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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이동통신·정책을·위한·민관협의회·제·1차·회의·개최

·· 정부,·'데이터경제·및·AI·활성화를·위한·5개년·로드맵'·개발·착수…TF단장으로·민원기·과기정통부·

2차관·선임

·· 우리나라의·기술표준·리더십·강화를·위한·'ICT·표준화·전략맵'·수립

·· '제·17회·K-ICT·정보보호대상'·공모·접수…·정보보호·모범·실천·기업·기관·공로자를·선정해·시상

·· 올·해·안에·'데이터·샌드박스·구축'…비식별조치·된·빅데이터·분석·결과를·민간에·개방해·빅데이터·

활용·가속화··

··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등에·관한·고시'·전부개정안에·클라우드·보안·추가·

·· 산하·조직인·'비식별지원센터'를·정책·기술·전문·연구조직으로·확대하는·방안·추진

·· 과기정통부와·함께·10월·한·달·동안·웹·브라우저·플러그인·및·IP·카메라에·대한·'신규·취약점·신고

포상제·집중·신고기간'·운영·

·· 정보보안·균형발전·위해·지역별·지원센터·확대

·· 올·4분기·중·'Hack·the·KISA'·라는·주제로·신고포상제·운영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위험도를·등급관리하고·위험도가·높은·기관의·사고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

마련할·계획··

·· 2018년도·블록체인·시범사업·기관·참여기업·간담회·개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내년·1분기·서울·마포구·포스트타워·내·블록체인·복합공간·조성·

·· 행정안전부,·'공공·부문·클라우드·컴퓨팅·기본계획'·마련

·· 'ICT·분야에서·규제·예외를·허용하는·규제·샌드박스·도입된다'…정보통신융합법·개정안,·국회·

본회의·통과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뒷면·지문·위변조·차단을·위한·실태조사·착수·

·· '보안과·블록체인·기술·연계할·터'…KISIA,·'블록체인·전문위원회'·구성

·· '보안업계·최대·현안은?·정보보호·서비스·대가·현실화·시급'…KISIA,·산업계·현안·과제·설문·

조사·발표

이달의 주요 ISSUE

기타

'자동 로그인 풀린 내 페이스북… 
혹시 나도?' 페이스북  해킹으로 전세계 회원 5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

'제 2의 인터넷 나야나?' 
…웹 호스팅 업체 아이웹, 랜섬웨어 감염으로 운영 장애 발생

▶

'애드웨어 차단 앱인 줄 알았지?'… 
보안 앱으로 가장한 스파이웨어, 애플 공식 앱 스토어에서 삭제 돼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침투 성공!'…정상 앱인양 위장한 암호화폐 채굴 앱 주의보 ▶

·· 28일·주요·외신들은·세계·최대·규모·SNS인·페이스북이·해킹되어·사용자·5천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

했다고·밝힘·

·· 30일·마크·저커버그·페이스북·CEO는·공격자들이·사용자·본인만·접속할·수·있게·허용하는·미리보기(View·as)·기능의·

취약점을·통해·침투했다는·사실을·인지하고·관련·조치와·대응에·나섰다고·밝힘.·페이스북에·따르면·5천만·명의·사용자가·

직접적인·영향을·입었고·4천만·명·이상·이용자의·추가·피해도·우려돼,·약·1억·명에·가까운·이용자가·영향권에·있는·것으로·

추정되고·있음

·· 페이스북은·해킹·가능성이·있는·계정·이용자의·자동·로그인을·강제로·해제해·추가·피해를·막았기에·별도·비밀번호·변경은·

필요·없다고·공지했으나,·많은·사용자들이·자신의·민감한·사생활이·공개될·가능성에·우려를·표하고·있는·상황임

·· 국내에서도·자동·로그인이·해제된·일부·사용자들이·불안감을·드러내고·있으나,·아직·정확한·피해·규모는·파악되지·않았음.·

방통위는·10월·1일·페이스북에·한국인·개인정보·유출여부·및·유출경위에·대한·설명을·요청함.·한국인의·개인정보·유출이·

확인될·시에는·정보통신망법에·따라·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등·필요한·처분을·내릴·계획임

·· 지난·추석·연휴·기간·중·국내·웹호스팅·업체·아이웹이·랜섬웨어·공격을·받아,·2-3천여·개의·고객사·홈페이지가·마비

되는·피해가·발생함

·· KISA와·경찰청·사이버수사대가·현재·감염된·랜섬웨어의·종류와·감염·경로를·조사·중인·상황.·알려진·바에·따르면,·

피해를·입은·영역은·리눅스·OS·기반·'아이웹빌더·전용·서버'로·백업·자료까지·공격을·받아·복구에·적지·않은·시간이·

걸릴·것으로·예상됨

·· 아이웹·측은·전문화된·해외·해커·그룹으로·추정되는·공격자가·복호화·대가로·감당할·수·없는·큰·금액을·요구하고·있다고·

주장함

·· 최근·애플은·공식·앱·스토어·'유료·유틸리티'·항목에서·높은·인기를·기록하고·있던·애드웨어·차단·앱인·'애드웨어·

닥터'를·삭제함.·보안·전문가들에·의해·이·앱이·사용자의·인터넷·브라우징·히스토리를·중국에·있는·한·도메인으로·

전송하고·있다는·사실이·밝혀졌기·때문임

·· '애드웨어·닥터'는·멀웨어·검사를·위해·사용자에게·홈·디렉토리에·있는·모든·파일과·디렉토리에·대한·접근을·허용해·

달라는·요청을·하고·사용자가·이에·응하게·만드는·방식으로·사용자의·모든·데이터와·파일에·접근할·수·있었던·것으로·

나타남

·· 많은·보안전문가들은·가장·안전하다고·여겨지는·맥·앱스토어·환경에·이런·앱이·수년간·올라와·있었고·또·애플이·보안·

전문가들의·제보를·받은·뒤·한·달이·지나서야·이·앱을·삭제했다는·점에서·애플에·대한·비난의·목소리를·높이고·있음

·· 보안·업체·'소포스'는·구글·공식·플레이·스토어에·게임이나·도구,·교육용·앱인·것처럼·위장한·약·25개의·암호화폐·

채굴·애플리케이션이·업로드·되어·있으며·약·12만·명의·사용자들이·이·앱들을·다운로드·한·사실을·발견했다고·밝힘.·

안정적인·수익을·올리기·위해·암호화폐를·선택한·공격자들이·안드로이드·기기까지·눈을·돌리고·있다는·설명임

·· 이·악성·앱들은·자바스크립트·기반의·합법적인·브라우저용·모네로·전문·채굴·스크립트로·채굴을·위해·CPU를·활용

하는·'코인하이브'를·포함하고·있음.·채굴·스크립트는·CPU·자원을·소모하므로·사용자의·모바일·기기가·과열되거나·

배터리가·빨리·닳는·직접적인·피해를·야기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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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탐지된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 탐지 건수 약 79만 건… 
전년 상반기 대비 956% 증가

▶

'주소 불명으로 물품 배송 취소. 주소 수정요망'… 
택배사 사칭해 전화번호 탈취하는 악성 앱 지속 발견

▶

'전 멀티 플레이어랍니다~'…다기능 악성코드 증가▶

아태, 중동, 남유럽 사용자 노려 랜섬웨어 전파하는 익스플로잇 킷 ‘폴아웃’ 주의보▶

'너의 약점은'…치명적인 취약점에 노출된 전세계 20억 대의 블루투스 장비들▶

'다크웹의 스테디셀러? RDP 크리덴셜이죠~'… 
공격자들 RDP 활용해 랜섬웨어 직접 설치한다

▶

'부실해도 너~~무 부실해'… 
싱가폴 최대 의료기관 싱헬스 데이터 유출 사건 왜 일어났나

▶

'저금리로 대출받으세요~'… 
가짜 앱 설치 유도로 악성코드 심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

