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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기타

·· 사물인터넷·보안·얼라이언스·제·5차·정기회의·개최’…스마트·의료·교통·서비스·보안·가이드·발표

·· 블록체인·산업·진흥·업무,·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로·이관

·· 고용노동부와·함께·‘노동시간·단축·관련·ICT·업종·간담회’·개최…ICT·업계의·애로사항·청취

·· ‘2018·정보보호·해커톤’·개최…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IoT·보안·문제점·개선을·주제로·다양한·

아이디어·발굴·

·· 제·7회·블록체인·테크비즈·컨퍼런스·개최…블록체인을·활용한·비즈니스·기술·보안·이슈·공유·

·· 2017년·기업에서·발생한·3개·주요·공격·경로로··

①·인터넷망과·폐쇄망·접점,·②·개발·환경을·비롯한·공급망·인프라,·③·패치·계정관리·서버·지목·

·· GDPR·대응·위한·‘EU·GDPR·가이드북’·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제·4차·산업혁명·선도를·위한·기관·역할·재정립·협약·체결

·· ·‘2018년도·중소기업·정보보호·컨설팅·지원·사업’·추진·

·· ‘안전한·개인정보·비식별·활용·세미나’·개최·

·· 행정안전부,·블록체인·기반의·전자증명서·발급·유통·플랫폼·구축·착수·

·· 행정안전부,·부처별로·분산된·개인정보·시스템을·연계해·통합관리하는·시스템·구축·추진·

·· 행정안전부,·공공기관·웹사이트에서·플러그인을·제거하기·위한·연구용역·시작·

·· 행정안전부,·개인정보를·다량·보유한·외식업·임대업·렌탈사·등에·대한·개인정보·보호실태·집중·

점검

피싱에 악용되는 대기업 브랜드 …
대기업 이름으로 발송된 ‘주문서, 발주서, 견적서, 결제요청’ 메일 주의보 

▶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반응 궁금하죠?’…청와대 사칭한 피싱 공격 포착 ▶

‘북미정상회담’ 정보로 위장한 악성 한글문서 주의보 ▶

‘어제의 경쟁자는 오늘의 동지?’...공동 작전 펼치는 사이버 공격자들 ▶

·· 최근·삼성·대우조선해양·대양일렉트릭·등·국내·주요·기업을·사칭한·악성파일이·이메일을·통해·유포되고·있어,·해당·

기업·직원·관계사·협력업체·직원들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공격자는·국내·대기업인양·‘XX에서·견적참여·요청’이란·제목의·이메일을·보내고·첨부된·파일을·확인해·견적서를·

보내달라고·하는·방식으로·수신자가·원격제어,·정보·계정·탈취·목적의·악성코드를·내려·받게·유도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남

·· 보안업계·전문가들은·지난·4월·이후·‘주문서,·발주서,·견적서,·결제요청’·등과·같은·제목으로·메일·클릭을·유도하는·

악성·이메일이·지속적으로·발견되고·있다며,·발신인에게·이메일·전송·여부를·확인한·뒤·열람하고,·보안·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할·것을·권고하고·있음

·· 5월·14일,·탈북자와·대북·전문가·등·북한·관련·인사들을·노린·피싱·메일이·발견됨.·공격자는·청와대·이메일·주소를·

이용해·‘2018년·남북·정상회담에·대한·중국의·반응과·전망’이란·제목의·이메일을·보내고,·정상회담에·대한·중국·정부의··

평가와·향후·동향을·담은·자료를·첨부했다고·설명하며·악성·문서를·열게·유도한·것으로·나타남

·· 이메일·수신자가·이메일에·첨부된·파일을·클릭하면·주요·포털사·로그인으로·위장한·가짜·페이지가·나오는데·수신자가··

파일을·열기·위해·ID와·비밀번호를·입력하면·이·정보가·그·즉시·공격자에게·전송됨·

·· 보안업계·전문가들은·사회적·이슈를·악용한·공격은·기술·난이도가·낮음에도·성공할·확률이·높다며,·6월·지방선거·등·

정치·이슈를·악용한·악성코드·유포에도·주의를·기울일·것을·당부함

·· 최근·북미정상회담과·관련된·정보로·위장한·악성·공격이·잇달아·발생하고·있어·각별한·주의가·요구됨

·· 시스코·탈로스는·최근·합법적인·네이버·이메일·계정을·사용한·공격자가·북미정상회담·내용을·미끼로·정보를·수집하려는·

공격·징후를·포착함.·공격자는·북미정상회담에·대한·우려사항을·담았다며·메일에·첨부된·‘미북·정상회담·전망·및·대비·

.hwp’·파일을·열어보게·유도하는데,·이·문서를·열면·원격·접근·트로이목마·바이러스에·감염될·수·있음.·대북·단체··

및·국방·분야를·대상으로·사이버·침투·활동을·하고·있는·‘그룹123’이·공격을·감행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추정되고··

있음

·· 이스트시큐리티·시큐리티대응센터는·최근·한국을·대상으로·정보·수집·및·정찰·목적이·강한·APT·공격인·‘작전명·원제로’·

가·진행되었다고·밝힘.·공격자들은·한국의·특정·대학원·특강자료로·표기한·‘종전선언.hwp’이라는·악성·파일을·유포

했는데,·4·27·남북정상회담·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어·판문점·선언·후·작성된·내용이라는·것을·유추할·수·있음

·· 자기가·공격한·시스템에·다른·해커의·흔적이·발견될·시에는·이를·불능으로·만드는·등·라이벌·관계를·유지하며·개별·

작전을·수행하던·해커들이·최근·공동작전을·펼친·정황이·포착되어·화제가·되고·있음

·· 미·보안컨설팅·업체·플래시포인트(Flashpoint)는·스팸·이메일을·통해·확산되고·있는·트로이목마인·‘아이스드아이디’와·

‘트릿봇’·운영자들이·공동·작전을·펼쳐·일부·은행들을·공격한·사례를·발견했다고·밝힘.·이·두·가지·봇넷이·합쳐짐으로써··

양·공격자는·공격·성공률을·높이고·더·높은·수익을·올리는·엄청난·시너지를·얻게·되었음

·· 플래시포인트는·이·협력관계는·공격자·간의·친분에·의한·것이·아닌·계약·관계로·인한·것으로·보인다며,·앞으로·범죄자들·

간의·협업이·더·많이·발생할·것이라고·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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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정 소프트웨어의 액티브X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탐지… 
보안패치 업데이트 필수 

▶

‘크롬 업데이트인줄 알았니?’ …
안드로이드-iOS 노린 가짜 페이스북·크롬 앱 악성코드 확산 

▶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긴급 대피하십시오’…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짜 재난 문자 주의보

▶

‘첨부된 배송장 확인해서 택배, 아니 랜섬웨어 받아가세요~’ 
택배회사 사칭한 갠드크랩 랜섬웨어 주의보 

▶

‘귀하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포심 유발해 갠드크랩 랜섬웨어 감염 유도하는 악성 메일 주의보  

