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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Security Issue

·· 2019년·예산(14조·8,348억·원)·편성안·발표…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에·619억·원·투입

·· 공공분야·민간·클라우드·이용·확산을·위한·'제·2차·클라우드·컴퓨팅·발전·기본계획'·마련·

·· SW·제값주기에·기여한·우수발주자·선정,·과기정통부·장관상·수여·

·· '제·5회·대한민국·SW융합·해커톤·대회'·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에·민원기·한국뉴욕주립대·석좌교수·선임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데이터경제·및·AI·활성화·민관합동·태스크포스'·발족회의·개최·

·· 국내·스마트카·환경에·특화된·보안·평가·기준·마련·착수

·· '한·미·일·개인정보·비식별·전문가·토크·콘서트'·개최·

·· 팔로알토·네트웍스와·글로벌·사이버·위협정보·공유·및·사고·대응·협력·강화를·위한·업무협약·체결·

·· '신기술·전자서명·기술설명회'·개최…노플러그인·기반의·새로운·인증·기술·소개·

·· 전·국민·대상의·'2018·블록체인·그랜드·챌린지'·개최…블록체인·활용·아이디어·모집·

·· 영세·중소기업·대상의·클라우드·기반·보안서비스·추진·

·· 각·지역별·정보보호·역량·강화를·지원하는·'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확대·계획·제시

·· 올·4분기·'핵·더·키사(Hack·The·KISA)'·라는·주제로·모의해킹대회·개최·

·· '제·15회·HDCON(해킹방어대회)'·개최…현업에·적용할·수·있는·침해사고·대응·아이디어·발굴

·· 국방부,·사이버사령부를·'사이버작전사령부'로·개편

····행정안전부,·국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외국계·글로벌·기업의·개인정보보호·실태·집중·점검·

·· 행정안전부,·'공공·부문·클라우드·컴퓨팅·기본계획'·마련…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까지·민간·

클라우드·서비스·이용범위·확대·

··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대통령에·제주도·블록체인·특구·지정·공식·제안

·· 'KISIA·국내·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통계청·국가승인통계로·지정…이를·계기로·조사·발표·

시기를·당해·연도로·앞당길·계획·

·· 미·워싱턴·D.C.에서·열린·정보보호·비즈니스·상담회·참가

이달의 주요 ISSUE

기타

'네가 알던 내가 아냐'… 
왓츠앱 메신저 대화 내용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취약점 발견 돼

▶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하와이를 향해 날라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허위 경보에 노출된 스마트시티들

▶

·· 전·세계·사용자가·15억·명에·달하는·와츠앱·메신저에서·비밀·대화·및·그룹·대화·내용을·조작할·수·있는·심각한·취약점이·

발견됨

·· 이를·발견한·'체크포인트'에·따르면,·메시지를·주고받은·당사자들만·메시지를·보게·해·주는·종단간·암호화가·진행되기·

전에·공격자들이·이·취약점을·이용해·와츠앱의·중요·속성들을·조작할·수·있는·것으로·나타남

·· 예를·들어·공격자가·그룹·채팅방에서·'인용'·기능을·활용할·시에는·특정·메시지·전송자의·신원을·바꿀·수·있고,·표적으로·

삼은·누군가를·속여··마치·단·둘이·있는·채팅방에서·정보를·공유하는·것처럼·보이게·만들·수·있는·것으로·나타남·

·· 체크포인트는·이·두·가지·모두·암호화가·본격적으로·시작되기·전에·발생하기·때문에,·메시지나·발신자의·상태가·조작된·

상태로·암호화가·진행되고·그·것이·누군가에게·전달될·가능성이·높다고·설명함

·· 산업용·IoT,·스마트·교통·시스템,·재난·관리·장비·등·스마트시티에·적용되는·여러·장비들을·악용한·사이버·공격·가능성이·

높아지고·있음.·올해·초·하와이·거주자들의·모바일·기기에·'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와이를·향해·날아오고·있다'는·

거짓·경고가·발송된·것이·대표적인·예임

·· 'IBM·엑스포스·레드'와·'쓰레트케어'가·스마트시티에·주로·적용되는·여러·기기를·실험한·결과에·따르면,·리벨리움

(Libelium),·에셜론(Echelon),·바텔(Battelle)·사가·만든·스마트시티·제품에서·제로데이·취약점들이·발견된·것으로·

나타남

·· 연구원들은·쇼단(Shodan)이나·센시스(Censys)와·같은·평범한·검색·엔진을·통해·이러한·취약점이·포함된·장비를·

수천·개·찾아내고,·또·이·장비들이·어떤·조직에서·어떤·목적으로·사용되고·있는지를·쉽게·알아낼·수·있었음

·· 전문가들은·어느·정도의·보안·지식만·있다면·누구나·쉽게·취약점을·찾아·스마트시티·시스템을·농락할·가능성이·있다며,·

스마트시티에·적용된·수억·대의·IoT·장비의·보안성에·주의를·기울일·것을·강조하고·있음

'점점~더 늘어나나 봐~'…갈수록 늘어나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어떻게 대응할까 ▶

'애플 보안 비상등 켜져'…맥 OS 노린 악성코드 증가   ▶

·· 소프트웨어·제품에서·발견되는·취약점·개수가·날로·증가하고·있고··이·중·'치명적'인·위험을·가진·취약점도·늘어나고·

있어·이에·대한·집중적인·관리가·요구됨

·· 미·보안업체·'리스크·베이스드·시큐리티'가·최근·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올해·1월·1일부터·6월·30일까지·공식적으로·

발표된·취약점은·총·10,644개로·작년·동기·대비·약·1,000개·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올해·발표된·취약점의·

17%는·CVSS·점수·시스템에서·9-10점·사이를·기록한·치명적인·위험도를·가진·것으로·분석됨

·· 보안·전문가들은·리스크·베이스드·시큐리티가·CVE·시스템과·더불어·독자운영하고·있는·취약점·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통계자료를·집계했다는·사실에·주목해야·한다고·강조함.·한·기관이나·조직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취약점을·

다·집계하는·것이·사실상·어려운·만큼,·취약점·관리를·위해·CVE·시스템에만·의존할·시에는·자칫·치명적인·위험을·가진·

취약점을·놓칠·수도·있다는·설명임

·· 글로벌·보안제품·테스트·기관인·AV-TEST의·최신·보고서에·따르면,·최근·몇·년간·새롭게·개발되는·악성코드·숫자는·

감소하고·있는·반면,·애플·맥·OS·를·겨냥한·악성코드는·오히려·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애플·사용자층이·꾸준히·

늘고·있기·때문

·· 보안·전문가들은·그·동안·맥·OS는·다른·OS와·비교해·보안상의·강점이·있다고·여겨져·왔으나,·더·이상·악성코드·공포에서·

안전할·수·없다며·이에·주의를·기울일·것을·권고하고·있음·

·· 이기종·기기/SW·간·연결성·호환성이·높아짐에·따라·취약점을·복합적으로·이용한·악성코드·유포는·더욱·증가할·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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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 생체 정보 확인 완료!'… 
얼굴과 목소리 확인해 타깃 저격하는 AI 스나이퍼 '딥락커' 등장 

▶

원격지원 SW 기업 R사의 코드서명 인증서 탈취 돼… 
정보 탈취 노리는 공급망 공격 주의보  

▶

'변신 합체 봇?' 새롭게 발견된 모듈형 다운로더, 어드바이저봇 주의보 ▶

'이 링크 클릭해봐~완전 웃기지?'…페이스북 계정 정보 탈취하는 악성코드 주의보▶

'내가 금융감독원으로 보이니?' 금융감독원 사칭한 APT 공격 주의보…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노려

▶

'한국인 G마켓 계정 정보 개당 1,600원에 팝니다'…
중국 오픈 마켓에서 버젓이 팔리는 한국인 개인정보

▶

·· 특정·사용자의·얼굴,·목소리·등을·인식해·사이버·공격을·시도하는·악성코드가·등장해·화제가·되고·있음

·· IBM은·최근·미국에서·열린·글로벌·보안·컨퍼런스·블랙햇을·통해,·AI·기반·사이버·공격의·위험성을·알리기·위해·직접·

개발한·새로운·유형의·악성코드인·'딥락커(DeepLocker)'를·소개함

·· '딥락커'는·마치·타깃을·저격하기·위해·완벽하게·위장한·스나이퍼와·유사하게,·특정·얼굴,·위치,·음성·등·타깃의·생체·

정보를·식별했을·시에만·공격을·수행하는·것이·특징임

·· 심층신경네트워크(DNN)·AI·모델이·적용된·'딥락커'는·타깃을·발견하기·전까지는·정상적인·파일인양·위장하기·때문에,·

안티바이러스,·샌드박스·등·다양한·보안·도구를·우회할·수·있음

·· 보안업계·관계자들은·AI·기반·보안·솔루션의·등장과·함께·AI를·사이버·공격·무기로·활용하려는·시도도·이어지고·있다며,·

이에·맞서·방어의·효율성을·어떻게·높일지·논의가·필요하다고·강조함·

·· 8월·6일·R사는·지난·7월·내부·상시·보안점검·중·코드서명·인증서가·외부로·유출된·징후를·파악해,·기존·인증서를·폐기

하고·신규·인증서로·대체했다고·공지함.·R사는·사내·PC·한·대가·멀웨어에·감염되어·파일·무결성·검증을·위한·코드

서명·인증서가·유출된·것으로·추정하고·있음

·· 코드서명은·배포되는·실행파일이·정당한·제작자에·의해·만들어졌고·또·위·변조되지·않았다는·것을·증명하는·일종의·

'디지털·인감'이라·할·수·있음.·따라서,·SW·제품의·코드서명·인증서가·탈취,·악용될·시에는·정상·SW로·가장한·악성

코드가·유포될·수·있어·위험할·수·있음

·· 공격자는·탈취한·인증서를·이용해·R사의·클라우드·서비스(ASP)·고객들이·사용하는·업데이트·서버를·악성코드·경유지/

유포지로·악용하려·한·것으로·추정됨

·· 모듈형·구조로·새로운·기능·추가가·가능한·모듈형·다운로더가·잇달아·발견되고·있음.·잘·눈에·띄지·않는·형태로·분석을·

피해·침투한·후·점차·다양한·기능을·추가할·수·있다는·점에서·큰·위협이·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프루프포인트'는·최근·식당,·호텔,·통신사에서·근무하는·임직원들을·겨냥한·악성·이메일에서·지금까지·한번도·기록

