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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OO Threat Insight

Summary

▶ 월간 핫이슈
2009년 발생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 즉 ‘7.7 DDoS 공격’ 은 청와대와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DDoS 공격으로 인한 접속 장애가 발생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놓았던 사건으로 기억된다.
이후 정부는 2012년,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정보통신기술 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정보보호의 날‘ 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은 ‘정보보호의 달’,
7월 둘째 주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 로 지정 되어 정부와 관련 기업에서는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정보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뜻 깊은 날이 되고 있다.
2022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 안전한 디지털 강국’ 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11번 째 맞이하는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했다. 특히 올해는, 사이버 안보를
탄탄한 밑거름 삼아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며 더욱 풍성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물론 정보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각 기관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점검, 모의훈련 등을 진행 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마냥 맘 편하게 좋아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맡은
자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정보보호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뜻 깊은 날, 뜻 깊은 한 달이 되었기를 바라며, 벌써
절반이 지나간 2022년의 하반기에는 정보보호 관련 특별한 이슈 없는 평온한 나날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 월간 통계분석
·· 2022년 7월 전체 공격 건수가 전월 대비 약 0.85배 가량 감소하였고, 이 중에서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은
전월 대비 약 1,100건 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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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중국과 러시아, 독일, 프랑스, 홍콩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미국과 대한민국, 인도, 브라질, 영국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2-1]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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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월간 보안위협동향 및 분석

2022년 7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명령어 삽입(D-Link HNAP 취약점)과 SQL 삽입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메소드(Connect) 공격이 전월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는 사이버 위협을 예측하기 위해 월간 공격 유형, 취약점 별 공격 건수와 비율, 공격 출발지

대비 450건 가량 대폭 증가하였다.

국가 및 IP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01. 월간 공격 유형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패턴

건수

비율(%)

등락

웹 취약점 (Web Vulnerability)

5,668

41.5

-

시스템 취약점 (System Vulnerability)

4,717

34.5

-

정보수집 (Information Gathering)

2,002

14.7

-

비인가접근 (Unauthorized access)

889

6.5

-

악성코드 (Malware)

217

1.6

-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84

0.6

▲2

정보노출 (Information Exposure)

47

0.3

▼1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36

0.3

▼1

총 합계

13,660

100

-

[표1-1] 월간 공격 유형

순위

탐지 명

건수

비율(%)

등락

1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2,116

15.5

-

2

메소드 (Connect)

1,208

8.8

▲4

3

명령어 삽입 (Netgear 라우터 취약점)

1,094

8.0

▲1

4

명령어 삽입 (NVMS-9000 DVR 취약점)

981

7.2

▼2

5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716

5.2

▲2

6

GPON 라우터 취약점

694

5.1

▼1

7

명령어 삽입 (D-Link HNAP 취약점)

616

4.5

NEW

8

MVPower DVR Shell 미인증 명령어 실행

534

3.9

▼5

9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465

3.4

-

10

SQL 삽입

461

3.4

NEW

8,885

65.0

-

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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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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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1,100건 가량 감소하였고, 이는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공격
건수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1,100건 가량 감소하였고, 이는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공격 건수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6

[표1-2]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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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월간 위협 IP 주소 TOP 10

04.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

2022년 7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미국과

7월에 발생한 취약점 패턴 중 TOP 10을 중심으로 공격패턴에 따른 상세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대한민국, 인도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공격 비율 합이 전체 대비 약 50%로, 절반 가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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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해당 출발지 IP 의 유해성은 이글루 CTI, 공개위협정보(OSINT) 정보 등 에서 확인한 결과이다.

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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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Connect)

Connect Method를 이용하여 HTTP TLS(Transport Layer Security) 터널링을
통해 내부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Connect Method를 사용하며,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공격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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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 Injection
(NVMS-9000 DVR Vulnerability)

Shenzhen TVT 사의 NVMS-9000 DVR 장비의 다중 취약점이
탐지되었습니다.공격자는 해당 DVR 장비의 기본 계정정보를 하드코딩하여
인증 후, BOF(Buffer OverFlow), XML 패킷을 이용한 RCE(Remote Code
Execution) 공격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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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ON Router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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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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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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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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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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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기 표를 참고하여 방화벽 혹은 타 보안 장비에서 차단을 권장한다.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순위

위협 IP

국가

IGLOO_CTI

공격정보

1

49.143.32.6

KR

15/106

명령어 삽입 (Netgear 라우터 취약점)

2

186.233.187.21

US

2/106

텔레스퀘어 SDT-CW3B1 1.1.0 명령어 삽입
(CVE-2021-46422)

3

62.233.50.129

RU

3/106

아파치 로그포제이(Log4j) 원격코드실행
(CVE-2021-44228)

4

20.222.18.38

JP

7/106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5

222.186.19.205

CN

19/106

메소드 (Connect)

6

109.237.103.38

GB

8/106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7

109.237.103.9

GB

12/106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8

95.182.123.66

RU

1/106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PHPUnit)

9

203.218.212.20

HK

7/106

메소드 (Connect)

10

13.89.48.118

US

5/106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PHPUnit)