▶

공격자의 체류 시간을 줄여라! 노우먼 프로젝트 시작▶

축구팬 울리는 ‘러시아 월드컵’ 티켓 판매 사기 주의보▶

·· 올해·4-5월·동안,·북한·관련·연구소·군·관련·동창회·협회·연구학회·등의·특정·웹사이트·방문자를·대상으로·악성·

코드를·유포하는·워터링·홀·공격이·확산되어·문제가·되고·있음.·특히,·웹사이트·방문자·중·낮은·버전의·액티브X가·

설치된·사용자들은·악성코드에·노출될·가능성이·더욱·높아·주의가·요구됨

·· 공격자는·해당·웹사이트·방문자들을·악성코드에·감염시키기·위해·전자결제·파일관리·그룹웨어·인증관리·통합인증·

등·다양한·국내·소프트웨어의·액티브X·프로그램의·취약점을·악용한·것으로·드러남·

·· 보안·전문가들은·‘액티브X·취약점의·경우·서버·상에서·취약점을·패치하더라도·사용자가·해당·액티브X를·설치했던·

사이트에·다시·접속하지·않는·한·사용자·PC에는·적용이·되지·않는다며,·사용자들에게·패치가·빨리·적용될·수·있도록·

적극적으로·안내해야·한다’고·강조함

·· 국내외에서·보안이·허술한·라우터를·통해·안드로이드·및·iOS·모바일·기기를·감염시키는·악성코드·및·피싱·공격이·

발생하고·있어,·사용자의·주의가·요구됨

·· 카스퍼스키랩은·트로이목마·악성코드인·‘로밍맨티스(Roaming·Mantis)’가·보안이·취약한·라우터를·찾아내·감염·

시키고,·감염된·라우터에·접속한·기기·사용자의·웹사이트·접속·URL을·가짜·URL로·바꿔치기하는·‘DNS·하이재킹’·

동작을·수행하는·것을·발견했다며·주의를·당부함

·· 사용자가·가짜·URL을·누르면,·‘로밍맨티스’·악성코드가·포함된·안드로이드·앱(facebook.apk·또는·chrome.apk)·

다운로드와·설치가·이뤄지게·됨.·‘로밍맨티스’는·사용자·정보는·물론·2단계·인증에·필요한·자격증명정보·등·데이터를··

수집해·감염된·기기를·완전히·장악할·수·있도록·설계된·것으로·나타남

·· 카스퍼스키는·약·150명의·초기·공격·피해자들이·한국,·방글라데시,·일본에·분포되어·있었고,·이·악성코드가·공격·

초기에·한국어,·중국어·간체,·일본어,·영어를·지원하고·있었다는·점에서·이·악성코드·공격·배후에·한국어·또는·중국어를··

구사할·수·있는·사이버·범죄자·집단이·있을·것이라·추정하고·있음

·· KAIST·시스템보안연구실의·이은규·양호준·연구팀은·SW로·구현한·가짜·4G·LTE·기지국을·활성화해·이에·연결되는·

핸드폰에·허위·긴급·재난·문자를·발송하는·연구를·최근·시연함.·기존·통신망에·영향을·주지·않기·위해·실험실·반경·

10m·내에·있는·휴대폰에만·재난·메시지를·수신했지만,·기지국에·증폭기까지·설치하면·실험실을·벗어난·훨씬·넓은·

범위·안에·위치한·휴대폰에도·재난·메시지를·전송하는·것이·가능했음

·· 기지국과·통신사·코어·네트워크,·휴대폰·간·인증·작업을·거쳐·발송되는·일반·문자·메시지와·달리·재난·문자는·신속히·

내용이·전파되어야·하는·가용성을·고려해·인증·없이·발송되도록·되어있음.·따라서,·공격자가·통신사보다·강한·전파를·

내보내는·가짜·기지국을·설치해·허위·재난·문자를·보낼·경우에는·이·기지국과·접속한·사용자에게·내용이·발송될·수·

있음

·· 유심을·사용하는·휴대폰의·경우,·재난안전본부에서·발송하는·긴급메시지에·전자서명을·한·뒤·각·휴대폰에서·공개키를·

검증하는·방식으로·허위·여부를·확인하는·것이·가능하나,·유심이·없는·단말기의·경우에는·보안·기능을·추가하는·것이·

불가한·것으로·나타남

·· 최근·소환장으로·위장한·이메일을·보내·갠드크랩·랜섬웨어·변종·감염을·유도하는·공격이·발견되어·각별한·주의가·

요구됨

·· 이스트시큐리티에·따르면,·공격자는·불특정·다수에게·유창한·한국어로·작성된·소환장·통지문·이메일을·보내고,·허용된··

시간·내에·회신을·보내지·않으면·귀하에·대한·심판이·진행될·수·있다며,·본문·내·링크·(소환·공지·다운로드)를·클릭·

하도록·유도하고·있음.·이·링크를·클릭하면·해외·특정·사이트로·연결되어·갠드크랩·랜섬웨어에·감염될·수·있음

·· 보안·전문가,·언론·등·특정·타깃을·포함한·사람들을·대상으로·모·택배사를·사칭한·악성메일과·문자가·유포되는·정황이·

포착됨

·· 공격자는·‘xx택배·배송관련·안내(배송팀·김지훈)’이란·제목의·이메일을·보내고,·메일·본문에·‘잘못·기재된·전화번호와·

주소·때문에·배송직원이·고객님의·물품을·직접·배달할·수·없어·xx택배·사무실에·배송하였으니,·첨부파일의·영수증과·

배송장을·출력해·가까운·xx택배·사무실에·방문해달라’는·내용을·포함해,·메일·수신자가·‘배송장(xx택배).egg’라는·

악성·파일을·열어보도록·유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보안·전문가들은·최근·들어·저작권·위반,·교통범칙금,·택배·등을·이용한·랜섬웨어·유포가·증가하고·있다며,·사전·예방·

차원에서·백신과·OS,·SW·프로그램·등을·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하여·유지하고,·특히·첨부파일이·egg·압축형태일·때에는·

절대·열람하지·말고·보안업체나·KISA·등에·신고할·것을·권고하고·있음

·· 미·정부·기관과·대학,·통신사들을·중심으로·공격자의·체류·시간·단축에·초점을·맞춘·연구가·진행되고·있어·눈길을·끔.·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과·조지아공과대학은·‘해커들의·침투·자체는·막을·수·없다’는·전제·아래·침투에·성공한·

해커를·최대한·빨리·잡아내는·방법을·모색하고자·4년에·걸쳐·1,280만·달러의·예산이·투입되는·노우먼(Gnomon)·프로

젝트에·착수함

·· 조지아공과대학의·안토나카티스·연구원은·‘탐지와·분석에·걸리는·시간이·길어질수록·공격자들이·얻어갈·것도·많아진다’며·

악성·파일을·탐지해내는·대신·▶네트워크에·연결된·장비에서·생성되는·행동·특성들을·관찰하고·▶이러한·데이터를·

바탕으로·수상한·현상이·발견되었을·때·즉각·알리며·▶전문가나·자동화된·시스템이·곧바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는·

행동·패턴·기반·탐지·전략을·연구할·것이라고·설명함

·· 2018·러시아·월드컵·개막을·앞두고·월드컵·‘게스트·티켓’·판매를·미끼로·피해자를·유인하는·피싱·이메일이·전·세계적·

으로·유포됨

·· 범죄조직은·월드컵·티켓·판매·절차가·매우·복잡하다는·점을·노린·것으로·분석됨.·월드컵·티켓은·국제축구연맹(FIFA)·

공식·웹·사이트에서만·구매할·수·있고,·한·사람당·한·장의·티켓·구매만·허용됨.·게스트·티켓의·경우·예외적으로·최대·

3개까지·구매가·가능하나·사용자가·지정되어·있을·경우·소지자가·다른·사람을·지정해·양도·신청을·해야만·정식·티켓

으로·사용할·수·있음

·· 실제로,·FIFA에서·티켓·판매를·시작하자·구매자가·한꺼번에·몰리며·FIFA·공식·웹사이트가·마비되는·접속·문제가·

발생함.·이·과정에서·대량의·게스트·티켓을·확보한·범죄조직은·피싱·이메일을·보내·최소·2배에서·최대·10배·높은·

가격에·티켓을·판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보안업계·관계자들은·웃돈을·주고·게스트·티켓을·구매한·축구팬들이·이·게스트·티켓을·양도받을·수·있을지,·그리고·

양도받는다·해도·이·티켓을·실제로·경기장에서·사용·할·수·있을지·여부를·장담할·수·없다며·우려를·표하고·있음.··

범죄·조직이·거래·과정에서·수집한·사용자·개인정보를·이용해·2차·범죄를·저지를·가능성도·높은·것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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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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공격 서비스 동향 및 분석

·※·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센터·SIEM·집계·기준

2018년·6월·한·달간·수집된·이벤트·분석·결과,·Unassigned(TCP/59709)·포트를·이용한·접근이·새롭게·TOP·10에·

진입했다.·그·외·포트·대부분이·전월보다·1~2단계의·하락세를·띄고·있으나,·이는·Unassigned(TCP/59709)·포트의

TOP·10·진입으로·발생한·순간적인·현상으로·확인된다.·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01.

순위 서비스(포트) 건수 비율(%) 등락

1 Unassigned(TCP/59709) 2,063,183,880 35.04% NEW

2 HTTP(TCP/80) 1,735,918,009 29.48% ▼1

3 DNS(UDP/53) 721,990,204 12.26% ▼1

4 Microsoft-DS(TCP/445) 455,132,040 7.73% ▼1

5 HTTPS(TCP/443) 381,087,793 6.47% ▼1

6 ICMP(0·/ICMP) 195,915,988 3.33% -

7 SNMP(UDP/161) 152,006,047 2.58% ▼2

8 Unassigned(TCP/9900) 104,435,711 1.77% ▼1

9 Telnet(TCP/23) 43,991,415 0.75% ▼1

10 Unassigned(TCP/7178) 33,942,213 0.58% ▼1

총계 5,887,603,300 100.00% -

6월·확인된·이벤트는·전월·대비·전체적으로·하락한·것으로·확인된다.·하락한·이벤트·중·타·서비스에·비해·여전히··HTTP·

서비스가·가장·많은·이벤트로·탐지되고·있으며,·그다음으로·DNS,·Microsoft-DS·서비스가·탐지되고·있다.·그·외·

Well-Known·Port에·명시되어·있지·않은·정의되지·않은·Unassigned(TCP/59709)·포트가·새롭게·순위에서·확인된다.··

평소·가장·많이·탐지되었던·HTTP·포트보다·높은·접근율을·보이고·있으므로,·해당·포트를·이용한·접근에·대한·모니터링이··

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정의되지·않은·서비스·포트는·각·기업에서·실제로·사용하는·서비스·포트일·수·있지만,·공격으로··

인해·발생하는·서비스·포트일·가능성도·존재한다.·실제·업무적으로·이용되는·포트만·허용·여부를·확인하여,·사용되지·않는··

포트는·보안·장비를·통해·차단하는·것을·권고한다.

