린·파일·목록을·기록하고·있다.·또한·최근에·

실행한·모든·네트워크·및·외부·저장매체·파일을·모두·기록하기·때문에·침해사고·분석에서·중요한·증거자료로·사용될·

수·있다.

RecentDocs·하위·키는·다음을·포함하고·있다.

RegRipper·레지스트리·분석도구를·이용하여·MRUListEx값을·파싱한·결과는·다음과·같다.·

-·시스템에서·사용되는·모든·파일·확장자·이름을·가진·하위·키

-·가장·최근에·열었던·폴더의·하위·키

※·[그림·4-6]에서의·MRUListEx·값은·파일접근·순서를·기록하는·값이다.

[그림 4-6] RecentDocs 루트키의 MRUListEx값 목록

[그림 4-7] 최근 실행 파일 목록(RecentDocs)-1

[그림 4-8] 최근 실행 파일 목록(RecentDocs)-2

[그림 4-9] .copy0 하위 키의 MRUListEx  목록

[그림 4-10] 최근 실행 파일 목록(.copy)

RecentDocs·레지스트리·키는·가장·최근에·열람한·파일의·LastWrite시간만을·기록하고·있다.·그러므로·다음·그림과·

같이·현재·위치하고·있는·키에서·가장·마지막에·실행된·파일인·RegistryExplorer·RECmd.zip·파일의·LastWrite·

시간만을·확인할·수·있다.

나머지·파일의·LastWrite·시간은·해당·파일의·확장자명을·가진·하위·키를·통해·알아낼·수·있다.·다음은·NTUSER.

DAT.copy0·파일의·LastWrite·시간을·알아내기·위해·.copy0·하위·키를·확인한다.

다시·RegRipper·툴을·사용하여·출력한·.copy0·의·MRUList는·다음과·같다.

위의·방법을·반복하여·나머지·파일의·대한·마지막·사용시간도·확인할·수·있다.·

MRU(Most·Recently·Used)는·사용자가·수행한·가장·최근·작업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MRU·리스트는·

크게·윈도우·“실행”·창에·입력한·RunMRU와·이와·연결된·RecentDocs(최근·실행문서)로·구분할·수·있다.·

3) NTUSER.DAT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① MRU (최근 실행 작업)

▶ RecentDocs (최근 실행 파일)

경로: 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RecentDocs\.cop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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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Assist의·하위·키로·접근하면·[그림·4-12]와·같이·실행한·프로그램의·목록이·저장되어있는데·이·값들은·모두·

CISEAR·암호라고도·불리는·ROT13으로·인코딩·되어있다.·

ROT13·인코딩된·P:\Hfref\FRHAT\Qrfxgbc\cl2rkr-0.6.9.jva32-cl2.7.각·파일명과·64비트로된·FILETIME·값·

62-40-F4-12-7D-33-D3-01을·디코딩한·결과,

Fri, 02 March 2018 01:06:22 UTC에 C:\Users\SEUNG\Desktop\py2exe-0.6.9.win32-py2.7.exe·설치·

프로그램이·실행된·것을·확인하였다.·

[그림 4-13] UsserAssist 레지스트리값

[그림 4-14] 디코딩 결과

RunMRU·레지스트리·키에는·최근··"실행"·창에서·실행되었던·명령어가·저장되어있다.·

RunMRU의·MRUList·값은·RecentDocs의·MRUListEx·값과는·달리·평문으로·저장되므로·일반·레지스트리·뷰어를·

통해·쉽게·확인이·가능하다.·

윈도우·“실행”·창을·통해·입력한·명령어의·실행·순서를·파악하기·위해·[그림·11]-MRUList·값의·데이터를·확인한다.·

데이터를·확인한·결과·(“dfaecb”)라는·문자열이·저장되어있는데,·이는·MRUList·값이·d·→·f·→·a·→·…·순으로·명령

어가·실행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그러므로·MRUList·값·“d”에·해당하는·‘regedit’이라는·명령어가·가장·최근에·실행

