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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정보보호의·날'·기념식·개최·

·· '제·5차·공개·SW·활성화·기본계획'·마련

·· '케이쉴드(K-Shield)'·주니어·사업·일정·발표…우수·정보보호·인력·양성·위해·올해·38억·원의·예산·투

입

·· '사이버보험·포럼·1차·세미나'·개최…사이버보험을·통한·사이버·사고·피해·구제·실효성·검토·

·· 내년부터·중소·중견기업·대상의·서비스형·보안·도입·지원·사업·실시…민간·클라우드·보안·시장·활성화·

촉진

·· 미·국토안보부와·IMPACT·(The·Information·Marketplace·for·Policy·and·Analysis·of·Cyber-risk·

and·Trust)·프로그램·참가·협의·진행

··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한·SW·기업·현장간담회·개최…관계부처와의·협의를·통해·도출한·보완·대책·

설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함께·블록체인·산업·진흥·업무·공동·추진·

·· '개인정보·처리·위·수탁·안내서'·발간

·· '2018년·정보보호·R&D·데이터·챌린지·대회'·설명회·개최

··박정호·부원장·퇴임과·함께·부원장직·폐지·

·· 정부,·안보정세·감안해·올해·'을지연습'·잠정·유예…내년부터·'을지태극연습'·실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보안관제·전용·AI·시스템·개발·착수

·· 행정안전부,·'전자정부·클라우드·플랫폼'·구축을·위한·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올해부터·2021년까지·4년·간·진행

··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로·일원화

·· 금융위원회,·'금융·분야·클라우드·이용·확대·방안'·마련

·· 국가정보원-산업통상자원부-국가보안기술연구소,·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과·관련된·보안·가

이드라인·마련·착수·

·· 청와대·사이버안보비서관·폐지…'사이버안보'와·'정보융합'·업무·합쳐진·'사이버정보비서관'·자

리·신설

·· 국방부,·첨단·ICT·기반·군사력·강화·위한·'국방개혁·2.0'·발표

이달의 주요 ISSUE

기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다?’  
유령 입자 ‘뉴트리노’ 이름 딴 원격제어봇 악성코드 주의보

▶

인도 아이폰 사용자 겨냥한 표적형 공격 발견…오픈소스 MDM 시스템을 공격에 악용▶

·· 최신·웹브라우저·취약점(CVE-2018-8174)을·이용한·'뉴트리노(Neutrino)'·원격제어봇·악성코드가·국내에·유포되고·

있어·인터넷·이용자들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하우리에·따르면,·7월·15일부터·악성코드·유포·도구인·그랜드소프트(GrandSoft)·익스플로잇킷을·이용한·'뉴트리노'··

원격·제어봇·악성코드가·유포되고·있음.·이·악성코드에·감염될·시에는·공격자가·마련한·명령제어·서버로·연결되어·

사용자·PC가·공격자에·의해·원격제어·될·수·있는·것으로·나타남

·· 이·악성코드는·가상·환경에서는·실행되지·않으며,·악성코드·분석과·탐지를·방해하는·기능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짐

·· 보안·전문가들은·보안에·취약한·사용자들의·경우·특정·웹사이트에·접속하는·것만으로도·해당·악성코드에·감염될·수·

있다며,·반드시·웹브라우저를·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할·것을·권고하고·있음

·· 시스코·탈로스팀에·따르면,·공격자는·오픈소스·MDM·솔루션을·이용해·다섯·개의·애플리케이션을·13개의·기기에·

설치함으로써,·문자·메시지를·훔치고·기기의·위치·정보를·탐색하며·다양한·데이터를·빼돌린·것으로·나타남

·· 공격자들은·봅션즈(BOptions)라는·사이드로딩·기법을·사용해·'와츠앱'이나·'텔레그램'·같은·기존·정상·애플리케이션에··

악성·기능을·추가하고,·이후·오픈소스·MDM(모바일·디바이스·관리)을·활용해·악성·기능이·추가된·앱을·표적으로·삼은·

기기에·설치한·것으로·알려짐

·· 감염된·기기를·MDM에·등록하는·과정에서·사용자의·행위가·반드시·요구되었다는·점에서·볼·때,·공격자들이·공격과정·

에서·ios-certificate-update.com과·같은·이름의·도메인을·사용하는·등·사회공학적·기법을·동원해·피해자들이·특수한·

인증서를·설치하도록·유도한·것으로·추정됨

·· 공격의·목적은·현재로서는·정보·수집인·것으로·보이나,·표적이·된·사람들이·어떤·기준으로·선택되었는지는·확실히·

밝혀지지·않았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지원 종료된 구형 OS 노린 해킹 공격 주의보  ▶

‘아 그만 좀 쿵쿵거려요~~’…민원24 사칭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 주의보   ▶

·· 최근·윈도XP·기반으로·동작하는·결제처리·시스템(POS)·단말기·5만여·대가·악성코드에·감염되는·사건이·발생함

·· 한국인터넷진흥원·분석·결과,·POS·단말기·침해사고·현장에서·발견된·4종의·악성코드는·가상화폐·채굴과·원격제어·

기능을·수행하는·악성코드인·것으로·나타남.·POS·단말기·자체의·성능은·뛰어나지·않지만·대개·24시간·켜져·있으므로·

영업시간은·물론·영업시간·외에도·꾸준히·가상화폐·채굴을·할·수·있다는·점을·노린·것으로·보임

·· 문제는·공격자가·언제든·필요할·때·원격제어·기능을·활성화해·추가적인·악성행위를·할·수·있다는·사실임.·예로,·가상

화폐·채굴·효용이·떨어진다고·판단될·시에는·해당·POS에·랜섬웨어를·설치해·동작을·하지·못하게·만들고·금전을·요구할·

수·있음

·· 보안·전문가들은·POS·단말기·상당수가·보안이·취약한·구형·OS를·기반으로·작동되고·있으나·대부분의·POS·단말기가·

요식업,·소매업·등·IT·보안·기술과는·거리가·먼·곳에서·사용되는·까닭에·철저한·관리를·기대하기·어렵다며,·제품·설계·

단계부터·보안을·고려해·일반인도·보안·걱정·없이·기기를·쓸·수·있는·기반을·마련할·것을·강조하고·있음

·· 최근·'[민원24]·층간소음으로·민원이·접수되어·안내·드립니다'라는·내용으로·민원24를·사칭한·스미싱·문자가·유포·

되고·있어·각별한·주의가·요구됨

·· 이·문자·메시지·내·URL을·클릭하면·악성코드가·설치되어·소액·결제가·발생하거나·개인의·금융정보가·유출될·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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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폰트 궁금해요? 궁금하면 랜섬웨어~’, 
북한 폰트 파일 위장한 갠드크랩 랜섬웨어 주의보  

▶

‘내 달리기 기록을 알리지 말라’… 
모바일 피트니스 앱 통해 해외 첩보 요원 위치 정보 노출 돼

▶

‘심심한데 멕시코만 정찰하는 미군 드론 영상 좀 볼까나’… 
민감한 미국 군 정보 담은 문건, 다크웹서 판매 중  

▶

‘이 약이 네 약이냐?’…싱가포르 총리 의료정보 노린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