[그림 2-1] 공격 서비스(포트)별 이벤트 전월 비교 

공격 서비스(포트)별 이벤트 전월 비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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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원격보안관제센터에서 탐지한 공격 패턴 순위를 통해 최신 공격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공격 (패턴)별 이벤트 전월 비교04.

월간 공격 서비스 동향 및 분석

·※·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센터·SIEM·집계·기준

2018년·6월·공격·이벤트·분석·결과,·SMB·Service·connect(tcp-445)를·이용한·공격·패턴·이벤트가·전체·공격의·

75%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SMB·포트는·최근·1년간·지속해서·상위권에·확인되고·있으며,·특히·전월과·

비교하였을·때·280,000,000건·이상·크게·상승하였다.·이에·따라·SMB·포트에·대한·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내부·네트워크에서·SMB·서비스가·사용되는지·파악·후·방화벽·정책을·통해·외부에서의·SMB·접근은·차단하고·내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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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는·것을·권고한다.

[그림 2-2] 월간 공격 패턴 TOP 10

2018년·6월·공격·이벤트·TOP에는·전체적으로·열려있는·서비스·포트에·대한·스캐닝·시도가·주를·이루고·있다.·HTTP를··

이용한·공격·이벤트의·비율이·상승하였고,·전월·탐지·비율·대비·15%가량·상승한·SMB·서비스·포트를·이용한·공격·

시도가·금월·75%를·차지하여·여전히·높게·발생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그·외·이달·새롭게·TCP·Packet·Window·Size·Attack·(SlowRead)·이벤트가·새롭게·TOP·10에·진입하였으나·탐지

비율은·전체비율의·0.1%·정도로·미비한·것으로·확인된다.·

월간 공격 서비스 (패턴) TOP 1003.

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Service·connect(tcp-445) 447,038,662 75.09% -

2 ACK·Port·Scan(F/W·Scan) 107,281,144 18.02% -

3 SYN·Port·Scan 30,382,313 5.10% -

4
Dcom_TCP_Sweep·

(MSBlaster·Worm··Messenger)
3,889,421 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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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P-137)
1,823,640 0.31% -

6 POP3·Login·Brute·Force 1,590,817 0.27% ▲3

7 HTTP·Login·B·rute·Force 1,061,428 0.18% ▲1

8 HEAD·/·HTTP·(Http·server·buffer·overflow) 1,021,355 0.17% ▼1

9
HTTP·Connection·Limit·Exhaustion·Attack·

(By·Slowloris)
652,169 0.11% ▲1

10 TCP·Packet·Window·Size·Attack·(SlowRead) 581,268 0.10% NEW

총계 595,322,217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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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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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상세 분석 결과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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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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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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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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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집을·할·때·자주·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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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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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사이즈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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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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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COBRA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Joanap으로·알려진·RAT(Remote·Access·Tool)를·이용한·백도어

··Brambul로·알려진·SMB(Server·Message·Block)·프로토콜·기반의·웜

①·임의로·열려진·HTTPS(TCP/443)·포트의·차단·

②·방화벽을·이용한·SMB(TCP/445)·포트의·차단

개요01.

서비스사업본부 보안분석팀

분석 대상 정보02.

1) Dropper 정보

2) scardprv.dll 정보

3) Wmmvsvc.dll 정보

1) 요약

2) 영향

3) 대응방안

·· HIDDEN·COBRA·악성코드는·최초·하나의·Dropper파일이·시스템에서·실행되어·해당·시스템이·감염된다.·

감염·직후,·Dropper는·scardprv.dll,·Wmmvsvc.dll,·그리고·mssscardprv.ax·파일을·생성한다.

·· mssscardprv.ax파일은·IP·주소와·PORT·번호가·나열되어·있으며,·scardprv.dll은·백도어를·수행하고,·

Wmmvsvc.dll은·mssscardprv.ax파일에서·수집된·정보를·바탕으로·SMB·웜·공격을·수행한다.

·· ·본·보고서에서·점검한·HIDDEN·COBRA·악성코드가·시스템에·미치는·영향은·아래·[표·3-1]과·같다.

[표 3-1] HIDDEN COBRA 악성코드의 시스템 영향

[표3-2] Dropper 정보

[표3-3] scardprv.dll 정보

[표3-4] Wmmvsvc.dll 정보

scardprv.dll

SHA256

SHA256

SHA256

Wmmvsvc.dll

파일·크기

파일·크기

파일·크기

파일·형식

파일·형식

파일·형식

디렉터리·삭제·및·백도어·수행

077d9e0e12357d27f7f0c336239e961a7049971446f7a3f10268d9439ef67885

a1c483b0ee740291b91b11e18dd05f0a460127acfc19d47b446d11cd0e26d717

ea46ed5aed900cd9f01156a1cd446cbb3e10191f9f980e9f710ea1c20440c781

·SMB·프로토콜을·이용한·악성코드·전파·및·실행

·204kB·(208,896-bytes)

76kB·(77,824-bytes)

89.5kB·(91,664-bytes)

·Win32·EXE

·Win32·DLL

Win32·DLL

구분

구분

구분

구분

내용

내용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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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는·Dropper와·scardprv.dll,·Wmmvsvc.dll에·대해·아래의·단계별로·분석하였다.·

상세 분석03.

1) Dropper 분석

·· 아래·[그림·3-1]은·Dropper의·최초·실행·시·해당·시스템의·감염·여부를·판단하기·위해·SCardPrv·서비스의·존재·

여부를·검사한다.·해당·서비스가·존재하지·않으면·해당·시스템은·감염되지·않았다고·판단한·후·감염을·수행한다.

·· Dropper의·리소스·섹션·중·0x68·타입의·리소스·데이터로부터·Wmmvsvc.dll·파일을·생성한다.··

사용자를·속이기·위해·파일·생성·시간을·조작한다.

·· Dropper의·리소스·섹션·중·0x65·타입의·리소스·데이터로부터·scardprv.dll·파일을·생성한다.··

사용자를·속이기·위해·파일·생성·시간을·조작한다.

·· 감염에·필요한·모든·악성코드를·생성한·후,·아래·[그림·3-4]와·같이·먼저·Wmmvsvc.dll·파일을·서비스로·등록·후·

실행한다.·이때,·서비스·이름은·Wmmvsvc이다.

·· 추가적으로,·Wmmvsvc·서비스가·추가적인·악성코드·전파를·위해·사용할·IP:PORT·리스트·파일인·mssscardprv.

ax파일을·생성한다.

[그림 3-1] Dropper의 시스템 감염 여부 확인

[그림 3-3] Dropper의 리소스 섹션으로부터 Wmmvsvc.dll 생성

[그림 3-2] Dropper의 리소스 섹션으로부터 scardprv.dll 생성

[그림 3-4] Wmmvsvc.dll 서비스 등록

[그림 3-5] mssscardprv.ax 파일 생성



18 19www.igloosec.co.kr

HIDDEN COBRA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IGLOO Analysis Report

·· 마찬가지로,·아래·[그림·3-6]과·같이·scardprv.dll·파일을·서비스로·등록·후·실행한다.··

이때,·서비스·이름은·SCardPrv이다.

·· mssscardprv.ax·파일을·처음으로·생성할·경우,·하드코딩된·IP:PORT·리스트들을·입력해준다.

·· 위의·3개·파일에·대한·생성이·모두·끝나면,·scardprv.dll과·Wmmvsvc.dll이·각각·서비스로·실행되고·있다.··

서비스들을·실행한·Dropper는·종료된다.

[그림 3-6] scardprv.dll 서비스 등록

[그림 3-7] mssscardprv.ax 파일 내용 (소스코드)

[그림 3-4] Wmmvsvc.dll 서비스 등록

2) scardprv.dll 분석

·· Dropper에·의해·실행된·scardprv.dll은·svchost.exe·-k·SCardprv·실행·명령인자로·실행된다.

[그림 3-9] scardprv.dll 실행 후 특정 디렉터리 검색 후 삭제

[그림 3-8] scardprv.dll 실행 직후 TCP/443 백도어 수행

scardprv.dll의·첫·번째·기능·:·백도어·수행

scardprv.dll의·두·번째·기능·:·디렉터리·검색·및·삭제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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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mmvsvc.dll 분석

·· Dropper에·의해·실행된·Wmmvsvc.dll은·svchost.exe·-k·Wmmvsvc·실행·명령인자로·실행된다.

