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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기타

··공인인증서·제도·전면·폐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마련

·· ‘2018·K-글로벌·시큐리티·스타트업’·사업·공모·시작…정보보호·분야·유망·스타트업·사업화·지원

·· ‘2018년·공공부문·SW·ICT·장비·정보보호·수요예보·조사(2018년·1-2월)’·결과·발표

··블록체인·우수·활용사례·발굴을·위한·시범사업·추진

··18년·만에·‘소프트웨어·진흥법’·전면·개정·

··부가통신사업자들의·이용자·음성통화·내역·무단·수집·의혹·관련·실태조사·실시·

··행정·공공기관용·정보보호서비스·표준계약서·마련

··공공·분야의·클라우드·확산을·위한·‘클라우드·선도활용·시범지구·조성’·사업·시행·

··공공·금융기관·공인인증서·사용·의무화·폐지·

··판교·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2018·시큐리티·스타트업·포럼’·개최·

··국가정보원,·전체·ICT·제품으로·‘보안·기능·시험결과서’·대상·확대…국제·CC인증·목록·24종에·

포함되지·않는·융합보안·신제품의·공공기관·납품이·보다·용이해질·전망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영환·신임·부원장·취임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자체·빅데이터·기반·보안관제·구축’·2차·연도·사업·추진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전국·7개·지역·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순회·교육’·실시…지역·

현장에·특화된·교육·기회·제공·

평창동계올림픽 노린 사이버 공격, 단 12시간 골든 타임 내 복구 성공▶

‘악몽의 120시간’…미 애틀랜타 시, 랜섬웨어 공격 받아 5일 간 전산시스템 마비▶

전기 요금 저렴한 베트남, 가상화폐 채굴형 악성코드에 무더기 감염 ▶

‘트럼프 비밀 안 알랴줌~’…폭로 서적 PDF 파일, 알고 보니 ‘원격제어’ 악성코드▶

·· 2월·9일·평창동계올림픽·개막식·날·발생한·대규모·파괴형·사이버·공격에·맞서,·단·12시간·만에·시스템을·정상화한·

민관합동·전문가의·사이버·위기·대응력이·전·세계적으로·높은·평가를·받고·있음

·· 침해·발생·직후·조직위원회,·평창올림픽·CERT,·보안업체·담당자·250명은·정보통신운영센터로·집결해·조기·긴급대응과·

시스템·복구·절차에·착수하였으며,·밤샘·작업을·통해·전체·시스템·복구를·끝낸·후·재발·방지·조치까지·완료함

·· 개막식·날·발생한·공격에·사용된··'올림픽·파괴자(Olympic·Destroyer)'·악성코드는··서버·복원·기능을·무력화하고·

운영체계를·파괴해·재부팅이·불가능한·상태로·만드는·등·올림픽·운영을·망치기·위해·치밀하게·기획된·고도화·공격인·

것으로·분석됨

·· 미·조지아·주·애틀랜타·시·정부·컴퓨터·네트워크가·랜섬웨어·공격을·받아,·3월·22일부터·26일까지·5일·간·온라인·

청구서,·수수료·지불,·법원·정보·시스템·등의·각종·전산시스템이·마비되는·사건이·발생함

·· 이·기간·동안·8천명의·애틀랜타·시·공무원은·컴퓨터와·프린터를·모두·끄고·수작업으로·업무를·수행해야·했으며,·

시·정부의·여러·기능이·며칠간·중단됨에·따라·시민들은·극심한·혼란과·불편을·겪음

·· 미·보안업체·델·시큐어웍스에·따르면,·‘샘샘'(SamSam)’이라는·해킹·집단이·이번·랜섬웨어·공격을·저지른·것으로·

추정되고·있음.·‘샘샘’은·주로·의료·기관,·교육·기관,·지방·정부·등을·상태로·랜섬웨어·공격을·펼치고·있으며,·지난·해·

12월·이후·85만·달러를·복호화·대가로·받아낸·것으로·알려짐

·· 미·트럼프·대통령의·백악관·내막을·공개한·화제·도서·‘Fire·&·Fury’(화염과·분노)’·PDF·파일로·위장한·악성코드가·

유포되고·있어,·사용자의·주의가·요구됨.·해당·악성코드는·exe·형식의·압축파일로·유포되며,·아이콘이·아크로뱃·

리더의·PDF아이콘과·매우·유사하기·때문에·사용자가·인지하지·못한·채·이를·실행할·가능성이·높음

·· SCH사이버보안연구센터에서·해당·악성코드를·입수하여·분석한·결과에·따르면,·감염될·시·공격자가·사용자·PC를·

원격제어·할·수·있으며,·백도어·기능을·통해·다른·수·많은·악성·행위를·행할·수·있는·것으로·드러남

·· 보안·전문가들은·유명·서적으로·가장한·악성코드에·의해·피해를·입을·수·있다며,·공식·판매처가·아닌·배포·사이트에서·

유포되는·해적판·파일·다운로드는·가급적·지양할·것을·권고하고·있음

·· 최근·베트남·정부·및·교육·기관·홈페이지·약·1,100여·곳이·사이버·공격을·받아,·이·곳을·방문하여·특정·광고를·

재생한·약·13만·대의·PC가·무더기로·가상화폐·채굴형·악성코드에·감염되는·사건이·발생함

·· 베트남·당국은·약·5천만·명·수준인·베트남·인터넷·사용자의·35%·이상이·가상화폐·채굴형·악성코드에·노출되어·

있는·것으로·보고·있음

·· 가상화폐·열풍을·타고·상대적으로·전기·요금이·저렴한·베트남에·가상화폐·채굴꾼들이·빠르게·모이고·있는·만큼,·

앞으로도·이와·같은·유형의·공격이·더욱··빈번히·발생할·것으로··점쳐지고·있음

·· 베트남·당국은·가상화폐·사용은·금지하고·있으나·가상화폐·채굴기·수입은·허용하고·있는·상태로·2017년에는·

무려·7천·대의·가상화폐·채굴기가·수입된·것으로·알려짐

··방송통신위원회와·함께·인터넷·ID·불법·거래·집중·단속·

··민간·분야·사이버·위기·경보,·802일·만에·‘관심’에서·‘정상’·단계로·환원·

··취약점·신고·포상제·활성화·위해·최소·5만원에서·최대·1천만·원으로·포상금·상·하한선·조정·

··올·하반기·‘개인정보·비식별·컨테스트·CTF(Capture·The·Flag)’·개최

··과학기술통신부,·삼성전자,·SK텔레콤과·함께·‘2018년·정보보호·해커톤’·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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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국가경쟁력 키운다’…정부, 18년 만에 ‘SW진흥법’ 전면 개정▶성능 좋고 대역폭 넓은 대학교 네트워크, ‘가상화폐 광산’ 되다…사이버 범죄자들은 물론 
학생들도 참여해 문제 

▶

‘매형, 돈 좀 빌려주세요~급해요~’…유명 메신저 계정 해킹해 현금 탈취하는 피싱 공격 주의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다시 돌아온 랜섬웨어 주의보▶

‘네 페북은 네 것이 아니니라~’ 고객정보 유출 파문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맞은 페이스북▶

 ‘은행 앱 인줄 알았죠?’…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노려 금융정보 탈취하는 악성 앱 주의보 ▶

‘비행기 못 떠요~’ 보잉,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받아 일부 제조시설 가동 중단 ▶

‘너의 계정 정보를 갖고 싶어~’…가상화폐 거래소·웹사이트 계정정보 탈취하는 악성코드 국내 상륙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을·마련,·3월·20일부터·4월·말까지·40일간·국민,·이해관계자·

등을·대상으로·의견·수렴에·나선다고·15일·밝힘

·· 기존·‘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산업을·떼어내고·‘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명칭을·바꾼·이·법은·SW산업뿐·아니라·

국가·전반에·SW를·적용,·국가경쟁력을·높이자는·의미를·담고·있음

·· 현행·‘SW산업진흥법’은·2000년·이후·28차례·일부·개정만·있었을·뿐더러·공공·SW사업·규제·중심으로·이뤄진·까닭에·

SW산업·전반을·아우르지·못하는·누더기·법이란·지적이·많았음.·업계는·새로운·법안이·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세부·

