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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가 우리 사회에 첫 등장한지 2년이 지났다. 현재, 백신 접종율 증가 및 확진자의 

확연한 감소세에 따라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지‘를 비롯하여 사회는 ‘엔데믹(Endeminc)’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금껏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을 바라보면, 이러한 대응 과정이 정보보안의 

프로세스와 상당히 닮아 있는 듯 하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을 

닮아 있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은 정보보안수칙 준수와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한 예방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감염자의 격리-치료-복귀 과정은, 침해사고를 당한 시스템의 네트워크 격리-

분석 및 진단-복구의 과정과도 닮아 있는 것 처럼,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새로운 팬데믹(Pandemic)이 발생할 때 마다 기존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책을 수립하 듯, 

사이버 공간에서 신규 취약점이 등장하면 취약점 대응 체계를 새롭게 수립하여 대응한다. 최근 Log4j, 

Spring4Shell 등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취약점들이 새롭게 등장할 때 마다, 정보보안 인력의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여 대응 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의 엔데믹을 향해 달려온 것처럼, 사이버 공간의 

엔데믹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정보보안 인력에게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한다.

※ 본 보고서에 사용되는 통계데이터는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에서 SIEM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표 2-1]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Summary

월간 핫이슈▶

 · 2022년 5월 전체 공격 건수가 전월 대비 약 0.85배 가량 감소하였고, 이 중에서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은 전월 대비 약 3.15% 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공격이 감소함에 따른 영향으로 확인 된다.

 · 보안 관리자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최신 버전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적절한 문자열 필터링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

 · 2022년 4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대한민국과 홍콩, 영국, 대만, 독일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인도, 러시아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월간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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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 금월 이글루코퍼레이션 통합보안관제센터(I2SOC)에서 탐지 및 침해대응 보고서 발송된 취약점 이벤트 Top 10 및 비율

2022년 5월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전체 공격 합계가 전월 대비 약 0.85배 

가량 감소하여, 각각의 공격 패턴 건수 또한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 비율이 

전월 대비 약 3.15% 가량 감소하였고, 이는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공격 건수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웹 취약점 관련 공격 비율은 전월 

대비 약 2.5% 가량 증가하였지만, 건수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월간 공격 유형01.

2022년 5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SQL Injection 과 Command Injection(NVMS-9000 DVR 

Vulnerability)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공격이 전월 대비 700건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02.

[표1-2]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표1-1] 월간 공격 유형

월간 보안위협동향 및 분석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는 사이버 위협을 예측하기 위해 월간 공격 유형, 취약점 별 공격 건수와 비율, 공격 출발지 국가 

및 IP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패턴

탐지 명

Total Threats In SOC

건수

건수순위

비율(%)

비율(%)

등락

등락

웹 취약점 (Web Vulnerability)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Command Injection (NVMS-9000 DVR Vulnerability)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SQL Injection

GPON Router Vulnerability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정보수집 (Information Gathering)

악성코드 (Malware)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시스템 취약점 (System Vulnerability)

비인가접근 (Unauthorized access)

정보노출 (Information Exposure)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총 합계

총 합계

5,471

3,206

517

2,166

512

675

473

352

535

387

320

1

5

2

6

3

7

9

4

8

10

1,797

159

30

4,742

670

42

14

15,297

9,143

42.3

24.8

4.0

16.8

4.0

5.2

3.7

2.7

4.1

3.0

2.5

13.9

1.2

0.2

36.7

5.2

0.3

0.1

100

70.7

▲1

-

NEW

-

-

▲1

-

▼6

▲4

NEW

▼1

-

-

▲1

▼1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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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대한민국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인도의 공격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공격 비율 합이 전체 대비 약 40%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해당 출발지 IP 의 유해성은 IGLOO_CTI, OSINT 정보 등 에서 확인한 결과이다.

* 하기 표를 참고하여 방화벽 혹은 타 보안 장비에서 차단을 권장한다.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월간 위협 IP 주소 TOP 1003.

[표1-3] 월간 출발지 IP 주소 TOP 10

위협 IP 공격정보

Total Countries

국가순위 IGLOO_CTI

45.155.204.146 Directory Traversal

45.134.144.140
Fortinet FortiOS Directory Traversal

(CVE-2018-13379)

213.226.123.30

38.114.114.55 etcpasswd Detect

92.223.86.24

49.143.32.6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Command Injection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Oracle WebLogic wls-wsat RCE
(CVE-2017-10271)

81.17.20.98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92.223.86.10

144.22.198.141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109.237.103.9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RU

DE

PL

US

SG

KR

CH

SG

BR

RU

1

5

2

6

3

7

9

4

8

10

5/115

16/115

12/115

0/115

2/115

13/115

6/115

1/115

3/115

8/115

▶ 금월 공격 IP, 국가 순위 상세 Top 10 표 및 비율

30.9%

인도

이집트

대한민국

중국

미국

7.9%

9.5%

18.3%

33.3%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04.

[표 1-4]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상세 분석

5월에 발생한 취약점 패턴 중 TOP 10을 중심으로  공격패턴에 따른 상세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각 탐지 패턴 별 상세분석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시스템의 취약점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상세 분석 결과

ThinkPHP의 취약한 문자 필터링으로 인해 부적절한 컨트롤러 클래스가 호출되어 
원격 코드 실행 공격이 가능한 취약점입니다. \think\* 클래스를 호출하여 취약한 
객체를 통해 공격자는 임의의 PHP코드 및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HTTP 요청을 처리할 때 사용자가 제공한 입력의 유효성 검사가 불충분하여 원격 
공격자가 웹 인터페이스의 \'shell\' 파일을 이용하여 쿼리 문자열에서 임의의 
시스템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phpMyAdmin은 MySQL을 웹서버에서 관리할 목적으로 PHP로 작성한 오픈 소스 도구이며, 
My-SQL서버를 대상으로 취약점을 찾고 데이터베이스를생성/삭제, 테이블 생성/삭제, 필드 
생성/삭제, SQL 문장실행, 권한 관리 기능실행이 가능한 공격입니다. 해당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phpMyAdmin의 script/setup.php파일에 `?` 인자를 이용하여 임의의 함수를 삽입하여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공격자는 시스템의 정보 획득을 위해 Directory Traversal 취약점 등을 이용하여 
/etc/passwd나 *.conf /.env와 같이 계정, 환경변수 등 설정 정보가 담긴 주요 
시스템 파일에 접근을 시도한다.

NetGear DGN 시리즈 라우터 내 웹서버가 일부 URL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취약점으로, "setup.cgi" 스크립트의 "syscmd"기능을 활용하여 임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Dasan GPON 가정용 라우터에서 발견된 취약점으로 ?images라는 문자열을 
기기의 URL에 입력함으로써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D-Link 제품 설치 시 사용되는 HNAP(Home Network Administration 
Protocol) 관련 스크립트에 존재하는 취약점으로 인해 인증을 우회하여 서비스 
중지, 백도어 설치 등의 명령어 실행이 가능하다. 

워드프레스 로그인 페이지인 wp-login.php, wp-admin.php, wp-config.php 
등 민감한 샘플페이지로 접근하는 이벤트로 주로 페이지의 존재 유무 확인을 위한 
접근이다.

S h e n z h e n  T V T  사 의  N V M S - 9 0 0 0  DV R  장 비 의  다 중  취 약 점 이 
탐지되었습니다.공격자는 해당 DVR 장비의 기본 계정정보를 하드코딩하여 
인증 후, BOF(Buffer OverFlow), XML 패킷을 이용한 RCE(Remote Code 
Execution) 공격이 가능합니다.

SQL Injection 공격은 웹 페이지에서 특수문자나 Union, Select 등 쿼리에 
사용되는 문자를 필터링하지 않고 입력된 값이 쿼리문에 사용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다. 공격자는 DB에 연결된 계정이 가진 권한 내에서 다양한 쿼리를 사용하여 
저장된 정보의 획득, 수정, 삭제 및 시스템 접근 등이 가능하다.

공격 패턴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GPON Router Vulnerability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Command Injection
(NVMS-9000 DVR Vulnerability)

SQL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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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2022년 4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23,377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정보는 

229,275건 수집되었다.

수집 대상별 순서는[해외-Malware(177,040건)], [해외-Phishing(45,873건)], [국내 (23,377건)] 으로 

집계되고 있다. 

침해지표(IOC)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격을 탐지했을 때 공격자를 신속하게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외 기업·기관에서 수집한 보안 위협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고객을 노리는 보안 위협에 맞서 공격의 맥락과 목적 

등을 간파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집한 위협 정보 중 고객사와 연관이 있는 상세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그림1-1] 최근 3개월 국내외 위협 정보 수집 건수

* 상세한 정보는 IGLOO CTI(Cyber threat intelligen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1-2] 위협 IP 국가 현황 [그림1-3] IoC별 수집 현황

월간 사이버위협탐지정책 통계▶

2022년 4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43건 이다. 

4월 한달동안 주로 Spring4Shell(CVE-2022-22963, CVE-2022-22965), Lazarus Malware에 대한 

탐지정책이 배포 되었다.

탐지 정책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사이버 공격을 신속히 식별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기관에서 수집 또는 자체 제작한 사이버 

위협탐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사이버 공격을 효율적으로 탐지, 대응하고 보안관제 센터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Snort Rule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탐지 패턴을 보유한 Security Device에 적용 함으로써  

조직의 보안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표 1-5] 월간 주요 사이버위협 탐지정책

[그림 1-4] 최근 3개월 공유 건수 [그림 1-5] 월간 공유 건수

탐지 정책 설명Code 태그

IGRSS.2.05759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IGRSS.2.05759 Java, getRuntime, Vul,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 http_header; content:"getRuntime"; distance:0; 
nocase; http_header; content:"exec("; distance:0; nocase; 
http_header; sid:205759;)

Java get Runtime의 

취약점으로 사용자 권한 탈취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Java,

getRuntime, Vul

IGRSS.10.05760

a le r t  t c p  $ E X T E R N A L _ N E T  a n y  - >  $ H O M E _ N E T  $ H T T P _ P O RTS 

(msg:"IGRSS.10.05760 Spring, Cloud, CVE-2022-22963, Web Application 

Attack";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functionRouter"; fast_pattern:only; 

http_uri; content:"spring.cloud.function.routing-expression|3A|"; nocase; 

http_header; content:"java."; distance:0; nocase; http_header; pcre:"/spring\

x2ecloud\x2efunction\x2erouting-expression\x3a[^\r\n]*java\x2e[^\r\n]*\x28/

Hi"; sid:1005760;)

Spring Cloud의

CVE-2022-22963 취약점을 

악용한 원격 시스템 명령 실행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Spring, Cloud, 

CVE-2022-22963

IGRSS.2.05771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IGRSS.2.05771 Java, getRuntime, CVE-
2022-22965,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
se rve r ,es tab l i shed ;  con ten t : " <%" ;  h t tp_heade r ; 
content:"getRuntime"; distance:0; nocase; http_header; 
content:"exec(";  distance:0; nocase; http_header; 
sid:205771;)

Java getRuntime의

CVE-2022-22965 취약점을 

악용한 사용자 권한탈취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Java,

getRuntime,

CVE-2022-22965

IGRSS.8.05788

alert tcp $HOME_NET any -> $EXTERNAL_NET $HTTP_
PORTS (msg:"IGRSS.8.05788 Malware, Dropper, Lazarus,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repos/DanielManwarningRep/ERPLocalSys"; fast_
pattern:only; http_uri; sid:805788;)

Lazarus에서 사용하는 

Dropper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Malware, Dropper, 

Laz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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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무서운 10대들’… 랩서스, 글로벌 통신사 T모바일도 뚫었다 ▶

 · 최근 글로벌 IT 기업을 노린 공격으로 유명해진 해킹 그룹 랩서스(LAPSUS$)가 지난 3월 글로벌 통신사 
T모바일(T-Mobil)의 보안 시스템을 뚫어 소스코드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남.  