·· 트렌드마이크로가·최근·발표한·'2018년·중간·보안위협·보고서·:·보이지·않는·위협,·잠재적인·손실'·보고서에·따르면,·

올·상반기·탐지된·암호화폐·채굴·악성코드·탐지·건수가·전년·상반기·대비·무려·956%·늘어난·79만·건에·달한·것으로·

나타남.·사이버·범죄자가·자신의·능력을·과시하기·위해·공격을·감행했던·과거와는·달리·가치·있는·컴퓨팅·자원을·탈취해·

금전적·이득을·취하는·데·집중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 또한,·일반적인·형태를·벗어난·파일리스·소형·멀웨어·매크로·등의·악성코드도·빠르게·확산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사이버·범죄자들이·감염률을·높이기·위해·파일기반·악성코드·탐지·기술을·우회할·수·있는·새롭고·다양한·전술을·활용·

하고·있기·때문임

·· 추석·연휴를·앞두고·'주소·불명으로·물품을·배송할·수·없다'는·스미싱·문자를·발송해·사용자가·악성·앱을·실행하게·

만드는·공격이·빈번히·발생함.·이·악성·앱을·실행할·시에는·사용자의·금융·정보·및·개인·정보,·주소록·정보가·탈취되는·

피해가·발생할·수·있음

·· 택배업계는·모르는·번호거나·클릭을·유도하는·URL은·함부로·열어보지·말고·신고할·것을·권고하고·있음.·특히,·택배사를·

사칭한·스미싱·문자의·85%가·주소지·확인·및·변경·내용으로·위장하고·있는·만큼,·이에·각별히·주의를·기울일·것을·

강조함

·· 전·세계적으로·스팸,·DDoS,·뱅킹·트로이목마·유포·등·다양한·공격작업에·활용할·수·있는·다기능·악성코드에·대한·수요가·

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 카스퍼스키랩의·'2018년·상반기·봇넷·활동·결산·보고서'에·따르면,·올·상반기·봇넷을·통해·유포된·악성코드·중·단일한·

기능을·가진·악성코드의·비중은·전년·대비·크게·감소한·반면,·다기능·악성코드는·눈에·띄는·증가세를·보인·것으로·나타남

·· 특히,·봇넷을·통해·유포된·악성코드·중·Njrat,·DarkComet·및·Nanocore·등·감염된·PC를·거의·무제한·수준으로·악용

할·수·있는·원격·접속·도구(RAT)·파일의·비중은·2017년·상반기·대비·거의·두·배·증가(12.3%)한·것으로·분석됨

·· 보안·전문가들은·사이버·범죄자가·다기능·악성코드를·활용해·다양한·공격을·감행하거나·혹은·봇넷을·다른·범죄자에게·

대여하는·방식으로·공격의·수익성을·높이고·있다고·이를·설명함

·· 또한,·산업제어시스템(ICS)·상당수에·인가된·RAT이·설치되어·있는·만큼,·이를·악용해·ICS에·랜섬웨어를·감염시키거나·

이를·악용해·암호화폐를·채굴하는·공격도·증가하는·추세임

·· 보안·전문가들은·RAT·접근·권한·및·취약점을·수시로·모니터링하고,·산업·공정에·필요하지·않은·RAT은·가급적·제거할·

것을·권고하고·있음

·· 웹사이트·광고의·취약점을·이용하는·멀버타이징·익스플로잇·킷인·'폴아웃(Fallout)'이·한국을·비롯한·아태지역,·중동,·남유럽·

으로·확산되고·있어·각별한·주의가·요구됨

·· 8월·24일·'finalcountdown[.]gq'·라는·도메인에서·처음으로·발견된·'폴아웃'은·사용자의·브라우저·OS·프로필,·위치·등을·

검사해·표적과·일치할·경우·가짜·백신·프로모션·혹은·플래시·다운로드·안내창을·띄워·악성·콘텐츠를·퍼뜨리는·것으로·나타남

·· 표적이·된·사용자는·진짜·광고·페이지가·아닌·익스플로잇·킷·랜딩·페이지의·URL·페이지로·접속하게·됨.·파이어아이에·

따르면,·폴아웃·익스플로잇·킷을·통해·일본·사용자에게는·'스모크로더',·중동·지역·사용자들에게는·'갠드크랩·랜섬웨어'가·

유포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전세계·20억·대의·블루투스·장비가·장비·통제권을·뺏길·수·있는·치명적인·취약점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 보안업체·'아미스'는·작년·9월·자사가·전세계·20억·대의·iOS·및·안드로이드·장비에·해당되는·9개의·블루투스·취약점·

(통칭·블루본)을·공개한·뒤·많은·제조사들이·패치와·업데이트를·발표했지만,·최근·조사에·따르면·여전히·대다수의·

장비가·1년·전과·동일하게·이·취약점들에·노출되어·있다는·사실을·확인했다고·발표함···

·· 보안·전문가들은·사용자·대부분이·장비를·버릴·때까지·한·번도·패치를·하지·않거나·공격을·당해도·이를·인지하지·

못하는·때가·많을·뿐더러,·패치가·장비·제조사에서부터·통신사를·거쳐·사용자단까지·내려가는·데·너무·많은·시간이·

걸리는·것도·문제라고·지적함

·· 블루본·취약점은·윈도우,·안드로이드,·리눅스,·iOS·10·이전·버전들에서·블루투스가·구현되는·부분에·존재함.·공격자가·

이·틈을·파고들면·기기에·대한·통제·권한을·획득할·수·있어·데이터·유출,·멀웨어·설치·등의·행위가·가능함

·· 기업·관리자가·원격에서·편리하게·업무를·수행하기·위해·만들어진·'원격·데스크톱·프로토콜(RDP)'·접근·권한이·사이버·

범죄자들의·공격·편의성을·높이는·도구로·악용되며·다크웹·시장에서·꾸준히·팔리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보안·전문가들은·RDP에·대한·접근·권한을·획득할·시에는·매우·쉽게·기업·네트워크로·들어갈·수·있기·때문에·많은·

해커들이·이를·구입하고·있다며,·RDP를·침해한·뒤·공격은·하지·않고·대신·그·RDP·접근·권한을·다른·해커들에게·판매해·

수익을·올리는·사이버·범죄자들이·늘어나고·있다고·설명함

·· 주로·기술력이·낮은·범죄자들이·RDP를·구매하고·있으나,·높은·기술력을·갖춘·해커들의·경우도·세계적인·대기업이나·

국방·기관·등·가치가·높은·표적의·RDP가·시장에·나왔을·경우에는·이를·구매하는·경우가·왕왕·있는·것으로·나타남

·· RDP·접근·권한을·손쉽게·구매한·사이버·범죄자들은·사용자·이름과·비밀번호로·구성된·크리덴셜을·수집하고,·관리자·계정을·

탈취하며,·암호화폐를·채굴하는·등·기업과·기관에·큰·피해를·야기할·수·있는·다양한·범죄를·저지르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지난·7월·발생한·싱가폴·최대·의료기관·'싱헬스'·데이터·유출·사건의·주요·원인으로·'부실한·보안·관행'이·지목됨