실행안과·부처·간·협의가·중요한·만큼,·우선·해결·순위를·정해·빨리·대응할·것을·요청하고·있음

·· 미·보안업체·벡트라가·246개·고객사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에·따르면,·미국에서·발생하는·가상화폐·채굴·공격·상당수가·

대학교·네트워크에서·발생하고·있는·것으로·드러남

·· 벡트라에·의하면,·사이버·범죄자들은·많은·학생들이·영화,·음악·등·불법·디지털·콘텐츠를·학교에서·다운로드·받는·등·대학교·

네트워크가·공격에·매우·취약하다는·사실을·인지하고,··가상화폐·채굴형·악성코드를·유포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 또한,·사이버·범죄자뿐만이·아니라·일부·학생들도·규모·성능·면에서·뛰어나고·개방적인·상태로·관리되는·대학교·시설과·

전기를·이용해·가상화폐·채굴을·하고·있는·것으로·드러남

·· 최근·유명·메신저·계정을·해킹한·뒤·가족이나·지인인양·속여·돈을·탈취하는·피싱·공격이·한층·기승을·부리고·있어,·

사용자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공격자는·많은·사용자들이·똑같은·아이디와·패스워드로·여러·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는·점을·노리고,·분실된·스마트

폰이나·기타·사이트에서·유출된·계정·정보를·이용하거나,·이름·프로필·사진·등·기본적인·정보만을·가지고·지인으로·

위장하는·등·다양한·공격·방식을·동원해·표적으로·삼은·사용자에게·접근하고·있는·것으로·드러남

·· 보안·전문가들은·최근·음성통화보다는·SNS나·메신저를·이용해·텍스트로·대화를·하는·사람들이·더·많아진·만큼,·

이를·매개로·한·해킹과·피싱이·더·증가할·것이라며,·비밀번호를·주기적으로·바꾸는·등·개인정보·보호에·각별한·신경을·

쓸·것을·권고함

·· 한동안·잠잠했던·랜섬웨어·공격이·1월·이후·다시·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어·사용자들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최근·실제로·활동하는·디자이너의·이름을·사칭해·랜섬웨어를·유포하는·악성·이메일이·발견됨.·공격자는·수신자가

자신의·작품을·무단·도용해·사용하고·있다며,·악성·압축·파일을·열어·보게·유도하고·있음.·첨부된·압축·파일·해제·

시에는·‘원본·이미지.jpg’,·‘사용·이미지.jpg’·등의·파일이·나타나는·데·이를·실행할·시에는·함께·첨부된·‘갠드크랩’·

랜섬웨어가·자동·실행되게·됨

·· 한편,·채용이·활발한·시기를·노려,·이력서·파일로·위장한·‘시그마’·랜섬웨어도·유포되고·있음.·행위기반·자동·

분석시스템을·우회하는·동시에·수신자가·파일에·대한·신뢰감을·가지고·파일을·열어볼·수·있도록,·랜섬웨어가·

포함된·이력서·워드·문서·파일에·이메일·본문에·명시한·암호가·걸려·있는·것이·특징임

·· 보안·전문가들은·채용철을·맞아·이력서로·가장한·랜섬웨어가·지속적으로·발견되고·있다며,·기업·인사·담당자들은·

이력서·열람·시·가급적·분리된·가상·환경에서·파일을·열어보기를·권장하고·있음

·· 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이던·2016년,·트럼프·당선을·돕던·정치컨설팅업체인·‘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페이스북·이용자·5천만·명의·개인·정보를·무단으로·수집해·대선·전략을·세웠으나,·페이스북이·

이를·알면서도·묵살했다는·사실이·폭로됨에·따라,·페이스북은·창사·이래·최대의·위기에·직면하게·됨

·· CA는·페이스북·사용자를·대상으로·사용자·자신은·물론·사용자·친구의·정보까지·수집할·수·있는·성격·검사·앱을·

설치하도록·유도했고,·제·3자가·만든·앱으로·페이스북·사용자·정보를·수집할·수·있도록·허용하는·느슨한·페이스북·

정책의·허점을·이용해·무차별적으로·5천만·명의·데이터를·수집했으며,·이를·통해·그들의·연령,·성향,·관심사·

등을·분석해·선거·전략·수립에·활용한·것으로·밝혀짐

·· 주요·IT·인사들과·언론은·페이스북이·사용자·데이터·확보에만·관심을·기울일·뿐·데이터·관리에는·소홀했다며·

비난의·목소리를·높이고·있음.·일론·머스크·테슬라·CEO·등·주요·인사를·중심으로·페이스북·탈퇴운동

(#deletefacebook)이·이어지고,·주요·기업들의·페이스북·광고도·속속·중단되고·있는·상황임

·· 안드로이드·모바일·기기를·노린·금융·정보·탈취·위협이·증가하고·있어·사용자의·주의가·요구됨

·· 이스트시큐리티에·따르면,·최근·KB국민은행·앱을·사칭해·기기·정보와·뱅킹·관련·정보를·탈취하는·악성·앱이·발견됨

·· 공격자는·사용자들이·앱을·통해·입력한·뱅킹·관련·정보(주민등록번호,·계좌·비밀번호,·출금·계좌·번호,·보안카드·

정보)와·뱅킹·인증을·위해·사용자가·수신하는·문자들을·명령제어(C&C)·서버로·전송하는·것으로·드러남

·· 전문가들은·이러한·악성·앱은·주로·SNS·링크와·서드파티·마켓을·통해·유포되고·있다며,·출처가·불분명한·

링크·클릭과·서드파티·마켓에서의·앱·다운로드는·가급적·지양할·것을·권고하고·있음

·· 글로벌·항공기·제작사·보잉의·일부·제조·라인이·워너크라이·랜섬웨어에·감염되어·가동이·중단되는·사건이·발생함

·· 작년·5월·세계를·강타했던·워너크라이는·MS·윈도우·서버메시지블록(SMB)·취약점을·이용해·자동으로·전파되는·

랜섬웨어로,·MS가·배포한·패치를·업데이트하면·감염되지·않으나,·이번에·워너크라이에·감염된·보잉·787·드림라이너·

제조·라인·산업제어시스템에는·해당·보안·업데이트가·이뤄지지·않은·까닭에·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되고·있음

·· 보잉·측은·즉각·대응·조치를·취해·항공기·제작과·배송·문제는·발생하지·않았다고·밝혔으나,·일부에서는·보잉이·

제작한·항공기에·워너크라이·랜섬웨어가·감염되었을·가능성을·제기하고·있음

·· 웹사이트·접속·시·입력하는·계정·정보를·탈취하는·악성코드가·국내에·유포되고·있어·사용자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하우리에·따르면,·해당·악성코드는·웹·브라우저의·취약점을·공격해·웹·서핑·도중·사용자·모르게·PC에·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선다운·익스플로잇·킷을·통해·유포되고·있어,·사용자들이·인지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남

·· 해당·악성코드는·지속적으로·사용자·PC에·상주하며·IE,·크롬·등·다양한·웹·브라우저의·입력·데이터를·가로채고,·

이·중·웹사이트에·접속하는·계정정보들을·식별해·탈취하는·것으로·드러남

·· 보안·전문가들은·이·악성코드를·통해·가상화폐·거래소·등·다양한·웹사이트의·계정·정보가·탈취될·수·있는·만큼,·

안티·바이러스를·사용하여·감염·여부를·확인하고,·불법·공유·웹사이트·방문을·자제할·것을·권고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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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에서 수집되는 이벤트를 통해 공격 서비스(포트)별 공격탐지 건수와 비율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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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센터·SIEM·집계·기준

월간 공격 서비스 동향 및 분석

2018년·4월·한·달간·수집된·서비스·포트·TOP·10에서는,·HTTP·관련·서비스·포트가·지속적으로·높은·점유율을·차지

하고·있다.·전월에·비해·SYSLOG(UDP/514),·SNMP(UDP/161)·포트가·전월·대비·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그·외·

정의·되지·않은·서비스·포트·Unassigned(TCP/7178)·접근·이벤트가·금월·새롭게·확인되었다.·정의·되지·않은·서비스··

포트들은·실제·사용·여부를·확인한·뒤·방화벽·정책·수립을·통해·접근·제어·하는·것을·권고한다.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01.