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 runMRU(최근 실행 명령어)

경로: 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RunMRU

[그림 4-11] RunMRU 레지스트리값 목록

[그림 4-12] UsserAssist 레지스트리 목록

UserAssist는·시스템에서·실행되었던·프로그램의·목록,·실행·횟수,·마지막·실행시간·등의·정보를·가지고·있다.·

UserAssist·키는·16진수로·표기되어있는·GUID를·나타내는·하위·키로·구성되어있으며·사용자가·실행한·특정·개체·

(제어판,·바로가기·파일,·프로그램·등)와·관련된·값을·저장한다.

② UserAssist (파일 실행 흔적)

경로: NTUSER.dat\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UserAssit

SAM(보안계정·관리자)은·사용자의·비밀번호를·저장하는·윈도우시스템에서·사용하는·데이터베이스·파일이다.·시스템·

및·원격·로그인을·진행할·때·윈도우시스템은·SAM·파일을·참조하여·인가되지·않은·사용자의·접근을·제한한다.

4) SAM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경로: HKLM\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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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본·고에서·설명한·레지스트리·키·목록이다.

금번·기고를·통해·윈도우·레지스트리·분석방법과·해당·분석기술을·활용하여·정보유출에·대한·정황이나·증거를·확보·

할·수·있는·방법에·대해·알아보았다.·앞에서·살펴봤듯이·레지스트리로·찾은·흔적·하나하나가·또·다른·흔적을·찾아·

나갈·수·있는·중요한·실마리가·되기·때문에·세심하고·정밀한·분석이·필요하다.·본·기고에서·기술한·과정·이후·분석자

가·진행해야·할·작업은·레지스트리·분석을·통해·얻은·정보를·활용하고·가공하여·원하는·결과를·도출해내는·것이다.

본·고에서·다룬·레지스트리·키는·수·많은·레지스트리·키·중·일부에·해당된다.·보다·많은·레지스트리·키에·대한·

정보는·AccessData에서·작성한·Registry·Quick·Find·Chart에서·확인할·수·있다.

(https://support.accessdata.com/hc/en-us/article_attachments/201717329/Registry_Quick_Find_

Chart_9-27-10.pdf)

 · 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TimeZoneInformation 

 · SYSTEM \ ControlSet00x \ Enum \ USBSTOR

 · 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Once

 · 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policies\Explorer\Run 

 · 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 NTUSER.dat\Software\Microsoft\Windows\NT\CurrentVersion\Windows\Run 

 · NTUSER.dat\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 NTUSER.dat\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Once

 · NTUSER.dat\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RecentDocs

 · NTUSER.dat\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RunMRU

 · NTUSER.dat\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UserAssit

 · SAM

 · http://www.forensicfocus.com/a-forensic-analysis-of-the-windows-registry

 · https://pdfs.semanticscholar.org/3199/ef692533d466a9dd627cbc8ac3aa51d33406.pdf

 · https://gbhackers.com/windows-registry-analysis-tracking-everything-you-do-on-the-

system/

 · https://www.forensicmag.com/article/2012/08/windows-7-registry-forensics-part-6

 · https://www.magnetforensics.com/computer-forensics/how-to-analyze-usb-device-history-

in-windows/

 · https://www.slideshare.net/Himanshu0734/windows-registry-analysis-51637213

요약04.

결론05.

참고자료06.

[표 4-4] 사용자 계정 정보

[표 4-5] 그룹정보

RegRipper·레지스트리·도구를·통해·SAM·파일에·포함되어·있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사용자·계정·또는·그룹·정보·중·유심히·살펴봐야·할·항목·중·그룹·정보의·SID가·있다.·그룹·정보의·경우·SID*·정보

(http://support.microsoft.com/kb/243330·참고)와·매칭하여··사용자정보를·파악할·수·있다.·

위·그림에서의·SID(S-1-5-21-{도메인}-500)와·매칭되는·정보는·다음과·같다.