 · IT전문 외신 더버지(The Verge)등에 따르면 T모바일은 4월 23일 “수주 전 악의적인 행위자가 도용된 자격증명을 
사용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해커가 침입한 시스템에는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음. 

 · 앞서 유명 사이버 보안 전문가 브라이언 크렙스(Brian Krebs)는 “자신이 입수한 랩서스 멤버들의 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랩서스가 지난달 여러 차례에 걸쳐 T모바일에 침입해 소스코드를 빼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블로그 글을 
게시한 바 있음. 

 · 크렙스의 블로그에 의하면, 랩서스는 러시아 기반 사이버범죄 암시장에서 T모바일 직원의 가상사설망(VPN) 
자격증명을 구입해, 초기 접근권을 확보했음. 이후, T모바일 내부 고객관리시스템인 아틀라스, 협업툴 슬랙, 
소스코드 저장소 호스팅 서비스인 비트버킷 등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남. 

‘이 케미는 무엇?’… 최근 화학 분야 조직에 꽂힌 ‘라자루스’▶

 ·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금융업계를 노려왔던 북한의 APT 단체인 라자루스(Lazarus)가 최근에는 화학 분야 조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만텍(Symantec)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최근 화학 관련 조직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가짜 구인 메일을 보내는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고 있었음. 이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 경우에는 정보를 훔쳐내 공격자에게 전송하는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이 설치됨.  

 · 라자루스가 가짜 구인 메일을 활용해 각종 산업들을 노리는 캠페인은 ‘드림 잡 작전(Operation Dream 
Job)’이라고 불림. 

 · 최근의 드림 잡 작전은 한국의 화학 기술 업체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고, 아시아, 미국의 기업과 정부 기관들도 
같이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방과 정부 기관, 떠오르는 신생 산업이 주요 목표였던 것과 달리, 전통적인 
산업이 다시 공격 표적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보를 빼돌리기 위한 흔적들과 도구들이 발견될 것으로 볼 때, 화학 시절을 파괴하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일으키기보다는 화학 정보 획득을 위한 공격인 것으로 추정됨. 

‘지난 분기 대비 46%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늘어난 디도스 공격▶

 · 보안 업체 카스퍼스키(Kaspersky)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디도스) 공격이 지난 
분기보다 무려 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티비스트들의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됨. 

 · 실제로, 2022년 1분기 동안 발생한 디도스 공격을 살펴보면, 핵티비스트들의 활동과 연관 지을 수 있는 표적형 
공격이 많았음. 

 · 또한, 디도스 공격의 지속 시간이 수일에서 수주에 걸칠 정도로 매우 길었음. 보통 금전적 이득을 위해 실행되는 
디도스 공격의 경우, 공격자도 얼른 돈을 받고 다른 공격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긴 공격 지속 시간은 작정하고 표적을 괴롭히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조직들은 물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국가나 기관, 
조직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권고함. 

 · 2022년도 ‘ISMS-P 신규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시행

 · ‘제4회 AI Security Day 세미나’ 개최

 · ‘2022년 상반기 민간분야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 기업 모집

 · ‘경기정보보안협의회’ 발족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과 함께 ‘2022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 

 · 중소기업 5천개사 대상 ‘데이터 금고 사업’ 모집 실시…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 지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ICT·보안 정책 총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에 서울대 이종호 교수 지명

 · 603개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 확정 발표 

 · ‘실전형 사이버훈련장(Security-Gym)’ 교육과정 운영

 · 범정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통계청과 ‘통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논의…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 정책 수립 

지원, 민간 산업의 혁신 성장 촉진 목적 

 · 금융위원회, 금융분야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착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사업’ 착수 보고회 진행… 이종 산업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 작업 본격 추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 국가정보원,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주관 사이버공격·방어훈련 ‘락드쉴즈(Locked Shields) 2022’ 참가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AI 기반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을 위한 학습 데이터셋과 보안위협 탐지모델 성능평가 

도구 공개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모델' 사업 시작

기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1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2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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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게 섰거라’… 어나니머스, 러시아의 석유·가스·벌목업체 공격 ▶

 · 최근 다크 웹에 ‘인더스트리얼 스파이(Industrial Spy)’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으로 나타남. 여러 기업들로부터 
탈취한 정보들을 해커가 아닌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 IT 외신 블리핑 컴퓨터(Bleeping Computer)에 따르면, 인더스트리얼 스파이의 운영자들은 기존 침해 데이터 거래 
시장과는 달리 ‘당신의 경쟁사 정보가 여기 있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걸며, 사이버 범죄자가 아닌 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킹 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는 러시아의 조직들로부터 빼돌린 것이라며 400GB의 이메일을 비영리 내부 
고발 전문 사이트인 디도시크리츠(DDoSecrets)에 공개했음. 보안 외신 핵리드(Hack Read) 보도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의 석유·가스·벌목업체의 메일인 것으로 드러남. 

 · 에어로가스(Aerogas)라는 오일 및 가스 분야 엔지니어링 업체, 포레스트(Forest)라는 벌목 업체, 페트로브스키 
포트(Petrovsky Fort)라는 에너지 업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벌목업체인 포레스트 외 두 회사는 
러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 기업이기도 함. 

 · 어나니머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계속해서 예고해 왔고, 이번에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음. 

파이브 아이즈,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임박’ 경고 ▶

 · 더 레지스터(The Register) 등의 외신은 최근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고 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첩보 기관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밝혔다고 전함. 각 국가의 첩보 기관이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나온 예상으로, 공격 대상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정부 기관과 사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전쟁 개시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해킹 공격을 감행했었고, 보안 전문가들은 일찍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격이 다른 국가들로 향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했었음. 다만 그때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검증된 
정보에 기반한 첩보 분석 결과라는 차이가 있음.

‘충격과 공포다 깽깽이들아!’… 사회기반시설 노리는 고급 멀웨어 주의보 ▶

 · 4월 셋째 주 미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인프라 보안국(CISA)과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은 사회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조직들을 위한 긴급 합동 경고문을 발표했음. 산업 시설, 특히 에너지 산업을 공략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단히 고급화된 사이버 공격 도구가 발견되었으니, 방어를 더 튼튼히 하라는 내용이었음. 

 · 특히, 슈나이더(Schneider)와 오므론(Omron)에서 만들어진 유지관리·모니터링 제어 장치(PLC)를 사용하는 
운영기술/산업제어시스템(OT/ICS) 네트워크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세 가지 종류의 멀웨어를 발견했는데, 이 멀웨어들이 피해자의 시스템에서 악성 기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산업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보안 업체 맨디언트(Mandiant)는 이러한 멀웨어들을 인컨트롤러(INCONTROLLER)라고 통칭하여 추적하고 있음. 
맨디언트는 인컨트롤러가 과거 ICS 공략을 위한 만들어진 스턱스넷(Stuxnet), 인더스트로이어(Industroyer)와 
비슷한 수준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음. 

 · 맨디언트는 이 멀웨어들이 매우 복합적인 구성으로 강력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컨트롤러의 배후에 
국가 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추정했음. 

 · 일각에서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연료를 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러시아의 전략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로그4셸 취약점 어쩔티비?’… 취약한 버전의 로그4j 노출시키는 서버 9만 대에 달해 ▶

 ·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의 로깅 기능을 담당하는 라이브러리인 로그4j(Log4j)에서 로그4셸(Log4Shell) 취약점이 
발견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취약 서버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안 업체 레질리온(Rezilion)이 최근 쇼단 검색 엔진으로 스캔을 실시한 결과, 취약한 버전의 로그4j를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서버가 9만 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레질리온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취약한 서버들을 
감안할 때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보고 있음. 

 · 문제의 로그4셸 취약점은 지난해 12월 9일 아파치재단(Apache Foundation)에 의해 처음 공개되었음. 이 
취약점은 사실상 거의 모든 자바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익스플로잇도 매우 간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때문에 대부분의 보안 전문가들은 이를 역대 최악의 취약점으로 꼽고, 최대한 빨리 패치를 적용하라고 
강조해왔음. 

 · 보안 업체 로그포인트(Logpoint)는 “로그4j가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숨은 기능인만큼, 많은 기업들이 
자사에 로그4j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함. 

‘경쟁사 정보 궁금하니?’… 해커 아닌 기업 대상으로 유출 데이터 판매하는 새로운 장터 
열려 

▶

‘제로데이 취약점 익스플로잇? 이제 일반 해커도 할 수 있죠’…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 
폭발적 증가

▶

 · 2021년, 사이버 공격자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굴하고 익스플로잇 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의 소프트웨어에서 많은 제로데이 취약점들이 나온 것으로 조사됨. 

 ·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 단체들이 제로데이 공격을 주로 감행했지만,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민간 해킹 그룹들, 특히 
랜섬웨어 단체들 역시 제로데이 취약점을 익스플로잇 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맨디언트(Mandiant)는 4월 넷째 주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에 대한 보안 권고문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익스플로잇 된 제로데이 취약점이 80개라며 제로데이 취약점 발굴 및 익스플로잇 행위가 급증했다고 밝힘. 이는 
2022년에 나타난 제로데이 취약점보다 167% 증가한 수치임. 

 · 익스플로잇된 제로데이 취약점들 중 75%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됨. 세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맨디언트는 작년 제로데이 취약점 익스플로잇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음. 먼저, 기업들이 
팬데믹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모바일, 사물인터넷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취약점이 늘어났음. 또한, 다크 웹에 특정 조직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경로만 확보해 두고, 그 경로 자체를 
판매하는 ‘최초 접근 브로커’라는 사업자들이 늘어났음. 마지막으로, 제로데이 취약점 탐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공격 시도가 포착되었음. 

 · 맨디언트는 중국의 지능형지속위협(APT) 그룹이 제로데이 취약점 익스플로잇을 즐겨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민간 
랜섬웨어 단체들 사이에서도 제로데이 익스플로잇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함.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제로데이 취약점 연구에도 손을 댈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임. 

 · 보안 전문가들은 사후 대처 방식만을 고수할 경우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에 당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패치 관리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구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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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01.

· 최근 IT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5G, IoT 디바이스,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들은 거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R 프로세스를 많이 사용한다.

· SPiDERTM V5.5 의 사용자 정의 통계 기능은 R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해당 메뉴를 통해 생성/수집 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며 활용할 수 있다.

· 통계를 생성하기 전 조건에 대해 정의 하는 부분이다.

· 여러 개의 필드를 선택할 경우 필드간의 관계는 AND 조건으로 적용된다.

· category=E008 이란 WEB로그 유형을 지정한 값을 의미한다.

· 사용 가능한 연산자: =, !=, >, >=, <, <=, like, in, not like, not in

③ 필터조건 설정

SPiDERTM 5.5 웹 UI 관리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한 조건을 기준으로 통계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사용자 정의 통계02.

1) 관리 > 설정관리 > 통계관리 > 사용자 정의 통계 

2) 통계 등록

SPiDER TM V5.5은 이글루시큐리티 보안 관제 경험과 빅테이터 활용 역량이 집약된 통합보안관리 솔루션으로 최초 탐지부터 로그/

네트워크 패킷 분석까지 일원화된 관제 환경 구성을 통해 관제업무의 기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술지원센터 기술2팀 이유경

사용자 정의 통계를 이용한 통합대시보드 활용

· 사용자 정의 통계 화면에서 통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통계 그룹, 통계 명을 지정한다.