공격·서비스·포트별·이벤트·분석·결과,·금월·SYSLOG(UDP/514),·SNMP(UDP/161)·포트가·전월·대비·소폭·상승한·

것으로·확인된다.·HTTP·서비스는·타·서비스에·비해·가장·많은·이벤트가·탐지·되고·있으며,·그·뒤로·DNS,·HTTPS·

서비스가·확인·되고·있다.·또한·정의·되지·않은·서비스·포트·이벤트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정의·되지·않은·

서비스·포트들은·실제·사용·여부를·확인한·뒤·방화벽·정책·수립을·통해·접근·제어·하는·것을·권고하며·사용자·및·서버·

PC에·대해서도·최신·패치를·통하여·취약점에·대하여·미리·방지·하기를·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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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829,372 43.04% -

2 DNS(UDP/53) 792,475,325 17.72% -

3 HTTPS(TCP/443) 445,280,950 9.96% -

4 Microsoft-DS(TCP/445) 384,698,220 8.60% -

5 SNMP(UDP/161) 248,031,634 5.55% ▲1

6 ICMP(0·/ICMP) 244,318,233 5.46% ▼1

7 SYSLOG(UDP/514) 182,616,282 4.08% ▲1

8 Unassigned(TCP/9900) 157,797,230 3.53% ▼1

9 Telnet(TCP/23) 53,269,837 1.19% -

10 Unassigned(TCP/7178) 39,241,973 0.88% NEW

총계 4,472,559,056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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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원격보안관제센터에서 탐지한 공격 패턴 순위를 통해 최신 공격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센터·SIEM·집계·기준

2018년·4월·공격·이벤트·분석결과,·SMB·Service·connect(tcp-445)·탐지비율은·73.46%로·전월·대비·10%

이상·증가한·것으로·확인된다.·SMB·Service·connect(tcp-445)·공격이·전체의·73%를·차지·하고있으므로,·

이에·따라·보안관리자는·SMB·서비스·사용·유무·확인·후·,·미·사용시·445,·135,·139포트에·관한·보안·장비·및·서버의··

ACL(Access·Control·List)수립을·권고한다.·SMB·서비스를·사용·시·주기적인·보안·업데이트를·통한·보안강화·및·

사용자·계정·정보의·단순·패스워드·사용·금지·등의·조치를·권고한다.

[그림 2-2] 월간 공격 패턴 TOP 10

공격 (패턴)별 이벤트 전월 비교04.

2018년·4월·공격·패턴·TOP10·중·UDP·Tear·Drop,·Dcom_TCP_Sweep(MSBlaster·Worm··Messenger)·

이벤트가·전월에·비하여·상승하였으며,·그·외·HEAD·/·HTTP·(Http·server·buffer·overflow),·TLS·Malformed·

Handshake·DoS·이벤트가·금월·새롭게·확인·된다.·

월간 공격 서비스 (패턴) TOP 1003.

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Service·connect(tcp-445) 245,424,353 73.46% -

2 ACK·Port·Scan(F/W·Scan) 74,901,481 22.42% -

3 UDP·Tear·Drop 4,432,497 1.33% ▲1

4
Dcom_TCP_Sweep·

(MSBlaster·Worm··Messenger)
2,888,691 0.8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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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P-137)
2,549,122 0.76% -

6 HEAD·/·HTTP·(Http·server·buffer·overflow) 985,710 0.30% NEW

7 SYN·Port·Scan 900,750 0.27% ▼4

8 TLS·Malformed·Handshake·DoS 806,840 0.24% NEW

9 HTTP·Login·B·rute·Force 600,841 0.18% ▼2

10
HTTP·Connection·Limit·Exhaustion·Attack·

(By·Slowloris)
590,179 0.18% ▼2

총계 334,080,464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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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수·있다.

ACK Port Scan
(F/W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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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P Tear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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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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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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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S·공격의·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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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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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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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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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할·수·있다.

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overflow)

HTTP·GET·요청과·비슷한·HEAD·요청은·일반적으로·스캐너를·사용하거나,·악의적인·사용자가·

정보수집을·할·때·자주·사용된다.

SYN Port Scan

대상컴퓨터(서버)에·해킹하기·위해서·대상컴퓨터가·TCP/IP의·포트를·Open하여·서비스를·하는지··

알아내기·위한·방법으로·포트번호·0번부터·65,535번·포트까지·순차적·또는·무순위로·SYN를·

보내·서버가·응답하는·SYN/ACK를·확인한다.

TLS Malformed 
Handshake DoS

TLS·Malformed·Hadnshake·DOS공격은·악의적으로·조작된·TLS·패킷을·이용한·DOS·공격의··

일종으로,·악의적으로·조작된·TLS·client가·handshake를·하는·과정에서·발생한다.·원격의·

공격자가·악의적으로·조작된·TLS·패킷을·영향받는·시스템에·보냄으로써·피해·시스템에·부하를··

발생시킬·수·있는·공격이다.

HTTP Login 
Brut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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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내기위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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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ing·하여·예방할·수·있다.

HTTP 
Connection 

Limit 
Exhaustion 

Attack
(By Slowloris)

Slowloris는·기존의·대량의·패킷을·전송하는·DoS·공격형태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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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상세 분석 결과05.

[표 2-1]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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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제기능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기술지원센터 기술2팀 유현건

DDoS공격은·서비스·공격을·위한·도구들을·여러·대의·컴퓨터에·심어놓고·공격·목표인·사이트의·컴퓨터시스템이·처리

할·수·없을·정도로·엄청난·분량의·패킷을·동시에·범람시킴으로써·네트워크의·성능을·저하시키거나·시스템을·마비시키는·

공격으로·크래킹의·일종이다.·이로써·이용자는·사이트·접근·및·사용이·차단되며·지속적인·서비스·운영이·필수인·웹사이트는·

치명적인·피해를·입는다.·공격의·특성상·초기·진원지를·추적하기가·어려워·재발·가능성이·있다는·부분에서·더·위협적이다.

공격 개요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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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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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RTM·기능을·통하여·주요·관제·대상장비의·출발지,·목적지·등의·필드를·체크하여·집중·관제대상·IP·선정

공격 시나리오02.

1) SYN Flooding 공격을 통한 서비스 거부 공격

·· TCP/UDP/ICMP·Flooding·공격을·통한·서비스·거부·공격을·SIEM의·집중관제·기능을·활용해·탐지

·· 실시간·로그·분석을·통해·집중관제·대상의·장비의·로그를·분석

·· 단일경보를·활용하여·복합적인·공격에·대해·탐지

·· 분석된·로그와·단일·경보에·대한·정보를·활용하여·집중·모니터링·및·대응

·· 훈련·현황·실시간·로그

·· RTM에서·수집한·집중·관제·대상·IP를·훈련관리·메뉴의·출발지·IP,·목적지·IP·항목에·추가

·· DDoS·공격·시·탐지·류·장비에서·수집하는·공격·유형을·Signature항목에·추가하여·집중·관제·실시

대응 훈련03.

1) RTM 기능 활용

2) 집중관제 등록화면

공격자 공격대상

TCP

UDP

I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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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현황 대시보드 메뉴를 통하여 방화벽, 탐지 장비, 웹 장비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중 관제 대상 

목록 내 Pie, grid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여 이벤트 추이 파악 용이

 · 집중 관제 메뉴에 등록된 대상 정보 내역 확인  · 훈련 탐지 현황에서 정의된 경보 룰의 상관분석 화면 표출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된 결과에 대한 단계 별 

진행 상태 파악

 · 탐지 된 결과에 대한 상세분석을 통해 공격의 추이 및 IP, 공격 유형 등의 통계 정보와 원본로그 형태의 근거 

데이터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공격 정보 파악 용이

4) 훈련 현황 대시보드 

3) 집중 관제 등록 완료 화면 5) 훈련 대상 상관분석 

6) 훈련 대상 상관 분석 근거데이터 확인

집중 관제 대상 IP에
대한 출발지 기준
시간 별 추이 확인

집중 관제 대상
IP에 대한
출발지

기준 TopN
분포도 확인

집중 관제 대상 IP에
대한 목적지 기준 시
간 별 추이 확인

집중 관제 대상
IP에 대한 목적지

기준 TopN
분포도 확인

집중 관제 대상 IP 기입

이슈 대응
룰 기입

이슈 관련 내용 상황 전파를 통하여 빠른 대처 가능

최근 이슈 관련 공격유형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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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 상황 전파 메뉴를 통해 집중 관제 결과 내용을 상황 전파하여 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축

7) 훈련 상황 전파

결론 04.