·· 리센룽·총리를·포함한·환자·150만·명의·의료·기록·유출·사건을·조사하기·위해·설립된·조사위원회(COI)는·21일·열린·

청문회를·통해·싱헬스의·보안·패치·미적용과·쉬운·암호·사용,·침해·초기·대응·지연·때문에·큰··피해가·발생했다고·조사·

결과를·밝힘

·· COI에·따르면,·싱헬스는·패치가·업데이트되지·않은·MS·아웃룩·버전을·실행하고·있었고,·로컬·관리자·계정·중·하나의·

암호를·쉽게·해독이·가능한·P@ssw0rd로·사용하고·있었으며,·의료데이터베이스에·대한·무단·접근·시도를·알게·된·뒤·

5일이·지나서야·이를·고위·경영진에게·이·사실을·알리는·등·보안·대응이·부실하고·부적절했던·것으로·나타남

·· 최근·저금리로·대출을·받을·수·있다며·사용자가·악성·앱을·설치하게·해·돈을·빼돌리는·신종·보이스피싱이·기승을·부리고·

있어·주의가·요구됨

·· 사이버·범죄자들은·대출·실행을·위해·금융기관·앱을·설치해야·한다며·보이스피싱·조직으로·연결되는·악성코드가·숨겨진·

앱을·설치하게·한·뒤,·저금리로·대출을·받으려면·기존·대출금의·일부를·갚아야·한다며·사용자가·기존에·대출을·받았던·

금융기관인양·위장한·보이스피싱·업체의·콜센터에·전화를·자동·연결시켜··보이스피싱·조직의·금융계좌로·입금을·유도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경찰·관계자들은·스마트폰·앱·사용에·미숙한·저소득층을·타깃으로·한·신종·보이스피싱·공격이·증가하고·있다며,·저금리·대출을··

권유하거나·링크를·보내·앱을·설치한·뒤·현금·송금을·유도하는·문자,·전화에·각별한·주의를·기울일·것을·당부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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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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한·달간·수집된·이벤트·분석·결과,·전월과·동일한·추이를·보이고·있다.·월간·공격·서비스·TOP·10의·전체·건

수는·전월에·비하여·3백만·건·가량·상승했으나·특정·포트에서·급격하게·접근·건수가·상승하는·상황은·발생하지·않아·특이

사항은·없는·것으로·확인된다.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01.

순위 서비스(포트) 건수 비율(%) 등락

1 HTTP(TCP/80) 2,457,442,021 52.91% -

2 DNS(UDP/53) 770,271,551 16.58% -

3 Microsoft-DS(TCP/445) 466,997,301 10.05% -

4 HTTPS(TCP/443) 377,323,064 8.12% -

5 ICMP(0·/ICMP) 190,292,570 4.10% -

6 SNMP(UDP/161) 168,817,944 3.63% -

7 Unassigned(TCP/9900) 102,052,275 2.20% -

8 Telnet(TCP/23) 47,977,242 1.03% -

9 Unassigned(TCP/7000) 34,456,277 0.74% -

10 MYSQL(TCP/3306) 29,253,770 0.63% -

총계 4,644,884,015· 100.00% -

2018년·10월·한·달간·수집된·이벤트·분석·결과,·전월·대비·변동사항은·없는·것으로·확인된다.

Unassigned(TCP/7000),·Unassigned(TCP/9000)과·같이·알려지지·않은·서비스·포트가·지속·공격·서비스·TOP·10에서·

확인되고·있다.·알려지지·않은·서비스·포트는·특정·서비스를·임의의·포트로·변경하여·사용하거나,·인지하고·있지·못한·

서비스의·취약점을·노리는·공격자의·스캐닝·시도로·인한·트래픽이·발생·할·수·있다.·따라서,·외부로·노출된·서버인·경우·

주기적인·서비스·사용·여부·점검을·통해·열려진·Port를·확인하고·이를·제한할·수·있는·정책·수립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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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공격·패턴·TOP·10에는·ACK·Port·Scan(F/W·Scan),·MySQL-Server·Login·Brute· force,·

javascript:·(Common·XSS·Injection·-7)·이벤트가·전월·대비·소폭·하락한·것으로·확인된다.

TOP·10의·공격·대부분이·스캔,·DoS·유형의·공격으로·서버에·트래픽·영향을·발생시킬·수·있는·공격으로·판단된다.·

공격·트래픽이·적은·경우·영향도가·크지·않으나,·서비스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는·공격인·만큼·주기적인·DDOS·

모의·훈련·시행·및·미·사용·포트에·대한·방화벽·차단·정책·수립과·같이·실제·상황에·대비하는·준비가·필요하다.

[그림 2-2] 월간 공격 패턴 TOP 10

2018년·10월·공격·이벤트·분석·결과,·UDP·Tear·Drop,·SYN·Port·Scan,·HTTP·Connection·Limit·Exhaustion·Attack,·

MS·WINS·Server·Registration·Spoofing·Vuln-1와·같은·포트·스캔·및·DOS·유형의·공격·이벤트·순위가·상승한·것으로·

확인된다.·

월간 공격 서비스 (패턴) TOP 1003.

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Service·connect·(tcp-445) 429,431,026 64.15% -

2 UDP·Tear·Drop 56,154,230 8.39% ▲1

3 SYN·Port·Scan 54,588,548 8.15% ▲2

4 ACK·Port·Scan·(F/W·Scan) 46,937,006 7.01% ▼2

5 MySQL-Server·Login·Brute·force 36,194,374 5.41% ▼1

6
HTTP·Connection·Limit·Exhaustion·Attack·

(By·Slowloris)
15,996,252 2.39% ▲2

7 TCP·Packet·Window·Size·Attack·(SlowRead) 14,469,316 2.16% -

8
Dcom_TCP_Sweep·

(MSBlaster·Worm··Messenger)
10,947,222 1.64% ▼2

9
MS·WINS·Server·Registration·Spoofing·Vuln-1

[Req](UDP-137)
2,608,766 0.39% ▲1

10 javascript:·(Common·XSS·Injection·-7) 2,140,638 0.32% ▼1

총계 669,467,378·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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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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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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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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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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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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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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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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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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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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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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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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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TM V5.0 통합로그 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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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드 정의

1) 기능 설명

3) 사용자 정의 검색 프로파일 설정

SPiDER-TM·V5.0은·고객이·원하는·데이터를·복합적으로·분석할·수·있는·검색·또는·필터·기능을·제공한다.·

이러한·기능을·최대한·활용하면·이상·징후의·탐지·또는·의심이·되는·접근이력을·조회·할·수가·있다.·또한·검색·후·TopN

통계를·이용하면·원하는·필드의·상세·분석이·용이하다.·이러한·분석은·이후·좀·더·명확한·정책·수립의·토대가·된다.·

▶·보안관제·→·통합로그·검색

통합로그 검색02.

▶·로그·유형별·필드·정의

▶·로그·유형에·따른·필드·프로파일·정렬

 · 상세 검색 조건 설정에서 로그소스 별 / 로그유형 별 검색 대상 지정 가능

 · 각 필드 별 검색 조건 별도 입력 가능 (필드 별 속성에 따라 설정 가능 조건 상이)

 · 별도 조건 선택 외 직접적인 쿼리 기입을 통한 조건 설정 가능

자주 사용하는 쿼리단일 경보 조건 활용 검색

검색어

검색 조건
(화면 확장)

검색 대상
로그 유형별/
에이전트별

필드별 검색
조건 입력

필드 정의필드 프로파일

위아래 드래그 변경

신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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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 이력 목록 2) 조건 검색

3) 범위 검색

▶·자주·사용하는·검색어·저장·후·불러·오기 ▶·조건·검색·:·AND,·OR,·NOT은·반드시·대문자

▶·Int,·long·필드에서·범위·검색·:··<=··[0·TO·1024],···<··{0·TO·1024}

▶·허용로그·중에·외국IP에서·Well-known·포트가·아닌·포트로·접근·이력·검색

▶·방화벽·세션·연결·시간이·10분·이상인·트래픽·검색.·그리고,·21,22,23,·3389·포트로·접근한·로그·검색

▶·대용량·데이터·전송(100MB이상)·및·다운로드·(1GB·이상)

단일경보 검색어

자주 사용하는 검색어

자동 적용

1) 검색어 규칙

▶·RAW필드는·원본·필드며,·파싱·필드는·알파벳·순으로·정렬

검색 문법03.