① 통계그룹 및 통계명 설정

· 로그소스메뉴를 선택하여, 통계를 생성할 대상 장비를 선택한다.

· 로그 유형 선택 시 해당 로그유형에 등록된 대상 장비가 모두 통계 생성 대상이 된다.

② 로그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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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간 수집한 데이터를 group by 하여 저장하는 필드를 지정한다.

· 그룹핑 필드로 사용자 정의 통계 테이블의 컬럼으로 생성된다.

· 출발지IP(s_ip), 목적지IP(d_ip), 공격유형(method) 필드를 지정

·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정렬 기준 필드를 지정한다. 

· Method 기준으로 DESC 내림차순 하여 정렬한다.

· DESC : 내림차순, ASC : 오름차순

· 통계 함수 연산을 수행할 필드를 지정한다.

· Count 경우 특정 필드 지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설정한다.

· 사용 가능한 연산자 : sum, max, min, average

· 각 필드 별 제한 값을 설정하여 제한조건 설정이 가능하다.

· Count 가 1 이상인 값을 통계로 생성하여 저장한다

④ 그룹핑필드 ⑥ 정렬

⑤ 통계함수 ⑦ 제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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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통계를 이용한 통합대시보드 구성03.

1) 데이터 셋 > 템플릿 > 생성 

· 사용자 정의 통계 데이터를 저장할 테이블 명을 입력하여 사용자 정의 룰 활성화 시 자동 생성 된다.

· 그룹 핑 필드 ,통계 함수 영역에서 지정한 필드들이 컬럼으로 등록 된다.

· 대시보드 > 위젯 설정에서 원하는 위젯을 생성 해준다.

·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통계화하여 보고자 하는 데이터 표현이 가능하다.
· 생성한 사용자 정의 테이블에 통계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⑧ 테이블명

① DB 쿼리 설정

② 통합대시보드 생성⑨ 데이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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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통계를 이용한 TM 일일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성04.

TM 일일 모니터링: SIEM 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

보안관제 업무 수행 시 광범위한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통합대시보드를 구성하게 되면, 한 눈에 데이터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 감시 및 사고 발생 시 빠르게 인지하는 

직관적인 관제가 가능하다. 사용자 정의 통계 데이터를 생성 하고 이를 대시보드로 표현 한다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위협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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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APK을 이용한 Dynamic Dex Loading 분석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배진웅

악의적 목적의 파일을 탐지하기 위해 백신프로그램(AV)이외에도 EDR, 머신러닝, AVT(Advanced 

Volatile Threat)등의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악성코드의 회피기술(Evasion)발전과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악성코드는 PE(Portable Executable)구조로 시그니처나 행위기반 등으로 프로세스를 탐지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메모리에만 올려서 실행하는 인 메모리 악성코드(In-Memory Malware)라고 명명되는 

파일리스(Fileless)기반의 공격기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앞선 PE구조의 파일의 경우와 달리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소실되는 휘발성의 특징을 갖는 메모리 영역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악성행위를 

수행하는 직접적인 주체인 PE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악성코드의 채증 및 분석을 저해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Android OS에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환경에서도 Windows환경에서 살펴봤던 파일리스 기법과 

유사하게 메모리 영역을 활용하는 난독화 기법 ‘Dynamic Dex Loading’을 사용하면 모바일 앱을 실행하기 

위한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Dex 파일을 메모리에서 동작시켜서 앱을 실행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컴파일 

방법으로는 원본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

‘Dynamic Dex Loading’기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악성 모바일 앱 2종(△ Renaming, String Encryption, 

Control Flow 등의 난독화 기술이 적용된 ‘Android:Banker-UJ’ 앱, △ Dynamic Dex Loading기법만 적용한 

‘Android.Trojan.Banker.ZF’)을 대상으로 Virus Total의 탐지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Android:Banker-

UJ’은 약 48%의 백신 솔루션에서 탐지가 된 반면 ‘Android.Trojan.Banker.ZF’은 약 3%의 백신 솔루션에서만 

탐지되어 ‘Dynamic Dex Loading’을 적용하였을 때 악성 모바일 앱의 백신 프로그램 탐지율이 현저하게 

저하되게 된다.

‘Dynamic Dex Loading’ 기법은 모바일 앱의 분석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 로직이나 소스코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난독화 기술이다. 악성 앱의 경우에는 주로 백신 솔루션 탐지를 위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상 앱의 경우에는 로직 및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난독화(Obfuscation)는 소스코드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일련의 모든 기술을 의미하며, 난독화가 적용되지 

않은 앱은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앱의 로직 분석이 용이해져 소스코드 분석을 통한 공격의 

트리거를 확보하는데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보호조치 중 하나다.

본격적으로 ‘Dynamic Dex Loading’ 기술을 살펴보기에 앞서 Android APK구조와 ‘Dynamic Dex Loading’ 

분석을 위한 AndroidManifest.xml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Dynamic Dex Loading’ 기술이 백신 프로그램의 탐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통해서 소스코드 

가독성 저해 뿐만 아니라 정상 모바일 앱의 리버싱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기술의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는 ‘Dynamic Dex Loading’ 기법의 구동원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모바일 앱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난독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요01.

Dynamic Dex Loading 개요02.

[표 4-1] 난독화 기능 적용에 따른 악성코드 탐지율 비교 (VT, Virus Total : 2022.04.15 기준)

[그림 4-1] APK 압축 해제 후 구성 확인

분류

Android:Banker-UJ

Android.Trojan.Banker.ZF

적용한 난독화 기법

Renaming, String Encryption, 

Control Flow

Dynamic Dex Loading

HASH(MD5)

76953E56348140DF43F4E9DF3CE8F1F9

D3BD37D67BC5CB9B5C400A42175D900D

VT탐지율

29/62

2/62

APK파일은 시그니처가 PK(50 4B 03 04)로 압축파일(ZIP)과 동일한 확장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PK파일의 

확장자를 ZIP으로 변경하고 압축을 해제하면 APK 파일 구조를 트리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Dex 파일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Android 런타임에서 실행되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실행파일이다. Dex 파일을 디컴파일하면 앱에서 실행되는 Smali의 형태로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Java로 

변환이 가능하다.

1) APK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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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AndroidManifest.xml 구조

[그림 4-3] AndroidManifest.xml – <Application> 태그 내 Class 선언 (출처 : Android Developer DOCS)

[그림 4-4] Multi Dex - Original Dex를 Loading 하기 위한 Classes.dex

AndroidManifest.xml은 모든 모바일 앱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파일이다. Android 빌드 도구, Android 

운영 체제, App에서 필요한 Device 권한 등의 정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파일이며 패키지 명, Entry Point 경로, 앱 권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Dynamic Dex Loading’ 기법 적용 전후의 AndroidManifest.xml파일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두 파일은 

똑같이 <activity> 태그 내에서 MainActivity의 경로가 설정되어 있지만 일반 App은 xml에서 설정된 

경로대로 MainActivity.class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Dynamic Dex Loading 이 적용된 App의 

경우에는 ‘com.moneygift.real.app’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분석 대상이 되는 

MainActivity.Class 파일에 접근 할 수 없다. [표 4-2] 처럼 Activity Class가 존재하지 않는데 앱을 실행하면 

어떻게 해당 Class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동될까? 이에 대한 해답은 [그림 4-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m.moneygift.* 경로 미존재)

Classes.dex는 암호화되어 있는 Original Dex 파일(Classes01.dex, Classes02.dex)을 복호화하고 원본 앱 

전환을 위해 복호화된 Original Dex를 메모리에 로딩하여 앱을 실행키는 역할을 한다.

AndroidManifest.xml에는 모바일 앱 실행 시 최초로 실행되는 Class 파일의 경로인 Entry Point 값이 

존재하며, Entry Point를 표현하는 방식은 2가지로 선언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림 4-2] L9에 

있는 <Application> 태그를 활용하여 Entry Point를 선언하는 방법이다. <Application> 태그 내에서 

android:name라는 Attribute로 선언될 경우 가장 먼저 실행된다. 

두 번째는 [그림 4-3] L10에 있는 <Activity> 태그를 활용하여 Entry Point를 선언하는 방법이다. 해당 태그는 

<Application> 태그 내에서 Class가 선언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가장 먼저 실행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AndroidManifest.xml을 분석하여 Entry Point 경로를 알 수 있다.

2) Entry Point를 찾기 위한 AndroidManifest.xml 분석

Dex 파일은 Java로 짜여진 코드가 컴파일되어 변경된 Bytecode와 구조에 대한 설계를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디컴파일을 통한 소스코드 접근이 용이하다. ‘Dynamic Dex Loading’ 기법은 난독화 기법 중 

하나로 소스코드가 컴파일된 Original Dex 파일을 일반적인 경로(APK 구조의 루트 디렉터리에 존재하는 

Classes.dex)가 아닌 다른 경로(App 내부 저장소, assets Dir 등)에 저장해두고 앱이 실행될 때 Original 

Dex가 메모리에 로드되고 원본 앱이 실행된다.

3) Dynamic Dex Loading 개요

[표 4-2] Dynamic Dex Loading 적용 전·후 비교

일반 App Dynamic Dex Loading이 적용된 App분류

Android
Manifest

.xml

패키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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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Dynamic Dex Loading’ 기법이 [그림 4-5]과 같이 이뤄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과정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Dex 파일을 앱 소스코드에서 직접 생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Encryption Dex 파일은 Device 내 

앱의 설치 경로나 APK 내부 등에 존재하고 있다. 모바일 앱 실행 시 최초로 실행되는 Entry Point Class에서 

Encryption Dex 파일을 복호화하는 과정을 거친 뒤 복호화된 Dex 파일인 Original Dex File을 Loading시키기 

때문에 앱은 기존과 동일하게 동작되게 된다.

‘Dynamic Dex Loading’ 기법이 적용된 다양한 앱을 분석하며 [그림 4-6]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었다. 

암호화된 Dex File은 어딘가에 존재해야 했으며, 경로는 App이 설치된 경로, App만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저장소, APK 내부가 될 수 있다. 암호화된 Dex 파일을 복호화하기 위해서는 Entry Point Class에 존재하는 

복호화 Method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JNI Library 파일을 불러와서 복호화하는 등 방법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복호화한 Dex File을 Loading 시키는 방법은 Java Code 내에서 기존 앱의 정보를 변경시켜 

Loading 시키거나 Memory에 Dex 파일을 올려서 앱을 실행시키는 기법이 존재하였다.

[그림 4-5] 난독화 적용 과정 : Dynamic Dex Loading Process

[그림 4-6] Dynamic Dex Loading 기법의 LifeCycle

Dynamic Dex Loading 기법을 분석하기 위해서 [표 4-3]의 분석환경 및 디컴파일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Dynamic Dex Loading 기법이 적용된 모바일 앱 분석03.