SPiDER·TM의·집중관제·기능으로·체계화·된·훈련을·지속적으로·시행함으로써·실제·상황을·대비한·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이를·통해·내부·취약점을·발견하여·사전에·조치함으로써·기존에·알려진·사이버·공격·유형·이외에·다양한·공격으로부터·

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다.

▶ SPiDER TM V5.0 집중 관제 기능을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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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유출 사고

Security toon!

지금 할인 이벤트 하는
숙박앱으로 예약하려고 해요.

신규 가입해야 하는데..
음..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도

로그인 가능하네요.

주말에 여행
가신다더니,

숙박은 예약하셨어요?

편리하긴 한데...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그 기능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었죠...

페이스북의 과도한
개인정보 접근 정책으로 인해
약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유출되서
미국 선거에 불법적으로

이용되었어요.

거기다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죠... 

헉... 해킹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내부 통제의 문제로

보이네요.

이번 사태로 인해
회사의 신뢰도 추락,

페이스북 탈퇴 운동, 하루만에
39조 주가 하락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써,
회사의 임직원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항상
실천하도록 합시다.

저도 고객 정보를 외부 업체에
제공하는 업무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겠네요.

아 그리고.. 이번 기회에
김매니저님도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 있는지
페이스북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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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am Ransomware

지난·3월,·미국·남동부·최대·도시·Atlanta의·내부·시스템이·공격받아·도시·업무가·마비되는·사태가·발생했다.·감염

된·악성코드는·SamSam·랜섬웨어로·병원·및·헬스케어·업체,·관공서·및·교육·기관·등과·기타·산업체까지·피해가·

확대되고·있다.

SamSam·랜섬웨어가·처음·등장했을·때는·JBOSS의·알려진·취약점(CVE-2010-0738)을·이용하여·패치가·진행·

되지·않은·서버를·공략했으며,·최근에는·취약한·RDP(Remote·Desktop·Protocol)·계정·및·SMB·프로토콜을·통한·

침투까지·이어지고·있다.

따라서·이번·호에서는·SamSam·랜섬웨어의·침투·방식과·동작·방식,·그리고·대응방안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먼저,·2016년에·처음·발견됐지만·최근까지·이슈가·되고·있는·SamSam·랜섬웨어의·주요·활동·사항과·기존의·

다른·랜섬웨어와·무엇이·다른지·알아보자.

개요01.

SamSam 랜섬웨어02.

서비스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김유진

[그림 4-1] SamSam 랜섬웨어 피해 (출처:데일리시큐)

[표 4-1] SamSam 랜섬웨어 동작 방식

[표 4-2] SamSam 랜섬웨어 차이점

SamSam·랜섬웨어의·발견부터·어떤·공격을·감행해·왔는지의·활동·내역은·아래·표와·같다.

SamSam·랜섬웨어는·특정·시스템·서버의·취약점을·수동으로·공격하며,·다른·멀웨어·캠페인과·비교해·볼·때·공격·

과정에서·알려진·공격·도구·및·소스코드를·상대적으로·많이·활용하고·있다.

1) SamSam 랜섬웨어 주요 활동 사항

2) 기존 랜섬웨어와의 차이점

날·짜 내·용

2018.03

2016.04

2018.01

2016.03

미·Atlanta·시·정부·컴퓨터·네트워크가·감염되어·전산망·마비.·메밀랜드·주·볼티모어·시도·랜섬웨어로·알려진·사이버·공격을·받음

의료기관과·건강관리·기업을·타깃으로·Jboss·오픈소스·프레임워크·REGeorg의·취약점을·악용하여·침투

병원,·시·의회,·교육기관·및·교통·시스템이·랜섬웨어·감염되어·비트코인·지불

취약한·JBOSS·서버를·대상으로·jexboss·도구를·이용한·랜섬웨어·유포·시작.·헬스케어·업체를·주요·표적으로·활동

그·동안의·랜섬웨어 SamSam·랜섬웨어

··불특정·다수를·겨냥하여·무작위·공격

··드라이브·바이·다운로드(Drive-by-Download)

··악성·스팸메일

··명령제어(C&C)·서버에·접속·후·RSA·키·페어·생성

··패치가·되지·않은·서버·탐색

··특정·타깃을·겨냥하여·표적·공격·형태

··Rsa·키·페어를·스스로·생성하여·공개키를·랜섬웨어와····

···같이·업로드

··알려진·공격·도구·및·소스코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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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SamSam 랜섬웨어 동작 방식

아래·표는·최근에·발견된·SamSam·랜섬웨어가·동작하면서·활용되고·있는·프로그램에·대한·정보이다.

SamSam·랜섬웨어의·동작방식을·간단하게·설명하자면,·먼저·서버의·취약점을·노려·특정·시스템에·대해·수동으로·

공격을·시도한다.·만약·취약한·서버에·접근이·성공했다면,·Backdoor·및·webshell을·설치해·악성·프로그램을·실행·

시키도록·하고·여러·프로그램들을·활용해·피해·서버와·연결된·시스템,·소프트웨어·등에·공격자가·제작한·코드로·

랜섬웨어를·전파한다.

[그림 4-3] Jboss 취약점 스캐너 Jexboss (출처 : 구글)

[그림 4-4] RDP Brute Force 도구 : NLBrute (출처 : 구글)

[표 4-4]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SamSam·랜섬웨어는·최근·psexec,·wmiexec·등·원격·쉘·접근·기능을·공략하는·사례가·발견되었지만,·대표적으로·Jboss·

취약점을·이용하여·취약한·시스템에·침투한다.·또한·RDP·계정을·Brute·Forcing·공격으로·탈취하여·서버에·접근한다.

SamSam 랜섬웨어 동작 방식03.

1) 침투

[표 4-3] SamSam 랜섬웨어 특징

SamSam·랜섬웨어가·처음·등장했을·때는·JBOSS의·알려진·취약점(CVE-2010-0738)을·이용하여·패치가·진행·

되지·않은·서버를·공격했으며,·최근에는·취약한·RDP·계정·및·SMB·프로토콜·등·특정·시스템·서버의·취약점을·노려·

공격을·수행한다.·또한·.NET을·이용하여·랜섬웨어가·제작된·것으로·알려졌다.

3) SamSam 랜섬웨어 특징

SamSam·랜섬웨어·특징

··서버의·취약점을·노리며·특정·시스템을·노려·수동·공격·진행

··알려진·공격·도구·및·소스코드를·많이·활용

··.NET을·이용하여·랜섬웨어가·제작됨·

소프트웨어 취약점 및
취약한 계정 탈취

취약한 서버

접근 권한 탈취

1 2 3 4

프록시 터널링, SMB
프로토콜, Active 

Directory 계정 탈취 등

원격 접근 도구를

이용한 전파

Batch 스크립트
or vbs 스크립트

랜섬웨어

Payload 실행

암호화폐 요구

암호화 및

랜섬노트 팝업

SamSam csvde.exe

JexBoss NLBrute

Mimikatz xDedicRDPPatch

reGeorg Wmiexec

Hyena RDPWrap

.NET·바이너리로·del.exe와·selfdel.exe로·

이루어져·있음,·파일·암호화·및·삭제·가능
Active·Directory·데이터·탈취에·이용

JBoss·취약점·스캐너 RDP·계정·탈취를·위해·이용

Windows·계정·탈취·도구 Windows·계정·탈취·도구

Reverse·proxy·shell·도구
Windows·Management·Instrument(WMI)·

명령어·실행·프로그램

네트워크·관리도구,·내부·스캐닝에·이용
Windows·계정을·로컬과·원격에서·

동시·로그인이·가능하게·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설·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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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webshell (출처: Secureworks)

[그림 4-6] SamSam 바이너리 (출처: Secureworks)

[그림 4-7] selfdel.exe 코드

2) 실행

침투에·성공하면·공격자는·Backdoor·및·webshell을·설치하여·피해·시스템·내에서·임의의·명령을·실행할·수·있게·한다.