된·적·없는·'어드바이저봇'을·발견함.·이·어드바이저봇은·시스템에·침투한·이후·공격자들로부터·추가·페이로드를·부여·

받아·기능을·계속해서·덧붙이도록·설계되어·있는데,·디지털·지문(시스템·ID,·OS·버전,·도메인·관련·정보,·마이크로

소프트·아웃룩·계정·정보,·안티멀웨어·툴·정보·등)을·수집하며·원하는·시스템을·계속해서·찾는·것으로·나타남

·· 프루프포인트가·앞서·발견한·모듈형·다운로더인·'마랍'·역시·공격자들이·추가·페이로드·및·기능을·추가할·수·있도록·

설계되어·있으나,·현재까지는·디지털·기문·채취·기능만을·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됨

·· 보안·전문가들은·모듈형·다운로더는·다른·멀웨어에·비해·용량도·작고·조용해·아무런·소리·없이·서버나·클라이언트에·

쉽게·침투할·수·있고,·또·안티멀웨어·툴이나·샌드박스·환경을·미리·탐지하는·기능을·가지고·있어·분석하기도·어렵다며,·

피싱·이메일에·주의를·기울이고·더·견고한·방어막을·마련할·것을·권고하고·있음

·· 페이스북·계정을·탈취해·악용하려는·악성코드가·유포되고·있음.·공격자가·탈취한·계정을·이용해,·온라인·지인들에게·

악성·URL을·공유하거나·지인을·사칭해·금전을·요구하는·행위를·할·가능성이·높아,·페이스북·사용자들의·각별한·

주의가·요구됨

·· 사용자·PC가·이·악성코드에·감염되면·'구성을·위한·파일을·찾을·수·없다.·응용프로그램을·재설치·하라'는·가짜·알림창이·

화면에·뜨는·동시에·뒷단에서는·사용자·몰래·계정·정보를·빼내려는·악성·행위가·일어나게·됨

·· 이·악성코드는·사용자·PC에·저장된·페이스북·인증·정보를·확인해·페이스북·계정·정보를·탈취하는데,·PC에·가상·머신·

이나·악성코드·분석·프로그램·등·보안·솔루션이·있는지를·먼저·확인하고·없을·경우에만·작동하는·특성이·있는·것으로·

파악됨

·· 보안·전문가들은·SNS에서·공유되는·출처·불분명·URL·링크·실행을·자제하고,·OS·및·인터넷·브라우저,·오피스·SW·

등·프로그램에·최신·보안·패치를·적용하는·등·기본적인·보안·수칙을·잘·지킬·것을·권고하고·있음

·· 최근·가상화폐·거래소를·노린·APT·공격·정황이·잇달아·포착되고·있어,·관계자들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 공격자들은·주·공격·대상인·가상화폐·거래소·관계자가·첨부파일을·열람하도록·유도하기·위해·마치·금융감독원이·

발송한·공지문인·양·위장한·(유사수신행위·법률·위반·통지문)·악성·문서파일을·발송하고·있는데,·고발인과·피고발인·

등·특정인의·신상정보를·구체적으로·기재해·공격·대상자가·보다·쉽게·신뢰하게·만드는·것으로·나타남

·· 이·악성·문서파일을·열람할·시에는·어도비·플래시·파일로·위장한·악성·DLL·파일이·공격·대상자의·PC에·설치되어,·

공격자의·추가·명령을·수행하게·됨

·· 이번·공격은·특정·국가가·배후에·있는·것으로·알려진·'오퍼레이션·아라비안·나이트',·'오퍼레이션·스타그루져'·등과의·

연계성이·높은·것으로·유추되고·있음

·· 국내·온라인·쇼핑몰인·G마켓·회원·개인정보가·중국·최대의·오픈·마켓인·타오바오에서·개당·10위안(1,600원)에·

거래되는·정황이·포착됨.·한국·정부와·기업에서는·중국·정부와·인터넷사업자에·불법·개인정보·거래를·차단해줄·것을·

요구하고·있지만·이들은·미온적인·태도로·일관하고·있는·실정임

·· 디지털타임스·취재에·따르면,·이·G마켓·계정·판매자는·국내에서·인기리에·방영된·'프로듀스48'·인기·투표를·위한·

용도로·사용자들에게·한국인·G마켓·회원·정보(ID와·비밀번호는·물론·기존·구매·내역,·연락처,·주소·정보·포함)를·

제공했던·것으로·나타남

·· G마켓은·자사·회원들의·개인정보가·타오바오를·통해·거래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하고,·타오바오에·판매·중단·및·

판매자에·대한·제재를·요구했으나·아직·해결되지·않아·대책을·강구하고·있음.·특히·철저히·관리되고·보호돼야·할·

자체·회원·정보가·어떤·경로로·유출됐는지,·실제·G마켓·회원들의·정보가·맞는지·파악이·안돼·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고·

있는·상황임

·· 더·큰·문제는·G마켓뿐만·아니라·다음·카카오,·아프리카·TV·등·국내·인터넷·서비스를·위한·다른·계정들·역시·중국·내·

오픈·마켓에서·정상적으로·유통되고·있다는·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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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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한·달간·수집된·이벤트·분석·결과,·Telnet(TCP/23)·포트를·이용한·이벤트가·전월·대비·상승하였으며,·그·외·

Unassigned(TCP/7000),·MYSQL(TCP/3306)·포트가·새롭게·순위에·진입하였다.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01.

순위 서비스(포트) 건수 비율(%) 등락

1 HTTP(TCP/80) 2,129,333,431 48.89% -

2 DNS(UDP/53) 757,483,805 17.39% -

3 Microsoft-DS(TCP/445) 480,198,113 11.02% -

4 HTTPS(TCP/443) 396,917,525· 9.11% -

5 ICMP(0·/ICMP) 192,830,464 4.43% -

6 SNMP(UDP/161) 171,196,839 3.93% -

7 Unassigned(TCP/9900) 107,540,018 2.47% -

8 Telnet(TCP/23) 49,581,006· 1.14% ▲1

9 Unassigned(TCP/7000) 39,921,904 0.92% NEW

10 MYSQL(TCP/3306) 30,638,984 0.70% NEW

총계 4,355,642,089 100.00% -

2018년·9월·한·달간·수집된·이벤트·분석·결과,·웹·서비스·관련·서비스·포트가·여전히·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최근·웹·서비스를·이용한·SQL·Injection·공격·빈도수가·증가한·것으로·확인되므로,·서버·관리자는·보안·점검을·통한·

시큐어·코딩·등의·보안·조치를·권고한다.·

그·외·금월·새롭게·확인·된·서비스·포트·MYSQL(TCP/3306)·서비스는·DB관련·서비스·포트로·,·SQL·질의문을·사용하여·

내부·정보에·접근하여·검색,·삽입,·수정·등이·가능하므로·외부에서·접근·할·수·없도록·주기적인·정책·확인·및·서비스·사용·

여부·점검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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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공격·이벤트·중·UDP·Tear·Drop,·TCP·Packet·Window·Size·Attack,·javascript:·(Common·XSS·

Injection·-7),·MS·WINS·Server·Registration·Spoofing·Vuln-1·이벤트가·새롭게·확인되었다.·

그·중·javascript:·(Common·XSS·Injection·-7)공격·이벤트는·전월과·비교하여·80만건·가량·공격·건수가·급증하였다.·

해당·공격은·악성·스크립트·코드가·포함된·글을·작성하여,·웹·사이트·사용자들이·악의적·코드가·삽입된·페이지에·접근을·

시도할·때·글에·포함된·악성·스크립트를·실행하게·하는·공격이다.·

최근·웹·사이트의·취약한·보안을·파고들기·위한·스캔성·Injection·이벤트가·급증하고·있으므로,·서버·보안·관리자는·입력·값·

제한·및·검증·등·다양한·보안·점검을·통한·서버·보안·조치를·권고한다.·

[그림 2-2] 월간 공격 패턴 TOP 10

2018년·9월·공격·이벤트·분석·결과,·SYN·Port·Scan,·Dcom_TCP_Sweep·이벤트·순위가·하락하였으며,·그·외·HTTP·

Connection·Limit·Exhaustion·Attack·이벤트가·전월·대비·2단계·상승한·추이를·보이고·있다.