‘Hanasaving.apk’ 파일에는 총 3개의 dex 파일(Classes.dex, secret-classes.dex, secret-

classes2.dex)이 존재한다. Classes.dex는 Dex파일의 시그니처 값 64 65 78 0A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컴파일을 통해 Smali코드를 확인할 수 있지만, secret-classes.dex와 secret-classes2.dex은 시그니처 값 

OB FD 91 CD(암호화 방식에 따라 상이)이기 때문에 Original Dex파일일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표 4-3] 모바일 앱 분석을 위한 환경 및 도구

[그림 4-7] Apk 압축 해제

설명분류

분석 환경
Device : Galaxy A8 (Rooting Device, 9.0 version)

Tools : Python 3.7, Frida 15.1.14, Frida-tools 10.5.4

Apktool APK 컴파일 및 디컴파일 도구

Jd-gui Jar 파일을 java 코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

Dex2jar Classes.dex 파일을 jar 파일로 변환시키는 도구

Jadx Apk 파일을 별도의 과정 없이 바로 Java 코드로 보여주는 도구

JEB, IDA Apk 파일을 다양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디컴파일

도구

‘Dynamic Dex Loading’ 기법이 적용된 악성 APK(파일명 : hanasaving.apk, MD5 : D3BD37D67BC5CB9

B5C400A42175D900D)를 통해 숨겨진 Original Dex 파일을 얻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1) 악성 APK 분석을 위한 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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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이 실행되면 ‘/data/app/com.anlopui.marc07-EJ6HjP4icdDJPJtj5XhaJw==’ 경로에 존재하는 

base.apk 파일을 압축 해제하며, classes.dex 파일을 제외한 dex 파일이 존재할 경우 [그림4-10] L19 

‘xbgZKmyinv.runFile’ Method에 의해 2개의 파일(secret-classes.dex, secret-classes2.dex)이  

처리된다. 

[그림 4-9] Hanasaving.apk – 패키지 계층 구조

[그림 4-10] Hanasaving.apk – 함수 명 : unZip

[그림 4-8] Hanasaving.apk – AndroidManifest.xml

Hanasaving.apk는 Activity Class(com.anlopui.marc07.activity.MainActivity)와 Application Class

(com.ttcn.mmcab.maind.xbgZKmyinv)를 갖고 있다. Application Class에서는 암호화되어 있는 Dex 

파일을 복호화하고 메모리에 로딩하여 앱을 실행시키고 Activity Class는 앱 실행을 위한 소스코드이며 현재는 

암호화되어 있어 확인할 수 없다.

Activity Class(com.anlopui.marc07.activity.MainActivity)는 [그림 4-9]와 같이 경로를 찾아갔을 때 존재하지 

않았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pplication Class와 Activity Class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Application 

Class가 Entry Point가 되기에 가장 먼저 분석할 대상은  ‘com.ttcn.mmcab.maind.xbgZKmyinv’이다.

2) AndroidManifest.xml

3) 소스코드 분석 : 암호화된 Dex 파일 복호화 과정

[표 4-4] Dex 파일 Signature 값 비교

Classes.dex Secert-classes.dex구분

시그니처

설명
Secret-classes.dex 파일을 복호화하고
메모리에 로딩하여 앱을 실행시키는 역할

앱 실행을 위한 원본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암호화된 Dex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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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Hanasaving.apk – 함수 명 : runFile$run()

‘tVmVhGDjy.decrypt’ Method는 Libraries 경로에 있는 ‘libdn_ssl.so’ JNI Library를 호출한다. 

‘libdn_ssl.so’ 내에는 ‘Java_com_ttcn_mmcab_maind_tVmVhGDjy_decrypt’란 함수가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함수를 통해 암호화된 dex 파일을 복호화한다.

[그림 4-12] Hanasaving.apk – 함수 명 : decrypt

[그림 4-13] libdn_ssl.so – 함수 명 : Java_com_ttcn_mmcab_maind_tVmVhGDjy_decrypt

[그림 4-14] Frida JavaScript – libc.so Method Hooking Code

‘runFile$run’ 함수 [그림 4-11] L12에서 암호화된 Dex 파일을 ‘tVmVhGDjy.decrypt’ 함수를 통해 복호화 

시키는데 복호화 대상이 되는 dex 파일의 경로는 모바일 앱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내부 저장소(/data/

user/0/com.anlopui.marc07/app_com.anlopui.marc07.MainApplication_dexDir_1.0/app/) 내 

존재하는 파일(secret-classes2.dex, secret-classes.dex)이다.

libdn_ssl.so 내 존재하는 ‘Java_com_ttcn_mmcab_maind_tVmVhGDjy_decrypt’ 함수에서는 복호화한 

dex 파일을 [그림 4-13] L14에 있는 fopen 함수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C언어에서 fopen을 이용하기 위해 

헤더 파일(stdio.h)을 include 하는 것 처럼 JNI Library에서도 마찬가지로 ‘libc.so’ 파일을 import 한다. 

그렇기 때문에 DBI(Dynamic Binary Instrumentation) 도구인 Frida를 통해 JNI Library인 libc.so(fopen)을 

후킹하여 복호화된 Dex 파일을 얻을 수 있다.

Frida에서 사용된 Script는 앱이 실행될 때 ‘libc.so’ 함수 내 fopen 대상을 출력하여 복호화된 dex 파일명 및 

경로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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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Dex Loading’ 기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악성 APK(hanasaving.apk)에서는 Anti-

Debugging이나 Rooting Detection, 다른 종류의 난독화 등의 모바일 앱 보호 기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Original Dex 파일을 복호화하고 불러오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제한 사항이 없었다.

코드 실행 결과, 암호화된 dex 파일을 복호화 한 뒤 기존 파일(secret-classes.dex, secret-classes2.dex)에 

덮어 쓰기 한 것을 알 수 있다. 복호화 된 dex 파일의 Header 값을 확인해 보면 정상 값(64 65 78 0A)을 갖고 

있었으며, 해당 파일을 디컴파일하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Activity Class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15] Frida JavaScript – 출력 값

[그림 4-16] Decrypt Dex - MainActivity

[그림 4-17] 모바일 앱 분석 프로세스 도식도

모바일 앱을 위한 전반적인 구성을 도식화하면 [그림 4-17]과 같다. 모바일 앱의 소스코드 흐름 분석, 주요기능 

및 로직을 발견하기 위해 ‘Static Analysis’를 수행한다. ‘Static Analysis’을 통해 기본적인 앱의 정보(난독화 

여부,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 등)을 확인한 후에는 이를 토대로 <Analyzeable>단계에서 문자열 암호화나 제어 

흐름변경 등의 난독화 수준에 따라 분석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소스코드 수준의 분석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Dynamic Analysis’를 이용한 분석방식을 병행 한다.

동적 분석 방법에는 △동적 디버깅, △API 후킹을 이용한 Class/Method Tracing, △행위 분석, △네트워크 

패킷 분석, △실행 및 Logcat 정보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동적 분석은 파일의 실제 실행 

환경에서 다양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기에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여 난독화가 적용된 앱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Dynamic Analysis’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Anti-TECH(Rooting Detection, Anti-

Tampering, Anti-Debugging, Memory Protection 등의 보안 기술을 의미)기술 요소가 존재하는데 적용되어 

있을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동적 분석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대응 방안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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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ECH가 적용되어 있는 앱에서 ‘Dynamic Analysis’의 기법 중 동적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 

4-18]의 과정이 필요하다. Anti-TECH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Code Tampering, API Hooking 등의 기법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API Hooking기법을 살펴보면 Anti-Debugging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Hooking Platform 

Detection, Rooting Detection 두 가지 보안 기술을 우회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붙으며, 이와 같은 구조에 

의해서 공격자 개개인의 기량에 따라서 분석을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분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19] 코드를 대상으로 한 난독화 기술 종류
(출처 : Android Code Protection via Obfuscation Techniques: Past, Present and Future Directions)

[표 4-5] OWASP API TOP 10에 대한 보안 조치 
(출처 : DEVOPS digest, “Avoiding the Top Mobile API Security Weaknesses”)

앞서 분석했던 악성 앱인 ‘Hanasaving.apk’은 단순히 ‘Dynamic Dex Loading’ 기법만 적용되어 있었기에 

암호화된 Dex 파일을 복호화하여 Loading 시키는 과정까지 큰 어려움 없이 소스코드 레벨에서 분석이 

가능하였다. 반대로 실제 서비스 중인 상용 앱의 경우에는 Dynamic Dex Loading 외에도 [그림 4-19]과 

같이 다양한 난독화 기법이 적용되어 있어서 소스코드의 흐름을 분석하고 원하는 특정 로직을 찾기 위해 

‘Hanasaving.apk’를 분석할 때보다 더욱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1) 모바일 앱 난독화 기술유형

해외 보안 포럼 DEVOPSdigest의 기술문서에 따르면 모바일 앱은 API 패키지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OWASP API Security Top 10’의 취약점 중 8개의 취약점은 앱 개발 프로세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능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코드 난독화만 적용을 한다고 해서 궁극적인 

보안 조치가 될 수는 없지만 매우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OWASP 취약점 목록 10개의 취약점 중 7개의 

취약점이 난독화 적용을 통해 보안성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4-18] Anti-Debugging을 우회하기 위한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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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에 존재하는 잠재적 취약성에는 △앱을 무단으로 변조하여 중요 로직을 우회하는 Tampering(위·변조), 

△ 기계어를 Java로 변환시키는 Decompile, △Device의 시스템을 제한 없이 조작이 가능하게 하는 Rooting 

등이 있다. 대부분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모바일 앱에서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해 

난독화와 함께 Anti-TECH 요소들을 적용하고 있으며 요소 별 기능과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표 4-6]과 

같다.

2) 모바일 앱을 보호하기 Anti-TECH 적용

보안 요소(난독화, Anti-TECH)가 적절히 적용되어 있는 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특정 보안 요소 

우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회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보안 요소를 우회해야 하는 [그림 4-20]와 같은 Life 

Cycle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앱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취약성(금융 피해, 민감정보 유출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민감정보를 활용하는 앱 서비스 제공 벤더사의 경우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보안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효과적인 보안 안전성을 위해서 일부 기능만 적용하기 보다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필수적인 기능과 선택적인 기능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방면의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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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Anti-TECH : 모바일 앱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 예시

[그림 4-20] Mobile Vulnerability Analysis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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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 테스팅 도구 Cobalt Strike Part.1 기능편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오원보

코발트 스트라이크(Cobalt Strike)는 기업 및 기관의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레드팀(Red Team)을 위한 Java 기반 상용 침투 테스팅 도구로 2022년 4월 기준 최신버전은 4.5버전으로 

확인된다.

침투 테스트 단계별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나 2020년 11월 크랙된 Cobalt Strike 

4 버전이 GitHub를 통해 공개된 이후 다수의 공격자가 악성코드 동작 중간에 내부 시스템 장악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 공격 시도에서 공격자들이 내부 시스템 

장악을 위한 중간 단계로 Cobalt Strike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바이러스토탈(Virustotal)에서 발간한 “2021 Malware Trends Report”에 따르면 인기 있는 침투 테스트 

도구 중 하나로 2020년 11월 크랙된 Cobalt Strike가 공개된 이후 2021년 1분기에 최초로 업로드된 샘플의 

양이 2020년 1분기에 비해 15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1년 1분기 최초 샘플 업로드 이후 

Cobalt Strike가 사용된 샘플의 2021년도 검색량 확인 결과 1년간 일정한 양으로 검색되고 있어 다른 공격에 

지속적으로 재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레드팀을 포함하여 악성 행위를 하는 공격자가 어떤 이유로 Cobalt Strike를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기능적인 

부분을 파고들어 알아보고자 한다.

Cobalt Strike의 기능 소개 이전에 위에서 언급한 레드팀의 용어가 생소할 수 있어 레드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 후 기능 소개로 넘어가려 한다.

레드팀은 같은 조직 안에서 모의 적군의 입장을 갖고 현 조직 내의 보안 측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팀이다. 레드팀에서 세운 전략에 따라 공격 시나리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장비 우회를 포함한 다양한 공격 

기법을 사용해야 하며 시나리오를 활용한 침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 집약된 상용 침투 테스트용 도구가 

Cobalt Strike이다.