또한·공격자는·‘자체·삭제’·기능을·수행하기·위해·del.exe·또는·delfiletype.exe·및·selfdel.exe·등의·두·가지의·

실행파일을·포함하고·있는·SamSam·이라는·프로그램을·실행한다.

아래·그림은·selfdel.exe·파일의·코드인데,·이·파일은·samsam·랜섬웨어·프로세스를·삭제하도록·구성되어·있다.·

[그림 4-8] Hyena 네트워크 관리 도구 (출처 : Secureworks)

[그림 4-9] PowerShell

SamSam·랜섬웨어는·다른·시스템으로의·전파를·위해·피해·시스템·내에서·네트워크·관리·프로그램·“Hyena”를·

이용해·내부·스캔을·진행한다.·이를·통해·연결된·시스템과·설치된·스프트웨어,·설정·등의·정보를·얻고,·csvde.exe를·

사용하여·계정을·탈취한다.·이러한·과정을·공격자는·.vbs파일·또는·배치·파일을·통해·작업한다.·

또한·공격자는·관리자·계정·액세스를·목표로·Mimikatz·도구를·이용하여·자격증명을·추출하게·되는데·이·때,·

PowerShell·명령을·사용해·온라인에·있는·Mimikatz를·호출하기도·한다.·이러한·방법을·통해·연결된·시스템에·

동일하게·감염이·진행되게·한다.

3) 내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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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암호화 되는 확장자

[그림 4-11] 특정 폴더에서 파일은 암호화하지 않도록 하는 코드

[그림 4-12] SamSam 랜섬웨어 랜섬노트

암호화는·Rijndael·알고리즘을·통해·대칭키를·생성하고·대칭키는·RSA-2048·알고리즘을·이용해·Public·키를·

생성하며·C2·서버로·전송된다.·파일을·암호화할·때에는·아래·그림과·같이·“Windows”,·Microsoft·폴더에·있는·

“Reference·Assemblies”,·“Recycle.Bin”·등·암호화·하는·파일을·제한하고·있다.

SamSam·랜섬웨어는·아래·표와·같은·약·300개의·대상·파일·확장명을·하드코딩하여·작은·파일에서·큰·파일의·

순서대로·암호화·한다.

이렇게·암호화된·데이터를·.encryptedRSA라는·확장명을·가진·새로운·파일에·작성하고·원본·파일과·랜섬웨어·

바이너리·파일을·삭제한다.·그·후·시스템·동작에·필요한·최소한의·용량만·남기고·디스크의·Free·space를·제거하여·

복호화·시도를·차단하고·“HELP_DECRYPT_YOUR_FILES”라는·제목으로·랜섬노트를·생성한다.

.3dm, .3ds, .3fr, .3g2, .3gp, .3pr, .7z, .ab4, .accdb, .accde, .accdr, .accdt, .ach, .acr, .act, .adb, .ads, .agdl, .ai, .ait, .al, .apj, .arw, .asf, 

.asm, .asp, .aspx, .asx, .avi, .awg, .back, .backup, .backupdb, .bak, .bank, .bay, .bdb, .bgt, .bik, .bkf, .bkp, .blend, .bpw, .c, .cdf, .cdr, 

.cdr3, .cdr4, .cdr5, .cdr6, .cdrw, .cdx, .ce1, .ce2, .cer, .cfp, .cgm, .cib, .class, .cls, .cmt, .cpi, .cpp, .cr2, .craw, .crt, .crw, .cs, .csh, .csl, 

.csv, .dac, .db, .db-

journal, .db3, .dbf, .dbx, .dc2, .dcr, .dcs, .ddd, .ddoc, .ddrw, .dds, .der, .des, .design, .dgc, .djvu, .dng, .doc, .docm, .docx, .dot, 

.dotm, .dotx, .drf, .drw, .dtd, .dwg, .dxb, .dxf, .dxg, .eml, .eps, .erbsql, .erf, .exf, .fdb, .ffd, .fff, .fh, .fhd, .fla, .flac, .flv, .fmb, .fpx, 

.fxg, .gray, .grey, .gry, .h, .hbk, .hpp, .htm, .html, .ibank, .ibd, .ibz, .idx, .iif, .iiq, .incpas, .indd, .jar, .java, .jin, .jpe, .jpeg, .jpg, .jsp, 

.kbx, .kc2, .kdbx, .kdc, .key, .kpdx, .lua, .m, .m4v, .max, .mdb, .mdc, .mdf, .mef, .mfw, .mmw, .moneywell, .mos, .mov, .mp3, 

.mp4, .mpg, .mrw, .msg, .myd, .nd, .ndd, .nef, .nk2, .nop, .nrw, .ns2, .ns3, .ns4, .nsd, .nsf, .nsg, .nsh, .nwb, .nx2, .nxl, .nyf, 

.oab, .obj, .odb, .odc, .odf, .odg, .odm, .odp, .ods, .odt, .oil, .orf, .ost, .otg, .oth, .otp, .ots, .ott, .p12, .p7b, .p7c, .pab, .pages, 

.pas, .pat, .pbl, .pcd, .pct, .pdb, .pdd, .pdf, .pef, .pem, .pfx, .php, .php5, .phtml, .pl, .plc, .png, .pot, .potm, .potx, .ppam, .pps, 

.ppsm, .ppsx, .ppt, .pptm, .pptx, .prf, .ps, .psafe3, .psd, .pspimage, .pst, .ptx, .py, .qba, .qbb, .qbm, .qbr, .qbw, .qbx, .qby, 

.r3d, .raf, .rar,, .rat, .raw, .rdb, .rm, .rtf, .rw2, .rwl, .rwz, .s3db, .sas7bdat, .say, .sd0, .sda, .sdf, .sldm, .sldx, .sql, .sqlite, .sqlite3, 

.sqlitedb, .sr2, .srf, .srt, .srw, .st4, .st5, .st6, .st7, .st8, .std, .sti, .stw, .stx, .svg, .swf, .sxc, .sxd, .sxg, .sxi, .sxi, .sxm, .sxw, .tex, 

.tga, .thm, .tib, .tif, .tlg, .txt, .vob, .wallet, .war, .wav, .wb2, .wmv, .wpd, .wps, .x11, .x3f, .xis, .xla, .xlam, .xlk, .xlm, .xlr, .xls, 

.xlsb, .xlsm, .xlsx, .xlt, .xltm, .xltx, .xlw, .xml, .ycbcra, .yuv, .zip

[그림 4-10] 이전 버전에서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가져오기 위한 호출

예전의·SamSam·랜섬웨어·코드는·API·DriverInfo.GetDrives()를·호출하여·컴퓨터에·연결되어·있는·SMB드라이브,·

CD·드라이브,·이동식·드라이브·등·모든·드라이브·목록을·가져오고·암호화했다.·또한·드라이브를·통해·액세스·할·수·

있는·데이터베이스·파일들도·함께·암호화·된다.

최근에·발견된·새·버전의·SamSam은·드라이브·문자를·하드코딩해·드라이브가·준비되었는지·확인한·후·블랙리스트에·

없는·폴더·경로에서·대상·파일을·검색한다.