‘난 네가 지난 밤에 본 영상을 알고 있다’…웹캠을 사용한 협박 범죄 증가▶

북한 배후 추정 해커 그룹 안다리엘, 액티브X 모듈 및 SW 취약점 노린 공격 지속▶

‘교도소 안에서도 훔칠 수 있다’… 
미 교도소 수감자, 수감자 전용 태블릿의 취약점 악용해 2억 훔쳐

▶

·· 북한·폰트·파일을·위장한·갠드크랩·랜섬웨어가·발견됨.·구글에서·'북한·폰트'·검색·시·최상단에·노출되는·링크를·클릭·

하면·'북한_폰트.exe'·파일이·다운로드·되는데,·이·파일을·실행할·시에는·.KRAB·파일·확장명으로·파일·암호화가·

진행되고·암호화가·된·폴더마다·KRAB-DECRYPT.txt·메시지·파일이·생성되게·됨

·· KRAB-DECRYPT.txt·메시지·파일에는·갠드크랩·V4·랜섬웨어에·의해·사용자의·파일이·암호화가·되었다며·2일·이내에·

$1,200·달러·수준의·가상화폐(비트코인·혹은·대시)를·지급할·것을·알리는·안내문이·포함되어·있음

·· 공격자는·'북한_폰트.exe'·파일을·다운로드·한·사용자가·웹사이트에·재·접속할·시에는·이·파일을·다시·다운로드·받을·

수·없게·게시글을·띄우고·있음.·재·접속·시에는·파일을·다운로드할·수·없게·만들어·자신의·존재를·숨기고·있는·것으로·

추정됨

·· 보안·전문가들은·공격자가·국내·인터넷·사용자들이·쉽게·감염될·수·있도록·다양한·유포·방식을·취하고·있다며,·중요·

파일을·주기적으로·백업하고·랜섬웨어·차단·및·파일·복구·기능을·제공하는·안티랜섬웨어·솔루션을·활용할·것을·권고

하고·있음

·· 핀란드산·모바일·피트니스·앱인·'폴라(Polar)'를·통해·69개국·군사·및·첩보·요원들의·정보가·유출되고·있다는·사실이·

발견됨

·· 이를·발견한·보안·전문가·포에케·포스트마(Foeke·Postma)는·폴라의·데이터·공유·및·위치·추적·기능을·통해,·클릭·

몇·번만으로·핵·무기를·보유한·공군·기지의·고위직·관리자가·매일·아침·기지를·돌며·조깅을·하고·있다는·사실을·쉽게·

확인할·수·있었다고·설명함

·· '폴라'·앱을·집중·취재한·네덜란드의·'드·코레스폰덴트'·지에·따르면,·건강·관련·앱을·사용하는·사용자들·상당수는·자신

들의·운동·성과를·알리고자·앱을·통해·위치·정보·등을·활발히·공유하고·있는데,·폴라·사이트에서·이·정보를·검색하고·

이를·소셜·미디어의·이름·및·프로파일·사진과·대조·확인할·시에는·여러·지역에·파견된·군·요원들의·위치·정보를·쉽게·

파악할·수·있는·것으로·나타남

·· 이·소식을·접한·폴라는·성명을·통해·문제가·된·데이터·공유·기능과·위치·추적·기능을·비활성화시켰으나,·유출된·정보는·

앱의·구조적·결합이·아닌·사용자가·위치·추적·옵션을·활성화했기·때문이라고·설명함

·· 최근·싱가포르에서·인구의·4분의·1을·상회하는·150만·명의·개인정보가·대거·유출되는·사건이·발생함

·· 싱가포르·사이버보안기관(CSA)과·건강정보시스템(IHiS)·조사·결과에·따르면,·공격자는·리셴룽·싱가포르·총리의·

개인정보와·그가·복용하는·약에·대한·정보를·획득하기·위해,·그를·비롯한·환자·150만·명의·정보가·등록된·싱가포르·

최대의·의료기관인·'싱헬스'를·공격한·것으로·드러남

·· 싱가포르·정부는·아직·공격자가·누구인지는·밝히고·있지는·않지만·이번·공격이·의도적이고·분명한·표적을·노렸으며·

꼼꼼한·계획·하에·수행되었다는·점에서·일반적인·사이버·범죄자가·아닌·국가가·지원하는·APT·해킹·그룹일·가능성이·

높은·것으로·추정하고·있음

·· '당신이·포르노그래피를·보는·것을·웹캠·영상으로·녹화했다'며,·그·영상이·공개되는·것이·싫으면·수천·달러·상당의·비트

코인을·지급하라는·'성적·협박·범죄'가·최근·해외에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공격자는·피해자에게·멀웨어를·심어둔·포르노·사이트에서·사용자가·접속한·것을·발견하고·키로깅을·해·사용자·PC와·

연결된·모든·정보를·훔쳐냈다며,·그러한·영상이·지인들에게·퍼지는·것을·원치·않는다면·2,900달러를·비트코인으로·

지급하라고·협박하고·있음

·· 공격자는·피해자의·이메일·계정과·관련이·있는·비밀번호를·제시하며,·피해자가·이·사실을·믿게끔·유인하는·것으로··

나타남.·보안전문가들은·피해자들에게·확인해·본·결과,·범인이·보여주는·이·비밀번호는·대부분·맞는·것이었으나·약·10년쯤··

사용하던·오래된·번호였다는·점에서,·범인이·다크웹에서·굉장히·오래된·사용자·데이터를·구매한·뒤·이를·협박에·이용한·

것으로·보고·있음

·· 보안·전문가들은·이러한·협박·공격을·받았을·시에는·반드시·신고하고,·공격에·쉽게·당하지·않도록·비밀번호를·자주·

변경할·것을·권고하고·있음

·· 트렌드마이크로와·이슈메이커스랩·조사에·따르면,·안다리엘(Andariel)이·국내·SW·개발업체의·액티브X·및·음성변환·

솔루션의·취약점을·악용해·향후·공격을·준비하는·'정찰'·활동을·벌인·정황이·포착됨

·· 북한·배후·해커조직으로·추정되는·라자루스(Lazarus)·그룹의·하부조직인·안다리엘은·과거에도·수년에·걸쳐·한국·정부·

및·금융사·웹사이트에·악용되는·액티브X·모듈·취약점을·악용해·사이버·공격을·해·온바·있음

·· 전문가들은·안다리엘이·그간·공격에·이용했다고·밝혀진·액티브X뿐만·아니라·SW·자체에·있는·취약점을·악용한·공격을·

시도하고·있다며,·꾸준한·보안·취약점·점검으로·해킹사고·위험을·낮출·필요가·있다고·강조함

·· 미·아이다호·교도소에·수감된·364명의·수감자가·외부·디지털·서비스·이용을·위한·태블릿의·보안·취약점을·악용해·

한화·2억·5천만·원에·해당되는·22만·5천·달러의·돈을·훔친·사건이·발생함

·· 이·공격에·악용된·'제이페이'·태블릿은·민간·기업이·제공하는·수감자·전용·태블릿으로·수감자는·제이페이·계정을·개설·

하고·해당·계정의·잔액을·사용하는·방식으로·다양한·디지털·서비스를·구매할·수·있음

·· 아이다호·교정국·대변인에·따르면,·범죄에·가담한·수감자들이·태블릿의·취약점을·이용해·제이페이·계정의·잔액을·부풀린·

것으로·나타남.·그러나,·범죄에·악용된·태블릿·취약점이·어떤·것이었는지,·수백·명의·수감자가·어떻게·이를·악용할·수·

있었는지에·대해서는·밝혀지지·않은·상태임

·· 최근·미국·군·정보를·담은·문건이·다크웹에서·거래되는·것이·발견되어,·미군이·발칵·뒤집힘.·각·군용·드론에·배정된·

요원·정보,·전투·요원들의·훈련·매뉴얼·등·반출·제한이·걸린·정보가·상당수·포함되어·있었던·것으로·나타남

·· 이를·다크웹에서·발견한·보안업체·'레코디드·퓨처'에·따르면,·공격자는·쇼단·검색·엔진을·통해·보안이·취약한·'넷기어'·

라우터를·찾아낸·뒤,·2년·전에·발견되어·이미·패치까지·나온·취약점을·익스플로잇·하여·정보를·빼돌린·것으로·확인됨.··

공격자는·공격을·실시하지·않는·날에는·멕시코만에서·정찰·중인·드론의·영상을·라이브로·감상하고·또·이를·다른·사람·

들에게·공유했던·것으로·드러남·

·· 미군은·해당·문건이·개인·장비에·저장되어·있던·것인지·아니면·공공·시스템에·있었던·것인지·여부를·파악·중에·있음.·

만일·문건이·공공·장비에·있었던·것이라면,·패치도·되지·않은·시스템에·군사·기밀을·보관하고·있었다는·점에서·엄중한·

책임을·물을·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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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에서는 공격 서비스(포트)별 탐지 건수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이버 위협을 예측 할 수 있다. 

월간 공격 서비스 동향 및 분석

·※·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센터·SIEM·집계·기준

2018년·8월·한·달간·수집된·이벤트·분석·결과,·Unassigned(TCP/8001)·포트를·이용한·이벤트가·전월·대비·상승하였으며,·

Telnet(TCP/23)을·사용한·이벤트·내역은·전월·대비·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01.

순위 서비스(포트) 건수 비율(%) 등락

1 HTTP(TCP/80) 1,908,798,627 46.95% -

2 DNS(UDP/53) 694,714,671 17.09% -

3 Microsoft-DS(TCP/445) 453,054,829 11.14% -

4 HTTPS(TCP/443) 362,621,584· 8.92% -

5 ICMP(0·/ICMP) 196,029,998 4.82% -

6 SNMP(UDP/161) 167,128,471 4.11% -

7 Unassigned(TCP/9900) 115,668,179 2.84% -

8 Unassigned(TCP/8001) 85,120,709· 2.09% ▲1

9 Telnet(TCP/23) 53,406,829 1.31% ▼1

10 HSRP(UDP/1985) 29,167,218 0.72% NEW

총계 4,065,711,115 100.00% -

2018년·8월·한·달간·확인·된·이벤트는·전월·대비·전체적으로·소폭·감소한·것으로·확인·된다.·이벤트·중에서·HTTP·서비스는·

여전히·타·서비스에·비해·가장·많은·이벤트가·탐지·되고·있으며,·그·다음으로·DNS·서비스가·탐지·되고·있다.·이달·새롭게·

확인된·HSRP(UDP/1985)포트는·라우터·통신·과정·중·발생·가능한·이벤트이며·Acitive·Stantdby·구성·시·발생·가능한·

통신·포트로·공격으로·인한·이벤트·발생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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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공격·이벤트·분석·결과,·차트의·상위권·변동은·크게·없으나,·그·외·하위권에서·변동·내역이·확인된다.·금월··

MySQL-Server·Login·Brute·force,·POP3·Login·Brute·Force·이벤트가·이달·새롭게·TOP·10에·새롭게·진입하였다.·

이달·공격·이벤트·TOP·10중·3개의·공격·이벤트가·Brute·Force·관련·이벤트로·확인된다.·Brute·Force·이벤트는·널리·

알려진·공격이며,·그에·대한·공격·예방법도·많이·알려졌지만·여전히·많이·사용·되는·공격·중·하나이다.·이를·예방하기·

위해서는·사용자·및·Root·계정에·대하여·주기적인·패스워드·변경,·복잡한·암호·사용,·그리고·사용자의·주의·및·보안··

인식이·중요하다.·이에·대한·보안·담당자의·주기적인·관리를·권고한다.