[그림 5-2]는 Cobalt Strike가 동작하는 구성도 및 도구 테스트 환경을 설명한 그림이다. Client가 

Teamserver에 접속하여 Beacon에 내린 명령을 Listener가 전달하며 Beacon은 전달받은 명령을 실행 후 

결과값을 Listener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Cobalt Strike 개요01.

Cobalt Strike 상세 기능설명02.

[그림 5-1] Cobalt Strike가 포함된 샘플의 최초 분석 요청 그래프 (출처: Virustotal 2021 Malware Trends Report) [표 5-1] Cobalt Strike 동작에 사용되는 기능

[그림 5-2] Cobalt Strike 동작 구성도

기능목록

· Teamserver에 접속하여 명령을 내리는 주체Client

· Beacon과 연결되며 C2서버 역할을 수행하는 모듈Listener

· Listener가 설치된 서버

· Beacon 관리

· Malleable C2 Profile을 이용한 Beacon 커스터마이징

· Webserver 내장

Teamserver

· 공격 기능을 제공하는 Cobalt Strike의 Payload (Agent)

· Teamserver에 설치된 Listener 와 통신 및 명령 수행
Be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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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는 Cobalt Strik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회피 기술(코드 우회 실행, C2를 정상적인 페이지로 

위장등)을 나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초기에 침투를 시도하는 부분부터 침투 완료 후 다른 장비로의 이동,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눠 Cobalt Strike의 기능과 연결하여 설명하려 한다.

[그림 5-3] Cobalt Strike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회피 기술 (출처: https://www.aldeid.com/wiki/Cobalt-Strike)

[표 5-2] MITRE ATT&CK 기반 Cobalt Strike 공격기법

[그림 5-4] Cobalt Strike에서 이용 가능한 Beacon 생성 및 유포 기능

[그림 5-5] Listener 메뉴 및 사용 가능한 Beacon 통신 방식 리스트

Cobalt Strike의 동작은 Beacon에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실행 파일 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패키지(Packages)기능을 통해 exe, dll, Service exe, hta, VBA 매크로, PowerShell 코드 및 다양한 

종류로 제작할 수 있는 특징이 존재한다. [그림 5-4]와 같이 HTML, Macro, Windows 실행파일, 미리 생성된 

페이로드를 웹으로 전달하는 방식(Web Drive-by), 스피어 피싱(Spear Phish)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Beacon을 

생성, 전달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초기 침투(Initial Compromise)의 경로를 사용자가 여러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Beacon은 생성 시에 Listener를 생성하며 설정에 따라 HTTP, HTTPS, DNS 프로토콜을 이용한 통신이 

가능하다. 또한, Beacon 데이터 포함 여부에 따라 스테이저(Stager), 스테이지리스(Stageless)로 구분되며 

스테이저(Stager)의 경우 외부 C2에서 Beacon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메모리상에서 실행하는 방식이며 

스테이지리스(Stageless)는 Beacon 데이터가 포함되어 실행되는 방식이다.

1) 초기 침투 (Initial Compromise) 및 거점 확보 (Establish Foot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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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Malleable C2 Profile에서 Spawn 기능 관련 코드(출처 : GitHub, threatexpress/malleable-c2) [그림 5-9] Beacon 통신 일부

[그림 5-8] Malleable C2 Profile에서 HTTP 요청 관련 코드 (출처 : GitHub, threatexpress/malleable-c2)

[그림 5-6] 현재 설정된 Malleable C2 Profile의 일부
(출처 : GitHub, threatexpress/malleable-c2)

스크립트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중 스폰(Spawn) 기능을 사용할 경우 Beacon 실행 시 인젝션할 정상 프로세스의 

경로명과 인자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 보안장비를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한다.

Beacon은 생성 시에 Listener를 생성하며 설정에 따라 HTTP, HTTPS, DNS 프로토콜을 이용한 통신이 

가능하다. 또한, Beacon 데이터 포함 여부에 따라 스테이저(Stager), 스테이지리스(Stageless)로 구분되며 

스테이저(Stager)의 경우 외부 C2에서 Beacon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메모리상에서 실행하는 방식이며 

스테이지리스(Stageless)는 Beacon 데이터가 포함되어 실행되는 방식이다.

Beacon 통신 방식 설정, HTTP 등 외부 통신 시 위장에 사용될 설정 관련 코드 역시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Beacon이 생성된 PC의 트래픽 확인 시 GET, Referer 요청이 jquery 관련 요청으로 되어 있으며 

Profile에서 설정한 위장방식을 이용하여 C2와 통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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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Cobalt Strike에서 사용 가능한 PC 제어 메뉴

[그림 5-11] Cobalt Strike의 Interact 화면 및 사용 가능한 명령어 리스트

[그림 5-12] 권한 상승에 사용 가능한 Exploit 목록

[그림 5-14] 권한 상승 완료된 피해자 PC (100.100.100.133) 정보

[그림 5-15] 피해자 PC (100.100.100.133) 이벤트 로그에서 확인되는 서비스 설치 관련 로그 

PC 접근에 성공한 경우 [그림 5-10]과 같은 다양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Explore 메뉴 하위에 원격 접속 기능인 Desktop을 비롯하여 File Browser, Net View와 같은 

PC 제어 기능을 포함하며 SOCKS Server 생성, Session 관리를 통해 비활성화된 Session의 제거나 현재 

Session의 재부팅, 종료 명령 또한 가능하다.

계정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권한 상승이 필요하며 elevate 명령어 또는 Access-Elevate 메뉴를 이용하여 권한 

상승이 가능하다. 

[그림 5-10]의 PC 제어 메뉴 중 Interact의 경우 명령 프롬프트 형태의 창을 생성하며 UID 확인, Powershell 

명령 실행, Beacon 제어 및 권한 상승(elevate), 파일 다운로드(download)등 Cobalt Strike 사용 전반에 

관련된 명령어가 다수 확인된다.

권한상승에 사용되는 Exploit도구는 기본적으로 2가지(svc-exe : 서비스를 이용한 관리자권한 획득, uac-

token-duplication : 인증에 이미 사용된 토큰을 사용하여 UAC를 우회하는 방식)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제작한 스크립트(.cna)를 추가하여 다양한 권한상승 공격시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Exploit 도구 

제작방법은 Cobalt Strike User Guide 내 Aggressor Script 부분을 참조하면 제작 가능하다.

[그림 5-12]은 권한 상승 테스트를 위해 권한 상승 관련 

스크립트 모음인 ElevateKit (https://github.com/

rsmudge/ElevateKit) 를 추가하였으며 SMBGhost를 

비롯한 UAC 우회 관련 취약점을 사용할 수 있다.

2) 권한 상승 (Privilege Escalation)

[그림 5-13]과 같이 권한 상승이 완료되면 SYSTEM 사용자로 바뀐 PC의 정보가 새로 추가되며 피해자 PC에서 

SYSTEM 권한을 이용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5-15]와 같이 실제 100.100.100.133 PC의 

이벤트 로그 확인 시 서비스 설치 관련 로그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5-13] svc-exe Exploit을 이용하여 피해자 PC (100.100.100.133) 권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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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피해자 PC (100.100.100.133)의 Mimikatz 실행 결과

[그림 5-17] 피해자 PC (100.100.100.133) 의 Hashdump 실행 결과

권한 상승이 진행된 이후 자격 증명 정보 탈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명한 도구인 미미카츠(Mimikatz)를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Cobalt Strike의 경우 Mimikatz가 내장되어 있으며 logonpasswords 명령어를 통한 

ID/PW 획득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기본 내장되어 있는 hashdump를 이용한 패스워드 해시값 획득 또한 가능하다.

[그림 5-18] 피해자 PC 대역인 100.100.100.0/24 대역 포트스캔 결과

[그림 5-19] Teamserver내 Table View에서 확인 가능한 포트스캔 결과

[그림 5-20] 원격 접속으로 확인되는 외부 오픈소스 스캐너 (fscan)을 이용한 스캔 결과 (100.100.100.133)

권한 상승 및 자격 증명 정보 탈취를 진행하여 최초 접근한 장비 장악이 끝난 이후 공격자는 내부 정찰을 

진행하여 다른 PC에 접근하려는 단계에 접어든다. Cobalt Strike의 경우 최초 접근한 장비에서 포트 스캔이 

가능하며 포트스캔 결과는 Interact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5-19]와 같이 결과값은 따로 저장되어 

Table View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내부 정찰 (Internal Reconnaissance)

내장된 스캐너가 아닌 fscan과 같은 외부 오픈소스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침입 성공한 

PC에 원하는 스캐너를 업로드 한 이후 원격 데스크톱 (VNC)를 이용하여 실행 후 결과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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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찰 과정 및 자격 증명 정보 탈취 과정이 완료되면 내부 전파 과정을 위한 측면 이동을 진행한다. Cobalt 

Strike에서 제공하는 psexec(psexec64), psexec_psh, winrm(winrm64), ssh(ssh-key)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Beacon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후, 사용자가 요청한 명령을 실행함과 동시에 Beacon 

설치를 통한 PC 장악이 가능한 방식으로 확인된다. 측면 이동 이후 외부 통신 가능 여부에 따라 C2 서버와의 

통신 방식이 달라진다.

Cobalt Strike Beacon의 기본 설정은 일회성 실행으로 생성되어 지속적인 시스템 접근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림 5-23]과 같이 Beacon 생성 시 해당 코드를 추가하여 Beacon이 실행될 때 특정 서비스에 

등록하여 지속적인 실행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5-25]과 같이 드라이브 정보 및 경로가 확인될 경우 Upload 기능을 이용한 악성코드 업로드가 가능하며 

실행, 파일 다운로드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RAT이 설치되었을 때와 동일한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측면 이동 (Lateral Movement) 5) 지속성 (Persistence) 및 목적 완료 (Complete Mission)

[표 5-3] Beacon이 설치된 PC의 외부통신 가능 여부에 따른 C2와 통신 방식

[그림 5-23] Cobalt Strike에서 제공하는 지속성 유지를 위한 코드

[그림 5-25] Beacon이 설치된 PC의 드라이브 및 경로[그림 5-22] 측면 이동된 PC(100.100.100.141)에서 확인되는 서비스 설치 관련 이벤트 로그

또한, GitHub에 공개된 Cobalt Strike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서비스, 레지스트리, WMI, 시작 프로그램 등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성 유지가 가능하다.

[그림 5-24] Cobalt Strike 스크립트를 통한 지속성 관련 메뉴 활성화

내용

다른 장비에 Beacon을 설치, 외부 C&C 서버로부터 명령받음

SMB Beacon을 설치, HTTP Beacon을 거쳐서 C2 서버로부터 직접적으로 

명령을 전달받음

목록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경우

외부와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최초 접근 성공한 100.100.100.133에서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 100.100.100.141 PC로 Beacon을 전달하며 

전달에 성공하여 실행이 완료된 경우 SYSTEM 권한을 이용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진다. [그림 5-22]와 같이 

100.100.100.141 PC의 이벤트 로그 확인 결과 서비스 설치 이벤트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21] psexec를 이용하여 측면 이동된 PC(100.100.100.141)의 Mimikatz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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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레드팀 도구답게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레드팀이 진행한 내용 중 

목적에 맞게 보고서 출력이 가능하여 추후 공격정보 전달, 보고서 내용을 이용한 취약점 대응 방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보고서로는 MITRE ATT&CK Matrix의 TTP를 기준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생성 가능하다. 레드팀이 

진행한 방식 중 TTP에 일치하는 내용의 설명과 ([그림 5-28]내 Credential Dumping), 사용되는 도구로 인해 

실제 발생한 이벤트(Related Events), 완화 방안(Mitigation)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Activity Report의 경우 Beacon이 최초 접근한 시간부터 사용자가 진행한 행위에 대해 시간, 대상, 계정, PID, 

행위로 나열된 보고서를 제공한다.