특정·도메인에서·생성된·계정·또는·그룹의·SID는·중복·생성이·될·수·없는·고유식별·값이기·때문에·이러한·정보를·통해·

침해사고·또는·보안·관련·문제·발생·시·사용자·및·그룹을·식별해·낼·수·있는··중요한·정보이다.

*·SID·=·윈도우·운영체제의·보안·사용자·및·보안·그룹을·식별하는·고유·값이다.

구분 내용 비고

Username Administrator [500] 계정명

Full Name -

User Comment -

Account Type Default Admin User 계정 종류

Account Created Fri Sep 22 08:30:54 2017 Z 계정 생성 시간

Password hint - 비밀번호 힌트

Last Login Date Mon Mar 12 13:36:24 2018 Z 마지막 로그인 시간

Pwd Reset Date Mon Mar 12 13:36:24 2018 Z 비밀번호 변경 시간

Pwd Fail Date Mon Mar 12 13:36:24 2018 Z 로그인 실패 시간

Login Count 11 로그인 횟수

구분 내용 비고

Group Name Administrator [500] 그룹명

LastWrite Fri Sep 22 08:30:54 2017 Z 마지막 변경 시간

Group Comment -

Users (SID) S-1-5-21-4019899649-
2132122750-2430854516-500

등록된 사용자



40 41www.igloosec.co.kr

Special Column 비콘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과 보안위협

비콘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과 보안위협

개요01.

거리를·걷다가·좋아하는·브랜드·매장을·지나칠·때면·그·매장의·혜택정보가·스마트폰·알람을·통해·들어온다·던가·모바

일을·통해·커피주문을·하면·카운터에서·기다릴·필요·없이·바로·픽업할·수·있는·서비스를·한번쯤은·이용해·본적이·있을·

것이다.·이용자가·소지한·모바일·기기를·온라인과·오프라인을·연결하는·O2O(Online·To·Offline)·서비스를·통해·각종·

쇼핑/이벤트·정보,·할인·쿠폰·등을·제공하여·오프라인·매장의·매출·향상을·도모하려는·기업들이·늘어나고·있다.·스마트

폰·보급·초기에는·NFC가·핵심기술로·주목·받았지만·접촉식으로·통신거리가·짧다는·단점이·존재했다.·비콘(Beacon)은·

근거리에·있는·모바일·기기를·인식하여·데이터를·전송할·수·있는·무선·통신·장치로·NFC를·대체할·차세대·기술로·주목·

받았다.·다른·말로는·블루투스·비콘(Bluetooth·Beacon)이라고도·불리며·근거리·무선·통신인·NFC가·10cm·이내의·

거리에서만·사용할·수·있다면·비콘은·최대·70m·거리에서까지·동작이·가능하다.·

블루투스라·이름·붙여진·근거리·무선·통신기술은·1989년·Ericsson·Mobile의·CTO인·Dr.·Nils·Rydbeck과·Dr.·Johan·

Ullman에·의해·개발되었으며·현재·5.0·버전까지·발전되어·왔다.·비콘은·블루투스(4.0LE·이상)를·기반으로·한·기술이며·

스마트폰의·배터리를·많이·소모하지·않으면서도·GPS·기술로·파악이·어려운·정밀한·실내·위치·정보·등을·쉽게·알·수·

있는·장점이·존재한다.·2013년을·기점으로·빠르게·성장한·비콘·서비스는·기존·상품홍보를·위한·마케팅을·시작으로·

현재는·스마트홈(IoT),·입출입(출결)관리,·미아방지,·반려동물,·여권·분실·등·위치를·기반으로·제공될·수·있는·

모든·서비스에·사용되고·있다.