[그림 2-2] 월간 공격 패턴 TOP 10

2018년·8월·공격·이벤트는·전월·대비·전체·건수가·감소하였으며,·MySQL-Server·Login·Brute·force,·POP3·Login·

Brute·Force·이벤트가·새롭게·확인된다.·Netbios·Scan·(Messenger·RPC·Dcom·MyDoom)·(UDP-137),·HEAD·/·

HTTP·(Http·server·buffer·overflow)·공격·이벤트가·전월·대비·높은·순위를·보이고·있으나·탐지·건수가·크게·상승하지·

않은·것으로·확인된다.·HTTP·Login·Brute·Force,·Dcom_TCP_Sweep·(MSBlaster·Worm·Messenger)·공격·이벤트는·

순위가·소폭·하락한·것으로·확인된다.

월간 공격 서비스 (패턴) TOP 1003.

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Service·connect·(tcp-445) 108,569,420 56.99% -

2 ACK·Port·Scan·(F/W·Scan) 31,436,510 16.50% -

3 SYN·Port·Scan 27,168,017 14.26% -

4 MySQL-Server·Login·Brute·force 14,781,286 7.76% NEW

5
Dcom_TCP_Sweep·

(MSBlaster·Worm··Messenger)
5,326,210 2.80% ▼1

6
Netbios·Scan

(Messenger··RPC·Dcom··MyDoom)·(UDP-137)
707,536 0.37% ▲1

7 HEAD·/·HTTP·(Http·server·buffer·overflow) 651,508 0.34% ▲2

8 POP3·Login·Brute·Force 634,526 0.33% NEW

9 HTTP·Login·Brute·Force 624,155 0.33% ▼1

10
HTTP·Connection·Limit·Exhaustion·Attack·

(By·Slowloris)
592,210 0.31% -

총계 190,491,378 100.00% -



12 13www.igloosec.co.kr

IGLOO Statistics

8월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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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K·Port·Scan·(F/W·Scan)란·방화벽·정책상에서·불필요하게·허용중인·취약·포트를·
스캔하는·공격이다.·공격자는·특정·패킷을·서버에·보내고,·돌아오는·응답·패킷을·분석하여·
방화벽·상에·허용되어있는·취약한·포트의·정보를·수집할·수·있다.·해당·공격은·시스템을·파괴
하는·목적이·아닌,·정보를·수집하여·2차적인·공격·시나리오를·계획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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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QL-Server 
Login Brute force

MS·SQL-Server·Login·Brute·Force·공격이란,·SQL·서버·로그인·실패·시·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응답을·분석한·결과를·이용하여·계정획득을·목적으로·무작위대입·로그인을·시도하는·

공격이다.·이·공격은·서버의·중요·계정의·복잡도를·준수한·암호·설정·또는·비·인가된·사용자가·

대상·서버의·SQL·포트에·접근이·불가하도록·방화벽·정책을·통한·접근제어를·실시함으로써·

예방할·수·있다·.

Dcom_TCP_
Sweep

(MSBlaster 
Worm  

Messenger.)

W32.Blaster.Worm웜은·DCOM·RPC·Buffer·Overflow·취약점을·이용하여·전파되는·

웜의·일종으로,·해당·웜은·TCP/135·포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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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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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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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집을·할·때·자주·사용된다.

POP3 Login 
Brut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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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작업으로·또는·프로그램을·통해서·계속적인·로그인을·시도한다.·공격자는·시스템·사용자의·

계정을·획득하고·접근권한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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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반복적으로·임의의·문자열을·대입하여·확인하는·방법으로·

Password가·유추하기·쉽거나,·사전식으로·등록되어·있을·경우·쉽게·노출될·수·있다.·이는·계정과·

패스워드는·최소·6자리·이하의·단순한·패턴은·사용하지·않고,·HTTP·포트(80/TCP)로·들어오는·

데이터를·Filtering하여·예방할·수·있다.

HTTP 
Connection 

Limit 
Exhaustion

 Attack
(By Slowloris)

Slowloris는·기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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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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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01.

상세 분석03.

서비스사업본부 보안분석팀

2) IoC 정보

1) 요약

[그림 3-1] 암호화 된 함수 이름

2009년부터·활동한·것으로·추정되는·해킹·그룹·HIDDEN·COBRA

에서·사용하는·악성코드(11종)·중·수집·가능한·악성코드(java.exe)에·

대한·분석을·진행하였다.·해당·악성코드는·C&C·서버에·접속·후·공격·

명령을·수신·및·실행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악성코드(java.exe)는·정보은닉을·위해·악성·행위에·필요한·함수들을·암호화·한·문자열·형태로·저장하고·있다.

IoC·정보와·확인된·악성행위는·아래·[표·3-1]과·같다.

악성코드(java.exe)는·64bit·악성·DLL파일(6AB301FC3296E1CEB140BF5D294894C5)에·의해·생성되는·것으로·

알려져·있으며,·악성코드가·실행되면·고정된·4개의·C&C·서버에·대해·접속을·시도한다.·C&C·서버·접속에·성공할·경우,·

공격자로부터·명령을·수신하여·각·명령에·따른·여러·가지·악성행위들을·수행한다.

[표 3-1] HIDDEN COBRA 악성코드에 의한 시스템 영향

80.91.118.45:443(https)

181.119.19.56:443(https)

111.207.78.204:443(https)

184.107.209.2:443(https)

·· 파일·검색/읽기/쓰기/삭제

·· 프로세스·실행/종료

·· 쉘을·이용한·명령·실행

·· 레지스트리·조작

C&C·서버 악성·행위·목록

악성코드 정보02.

[표 3-2] 악성코드(java.exe) 정보

분석에·사용된·악성코드(java.exe)에·대한·정보는·다음과·같다.

SHA256

파일·크기

파일·형식

3c809a10106990ba93ec0ed3b63ec8558414c6680f6187066b1aacd4d8c58210

116kB·(118,784-bytes)

Win32·EXE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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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함수 이름 복호화 #2

[그림·3-3]에서는·함수·이름의·복호화를·위해·sub_4019E0·이름의·서브루틴을·호출한다.·실제·sub_4019E0·서브·

루틴은·[그림·3-2]와·동일한·알고리즘을·가지고·있다.

[그림 3-4] CPU 및 디스크 드라이브 정보

복호화·이후엔·감염된·시스템의·CPU·및·디스크·드라이브,·네트워크·어댑터·등의·정보들을·확인한다.

[그림 3-5] 네트워크 어댑터 정보

[그림 3-2] 함수 이름 복호화 #1

이·암호화된·문자열은·악성코드·내에는·이를·복호화하기·위한·루틴에·의해·평문·함수·이름으로·해독된다.



18 19www.igloosec.co.kr

HIDDEN COBRA 악성코드(java.exe) 분석 보고서IGLOO Analysis Report

[그림 3-7] C&C 서버 접속 시도
[그림 3-9] 악성 행위 목록 #1

다음은·C&C서버의·폐쇄로·인해·악성코드·동적·확인이·불가함에·따라·정적·분석만으로·확인한·내용이다.

이후·각·C&C·서버에·대한·접속을·시도하는데·하나의·감염된·시스템에서·여러·C&C·서버로의·접속을·지원하기·위해·

select()·함수를·사용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림 3-8] C&C 서버 접속 실패

분석한·날짜를·기준으로·위의·C&C·서버들은·폐쇄된·상태였으며·[그림·3-8]에서·볼·수·있듯이·각·C&C·서버와의·TCP·

3-way·handshaking·과정에서·RST/ACK·패킷을·보내어·연결을·거부한다.

1) 추가 악성 행위 목록

만일·C&C·서버로의·접속이·성공한다면,·아래·[그림·3-9],·[그림·3-10],·그리고·[그림·3-11]에서·볼·수·있듯이·다양한·

악성·행위를·지원하는·여러·서브루틴이·존재한다.

[그림 3-6] C&C 서버 IP 주소 및 포트 번호

아래·[그림·3-6]은·하드코딩·된·C&C·서버의·IP·주소·및·포트·번호를·나타낸다.·4바이트·값·중·각·1바이트·씩·하나의·네트워크·

클래스를·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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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악성 행위 목록 #3

[그림 3-14] 현재 디렉터리 설정

3) 파일관련 조작기능 존재

아래·[그림·3-14]는·특정·파일(디렉터리·포함)을·찾아·현재·디렉터리로·설정한다.

[그림 3-12] 새로운 레지스트리 생성

2) 레지스트리 조작을 통한 키 생성 및 서비스 제거

악성코드는·하드코딩·된·데이터를·가지고·레지스트리·키에·접근한·후·새로운·값을·생성한다.