월간 공격 서비스 (패턴) TOP 1003.

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Service·connect·(tcp-445) 278,742,396 74.14% -

2 ACK·Port·Scan·(F/W·Scan) 25,233,634 6.71% -

3 UDP·Tear·Drop 20,456,167 5.44% NEW

4 MySQL-Server·Login·Brute·force 19,270,397 5.13% -

5 SYN·Port·Scan 13,186,808 3.51% ▼2

6
Dcom_TCP_Sweep·

(MSBlaster·Worm··Messenger)
6,126,902 1.63% ▼1

7 TCP·Packet·Window·Size·Attack·(SlowRead) 6,027,467 1.60% NEW

8
HTTP·Connection·Limit·Exhaustion·Attack·

(By·Slowloris)
5,370,403 1.43% ▲2

9 javascript:·(Common·XSS·Injection·-7) 883,957 0.24% NEW

10
MS·WINS·Server·Registration·Spoofing·Vuln-1

[Req](UDP-137)
675,669 0.18% NEW

총계 375,973,800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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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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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P Rear Drop

정상적으로·패킷을·전송할·때·단편화가·발생하면·재·조립·시에·정확한·조립을·위해·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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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그·범위를·넘어서는·overflow를·일으켜·시스템의·기능을·마비시켜·버리는·DOS·공격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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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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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Dcom_TCP_
Sweep

(MSBlaster 
Worm  

Me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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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의·일종으로,·해당·웜은·TCP/13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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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한·과정에서·감염·시스템의·트래픽이·상승할·수·있다.·

TCP Packet 
Window Size 

Attack 
(SlowRead)

웹·어플리케이션·통신·중·TCP·프로토콜·기반·통신을·할·때·3way·handshaking과정을·거치게·

되는데,·이·과정에서·한번에·처리할·수·있는·Data사이즈를·정의하게·된다.·공격자는·공격·대상·

서버에·이·사이즈를·정의하는·Window·Size를·작은·값으로·설정하여·보냄으로써,·서버가·계속

해서·데이터를·전송하도록·만들·수·있다.·이러한·데이터·요청이·다양한·포트를·통해·지속적으로·

발생될·경우,·서버는·요청을·처리하지·못하고·응답할·수·없는·서비스·거부·상태에·빠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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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vascript: 
(Common XSS 
Injection -7)

javascript:·(Common·XSS·Injection·-7)·취약점은·공격자가·웹·애플리케이션을·사용해서·

다른·최종·사용자에게·자바스크립트와·같은·악성·데이터를·보낼·때·발생한다.·최종·사용자들은··

이렇게·악성·코드들이·포함된·웹·사이트의·링크를·클릭하거나·이메일에·포함된·내용을·읽거나·

BBS에·게시된·게시물을·클릭하는·것만으로도·사용자의·환경·설정사항을·변경하거나,·쿠키

(cook-ie)를·가로채고·잘못된·광고들·게시하는·등의·일들을·할·수·있다.

MS WINS 
Server 

Registration 
Spoofing Vuln-1

[Req]
(UDP-137)

해당·공격은·Windows·WINS·서버에서·네임이·등록되는·과정에서·NetBIOS·통신·네임을·적절히·

검증하지·않아·발생하는·취약점이다.·취약점을·이용하여·공격자는·웹·프록시를·스푸핑을·통한·

공격자가·선택한·주소로·인터넷·트래픽을·리디렉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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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01.

TTP(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분석03.

서비스사업본부 보안분석팀

2) 영향

1) 요약

○·HIDDEN·COBRA·켐페인의·오퍼레이션·KEYMARBLE

○·RAT(Remote·Access·Tool)를·이용한·백도어·프로그램

HIDDEN·COBRA·켐페인·중·이번·신규·악성코드(오퍼레이션·KEYMARBLE)는·API·난독화와·더불어·악성행위·모듈이·

강화되었다.

악성코드가·실행됨에·따라·시스템에·발생할·수·있는·영향은·아래·[표·3-1]과·같다.

본·악성코드는·실행·시·고정된·3개의·C&C·서버에·대해·연결을·시도한다.·C&C·서버·연결에·성공할·경우,·공격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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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악성코드에 의한 시스템 영향

정보·탈취

파일

네트워크

프로세스

·· HDD·/·CD-ROM·관련·정보·(신규·기능)

·· 파일·/·디렉터리·열거·및·정보

·· 시스템·/·네트워크·관련·정보·(신규·기능)

·· 실행·중인·모든·프로세스·관련·정보·(신규·기능)

·· 데스크탑·화면·스크린샷·(신규·기능)

·· 파일·삭제

·· 파일·시간값·위조

·· 파일·다운로드

·· 파일·업로드

·· 프로세스·실행

·· 프로세스·강제종료

·· 쉘·명령·실행

구분 내용

침해지표02.

[표 3-2] 악성코드 정보

[표 3-3] C&C 서버 IP 주소 및 포트 목록

[표 3-4] 악성코드 정보

악성코드·분석에·사용된·샘플·정보는·아래·[표·3-2]와·같다.

악성코드가·네트워크·접속을·시도하는·서버·정보는·아래·[표·3-3]과·같다.

아래·[표·3-4]는·HIDDEN·COBRA·켐페인·악성코드에서·나타나는·난독화·된·API·복호화·방식이다.

SHA-256

파일·크기

파일·형식

1

2

3

1

2

3

○

X

○

1바이트·산술연산

단순·전치암호

1바이트·XOR·연산

100.43.153.60

104.194.160.59

212.143.21.43

ASCII·문자열·
iamsorry!@1234567

16진수·0xDB

_

995

443

995

e23900b00ffd67cd8dfa3283d9ced691566df6d63d1d46c95b22569b49011f09

124kB·(126,976-bytes)

Win32·EXE

구분

순번

오퍼레이션

내용

IP주소

API·복호화·방식

API·복호화·방식 복호화·키 복호화·방식

포트

1) 악성코드 정보

2) 네트워크

1) API 난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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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난독화되지 않은 URLDownloadToFileA() 함수 이름

[그림 3-3] 난독화된 GetProcessTimes() 함수 이름의 복호화

[그림 3-4] 난독화된 WinExec() 함수 이름의 복호화

[그림 3-2] 난독화된 NetShareEnum() 함수 이름의 복호화

KEYMARBLE은·TYPEFRAME의·악성행위·모듈을·계승·및·발전시킨·악성코드이다.·KEYMARBLE은·TYPEFRAME

에서·사용된·미흡한·난독화·기술·대신·Jouanap/Brambul에서·활용한·코드를·발전시켜·한층·더·강력한·API·난독화·

기술을·적용하였다.

아래·[그림·3-1]은·Jouanap/Brambul에서·일부·평문으로·노출되는·API·함수를·나타낸다.

아래·[그림·3-3]은·TYPEFRAME에서·API·함수·이름과·동일한·길이를·가진·암호문을·나타내고·있다.·해당·암호문은·스택

에서·원래·API·함수·이름으로·복호화·된다.

아래·[그림·3-4]는·KEYMARBLE에서·난독화된·API·함수의·복호화·루틴을·나타내고·있다.·KEYMARBLE에서는·

복호화·된·API·이름을·전역변수·메모리·공간에·저장하는·방식을·사용한다.·

아래·[그림·3-2]는·Jouanap/Brambul에서·난독화된·API·함수의·복호화·루틴을·나타내고·있다.·Jouanap/Brambul

에서는·복호화·된·API·이름을·동적으로·할당된·메모리에·저장하는·방식을·사용한다.

①·오퍼레이션·Jouanap/Brambul

②·오퍼레이션·TYPEFRAME

③·오퍼레이션·KEYMAR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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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기본 악성행위 모듈

[그림 3-6] 신규 악성행위 모듈

[그림 3-7] 난독화된 API

[그림 3-8] 난독화 해제

2) 악성행위 모듈

아래·[그림·3-5]와·같이·이번·신규·악성코드(오퍼레이션·KEYMARBLE)에서도·이전·악성코드(오퍼레이션·TYPEFRAME)·

에서·사용된·대부분의·악성행위·모듈이·동일하게·구현되고·있다.

아래·[그림·3-6]과·같이·신규·악성코드는·정보·탈취와·관련된·모듈과·화면·스크린샷·전송·기능도·추가되었다.

상세 분석04.

아래·[그림·3-7]과·같이·함수·포인터를·이용하여·API·함수를·호출하도록·하는·방식은·정적·분석을·방해하는·안티·리버싱

(Anti-reversing)·기법·중·하나이다.·

정적·분석에·용이하도록·OllyDbg와·같은·디버깅·도구로·해당·코드를·직접·실행하면서·아래·[그림·3-8]과·같이·함수·포인터에·

대응되는·API·함수의·이름들을·수동으로·매핑한다.

1) API 난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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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9] 하드코딩된 C&C 서버의 IP:PORT 쌍

[그림 3-10] C&C 서버 연결 루프

[그림 3-12] C&C 서버와의 TCP 3-Way Handshake

2) C&C 서버 연결

아래·[그림·3-9]에서·볼·수·있듯이·.rdata·섹션에·하드코딩된·C&C·서버의·IP:PORT·쌍·목록을·확인할·수·있다.·악성

코드가·접속을·시도하는·C&C·서버는·총·3식이다.