4)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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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snort rule_02

5

6

7

8

9

alert·tcp·$HOME_NET·any·->·$HOME_NET·[139,445]·(·msg:"MALWARE-OTHER·samsam·

sqlsrvtmg1.exe·file·load·attempt";·flow:to_server,established;·content:"|FF|SMB|A2·

00·00·00·00|";·content:"|5C·00|s|00|q|00|l|00|s|00|r|00|v|00|t|00|m|00|g|00|1

|00|.|00|e|00|x|00|e|00·00·00|",fast_pattern,nocase;·metadata:impact_flag·red;·

service:netbios-ssn;·classtype:trojan-activity;·sid:38502;·rev:1;·)

alert· tcp·$HOME_NET·any·->·$HOME_NET·[139,445]· (·msg:"MALWARE-

OTHER·samsam·samsam.exe·file· load·attempt";·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FF|SMB|A2·00·00·00·00|";·content:"|5C·00|s|00|a|00|m|00|s|00|a|00|

m|00|.|00|e|00|x|00|e|00·00·00|",fast_pattern,nocase;·metadata:impact_flag·red;·

service:netbios-ssn;·classtype:trojan-activity;·sid:38501;·rev:1;·)

alert·tcp·any·any·->·$HOME_NET·445·(·msg:"MALWARE-OTHER·Win.Ransomware.

Samsam·propagation·via·SMB·transfer·attempt";·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FF|SMB|A2|",depth·5,offset·4;·content:".stubbin|00|",fast_pattern,nocase;·

metadata:impact_flag· red,policy·balanced-ips·drop,policy·security-ips·drop;·

service:netbios-ssn;·reference:url,www.virustotal.com/en/file/8eabfa74d88e439cfca9c

cabd0ee34422892d8e58331a63bea94a7c4140cf7ab/analysis/;·classtype:trojan-activity;·

sid:45484;·rev:1;·)

alert·tcp·any·any·->·$HOME_NET·445·(·msg:"MALWARE-OTHER·Win.Ransomware.
Samsam·propagation·via·SMB2·transfer·attempt";·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FE|SMB",depth·4,offset·4;·content:"|05·00|",within·2,distance·8;·content:".|00|s|
00|t|00|u|00|b|00|b|00|i|00|n|00|",fast_pattern,nocase;·metadata:impact_flag·red,policy·
balanced-ips·drop,policy·security-ips·drop;·service:netbios-ssn;·reference:url,www.
virustotal.com/en/file/8eabfa74d88e439cfca9ccabd0ee34422892d8e58331a63bea94a7c4
140cf7ab/analysis/;·classtype:trojan-activity;·sid:45485;·rev:1;·)

alert·tcp·any·any·->·$HOME_NET·445·(·msg:"MALWARE-OTHER·Win.Ransomware.

Samsam·upload·attempt";·flow:to_server,established;·content:"|00·00·0A·2C·08·06·

16·9A·28|";·content:"|00·00·0A·02·16·9A·28·03·00·00·06·28|",within·12,distance·1;·

metadata:impact_flag·red,policy·balanced-ips·drop,policy·security-ips·drop;·service:netbios-

ssn;·reference:url,www.virustotal.com/en/file/8eabfa74d88e439cfca9ccabd0ee34422892d

8e58331a63bea94a7c4140cf7ab/analysis/;·classtype:trojan-activity;·sid:45486;·rev:1;·)

SamSam·랜섬웨어에·포함된·

sqlsrvtmg1.exe·로드·탐지

samsam.exe·

랜섬웨어·로드·탐지

SMB를·통한·SamSam·

랜섬웨어·전파·탐지

SMB2를·통한·SamSam·

랜섬웨어·전파·탐지

SamSam·랜섬웨어·

업로드·탐지

설·명 RULESamSam·랜섬웨어·유포·그룹은·소프트웨어의·알려진·취약점을·이용해·서버에·접근·권한을·얻으므로·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버전·정보를·정기적으로·점검하여·알려진·취약점을·조치해야·한다.·또한·RDP·및·기타·원격접속·가능한·

프로토콜의·계정·비밀번호가·안전하게·설정되어·있는지·확인하여·Brute·Force·공격을·예방한다.

대응방안04.

1) 탐지 rule

[표 4-7] snort rule_01

[표 4-6] 대응방안

대응·방안

··강력한·암호·및·이중·인증·사용

··원격·데스크톱을·사용하여·로그인·할·수·있는·사용자·제한

··무차별·공격을·막기·위한·계정·잠금·정책·구현

··방화벽·뒤에서·액세스·제한,·RDP·게이트웨이,·VPN을·사용하여·액세스·제한

설·명

1

2

3

4

RULE

alert·tcp·$HOME_NET·any·->·$EXTERNAL_NET·$HTTP_PORTS·(·msg:"MALWARE-

OTHER·samsam·delfiletype.exe·file·load·attempt";·flow:to_server,established;·

http_uri;·content:"|2F|delfiletype.exe",nocase;·metadata:impact_flag· red;·

service:http;·classtype:trojan-activity;·sid:38497;·rev:1;·)

alert·tcp·$HOME_NET·any·->·$EXTERNAL_NET·$HTTP_PORTS·(·msg:"MALWARE-

OTHER·samsam·samsam.exe·file·load·attempt";·flow:to_server,established;·http_

uri;·content:"|2F|samsam.exe",nocase;·metadata:impact_flag·red;·service:http;·

classtype:trojan-activity;·sid:38498;·rev:1;·)

alert·tcp·$HOME_NET·any·->·$EXTERNAL_NET·$HTTP_PORTS·(·msg:"MALWARE-

OTHER·samsam·sqlsrvtmg1.exe·file·load·attempt";·flow:to_server,established;·

http_uri;·content:"|2F|sqlsrvtmg1.exe",nocase;·metadata:impact_flag·red;·

service:http;·classtype:trojan-activity;·sid:38499;·rev:1;·)

alert·tcp·$HOME_NET·any·->·$HOME_NET·[139,445]·(·msg:"MALWARE-OTHER·samsam·

delfiletype.exe·file·load·attempt";·flow:to_server,established;·content:"|FF|SMB|A2·

00·00·00·00|";·content:"|5C·00|d|00|e|00|l|00|f|00|i|00|l|00|e|00|t|00|y|00|p|00

|e|00|.|00|e|00|x|00|e|00·00·00|",fast_pattern,nocase;·metadata:impact_flag·red;·

service:netbios-ssn;·classtype:trojan-activity;·sid:38500;·rev:1;·)

SamSam·랜섬웨어에·포함된·

delfiletype.exe·로드·탐지

samsam.exe·

랜섬웨어·로드·탐지

SamSam·랜섬웨어에·포함된·

sqlsrvtmg1.exe·로드·탐지

SamSam·랜섬웨어에·포함된·

delfiletype.exe·로드·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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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secureworks.com/research/samsam-ransomware-campaigns

 · http://blog.talosintelligence.com/2016/03/samsam-ransomware.html?m=1

 · http://blog.talosintelligence.com/2018/01/samsam-evolution-continues-netting-over.html

 · https://new.acalvio.com/technical-analysis-of-samsam-ransomware/

 · https://www.tanium.com/blog/samsam-ransomware-how-tanium-can-help/

 ·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0745

 ·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8590

[표 4-9] ioc 정보

1

2

5

7

12

8

13

9

15

14

10

16

11

17

18

6

3

4

426142a23d356f105dfdfa27e9855d3ee47fe7149a502e9eb3cde1f368025fee

9b62a5d1712a987b6b01afd3d24c401a00317519a6e6951f576d3993512598f2

022f80d65608a6af3eb500f4b60674d2c59b11322a3f87dcbb8582ce34c39b99

338fdf3626aa4a48a5972f291aacf3d6172dd920fe16ac4da4dd6c5b999d2f13

754fab056e0319408227ad07670b77dde2414597ff5e154856ecae5e14415e1a

3531bb1077c64840b9c95c45d382448abffa4f386ad88e125c96a38166832252

88d24b497cfeb47ec6719752f2af00c802c38e7d4b5d526311d552c6d5f4ad34

4856f898cd27fd2fed1ea33b4d463a6ae89a9ccee49b134ea8b5492cb447fb75

8eabfa74d88e439cfca9ccabd0ee34422892d8e58331a63bea94a7c4140cf7ab

88e344977bf6451e15fe202d65471a5f75d22370050fe6ba4dfa2c2d0fae7828

516fb821ee6c19cf2873e637c21be7603e7a39720c7d6d71a8c19d8d717a2495

8f803b66f6c6bc4da9211a2c4c4c5b46a113201ecaf056d35cad325ec4054656

72832db9b951663b8f322778440b8720ea95cde0349a1d26477edd95b3915479

dabc0f171b55f4aff88f32871374bf09da83668e1db2d2c18b0cd58ed04f0707

e7bebd1b1419f42293732c70095f35c8310fa3afee55f1df68d4fe6bbee5397e

0785bb93fdb219ea8cb1673de1166bea839da8ba6d7312284d2a08bd41e38cb9

f82e90c02b05f86cd720f7f15667356a7e997c5cf13a1d6f6492db0c5ffbe6a2

ffa28db79daca3b93a283ce2a6ff24791956a768cb5fc791c075b638416b51f4

fxn5ao5mmaktpsug.onion

fxn5ao5mmaktpsug.onion.to/·
19732remarkably84561/

fxn5ao5mmaktpsug.onion/·
19732remarkably84561/

fxn5ao5mmaktpsug.onion.to

sqnhh67wiujb3q6x.onion

_

_

_

_

_

_

_

_

_

_

_

_

jcmi5n4c3mvgtyt5.onion

1HASH·(SHA-256) URL

2) IOC 정보



4,430.70

8,360.30

2,065.70

4,161.50 3,959.30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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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보호와 보안 