192.168.1.1

필드명 로그

192.168.100.58s_ip

=

:

필드명:로그

d_ip:10.10.1.10s_ip:192.168.100.58

AND

AND

OR

NOT

필드명:로그

OR

NOT

조건

AND
OR

NOT

조건

AND
OR

NOT

" A <= B " 조건 >>   필드명:[값 TO 값2]
s_port:[0 TO 1024]
d_port:[* TO 1024]
s_port:[1024 TO *]

" A < B" 조건 : 필드명:{값 TO 값}
s_port:{0 TO 100}
s_port:{* TO 100}
d_port:{100 TO *}

log:fw AND action:allow NOT s_ip:192.168.* NOT d_port:[0 TO 1024] NOT s_country:KR

sent_bytes:[100000000 TO *] AND rcvd_bytes:[1000000000 TO *]

action:allow AND duration:[600 TO *] AND (d_port:[21 TO 23] OR d_port: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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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어 활용 6) 특수 문자 검색

7) FW 트래픽 분석 활용

▶·String·필드에서·숫자·범위·검색·:·정규·표현식·이용

▶·허용로그·중에·출발지·IP가·10.1.1.*·(0~255)·대역·검색·

▶·허용로그·중에·출발지·IP·가·10.1.1.?·(0~9)·한자리·IP·검색

▶·특수문자·포함·검색·:·특수문자·앞에·\·(이스케이프·문자)붙여서·사용

이스케이프·문자는·그·다음에·오는·문자가·가지는·특별한·의미를·무시하는·단일·문자이다.·

이스케이프·문자·=·백슬래시·문자(\)

ex_·\(·,·\)·,·\;·,·\&·,·\<·,·\>·,·\=·,·\"·,·\*,·\/,·\?,·\%

▶·FW·:·트래픽·중·TCP·flag가·44byte·or·64byte이면서,·SYN·패킷인·트래픽·검색

▶·IPS·문자열·탐지명·검색··:·(0258)IP·Invalid·Address

▶·공백,·특수문자·검색·:·"·"·사용

▶·일부·검색·(오라클의·like·검색)

▶·특정·페이지·접속자·검색

5) Range 검색

▶·IP·범위·검색·:·IPv4·IP의·숫자값을·s_addr·필드를·통해·자동·변환·

····-·IP·검색을·하고자·한다면·"조건검색"·메뉴의·s_ip,·d_ip·필드에서·"range"·연산자·사용

*   0번이상 /   ?   0번 또는 1번 이상

s_ip:10.1.1.*action:allow AND

s_ip:10.1.1.?action:allow AND

s_ip:10.1.1.??  (0~99)
s_ip:10.1.1.??? (0~255)

log:ips AND attack:\(0258\)IP*Invalid*Addresslog:ips AND attack:”(0258)IP Invalid Address“

log:ips AND attack:\(0258\)* attack:*Invalid*

log:web AND product:apache AND url_method:GET AND status:200  AND uri:\/profile.html*

. 은 \ 불필요

Attack필드와 method필드는

IPS 공격 명 탐지 필드로

동일 역할을 하는 필드이다.

그러나 토큰색인 기능 때문에

단어와 문자 별로 구분이 되어

적절하게 사용하면 된다

Send byteTCP Flage Rule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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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05.

로그·검색은·단순히·과거·데이터의·조회가·아니다.

새로운·공격은·갑자기·발생하는·것이·아니라·지속적인·공격·끝에·발견된·취약점을·통해·발생한다.

검색·TopN통계를·이용하여·과거·데이터·속에서·문제점을·찾아내고·그에·맞는·정책을·수립한다면·치명적인·보안사고가·

발생하는·것을·사전에·예방·할·수·있을·것이다.·

8) IP 우회 브라우저 토르(Tor) - 익명성 보장 

▶·토르·접근·이력·검색

▶·검색어

Exit Node

log:web AND status:200 AND url_version:*Firefox* NOT s_country:KR

URL/URI

SIZE Referer

Client OS 정보 브라우저 정보접속 국가

Method

로그 분류 Client IP

목적지 접속 시간 프로토콜

HTTP 응답코드

User-Agent

▶ FW Source IP 기준 트래픽 현황

▶ 기대효과

검색 통계 TopN통계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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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Note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

Security toon!

자료 산출 업무가 많고
특히 개인정보 자료가

많아서 항상
조심스러워요.

주기적으로 삭제를 안하면
PC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일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전 불필요한 파일은
계속 삭제하고

있어요.

201307
신규가입
정보

201601
이벤트 당첨자

연락처

201602
이벤트 당첨자

연락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 보관 금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관련 규정

와…

예전부터 백업 받아놓은
자료들을 보니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게 너무 많네요.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을
PC에 보관하는건 규정상

금지되어 있으니
삭제하도록 하세요. 

청소도 하고
규정도 지키고
일석이조네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개인정보 파기는 늘
신경써야 할 것 같아요.

모두 싹 지워버리니
마음이 한결 가볍군

요.

삭제 완료!!!

파일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확인

 “사용기간 끝난 개인정보 방치” ... 20개 기관 개인정보법 위반

(2018.6.26 디지털 타임즈)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파기 미이행 (여행사 하O투어) 

예약과 여행이 끝난지 5년이 지난 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IT시스템에 보관 및

2007년 이전에 수집한 약 40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내부 PC에 보관

탈퇴 회원 개인정보파기 미이행 (지방단체관청 B기관)

2005년부터 탈퇴한 회원(약 2,800명)의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채 보관

(2017년8월~2018년3월까지 행정안전부의 행정처분 조치로 과태료가 부과됨)

개인정보 파기 위반 사례
시사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개인정보취급자입니다.

 PC내 개인정보 및 출력물은 개인정보취급자 스스로가 파기의 주체

입니다.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은

지체없이 삭제합니다.

 임시 파일 및 출력물 등은 사용 후 즉시 파기하도록 합시다.
예시) 업무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된 파일, 작업용 파일, 스캔이미지, 직무 변경으로

더 이상 필요없는 파일 등

방치되는 개인정보가 많아 질수록,  유출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PC내 보관된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삭제를 하도록 합시다.

김매니저, 바빠요? 
머리도 식힐 겸

커피 한잔 할까요?

월말이라 자료 확인 건이
많아서 좀 바쁘네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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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shark를 이용한
네트워크 계층별 공격 확인 방법

최근·페이스북이·네트워크·해킹·공격을·받아·약·5천만·명의·개인정보가·노출될·위험에·처한·것으로·알려졌으며,·2017년·

전·세계를·혼돈의·카오스로·빠뜨린·워너크라이·랜섬웨어·또한·네트워크를·통해·빠르게·전파되고·있는·것처럼·네트워크·

공격은·인터넷이·발달하기·시작할·때부터·현재까지,·공격자들에게·활발히·이용되고·있다.·

네트워크·공격은·주로·정보보안·3대·요소(기밀성,·무결성,·가용성)를·훼손하는·공격으로·크게·Sniffing(훔쳐보기),·

Spoofing(사기치기),·DoS(방해하기)로·나뉜다.

개요01.