보안관제센터 보안분석팀 김수미

비콘은·블루투스,·NFC와·달리·페어링과·태깅을·하는·사용자의·수동적인·작업이·필요·없으며·최대·70m의·넓은·

범위로·서비스가·가능하다는·뛰어난·장점이·있다.·특히·기존의·위치·정보는·GPS나·Wi-Fi를·통해·서비스를·제공했으

나·구체적인·위치·정보·파악이·불가능했다.·그러나·BLE를·활용한·비콘·기술은·사용자가·단말기로부터·얼마나·떨어져·

있는지·정확히·어디에·있는지까지·파악이·가능하다.·대표적으로·애플에서·서비스하는·iBeacon은·5cm가량의·좁은·

거리까지·식별이·가능한·것으로·알려져·있다.

1)·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주파수를·이용해· ID를·식별하는·SYSTEM으로·일명·전자태그로·불림.··

·····RFID·기술이란·전파를·이용해·먼·거리에서·정보를·인식하는·기술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비교02.

[그림 5-1]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비콘 기반 서비스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표 5-1]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비교 

2014 2015 2016 2017 2018

6220

1억290

1억4000

1억7710
2억1670

단위 : 만달러

구분 Bluetooth NFC BLE Beacon

범위 ~ 10m 10cm 내외 ~ 70m

운영 체제 블루투스 버전마다 상이
Android 4.0이상, Window 

Phone 8, Blackberry X
Android 4.3이상, iOS 7

기반 기술 주파수 호핑 방식 1940년대 RFID1) 기술 블루투스 4.0LE 기술

보안
버전이 높아질수록

보안성 향상

보안/비보안 데이터 통신 세션

지원, 보안 세션은 비접촉 카드

를 위해 개발됨

단방향 통신으로

내재적 보안 위협은 없음

비콘 복제, 서버 해킹 우려

동작 페어링 필요 태깅 필요 자동

토폴로지 1:N 1:1 1:N, N:N

전력 소모 모바일 기기 전력 사용 모바일 기기 전력 사용
동전 모양 전지로

최장 2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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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비콘 서비스 유형

[그림 5-3] 공공서비스 분야 비콘 활용 예시 *출처: 부산시, 휴먼케어, 강동구청

그·동안·방문객이나·외주인력의·출입관리·및·물리적·보안을·위해·신분증을·안내데스크에·맡기고·출입증을·받아·

스마트폰·카메라에·보안스티커를·붙이는·방식을·택해왔다.·하지만·스티커로는·카메라·외·마이크,·테더링,·USB,·

블루투스,·화면캡처,·외장메모리·등을·사용하는·악의적인·행위는·대응할·수·없기·때문에·내부정보·유출의·위험성이·

존재한다.·따라서·보안효과·증대를·위한·MDM····솔루션을·사용하는·기관·및·기업들이·늘어나기·시작했다.·2)

비콘을·이용한·서비스·유형은·크게·5가지로·분류할·수·있다.·마케팅,·트래킹,·정보,·자동화,·결제·서비스이다.·비콘··

성장·초기에는·쿠폰,·광고·등·마케팅에·많이·활용되었지만·현재는·입/출입·및·출결시스템,·지갑/여권·분실,·관광/·

의료/종교,·안심서비스·등·다양한·방면에·사용되고·있다.·

국내·편의점,·카페,·은행,·극장,·약국·등·강남·일대에만·2,000개·이상의·비콘이·설치,·보급화되어·있으며·최근에는·

이런·마케팅·측면이·아닌·공공서비스·분야에서도·많이·활용되고·있다.·강남구는·보행로에·비콘·센서를·설치하고·

스마트폰·앱을·통해·시각장애인이·음성정보를·통한·정확한·위치와·주변시설·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無장애길’·

사업을·추진·중이며·부산시·지하철에는·임산부를·위한·‘핑크라이트’·캠페인을·진행하고·있다.·임산부가·열쇠고리·

모양의·비콘을·소지하고·전동차에·타면·임산부·배려석·옆·수신기가·핑크색·불빛을·깜빡여·임산부의·존재를·알리는·

방식이다.·또·강동구에서는·공중화장실,·공원,·공영주차장에·비콘을·설치하여·위급상황·시·스마트폰을·흔들면·경찰청

과·입력해둔·보호자의·전화번호로·위치가·전송되는·안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다음은·MDM·솔루션을·통한·출입관리·프로세스를·예로·들어·비콘의·동작원리를·설명한·것이다.·외부출입자가·사전

에·방문신청을·하고·관리자가·방문신청을·승인하면·단말기·등록·서버에서는·MDM·클라이언트·앱을·다운로드·할·수·

있는·URL을·SMS로·사용자에게·전송한다.·사용자는·해당·앱을·설치하여·인증을·완료한다.