보안컨설팅사업부 이문열

오늘날·우리는·수많은·콘텐츠를·소비하거나·또는·활용하여·유용한·정보를·얻고·있다.·방송,·음악,·게임,·모바일·앱,·

SNS·등의·콘텐츠를·통해·쉽고·빠르게·다양한·정보를·접할·수·있을·뿐만·아니라·더·나아가·타인·또는·개인의·비밀스러운·

내용까지도·확인할·수도·있다.·이렇게·유용한·콘텐츠에·쉽게·접근할·수·있다는·것은·콘텐츠의·보호기술·또한·꼭·필요

하다는·말이다.·그럼·지금부터·콘텐츠의·불법복제로·인한·피해,·불법복제로·부터·보호하기·위한·기술,·그리고·제도적·

보호방안·및·발전방향에·대해·살펴보도록·하자.·

개요 및 동향01.

1) 개요

2014년·기준·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3,629억·원이다.·불법복제물·이용량은·22억6,100만개로,·국민·10명·중·4명이·

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답했다.·유통·경로의·90%는·온라인으로,·토렌트와·모바일·앱·등을·통해·콘텐츠를·

주고·받는·것으로·나타났다.·(출처:한국저작권협회·‘2015·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영화,·방송영상물,·소프트웨어,·게임,·어문·등·주요·6개·분야·콘텐츠를·

공유하는·불법게시물·380만건을·통해·840억원에·달하는·규모의·

저작권침해가·발생하였다고·한다.·이·가운데·영화의·경우,·79만

6천건의·게시물을·통해·콘텐츠가·불법·유통된·피해금액이·21억·

7천600만원,·방송영상물의·경우·14억5천만원,·소프트웨어는·76억원,·

게임은·38억원·규모이다.

(출처·:·영상물보호위원회·‘토렌트·불법·콘텐츠·유통·현황조사·결과’)

2) 동향

▶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

Contents technology

Protection Management

Active Protection Passive Protection

Distribution

CAS

CPT DRM

Copyright Labeling

Fingerrinting

Rights Information

Content Identification

Rights Transaction

Usage Monitoring

Policy

Payment

Watermark

[그림 5-1] 합법저작물 피해

[그림 5-3] 콘텐츠 보호기술 분류체계

[그림 5-2] 불법복제 침해규모

콘텐츠의·보호기술은·다양하다.·그·중·CAS,·CPT,·DRM을·Active·Protection으로·분류되는데·이·기술에·대해·

집중적으로·알아보자.·

콘텐츠 보호기술02.

콘텐츠 보호기술과 보안 03.

-·Scrambler·:·비인가된·수신자는·시청할·수·없도록·원래의·TV신호형태를·변형시키는·것

-·CW(Control·Word)·:·송신부에서·방송·스트림을·스크램블링할·때·사용되는·암호화키로·불법·해킹을·막기·위해··

　　　　　　　　　　···매·암호·기간(crypto·period)마다·새로운·키가·생성되어·사용

-·ECM(Entitlement·Control·Message)·:·제어단어(CW)를·암호화하여·수신기에·전달

-·EMM(Entitlement·Management·Message)·:·수신기별로·유료·방송·채널·중·수신·가능한·자격을·암호화하여·

··········································································보내주는·정보

-·Descrambler·:·CW를·가질·수·있는·수신기에서만·수행

1)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수신 제한 시스템) 

유료·방송·서비스를·받을·자격이·있는·수신자만·방송·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제어하는·기술이다.

기본·기능은·원시·TV·프로그램에·대한·접근·제어이며,·핵심·기술·요소는·Scrambling/Descrambling·using·

encryption,·Key·Distribution,·Entitlement·Control,·Entitlement·Manangement·이다.불법 복제물로인해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콘텐츠 금액의 총합

총2조2,977억8,200만원
▶ 보안통제 모델

▶ 토렌트 불법복제 침해 규모

영화 방송물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어문

21.7
14.5

0.2

762.3

33.6

8.4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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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PT(Content Protection Technology, 복제 방지 기술)

▶ 보안통제 모델

디지털·콘텐츠를·특정·저장매체·또는·디바이스·정보로·암호화해서·비록·다른·매체나·디바이스로·복제가·되더라도·

콘텐츠의·사용을·하지·못하도록·하는·기술이다.·

DTCP(Digital· Transmission·Content· Protection)은·복제·방지기술·중·하나이며,·핵심·기술요소는·

Device·Authentication·&·Key·Exchange,·Copy·Control· Information,·Content·Encryption,·System·

Renewability·이다.

▶ CAS 구성 ▶ DTCP 구성

Scrambler

Control Word
Generator

ECM
Encryption

Subscriber
Management

EMM
Encryption

Mux

CA sub-
System

Scrambled
Signal

ECM

EMM

CW CW

Tx

Descrambler

Demux

Signal
(Video, Audio,

Data)

셋탑박스

모니터

Content
Source

Destination
Storage

System
Renewal

Subsystem

Authentication
& Key Exchange

Subsystem

Content
Cipher

Subsystem

IEEE 1394
Interface

Copyright Status & SRMs
(Source only)

Un-Encrypted
Content

Not required by devices that only 
support restricted authentication

Content
Key

Content
Algorithm
Selection

Encrypted
Content

AKE Protocol
& SRMs IEEE

1394
Bus

Compliant
Device

Compliant
Device

Non-
compliant

Device

DTCP
Source Device

DTCP
Sink Device

① Encrypted Content
stream with EMI set

② Request Authentication

③ Device Authentication 
& Key Exchange

④ Exchange Content 
Channel Key

⑤ Encrypted Content 
Stream with EMI set

Request for
Content

Clear
Text Content

Clear
Text Content

[그림 5-4] CAS 구성도

[그림 5-6] DTCP 구성도

[그림 5-5] 보안통제 모델

-·C·:·내용물
-·E·:·암호화·
-·cek·:·Content·암호화·키
-·s_pub_k·:·DRM·서버의·공개키
-·p_prv_k·:·개인키·of·Packager
-·H·:·해쉬·함수·
-·U_prv_k·:·사용자의·개인키

-·L·:·라이센스

3)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권리 관리)

콘텐츠·제공자의·권리와·이익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해·불법복제를·막고·사용료·부과와·결제대행·등·콘텐츠의·생성에서·

유통·관리까지를·일괄적으로·지원하는·기술이다.