[그림 3-13] 특정 서비스 제거

또한,·특정·서비스를·검색하여·존재할·경우·해당·서비스를·제거한다.

[그림 3-10] 악성 행위 목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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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특정 파일 쓰기

[그림 3-19] 특정 파일 삭제

아래·[그림·3-16]은·특정·파일에·대해·쓰기·작업을·수행한다.
아래·[그림·3-19]는·특정·파일을·삭제한다.

[그림 3-17] 특정 파일 읽기 #1

[그림 3-18] 특정 파일 읽기 #2

아래·[그림·3-17]과·[그림·3-18]은·특정·파일에·대해·읽기·작업을·수행한다.

[그림 3-15] 특정 파일 검색

아래·[그림·3-15]는·조건식을·만족하는·특정·파일을·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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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04.

[그림 3-22] 로그인 된 계정 권한의 프로세스 생성

[그림 3-23] 쉘 명령 실행

아래·[그림·3-22]는·로그인·된·계정의·권한으로·특정·프로세스를·생성한다.

5) 쉘 명령 실행

아래·[그림·3-23]은·cmd.exe·/c·쉘·명령을·실행하는·프로세스를·생성한다.

[1]·https://www.us-cert.gov/ncas/analysis-reports/AR18-165A

[그림 3-20] 특정 프로세스 강제 종료

[그림 3-21] 특정 프로세스 생성

4) 프로세스 생성 및 종료

아래·[그림·3-20]은·특정·프로세스를·강제·종료한다.

아래·[그림·3-21]은·특정·프로세스를·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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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웹 해킹 탐지와
Access log 빅데이터 분석 - 2부

기술지원센터 분석기술팀 이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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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룰 설정과 오브젝트(탐지 패턴) 등록

2) 실시간 탐지 결과 모니터링 및 경보 분석

최근·웹사이트·침해사고가·끊이지·않고·발생하고·있다.·이러한·웹사이트·침해사고는·크게·3가지가·있는데·WebDAV·

취약점이나·파일·업로드·취약점을·이용해·공격하는·홈페이지·변조,·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무분별하게·공격하는·악성

코드·유포,·그리고·마지막으로·디도스·공격이·있다.·또한·최근·암호화폐·거래소·해킹사고에서는·내부·서버·등에서·웹쉘

(Webshell)이·여러·개·발견된·것으로·알려졌다.·특히,·일부·웹쉘은·공격일·이전에·심어진·것으로·드러나·실제·해킹·공격은·

공지일·보다·이전에·발생했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이번·호에서는·끊이지·않고·발생하는·웹·해킹·공격에·대응하고자·

다양한·공격을·실시간으로·탐지하는·방법(룰·설정)과·탐지·이후·로그를·분석하는·방법에·대해·알아·보겠다.

웹 해킹 탐지 룰 생성부터 Access log 빅데이터 분석까지02.

먼저·룰·생성·과정·전체를·단일·룰·등록부터·오브젝트·설정까지·간단하게·살펴본·후,·OWASP·ZAP·취약점·SACN·공격·

사례를·재구성해·분석해·보도록·하겠다.·그리고·발생·경보를·중심으로·손·쉬운·빅데이터·로그·분석을·진행해·보겠다.·과정·별·

상세·설정·설명은·뒤쪽에서·다루도록·하겠다.

단일경보관리에서·룰·등록·후·탐지하고자·하는·패턴·선정·후·해당·로그가·수집되는·필드에·대해·오브젝트를·생성하면·

된다.·이미·알려진·웹·해킹·탐지·패턴에·대해서는·오브젝트로·SIEM에·등록되어·있다.

보안관제·상관분석·메뉴를·통해·SIEM에서·실시간·탐지되는·현황을·볼·수·있다.·분석·룰·셋명에서·우·클릭하여·상세·분석··

창으로·이동하면·해당·경보가·얼마나·지속되고·있는지와·일별·탐지·추이를·파악할·수·있다.·그리고,·전일·대비·새로운·

공격/자산IP로·공격이·발생하는지·탐지·결과에·대한·상세·정보를·볼·수가·있다.·또한·룰·설정·화면을·바로·확인·가능하며,·

무엇보다·왜·탐지가·되었는지·근거·로그를·바로·확인·할·수가·있다.·[그림·4-2]을·보면·13시부터·14시까지·전체·공격은·

지속되고있으나,·탐지·경보·화면에서·보면·해당·경보는·5분47초·동안·지속되면서·19,851건의·패턴을·탐지하였다.·

공격자·IP는·전일·대비·새로운·172.16.1.99·IP가·192.168.1.103·웹·서버로·접근함을·알·수가·있으며·탐지·오브젝트·

필드인·URI·필드에·"?query=query+UNION+ALL+select+NULL+--+"·공격·로그에·의해·탐지됨을·알·수가·있다.·

[그림 4-1] 룰 설정과 오브젝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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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웹 해킹 탐지 경보 화면 [그림 4-3] 룰 설정과 오브젝트 등록

[그림 4-4] Time Line 분석

3) Access log 빅데이터 분석 최초·공격·시점을·분석하기·위해·장기간·Time·Line·분석을·해·보면·[그림4-4]처럼·일주일·이상의·기간동안·접근·조차·

모를·정도로·소량으로·지속·접속하여·홈페이지·구조·등·정보를·수집하고·있는·걸·알·수·있다.·공격에·앞서·퍼징툴·등을·

이용하여·디렉토리·구조·파악·등·공격대상에·대한·정보를·수집한·것으로·보인다.공격이·발생하면·공격의·성공여부와·시점을·파악하기·위해·로그를·분석한다.·또한·다른·시스템으로·확산은·안·되었는지·

등을·파악하기·위해·전수·조사를·하게·된다.·이러한·조사를·위해·장기간·쌓여진·로그를·분석하는·빅데이터·분석이·필요·

하다.·상관분석·경보화면의·출발지·IP에서·우·클릭하여·"이·정보로·검색"·창으로·이동하면·공격·IP에·대한·하루·활동·로그를·

검색하여·보여·준다.·

▶·빅데이터·Time·Line·분석

[그림4-3]의·Time·line·분석을·통해·새벽·1시부터·접근하여·공격을·시도한·정황을·파악·할·수·있다.·하루·종일·공격이·

이어·졌으며,·시간당·30만·번·정도의·공격·시도했음을·그래프를·통해·쉽게·추이·분석을·할·수가·있다.·

로그·분석을·통해·웹·해킹·룰에·의해·탐지되었던·URI·필드에서·"?query=query+UNION+ALL+select+NULL+--+"·로그를·

발견할·수·있다.

Time Line 분석 : 공격 이력

?query=query+UNION+ALL+select+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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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웹 Access log 필드별 통계TopN 분석

[그림 4-6] 인프라 로그 전체 필드별 통계TopN 결과

4) 빅데이터 통계분석 - Web Access 5) 빅데이터 통계분석 - 인프라 전체 장비

6) 가시성 확보를 위한 로그 추적 분석

공격·IP가·웹서버에·접속한·하루·웹·로그·건수만·보더라도·140만·건에·달한다.·한·줄·한·줄·분석한다는·건·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그래서·검색·결과·이후·"통계·TopN"·기능을·통해·필드·별·통계·분석을·쉽게·할·수·있다.·검색·결과·화면에·

보이는·필드·중·분석에·필요한·필드만·선택하여·상위10~1000개까지·통계·값을·구해·준다.·[그림4-5]처럼·140만·건·

로그의·통계·분석·결과·응답(Sent_bytes)과·요청(Rcvd_bytes)·데이터·크기,·요청·건수를·통해·툴에·의한·기계적인·

반복·접속에·의해·HTTP-상태코드는·대부분·없는·페이지·접근으로·404,·403이·발생했다.·또한·URI필드에·정상적이지·

않은·Post·Method·공격이·발생하였고,·공격자·OS는·WIN8.1이며,·브라우저는·모질라·파이어폭스를·사용했다.·이처럼·

수백만·건의·로그라도·통계분석을·통해·전체·현황을·분석한·후·다시·해당·필드의·로그를·정밀·분석하기·위해·우·클릭·

메뉴인·이벤트·추이·검색으로·드릴다운·분석을·하면·된다.

인프라의·다른·시스템·공격·여부·파악을·위해·모든·장비·대상으로·분석·범위를·확대하여·공격자IP를·통계·분석한·결과·

FW,·IPS,·WF,·DNS등·접근·이력과·비인가·행위로·인한·IPS탐지·이력도·발견·할·수·있다.·IPS에서도·웹·로그·분석과·

동일하게·대부분·웹·해킹·대표·공격의·하나인·SQL·Injection·공격으로·탐지·되었다.·방화벽의·세션·연결·시간은·정상·

접속보다·짧으며,·단순·요청에·의한·통신이다·보니·500byte·이하의·작은·패킷들이·대부분이다.·아무리·많은·로그·건수

라도·모든·보안·장비를·대상으로·통계분석을·선행·진행하면·전체적인·공격의·윤곽은·파악·할·수·있을·것이다.