[그림 5-4] 하드웨어 기능 통제 가능 항목

[그림 5-5] 비콘을 이용한 출입관리 프로세스 (1)

비콘의 동작 원리04.비콘을 이용한 서비스 유형03.

2)·MDM(Moible·Device·Management):·스마트폰,·태블릿과·같은·모바일·기기를·보호,·관리,·감시,·지원하는·솔루션

70m

Marketing
Tracking

Information

Payment Automation

• 쿠폰

• 할인정보

• 광고

• 길안내

• 대인 위치추적

• 분실/도난 추적

• 상품/전시물 소개

• 버스/지하철 도착 알림

• 스마트홈

• 시설물 관리

• 모바일 결제

• 마일리지 적립

• 포인트 사용

PC/Mobile
웹 브라우저

관리자외부출입자

외부출입자
스마트폰

단말기
등록 서버

관리자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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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비콘을 이용한 출입관리 프로세스 (2) [그림 5-7] 필요이상의 권한을 요구하는 사내 보안 앱

비콘은·사생활·침해와·개인정보유출·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한·기업에서·MDM·솔루션·설치를·강제로·권유하고·

있어·이슈가·된·적이·있다.·사내보안을·위해·개발했다고·하지만·통화기록,·메시지,·개인위치,·인터넷·열람기록·등·

필요이상의·광범위한·접근권한을·요구하고·있었다.·회사가·마음만·먹으면·스마트폰에·있는·모든·자료를·수집할·수·

있고·사생활·침해가·가능하다는·얘기이다.·개인정보처리방침도·‘수집된·개인정보의·보유기간은·계정등록·하신·후·

해지(탈퇴신청·등)시까지’·라는·내용으로·허술하다.

금번·기고를·통해·비콘과·비콘에서·발생할·수·있는·보안위협에·대해·알아·보았다.·비콘은·그·기술적·특성상·공개된·

위치에서·광범위한·신호를·발생시키기·때문에·복제나·스푸핑의·위험으로부터·벗어나기·어렵다.·이에·대응하기·위한·

방안으로·암호화나·브로드캐스팅·되는·UUID를·포함하는·패킷을·시간·주기로·랜덤으로·생성하는·안티-스푸핑·방안

들이·제시되고·있다.·

또·하나의·해결할·숙제는·개인정보보호이다.·개인정보수집에·대한·논란은·비콘이·활성화·되기·초창기부터·끊임없이·

공론화·되고·있다.·개인의·위치정보·수집에·대한·사용자·알림·및·약관·동의·절차를·앱·단에서·수집하고·있지만·약관에·

대한·내용에·모두·동의하지·않으면·앱을·설치할·수·없는·구조로·되어·있다.·사용자가·원하지·않을·경우·위치정보·및·

개인정보를·수집하지·않도록·선택적·동의가·필요하다.·필요이상의·사용자·정보수집에·대한·정확한·법적인·규제가·

필요하며·서비스·사업자는·해당·가이드라인을·준수해야·할·것이다.