[그림 3-10] 감염된 시스템의 OS 정보 수집

[그림 3-12] 감염된 시스템의 OS 정보 수집

[그림 3-11] mssscardprv.ax 파일의 IP:PORT 리스트 참조 및 원격 접속

[그림 3-13] OS 버전에 따른 ADMIN$ 공유폴더의 경로 및 권한 설정

[그림 3-14] 공유폴더로의 악성코드 전파 및 실행

⒜·Wmmvsvc.dll은·감염된·시스템의·OS·정보를·수집한다.

⒞··공유폴더·설정이·끝나면,·Administrator·계정에·대한·로그인을·시도하고,·추가로·네트워크·자원에·대한·접근을·

······시도한다.

⒝·mssscardprv.ax·파일에·존재하는·IP:PORT·리스트·중·SMB·프로토콜을·사용하는·주소들에·대해·랜덤하게·

·····원격·접속을·시도한다.

⒟·원격·컴퓨터에·대한·접근을·성공할·경우,··

····해당·시스템의·Windows·버전에·따라·ADMIN$·공유폴더의·경로·및·권한을·설정한다.

⒠·원격·컴퓨터의·ADMIN$·공유폴더에·mssscardprv.ax파일과·Wmmvsvc.dll파일을·생성한다.·이후·원격컴퓨터에·생성된··

·····Wmmvsvc.dll을·원격·컴퓨터의·서비스로·등록하여·실행한다.·이로써·악성코드가·전파되고·2차적인·감염이·수행된다.

Wmmvsvc.dll의·첫·번째·기능·:·악성코드·전파·및·실행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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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감염된 시스템의 OS 정보 수집

[그림 3-16] mssscardprv.ax파일의 IP:PORT 리스트 참조 및 원격 접속

⒜·악성코드의·전파와·실행이·모두·끝나면,·최초·감염된·시스템의·Wmmvsvc.dll은·Google社의·메일·서버로·접속한다.

⒝·메일·서버·접속·후,·실행·코드에·하드코딩된·주소로·감염된·시스템의·정보를·전송한다.

참고자료04.

·· https://www.virustotal.com/ko/file/ea46ed5aed900cd9f01156a1cd446cbb3e10191f9f980e9f7

10ea1c20440c781/analysis/

·· https://www.virustotal.com/ko/file/ea46ed5aed900cd9f01156a1cd446cbb3e10191f9f980e9f7

10ea1c20440c781/analysis/

·· https://www.virustotal.com/ko/file/a1c483b0ee740291b91b11e18dd05f0a460127acfc19d47b

446d11cd0e26d717/analysis/

·· https://www.us-cert.gov/ncas/alerts/TA18-149A

Wmmvsvc.dll의·두·번째·기능·:·E-mail·전송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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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IP 탐지를 통한 예측적 탐지

기술지원센터 기술1팀 전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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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02.

2) 실시간 유해IP 기능(Real Time Black List IP)의 기대와 효과

1) 실시간로그 기능(Real Time Monitoring)의 한계

·· 정보공유의·유해·IP·메뉴에·등록되어있는·유해·IP·정보를·통해·자동필터가·적용되어·확인이·용이함.

·· 유해·IP로·시도된·행위에·대해서·즉각적인·대응·환경을·제공함.

·· 실시간·로그·기능(Real·Time·Monitoring)·

▶·소수개의·특정·IP를·기준으로·조건화(필터)하여·모니터링·시·효율성이·좋지만,·다수의·유해IP를·등록하여········

····모니터링시·IP등록·갯·수에·대한·한계가·존재함.

·· 실시간·유해IP·기능(Real·Time·Black·List·IP)·

▶·유해IP·기준·모니터링·시·RTM이·가진·한계의·대안으로,·SPiDER-TM·V5.0에서·관리하는·유해IP를·기준··

····으로·실시간·모니터링·기능을·제공함.

·· 과거·침해·이력을·가진·수·만개의·IP를·프로파일·하여·실시간·모니터링·하기엔·기존·RTM으로는·한계가·존재함.

최근·사용자의·PC를·좀비PC로·만들기·위하여·대형·포털이나·공공기관·사이트로·위장해·악성코드를·유포하는·수·많은·

유해·사이트들이·있다.·금번호에는·SPiDER·TM·V5.0의·유해IP기능을·통해서·실시간으로·유입되는·이벤트·중·위협·

요소를·필터링·하여·보여줌으로써·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능을·소개하고자·한다.·

SPiDER·TM·V5.0은·이글루시큐리티의·보안관제·공유센터인·Knowledge·Center를·통해·수집·밎·반영된·다양한·위협·

요소와·정보들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다.·이에·고객들은·위협에·선제적으로·대처할·수·있는·환경을·제공받는다.



26 27www.igloosec.co.kr

유해IP 탐지를 통한 예측적 탐지SIEM Guide_SPiDER TM V5.x

·· 예방활동·메뉴에·유해·IP등록·

▶·Tip·:·유해IP를·관리하는·계정을·별도로·생성하여·등록·시·추후·경보·생성에·활용·가능·

▶·유해IP·등록절차·:·SPiDER·TM·UI·선택·→·예방활동·→·유해IP·→·원하는·데이터·추가·

▶ 유해IP를 관리하는 타 솔루션 데이터를 연계하여 관리 가능(Database 연동 가능)

·· 실시간·유해IP·메뉴를·통해·RTM을·실행

·· 예방·활동에·등록된·유해IP를·기준으로·필터링하여·실시간·이벤트·확인

·· 유해IP를·등록한·“등록자”를·조건으로·경보를·설정하여·집중관제·가능

·· 유해IP·등록·시·“분류”필드를·이용하여·어떤·유해IP인지·구분하여·경보설정·가능

·· 등록한·유해IP는·IS_BLACKLIST_IP·테이블에·저장되어·있으며,·이·정보를·활용하여·경보설정··

▶·오브젝트·적용·방법·

····①·“등록자”·필드·이용한·경보조건(등록자의·계정명·:·blacklist)·

·········:·gm·[select·ip·as·d_ip·from·is_blacklist_ip·where·name = ‘blacklist’]·d_info·

····②·“분류”·필드를·이용한·경보조건·

·········:·gm·[select·ip·as·d_ip·from·is_blacklist_ip·where·category  = ‘Pharming’]·d_info

2) 확인 된 유해IP를 경보로 만들어 확인

실시간 유해IP를 통한 모니터링03.

1) 정보공유 → 유해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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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분석 페이지를 통해 경보 확인

·· 경보를·통하여·침해사고·대응이나·알림으로써·관제가·가능

결론04.

SPiDER-TM V5.0 실시간 유해IP 활용

▶·실시간·유해IP기능(RTM·Blacklist·IP)을·통해·RTM을·활용한·유해IP·모니터링의·한계를·극복하고,·사전에·등록되어··

····있는·유해IP·정보를·자동·반영하여·직관적인·유해IP·관제·환경을·구축할·수·있다.

▶·유해IP·목록의·관리는·K-Center·연계를·통해·유해정보를·자동으로·업데이트·하는·것을·권고하며,·사이트·내부·관리를··

····통한·유해·정보·입력·시·특정·사용자를·통한·일원화된·관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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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의 보안위협

Security 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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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Edge
Web Browser Forensics

컴퓨터·포렌식은·전자적·증거물·등을·사법기관에·제출하기·위해·데이터를·수집,·분석,·보고서를·작성하는·일련의·작업을·

말한다.·다양한·기기에서·증거물을·얻을·수·있으며·그·중·기기·사용자가·인터넷을·사용한·흔적을·수집하기·위하여·‘웹·

브라우저·포렌식’을·수행하며,·이를·위하여·Edge,· Internet·Explorer,·Chrome,·Firefox등의·브라우저·HIstory,·

Cache,·Cookie,·Download·List·등을·분석하게·된다.·

이번·호에서는·Windows·10·환경에서·기본·브라우저로·설정되어·있는·Microsoft Edge의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 및 삭제된 로그 데이터를 복구하여 수집하고, InPrivate 모드에서 사용한 흔적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하자.

웹·브라우저·포렌식에서·분석·할·대상인·History,·Cache,·Cookie,·Download·List에·대해·알아보자.

개요01.

분석 대상 정보02.

서비스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이경엽

[그림 5-1] Microsoft Edge Browser

1) HIstory 정보

사용자가·방문한·웹·사이트의·접속·정보로,·편의를·위하여·저장된다.·각·정보는·아래와·같이·이루어져·있다.

웹·사이트·재·접속·시·이미지나·정보들을·다시·다운로드·받지·않고·빠르게·로딩하기·위하여,·사이트로부터·자동으로·

받는·데이터

[그림 5-2] Cache 목록

2) Cache 정보

 · 방문 URL과 방문 시간·:·해당·사이트의·방문·시간·정보

 · 방문 URL의 GET 방식 인자값·:·검색어,·아이디,·패스워드

 · 방문 횟수 

 · 웹 페이지 제목

 · Cache 데이터·:·다운로드·받은·데이터,·이미지,·텍스트,·아이콘·등

 · Cache 인덱스 정보·:·Cache·데이터·위치,·다운로드·URL,·다운로드·시간,·크기·등

3) Cookie 정보

웹·사이트에서·사용하는·사용자에·관한·데이터로,·사용자의·하드·또는·서버에·저장된다.·기능은·아래와·같다.