아래·[그림·3-10]에서·볼·수·있는·sub_401660()·함수는·연결하고자·하는·C&C·서버를·결정하고,·결정된·C&C·서버로의·

연결을·수행한다.·연결하는·과정은·반복문을·사용해·연결에·성공할·때까지·반복해서·시도한다.

아래·[그림·3-12]는·소켓을·Non-blocking·I/O·모드로·설정한·후,·앞서·결정된·C&C·서버로·실제·연결을·수행하는·

코드이다.

[그림 3-11] 연결할 C&C 서버 결정

아래·[그림·3-11]은·sub_401660()·함수·내부에서·총·3식의·C&C·서버·중·임의의·값으로·연결할·서버를·결정하는·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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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_403A60·함수에서·수행되는·악성행위·목록은·아래·[표·3-5]와·같다.

[그림 3-13] C&C 서버 연결 후 악성행위 수행

아래·[그림·3-13]은·C&C·서버·연결·성공·시·recv()·함수를·통해·C&C·서버로부터·수신한·각·상태코드에·대응되는·악성행위를·

수행한다.·루프·속에서·sub_405A30()·함수를·통해·C&C·서버로부터·상태코드를·받고,·sub_403A60()·함수에서·해당·

상태코드에·대응되는·악성행위를·수행한다.

[표 3-5] 상태코드에 대응되는 악성행위 목록

0x123455E

0x1234558

0x123455D

0x123455A

0x1234579

0x123455C

0x1234577

0x1234575

0x123455B

0x1234559

0x123455F

0x1234560

HDD·/·CD-ROM·관련·정보·탈취

파일·/·디렉터리·열거·및·정보·탈취

시스템·/·네트워크·관련·정보·탈취

실행·중인·모든·프로세스·관련·정보·탈취

데스크탑·화면·스크린샷·전송

파일·삭제

파일·시간값·위조

프로세스·실행

프로세스·강제종료

쉘·명령·실행

파일·다운로드

파일·업로드

상태코드 내용

[그림 3-14] HDD / CD-ROM 관련 정보 탈취

[그림 3-15] 공격자가 지정한 디렉터리 내 하위 디렉터리 및 파일 열거

3) 디스크 드라이브 정보 탈취 (상태코드 0x123455E)

4) 파일 / 디렉터리 관련 정보 탈취 (상태코드 0x1234558)

아래·[그림·3-14]는·시스템에서·사용·가능한·모든·하드·디스크·드라이브와·CD-ROM·드라이브만·필터링·한·후,·각·

드라이브에·대한·이름과·종류를·배열로·저장해서·C&C·서버로·전송한다.·이로써·공격자는·감염·시스템에서·사용·중인·

하드·디스크·드라이브와·CD-ROM에·대응되는·레터링·문자(C:\,·D:\·등)를·알·수·있다.

아래·[그림·3-15]는·C&C·서버를·통해·공격자로부터·특정·디렉터리·이름을·수신한·후,·해당·디렉터리·내에·존재하는·

모든·하위·디렉터리·목록과·파일들을·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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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MAC / IP 주소 탈취

[그림 3-19] Windows 운영체제 버전 정보 탈취

[그림 3-17]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련 정보 탈취

5) 시스템 / 네트워크 관련 정보 탈취 (상태코드 0x123455D)

아래·[그림·3-18]은·GetAdaptersInfo()·함수를·이용해서·시스템의·MAC·/·IP·주소를·얻는·코드이다.

아래·[그림·3-19]는·레지스트리·값·"ProductName"의·데이터를·참조하여·OS·버전을·얻는·코드이다.

아래·[그림·3-17]은·감염된·시스템·전반에·대한·정보와·MAC·/·IP·주소를·탈취하는·코드이다.·탈취한·정보는·공격자에게·

전송된다.

[그림 3-16] 하위 디렉터리 및 파일에 대한 정보 탈취

수집된·파일·/·디렉터리에·대한·정보는·아래·[그림·3-16]처럼·공격자에게·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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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CPU 비트 수 정보 탈취

[그림 3-23] 제품 ID 정보 탈취

아래·[그림·3-22]는·레지스트리·값·"BuildLabEx"의·데이터를·참조하여·CPU·비트·수를·얻는·코드이다.

아래·[그림·3-23]은·레지스트리·값·"ProductId"의·데이터를·참조하여·제품·ID를·얻는·코드이다.

[그림 3-20] 프로세서 정보 탈취

[그림 3-21]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용량 정보 탈취

아래·[그림·3-20]은·레지스트리·값·"ProcessorNameString"의·데이터를·참조하여·프로세서(CPU)·정보를·얻는·코드이다.

아래·[그림·3-21]은·GetDiskFreeSpaceEx()·함수를·이용해·사용·중인·각·하드·디스크의·총·용량과·사용·가능한·용량·

정보를·탈취하는·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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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화면 스크린샷 설정

[그림 3-26] 화면 스크린샷 파일 이름 생성

[그림 3-28] 화면 스크린샷 파일 저장

·아래·[그림·3-27]은·화면·스크린샷을·찍기·위한·너비·/·높이를·설정하는·코드이다.

[그림 3-24] SYSTEM_PROCESS_INFORMATION 구조체 배열 반환

[그림 3-25] 각 구조체에 대응되는 프로세스 정보 탈취

아래·[그림·3-24]는·ZwQuerySystemInformation()·함수를·통해·실행·중인·모든·프로세스에·대한·정보를·담고·있는·

SYSTEM_PROCESS_INFORMATION·구조체·배열을·얻는·코드이다.

아래·[그림·3-25]는·각·구조체를·참조해서·해당·프로세스의·여러·정보를·얻는·코드이다.

6) 화면 스크린샷 전송 (상태코드 0X1234579)

아래·[그림·3-26]은·화면·스크린샷을·저장할·파일·이름·"tmpE5B4123.tmp"를·생성하는·코드이다.

아래·[그림·3-28]은·화면·스크린샷을·"tmpE5B4123.tmp"·파일에·저장하는·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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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파일 삭제 [그림 3-31] 프로세스 강제종료

[그림 3-30] 파일 시간 값 위조 [그림 3-32] 프로세스 실행

아래·[그림·3-29]는·C&C·서버를·통해·공격자로부터·특정·파일·이름을·수신한·후,·해당·파일을·시스템에서·삭제하는·

코드이다.

아래·[그림·3-31]은·C&C·서버를·통해·공격자로부터·특정·프로세스·이름을·수신한·후,·해당·프로세스를·sub_404400()·

함수에서·강제·종료하는·코드이다.

아래·[그림·3-30]은·C&C·서버를·통해·공격자로부터·특정·파일·이름을·수신한·후,·해당·파일의·시간·값을·다른·파일의·

시간·값으로·위조하는·코드이다.

아래·[그림·3-32]는·C&C·서버를·통해·공격자로부터·특정·실행파일·이름을·수신한·후,·해당·실행파일을·프로세스로·

실행하는·코드이다.

7) 파일 삭제 (상태코드 0X123455C) 9) 프로세스 강제종료 (상태코드 0x123455B)

8) 파일 시간값 위조 (상태코드 0x1234577) 10) 프로세스 실행 (상태코드 0x123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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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파일을 복사하는 쉘 명령 실행
[그림 3-35] 다운로드 파일 정보 수신

[그림 3-34] 파일 내용 탈취

[그림 3-36] 파일 다운로드

아래·[그림·3-33]은·C&C·서버를·통해·공격자로부터·특정·파일·이름을·수신한·후,·쉘·명령으로·해당·파일을·"PM○○

○○.tmp"·파일로·복사하는·코드이다.·여기서·파일·이름에·사용되는·○○○○는·시스템·시간에·따라·임의의·값으로··

주어진다.

아래·[그림·3-35]는·C&C·서버를·통해·공격자로부터·다운로드·받을·파일의·이름과·크기를·수신하는·코드이다.

아래·[그림·3-34]는·쉘·명령을·종료하고,·복사된·파일·내용을·읽어서·공격자에게·전송하는·코드이다.

아래·[그림·3-36]은·C&C·서버를·통해·공격자로부터·다운로드·파일의·내용을·수신해서·새로운·파일에·내용을·써나가는·

코드이다.·결과적으로,·공격자가·지정한·파일이·감염된·시스템에·다운로드·된다.

11) 쉘 명령 실행 (상태코드 0x1234559) 12) 파일 다운로드 (상태코드 0x12345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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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업로드 대상 파일 유무 확인

[그림 3-38] 파일 업로드

아래·[그림·3-37]은·C&C·서버를·통해·공격자로부터·특정·파일·이름을·수신한·후,·해당·파일이·존재하는지·확인한다.·

만일·존재한다면·해당·파일의·크기를·공격자에게·전송하는·코드이다.

[1]·https://www.us-cert.gov/ncas/analysis-reports/AR18-221A

아래·[그림·3-38]은·공격자로부터·수신한·특정·파일·이름에·해당되는·파일의·내용을·C&C·서버로·전송하는·코드이다.·

결과적으로,·감염된·시스템에·존재하는·파일이·C&C·서버로·업로드·된다.