Total Countries
▶ 금월 공격 IP, 국가 순위 상세 Top 10 표 및 비율
러시아
인도
대한민국
미국
중국

5.5%
7.7%
10.5%
30.3%
46.0%

[표1-3] 월간 출발지 IP 주소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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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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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지표(IOC)

탐지 정책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사이버 공격 사전 예방 및 공격 탐지 시 신속한 공격자 식별을 위해, 국내외 기업 기관에서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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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많은 정보 중 고객사와 연관이 있는 핵심 정보, 즉 공격의 맥락과 목적 등을 간파할 수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사이버 공격을 효율적으로 탐지, 대응하고

있는 상세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안관제 센터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스노트 룰(Snort Rule)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탐지 패턴을
보유한 “보안 장비”에 적용 함으로써 조직의 보안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 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 월간 사이버위협탐지정책 통계

2022년 6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19,552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정보는

2022년 6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39건 이다.

203,682건 수집되었다.

6월 한달동안 아틀라시안 컨플루언스(Atlassian Confluence)(CVE-2022-26134) 취약점 및 리눅스

수집 대상별 순서는[해외-Malware(137,466건)], [해외-Phishing(53,022건)], [국내 (19,552건)] 으로

폴킷(polkit)(CVE-2021-4034) 등의 공격에 대한 탐지정책이 배포 되었다.

집계되고 있다.

[그림 1-4] 최근 3개월 공유 건수

Code

탐지 정책

설명

태그

IGRSS.8.05806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8.05806 Webshell, JSP, Behinder. CVE-2022-26134,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 content:"java.util.*"; content:"extends ClassLoader";
fast_pattern:only; content:"defineClass"; content:"getInstance(|22|
AES|22|)"; content:"decodeBuffer"; distance:0; sid:805806;)

Atlassian Confluence의
CVE-2022-26134 취약점을
악용한 Behinder JSP
Webshell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Webshell, JSP,
Behinder.
CVE-2022-26134

IGRSS.1.05822

alert tcp $EXTERNAL_NET $FILE_DATA_PORTS -> $HOME_
NET any (msg:"IGRSS.1.05822 Linux, polkit, CVE-2021-4034,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client,established;
flowbits:isset,file.elf|file.macho64le|file.machole|file.machobe;
file_data; content:"pkexec"; nocase; content:"GCONV_PATH=";
fast_pattern:only; content:"CHARSET="; nocase; sid:105822;)

Linux Polkit의
CVE-2021-4034 취약점을
악용한 관리자 권한탈취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Linux, polkit,
CVE-2021-4034

IGRSS.8.05823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IGRSS.8.05823 Webshell, JSP, Chopper. CVE2022-26134,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DriverManager.getConnection";
content:"ServletOutputStream"; content:"ResultSetMetaData";
content:"request.getParameter"; sid:805823;)

Atlassian Confluence의
CVE-2022-26134 취약점을
악용한 Chopper JSP
Webshell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Webshell, JSP,
Chopper.
CVE-2022-26134

IGRSS.8.05834

alert tcp $EXTERNAL_NET any -> $SMTP_SERVERS 25
(msg:"IGRSS.8.05834 Malware, Symbiote,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flowbits:isset,file.elf; file_
data; content:"hidden_ports"; fast_pattern:only; content:"pam_set_
item"; nocase; content:"pam_authenticate"; nocase; content:"pam_
get_item"; nocase; content:"__gmon_start__"; nocase; sid:805834;)

Symbiote Malware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Malware,
Symbiote

[그림1-1] 최근 3개월 국내외 위협 정보 수집 건수

[그림1-2] 위협 IP 국가 현황

[그림1-3] IoC별 수집 현황

* 상세한 정보는 IGLOO CTI(Cyber threat intelligen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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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월간 공유 건수

[표 1-5] 월간 주요 사이버위협 탐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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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패드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유명 아파트 브랜드 월패드에서 보안 취약점 발견돼

이달의 주요 ISSUE

·· 대부분의 아파트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월패드의 해킹 위험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유명 아파트 브랜드에 설치되는 스마트홈 월패드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남.
·· 이번에 발견된 월패드 취약점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이 서버에서 검증을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증 우회
취약점(CVE-2021-26638)으로 심각도가 ‘High’이며, 공통 취약점 등급 시스템(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 CVSS) 점수는 7.3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번 취약점을 악용할 시에는 홈 거주자 인증 과정의 검증 결과를 변조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인증 우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즉, 공격자는 세대주 권한을 탈취해 실내 홈 시스템 환경을 조작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7월 한 달 동안 ‘제11회 정보보호의 달’ 운영
··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확산을 위한 ‘2022년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아파트 홈네트워크 보안관리 실태조사 실시
··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활용한 초거대 AI 모델 활용 시범 사업 시작
·· 연내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 공개 예정

▶ ‘이제, 사이버 팬데믹이 온다’… 올 숙박, 항공, 여행, 운송업계 노린 보안 위협 증가 전망

··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발표… 2030년 주류 시장에 진입할 핵심 기술로 초개인화된 인공지능, 완전
자율 비행체, 완전 자율 주행차 등 15개 기술 선정
·· 2022년 상반기 모의훈련 실시 결과 및 상시 모의훈련(해킹메일) 플랫폼 개설