 · 자동 로그인 기능

 · 웹 쇼핑몰의 장바구니, 상품 저장 목록

 · 기타 개인화된 서비스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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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WebCacheV01.dat 파일의 구조

[그림 5-4] WebCacheV01.dat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헤더 구조
출처 : forensicfocus.com 

[그림 5-5] WebCacheV01.dat 경로

4) Download List

1) %USERPROFILE% : Profile 경로를 의미 ex) C:\Users\igloo
2) esentutl : Microsoft 사가 개발한 ESE(Extensible Storage Engine) 데이터베이스 포맷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

사용자가·의도적으로·선택하여·자신의·컴퓨터에·내려·받은·파일들에·대한·정보,·사용자의·의도와·관계없이·다운로드·

하는·캐시와는·구분이·필요하다.

 · 저장 경로, 다운로드 URL, 파일 크기, 다운로드 시간 등을 수집 가능

Edge·브라우저의·분석·대상·데이터에·대해·알아보며,·이를·수집하고·도구를·이용하여·분석·해보자.

Edge 브라우저의 로그 데이터 수집과 분석03.

 · 분석 대상 OS : Windows 10 기준 (Windows 7 이상의 OS)

 · Microsoft Edge와 Internet Explorer 10 이상의 브라우저가 함께 있는 경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WebCache 

V01.dat)에 로깅

 · Internet Explorer 10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던 경로에는 “container.dat” 라는 빈 파일이 존재

[표 5-1] Edge 브라우저 로그 경로 및 분석 도구

Cache

Cookie

History

Download

··esentutl

··ESEDatabaseView

··IE10Analyze

%USERPROFILE%\AppData\Local\Microsoft\

Windows\Webcache\WebCacheV01.dat

정보 경로 분석도구

1)
2)

 · WebCacheV01.dat : ESE(Extensible Storage Engine) Database Format의 파일이다. 헤더와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B+ 트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 [그림 5-3]에서 파일의 구조를 볼 수 있다.

1) 데이터 수집

Edge·브라우저는·“WebCacheV01.dat”·파일을·통하여·모든·History,·Cache,·Cookie·등·로그를·관리한다.

따라서·해당·파일을·분석하면·되지만,·TaskHost·프로세스를·사용하고·있어·일반적인·복사로는·수집이·되지·않으며·

“EseDatabaseViewer”로도·분석을·수행할·수·없다.·수집·방법은·아래와·같다.

이·중·TaskHost·프로세스를·강제·종료한·후·수집하는·방법을·알아보자.

 · Windows를 정상 종료하여 Clean Shutdown 상태의 파일을 수집

 · TaskHost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한 후 Dirty Shutdown 상태의 WebCacheV01.dat 파일 수집 

→ esentutl 도구를 이용하여 Clean Shutdown 상태로 복구 가능

데이터·수집①
숨김·파일을·보이도록·설정한·후·

%USERPROFILE%\AppData\Local\Microsoft\Windows\Webcache\WebCacheV01.dat·파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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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WebCacheV01.dat 파일 상태 확인 [그림 5-9] Clean Shutdown상태 복구 확인

[그림 5-8] ] Clean Shutdown 상태로 복구

[그림 5-6] taskhost 관련 프로세스 종료

taskhost·프로세스·종료

아티팩트·수집·완료·및·복구

②

③

명령창에서·다음·명령어를·실행하여·관련·프로세스들을·확인한·후·종료시킨다.·

- 프로세스 확인 : tasklist | find “taskhost”

- 프로세스 종료 : taskkill /f /im ＂taskhostw.exe＂ /t

WebCache·폴더에서·WebCacheV01.dat을·복사하여·임의의·경로에·붙여넣기·한다.·

이로써·Edge·브라우저의·아티팩트를·수집하였다.·이후·아래·명령어를·통하여·Clean·Shutdown·상태로·복구할·수·있다.·

복구·시·다소의·데이터가·손실·될·수·있음을·참고하자.·

- 파일 상태 확인 : esentutl /mh WebCacheV01.dat

- CleanShutdown 상태로 복구 : esentutl /p WebCacheV01.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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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Containers 테이블

[그림 5-11] Cache 데이터가 포함된 테이블명 확인

[그림 5-12] Cache 데이터가 포함된 테이블의 칼럼 일부

2) 데이터 분석

수집한·WebCacheV01.dat를·ESEDatabaseView·도구를·이용하여·분석한다.

-·분석·도구·출처·:·https://www.nirsoft.net/utils/ese_database_view.html

브라우저·로그·데이터·파일·열람 Cache·정보·분석① ②

ESEDatabaseView·도구를·이용하여·WebCacheV01.dat·파일을·열람한다.

-·각·정보들은·Container_N·형식의·이를을·가진·테이블에·저장되어·있음

-·각·Container_N·테이블에·저장되는·정보의·종류는·Containers·테이블의·ContainerId·칼럼과·Name·칼럼을·참조

-·아래·[그림·5-10]에서는·Container_2·테이블에·History·정보가·저장되어·있는·것을·확인

·· Containers·테이블의·Name·값이·“Content”·인·테이블에·해당

·· 아래·[그림·5-11]에서는·Name·칼럼의·값이·”Content”인·행의·ContainerId·값이·1·이므로·Container_1·테이블에·

Cache값이·기록되어·있음·

·· SecureDirectory·폴더·정보는·Containers·테이블의·SecureDirectories·필드의·16진수·값을·사용·

-·해당·16진수·값을·8자·단위로·끊어서·배열로·만듦·

-·SecureDirectory·필드의·인덱스·값을·위에서·만든·배열에·적용·

-·인덱스·값을·통해·배열에서·얻어온·16진수가·해당·캐시·데이터가·저장되어·있는·폴더·명·

···→·이를·통해·해당·캐시데이터가·저장되어·있는·전체·경로를·구할·수·있음

[표 5-2]] Cache 테이블의 주요 필드 별 저장 정보

Url

Creation·Time

Expiry·Time

Filesize

Access·Time

Modified·Time

Sync·Time

SecureDirectory

Filename

ResponseHeader

해당·Cache·데이터를·다운로드·한·URL

Cache·데이터·파일명

Cache·데이터·생성·시간

해당·Cache·데이터가·저장되어·있는·폴더의·인덱스·정보

해당·Cache·데이터의·만료·시간,·이·값이·0일·경우,·해당·데이터는·웹·브라우저가·종료되거나·
다른·페이지로·넘어갈·시·바로·삭제

Cache·데이터·다운로드(접근)·시간·(FILETIME·을·10진수로·변환한·값)

Cache·데이터·크기

해당·Cache의·웹·서버에서의·마지막·수정·시간

해당·Cache·데이터의·HTTP·헤더·값·(Hex·형태)

Access·Time과·동일

필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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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저장된 쿠키 파일들
출처 : forensicinsight.org

Cookie·정보·분석④

[그림 5-14] Cookie 데이터가 포함된 테이블 확인

·· Containers·테이블의·Name·값이·“Cookies”·인·테이블에·해당

[표 5-4] Cookies 테이블의 주요 필드 별 저장 정보

[표 5-3] History 테이블의 주요 필드 별 저장 정보

Url
Url

Creation·Time

Creation·Time

Expiry·Time

Expiry·Time

Access·Time

Access·Time

Modified·Time

Modified·Time
Sync·Time

Sync·Time

Filename

ResponseHeader

해당·Cookie의·호스트·정보

해당·쿠키·파일·생성·시간

항상·0

해당·Cookie·데이터·만료·시간,·해당·기간이·만료되면·테이블에서·레코드가·삭제됨·(기본·20일)

해당·History·데이터·만료·시간,·해당·기간이·만료되면·테이블에서·레코드가·삭제됨·(기본·20일)

해당·사이트·마지막·접근·시간·(FILETIME을·10진수로·변환한·값)

해당·사이트·접근·시간·or·해당·파일·열람·시간·(FILETIME을·10진수로·변환한·값)

Access·Time과·동일·(약간의·차이가·날·수·있음)

Access·Time과·동일·(조금·차이·날·수·도·있지만·변환해·보면·초·시간까지·동일)
Access·Time과·동일

Access·Time과·동일

실제·쿠키·정보를·저장하고·있는·쿠키·파일의·이름··

-·경로는·Containers·테이블의·Directory에서·확인

http://~·:·방문·사이트·URL

file:///~·:·열람한·파일·전체·경로

웹·페이지·제목·정보가·들어있는·데이터가·저장됨·(Hex·값)