서비스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송채린

먼저·네트워크란·무엇인가에·대해·알아보자.·네트워크란·여러·매체들이·연결되어·통신하는·것을·총칭한다.·초기·네트워크·

환경에서는··매체·제조회사마다·독자적인·통신·절차를·가지고·있어·같은·회사·제품끼리만·통신이·가능하였다.·그러나·

기술이·발전함에·따라·매체의·종류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였고,·이기종·간의·네트워크·통신의·필요성이·대두되자·국제·

표준화·기구(OSI)에서·모든·시스템의·상호·연결을·위한·기초·참조·모델을·만들었다.·이것을·우리는·"OSI·7·Layer"라고·

부른다.·

OSI·7·Layer는·7계층으로·이루어져있지만·크게·하위계층(하드웨어·계층)과·상위계층(소프트웨어·계층)으로·구분되기도·

한다.·하위계층은·데이터·전달하기·위해·"누구에게",·"어떻게"·전달할·것인가를·결정하는·계층으로·"1~4·계층"이·이에·

속한다.·해당·계층은·주로·네트워크·분야에서·많이·참조하는·계층이다.·상위계층은·"5~7·계층"으로·데이터를·"어떠한 

형식"으로·생성하고·표현할·것인가를·결정하는·계층이며·주로·소프트웨어·개발·분야에서·참조한다.·

이번·테크노트에서는·앞서·말한·3가지의·공격·유형이·네트워크·분야에서·주로·참조하는·2~4계층에서·어떻게·발현되는지·

네트워크·모니터링·도구인·WireShark를·통해·알아볼·것이다.·

정보는·인가된·대상에게만·제공되어야·한다는·"기밀성"을·훼손하는·것으로·공격·대상의·모든·네트워크·패킷을·훔쳐보며·

정보를·수집하는·공격·유형이다.

정보는·변경되거나·삭제되지·않고·정확하고·안전하게·전달되어야·한다는·"무결성"을·훼손하는·것으로·수신자의·정보를·

변조하여·제·3자에게·패킷을·전달하거나·패킷에·악의적인·코드를·삽입하는·공격·유형이다.

정보는·인가된·사용자에게·언제나·제공되어야·한다는·"가용성"을·훼손하는·것으로·공격·대상의·자원을·과도하게·소모시켜·

정상적인·서비스를·수행하지·못하도록·마비시키는·공격·유형이다.

위·3개의·유형은·서로·밀접하게·연관되어·있으며·공격의·목적과·방식에·따라·상호·작용하기도·한다.·예를·들면·공격·대상의·

정보·획득(기밀성·훼손)하기·위하여·수신자·정보를·공격자의·정보로·변조(무결성·훼손)하는·등의·공격이·있다.·

4) 네트워크 개념

1) Sniffing (훔쳐보기)

2) Spoofing (사기치기)

3) Denial of Service (Dos, 방해하기)

[표 5-1] OSI 네트워크 참조 모델

1) 다른 기기와 통신이 가능한 모든 기기,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등을 일컫는다.

1)

계층 특징 주소 프로토콜 장비

Application
(7계층)

사용자의명령을 받으며 일반적으로응용 서비스를 제공
HTTP
FTP
DNS

L7 Switch
IDS
IPS

WAF

Presentation
(6계층)

데이터 형식, 인코딩, 압축, 암호화 등에 대한 정보 제공
JPEG

MPEG
SMB

Session
(5계층)

상호 연결(세션)이 필요한 통신에서연결(세션)상태 제어
TLS
SSH

NetBIOS

Transport
(4계층)

목적지에정보 전송방식결정 및 전송 에러 관리 port
TCP
UDP

L4 Switch
Firewall

Network
(3계층)

IP 주소를 이용하여네트워크상의 전송 경로 결정 IP
ICMP

IP
ARP

L3 Switch
Router

Data Link
(2계층)

MAC 주소를 이용하여인접 장비에 정보 전송 MAC
Ethernet

PPP
L2 Switch

Physical
(1계층)

비트 형태의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경하여정보 전송
Hub

Rep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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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Link (2계층) - MAC 주소02.

동일한·네트워크·대역을·사용하는·근거리·네트워크(LAN)에서·인접한·매체와·통신하는·계층이다.·각각의·매체들은·서로를·

구별하기·위해·고유의·이름을·가지는데·이것을·"MAC 주소"라고·부른다.·

MAC·주소는·네트워크·인터페이스·카드(NIC)에·부착된·고유의·식별·값이며,·특정·매체에·정보를·요청하거나·응답할·

때·자신의·MAC·주소와·상대방의·MAC·주소를·기입하여·전달함으로써·정보가·올바르게·전달되도록·한다.·따라서·각·

매체들은·제대로·정보를·전달하기·위해·주변·매체들의·MAC·주소를·기록하여·저장하는데·이것을·"MAC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이러한·MAC·주소와·MAC·테이블을·이용하여·매체간·통신을·관장하는·네트워크·장비가·바로·"스위치(Switch)"이다.·

스위치의·가장·큰·역할은·정보를·받을·수신자를·선별하는·것이다.·

A : 서버

C : PC

B: 모바일기기

D : 자동차

Switch

(2계층 네트워크 장비)

[MAC 테이블]

MAC 주소 매체

A 서버

B 모바일기기

C PC

D 자동차

근거리 통신망(LAN)

스위치·재밍(Switch·Jamming)은·네트워크·패킷의·수신자를·확인하여·해당·패킷을·적재적소에·보내주는·"스위치·기능을·

마비"시키는·공격이다.·

일반적으로·스위치는·자신이·가지고·있는·MAC·테이블의·저장공간이·가득차면·네트워크·패킷을·브로드·캐스트하는·특성을·

가지며,·공격자는·이러한·스위치의·단점을·이용하여·수많은·MAC·주소들을·지속적으로·네트워크·상에·흘림으로써·

스위치의·MAC·테이블을·가득·채운다.·MAC·테이블이·가득·찬·스위치는·특정·매체에·전송해야·하는·패킷을·모든·매체에·

전송하게·되고·공격자는·스위치를·통해·오가는·모든·패킷을·염탐하여·주요·네트워크·정보를·손쉽게·획득할·수·있다.

아래·[그림·5-1]은·Wireshark에서·스위치·재밍을·확인한·것이다.·

1) Switch Jamming - "기밀성" 침해

판단 근거

필터링 조건 _

 · "1초"도 안되는 짧은 시간

 · "무수히 많은" MAC 주소

 · "같은" 크기의 패킷

[그림 5-1] Switch Jamming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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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프로토콜별 패킷 수 확인 1

[그림 5-3] 프로토콜별 패킷 수 확인 2

스위치·재밍(Switch·Jamming)은·MAC·테이블의·오버플로우를·발생시키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서로다른·MAC·

주소로·다량의·패킷을·전송한다.·따라서·IP·또는·MAC·당·패킷은·극히·적은·수로·발생하며·이러한·특징을·이용해·

Wireshark에서는·IP별·또는·Ethernet·별로·패킷·수를·확인하는·방법으로·공격을·확인·할·수·있다.

Network (3계층) - IP 주소03.

서로·다른·네트워크·대역을·사용하는·원거리·네트워크(WAN)에서·특정·대역에·존재하는·매체로·가는·경로를·결정하는·

계층이다.·서로·다른·대역에·존재하는·매체와·통신하기·위해서·사용되는·식별자가·바로·"IP 주소"이다.·

IP·주소는·네트워크·영역(Net·ID)와·매체식별·영역(Host·ID)로·이뤄져·있으며·특히·네트워크·영역은·수많은·네트워크·

대역에서·통신하고자·하는·곳으로·가는·길을·안내하는·유일한·단서이다.·매체식별·영역은·매체를·구별하기·위해·부여된·

것으로·2계층·MAC·주소와·그·역할이·비슷하지만·IP의·경우·고유한(세계에서·유일한)·번호가·아니라는·점에서·MAC과·

가장·큰·차이를·나타낸다.·이를테면·IP가·네트워크의·이름이라면·MAC은·네트워크의·주민번호인·셈이다.·

출발지 IP : 9.9.9.9

목적지 IP : 1.1.1.110

Hello!

[네트워크 대역 : 1.1.1.0] [네트워크 대역 : 4.4.4.0]

Router (3계층 네트워크 장비) Router (3계층 네트워크 장비)

랜드·어택(Land·Attack)은·"나쁜·상태에·빠지게·하다"의·의미를·가진·"Land"에서·비롯된·것으로·"네트워크·패킷의·출발지·

IP를·변조하여·공격·대상의·자원을·소모"시키는·공격이다.