통계·분석을·통해·전체적인·공격의·윤곽을·파악했더라도·로그·추적·분석을·통해·공격·IP의·침투·경로와·공격·확산을·한·눈에·

다·같이·볼·수·있는·가시성을·확보·할·수·있다.·공격자는·웹·서버·공격으로·IPS등·탐지·장비에서·많은·경보를·발생·시켰음을·

토폴로지·맵의·에이전트·아이콘의·색의·상태와·건수로·파악·할·수·있다.··본사·웹·서버·공격·후·지사·웹·서버까지·접근·

하였음을·한눈에·분석·할·수·있다.·해당·에이전트·아이콘에서·탐지·된·로그·검색을·원할·경우·우·클릭·"상세분석"을·하면·

로그를·바로·분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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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해킹 탐지를 위한 단일 경보 룰 등록 절차03.

[그림 4-7] 침투 경로를 파악 할 수 있는 로그 추적 분석

[그림 4-8] 단일 경보 룰 등록 절차

[그림 4-9] 8번 룰 상세 설정(옵션) 메뉴

웹·해킹·탐지·룰·설정·>·탐지·>·빅데이터·분석까지·전체·과정을·간단하게·살펴·보았다.·그러나·모든·Alert·마다·이러한·

분석·과정을·진행한다는·건·현실적으로·한정된·인력으로는·불가능하다.·그래서·무엇보다·오탐을·최소화·하고·정탐률을·

높이기·위해·정확한·룰·설정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제·정밀·탐지를·위한·세부·설정에·대해·알아보겠다.·실시간·탐지·엔진·기준에서·웹·해킹·공격을·좀·더·분류다면·시그니처··

기반·탐지(Signature·Base·Detection),·임계치·기반·탐지,·분포·기반·탐지,·그리고,·평판·탐지로·나눌·수·있다.·가장·

대표적인·시그니처·기반·탐지·기법은·이미·알려진·공격·패턴을·미리·등록해·놓고,·입력된·패턴에·해당하는·문자열이·웹·로그··

필드에서·매칭되면·이를·탐지하여·알려주는·방식이다.·즉,·모니터링하고·있는·웹·로그에서·알려진·침해·행위의·특징과··

일치하면·이를·공격으로·탐지하여·알려주는·것이다.·특정·소프트웨어의·공개된·취약점들과·공격자가·자주·사용하는·공격

들을·전부·탐지·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알려지지·않거나·입력되어·있지·않은·새로운·패턴에·대해서는·탐지·할·

수·없다는·단점이·있다.

④·발생건수 항목·:·발생·주기와·동일하게·시그니처·공격은·한번에·탐지해야하지만,·GET·Flooding이나·Scan·공격·같은·

임계치·기반의·공격은·일정·건수·이상의·트래픽이·발생할·경우·탐지하면·된다.·이렇듯·공격·유형과·해당·기관의·트래픽을·

고려하여·발생·건수를·설정하면·된다.

⑤·로그소스 항목·:·탐지·대상을·뜻하며,·로그·유형에서·"WebServer"를·선택하면·모든·웹서버를·선택한·것과·동일하다.·

특정·웹·서버만·선택하고자·한다면·로그·소스·목록에서·해당·웹·서버를·선택하면·된다.·간혹·로그·소스·별·선택을·한·경우·

에이전트·추가/변경시·로그·소스·선택에서·빠지게·되어·미탐되는·경우가·종종·발생을·한다.·이런·경우는·로그·유형을·선택·

하였다면·별도·설정·없이·지속·운영이·가능하다.·

⑥·조건정의 항목·:·탐지·조건을·설정하는·필드로·선택한·로그·소스에서·발생하는·로그·중·탐지하고자·하는·필드에서·원하는·

시그니처와·임계치를·다양한·연산자를·통해·탐지를·설정·할·수·있다.·

⑦·동일조건 항목·:·탐지·기준으로·공격자·IP별·혹은·보안장비(origin)별로·구분하여·탐지를·할·수·있다.·즉,·동일·조건에·

필드명이·추가·될·수록·좀·더·정밀한·탐지를·할·수·있다.

⑧·저장 및 상세 설정 항목·:·룰·생성을·위한·저장·버튼과·경보·발생·이후·각종·알람·기능,·경보·발생·예외·시간,·침해사고·

이관·설정,·룰·가이드·등·다양한·기능들이·포함되어·있다.

▶·단일·경보·설정·절차

①·룰 이름 항목·:·SIEM·기본룰·명은·[S6_WEB]·탐지명이나·기관별·명명·규칙에·따라·작성하면·된다.

②·신뢰도 항목·:·해당·룰의·정오탐·혹은·중요도에·따라·1부터·10까지·설정할·수·있다.

③·발생주기 항목·:·공격이·이루어·지는·시간을·고려하여·설정하면·된다.·즉,·시그니처·기반·탐지는·공격·시도·즉시·탐지·

해야·하지만,·GET·Flooding과·Scan·공격은·최소·1분·정도·트래픽이·지속되어야·공격을·판단·할·수·있기에·공격·유형에·

따라·1초에서·월·단위까지·탐지·시간을·설정하면·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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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해킹 탐지를 위한 오브젝트 적용 및 신규 생성 과정04. 웹 공격 유형에 맞는 탐지 설정05.

[그림 4-10] 오브젝트 적용/신규 생성

[그림 4-11] 웹 로그 필드별 공격 탐지 전략

우선·탐지하고자·하는·시그니처·등록을·위한·조건·정의·등록·절차에·대해·살펴·보겠다.·이미·만들어진·오브젝트·적용시

에는·파란색·번호·순서·절차로·진행하면·된다.·그렇지·않고·신규·오브젝트·생성이·필요하다면·주황색·번호·순서에·맞춰·

작업하면·된다.·만약·기존·오브젝트를·수정을·원한다면·파란색·번호·3번·과정에서·오브젝트·추가·후·주황색·번호·2번에서·

수정·작업·후·주황색·번호·3번·과정을·통해·수정하면·된다.·다소·복잡해·보일·수도·있으나·오히려·한·화면에서·추가·>·

생성·>·수정이·모두·가능하여·룰·생성시·더·효율적이다.

시그니처·기반·탐지(Signature·Base·Detection)·설정을·위해·지난·호에서·언급한·웹·공격·유형에·맞는·필드별·탐지·

전략을·바탕으로·공격에·맞는·오브젝트·필드와·연산자·기능에·대해·알아·보겠다.

▶·기본·제공(기존)·오브젝트·적용·과정

▶·오브젝트·필드와·연산자·선택

▶·신규·오브젝트·생성·과정

①·조건·정의·클릭·시·룰·조건·정의·관리·창이·팝업·된다.

②·오브젝트·목록에서·원하는·오브젝트를·검색·또는·스크롤을·이용하여·선택하면·된다.

③·추가·버튼을·클릭하면·룰·설정·항목에·등록이·된다.

④·저장·버튼을·클릭하면·룰·등록화면인·조건정의에·해당·오브젝트가·등록된다.

①·②·=,·!=·:·단어·단위의·문자나·숫자·탐지·시·사용하며,·sublog·=·access·처럼·웹·서버의·많은·로그·중에·Web·access···

·······················log에서만·탐지·혹은·제외를·할·수가·있다.·하나의·패턴만·등록가능하다.

③·>=,·>·:·

④·<=,·<·:·반대로·일정·크기보다·작을·경우·탐지할·수·있다.·

⑤·in,·not·like·:·····

숫자를·담는·int형·필드에·~·이상의·값들을·탐지·할·경우·활용·할·수·있다.·Pkt_bytes나·Scent_bytes·필드·

처럼·서버가·클라이언트·응답·크기로·파일·다운로드·시·탐지·가능하다.·rcvd_bytes·>·10000을·하면·1Mb·

파일·업로드를·의심해·봐야·한다.·만약·http·상태코드에·대해·400이상·탐지를·하고자·한다면·status·필드를·

활용하여·"status·>=·400"으로·설정·하면·된다.·(웹·로그에·있어·status·필드와·action·필드는·필드간·

fixedmerge·상태라·동일한·값을·진다.·action·필드를·사용하여·탐지하고자·한다면·간단하게·필드명·속성

(cast(action,int))·변경으로·설정이·가능하다.

단어·단위의·문자나·숫자를·=·연산자는·하나만·가능하나·in·연산자는·한번에·여러·개를·등록·할·수·있다.·

HTTP·Method와·상태코드처럼·탐지·패턴이·여러·개·인·경우·활용하면·좋다.·여러·개·등록이·가능한·

만큼·패턴·간·OR·조건이다.········

①·보안,·시스템,·일반·로그등의·유형별·선택과·로그·소스에·적용된·파서를·선택·후·기본·정의·항목에·필드·목록이·나열되면·

······탐지하고자·하는·로그가·속한·필드를·선택한다.

②·연산자를·잘·구분하여·탐지하고자·하는·문자열을·등록하면·된다.