-·시작·위치부터·0x3A·위치에·4바이트·크기로·웹·페이지·제목·문자열·크기가·저장됨

-·웹·페이지·제목은·유니코드이므로·실제·값에·2배를·해주어야·읽을·바이트·수를·구할·수·있음

-·문자열·크기·데이터에·바로·이어서·웹·페이지·제목·문자열이·유니코드로·저장됨

필드필드 설명설명

History·정보·분석③

[그림 5-13] History 데이터가 포함된 테이블 확인

·· Containers·테이블의·Name·값이·“History”·또는·“MSHist01~”·인·테이블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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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ResponseHeader 값 확인

IE10Analyzer·도구·사용download·정보·분석 ⑥⑤

[그림 5-18] 데이터가 포함된 테이블 확인

[그림 5-16] 데이터가 포함된 테이블 확인

 · WebCacheV01.dat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분석 가능

 · WebCacheV01.dat 파일을 복사하는 일련의 과정 없이 바로 파일 열람 가능

 ·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여 분석 가능

 · 분석 위해 파일 열람 시 UTC+9 로 설정

 · 출처 : http://moaistory.blogspot.com/2016/07/internet-explorer-10-microsoft-edge.html

 · Containers 테이블의 Name 값이 “iedownload” 인 테이블에 해당

[표 5-5] iedownload 테이블의 주요 필드 별 저장 정보

Url

Creation·Time

Expiry·Time

Access·Time

Modified·Time

Sync·Time

Filename

해당·Cookie의·호스트·정보

해당·쿠키·파일·생성·시간

해당·Cookie·데이터·만료·시간,·해당·기간이·만료되면·테이블에서·레코드가·삭제됨·(기본·20일)

해당·사이트·마지막·접근·시간·(FILETIME을·10진수로·변환한·값)

Access·Time과·동일·(약간의·차이가·날·수·있음)

Access·Time과·동일

실제·쿠키·정보를·저장하고·있는·쿠키·파일의·이름··
-·경로는·Containers·테이블의·Directory에서·확인

필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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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삭제된 기록 복구 옵션 설정 [그림 5-21] InPrivate 기록 복구 옵션 설정

[그림 5-20] 데이터가 복구된 테이블 확인

[그림 5-22] InPrivate 기록 복구 완료

3) 삭제 데이터 복구 4) InPrivate Browsing 데이터 분석

·· ESE·데이터베이스·파일은·레코드를·삭제하면 태그와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고, 레코드 수와 페이지 종류만 

변경된다.·따라서·브라우저를·통해·삭제한·기록은·WebCacheV01.dat·파일을·통해·복구가·가능하다.·

 · IE10Analyzer·도구를·이용하여·복구·및·분석·진행·

·· Edge와·InternetExplorer·브라우저의·기록을·삭제·후·복구를·진행

·· Edge에서·사용자의·기록을·남기지·않고·브라우저를·사용하는·방법으로·InPrivate·모드를·이용한다.

·· 일반적인·방법으로는·InPrivate·모드에서·사용한·기록을·분석·할·수·없다.

·· WebCacheV01.dat·파일의·Carving·과정을·거쳐·분석을·진행해야·한다.·

·· 분석·도구는·IE10Analyzer를·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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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브라우저 로그 데이터 경로 및 분석 도구04.

1) Internet Explorer 10 이상

2) Chrome

3) Firefox

참고자료05.

·· NirSoft·ESEDatabaseView·····

http://www.nirsoft.net/

·· Internet·Explorer·10·Forensic·

http://maj3sty.tistory.com/1047

·· Recovery·method·of·deleted·records·and·tables·from·ESE·database·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742287616300342

·· F-INSIGHT·(blueangel)·IE10·Forensics·

http://forensicinsight.org/wp-content/uploads/2012/09/INSIGHT-IE-10-Forensics.pdf

·· IE10Analyzer·

http://moaistory.blogspot.com/2016/07/internet-explorer-10-microsoft-edge.html

·· WebCacheV01.dat·수집·&·분석·방법·

http://blog.naver.com/gyurse/220253178395

·· Project·Spartan·Forensics··

https://articles.forensicfocus.com/2015/07/27/project-spartan-forensics/

[표 5-6] IE 10 이상의 브라우저 로그 경로 및 도구

[표 5-7] Chrome 브라우저 로그 경로 및 도구

[표 5-8] Firefox 브라우저 로그 경로 및 도구

Cache

Cache

Cache

Url

Url

Url

Cookie

Cookie

Cookie

Download

Download

Download

%USERPROFILE%\AppData\Local\Microsoft\Windows\Webcache\

WebCacheV01.dat

or

%USERPROFILE%\AppData\Local\Microsoft\Windows\Webcache\

WebCacheV24.dat

%USERPROFILE%\AppData\Local\Google\Chrome\User·Data\
Default\Cache

%USERPROFILE%\AppData\Local\Mozilla\Firefox\
Profiles\<Random>.default\cache2

%USERPROFILE%\AppData\Local\Google\Chrome\User·Data\
Default\Cookies

%USERPROFILE%\AppData\Roaming\Mozilla\Firefox\
Profiles\<Random>.default\cookies.sqlite

%USERPROFILE%\AppData\Local\Google\Chrome\User·Data\
Default\History

%USERPROFILE%\AppData\Roaming\Mozilla\Firefox\
Profiles\<Random>.default\places.sqlite

%USERPROFILE%\AppData\Local\Google\Chrome\User·Data\
Default\History

%USERPROFILE%\AppData\Roaming\Mozilla\Firefox\
Profiles\<Random>.default\download.sqlite

esentutl

ESEDatabaseView

IE10Analyzer

ChromeCacheView

MozillaCacheView

DB·

Browser·

for·SQLite

DB·

Browser·

for·SQLite

정보

정보

정보

도구

도구

도구

경로

경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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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 시대의 도래와 보안

서비스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구자현

자동차가·이동수단에서·개인·생활공간으로·진화하고·있다.·자율주행·기술은·이제·더·이상·머나먼·미래의·이야기가·아니며,··

상용화가·가시화·됨에·따라·자율주행·뿐만·아니라·차량을·다른·사물들과·연결시켜·생활·플랫폼으로·만들고자·하는·시도··

또한·지속되고·있다.·자동차가·다른·기술과·융합되면서·스마트카로·진화하고·있는·것이다.·기술·미디어·업체·비즈니스·

인사이더는·2020년·이면·전·세계·생산·자동차의·4대·중·3대가·스마트카가·될·것이라는·전망을·내놓았으며,·가트너는·

2020년에는·전·세계·2억·5000만·대·이상의·차량이·무선·네트워크에·연결될·것이라고·예측했다.

현재를·사는·우리에게·PC부터·스마트폰까지·해킹의·위험은·도처에·존재한다.·스마트카·시대가·도래하면서·차량·또한·

해킹의·위협으로부터·안전할·수·없다.·최근·차량·취약점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됨에·따라·사용자의·안전을·직접적

으로·위협하는·보안·취약점이·발견되기도·했으며,·특정·제조사는·보안·취약점·발견에·따른·리콜을·진행하기도·했다.·

점점·시장·규모·및·중요성을·더해가고·있는·스마트카·보안에·대해서·상세히·알아보고자·한다.

개요01.

[표 6-1] 주요 차량 취약점 발견 사례 [그림 6-1] 차량 보안 설문조사 결과 – 출처: KPMG

스마트카의·가장·중요한·요소는·무엇보다도·안전이다.·고속으로·달리는·차량에·악의적인·접근이·가능할·경우·탑승자의·

안전성이·크게·저해될·수·있으며,·차량·안전에·대한·신뢰성이·충족되지·않는다면·전반적인·스마트카·생태계가·조성되기·

어렵기·때문이다.·

스마트카가·단순한·교통수단을·넘어·생활·플랫폼으로·변모할·것으로·예측됨에·따라·차량에·저장되거나·차량을·통해·생성/·

송수신·되는·개인정보에·대한·관리·이슈·또한·대두될·전망이다.·단순·교통·정보·뿐만·아니라·차량·내·외부의·영상·정보··

및·탑승자가·차량에서·수행하게·될·여가·생활,·교육·및·업무·관련·데이터가·탈취될·경우·막대한·손실을·초래할·수·있으므로·

이에·대한·대비가·필요할·것이다.·

스마트카가·사이버·범죄의·수익·모델로·자리잡을·가능성·또한·무시할·수·없다.·항상·외부와·연결되어야·하는·스마트카의·

특성·상·악성코드·유포·채널로·이용될·여지가·충분하기·때문이다.·또한·현재의·DoS·공격이나·랜섬웨어와·같이·차량의··

가용성을·떨어뜨려·몸값을·요구하는·행위나·악성·광고를·통한·수익·창출·및·금융·데이터·탈취를·통한·금전·획득·등이··

발생할·가능성이·높다.