앱을·설치한·사용자가·스피드게이트를·지나가면·주변에·있는·비콘이·반경·70m·안에·등록된·단말기의·신호를·잡아·

MDM·정책·서버의·정책을·단말기로·내려·받는다.·기업에서는·내부·규정에·따라·스마트폰·하드웨어·기능들·중·선택적

으로·제어할·수·있다.·안드로이드는·대부분의·하드웨어·기능이·제어가·되지만·iOS는·애플·정책상·일부·기능만·제어가·

가능하다.·(·iOS·버전에·따라·상이)

비콘·기술은·IoT·서비스와·접목하여·다양한·분야에서·위치·기반·서비스를·제공하며·사용의·편리함을·강점으로·대중화·

되고·있지만·기술·시장이·더·성장하기·위해선·개선되어야·할·문제점들도·존재한다.·문제점은·크게·개인정보보호와·

기술적·보안·위협으로·나누어·볼·수·있다.

기술적·보안·위협의·첫·번째는·비콘·관리·서버의·해킹이다.·사용자의·개인정보가·담겨있는·서버일·경우·개인정보유출로·

인한·2차적인·피해까지·발생할·수·있다.·또한·마케팅·서버일·경우·관련된·공격으로·쿠싱(Cushing)이·존재한다.·쿠싱은·

쿠폰(Coupon)과·피싱(Phishing)의·합성어로·해커가·비콘·관리·서버를·해킹하여·악성코드를·삽입·하면·사용자가·비콘이·

동작할·수·있는·구역을·지나갈·때·감염된·비콘·서버에서·사용자·스마트폰에·정보나·쿠폰에·악성코드를·같이·보내는·공격

이다.·비콘·특성상·넓은·반경과·별도의·인증·없이·연결이·되기·때문에·핀테크와·같은·결제서비스를·사용할·경우·위험도가·

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두·번째는·비콘·자체의·보안성이다.·비콘은·공개된·위치에·존재하고·128비트의·보편적인·고유·식별자인·UUID의·

사용·및·주번호와·부번호를·이용하여·브로드캐스팅·하므로·해당·비콘을·복제하거나·패킷조작을·통한·클로닝

(Cloning)·,·스푸핑(Spoofing)의·위험성도·제기되고·있다.·

보안 위협05. 마무리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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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빙고(氷庫, Bingo)관’ 기공식 행사 개최 

 · 문화 체험 기회 확대에 초점을 둔 예능 수업 진행   

 · 선도 보안 기업으로서 아이들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

“캄보디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요” 

이글루시큐리티, 캄보디아 아워스쿨 봉사 진행

[2018년·02월·26일]·차세대·통합보안관리·선도기업·㈜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이득춘,·www.igloosec.co.kr)는·2월·

19일부터·23일까지·켑·안통소르·마을에·위치한·어린이·교육·기관인·‘아워스쿨’에서·캄보디아·해외·봉사를·진행했다고·

밝혔다.·올해로·6회째를·맞이한·이번·봉사활동에는·이득춘·대표와·사내·이벤트를·통해·선발된·이글루시큐리티·임직원들

이·참여해·아워스쿨·학생들과·교사들을·위한·‘빙고(氷庫,·Bingo)관’·기공식·행사를·개최하고·예능·교육을·실시하는·의미·

있는·시간을·가졌다.

이글루시큐리티는·‘아이들의·꿈을·안전하게·보호하자’는·목표·아래·2013년부터·켑·안통소르·마을에·위치한·어린이·교육·

기관인·‘아워스쿨’에서·유소년·교육·지원에·초점을·맞춘·해외·봉사를·매년·진행하고·있다.·잠시·도움이·되는·단발성의·

구호·사업을·진행하기·보다는·구구단,·알파벳,·크메르어·학습·등·다양한·교육용·애플리케이션을·실행할·수·있는·최신·

기종의·컴퓨터와·교육·자재를·전달하는·등·아워스쿨·학생들이·바르게·성장하고·스스로·자립할·수·있는·교육과·문화·혜택

을·제공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먼저,·이글루시큐리티·이득춘·대표와·이글루시큐리티·임직원들은·아워스쿨·선생님들과·함께·아워스쿨·학생들과·교사