③·+·버튼을·클릭하면·하나의·필드가·아닌·여러·필드들을·등록·할·수·있으면·필드·간·AND·관계다

④·오브젝트·그룹과·오브젝트·이름을·입력한·후·생성/수정·버튼을·클릭하면·오브젝트가·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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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오브젝트와 필드간 관계

[그림 4-14] 오탐 최소화 범위 필드 등록

웹·해킹을·탐지하기·위해·보안·장비가·아닌·Web·Access·log를·분석하여·효과적으로·웹·해킹을·탐지하는·방법에·대해·

알아·보았다.·정탐을·위한·룰·설정·방법,·최초·접근과·이력·분석을·위한·Time·Lime·분석,·몇·백만·건의·Access·log를··

통계·분석하여·나무가·아닌·전체·숲을·보는·통계·분석·방법,·그리고·공격·IP의·침투·경로와·공격·확산을·한눈에·볼·수·있는··

로그·추적·분석·기능까지·알아·보았다.·이러한·일련의·과정에서·보안·지식은·기본·바탕이·되어야·하지만·무엇보다·중요한·

선행·지식은·로그에·대한·이해라고·생각한다.·우리·인프라에서·어떤·장비에서·무슨·로그가·생성되는지·파악하고·잘·관리·

했으면·하는·바램이다.

다시·한번·정리한다면·오브젝트와·필드간은·AND·관계이며,·필드·속·탐지·패턴·간에는·OR·관계이다.·[그림4-13]처럼·

오브젝트·이름·항목에·등록된·"WEB-SQL_Injection"·필드와·"WEB_Access"간은·AND·관계이다.

하나의·오브젝트에는·기본·정의·항목에·보이는·것처럼·여러·필드를·등록할·수·있으며,·필드·간의·관계도·AND·관계다.·

단,·필드·속에·탐지·패턴들·간에는·OR·관계이다.·

오탐·최소화를·위해·탐지하고자·하는·오브젝트(탐지필드)와·웹·로그·범위만·지정해주는·"WEB_Access"·오브젝트도·

같이·등록해·주길·권장한다.·

⑥·like,·not·like·:·····

이외·오브젝트·등록에·관한·추가·설명이·필요하면·이글루시큐리티 홈페이지 > BLOG > SIEM Guide에 "오브젝트 등록을 

통한 룰 정책 설정 가이드"로·등록되어·있으니·같이·참고하기·바란다.

⑦·Regexp,·not·Regexp·:··

※·정확한·탐지를·위해·특수문자·앞에·문자열(이스케이프(\))·처리·기준

····"like"·조건·이스케이프·처리·문자·:·\·%·'·_

····"="·조건·이스케이프·처리·문자·:·\·'

웹·로그·속에서·웹·공격·탐지에·가장·핵심적인·연산자가·아닌가·생각한다.·URL,·URI,·User·Agent,·

Referer·필드·처럼·긴·문자열·속에서·특정·키워드를·탐지·할·수·있다.·패턴·등록·시·In·연산자와·

달리·탐지하고자·하는·패턴의·앞뒤로·%char(124)%·기호를·추가해·줘야·한다.·그리고,·대소문자·

구분없이·탐지하고자·한다면·lower·속성을·적용하면·된다.·

탐지·패턴이·계속·변화는·값을·탐지할·경우·활용하면·좋다.·예를·들어·000-0000-0000·

같은·전화번호를·탐지한다면·"/^[0-9]{2,3}-[0-9]{3,4}-[0-9]{4}$/"·이런·식으로·

정규식을·입력하면·된다.

[그림 4-12] 시그니처 기반 탐지 패턴 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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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지만 소중한 비밀번호, 안전하게 관리하자!

Security 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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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과·초지능을·특징으로·하는·제4차·산업혁명은·기존·산업혁명에·비해·더·넓은·범위에·더·빠른·속도로·새로운·시대를·

이끌고·있다.·'4차·산업혁명'의·결과·중·특히·눈에·띄는·변화로·볼·수·있는·것은·모든·사물이·인터넷과·결합되는·사물인터넷·

(Internet·of·Things,·이하·IoT)을·들·수·있다.·사물인터넷의·발전은·PC나·모바일에서·발생될·수·있던·사이버·보안위협·

요인들이·사물로·이동한·것을·의미할·수·있다.

2015년·싱가포르의·연구진이·고층·건물·내에·있는·와이파이(Wi-Fi)·탑재형·프린터기를·드론을·이용하여·해킹하는데·

성공하였으며,·2016년·8100만·달러의·피해가·발생한·방글라데시·중앙은행의·국제은행간통신협약(SWIFT,·이하·스위프트)·

전산시스템·해킹사고에서도·프린터기가·해킹되었다.·스위프트는·거래·확인을·위해·메시지를·생성하고·이를·프린터를·

통해·자동·출력하기·때문에·프린터기의·해킹이·필요하다.·결국·스위프트·메시지를·가로채·조작된·메시지가·전송되어·해커

들의·공격·흔적이·출력되지·않아·해킹사실을·인지하기·어렵게·하였다.

앞선·사례들처럼·프린터기는·기존의·프린터·기능··이외에도·팩스,·스캔·등·다양한·기능들과·결합하면서·기관이나·기업·내·

중요·정보를·출력·및·전송하는·기능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중요성에·대해서·간과되는·경우가·많다.·따라서·이번·

호에서는·프린터기를·통해·발생할·수·있는·보안위협과·보안위협을·대응하기·위한·대응방안에·대해서·생각해·보고자·한다.

개요01.

서비스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김미희

[그림 5-1] 프린터의 구조

[그림 5-2] PRET를 이용한 프린터의 Timeout값 추출

Printer의 구조02.

Printer Hacking03.

프린터를·해킹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프린터기의·구조에·대해서·알아야·한다.·프린터기는·크게·Printing·Channel과·

Printer·Language로·구성되어·있다.

Printing·Channel은·프린터에서·출력할·수·있는·데이터를·전송할·수·있는·전송매체를·의미한다.·인쇄·할·실제·데이터를·

배포하는·채널로·사용하는·LPD(Line·Printer·Daemon)나·IPP(Internet·Printing·Protocol),·9100/TCP·포트를·사용하여·

PJL(Printer·Job·Language),·PostScript·등에·직접·접근이·가능한·Raw등이·Printing·Channel을·구성하는·대표적인·

Network·printing·protocols라고·할·수·있다.

Printer·Language는·프린터의·출력용지나·작업·등을·제어하는·Printer·Control·Languages와·실제·문서의·양식을·

지정하는·Page·Description·Languages로·구성되어·있다.·Printer·Control·Languages는·프린터·언어·스위칭,·작업·

분리,·환경·명령·등에·사용되는·PJL(Printer·Job·Language)과·기본적으로·SNMP의·기능과·PJL을·결합하여·사용되는·

PML(Printer·Management·Language)가·있다.·

프린터·해킹기술로는·서비스·거부(Denial·of·Service),·권한·상승(Privilege·Escalation),·인쇄·작업·접근(Print·job·access),·

정보·공개(Information·Disclosure),·코드·실행(Code·Executions)등이·있다.·이·중에서·서비스·거부·공격과·권한·상승의·

공격에·대해서·상세하게·살펴보자.

서비스·거부공격은·프린터의·인쇄작업이·병렬처리가·아닌·직렬처리로·한·번에·하나의·작업만·처리가·가능하다는·점을·

이용한·공격이다.·프린터에·높은·Timeout값을·설정하게·되면·공격효과가·높아지게·되고·이를·통해·높은·Timeout값의·

작업이·프린터를·점유하게·하여·다음·작업을·처리되지·못하도록·한다.

[그림·5-2]와·같이·프린터·해킹에·사용되는·PRET도구를·사용하여·현재·프린터의·Timeout값을·확인·한·후·[그림·5-3]과·

같이·무한루프·구문을·통해서·프린터기의·작업을·점유하게·하는·방식이다.

1)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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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프린트 해킹 구조

[그림 5-6] PRET 동작 구조

[그림 5-3] Timeout값을 이용하여 무한루프를 통해 서비스 거부 공격 시도

[그림 5-4] Pinter-MIB(1.3.6.1.2.1.43.5.1.1)조회 결과

프린터의·권한을·상승하는·가장·대표적인·방법은·Factory·defaults인·공장·초기화·방식이다.·프린터의·공장초기화는·

일반적으로·프린터의·특수·키·조합·등을·통해서·물리적으로·설정하는·방법이·있으나·SNMP,·PML/PJL,·PostScript등을·

통해서도·제어가·가능하다.

SNMP를·이용하여·공장·초기화를·하기·위해서는·디바이스가·하드웨어와·연관되는지·또는·소프트웨어와·연관되는지·

여부에·관계없이·특정·디바이스를·관리하는데·사용되는·Printer-MIB(Management· Information·Base)인·

prtGeneralReset·Object·(OID·1.3.6.1.2.1.43.5.1.1.3.1)값을·이용한다.·이·방식을·이용하게·되면·DHCP가·아닌·고정

IP를·사용하는·경우·해당·기기의·설정이·삭제되어·추가적인·접근이·불가능하게·되지만·프린터에·적용되어·있는·보호기능·

우회가·가능하게·된다.