13) 파일 업로드 (상태코드 0x1234560) 참고자료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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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을 이용한
BitCoin-Miner 악성코드 탐지

기술지원센터 기술 1팀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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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Coin-Miner 개요

1) 기존 정보의 제약 사항

2) 상관분석 기능 및 효과

2) BitCoin-Miner 공격  시나리오

SPiDER-TM에서·제공하는·상관분석·기능을·활용하면·악성코드의·여러·공격들간의·인과관계·분석을·통해·공격을·

탐지하고·분석할·수·있다.

상관분석을·활용하여·BitCoin-Miner·악성코드를·탐지하는·방법을·알아보자.

공격 시나리오03.

상관분석02.

최근·뉴스를·보면·비트코인에·관련된·신문기사를·자주·볼·수·있다.·확인할·수는·없으나·가까운·미래에·경제·및·금융에·

많은·변화를·일으킬·가능성·매우·높은·재화가·비트코인이·아닌가·한다.·현재·이런·비트코인을·채굴하기·위해·많이·발생

되는·공격형태를·SIEM의·상관분석의·기능으로·탐지·하고자·한다.

 · 단편적인 경보를 통하여 탐지되는 정보의 한계

 · 이기종 장비에서 탐지되는 공격행위의 상관관계를 통한 분석의 한계

 · 공격의 유효성 확인의 어려움

 · 공격의 인과관계를 통하여 공격의 정오탐 여부를 검증

 · 단편적 정보가 아닌 복합적 정보를 통하여 공격의 행위를 복합적으로 검증

①·피해자의·유해·사이트·접근

②·웹·사이트·내에서의·감염

③·피해·대상의·Drive·By·Download

④·PC에·설치된·APT·장비에서의·탐지

ⓐ·공격자는·취약점이·존재하는·웹·서버에·악성코드를·심어·넣고·공격대상을·기다린다.

ⓑ·감염대상은·공격자가·악성코드를·심어놓은·웹·사이트를·직접·방문하는게·아니라·광고나·팝업·등·다양한·방법으로·

·····감염대상에게·모르게·악성코드가·설치된다.

ⓒ·악성코드는·탐지형·보안장비를·통해·유입되면서·감염대상의·네트워크·내에·유입된다.

ⓓ·네트워크로·유입되는·악성코드는·단말기에·사용자의·의도와는·상관없이·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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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Miner 악성코드 상관분석04.

1) BitCoin-Miner 악성코드 상관분석 등록 2) 상관분석 시나리오 등록 및 탐지

①·상관분석·1단계·:·내부사용자의·유해IP접근·(FW) ①·상관분석·시나리오·룰·등록·:·상관분석·룰명·-·[상관분석]·BitCoin-Miner·악성코드·탐지

1차·-·내부사용자의·유해IP접근·(FW)·

2차·-·IPS에서·Drive·By·Download·탐지·(IPS·패턴명·→·Drive·By·Download)··승계조건·:·Source·IP

3차·-·APT·장비에서의·비트코인·마이너·탐지·(APT·탐지명·→·Bitcoinminer)··승계조건·:·Source·IP

②·상관분석·2단계·:·IPS에서·Drive·By·Download·탐지·(IPS·패턴명·→·Drive·By·Download)

②·상관분석·경보·탐지

③·상관분석·3단계·:·APT·장비에서의·비트코인·마이너·탐지·(APT·탐지명·→·Bitcoin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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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추적 분석을 활용한 Victim PC 추적05. 결론06.

1) 상관분석에서 로그추적분석 단계로 전환

2) 로그추적분석을 활용한 Victim PC 추적

발생된·상관분석·경보의·출발지·IP에·마우스·우측·버튼으로·로그추적·분석·클릭

SPiDER-TM·5.0에서·제공하고·있는·상관분석·시나리오·룰을·이용하여·BitCoin-Miner·악성코드를·사전에·탐지하여·

차단을·할·수·있다.

그러나·PC가·악성코드에·이미·감염되어·있어·비트코인을·자동으로·채굴해주는·프로그램이·실행·된다면·그럴듯해·보이는·

서비스명과·설명으로·위장을·하기·때문에·찾아내기가·쉽지·않다.

또·BitCoinMiner가·실행되고·나면,·CPU·점유율과·메모리·사용량이·급격하게·증가하여,·PC의·성능이·두드러지게·

저하된다.

따라서·사용자들은·이러한·악성코드에·감염이·되지·않기·위해,·출처가·불분명한·이메일에·있는·링크·및·첨부·파일에·대해·

열람을·삼가·해야·하고·PC의·백신을·항상·최신·업데이트·상태로·유지를·해야·한다.

분석·조건에·자동으로·출발지·IP가·등록되어·보안장비에서·공격·플로우·이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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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K와 Event Log Explorer를 이용한 
대용량 이벤트 로그 분석

각종·시스템에서·수집된·로그는·시스템·또는·애플리케이션의·장애·징후를·파악하기·위한·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하지만·장기간·수집되어·기록된·로그는·그·수가·방대하여,·분석을·위해서는·최적화된·도구와·방법이·필요하다.·이러한·

대용량·로그를·분석하기·위한·방법으로·오픈·소스·빅데이터·검색·엔진·'ELK'와·'Event·Log·Explorer'를·종합적으로·

사용하여·대용량·윈도우·이벤트·로그를·분석하는·방법을·소개하고자·한다.

개요01.

서비스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이경엽

[그림 5-2] 이벤트 로그 분석 순서

ELK와 Event Log Explorer02.

ELK(ElasticSearch,·Logstash,·Kibana)와·Event·Log·Explorer를·소개하고·활용·방법을·설명한다.

Event·Log·Explorer는·윈도우·이벤트·로그를·분석하기·위해·필요한·정밀한·필터링·기능을·제공한다.·사용자·분석·

스타일의·커스터마이징,·차트·출력,·텍스트·형식으로·변환·등·다양한·기능을·지원하고·있다.·또한,·호스트·운영체제와·

관계없이·로그를·불러와서·분석·할·수·있으며,·손상된·로그에도·접근·할·수·있어·매우·유용하다.

ELK는·데이터·처리,·검색(필터링)·성능이·빠른·장점이·있지만,·검색된·결과물이·많을·경우에는·한·번에·모든·데이터를·

로딩하지·않고·차례대로·불러온다.·따라서·전체적인·로그를·확인하고·분석하기에는·조금·불편하다.·

Event·Log·Explorer는·전체·로그를·한·번에·출력시킬·수·있으며,·로그를·텍스트·파일로·저장·할·수·있다.·반면,·대용량·

로그·분석에서·필터링과·정렬,·차트·출력이·잦은·작업을·할·때는·속도가·느려·비효율적인·면을·가지고·있다.

따라서,·ELK와·Event·Log·Explorer의·장점만을·모아·종합적으로·운용한다면·효율적인·분석이·가능할·것이다.·이번에·

진행할·윈도우·이벤트·분석은·다음·순서로·이루어·진다.

ElasticSearch,·Logstash,·Kibana를·융합하여·ELK라고·부르며,·데이터를·분석하고·처리하는·속도가·빠르기·때문에·

대용량·윈도우·이벤트·로그를·분석하기에·알맞은·도구로·판단된다.·각·애플리케이션의·기능은·아래와·같다.

2) Event Log Explorer

3) ELK와 Event Log Explorer의 활용 방안

1) ELK (ElasticSearch + Logstash + Kibana)

[표 5-1] ELK 각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그림 5-1] ELK의 동작 과정

Logstash

ElasticSearch

Kibana

·· 데이터·수집·및·처리

·· Input·기능을·이용해·다양한·곳에서·로그·데이터를·수집

·· Filter를·이용해·수집한·로그·데이터를·변환

·· Output·기능을·이용해·다양한·곳으로·변환된·로그·데이터를·전송

·· RESTful·API·기반·분산·검색·엔진

·· Logstash로부터·받은·로그·데이터를·저장하며,·검색과·분석·기능·제공

·· ElasticSearch에·저장된·로그·데이터들을·시각화하며·검색·등·관리·기능·제공

수집 데이터 Logstash

데이터 형식변환

ElasticSearch

검색, 분석

Kibana

시각화, 처리

Event·Log·Explore를·통해·이벤트·로그·파일을·텍스트·파일로·변환

Logstash를·이용,·로그·텍스트·파일을·파싱하여·ElasticSearch로·전달

Kibana의·필터링·기능을·이용하여·대용량·로그·분석

Kibana에서·분석한·내용을·바탕으로·Event·Log·Explore에서·상세분석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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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조회 기간동안 발생한 로그 건수 확인

분석 시나리오03.

가상의·침해사고·시나리오를·가지고,·각·도구를·활용해·분석하고자·한다.·테스트·환경·구축은·'5.·별첨-이벤트·로그·분석·

환경·구축'·을·참고하기·바란다.·

Windows·Server·2003·시스템의·관리자(Administrator)·계정·정보가·탈취되어·불법·원격접속(Remote·Desktop·

Protocol·Service)을·허용하였다.·계정이·탈취된·원인과·불법으로·접속한·IP주소를·확인하고자,·피해·시스템에서·윈도우·

이벤트·로그를·수집하였다.·수집한 윈도우 이벤트 로그의 용량은 450mb에 달하며, 140만 건이 기록되어·있었다.·

①·Kibana에서·시각화·그래프·기능을·통해·확인한·결과,·조회·기간·동안·약·140만·건의·로그가·발생했음을·알·수·있다.