랜드·어택은·주로·데이터·전송의·신뢰성을·보장하기·위해·연결지향적(3-Way·Handshaking)·특징을·가지는·서비스에서·

발생된다.·공격자는·이러한·특징을·이용하여·네트워크·패킷의·출발지·IP·주소를·공격·대상의·IP·주소로·변조하여·패킷을·

전송하며·패킷을·받은·대상은·자기·자신과·일정시간까지·빈·연결(세션)을·맺게·된다.·이·과정이·반복되면·빈·연결이·많아지게·

되고·결국·시스템·오버플로우가·발생하여·정상적인·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게·된다.

1) Land Attack - "기밀성", "가용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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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Land Attack 패킷

[그림 5-6] IP별 통신 내역 확인 2

[그림 5-5] IP별 통신 내역 확인 1

아래·[그림·5-4]은·Wireshark에서·랜드·어택을·확인한·것이다.

랜드·어택의·경우·출발지와·목적지·IP·주소가·동일하다는·특징이·있으므로·Wireshark의·Conversations·기능을·통해·

동일·IP·주소·간에·통신·여부를·체크하는·방법으로·공격을·확인할·수·있다. ARP·프로토콜은·이름과·주민번호가·함께·기재된·주민등록증처럼·IP·주소와·MAC·주소를·매핑시키는데·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이러한·ARP·프로토콜의·정보를·변조하는·공격을·"ARP·Spoofing"이라고·부른다.·

공격자가·의도적으로·특정·IP·주소와·자신의·MAC·주소로·대응하는·ARP·메시지를·전송하면·각·매체는·잘못된·IP-

MAC·테이블을·가지게·된다.·이러한·점을·이용하여·공격자는·공격·대상의·MAC·주소를·자신의·MAC·주소로·변조하여·

모든·패킷을·염탐하거나·주요정보를·탈취할·수·있다.·

아래·[그림·5-7]은·Wireshark에서·ARP·Spoofing을·확인한·것이다.·

2) ARP Spoofing - "무결성" 침해

판단 근거

판단 근거

필터링 조건

필터링 조건

Ip.src == [동일 IP] and Ip.dst == [동일 IP]

ARP

"같은"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

모든 IP 주소가 동일한 MAC 주소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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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ARP Spoofing 패킷

[그림 5-8] PORT Scanning 패킷

ARP·Spoofing은·ARP·프로토콜로·필터링하는·것이·좀·더·명확하게·볼·수·있는·방법이며·특정·목적지에·반복적으로·ARP·

패킷을·전송하거나·자신의·MAC·주소를·여러·IP·주소의·MAC·주소인·것처럼·브로드캐스팅하는·패턴을·통해·공격을·확인

할·수·있다.

대표적인·포트·스캔·방법은·아래와·같다.

▶·TCP·스캔

TCP·통신·시·일어나는·3-Way·Handshaking·과정을·이용하는·것으로,·이·과정이·정상적으로·완료되었다면·해당·

TCP·포트는·열려있는·것으로·판단한다.·이러한·방식을·"연결·스캔(connect·scan)"이라·부른다.

▶·SYN·스캔

TCP·3-Way·Handshaking·과정·중·첫·단계인·SYN·패킷에·대한·응답을·여부로·포트가·열려있는지·판단한다.·이·방식은·

실제·TCP·연결이·일어나지·않기·때문에·"half-open·스캔"으로·부르기도·한다.

▶·ICMP·메시지·스캔

다수의·시스템은·자신이·보낸·패킷에·대한·응답이·없을·경우·ICMP·unreachable·메시지를·보낸다.·이를·이용하여·서버에서·

임의의·패킷을·전송하고·ICMP·메시지·종류를·확인하여·포트가·열려있는지·판단한다.·

아래·[그림·5-8]은·Wireshark에서·포트·스캐닝을·확인한·것이다.

포트·스캐닝은·다수의·포트로·접근하여·응답하는·패킷을·통해·활성화·여부를·확인하므로·특정·IP·주소에서·다수의·포트로·

접근하는·패킷이·존재할·경우,·공격으로·의심하여·해당·IP·주소로·필터링하여·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그러나·최근에는·

공격·탐지를·우회하기·위해·Interval을·길게·두고·요청하는·경우가·많으므로·모니터링에도·주의가·필요하다.

포트·스캐닝(PORT·Scanning)은·공격·대상이·사용하고·있는·응용프로그램의·취약점을·공격하기·전에·선행되는·공격

으로,·서비스의·종류를·확인하기·위해·PORT·주소를·검사한다.·만약·공격·대상에·"1521·포트"가·활성화·되어·있다면,·

공격자는·Oracle의·익스플로잇·코드를·이용하여·공격을·감행할·수·있다.·이는·정보보안의·3대·요소를·훼손하지는·않지만·

공격대상의·정보를·수집한다는·점에서·주요한·공격으로·볼·수·있다.·

1) PORT Scanning

판단 근거

필터링 조건 Ip.src == [의심 IP]

 · "같은" 목적지 IP 주소

 · "여러 개"의 PORT 주소로 접근

Transport (4계층) - PORT 주소04.

이전·계층까지는·매체를·찾는·과정이었다면·이번·계층은·데이터를·어디로,·어떻게·전송할·것인지·결정하는·계층이다.·

이러한·통로를·결정하는데·사용되는·식별자가·"PORT 주소"·이다.·

PORT·주소는·일반적으로·데이터의·종류나·서비스에·따라·서로·다른·번호를·사용하므로·서버에·활성화된·PORT·주소

만으로도·어떠한·서비스·제공하고·있는지·유추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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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트래픽량 확인 방법 2

[그림 5-10] 트래픽량 확인 방법 1

[그림 5-9] SYN Flooding 패킷

SYN·Flooding은·공격자가·포트·스캐닝·공격을·수행할·때도·발생할·수·있으나·보통은·가용성을·훼손시키는·목적으로·

사용된다.·따라서·짧은·순간,·다량의·패킷을·발생시켜·대역폭을·점유하기·때문에·평소와·다르게·많은·양의·트래픽이·발생

할·경우,·Wireshark의·I/O·graph·기능을·통해·그래프·이상·현상(기이하게·높이·솟은·형태)을·모니터링하는·방법으로·

공격을·확인할·수·있다.·

SYN·Flooding은·TCP·서비스에서·서버와·클라이언트의·연결·상태정보를·임시적으로·저장하는·공간인·"Backlog"를·

버퍼·오버플로우·시키는·공격이다.·

일반적으로·TCP·통신·시·클라이언트와·서버는·SYN(요청)과·ACK(응답)를·주고·받는·3-Way·Handshing을·한다.·이·

과정에서·서버는·클라이언트의·정보를·Backlog에·저장하고·과정이·완료되면·삭제한다.·이를·이용하여·공격자는·고의로·

수많은·SYN·메시지를·전송하면서·ACK·메시지는·전송하지·않는다.·ACK·메시지를·받지·못한·서버는·일정·시간동안·

SYN·메시지의·수만큼·공격자의·정보를·Backlog에·저장하게·되고·SYN·패킷이·많아지면·많아질수록·서버의·Backlog는·

가득·차게·된다.·결국·진짜·사용해야·하는·사용자의·요청을·받지·못하여·정상적인·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게·된다.

아래·[그림·5-9]은·Wireshark에서·SYN·Flooding을·확인한·것이다.

2) SYN Flooding - "가용성" 침해

판단 근거

필터링 조건 Ip.src == [의심 IP] and tcp.flags == 0x002

"단위시간" 내 과다 SYN 패킷 발생

결론05.

참고자료06.