들을·위한·교육장·및·사무실로·활용될·‘빙고관’·신축공사·기공식에·참여했다.·교육에·참여하고자·하는·아이들은·많으나·

다양한·연령대에·맞는·교육·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는·공간이·절대적으로·부족했던·만큼,·더·많은·학생들과·선생님들을·

수용할·수·있는·교육·환경·조성으로·아워스쿨·학생들의·학습·수준에·부합하는·다채로운·교육·커리큘럼·개발과·제공이·

보다·용이해질·전망이다.·

더불어,·이글루시큐리티·임직원들의·재능·기부를·통해,·교육·인프라·및·교사·부재로·아워스쿨·학생들이·평소·접하기·어려

웠던·예능·분야에·대한·흥미를·높일·수·있는·다채로운·프로그램도·마련되었다.·기본·색깔·점토·몇·가지로·수십·가지·색깔

을·만들어낼·수·있어·색채·감각을·익힐·수·있는·칼라·점토·수업과·디지털·피아노를·활용한·음악·교습을·진행하는·등·현재·

아워스쿨에서·시행하는·교육·커리큘럼을·한층·발전시키고·문화·체험·교육·기회를·확대하는데·중점을·두었다.·

한편,·이글루시큐리티는·아워스쿨·봉사활동·참여자를·선발하고자,·‘이글루·로또’·사내·이벤트를·작년·말·5주에·걸쳐·진행·

했다.·임직원들에게·‘이득춘·대표’,·‘이글루스타’,·‘이글루·가족의·밤’·등·회사와·관련된·제시어가·붙은·숫자·30개·중·5개

를·선택하게·하고,·매주·5개의·번호를·뽑아·숫자를·가장·많이·맞춘·임직원·5명에게·아워스쿨·방문의·기회를·제공했다.··

각·사업부·직원들이·돌아가며·참여한·추첨·과정과·이에·따라·선발된·임직원·소식을·매주·전사·공유해·임직원의·뜨거운·

호응을·얻었다.·

이글루시큐리티·이득춘·대표는·“교육은·어떠한·어려움도·극복할·수·있는·강력한·용기와·힘을·줄·수·있다.·임직원의·

집약된·지식과·지혜를·뜻하는·이글루시큐리티·사내도서관·‘빙고’와·동일한·이름을·가진·‘빙고관’·개관을·통해,·캄보디아·

아워스쿨에서도·더·많은·아이들이·다양한·교육·기회를·제공받고·소중한·꿈을·키워·나갔으면·하는·바램이다.·앞으로도·

봉사·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며,·아이들의·꿈을·지지하고·응원할·계획이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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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솔루션 페어 2018(eGISEC 2018) 참가

이글루시큐리티는·지난·3월·14일(수)부터·3월·16일(금)까지·3일간·고양시·킨텍스·제1전시장·그랜드볼룸,·컨퍼런스룸·

에서·행정안전부가·주최한·‘eGISEC·FAIR·2018·(제7회·전자정부·정보보호·솔루션·페어)’에·참가하였다.

전시부스에서는·고도화된·보안·위협에·대한·대응하기·위한·방법으로·AI·기반·사이버·침해·대응·기술의·중요성을·제시

하였으며·이를·통해·사이버·공격에·대한·선제적·대응·및·사전·예측·역량을·보다·발전시킬·수·있음을·강조하였다.

또한,·보안전문가·집단들의·보안·경험과·노하우도·전달하였다.·원격관제센터·연준모·과장은·“보안관제·속·인공지능”·-·

보안분석팀·김미희·과장은·“Cyber·Threat·Hunting”·-·연구개발본부·남현우·상무의·'빅데이터·보안관제를·넘어·인공

지능·보안관제로'·를··부스에서·강연하였다.···

이글루시큐리티는·이번·eGISEC·FAIR를·통해·인공지능·기반의·SIEM· 'SPiDER TM AI edition'을·첫·선보였으며,·

첫·레퍼런스인·‘대구시·AI·사이버침해대응센터·구축사업’에·대한·참관객들의·관심·또한··뜨거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