6) 보고서 생성

[그림 5-26] Reporting 메뉴

[그림 5-27] Activity Report의 일부

[그림 5-28] MITRE ATT&CK Matrix의 TTP를 기준으로 한 보고서 내용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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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Note

결론03.

지금까지 침투 테스팅 도구인 Cobalt Strike의 설명,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초기 침투에서 사용되는 스피어 

피싱 및 다수의 유포 경로를 시작으로 네트워크 탐지 우회를 위한 도메인 위장, Beacon을 이용한 C2와의 통신, 

권한 상승을 통한 SYSTEM 권한 확보 및 계정정보 탈취를 진행한다. 

또한, 내장된 스캐너를 이용한 내부 네트워크 파악 후 측면 이동을 통해 목표에 도달한 이후 지속성 작업 및 

추가적인 악성코드 실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로 확인되었다. 레드팀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가능하게 하여 블루팀과의 공유 및 추후 공격 대응 및 취약한 부분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또한 확인되었다.

악성코드에서 악용되는 부분은 보고서 부분은 제외한 채 진행되며 GitHub 및 다양한 경로로 사용자들이 제작한 

스크립트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에 사용된 샘플 확보 시 Part.1에서 내용보다 더욱 다양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Beacon의 상세 분석 및 수집된 악성코드에서 Cobalt Strike가 어떻게 악용되는지에 

대해서는 Part.2에서 다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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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보는사이버전 동향 
및 대응방안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신우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서막01.

2022년 현지시각 2월 24일 새벽 4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다. 금번 침공은 2014년 2월 

20일에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연장선으로, 당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 하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며 두 국가 간의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2021년 7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하나의 국민’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합에 대하여 (Об историческом единстве русских 

и украинцев)’ 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출판하였다. 이후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2022년 2월 21일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3일 후인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면적인 침공이 

개시되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물리적 침공이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사이버 환경에서도 변화의 양상이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침공 이전부터 러시아는 기술력,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등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을 수행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는 기존의 전쟁형태에 비군사적 수단의 공격기법을 활용하여 전쟁 상대국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전쟁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ICT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비군사적인 공격기법에 사이버 해킹 등의 

공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사이버전쟁이 발생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만 참여하는 것에 반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는 각국을 옹호하는 해커집단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공격형태를 띄고 

있다. 러시아를 지지하는 해커그룹 중 2021년을 강타한 콘티(Conti) 랜섬웨어 조직은 ‘자신들은 러시아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러시아에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누구든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복수하겠다.’라는 공식 

발표문을 전쟁 발발직후인 2월 26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러시아 지지 해킹그룹에 대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부총리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IT군대를 모집하는 글을 개제하면서 핵티비스트 

그룹으로 유명한 어나니머스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등 다수의 해커그룹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사이버전에 

참전하였다.

사이버전쟁이 국가간의 문제를 넘어 전쟁의 이념에 동참하는 다수의 해킹그룹으로 확산되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사이버전을 두고 일각에서는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이버전의 공격형태 

및 규모에 따라 물리적 전쟁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사태를 토대로 

사이버전의 영향도와 사이버전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사이버전(Cyber Warfare)의 정의 

우리나라 합동참모부 교범의 ‘합동 및 연합작전 군사 용어사전’에는 사이버전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사이버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파괴적인 효과를 유발하기때문에 정부소속의 정부기관에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민감 해커조직들이 수행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사이버전은 공격성격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공격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사이버전의 개요02.

[표 6-1] 기존 전쟁과 사이버전의 차이점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 1431호(12-40))

이러한 면에서 사이버전은 기존 전통적 전쟁 형태와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사이버전의 특징은 [표 6-1]과 

같이 전통적 전쟁에 비해 공격이 빛의 속도로 빠르게 일어난다. 악성 프로그램은 구매하는 비용이 미사일을 

구매하고 발사하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자체적으로 제작·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공격형태로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공격 기법으로 공공기관, 은행 등 다수의 조직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비용 대비 파급되는 범위가 지구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전·평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민간 해커와 전 세계적 컴퓨터, 서버 자원 활용이 가능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공격자가 

불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분전통적 전쟁 사이버전

준비에 드는 비용고비용

피아식별명확

공격자쉽게 파악 가능

전·평시 구분비교적 분명

파급 범위국지적

공격 속도물리적 한계가 존재

활용 자원자국 자원 한정

효과

저비용

불분명

불분명(은닉, 익명성)

불분명

지구적(광역성)

빠름

민간 및 전 세계적 자원 활용 가능

비용대비 효과가 극대화비용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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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점차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세계 인구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2%도 되지 못했던 20세기에 비해 21세기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의 영향도가 점차 커졌다. [표 6-2]에서 보다시피 1991년과 1993년 발생한 

사이버전은 전쟁과 직접적으로 특정 집단에 공격을 시도하였다면 2006년 이후 발생한 사이버전은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전상망을 공격하는 등 민간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심리적인 방법으로 확대하였다.

과거 발생한 사이버전 중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사이버전’이라고 명명할 만한 최초의 사례는 2007년 에스토니아 

전산망 공격 사태이다. 공공기관, 대통령 웹 사이트, 통신, IT 기업들이 표적이 되어 에스토니아 국민에게 큰 

사회적 혼란을 주었으며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배후에는 러시아로 추정되고 있으나 

밝혀진 바는 없어 배후가 없는 공격으로 일단락되었다. 그 후 러시아는 전쟁에서 사이버전을 지속적으로 

활용했다. 2008년 조지아 침공 때 군사작전에 앞서 해킹을 통해 조지아 주요 기관부터 무력화하고 전산망, 

언론사, 포털까지 공격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당시 러시아 정보조직인 정보총국(GRU) 등 정규 

조직을 비롯해 민간의 유명 해커그룹까지 포함한 3~5만 명 정도의 해커들이 우크라이나 중서부 지역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발생시켰다. 

이처럼 사이버전은 점차 정보 교란, 탈취의 영역에서 확대되어 물리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측과 러시아 측의 사이버전은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2) 사이버전의 현황

1)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양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이버전에서 보여주는 양상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 정보총국(GRU)과 러시아 지지 세력이 주로 공격을 진행하며 WhisperGate, AcidRain, 

Industroyer2, CaddyWiper 등과 같은 멀웨어 공격을 이용해 정부, 공공기관, 통신사, 은행, 미디어 등 

다방면을 대상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공격에 사용된 멀웨어는 준비기간이 비교적 장기적인 것으로 보이며 

공격 목적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파괴적인 성향과 개인정보 수집 및 탈취하고 심리전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지지 세력이 주로 공격을 진행하며 공공기관, 통신사, 은행 등을 공격하는 

러시아와 비교하여 한정된 대상에게 서비스 거부 공격,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탈취하는 등의 공격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지세력은 사이버전에 대한 준비 시간이 비교적 짧아 서비스 이용 불가 공격 및 

내부 데이터를 탈취 등의 정보 수집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표 지지 세력으로는 ‘SandWorm’, ‘FancyBrear APT’, ‘Conti’ 가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대표 지지 

세력으로는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있다. 그 외에도 각 국을 지지한다고 의사를 표명한 

해커 조직들의 정보는 해킹 관련 정보를 다루는 트위터 CyberKnow에 게재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지지세력들이 보여주는 공격형태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2022년을 기준으로 각 

지지 세력들이 진행했던 공격에 대해 알아보자.

우크라이나·러시아 사이버전03.

[표 6-2] 사이버전의 역사(출처 : 안정철, ‘정보·사이버전 유형과 정보기술 측면의 보안전략 발전방향’ 일부 재구성) 

전쟁 명칭시점(년도) 피해 사례

1차 이라크전

코소보전

제2차 레바논 전쟁

러시아·에스토니아

사이버전

러시아·
조지아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1991

1993

2006

2007

2008

2012

2012

2014

미 국가안보국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에 의한 이라크 방공망 교란

* 일부 국가의 경우 공격 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한해 (추정) 이라고 명시

세르비아 해커들이 미군 네트워크 상대로
컴퓨터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 가짜 시체 및
폭격 장면 연출 등 사이버심리전 전개

에스토니아 전산망 공격 사태

디도스 공격으로 조지아 주요기관 공격 및
봇 활용 “메일 폭탄”으로 전산망 무력화

SNS 통한 가자지구 공습 우호여론 조성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이스라엘군 휴대폰 해킹 및 사이버 심리전

사이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

 공격 국가 피해 국가

미국

세르비아

이스라엘

러시아(추정)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러시아

이라크

미국

레바논

에스토니아

조지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표 6-3] 우크라이나·러시아 사이버전의 형태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러시아

러시아 해킹 집단 + 러시아 지지 세력

장기전

악성코드 공격, 랜섬웨어 이용 多

시스템 파괴, 심리전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탈취

공공, 통신사, 은행, 미디어 등 다방면

공격

무결성

WhisperGate, AcidRain, Industroyer2, 
CaddyWiper 등 오픈소스 사용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지지 세력 多

단기전

DDoS 공격, 홈페이지 해킹 등

서비스 이용 불가, 개인정보 수집

공공, 통신사, 은행

방어

가용성

지지 세력 자체 도구 사용

구분

주체

성격

유형

목적

대상

형태

요소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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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발생한 공격에 대해 해당 공격이 가진 목적성에 따라 정리한다. 공격의 

목적성을 크게 △ 시스템 파괴, △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가짜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심리전 활용, △ 정보 

탈취로 나누어 보았다.

2) 러시아의 공격 형태

[표 6-4]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러시아가 침공 전·후로 시도했던 시스템 파괴에 목적성을 가진 공격을 정리한 

내용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세력은 공통적으로 ‘와이퍼(Wiper)’ 멀웨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와이퍼 멀웨어는 컴퓨터에 침투할 경우 저장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유형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용어로 WhisperGate, HermeticWiper, IssacWiper 등의 변조된 형태로 나타났다. 와이퍼 멀웨어는 손상된 

시스템의 파일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랜섬웨어와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공격자에게 요금이 

지불될 때까지 디스크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랜섬웨어와 달리 와이퍼 멀웨어는 디스크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지지 세력은 우크라이나의 공공기관, 은행 더 나아가 변전소를 

공격하는 등 시스템을 파괴하는 공격을 장기간 준비하여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이 다수 존재했다. 

MS의 디지털 보안 부서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해킹 공격들을 시도하기 전후로 물리적 공격도 

동시에 시행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37차례 사이버 공격 시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림 6-1] WhisperGate 악성코드 실행 흐름도(좌), HermeticWiper 악성코드가 첨부된 이메일(우)
 (출처 : 잉카인터넷(좌), 소만사(우))

시스템 파괴의 목적성을 가진 여러 와이퍼 멀웨어 도구들 중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시스템 파괴 - ① WhisperGate

2022년 1월 3일 우크라이나 여러 정부기관, 비영리 및 정보 기술 조직이 위스퍼게이트(WhisperGate) 라는 

멀웨어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 위스퍼게이트(WhisperGate)는 MBR(Master Boot Record)를 지우는 삭제형 

멀웨어로 랜섬웨어로 위장한 와이퍼(Wiper)멀웨어이다. 이 공격으로 정부기관과 기술 조직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가 감염되었으며 공격받은 컴퓨터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다. 