▶ 보안통제 모델 

[그림 5-7] 중앙집중방식의 키 관리 구조

Random Key
Generator

Encryption Ecek(C)

Es_pub_k(cek)

Packager

Secure Container

Key Info

Encryption

Eu_prv_k(L)

License Generator

Decryption

Viewer

C

DRM Server

DRM Controller

cek

Ep_prv_k(H(C))Content

Clearing house

2 3

1

4

5

L

Policy

KMS



38

Special Column

39www.igloosec.co.kr

콘텐츠 보호와 보안 

▶ 중앙집중 키 관리 방식

①·콘텐츠는·콘텐츠·별로·서로·다른·랜덤·키를·생성하여·비밀키로·이용함.·랜덤키를·통해·콘텐츠를·암호화·함
··
②·암호화를·위해·사용된·비밀키는·Clearing·house의·KMS(Key·Management·System)에·전송되어·보관됨
··
③·콘텐츠의·사용이·허가된·사용자에게·발급되는·라이센스는·권리정보와·함께·콘텐츠를·복호화·할·수·있는·비밀키·

　·정보도·포함하고·있음.·따라서·라이센스는·허가된·사용자에·한해서만·접근할·수·있도록·암호화되어·전송됨
··
④·Secure·Container에서·암호화된·콘텐츠·및·비밀키를·사용자에게·배포함(비밀키의·안전한·전송을·위해·비밀키는······

　·다시·배대칭키·암호화·알고리즘을·사용하여·암호화·함)
··
⑤·암호화된·콘텐츠를·이용하기·위해서·사용자의·고유정보로·암호화되어·있는·라이센스를·우선적으로·복호화·한·뒤·

　·비밀키·정보를·가져옴.·이렇게·복호화된·비밀키·정보를·이용하여·암호화된·콘텐츠를·DRM·Controller에서·복호화·함

콘텐츠의 제도적 보호방안  04.

콘텐츠 보호의 미래   05.

1)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제 강화  

1) 콘텐츠 보호의 발전방향 

2)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대책 

디지털·콘텐츠를·제작하고·유통하기·위한·시간적,·공간적·경계가·사라지고·불법복제·피해사례가·급증함에·따라·

콘텐츠의·지적재산권·분쟁이·심화되고·있다.·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해서는·먼저·법적인·규제를·강화하여야·한다.··

그러나·디지털·기술의·발전은·불법복제·문제를·법적·통제에만·의존할·수·없는·상황으로·변화시켰다.·디지털·콘텐츠의·

복제본은·아날로그·복제본과는·달리·원본과·비교하여·품질의·저하가·전혀·없는·또·다른·원본이·될·수·있고,·PC만·

있으면·누구든·복제본을·만들·수·있으며·컴퓨터·통신만으로도·빠르게·유통이·가능하다.·따라서·콘텐츠의·정상적인·

유통·및·활성화를·위해서는·법제를·강화하는·동시에·디지털·기술의·장점을·충분히·살리면서,·저작권자들이·불법복제의··

위험성으로부터·벗어나·안심하고·사용할·수·있는·기술적인·보호조치의·제공이·요구된다.

지금까지·콘텐츠의·불법복제로·인한·피해동향,·콘텐츠를·보호하기·위한·보호기술·그리고·제도적·보호에·대해·살펴보았다.··

디지털·콘텐츠는·그·특성상·손쉽게·복제·및·배포가·가능해·항상·불법적인·콘텐츠·이용의·유혹에·노출되어·있으며,·실제로··

초기·디지털·콘텐츠·사업자들은·불법·복제로·인해·심각한·저작권·침해를·경험하였다.·우리가·콘텐츠·보호의·중요성을··

실·생활에서·느끼기는·쉽지는·않다.·하지만·콘텐츠,·지적재산권에·대한·인식이·높아질수록·무분별한·콘텐츠·복제를·

예방하기·위한·보호기술은·발전할·것이고·더욱더·중요해질·것이다.·

콘텐츠·불법·복제방지·대책이·법적·제도적으로·마련되어·시행된다면,·법에·의한·불법복제·방지는·가장·근본적인·

대안이라고·할·수·있다.·그러나·복제기술의·고도화에·법이·빠르게·대응하지·못한다면,·기존보다·강력한·법률안을·

마련하는·것도·방안일·것이다.·다만·법에·의한·지나친·저작권·보호로·우수한·기술을·차단하는·역효과가·일어날·수·

있다는·점을·경계해야하고·법으로는·기술의·속도를·따라가지·못하는·만큼·불법복제·근절·캠페인과·저작권에·대해·

명확히·알리는·홍보활동·등의·문화정립도·중요하다.

오늘날·콘텐츠의·생산,·유통·및·소비의·인프라·구축은·급속하게·확대되고·발전되었지만,·정작·여기서·발생하게·될·

콘텐츠의·보호에·대한·기술적·토대와·법률적인·보호는·이러한·환경변화에·비해·부족하다.·디지털·콘텐츠는·아날로그·

콘텐츠와·비교할·때·복제가·용이하고,·인터넷·등을·통해·급속히·확산될·수·있다는·점에서·기존·아날로그·환경과는·아주··

다르게·저작권·침해·등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이러한·위험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콘텐츠·자체를·보호하는·기술이·

특히·중요하다.·CAS,·CPT,·DRM,·그·밖의·복제방지기술·등을·통해·디지털·콘텐츠·유통구조·속에서·저작권·및·접근

권한이·보호되어야·한다.·

콘텐츠·보호기술은·불법·행위로·인한·콘텐츠·사업자의·수익·침해를·방지하는·일차적·수단으로·여전히·효력을·

발휘하고·있다.·앞으로의·발전방향을·제시하자면·콘텐츠·보호기술이·점진적으로·고도화되어·다양한·콘텐츠의·사용·

권한·제어,·Superdistribution/Value-Chain·Support/Clearinghouse의·기술제공,·불법·복제에·대한·사회적·

경각심·부각,·그리고·생산자와·소비자를·연결해·주는·서비스·제공자들의·권리에·대한·적절한·보장이·이루어져야·

한다는·사회적·인식의·변화가·필요하다.·

디지털·콘텐츠의·다양한·전자상거래·모델·지원을·위하여·콘텐츠별·다양한·사용규칙·및·조건의·유연한·설정·기능·제공사용권한·제한

Superdistribution

Clearinghouse

Value-Chain·Support

인증된·사용자·이외의·사람이·해당·컨텐츠를·입수하더라도·사용할·수·없도록·하는·것

디지털·콘텐츠의·전자사거래를·위한·여러·단계의·value-chain·(가치사슬)지원

인증된·사용자의·사용내역·저장과·과금·과정이·이루어지는·것

▶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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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사이버침해대응팀(CERT)

올림픽 노리는 사이버 위협 ‘원천 봉쇄’

평창동계올림픽의·보안을·담당한·평창올림픽·사이버침해대응팀(CERT)이·해단식을·갖고·약·4개월간의·여정을·마무리·

지었다.·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정보원,·국방부,·경찰청·등·정부·기관과·

이글루시큐리티·등·민간보안·업체·관계자·약·700여명으로·구성된·평창동계올림픽·사이버침해대응팀은·작년·12월부터·

본격적인·활동에·돌입했으며,·3월·18일·폐막식을·끝으로·2018·평창동계올림픽·및·패럴림픽·대회의·사이버침해대응을·

성공적으로·마무리했다.·

특히,·2월·9일·평창동계올림픽·개막식·날·발생한·대규모·파괴형·사이버·공격에·맞서,·단·12시간·만에·시스템을·정상화한·

민관합동전문가의·사이버·위기·대응력은·전·세계적으로·높은·평가를·받았다.·침해·발생·직후·조직위원회,·평창동계올림픽·

침해사고·대응팀(CERT),·보안업체·담당자·250명은·정보통신운영센터로·집결해·조기·긴급대응과·시스템·복구·절차에·

착수하였으며,·밤샘·작업을·통해·전체·시스템·복구를·끝낸·후·재발·방지·조치까지·완료했다.·

한편,·‘평창동계올림픽·침해사고·대응팀(CERT)·운영사업’을·담당한·이글루시큐리티는·작년·8월부터·조직위원회와·

함께·침해사고·대응·조직을·운영하며,·전례·없이·강력하고·신속한·침해사고·대응·체계를·마련하는·데·힘을·기울였다.·

이글루시큐리티는·올림픽·정보통신망·시설과·홈페이지,·정보보호시스템의·보안·취약점을·사전에·조치하고,·침해·시도·

및·사고를·정밀·분석해·대응하며,·다양한·유형의·사이버·위협·발생에·대비할·수·있는·대응·절차·체계를·마련하는·역할을·

수행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사이버 침해대응팀 구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