지금까지·네트워크·하위·계층에서·발생·가능한·공격을·Wireshark를·통해·확인하는·방법을·알아보았다.·이번·테크노트에서·

역사가·오래된·네트워크·공격·기술과·그·확인·방법에·대해·서술하게·된·이유는·IT·기술이·발달하고·서비스·종류가·기하급수·

적으로·증가했다·하더라도·이들의·근본인·네트워크는·변하지·않기·때문이다.·따라서·올바른·네트워크·보안·정책이·수립되지·

않은·기업은·여전히·"OLD"하고·"BASIC"한·공격에·취약하다는·것을·다시·한번·상기시키고자·한다.·

[1]·https://namu.wiki/w/OSI%20%EB%AA%A8%ED%98%95?from=OSI%207%EA%B3%84%EC%B8%B5

[2]·https://ko.wikipedia.org/wiki/%EB%84%A4%ED%8A%B8%EC%9B%8C%ED%81%AC_%EA%B3%84%EC%B8%B5

[3]·https://en.wikipedia.org/wiki/LAND

[4]·https://ko.wikipedia.org/wiki/ARP_%EC%8A%A4%ED%91%B8%ED%95%91

[5]·https://ko.wikipedia.org/wiki/%ED%8F%AC%ED%8A%B8_%EC%8A%A4%EC%BA%94

[6]·https://en.wikipedia.org/wiki/SYN_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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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기술, 과연 안전할까?

서비스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윤승균

영화·"A·Space·Odyssey(1968)"에서·극중·한·배우는·음성인증을·활용하여·우주선에·탑승하고·"007·Diamond·

Forever(1971)"에서는·지문을·이용하여·방문객을·인증한다.·당시만·해도·생체인증은·막연히·영화에서만·존재하는·허구의·

인증·매체라고·생각했을·것이다.·하지만·생체인증이라는·극히·생소한·단어가·우리·귀에·익숙해지고·일상·생활·속에·자연·

스럽게·스며들어·우리의·보안인증을·책임지는·시대가·실제로·도래했다.·

비밀번호를·외우거나·보안카드를·지니고·다닐·필요·없이·신체의·일부를·이용하여·편리하고·빠른·인증을·한다는·강점을·

바탕으로·생체인식·기술은·지속적인·발전을·보이고·있다.·또한·이러한·생체인식기술을·활용하여·각종·ICT에·접목시키는·

다양한·시도가·추진되고·있는·등·적용·분야가·확산되고·있다.·하지만·발전속도와·확산·속도를·뒷받침할·수·있는·안전성이·

구축되어·있을까라는·의문이·든다.·이미·생체인식·기술이·깊숙이·자리·잡은·우리·생활·속에·어떠한·보안문제가·존재하며,·

생체인식·기술이·도달할·수·있는·한계점과·가능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개요01.

생체인식 기술이란?02.

생체인식은·개인의·신원을·확인할·수·있도록·사람의·신체적,·행동적·특성을·분석하는·기술이다.·생체인식·기술은·신체적·

특징을·이용한·방법과·행동적·특징을·이용한·방법으로·구분된다.

신체적·인식은·개인의·신체적·특성을·기반으로·한·생체인식이다.·예를·들어·지문,·손의·기하학적·구조(크기와·위치),·정맥·

패턴,·눈(홍채·및·망막),·얼굴·및·DNA·매칭·등이·있다.

행동적·특징을·이용한·인식은·개인이·행동하고·있는·패턴·기반으로·한다.·대표적으로·보행,·키스트로크(keystroke),·필적·

인식·등이·있다.

고려해야·할·점은,·위·특징·별·여러·종류의·측정·방법이·모두·동일한·수준의·신뢰성을·갖는·것은·아니다.·신체적·인식은·

대개·개인의·일생·동안·행동적·특징보다·안정적으로·유지되는·이점이·있다.·행동적·측정에·의한·인식과·달리·스트레스에·

의한·영향을·받지·않기·때문이다.·

이러한·생체인식기술은·차세대·보안인증기술로·각광받고·있으며·급속도로·성장하고·있다.·미국의·정보기술·연구·및·자문·

회사인·가트너(Gartner·Inc.)는·생체인식·시장이·2022년까지·327억·달러의·가치가·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소비자의·생체인식·수용에·대한·설문을·통해·우리의·일상·속에·생체인식이·얼마나·긍정적인·영향으로·비춰졌는지·알·수·

있다.·베리디움(Veridium·Ltd.)의·설문·조사에·따르면·소비자의·52%가·생체인식을·암호·대신·사용하길·원하고·있고,·

80%는·암호보다·안전한·것·같다고·답했다.·또한·사용자의·40%는·이미·지문인식을·사용하고·있다고·했다.

[그림 6-1] 생체인식 특징  /  출처 : Gema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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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기술의 적용분야03.

생체인식 과연 정확할까?04.

[그림 6-2] 오수락률과 오거부율  /  출처: Mnemonic Security

생체인식기술은·노트북,·모바일·장치에서부터·개인업체,·정부기관,·다국적·조직은·물론·국가·ID카드에·유권자·등록을·

하는·생체인식에·이르기까지·삶의·모든·면에서·보편화되고·진화하고·있다.·다음은·오늘날·우리·사회에서·생체인식기술이·

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적용·분야이다.

▶·스마트폰·인증

생체인식·기술의·출현으로·모바일·장치는·이제·지문을·시작으로·음성,·안면인식·기술이·사용자·인증에·쓰이고·있다.·거의·

모든·스마트폰·회사가·생체인식·기능을·사용하여·사용자의·보안요구를·충족시키고·있다.

▶·신원확인,·인구조사·등록·및·유권자·등록

전·세계적으로·보안문제가·대두됨에·따라·생체인식을·통한·국제·신원확인·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다.·대표적인·예로·세계에서·가장·큰·생체인식·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인도의·전자주민등록증·아다하르(Adahaar)·

프로젝트가·있다.·

▶·금융기관

신원도용을·줄이고·길고·지루한·뱅킹프로세스를·줄이기·위해·은행업무가·점점·더·디지털화되고·있다.·은행업무를·위한·

생체인식·기술은·고객에게·편리하고·신뢰할·수·있는·해결책이·되고·있다.·시가총액·기준으로·세계·최대·은행인·웰스파고

(Wells·Fargo)에서·홍채인증·기술을·적용하기·위한·시험을·하고·있다.

▶·의료기관

병원에서·생체인식·기술을·점증적으로·도입하고·있으며,·특히·환자정보가·잘못·섞이는·것을·방지하기·위해·사용하고·

있다.·Grand·View·Research,·Inc.에·따르면·생체인식기술을·통해·오류율을·줄이고·보안시스템을·향상시킬·수·있을·

것으로·보고·의료·생체인식시장이·2024년·까지·약117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전술한·바와·같이,·급속도로·발전하고·다방면으로·활용되고·있는·생체인식기술을·뒷받침할·수·있는·보안환경이·갖춰져·

있을까?·

그전에·현재·생체인식의·정확성에·대해·알아보겠다.·생체인식시스템은·통계·알고리즘에·의존하고·있으므로,·단독으로·

사용될·경우·100%·신뢰할·수·없다.·그·이유는·오수락률(FAR=False·Acceptance·Rate)과·오거부율(FRR:·False·Rejection·

Rate)에·있다.

▶·"False·Rejection"·과·"False·Acceptance"

생체인식에서·오거부율(FRR)은·등록된·사용자를·거부할·확률이다.·즉,·생체인식시스템에·등록된·사용자의·접근시도를·

식별하지·못하고·잘못·받아드릴·가능성을·측정한·것이다.·오거부율(FRR)은·일반적으로·접근거부·횟수를·접근시도·

횟수로·나눈·비율이다.·

생체인식에서·오수락률(FAR)은·등록되지·않은·사용자를·등록자로·잘못·인식하여·수락할·확률이다.·오수락률은·일반적으로·

허가·받지·않은·사용자가·문자·그대로·시스템에·접근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생체인식·오류·중·가장·심각한·것이다.