SNMP를·이용하여·조작하기·위해서는·특정·인스턴트·값을·설정할·때·사용하는· 'snmpset'·명령어를·이용한다.··

'snmpset·-v1·-c·public·printer·1.3.6.1.2.1.43.5.1.1.3.1·i·6'과·같이·명령어를·입력하면·SNMP를·이용,·장치·재시작·

후·공장·초기화·값으로·복원하게·된다.·명령어에서·1.3.6.1.2.1.43.5.1.1.3.1은·prtGeneralReset·Object의·OID를·

의미하며·6은·esetToFactoryDefaults(6)을·의미한다.

2) 권한 상승(Privilege Escalation)

PRET(Printer Exploitation Toolkit)04.

프린터·해킹은·서비스·거부나·권한·상승·등의·기술을·통해서·접근·할·수·있다.·이보다·좀더·손쉽게·프린터·해킹을·

하기·위해서는·공개되어·있는·해킹도구를·사용하는·방법이·있다.·프린터·해킹에·사용되는·공격도구는·PRET,·Praeda,·

PFT,·BeEF·등이·있다.·우리는·그·중에서·독일·보훔·루르·대학(Ruhr-Universität·Bochum)의·연구팀이·발표한··

'Exploiting·Network·Printers'논문에서·제시하고·있는·PRET(Printer·Exploitation·Toolkit,·이하·PRET)이라는·

소프트웨어를·소개하고자·한다.

'Exploiting·Network·Printers'에서는·HP,·Brother,·Lexmark,·Dell,·Kyocera,·Samsung,·Konica,·OKI·등·20종의·

프린터를·분석하여·Printer내에서·동작하는·Printing·Channel과·Printer·Language를·통해·공격을·입력·받을·수·있는·

전송경로와·공격명령을·실행·받을·수·있는·수행주체에서·실행·가능한·공격도구를·공개하였다.

PRET를·이용하면·일반적으로·사용되는·명령어와·비슷하게·ls,·get,·put,·delete·등을·입력하면·PRET에서·PJL이나·

PostScript로·변환하여·프린터에·전송하게·되고·응답결과를·다시·변환하여·사용자에게·출력해주는·구조를·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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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검색엔진 ZoomEye를 이용한 공격대상 검색결과

[그림 5-9] PRET도구를 이용하여 프린터기 정보(Serial Number) 확인결과

[그림 5-7] PRET에서 지원하는 프린터 종류 및 획득 정보 목록

[그림 5-8] PRET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구성

PRET를·사용하여·Print·Job·Manipulation(Content·Overlay,·Content·replacement)와·Information·Disclosure·

(Memory·Access,·File·System·Access,·Print·Job·Capture,·Credential·Disclosure)이·가능하다.

PRET를·사용하여·실제·Print·Job·Manipulation이나·Information·Disclosure가·가능한지·확인하기·위해서·[그림·5-8]과·

같이·동일·네트워크·대역에·있는·프린터기의·시리얼넘버(Serial·Number)를·확인해·보고자·한다.

테스트·결과·2종의·프린터기가·PRET를·통해서·정상적으로·시스템·정보가·출력·되는·것이·확인·된다.·

PRET는·서버,·네트워크·장비,·관리자용·서비스,·산업용·제어시스템(SCADA),·인터넷·전화,·화상·기기(CCTV)·등의·정보를·

제공하는·쇼단(Shodan)이나·줌아이(ZoomEye)등의·검색엔진과·결합하게·되면·효과는·더욱·극대화·된다.·[그림·5-10]과·

같이·'Exploiting·Network·Printers'논문을·통해·취약점이·발견된·프린터·기종·중에서·검색하면·해당·프린터의·정보를·

확인할·수·있다.

User1

192.168.10.1

User2

192.168.10.2

Printer

192.168.10.3

(제조사 : Samsung)

Printer

192.168.10.4

(제조사 : Samsung)

192.168.10.4

192.168.10.4

192.168.10.4

192.16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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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05.

지금까지·간단하게·프린터·해킹방법에·대해서·살펴보았다.·프린터는·스캔,·팩스·등·다양한·중요정보의·취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타·시스템에·비해서·상대적으로·취약한·보안수준을·유지하고·있는·경우가·빈번하다.

2017년·Stackoverflowin라는·닉네임을·사용하는·해커가·외부·인터넷에서·노출된·프린터를·대상으로·IPP포트와·

LPD포트,·9100포트를·이용하여·ASCII로·묘사된·로봇과·해커의·이메일·주소,·해킹에·사용된·포트를·닫으라는·경고문을·

출력한·사고가·있었다.·해킹사고에·대상이·된·것은·대부분의·프린터·사용자들이·그대로·사용하는·기본·설정과·포트로·

인해·발생된·사고였다.

프린터·해킹의·상당수는·▲프린터·IP설정·시·공인IP대신·사설IP·설정하기,·▲방화벽에서·프린터·기본·포트(9100/TCP)·

외부접근·차단,·▲허용된·사용자·IP만·프린터·사용이·가능하도록·방화벽·및·프린터·권한·설정·강화·등·기본적인·보안·

수칙의·준수만으로도·충분히·안전하게·사용이·가능하다.

따라서·프린터·해킹을·예방하기·위해서는·프린터와·같이·네트워크로·연결되어·있는·모든·디바이스의·기본동작에만·집중·

하는·것이·아니라·최소한의·보안설정에·대해·고민을·한다면·프린터로·인한·보안사고는·사전에·예방할·수·있을·것이다.

참고자료06.

[1]·Wiki·-·Hacking·Printer·

https://hacking-printers.net/wiki/index.php/Main_Page

[2]·PRET(Printer·Exploitation·Toolkit)·

https://github.com/RUB-NDS/PRET

[3]·SoK:·Exploiting·Network·Printers·

https://www.nds.rub.de/media/ei/veroeffentlichungen/2017/02/28/printer-securit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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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을까?

서비스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김지우

1970년·대에·이르러·인류는·시공간의·제약을·넘어·협력할·수·있는·네트워크·수단인·인터넷을·얻게·되었고·그것은·점차·

발전하여·이제는·네트워크에·연결되지·않는·삶은·생각할·수·조차·없을·정도가·되었다.·

최근·인터넷에서·블록체인에·대해·검색해보면·다양한·의견을·구할·수·있는데·그·중·"제·2의·인터넷"·이라는·언급이·눈에·

띈다.·인터넷이·정보의·공개를·통해·누구나·"정보"를·만들고·유통하는데·자유로워졌던·것처럼·블록체인을·통해·사람들은·

·"가치"를·만들고·유통하는데·자유로워·질·것이라고·이야기들·한다.

정말로·블록체인이·인터넷을·대체할·수·있는·기술일까?·본·기고에서는·이점을·중점에·두고·살펴보고자·한다.

▶·인터넷·개발배경

인터넷은·핵전쟁의·경우에도·안정적으로·정보를·교환하기·위한·네트워크를·연구하던·중·패킷·방식이·안정적이라는·연구·

결과를·바탕으로·만들어졌다.·기종과·상관없이·상호·정보교환을·위해·TCP/IP·프로토콜로·통일되면서·소규모·통신망을·

상호·접속하는·형태에서·점차·발전하여·전·세계를·망라하는·거대한·통신망의·집합체가·되었다.·HTTP,·FTP,·SMTP·등·

TCP를·기반으로·한·많은·수의·애플리케이션·프로토콜들이·IP·위에서·동작하기·때문에,·묶어서·TCP/IP·프로토콜·슈트

(인터넷·프로토콜·슈트)라고·부르기도·한다.

▶·블록체인·개발배경

블록체인은·비트코인과·같은·암호화폐를·중심으로·한·분산·원장·및·거래·확인을·위해·처음·제안되었으며·기본개념은··

'블록'이라고·하는·소규모·데이터들이·체인·형태의·연결고리로·분산·저장되어·누구라도·임의로·수정할·수·없고·누구나·

변경의·결과를·열람할·수·있는·분산데이터·저장기술을·뜻한다.

▶·유사점

인터넷과·블록체인은·전혀·다른·개발·배경과·정의를·가지고·있지만·유사한·부분도·존재한다.

첫번째, 인터넷과 블록체인은 프로토콜 단계에서 시작된다는 면에선 동일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이·인터넷·프로토콜·집합(TCP/IP)·기반·위에·웹·서비스(HTTP)나·SMTP,·IMAP·등이·동작하고·있다면·블록체인·

역시·비트코인과·알트코인(이더리움·등)이라는·프로토콜·위에·DApp(댑)이라는·불리는·분산·애플리케이션이·동작한다.·

이를·통해·블록체인은·기존의·웹·서비스들을·가능하게·한·프로토콜·단계에서의·변화를·이끌어내어·분산화된·DB를·통해,·

누구나·데이터에·접근이·가능하며,·자유롭게·정보가·공유될·수·있다.
··

두번째, 인터넷과 블록체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조직이 없다.

인터넷을·대표하는·조직으로·ISOC(Internet·Society)가·있지만·인터넷을·총괄·관리하는·기구는·아니며·인터넷상의·어떤·

컴퓨터·또는·통신망에·이상이·발생하더라도·통신망·전체에는·영향을·주지·않도록·실제의·관리와·접속은·세계·각지에서·

분산적으로·행해진다.·블록체인·역시·마찬가지로·모든·거래·내역이·P2P·방식으로·참여하는·모든·사용자에게·똑같이·전송

되며·누구도·거래·내역을·임의로·수정하거나·누락시킬·수·없으나·누구나·변경의·결과를·열람할·수·있다.