피해·시스템의·로그온·이력을·조회하기·위해·로그온·관련·이벤트를·확인하였다.

1) 침해사고 시나리오

3) 이벤트 로그의 시각화 분석

2) 필요 정보 확인

[그림 5-3] 윈도우 이벤트 ID 분류
출처 : https://www.ultimatewindowssecurity.com/securitylog/encyclopedia/default.aspx

[표 5-2] 이벤트 로그의 로그온 유형
출처 : https://www.ultimatewindowssecurity.com/securitylog/encyclopedia/default.aspx

Logon
Type Description

2
Interactive (logon at keyboard and screen of system) Windows 2000 records Terminal Servic
es   logon as   this type rather than Type 10.

3
Network (i.e. connection to shared folder on this computer from elsewhere on network or IIS 
logon - Never logged by 528 on W2k and forward. See event 540 

4 Batch (i.e. scheduled task)

5 Service (Service startup)

7 Unlock (i.e. unnattended workstation with password protected screen saver)

8
NetworkCleartext (Logon with credentials sent in the clear text. Most often indicates a logon 
to IIS with "basic authentication")

9 NewCredentials

10 RemoteInteractive (Terminal Services, Remote Desktop or Remote Assistance)

11
CachedInteractive (logon with cached domain credentials such as when logging on to a lapt
op when away from th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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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분석 결과 바탕으로 전체 로그 조회 및 상세 확인

[그림 5-5] 필터링 결과

②·필터링·기능을·사용하여·관리자·계정(Administrator)으로·원격·접속·시도한·기록을·조회한다.

[원격·접속·로그온·성공·필터링·조건식]

eventID:528, message:'로그온 유형:10', message:'사용자 이름:Administrator'

[원격·접속·로그온·실패·필터링·조건식]

eventID:529, message:'로그온 유형:10', message:'사용자 이름:Administrator'

짧은·시간에·로그온·성공이 2건, 실패가 1720건·발견되었다.·공격자는·Brute·Force·공격을·사용하여·해당·시스템에·

접속한·것으로·의심·할·수·있다.·

공격으로·의심되는·시간·범위를·찾았으므로·Event·Log·Explorer를·이용해·의심·구간의·이벤트·로그를·상세히·살펴·볼·

것이다.·

필터를·아래와·같이,·'Event ID : 528, 로그온 유형 : 10, 사용자 이름 : Administrator'·로·설정·후·조회하면

결과의·상세·내용에서·'원본·네트워크·주소'·항목을·통해·접속에·성공한·IP를·확인·할·수·있다.

4) 분석한 내용 기반으로 전체 로그 조회

결론04.

지금까지·ELK와·Event·Log·Explorer를·소개하고·시나리오를·통해·실제로·분석을·진행·해보았다.·약·140만·건의·대용량·

로그를·필터링,·시각화·할·때·긴·지연·시간·없이·진행·할·수·있었으며·필터링·결과를·시계열·그래프로·시각화·해주어·발생·

로그의·추이를·효과적으로·분석·할·수·있었다.·이로써·더·큰·로그의·분석에서도·더·효율적으로·분석을·진행·할·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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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이벤트 로그 분석 환경 구축05.

1) Event Log Explorer

2) ElasticSearch 구축

①·로그·파일·불러오기

①·다운로드

②·실행

②·Export

③·필터링·및·통계,·차트·출력

·Event·Log·Explorer를·실행·시킨·뒤·분석할·이벤트·로그·파일을·"File->Open·Log…"를·통해·불러온다.

"https://www.elastic.co/kr/downloads/elasticsearch"에서·Windows·버전을·다운로드·받은·후·임의의·경로에서·

압축을·푼다.·

압축을·푼·경로의·bin·폴더·안에서·"elasticsearch.bat"를·실행한다.·

ex)·C:\Users\igloo\Desktop\elasticsearch-6.4.0\bin\elasticsearch.bat

현재·열람한·이벤트·로그를,·메뉴·"File->Export·Log…"에서·아래·[그림·5-7]과·같이·설정·한·후·텍스트·파일로·

Export한다.·(Export·경로와·이름은·추후·Logstash에서·불러오기·위해·"C:\ela_logs"의·"a.txt"로·한다.)

메뉴·"View->Filter…"를·통해·이벤트·로그를·여러·조건에·따라·필터링·할·수·있다.·[그림·5-8]에서는·Event· ID가·

538인·로그들을·필터링하고·있으며·유저,·카테고리,·상세·설명·란의·내용으로도·필터링이·가능하다.·

또한·메뉴·"Advanced->Analytical·Reports"를·통해·필터링·된·이벤트·로그의·통계를·내고,·그·통계를·기반으로·한·

차트를·출력·시킬·수·있다.·

용량이·큰·이벤트·로그·파일의·경우,·이와·같은·파일·열람,·필터링,·통계·출력·기능에서·많은·시간이·소요된다.·

[그림 5-7] 이벤트 로그 Export 설정

[그림 5-8] 이벤트 로그 필터링



50 51www.igloosec.co.kr

Tech Note ELK와 Event Log Explorer를 이용한 대용량 이벤트 로그 분석

③·구동·확인

설치한·시스템에서·브라우저를·통해·"http://localhost:9200"에·접속을·하거나·GET·요청을·보내어·응답이·수신되는·

것을·확인한다.·

편의를·위해·크롬·브라우저의·"Postman"·확장·기능을·이용할·수·있으며·curl을·이용하여·보내도·무방하다.

ex)··curl·-XGET·"https://localhost:9200"

이·다음,··Mapping·과정을·거쳐·저장되는·데이터의·타입을·먼저·정의해주어야·하지만,·이·후·Logstas에서·로그·데이터를·

ElasticSearch에·저장·시·자동으로·Mapping이·되며·Mapping·결과가·적절하므로·과정을·생략하도록·한다.

[그림 5-9] ElasticSearch 실행 파일 경로와 실행된 화면

[그림 5-11] kibana.bat 의 경로와 실행 화면

[그림 5-12] Kibana 접속 화면

[그림 5-10] ElasticSearch 실행 완료

3) Kibana 구축

①·다운로드

②·실행

③·구동·확인

"https://www.elastic.co/kr/downloads/kibana"에서·WINDOWS·버전을·다운로드·받은·후·임의의·경로에서·

압축을·푼다.

ElasticSearch가·실행된·상태에서,·압축을·푼·경로의·bin·폴더·안에서·"kibana.bat"를·실행한다.·

ex)·C:\kibana-6.4.0-windows-x86_64\bin\kibana.bat

브라우저·상에서·"http://localhost:5601"에·접속이·되는·것을·확인한다.

1) Curl 관련 내용 : https://mindmajix.com/elasticsearch/curl-syntax-with-examples
2) Mapping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와 같이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정의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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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06.

[1]·ELK·Stack·Document·-·https://www.elastic.co/guide/index.html

[2]·ElasticSearch·git·book·-·https://iju707.gitbooks.io/elasticsearch/content/getting-started.html

[그림 5-13] Logstash 설정

[그림 5-14] Kibana Discover 탭

4) Logstash 구축

①·다운로드

②·설정·파일·입력

"https://www.elastic.co/kr/downloads/logstash"에서·ZIP·버전을·다운로드·받은·후·임의의·경로에서·압축을·푼다.·

압축을·푼·경로·config·폴더·안의·"logstash-sample.conf"·설정·파일에·아래의·내용을·입력한다.

ex)·C:\logstash-6.4.0\config\logstash-sample.conf·

③·실행

ElasticSearch와·Kibana가·실행·된·상태에서·bin·폴더·내·"logstash.bat"를 "-f logstash-sample.conf" 옵션과 함께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한다.·

ex)·C:\logstash-6.4.0\bin\logstash.bat·-f·C:\logstash-6.4.0\config\logstash-sample.conf

현재·설정에서는·"C:\ela_logs\a.txt"에·저장·된·텍스트·형식의·이벤트·로그를·파싱하도록·되어있다.·

대용량·로그·파일의·경우,·이러한·파싱·단계에서·많은·시간이·소요되나·이·후·분석·단계에서는·확연히·개선된·필터링과·

검색·속도를·보여준다.·(140만·건·-·450mb의·로그·기준,·30분·내외·소요)

참고로,·파싱·속도를·높이기·위해서는·파일을·나누어·여러·Logstash·인스턴스에서·파싱·후·ElasticSearch·서버로·

보내는·방법과·Thread를·늘리는·방법·등이·있다.·

파싱이·완료된·후,·Kibana의·"Management->Index·Pattern->Create·Index"를·통해·"events_analysis"·인덱스·

패턴을·생성,·Discover·탭에서·저장된·데이터를·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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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의 보안관제방법론 

– 관제기술에 관리를 더하다
사업총괄 관제기술연구팀 이규환

"방법론(Methodology)"이라는·용어는·다양한·분야에서·사용된다.·위키백과에·따르면·방법론은·아래와·같이·정의된다.

··

··

정보보호·분야·종사자라면·"보안관제방법론"이라는·단어를·무수히·접해·봤을·것이다.·보안관제사업을·위한·제안·발표·시··

항상·듣는·질문은·"제안사의·보안관제방법론을·설명해·보십시오"일·것이다.·보안관제방법론을·간단히·정의하자면·"보안·

관제업무를·하기·위한·절차·또는·방법"이라고·정의할·수·있다.