다음·그림은·일본의·Mnemonic·Security사에서·생체인식·두·제품의·정확도를·반영한·FAR(오수락률)과·FRR(오거부율)의·

상호작용·그래프이다.·하나의·제품은·비교적·정확도가·높고,·다른·하나는·낮은·제품을·비교·분석하였다.·

그래프를·통해·알·수·있는·정보는·다음과·같다.

FAR과·FRR은·서로·독립적이고·반비례한다.·FAR이·낮을수록·해당·FRR이·높고,·반대로·FRR이·낮을수록·해당·FAR은·

높다.·그런·의미에서·FAR과·FRR은·상호의존적이·아니라·반비례·관계에·있다.

즉,·FAR이·높아지면·FRR이·낮아짐에·따라·인가된(등록된)·사용자를·거부하는·상황이·초래되는·것이고,·FRR이·높아·

지면·FAR이·낮아져·인가되지·않은·일반·사용자를·받아드릴·확률이·높아짐을·의미한다.·즉,·보안적인·측면만·고려한다면·

FAR을·낮추고·FRR을·높이는·것이·안전하지만·인가된·사용자가·거부되는·상황을·염두에·두어야·한다.

현재·학계나·업계에서는·이러한·확률을·근거로·생체인식기술을·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균형·있게·FRR와·FAR·비율을·

맞추는·것을·권고하고·있지만,·이러한·사항을·준수하지·않아·발생한·피해가·있다.

일례로,·Hitoshi·Kokumai는·인도의·전자주민등록증(Adaharr-based·PDS)·생체인증시스템이·등록된·사용자를·거부

하여·발생한·피해·사례는·위의·기준을·준수하지·않았기·때문이라·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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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의 보안적 문제05. 참고자료07.

마무리06.

앞서·정확성에·대해·살펴봤다면·이제는·보안적인·측면(security·concern)에서·생체인증의·우려사항에·대해·알아보겠다.·

전문가들은·생체인식기술이·본질적으로·안전하다고·말하고·있지만·이에·대한·반론도·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조지아·

대학·교수·Alvara·Bedoya는·생체정보는·본질적으로·신용카드나·비밀번호와·달리·공개되어·있어·쉽게·공격·타깃이·될·

수·있다고·한다.·즉·"나는·당신의·귀가·어떻게·생겼는지·알·수·있고,·멀리에서도·고해상도의·사진을·찍을·수·있으며,·또한·

음료를·마시고·남은·유리잔에·남아있는·지문을·통해·쉽게·해킹할·수·있다."라고·주장한다.

실제로·독일의·해커·Jan·Krissler는·아이폰·화면에서·사용자·지문을·채취한·뒤·애플의·지문인증기술인·Touch·ID를·

무력화하였다.·또한·그는·기자회견에서·어느·정치가의·엄지손가락을·찍은·고해상도의·사진을·이용하여·공인의·신원을·

도용하는·일이·얼마나·쉬운·지를·증명하였다.·최근에는·사용자의·눈을·찍은·사진·위에·콘택트렌즈를·씌워·특정·핸드폰의·

홍채인식·보안을·뚫고·접근에·성공한·사례도·있었다.

생체인식은·사용자의·신분을·밝혀낼·수·있는·수단이기·때문에·신용카드나·금융·비밀번호보다·훨씬·더·큰·피해를·줄·수·

있는·공적·문서,·예를·들어·여권·또는·범죄기록을·위조하는데·사용될·수도·있다.·따라서·이러한·신체정보를·저장하고·

있는·데이터베이스의·보안도·우려되는·사항·중·하나이다.·지난·2015년에는·미국의·인사·관리처(Office·of·Personnel·

Management)가·APT·공격에·의해·데이터베이스에·저장되어·있던·560만·명의·지문이·유출된·사례가·있었다.·생체·

정보는·유일무이한·것이기·때문에·암호·또는·신용카드와·달리·재발급이·불가능하므로·정보가·유출되게·되면·막대한·피해를·

입을·수·있다.

[1]·http://oaji.net/articles/2017/786-1509075793.pdf

[2]·https://www.bayometric.com/increasing-importance-of-biometric-security/

[3]·https://www.gemalto.com/govt/inspired/biometrics

[4]·https://heimdalsecurity.com/blog/biometric-authentication/

[5]·https://www.esecurityplanet.com/trends/biometric-authentication-how-it-works.html

지금까지·생체인식·기술의·정확성과·보안적·우려사항에·대해·알아보았다.·생체인식기술은·우리에게·편의성과·효율성을·

제공해주고·있고·앞으로도·무궁무진한·발전가능성을·증명하였다.·하지만·앞서·설명했듯이·여러·전문가들의·반론이·지속·

적으로·야기되는·것은·아직·완벽하지·않음을·반증한다.·따라서·모든·정황을·고려했을·때·훗날·생체인식기술은·강력한·

인증수단이·될·수·있고·사용자에게·편리함을·보장하지만·현재로서는·앞서·말한·생체인식의·정확성·문제와·보안적·우려·

사항들로·인해·독단적인·인증수단이·되기에는·다소·미흡하다.·현·시점에서·생체인식기술만을·이용하여·다방면의·인증·

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여러·인증수단과·복합적으로·사용함으로써·안전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현재의·비약적인·보안기술발전과·확산·속도를·보면·희망적·예측이·가능하다.·생체인식기술이·보안인증의·대체·수단으로·

계속·사용되면서·폭발적으로·증가하는·적용분야와·함께·성장하고·서로를·보완할·수·있는·단계에·도달할·것이다.·또한·

신체인식·기술의·보안문제를·개선하기·위해·블록체인을·이용하여·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생체정보의·기밀성을·유지하려는·

연구가·늘어나고·있고,·인공지능과·생체인식기술을·융합하여·비정상적인·패턴을·탐지하고·예방하는·Artimetrics(AI·+·

Biometrics·합성어)라는·용어가·생겨나는·등·각종·시도가·끊임없이·이루어지고·있다.·이에·그·가능성·또한·긍정적이다.·

따라서·생체인식기술은·머지않아·독단적인·인증수단·뿐만·아니라·전자상거래,·접근통제·등·다양한·분야에서·지속적으로·

주목·받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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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글루시큐리티,

GMV 2018 (글로벌 모바일 비전) 참여

이글루시큐리티는·지난·10월·10~12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주관하고·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주최하는·GMV·2018(·글로벌·모바일·비전)에·참가하였다.·

올해·11년째를·맞이하는·GMV·2018행사는·전시회,·일대일·상담회,·컨퍼런스,·스타트업·IR,·글로벌·잡페어·등·예년보다·더욱·더·

풍성해진·프로그램으로·구성되었으며,·중소·중견기업에·글로벌·ICT·시장의·최신·흐름과·해외·유력·기업과의·비즈니스·기회를·

제공하고·해외·진출·지원을·모색하는·자리로·마련되었다.·

이번·행사에서는·인공지능(AI),·지능형·로봇,·사물인터넷(IoT),·가상현실(VR),·디지털·콘텐츠·등·국내·중소중견기업·184개사의·

융복합·혁신·기술·제품이·전시되었으며,·퀄컴,·NEC·등·42개국·151개·글로벌·바이어가·전시장을·둘러보고·국내·기업과·개별·

상담을·진행하였다.·특히·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등·신남방·지역·바이어·61개도·참석하였다.···

당사는·전시부스에서·SIEM·솔루션·SPiDER·TM과·인공지능기반의·SPiDER·TM·AI·edition을·각각·전시·홍보하였으며··

일본,·인도,·폴란드,·라오스·등·16개국,·23개사의·바이어들이·당사의·부스를·방문하여·상담을·진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