개요01.

[그림 6-1] 가치의 인터넷 블록체인 – 출처 : https://steemit.com/internet2/@josanku/2z2121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개발 배경 · 유사점02.

먼저·인터넷과·블록체인의·개발·배경부터·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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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Web에서는·프로토콜이·아닌·프로토콜·기반의·Application·서비스(Google,·Facebook·등)에서·가치가·창출되었으며·

프로토콜·개발을·통해·창출하는·가치와·창출한·가치·대비·수익이·낮았던·것은,·정보가·Application에·갇혀·있었기·때문

이라고·말한다.·이러한·의견·뒤에·블록체인은·프로토콜을·분산화된·형태로·재구축할·것이며,·이를·중심으로·기술의·개발·및·

가치·창출이·이루어질·것이라는·예상도·내놓았다.

즉,·인터넷은·프로토콜·단계가·아닌·응용서비스·부분에서·가치가·생성되어·왔지만·블록체인은·프로토콜·단계에서부터·

가치를·생성할·수·있다는·점에·차이를·두고·있는·것이다.·

다만·모두가·이·말에·동의하진·않는다.·Joel·Monegro의·의견에·대해·Celsius의·Alex·Mashinsky는·블록체인의·미래는·

프로토콜·단계에서·멈추지·않고·DApp에·있다고·말하고·있다.·또한·DApp의·가치는·필연적으로·급증할·것이라고도·

의견을·밝혔다.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차이점03. 현재 시점에서 대체할 수 있는 영역과 대체할 수 없는 영역04.

마무리05.

참고자료06.

[그림 6-2] Fat Protocol – 출처 : http://www.usv.com/blog/fat-protocols

그렇다면·인터넷과·블록체인의·차이점은·무엇일까?

이에·대한·묘사는·Placeholder·VC의·Joel·Monegro의·Fat·Protocol·설명으로·보다·명확하게·이해할·수·있을·것·같다.·

Joel·Monegro는·블록체인은·기존·웹(인터넷)·기반의·Thin(얇은)·Protocol과·달리·Fat(두터운)·Protocol의·모습이라는·

표현을·한다.

블록체인이·지금의·인터넷이·제공하는·서비스(포탈서비스,·인터넷·쇼핑·등)를·대체할·수·있는가?·

포탈의·검색·속도와·정보·제공에서·인터넷에·비해·상대적으로·속도가·떨어지는·블록체인으로·대체하기는·쉽지·않을·것이며·

인터넷·쇼핑·역시·이전·'DAO·해킹'과·같은·사태가·발생할·가능성도·존재한다.·

다만·블록체인이·데이터의·신뢰성을·보증하는·기술이라는·의미를·강조하고·적용범위를·좀·더·축소해보면·대체할·수·있는·

영역이·존재하며·실제·구현되고·있다.·그·중·몇·가지만·살펴보면·다음과·같다.

물론·아직·시작·단계이며·지속적으로·연구되고·있으므로·앞으로·블록체인이·인터넷·영역을·대체할·수·있는·부분은·점점·

늘어날·것이라고·생각된다.·

본·기고에서·주제로·잡았던·"블록체인은·인터넷을·대체할·수·있을까?"에·대한·결론을·이야기하자면·"아직은·알·수·없다"·

라는·것이다.·

블록체인은·보안성과·비용·감소,·가시성의·극대화··같은·분명한·장점을·가지고·있지만·현재·시장에·적용된·몇몇·사례를·

살펴보면·공공,·금융분야와·신원관리,·소유권·증명,·투표·등에·한정되어·있다.·또한·블록체인의·태생적인·한계라고·말하는·

확장성(사용자가·급격하게·늘어날·경우·증가한·트랜잭션을·효율적으로·처리하지·못하는·구조)과·프라이버시·등·해결해야·

하는·숙제도·있다.·

그러나·필요에·의해·기술·혁신을·만들어왔던·인류의·역사가·말해주듯이·이제까지의·중앙집권적인·구조를·탈피하고자·

하는·블록체인·개념에·많은·사람들이·동조하고·연구에·힘쓰고·있으므로·블록체인이·인터넷을·대체하는·날이·올·수·있다고·

생각된다.

[1]·Fat·Protocols·|·Union·Square·Ventures·-·http://www.usv.com/blog/fat-protocols

[2]·Fat·Protocols·Vs.·DApps·-·Creating·Long·Term·Value·on·the·Public·Blockchain·

https://hackernoon.com/fat-protocols-vs-dapps-creating-long-term-value-on-the-public-blockchain-565637747557

[3]·블록체인은·현재·어디쯤·와있나?·-· https://charlespyo.com/2017/11/16/%EB%B8%94%EB%A1%9D%EC%B2%B4·

%EC%9D%B8%EC%9D%80-%ED%98%84%EC%9E%AC-%EC%96%B4%EB%94%94%EC%AF%A4-%EC%99%80·

%EC%9E%88%EB%82%98/

▶·투명하고·추적·가능한·공급·유통망·시스템(Provenance)

제품이·생산·및·유통·과정을·거쳐·최종·소비자에게·도달하기까지·상품에·대한·모든·정보를·블록체인에·저장하는·공급·유통망(supply·

chain)·관리·시스템으로·생산자는·블록체인·상에·프로필을·생성하고·개인키를·발급받아·자신의·유통·기록을·관리.·사용자는·누구나·

스마트폰·앱을·통해·상품에·대한·이력을·확인·가능하다.

▶·블록체인·기반의·차량공유·서비스(LaZooz)

중앙·관리자가·아닌·블록체인·커뮤니티에·의해·운영된다는·점에서·기존·차량공유·서비스(Uber)와는·차별화되며·결제는·Zooz토큰을·

통해·이루어진다.·또한·택시·운전사와·이용자가·중개·수수료·없이·연결되고·요금은·두·주체간·합의로·결정된다.

▶·공공·서비스

서울시는·청년수당·지급과·장안평·중고자동차·매매·등에·블록체인·기술·도입을·목표로·'17년·하반기부터·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진행하고·있으며·청년들이·개인정보제공에·동의하면·서울시·서버가·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등·각·기관의·개인정보를·

한번에·조회해·접수하여·서류발급·절차·간소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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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글루시큐리티, 보안 진단 자동화 솔루션 

‘스마트가드’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똑똑한 보안 진단 자동화 솔루션 ‘스마트가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

[2018년·07월·24일]·이글루시큐리티가·국내·취약점·진단·시장·공략에·힘을·쏟는다.·차세대·통합보안관리·선도기업·㈜이글루시큐리티

(대표이사·이득춘,·www.igloosec.co.kr)는·IT·자산·관리와·취약점·관리를·하나의·솔루션으로·해결할·수·있는·보안·진단·자동화·

솔루션·'Smart[Guard](스마트가드)'를·조달청·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등록했다고·24일·밝혔다.·

'스마트가드'는·IT·자산관리와·취약점·진단·조치·기능을·통합적으로·실행할·수·있는·보안·진단·자동화·솔루션이다.·보안·관리자는·

기존의·자산관리·시스템이·보안과·관련된·SW·정보를·제공하지·않는·까닭에·수·많은·IT·자산을·일일이·진단해야·했던·어려움을·

해소하고,·보유한·IT·자산에·적용되는·취약점과·취약점·패치·결과,·기관·기업에·적용되는·규제·준수·여부를·수시로·확인하고·

점검할·수·있게·된다.·

'스마트가드'는·IT·인프라에서·구동되는·SW를·즉각적으로·식별해·HW에·설치된·SW가·변동되는·경우에도·즉각적인·대응이·

가능하다.·시스템·담당자가·IP와·ID/패스워드를·입력하면,·'스마트가드'가·에이전트를·설치하고·진단을·실시하여·시스템·정보

(멀티·IP·OS·라이브러리·바이너리·오픈·포트·등)를·자동으로·수집한다.·또한,·'포트·스캐닝'·기능을·통해·미·등록된·자산도·

빠르게·파악한다.

'스마트가드'는·운영체제(O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웹애플리케이션,·네트워크·보안·

장비를·포함해·약·60여·종에·달하는·다양한·IT·인프라·자산에·적용·가능하며,·각·자산·별·상세한·취약점·진단·항목이·이에·맞춰·

제공된다.·작년·12월에는·IT보안인증사무국으로부터·CC인증·EAL2·등급을·획득하며·제품의·우수성을·앞서·인정받았다.·

이글루시큐리티·이득춘·대표는·"취약점을·노리는·공격이·날로·증가하고·있는·만큼,·정보통신·기반시설·취약점·가이드,·ISMS·등의·

규제를·준수하는·동시에·실제·발생하는·공격에·대한·방어력을·높일·수·있는·상시·취약점·점검의·중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높은·수준의·기술력과·품질이·요구되는·나라장터·종합·쇼핑몰·등록을·계기로·취약점·진단·시장에서·입지를·다지는·데·주력·

하겠다"고·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