 위스퍼게이트는 두 단계의 악성 파일을 유포한 후 실행시킨다. 1단계의 악성 파일은 사용자 PC의 MBR을 

랜섬노트 출력하는 코드로 변경하여 사용자가 재부팅 시 PC가 켜지지 않고, 공격자가 지정한 랜섬노트를 띄운다. 

이후 악성코드는 자동으로 재부팅을 수행하지 않고, 2단계 악성 파일을 실행한다. 2단계 악성코드는 공격자의 

디스코드 채널에서 추가 페이로드를 다운로드한 후 실행시켜 파일을 파괴한다. 위스퍼게이트 공격은 최대한 긴 

시간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복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주된 의도로 보여진다.

1. 시스템 파괴 - ② HermeticWiper

위스퍼게이트의 연장선으로 2022년 2월 24일에 주요 산업시설에 침투하여 내부 데이터를 삭제, 파괴하는 

시설파괴형 멀웨어 헤르메틱와이퍼(HermeticWiper)가 발견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금융, 군수, 정부 사이트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과 함께 헤르메틱와이퍼를 배포하였고, 멀웨어가 윈도의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직접 

배포되었기 때문에 공격자는 실행 전에 장기간 액세스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헤르메틱와이퍼는 시스템 파괴에 

중점을 두고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MBR(Master Boot Record), MFT(Master File Table)를 암호화·변조하여 

내부 데이터를 삭제 파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헤르메틱와이퍼 멀웨어의 공격을 받지 않은 조직과 

코드 유사성을 공유하지 않은 조직에 또 다른 네트워크 파괴형 멀웨어인 IsaacWiper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6-4] 러시아 측의 시스템 파괴적 공격 형태(출처 : Cyber Peace Institute 일부 재구성) 

공격 개요공격 날짜

* 일부 국가의 경우 공격 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한해 (추정) 이라고 명시

우크라이나 정보 기술 조직에 속한

장치에 파괴형 멀웨어 설치
2022-01-13

우크라이나 광대역 위성 인터넷 접근을

방해하는 삭제형 멀웨어 
2022-02-24

우크라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수백 대의 컴퓨터에서 

데이터 삭제형 멀웨어 탐지
2022-02-23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발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싱 메일이 다수 전송
2022-02-11

우크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파일을 지우고 감염됨 

시스템의 특정 레지스트리를 파괴하는 멀웨어 발견
2022-03-17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 중 HermeticWiper 공격을 
받지 않거나 코드 유사성을 공유하지 않은 조직에

삭제형 공격 적용
2022-02-24

도구

WhisperGate

AcidRain

HermeticWiper

Cobalt Strike, 
Grimplant,
GrapSteel

DoubleZero

IssacWiper

공격 배후

러시아(추정)

러시아

러시아

여러 멀웨어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변전소를 공격2022-04-08

Industroyer2, 
CaddyWiper, 
OPCSHRED, 

SOLOSHRED, 
AWFULSHRED

러시아

UAC-0056

UAC-0088

러시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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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파괴 - ③ AcidRain

러시아의 침공 전후로 우크라이나와 주변 지역에 공급되는 글로벌위치확인시스템(GPS)과 상업용 위성통신의 

신호를 교란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미국의 통신기업 Visasat이 운용하는 통신위성 KA-SAT의 기능이 

마비되어 사용자들은 2주 이상 오프라인으로 인터넷에 접근해야 했으며 9,000여명의 프랑스 가입자, 유럽의 약 

13,000명과 독일의 에너지 회사가 영향을 받았다.

공격에서 사용된 도구는 AcidRain으로 장치 파일명을 총괄 검색하고 해당 파일을 근본적으로 삭제하는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안 기업 센티널원(SentinelOne)에 따르면 AcidRain을 사용한 공격자가 

위성 통신 장치 파일 시스템이나 펌웨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다른 대상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센티너원 측은 발견된 파일명(ukrop)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을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라 분석했다. 

1. 시스템 파괴 - ④ Double Zero

2022년 3월 23일 우크라이나 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더블제로(Double Zero)라는 삭제형 멀웨어 공격이 

발생했다. 보안 서비스 기업 ESET는 더블제로 멀웨어가 연결된 드라이브에서 사용자 데이터와 파티션 정보를 

삭제하고 스토리지 파티션을 0으로 바꾸며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공격자들은 주로 스피어피싱 

공격을 통해 기관들을 감염시켰으며 스피어피싱 메일은 압축파일 형태로 압축을 풀면 닷넷(.NET) 기반 

프로그램이 나타난다. 해다 프로그램은 파일 덮어쓰기를 통해 파일을 삭제하거나 API 호출인 NtFileOpen과 

NtFsControlFile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파일을 삭제한다. 또한 HKCU, HKU, HKLM, HKLM과 같은 

레지스트리도 삭제한다.

[그림 6-2] 우크라이나 CERT가 발표한 ‘Double Zero’ 관련 보고서(출처 :  우크라이나 CERT 트위터)

1. 시스템 파괴 - ⑤ Induystroyer2, CaddyWiper

러시아 APT 해킹 조직 샌드웜(Sandworm)이 악성코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변전소를 공격하였다. 공격에서 

사용된 악성코드는 고전압 변전소 무력화를 시키는 Industroyer2와 윈도우 기반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CaddyWiper로 우크라이나 변전소의 시스템 작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데이터를 파괴하고 복구할 수 없게 만든다. 

ORCSHRED, SOLOSHRED, AWFULSHRED 등 파괴 스크립트를 사용해 리눅스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서버 

장비를 공격하였다. 

우크라이나 컴퓨터 비상 대응팀(CERT-UA)은 최초 공격이 지난 2월에 시작되었고 공격 준비 기간은 최소 

2주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CERT-UA 협력 보안 업체인 ‘ESET’는 공격에 사용된 산업기반시설(ICS) 

악성 소프트웨어가 2016년 해킹과 동일한 소스 코드를 이용해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번 

해킹시도가 전력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공격이 만약 성공했다면 약 200만명의 사람들이 전력이 

차단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앞에서 기술한 5가지 공격 외에도 러시아 지지 세력은 Cobalt Strike, Grimplant, GrapSteel, IcedID 등 

악성파일을 이용한 피싱 메일 전송 및 대량 배포를 통해 해당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유도하고 실행되게 

하여 데이터 및 시스템을 파괴하는 공격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그림 6-3] 러시아 APT 해킹 조직 Sandworm의 공격 방식(출처: Security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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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보총국 GRU를 포함한 러시아의 지지 세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준비 기간이 다소 

장기적인 시스템 파괴 공격 뿐만 아니라 준비기간이 단기적인 해킹 공격을 통해 심리적인 공격을 다수 시도했다. 

특히 벨라루스 정보부와 연계된 해킹 조직 UNC1151은 침공 전·후로 심리전을 사용하는 형태의 공격을 

수행했다. 

러시아 지지세력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공기관, 은행에서 대학, 방송국으로 공격 대상을 확대하였고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수행해 인터넷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표6-4]를 보면 2022년 3월 16일 

공격자들은 우크라이나24 TV 방송국을 해킹하였고 기존에 있던 인물(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얼굴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뉴스를 

보도해 우크라이나 국민과 해당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조장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처럼 러시아 측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심리적 불안감 조장, 여론 조작과 같은 다양한 의도를 가진 심리적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1월 1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우크라이나 정부 70여 개의 웹 사이트에 대규모 해킹 

공격이 발생했다. [그림 6-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웹 사이트가 우크라이나어, 폴란드어 및 러시아어 등으로 

“두려워하라. 최악을 기대하라. 이것이 당신 들의 과거이자 현재, 미래다”는 메시지와 함께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었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으나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한 

러시아와 서방간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지역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해킹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침공 전 

우크라이나인과 주변 국가들에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보여진다.

2022년 2월 15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대, 대형 상업 은행(PrivateBank, Oshadbank) 웹 사이트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수행되었다. 대형 상업 은행의 경우 사용자들이 결제나 은행 앱 사용에 문제를 겪었으나 예탁자 

자금에 대한 위협은 없었다.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주요 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 경고해왔으며 실제로 공격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긴장감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공격으로 보여진다.

2. 심리전 활용 - ① 웹 사이트 대규모 해킹

2. 심리전 활용 - ② 은행권 대규모 디도스 공격

[그림 6-4]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 웹 사이트 공격 화면(출처 : 로이터 트위터)

[그림 6-5]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공지(출처 : 우크라이나 국방부 트위터)

[표 6-5] 러시아 측의  심리적 공격 형태(출처 : Cyber Peace Institute 일부 재구성) 

* 일부 국가의 경우 공격 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한해 (추정) 이라고 명시

공격 배후공격 날짜

2022-01-14

2022-02-15

2022-02-23

2022-02-25

2022-03-13

2022-03-28

2022-01-19

2022-02-23

2022-02-24

2022-03-09

2022-03-16

2022-03-28

UNC1151

GRU

러시아

theMx0nday

알려지지 않음

러시아

APT-Gamaredon

중국

UNC1151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공격 개요

우크라이나 정부 웹 사이트 70여개에 해킹 공격 발생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대, 대형 상업 은행 웹사이트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 발생

우크라이나 공공기관 및 은행에 디도스 공격 발생

30개의 우크라이나 대학 웹 사이트 해킹

Vinasterrisk 네트워크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주요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서 침공과 관련된 허위 뉴스를 퍼뜨리는

봇 팜을 식별하고 조치

우크라이나 서방 정부기관의 구직 및 고용 서비스의 플랫폼을 통해 공격 시도

키예프 정부 및 기타 기관 약 6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최소 20개 취약점 겨냥한 공격 시도와 수천 건의 익스플로잇 공격 발생

우크라이나 난민의 물류를 관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멀웨어가 포함된 피싱 메일 전송

우크라이나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 Triolan이 공격을 받아

전국적으로 12시간 이상 네트워크가 중단

우크라이나24 TV 방송국이 해킹되어 허위 정보를 보도하고

대통령이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

Uktelecom의 IT 인프라가 공격을 받아 13%이하로 속도 저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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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받은 허위 문자 (출처 : 우크라이나 사이버경찰 웹사이트)

2. 심리전 활용 - ③ 미디어 부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 기관으로 가장하는 웹 사이트가 가짜 소식을 전달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우크라이나 

24 TV 방송국은 해킹 공격을 받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투를 중단하고 무기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는 

허위 정보를 보도하였다. 우크라이나 웹 사이트에 대통령이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등 딥 페이크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2022년 3월 28일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서 침공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100,000개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는 5개의 봇 팜(Bot Farms)을 식별하고 폐쇄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회 

정치적 상황의 불안정화와 시민 사이의 공황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Uktelecom IT 인프라가 13%이하로 네트워크 속도가 떨어졌으며 중요한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와 군대 및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기 위해 개인 사용자와 비즈니스 고객의 인터넷 접근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였다. 

러시아는 사이버 심리전을 이용하여 침공 전후로 우크라이나 사회를 교란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가짜 

뉴스 및 정보를 퍼트리는 공격을 하고 있다. 전쟁이 가져다 주는 불안함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사기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작전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사용자의 계정을 탈취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가장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의 공격을 시도했다. 또한 개인 식별 정보를 탈취하고 파괴 

시키기 위해 공격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표 6-6]에서 임의의 사용자 계정의 정보를 탈취하여 제 2차 

공격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2월 27일은 임의의 사용자 계정 해킹에 성공하여 미디어에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2차 공격을 수행하였고 4월 2일은 텔레그램 계정 해킹을 시도하였다. 