현재·스마트카의·산업·규모는·나날이·발전해·가고·있지만·보안의·중요성에·비해·보안·수준의·발전·속도는·더딘·편이다.·

다양한·기술이·집약되는·산업의·특성상·총체적인·보안·아키텍처를·구성하기가·어려울·뿐더러·법적/제도적·토대도·미비한·

상태이며,·차량·제조사의·보안에·대한·인식·또한·성숙되지·않은·등·여러가지·어려움이·산재해·있다.

스마트카 보안, 왜 중요한가?02.

BMW·I,·X,·3,·5,·7·시리즈·(2017)

미쓰비씨·Outlander·(2016)

테슬라·모델S·(2016)

크라이슬러·Jeep·(2015)

쉐보레·콜뱃·(2015) OBD2·해킹·후·스마트폰으로·원격·조작

차량·펌웨어에·해킹코드·탑재·후·원격·조작

크래킹,·중간자·공격·등을·통한·차량·제어권·획득

차량·위치·불법·취득·가능

악의적·와이파이·AP·접속·유도·후·악성코드·설치를·통한·차량·원격·제어

TCU·임의·메시지·생성하여·자동차·전기·시스템·제어·가능

차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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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소스코드 라인 수 (단위 100만) – 출처: Codebases

현존하는·가장·비싼·IT·기기라고도·불리는·스마트카는·모든·IT·기술의·집합체라고·할·수·있다.·Codebases·조사에·

따르면·스마트카·소프트웨어에·들어가는·소스코드의·양은·약·1억·라인으로·안드로이드·운영체제의·9배에·달한다고·한다.·

일반적으로·코드의·양이·많아지고·복잡해·질·수록·파생되는·버그·및·취약점은·증가하게·되고·보안·이슈에·대한·가시성을·

확보하는·것이·어렵게·된다.

스마트카는·다양한·전자제어장치(Electronic·Control·Unit,·ECU)가·상호작용을·하며·내부·네트워크를·구성한다.·또한·

다른·차량과의·통신,·교통·시스템과의·통신,·기타·서비스·제공자와의·통신·등·다양한·상호작용이·이루어지므로·모든·

통신에·대한·일원화된·접근·제어·및·관리에·어려움이·있다.

스마트카가·제공해·주는·서비스가·늘어남에·따라·공격·양상도·다각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PC·및·모바일·플랫폼에서·

이용되던·공격·방식을·포함한·다양한·공격이·차량을·대상으로도·가능하게·되면서·이에·대한·종합적인·대응이·필요해지게·

된다.

스마트카를·대상으로·하는·공격·시도의·경우·탐지가·이루어·지는·시점에서·대응이·이루어질·수·있어야만·탑승자의·안전을··

보장할·수·있다.·다량의·데이터에서·공격·신호를·정확히·분류해·내기·위해서는·공격·시점과·탐지·시간·사이에·지연이·

불가피한데,·이러한·지연이·탑승자의·안전성에·치명적인·손상을·입힐·수·있다.·따라서·인공지능을·이용한·자동·대응·시스템·

및·초고속·통신망·구축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일반·자동차를·구성하는·부품의·개수는·2만·~·3만·개로·알려져·있으며,·스마트카의·경우·이보다·많은·부품이·탑재된다.··

이러한·부품을·생산하는·수백에서·수천·개의·업체를·일원화하여·관리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므로·각·부품의·생산·단계·

에서부터·완성·차의·보안을·고려한·설계가·필요하다.·또한·스마트카에는·첨단·기술·뿐만·아니라·다양한·이유로·구형·

시스템(Legacy·System)이·쓰이게·되는데·공격자는·이를·악용하여·내부·침입·용도로·사용할·수·있다.

스마트카 보안, 왜 어려운가?03.

1) 복잡성 4) 다양한 공격 벡터

2) 실시간 대응

3) 생산 통제

[표 6-2] 스마트카 보안 위협 – 출처 : ETRI

플랫폼·보안

외부·네트워크

내부·네트워크

보안·관리

ECU·소프트웨어·결함,·ECU·리버스·엔지니어링

ECU·펌웨어·해킹·및·위/변조

위장·ECU·장착

인증서/보안키·저장소·위/변조

IVI(In-Vehicle·Infortainment)·해킹,·악성감염·스마트·센서·물리·공격(블라인딩,·스푸핑,·재밍)

무선·통신망·해킹,·DoS·공격

위장·OBU·(Onboard·Unit),·RSU·(Road·Side·Unit)

악의적인·차량

거짓·정보·제공,·MitM(Man·in·the·Middle)·공격

차량·접속·기기·해킹

차량·내부·네트워크에·악의적인·제어·메시지·주입

정상적인·내부·네트워크·방해(패킷·삽입,·삭제,·임의·조작,·지연·등),·도청

DoS,·리플레이.·스푸핑,·패킷·폐기·공격

프라이버시·침해,·OBD-2·해킹

원격·업데이트·및·진단·프로토콜·해킹

해킹에·의한·사고원인·분석/증거·보존의·어려움

구분 보안·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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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스마트카 보안 기술 – 출처 : ETRI

스마트카를·구성하는·전자제어장치(ECU)는·좌석,·창문,·브레이크·및·주행·지원·등·광범위한·기능을·수행·하는·소형·컴퓨터·

로써·100여·개·이상의·ECU가·내부·통신을·하고·다른·차량·및·인프라,·단말기·등과·외부·통신을·함으로써·자율·주행·및·

편의·서비스를·제공해·준다.·차량·보안은·다음의·4가지·계층으로·분류하여·접근할·수·있다.
차량·외부와의·통신은·V2X(Vehicle·to·Anything)기술을·이용한다.·V2X란·차량과·차량·사이의·통신·V2V(Vehicle·to·

Vehicle),·차량과·인프라·사이의·통신·V2I(Vehicle·to·Infra),·차량과·단말기·사이의·통신(Vehicle·to·Device)을·총칭

하는·용어다.·V2X는·WAVE·통신·기술을·바탕으로·하며,·160Km·이상의·고속이동성을·지원하며,·지능형·교통·시스템·

주파수·대역을·사용한다.

외부·통신도·내부·통신과·마찬가지로·메시지·암호화·및·인증·기능이·구현되어야·하며,·암호화·키·관리(KMS)에·대한·보안·

표준이·정립되어야·한다.

차량·활동에·대한·원격·모니터링·정책·및·위협·분석·시스템을·갖춤으로써·탑승자·및·보행자의·안전을·실시간으로·보호

할·수·있다.·최근에는·자동화된·비정상·행위·탐지·시스템과·지능형·통제·시스템·구축에·활발한·연구가·진행·중이다.·또한·

보안·사고에·대한·포렌식·지원·및·분석·기술을·마련함으로써·사후·관리·역량을·구축해야·한다.

공격자가·스마트카·플랫폼에·악성·어플리케이션을·삽입하거나·검증되지·않은·패치를·실시함으로써·차량의·통제권을·가로·

채거나·정보·탈취가·가능할·수·있다.·따라서·차량에·이용되는·운영체제·및·펌웨어·등·모든·소프트웨어에·대한·무결성·체크·

및·서비스·제공자에·대한·식별이·가능해야·한다.·이를·용이하게·하기·위해·하드웨어·기반·암호화·모듈(HSM)이·이용된다.

스마트카를·구성하는·ECU간의·통신은·CAN(Controller·Area·Network),·LIN(Local· Interconnect·Network),··

MOST(Media-oriented·System·Transport),·FlexRay·등의·통신·프로토콜이·사용된다.·공격자는·프로토콜의·내제된·

취약점을·공격하거나·스니핑을·통해·민감·정보를·획득할·수·있다.

특히·많이·사용되고·있는·CAN·프로토콜의·경우·통신·속도가·빠르고·노이즈에·강한·장점이·있으나·송·수신·ID·정보가·없으며··

인증·기능이·적용되지·않기·때문에·공격·발생시·피해·및·송신·ECU·식별이·어렵다.·공격자가·내부·네트워크에·접근할·

수·있는·경우·임의의·패킷을·생성하여·ECU의·기능·제어가·가능할·수·있다.·이를·방지하기·위해·메시지·무결성·및·발신·

정보에·대한·인증·구현이·필요하다.

스마트카 보안 기술04.