그러나·막상·"우리회사의·보안관제·방법론은·무엇입니까?"이라는·질문에·막힘·없이·대답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분명·

외부의·공격에·대한·예방·활동을·수행하고,·공격에·대한·실시간·탐지·및·대응,·그리고·분석·업무·등·보안관제업무를·수행·

하는·절차에·대해서는·잘·알고·있고·항시·업무를·수행하고·있지만,·이러한·업무들을·"보안관제방법론"이라는·형태로·정리

하고·표현하는·것은·또·다른·일일·것이다.

금번·기고에서는·지금까지·보안관제·한·길만·묵묵히·걸어온·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방법론에·대한·설명을·통해·보안

관제방법론이·무엇인지,·보안관제방법론이·실제·보안관제업무에·어떻게·활용되는지·알아보고자·한다.

개요01.

SOC 구성 요소02.

보안관제방법론이·존재하는·목적이·바로·SOC(Security·Operation·Center)이기에,·보안관제방법론을·설명하기·위해

서는·SOC에·대한·설명을·먼저·해야만·한다.·SOC는·사이버상에서·발생하는·이상·현상을·사전에·탐색하고·침해·사고를·

대응하는·조직을·의미한다.·우리나라에서는·보안관제센터,·사이버안전센터,·통합보안관제센터·등·다양한·이름으로·불리고·

있으며,·사이버·공격의·최전방에서·24x365·실시간·대응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SOC를·구성하는·3대·요소로·사람(People),·프로세스(Process),·기술(Technology)이·있으며,·각각의·요소들이·

조화를·이루며·침해를·예방하고,·탐지하고,·대응을·하게·된다.·사람은·말·그대로·보안관제요원을·포함한·관련·인원과··

그·인원에·대한·교육·등·활동·등을·포함하며,·기술은·보안관제를·수행하기·위한·정보보호시스템·및·관련·기술이다.·프로

세스는·SOC를·운영하고·보안관제를·수행·하기·위한·보안관제프로세스를·포함한·다양한·절차들이·될·것이다.

SOC를·구성하는·3대·요소·중·무엇·하나·중요하지·않은·것이·없으나,·어떠한·프로세스를·수립하여·SOC를·운영하느냐에·

따라·같은·수준의·보안관제·전문인력,·같은·수준의·정보보호시스템으로도·침해·대응의·수준이·달라질·수·있을·것이다.·

보안관제전문업체들은·이를·위해·각자의·Knowhow를·바탕으로·고유의·보안관제프로세스를·수립하고,·이를·통해··

"보안관제방법론"을·개발하여·SOC와·보안관제업무에·적용한다.

[그림 6-1] Building Blocks of a SOC  
출처 : Building a World-Class Security Operations Center A Roadmap, SANS(2015.5)

1)·어떤·학문이·사용하는·방법들,·법칙들,·가설들의·원리들을·분석

2)·어떤·학문·안에서·사용할·수·있거나·혹은·사용해온·방법들의·체계적·연구

3)·방법들의·연구나·방법들의·서술

방법론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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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적용·단계는·사이버보안·리스크에·대한·인지·수준을·1)·부분적(Partial),·2)·리스크·인지(Risk·Informed),·

3)·반복적·리스크(Repeatable),·4)·적응(Adaptive)·등·네·단계로·분류·하며·단계별로·사이버보안·활동·내용을·제시한다.·

프레임워크·프로파일은·코어에서·분류된·활동·별로·각·조직의·보유·역량과·리스크·감소를·위해·요구되는·목표·역량을·

비교할·수·있는·도구를·제시한다.·이처럼·사이버보안·프레임워크는·주요·기반시설의·업무·및·보안·현황·등을·구분함으로써·

위험·요인의·식별·탐지·관리·프로세스·지침으로·기능하게·하였다.

NIST Cybersecurity Framework03.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IGMSM-IGLOO SECURITY Management Security Methodology)

04.

[표 6-1] NIST CSF Core Structure – 출처 : NIST 

[그림 6-2]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 프로세스 –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이글루시큐리티의·보안관제방법론을·소개하기에·앞서,·"NIST·Cybersecurity·Framework(이하·NIST·CSF)"를·설명

하고자·한다.·NIST·CSF는·수많은·국내외·정보보호·관련·업무·종사자들이·관심을·가지고·있으며·자사의·보안관제프로

세스에·적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이미·검증·된·보안·Framework이다.

NIST·CSF가·만들어진·배경은·다음과·같다.·2013년·출범한·2기·오바마·정부는·취임·직후부터·주요·기반시설이·사이버·

공격에·노출되는·사고를·겪었고,·미국·내·사이버보안·강화를·위한·주요·기반시설·사이버보안·전략·재정비의·필요성이·

제기되었다.·"주요·기반시설의·사이버보안·강화(Improving·Critical· Infrastructure·Cybersecurity)"라는·제목으로·

발표·된·"오바마·행정명령(Executive·Order·13636)"에서·주요·기반시설의·보안·체계·구축을·위한·사항들을·명시하고·

있고,·이·중·하나가·사이버보안·프레임워크·개발·및·보급이다.·사이버보안·프레임워크는·NIST(국립표준기술연구소,·

미국)·주도로·개발하였으며,·사이버보안·시스템·구축을·위한·기술·표준,·방법,·구축·단계·및·절차·등을·설정하였다.·

2018년·현재·V1.1이·개발·및·배포·되었으며,·미국·내·주요·기관·및·기업의·서비스(AWS,·MS·Azure·등)에·적용·되어·

활용되고·있다.

NIST·CSF는·프레임워크·코어(Framework·Core),·프레임워크·적용·단계(Framework·Implementation·Tier),·프레임·

워크·프로파일(Framework·Profile)·등·세·부분으로·구성·된다.·프레임워크·코어는·사이버보안·활동을·식별(Identify),·

보호(Protect),·감지(Detect),·대응(Respond),·복구(Recover)·등·다섯·개의·기능으로·구분하며·하위·카테고리에서·구체적인·

사이버보안·활동·및·기술표준·등을·제시한다.

정보보호전문업체인·이글루시큐리티는·본사에·있는·원격관제센터를·운영하며·확보한·원격보안관제의·Knowhow,·

각각의·고객사에서·파견보안관제를·수행하며·터득한·Knowhow를·종합하여·자체적인·보안관제방법론을·개발하고·

지속적으로·발전시켜왔다.·NIST·CSF·발표·이후,·국내에서·가장·먼저·보안관제센터의·운영에·NIST·CSF를·적용시켰을·

뿐만·아니라·그·효율성을·지속적으로·연구하였다.·그리고·연구·결과를·바탕으로·NIST·CSF를·기반으로·한·"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IGMSM-IGLOO·SECURITY·Management·Security·Methodology)"을·개발·배포·활용하였다.

NIST·CSF의·프레임워크·Core는·사이버보안·활동을·식별(Identify)-보호(Protect)-감지(Detect)-대응(Respond)-

복구(Recover)·등·다섯·개의·기능·항목으로·구성하고·있다.·그러나·SOC를·운영·함에·있어·또·하나의·중요한·요소는·

"관리(Management)"이다.·보안관제업무의·특성·상,·별도의·공간에·전문화·된·인력이·투입되어·정보보호활동을·수행

함에·있어·이를·어떻게·관리할·것인지에·대한·요구사항은·지속적으로·도출·되었다.·특히·국내·공공기관의·사이버안전·

센터의·경우·정보보호전문업체와의·계약을·통해·전문인력을·통한·위탁운영(파견보안관제)을·수행하고·있기에·인력·

관리,·센터·수준·관리,·내부·시스템·운영,·인증·등·다양한·부분에서·보안관제업무의·영역이·확장되어·가고·있다.

축적된·보안관제·및·SOC운영의·경험을·바탕으로·이글루시큐리티의·보안관제방법론(이하·보안관제방법론)은·NIST·

CSF를·기반으로·한·5가지의·기능·항목에·"관리(Management)"항목을·포함하여·식별-예방-탐지-대응-복구-관리의·

6·단계의·프로세스로·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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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방법론은·6개의·기능을·바탕으로·각·기능의·업무를·로직모델(Logic·Model)·표현한·28개의·세부활동(카테고리,··

Category),·세부활동을·바탕으로·SOC에서·수행해야·할·업무를·나열한·108개의·상세활동(서브카테고리,·Subcategory)로·

구성·된다.·각각의·세부활동은·보안관제업무를·수행하기·위한·TASK들로·구성되어·있으며,·상세활동은··이러한·세부활동·

들을·수행하기·위한·여러·업무들을·세세하게·풀어·설명하고·있다.

[그림 6-3] 보안관제방법론 프레임워크 –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그림 6-4] 보안관제방법론 구성 –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6단계의·프로세스는·각기·운영·기능과·관리기능으로·분류하였다.·운영기능(Operating·Function)은·"식별(Identify)··

·예방(Protect)·탐지(Detect)·대응(Respond)·복구(Recover)"의·시간의·흐름에·따라·보안관제센터에서·정보보호·

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관리기능(Management·Function)은·보안관제센터·운영·전반에·걸친·운영관리·활동을·

수행할·수·있도록·정의하였다.