개인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악성 파일을 이용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3월 9일에 발생한 infostrealer 유형의 

악성코드인 Formbook은 주로 메일의 첨부 파일을 통해 유포되며 유포 파일명이 유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메일 본문에 악성코드 유포자 링크를 걸거나 파일 첨부 등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악성 행위를 

시도하며 시스템 정보와 브라우저 로그인 정보 등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공격을 수행한다. 같은 달 30일에 

발견된 Mars Strealer 악성코드는 다양한 앱을 노리는 광범위한 정보 탈취 기능을 탑재하였고  47개 이상 

다크넷 사이트와 해킹 포럼, 텔레그램 채널, 그랙 팩과 같은 '비공식'경로에서 배포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탈취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데이터 정보 노출을 노리는 공격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침공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악성코드 파일들을 이용하여 공격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6-6] 러시아 측의 정보 탈취 공격 형태 (출처 : Cyber Peace Institute 일부 재구성) 

날짜 설명

2022-02-27
우크라인에 대한 계정 해킹을 시도하여 공격에 성공한 대상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액세스해 허위 정보를 게시

2022-04-02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텔레그램 계정 해킹을 시도

2022-03-16
우크라이나 적십자사 웹 사이트를 공격하였으나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아 사이트 정보 구성 요소만 영향

2022-04-14
악성 XLS 문서를 대량 배포하여 악성 코드를 실행하여

사용자 자격 증명을 수집할 수 있는 뱅킹 트로이 목마를 사용

2022-03-09
피해자를 속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기 위한 승인 편지를

열도록 하는 Formbook infostealer 악성 행위 발견

2022-04-07
우크라이나 미디어 조직을 대상으로 물리적 침공에 대한 전술적 지원 및

민감한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로 추정되는 인터넷 도메인 제어 명령 확인

2022-03-30
우크라이나 국민 및 국내 기관에 정보스틸러 MarsStealer

악성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을 대량으로 유포

2022-04-19
“Ukraine24”를 모방한 Facebook 사기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설문조사를 

참여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조사하고 결제 카드 데이터를 
손상시키게 하는 페이지로 유도

공격 배후

벨라루스 APT 그룹 -
UNC1151

UAC-0094

알려지지 않음

UAC-0098

알려지지 않음

Strontium

UAC-0041

알려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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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크라이나의 공격 형태

우크라이나의 사이버전 공격 형태는 러시아에 비해 방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시작된 

이후 외부에 드러난 사이버 공격들 중 가장 두드러지는 공격을 수행한 집단은 단연 어나니머스(Anonymous)로 

볼 수 있다. 

2월 26일 어나니머스가 러시아 국영 TV 채널을 해킹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진실을 방송했다는 

글을 어나니머스 소셜 미디어 계정에 공유하였다. 이어 러시아 에너지기업 가스프룸(Gazprom), 국영 언론사 

RT 등의 사이트를 다운시키는데 성공했고 크렘린 공식 사이트와 러시아 정부 기관 및 동맹국인 벨라루스 정부 

관련 사이트도 공격했다. 또한 벨라루스 무기 생산 업체 테트레더(Tetradr)의 이메일 200GB 분량을 유출시키고, 

러시아 가스 공급 시스템을 관리하는 트빙고텔레콤(Tvingo Telecom)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어나니머스가 

공격한 공격 기법에 대해 사이버 보안 회사인 레드 고트의 파트너인 리사 포르테는 “해킹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매우 기본적인 공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 지지 세력에 비해 우크라이나 지지 세력의 공격은 

비교적 준비기간이 단기간이며 공격 수법이 간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6-7] 어나니머스의 해킹공격 참전 트위팅 내용 (출처 : YourAnonNews 트위터)

마무리04.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사이버전은 이미 두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최고 경영자 분기 회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러시아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실행될 경우 반격하겠다는 경고를 이미 한 적이 존재하여 사이버 세계 대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며 민간 

기업에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하도록 당부했다.

우 리 나 라 에 서 도  사 이 버 공 격 이  발 생 할  가 능 성 에  대 비 해  사 이 버 위 협  비 상 대 응 체 계 를  강 화 했 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 기관간 협업체계를 가동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관계 부처와 협업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 공공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주의’로 상향 시켜 사이버전의 여파에 피해를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국가·기업·개인 측면에서 사이버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이버전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전시 뿐만 아니라 평·위기 시에도 군의 사이버전 능력을 

사용하게끔 범위를 확대하고 군사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이버군협회, 

사이버공간레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하였다. 사이버 병과 및 학교 창설과 사이버 복원 지원계획 확충, 

유급지원병 및 준위 선발 등 기술인력 선발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사이버전에 대해 기업들은 추가 피해에 대비하여 시스템 취약점을 자체적으로 지속 검토하고 취약점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공격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도 사이버전에 

대한 보안 인식을 제고하여 피싱 메일이나 악성 파일 다운로드 등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전쟁은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표 6-7] 국가·군사·기업·개인에 따른 대응방안(출처 : 사이버군협회, 사이버공간레터 일부 재구성)

구분 내용분류

국가·군사

기업

개인

군의 사이버전 능력 사용을 전/평/위기 시로 확대,

공공/민간 분야로 지원 확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사전점검 및 조치

피싱 메일에 대비하여 링크 주소, 보낸 사람의 이메일 주소 이상 여부 확인

각 사관학교에 컴퓨터 및 사이버 관련학과만 존재. 양병 측면에서 사이버병과

학교 신설과 사이버 장교 임관 등 군 본연의 임무 수행 능력을 부여 필요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통해 사이버 사고 대비 

사이버전에 대한 인식 제고

미래 합동작전환경(JOE 2035)을 고려한 군령과 군정이 조화된 정책 발전 필요

법, 제도 개선

시스템 취약점 검토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

전문인력 양성 필요

직원들의 보안 인식 제고

보안 인식 제고

정책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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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17) RS.CO 상황전파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이규환

카테고리 소개 : RS.CO 상황전파01.

 대응(Respond) > Communication, 상황전파

: 침해사고 발생 시 외부 유관 및 사법기관의 연계 및 지원, 내·외부 이해당사자와의 조율 활동을

  포함하여 상황전파를 수행한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의 20여년 간의 보안관제 노하우가 담긴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의 
세부항목(Category)을 월간보안동향을 통해 매월 하나씩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글루시큐리티의 보안관제방법론 – 관제기술에 관리를 
더하다(월간보안동향 2018년 9월호)” 에서 다루었음으로 참고 바란다.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의 네번째 기능(Function)은 『대응(Respond)』으로, 그 중에서 세번째로 소개될 
세부활동(Category)은 『상황전파(RS.CO, Communication)』이다. 
* 본 문서에서 수행하는 『대응』 기능(Function)은 『탐지』 업무 수행 시의 대응과는 다른, 침해사고 발생 시의 대응을 뜻함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보안관제센터에서 장애, 침해 등 상황이 발생 했을 때에는, 사전에 정의 된 프로세스에 따라 상황전파를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상황에 따른 상황전파 체계의 마련 뿐만 아니라, 각 상황전파 체계에 따른 비상연락망의 보유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안관제센터는 평상시 업무와 관련 된 비상연락망을 세심히 관리 하며, 주기적으로 최신화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비상연락망에는 보안관제센터 뿐만 아니라 침해사고대응팀, 보안관제와 관련 된 기관/기업 
내 유관조직, 시스템 운영자, 유지보수업체 및 장비공급업체, 데이터센터, 백업센터, 유관기관 등의 연락처를 
포함하게 된다.

[그림 7-2] i-CERT 구성원 지정 기준[그림 7-1] 침해사고대응팀 R&R(예시)

3) 관련 문서

IG.SOC-042-03 상황전파문, IG.SOC-042-04 침해사고 비상연락망

보안관제센터는 사전에 위기단계에 따른 행동수칙을 수립하며, 여기에는 위기단계의 기준, 경보발령 주체, 

경보전파 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안관제센터는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위기단계에 따른 행동수칙에 

따라 상황전파를 수행한다. 

상황전파 발령 시 현재 상황을 인지한 상황전파 대상자는 평소 정해진 R&R에 따라 추가 상황전파를 수행하고, 

자신의 역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평소 모의 훈련을 수행하여 상황전파 대응 능력을 확보 

해야 한다.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1) 보안관제방법론 프로세스 2) 대응(Respond) 기능 로직 모델

[그림 7-3] i-CERT 경보발령 기준 및 방법

[그림 7-4] i-CERT 기준 경보발령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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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28일] 시큐리티·인텔리전스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대표 이득춘, www.igloo.co.kr)은 2건의 

인공지능(AI)·통합보안관제(SIEM)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의 적용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생성되는 보안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첫 번째 특허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및 수학적 산술식을 이용하여 침해 의도가 있는 공격자 인터넷 주소(IP)의 

종합 위험도를 산출하는 기술이다. 측정 기간 동안 측정 대상 IP가 탐지된 횟수·시점·간격과 이벤트 발생 건수, 발생시킨 

이벤트 종류 등 여러 위험 기준에 해당되는 수치를 상세 분석하여 개별 위험에 대한 기여율과 위험 분포 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최대 위험도 등의 일부 요소만을 고려하여 IP를 판단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IP 종합 위험도를 

분석해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특허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스트림 데이터(Stream Data)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인 윈도우(Window)를 고정된 형태로 생성하고, 이 고정된 윈도우 내에 

데이터가 스트림 형태로 입력되게 하는 방식이다. 중복된 영역을 포함하면서 이동하므로 연산량이 증가될 수 있는 ‘슬라이딩 

윈도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안 장비 로그를 비롯한 방대한 스트림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이글루코퍼레이션은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기 위한 

AI·SIEM 기술 확보에 힘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보안과 데이터 역량이 집약된 솔루션과 서비스 제공에 힘을 실으며, 더 

많은 조직들이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글루코퍼레이션, AI·SIEM 특허 2건 취득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 데이터 분석 효율성 높이는 AI·SIEM 특허 2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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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7일] ㈜이글루코퍼레이션(대표 이득춘, www.igloo.co.kr)은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운동인 
‘고고챌린지(GO!GO! Challenge)’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고고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환경부가 작년 1월부터 시작한 캠페인이다.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1가지 행동과 할 수 있는 1가지 행동을 약속하고, 다음 챌린지 도전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최적화 전문기업인 파이오링크 조영철 대표의 지목을 받은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사명 속 ‘이글루’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슬로건을 마련하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약속했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북극의 이글루가 녹지 
않도록, 일회용품 사용 줄이Go, 재생용품 사용 늘리Go”라는 슬로건 아래, 종이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재생용품 
사용을 생활화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사무실 내 종이컵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종이백 등의 여러 사무용품을 모두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방침이다. 신규 직원 입사 시 제공하는 웰컴 키트 역시 재생용품으로 새롭게 구성한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임직원들과 한 마음으로 ‘고고캠페인’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여러 사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선진 시큐리티·인텔리전스 기업이 갖춰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고고챌린지’에 참여할 다음 주자로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업 코드마인드의 신승철 
대표를 추천했다. 

‘북극의 이글루가 녹지 않도록,
일회용품 사용 줄이Go, 재생용품 사용 늘리Go’
㈜이글루코퍼레이션, 환경보호 실천하는 ‘고고챌린지’ 동참

- 이글루코퍼레이션,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앞장선다… 종이컵 사용 중단, 친환경 재생용품 사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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