3) 외부 네트워크

(4) 보안 관리

1) 플랫폼 보안

2) 내부 네트워크

[그림 6-3] 스마트카 네트워킹

플랫폼·보안

내부·네트워크

외부·네트워크

보안·관리

시큐어·부트,·시큐어·플래싱,·접근제어

어플리케이션·샌드박스,·플랫폼·가상화

HSM(Hardware·Security·Module),·Hardware·Isolation

부채널·방지

Autosar·CSM(Cryptographic·Security·Manager),·SecOS(Secure·Onboard·Communication)

보안·모니터링,·취약점·분석

Secure·SW/FW·update·(SOFA/FOTA)

차량·이상징후,·비정상·행위·분석

포렌식·및·사고·원인·분석·기술

J2735·기반·보안성·평가

침입·탐지/방지·시스템(IDS/IPS),·차량용·방화벽

ECU·인증,·키관리,·암호화

V2X·메시지·인증,·암호화

차량·PKI,·V2X·메시지·서명·검증

IEEE·1609.2,·CAMP·VSC3

구분 주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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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Auto SIEM – 출처: 파나소닉

[그림 6-5] 블록체인 차량 보안 접목 – 출처: Cube Intelligence

스마트카가·보편화된·미래가·점차·가시화되고·있다.·스마트카가·가져올·혜택은·단순한·편리함·그·이상이다.·이제·우리는·

시간과·공간의·제한을·넘어·업무·처리·및·여가·생활을·향유할·수·있게·되었다.·스마트카·산업은·정보통신·기술을·비롯한··

다양한·기술들이·집약된·산업으로·보안에·대한·다각화된·접근이·필요한·분야이다.·또한·보안이·탑승자와·보행자의·안전에··

직결되는·만큼·보안에·대한·수요가·더욱·증대될·것으로·예측된다.

현재까지·차량·보안에·대한·연구는·제조사들·및·보안·업체·위주로·이루어져·왔다.·앞으로·해당·산업에·증대될·관심과·

경제적·효과를·고려할·때·정부·기관·및·각국·협력체의·역할이·더욱·요구되며,·사용자의·안전·및·권익·보호에·적극·힘써야·

할·것이다.

차량·보안에·대한·수요가·늘어남에·따라·다양한·기술을·접목한·보안·솔루션이·소개되고·있다.·파나소닉에서는·차량·

보안에·관제·서비스와·SIEM을·접목한·Auto·SIEM·기술을·선보였으며,·스타트업을·중심으로·블록체인·기술을·차량·

보안에·적용하려는·시도가·늘고·있다.·또한·유럽·및·미국의·관련·업체·및·기관에서·보안·규격·표준화를·위한·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마무리06.

스마트카 보안 기술의 발전05.

지난·해·파나소닉은·위협·정보·수집·및·탐지를·일원화·하여·보안·관제·서비스로·제공·및·SIEM을·통한·자동화·분석,·

대응,·복구·솔루션에·대한·프레임워크를·공개했다.·실시간으로·다량의·데이터가·송·수신되는·스마트카의·특성상·보안·

이슈를·차량·자체적으로·해결하는·데는·제한·사항이·많을·것이므로,·스마트카·시장의·성숙과·함께·관제·서비스에·대한·

수요·또한·커질·것으로·전망된다.

차량·보안업체·Cube· Intelligence는·블록체인·기술을·차량·통신에·접목하여·차량·통신의·무결성을·보장하고·적은·

디스크·공간을·활용하면서도·다량의·알려진·공격유형을·탐지할·수·있는·기술을·개발·중에·있다.·블록체인·기술은·차량··

보안·뿐만·아니라·사고시·보험금·산정을·위한·데이터·보관·및·차량·운행·기록·보존·등·다양한·분야에서·응용을·위한·노력이··

이어지고·있다.

1) Auto SIEM

2) 블록체인

참고자료07.

·· The·Connected·Car·is·here·to·Stay·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nl/pdf/2017/sector/automotive/the-

connected-car-is-here-to-stay.pdf·

·· 자율주행·자동차·보안기술·동향·

https://ettrends.etri.re.kr/ettrends/169/0905169008/33-1_78-88.pdf

·· Cube·white·paper·

https://cubeint.io/CUBEWhite_Paper-V1.3.pdf

·· Panasonic·AutoSiem·

https://news.panasonic.com/global/press/data/2017/10/en171010-3/en171010-3.html

·· Codebases·million-lines-of-code·

https://informationisbeautiful.net/visualizations/million-lines-of-code/

·· Automotive·Security·Best·Practices·

https://www.mcafee.com/enterprise/en-us/assets/white-papers/wp-automotive-security.pdf

·· Driving·security·-·IBM·

https://www-935.ibm.com/services/multimedia/GBE03610USEN.pdf

유럽의·자동차·관련·기업들을·중심으로·차량·통신·보안의·표준화에·관한·다수의·프로젝트가·수행되어·왔다.·EVITA(E-

safety·Vehicle·Intrusion·proTected·Applications)·프로젝트는·내부·네트워크·보호를·위한·보안·프레임워크를·정립하는데··

기여하였으며,·PRESERVE(Preparing·Secure·V2X·Communication·Systems)·프로젝트로·이어져·안전하고·프라이버시가·

보장된·차량·네트워크·구축을·위한·연구를·진행중에·있다.·또한·미국에서는·SAE(Society·of·Automotive·Engineer)를··

주축으로·자동차·보안·표준화를·위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

3) EVITA, PRESERVE, S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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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시큐리티, 후지쯔SSL과

‘보안관제 솔루션 및 서비스 수출’계약 체결

일본 최대 ICT 기업의 글로벌 보안관제 시스템으로 SPiDER TM 채택 돼 

· 일본 최대의 ICT 기업에 통합보안관제 솔루션 및 서비스 공급, 보안관제 노하우 전수 

· 후지쯔 그룹 및 후지쯔 그룹 고객사에 SPiDER TM 및 보안관제 서비스 공급 

[2018년·06월·21일]·이글루시큐리티가·일본·최대의·ICT·기업에·보안관제·솔루션과·서비스를·수출하며·일본·시장·공략에·속도를

붙인다.·차세대·통합보안관리·선도기업·㈜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이득춘,·www.igloosec.co.kr)는·일본·최대·ICT·기업·

후지쯔·그룹의·자회사인·㈜후지쯔SSL(대표이사·土肥··啓介,·www.fujitsu.com/jp/group/ssl)과·보안관제·솔루션·공급,·보안

관제·수행·및·노하우·전수를·주요·골자로·하는·‘보안관제·솔루션·및·서비스·수출’·계약을·체결했다고·21일·밝혔다.·

본·계약을·통해·이글루시큐리티는·후지쯔·그룹이·운영하는·글로벌·보안관제·시스템에·SPiDER·TM을·공급하여·후지쯔·그룹과·

후지쯔·그룹·고객사의·보안·환경에·최적화된·보안관제·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지원하고,·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해·노하우도·

전수한다.·

이글루시큐리티는·후지쯔SSL에게·SPiDER·TM을·공급하고·보안관제·노하우를·전수하는·대가로·제품비와·기술지원료를·일시·

지급받고,·향후·후지쯔SSL이·후지쯔·그룹·및·후지쯔·그룹·고객사에게·보안관제·솔루션과·서비스를·제공할·시에도·이에·대한·

대가를·추가적으로·받게·된다.·SPiDER·TM·공급에·따른·제품비와·보안관제·서비스·매출의·일정·금액에·해당되는·수수료를·

받는·형태다.·

이글루시큐리티는·지난·2010년·일본·지사를·설립하고·영업력·확대를·위해·2017년·초·지사를·현지·법인으로·전환했다.·이글루·

시큐리티는·소프트뱅크에·SIEM·솔루션을·제공한·것을·시작으로·도쿄·소재의·보안·서비스·전문기업인·A사,·오사카에·위치한·

정보보안·기업·SSK와·보안관제·솔루션·서비스·총판·및·수출·계약을·체결하며,·일본·관동·관서·지역을·아우르는·광범위한·고객·

네트워크를·확보했다.·

이글루시큐리티는·본·‘보안관제·솔루션·및·서비스·수출’·계약·체결을·통해·일본·시장에서·신규·고객을·발굴하며·수익·다각화를··

꾀할·전략이다.·후지쯔·그룹이·보유한·높은·브랜드·파워와·탄탄한·영업망을·토대로·양질의·보안관제·서비스와·솔루션을·일본·

고객사에·제공하며,·더·많은·공공·및·대기업·부문·레퍼런스를·확보할·계획이다.·

이글루시큐리티·이득춘·대표는·“일본·최대의·ICT·기업에게·이글루시큐리티의·솔루션과·서비스·경쟁력을·인정받은·것은·물론··

다년간·축적된·보안관제·노하우를·수출함으로써·보안관제·서비스의·가치를·더욱·높였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유명·주류·

업체·S사·등·유수의·대기업들을·고객사로·둔·후지쯔·그룹과의·협력을·통해,·일본·시장·영업·확대에·한층·박차를·가할·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지쯔SSL(FUJITSU·SOCIAL·SCIENCE·LABORATORY)은·일본·최대의·IT·기업인·후지쯔·그룹·산하의·IT·서비스·기업으로··

1972년·설립·이래·후지쯔·계열사를·비롯한·일본·대기업·및·공공·기관에·다수의·보안·솔루션과·서비스를·제공하여·왔다.·2014년·

에는·이글루시큐리티와·공식·대리점·계약을·체결하고·다양한·고객사에·SIEM·솔루션·SPiDER·TM을·제공하며·긴밀하게·협력·

하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