기능(Function ) 

세부활동(Category)

상세활동(SubCategory)

프로세스

로직모델

상세활동

Function
UI Function Category

UI Category Informative
References

ID Identify

ID.AM Asset Management 자산관리

NIST CSF(Ver1.1)
NIST SP 800-53 
Rev.4
C2M2 CIS CSC 1, 2
COBIT 5
ISA 62443
ISO/IEC 27001:2013
K-ISMS
정보통신기반보호법

ID.BE Business Environment 비즈니스 환경분석
ID.GV Governance 법적 요건
ID.RA Risk Assessment & Management 위험식별 및 관리

PR Protect

PR.VA Vulnerability Assessments 취약점 진단
PR.DT Cyber Drill & Awareness Training 모의침투 및 인식훈련

PR.SH Security information System Hardening 보안시스템 최적화

PR.PP Processes and Procedures 대응체계 수립
PR.IS Information Sharing 정보공유

DE Detect

DE.EC Event Collection 보안이벤트 수집
DE.CM Security Continuous Monitoring 지속적인 모니터링
DE.CA Correlation Analysis 상관 분석
DE.PH Detect Policy Hardening 탐지 프로세스 관리 및 정책 최적화

RS Respond

RS.IA Incident Analysis 침해사고 분석
RS.IP Incident Process 침해사고 대응
RS.CO Communication 상황전파
RS.MI Mitigation 확대방지
RS.IM Improvements 개선

RC Recover
RC.RP Recovery Planning 복구계획
RC.IM Improvements 개선
RC.CO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MG Management

MG.SL SLA 서비스수준관리
MG.MP Manual & Process 지침/절차 개정
MG.MS Management 보안관제체계
MG.WS Working System 근무체계
MG.SE SOC Evaluation 보안관제센터 평가
MG.CE Certification 인증
MG.AC Access Control 시스템 운영/접근제어

보안관제·업무를·수행하다·보면,·공공·금융·기업·통신·교육·등·각각의·SOC마다의·특성이·반영·된·보안·관련·이슈가·

발생할·수·밖에·없고,·이·모든·상황에·완벽하게·들어맞는·맞춤형·관리체계를·하나의·표준으로·제공하는·것은·불가능에·

가까울·수·밖에·없다.·그러나·수많은·사이트에서의·다년간의·경험을·바탕으로·어떠한·이슈들이·존재하는지에·대해서는·

예측이·가능하고,·이러한·내용들을·통해·"보안관제업무"의·표준에·가까운·"보안관제방법론"·및·"보안관제표준문서"를·

도출해·내었다.·이러한·부분은·다년간의·보안관제·경험을·갖춘·정보보호전문업체만이·할·수·있는·영역이라·생각한다.·

이를·통해·도출한·"보안관제방법론"과·"보안관제표준문서"를·활용한다면·각각의·SOC에서의·업무·정의(프로세스·정책·

·지침·절차·등)를·포함한·다양한·보안관제업무·수행·시·실질적인·도움이·되리라·판단·된다.·

보안관제표준문서05.

[그림 6-5] 보안관제표준문서 구성 –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라는·속담이·있다.·아무리·훌륭한·보안관제방법론이·있더라도·이를·현장에서·제대로·

활용할·수·없다면·그·보안관제방법론은·가치가·없을·것이다.·보안관제방법론에서·표현한·프레임워크와·프로세스,·

그리고·로직모델을·잘·활용하기·위해서는,·SOC에서·보안관제·업무를·수행하는·인원들이·보안관제방법론이·의미하는·

바를·잘·이해하고,·이를·현장에·적용하여·활용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보안관제방법론은·각각의·기능·및·세부활동에서·발생하는·각각의·업무들을·지침의·형태로·문서화·시킨·

"보안관제표준문서"를·포함하고·있다.·보안관제표준문서는·보안관제방법론의·각·기능에·해당하는·업무를·도식화·

하여·표현한·"기능문서(Function,·Level1)",·기능의·각·항목에·대해·SOC·기준의·수행·방안을·설명하여·지침·형태로·

구성한·"매뉴얼(Manual,·Level2)",·매뉴얼의·부속·문서이며·실제·SOC에서·사용할·수·있는·관리문서로·구성·된·"첨부

(Appendix,·Level3)"로·구성·되어·있다.·보안관제방법론과·보안관제표준문서는·별개의·문서가·아닌·하나의·세트로서,·

보안관제방법론이·개정될·시·보안관제표준문서·역시·관련·된·내용이·포함되거나·수정되는·형태로·발전·된다.·역으로·

보안관제표준문서의·내용에·대한·수정이·필요할·시,·보안관제방법론의·검토·및·개정·작업을·수행·한다.

방법론·매핑

문서단계

문서예시

보안관제방법론

보안관제방법론·문서

보안관제방법론·문서

기능(Function)

기능·설명·문서

IG.SOC-010·식별

세부활동·설명·문서

IG.SOC-011··

자산관리매뉴얼

관련·부속·문서··
(별첨/붙임)

세부활동(Category)
상세활동(SubCategory)

[붙임1]·정보통신망·구성도

[붙임2]·정보자산·관리목록

구분 방법론

<방법론> <기능문서> <매뉴얼> <첨부>

기능문서
(Function,·Level1)

매뉴얼
(Manual,·Level2)

첨부
(Appendix,·Leve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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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06.

참고자료07.

본·기고에서·이글루시큐리티의·보안관제방법론과·이를·보안관제업무에·어떻게·활용할지에·대해·간단히·소개를·하였다.·

보안관제방법론은·한·번·만들어져서·배포하고·잊혀지는·문서가·아닌,·실제·보안관제업무에서·활용하고,·피드백을·하고,·

개선하고,·또다시·배포하는·과정을·통해·진화하는·문서이다.·이를·위해서는·보안관제방법론을·관리하는·부서·뿐만·

아니라,·SOC에서·보안관제업무를·수행하는·현업·부서의·활용·및·피드백이·가장·중요하다.·

보안관제방법론은·회사의·보안관제업무와·관련·된·사상이·담긴·문서이면서도,·IT·및·보안관제업무의·트렌드에·맞춰·

지속적으로·발전하는·문서이다.·따라서·보안관제방법론은·자사의·보안관제보다·빠르게·나아갈·수도,·아니면·자사의·보안

관제·수준보다·뒤쳐질·수도·있다.·이는·오롯이·보안관제방법론을·지속적으로·개발하는·부서의·몫일·수·있다.

그러나·결국·보안관제방법론·안에·담겨·있는·모든·내용들의·근간은,·보안관제업무를·수행하는·현업·부서와·소속·인력들의·

오랜·기간의·노력과·Knowhow의·결실이다.·이러한·부분이·없다면·아무리·멋있어·보이는·보안관제방법론을·만들더라도·

겉만·번지르르하고·실속이·없는,·이론과·현장이·따로·노는·방법론이·될·수·밖에·없다.·

현장에서의·적극적인·활용과·피드백,·현장의·목소리에·귀·기울여·발전시키는·전담부서의·협업을·통해,·쌓여가는·회사의·

역사만큼·농익어가는·보안관제방법론으로·거듭날·것을·기대한다.

[1]·Building·a·World-Class·Security·Operations·Center·A·Roadmap

https://www.rsa.com/en-us/offers/sans-building-a-world-class-security-operations-center

[2]·NIST·Cybersecurity·Framework

https://www.nist.gov/cyberframework/new-framework

[3]·미국·오바마·정부·2기의·사이버보안·강화·정책

http://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215

[4]·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방법론(IGMSM·-·IGLOO·SECURITY··Management·Security·Methodology)

http://www.igloos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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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글루시큐리티,

ISEC 2018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 참여

이글루시큐리티는·지난·8월·30~31일,·행정안전부가·주최하고·ISEC·2018·조직위원회와·(ISC),·보안뉴스,·인더스트리뉴스가·

공동·주관하여·개최된·국제·사이버·보안·컨퍼런스·'ISEC·2018(International·Security·Conference·2018)'에·참가하였다.

금번·12회를·맞이하는·ISEC·2018행사는·사이버·보안이·전·세계인들의·삶의·일부이자·더·나은·삶을·위한·방법이라는·의미의·

'For·a·Better·Life'라는·주제로,·우리·삶을·위협하는·각종·보안위협의·실상을·분석해·대안을·모색하는·자리로·마련되었다.·

이번·행사에서는·글로벌·보안기업과·국내·보안기업·총·77개사가·참여하여·자사의·보안·솔루션을·전시·시연했으며,·5,200여·명의·

공공·및·민간분야의·CISO,·CPO와·보안담당자·등이·참석하였다.·

당사는·전시부스에서·'AI·기반·사이버·침해·대응·기술'과·인공지능·기반·SIEM·솔루션·SPiDER·TM·AI·edition을·통해·지능화·

되는·사이버·공격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사전에·예측할·수·있는·방법을·홍보·및·마케팅·하였다.·또한,·보안분석팀의·김미희·

팀장은·"안전한·SOC를·위한·'공격',·'탐지',·'예측'"이라는·주제로·효율적인·SOC·운영·방법과·보안위협을·대응하기·위한·SOC의·

발전방향에·대해·강연·발표를·하여·큰·박수를·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