··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그동안 위축되어 있었던 숙박, 항공, 여행, 운송 등의 산업이 활기를 찾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리오프닝 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SK쉴더스는 하반기 해커들의 타깃이 될 시장으로 암호화폐와 함께 숙박, 항공, 여행, 운송 등의 산업을 지목했음.
·· 해커가 여행사 이벤트로 위장한 피싱 메일을 수많은 개인 사용자에게 보내 정보를 탈취하거나, 여행 관련 사이트의
취약점을 이용해 서비스형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등의 공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와 업무 협약 체결… 항공우주산업 분야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B등급 달성

·· 민·관합동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 4차 회의 개최
·· 부산정보보호산업협의회 발족… 부산 지역 정보보호 기업 역량 확대,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박차

·· 보안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해당 산업 군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안 관리 인원 역시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이러한 허점을 잘 알고 있는 공격자들이 손쉬운 공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함.

▶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유튜버 계정 탈취 목적 악성코드 등장

·· 과기정통부 ‘글로벌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제품 및 솔루션 등록 지원 사업’ 참가 기업 모집

·· 유튜버의 계정 탈취를 목적으로 한 악성코드가 등장했음. 영상편집 소프트웨어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타깃 PC에
주입시키고 유튜브 인증 토큰을 훔쳐 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분석됨.
·· 정부,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관련 ‘IE 보안 종합상황실’ 운영
·· 금융보안원, ‘2022년 핀테크 보안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융합망에 양자암호통신 적용
·· 尹 대통령, 국정원 인선 마무리…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3차장에 백종욱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 발탁

기타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정책 설명회 개최… 외산·클라우드 기반 제품 허용
·· 국가정보원-국가보안연구소-한국인터넷진흥원, ‘IT보안제품 보안적합성 검증정책 설명회’ 개최…
2022년부터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기준 강화
·· 국가정보원, 124개 기관 대상 조사 결과 포함된 ‘2022 국가정보보호 백서’ 공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각 지자체에 ‘시도 개인정보보호 표준 조례안’ 안내… 지자체의 개인정보 수준 및
책임성 강화 목적
·· 공무원 전용 메신저 ‘바로톡’ 올해 말 종료… 행정안전부, 내년 1월부터 민간 메신저 서비스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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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인티저’에 따르면 OBS스튜디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등 영상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유튜버 계정 탈취를 노리는 ‘YT 스틸러’ 악성코드가 다크 웹 시장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사용자가 속아 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될 경우, YT스틸러는 브라우저 SQL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세밀하게
뒤져, 유튜브 인증 토큰을 찾고, ▲유튜브 채널 이름 ▲구독자수 ▲생성 일자 ▲수익 ▲공식 아티스트 채널 유무
등의 정보도 함께 수집하게 됨. 유튜브 계정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단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티저의 분석가들은 악성코드 운영자가 탈취된 정보를 살펴보며 유튜브 계정의 가치를 판단한 뒤, 가치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가로채고 몸 값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음.
·· 또한 계정에 다단계 인증을 설정해 놓은 경우에도 공격자가 인증 토큰 우회를 통해 피해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으므로, 도난당할 수 있는 모든 인증 토큰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유튜브 계정을 로그아웃할 필요가
있음.
·· 보안 전문가들은 YT스틸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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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 엑스포 가고 싶니?’… VIP 초대장 사칭한 악성 문서 파일 유포 중

▶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 어나니머스, 유튜브

통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저격
·· 문서 파일을 열기만 해도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발견되었음. ‘2023 도하 엑스포’ VIP
초대장을 사칭한 문서 파일로, 문서 내 매크로 실행 등의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 특징임.
··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먼저 ‘VIP Invitation to Doha Expo 2023(2023 도하 엑스포 VIP 초대)’라는 제목의
워드 문서 파일(.docx)을 메일 등으로 유포했음.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실행하면 ‘2023 도하 엑스포’의 VIP
초대장으로 보이는 본문이 열림.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자 몰래 특정 인터넷주소(URL)에 자동으로 접속하여, PC
내 정보 탈취, 추가 악성 행위를 위한 권한 획득 등의 여러 악성 행위를 시도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되어
설치되게 됨.
··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문서 파일 실행만으로도 악성코드에 노출 될 수 있음. 공격자가
최근 확인된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했기 때문. 현재 해당 취약점에 대한 보안 패치가
제공되고 있음.

··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개발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티비스트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의외의 지원군으로 나섰음.
·· 한국시간으로 6월 27일 구독자 28만 7,000명의 유튜브 계정 ‘어나니머스’는 권 대표를 겨냥한 ‘Anonymous
Message to Do Kwon’라는 영상을 업로드했음.
·· 영상의 업로더는 “권도형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There is significant evidence
that Do Kwon had bad intentions from the start)”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펴본 권 대표의 활동 내역을
토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주장을 밝힘.
·· 보안 전문가들은 영상의 주장처럼 익명의 해커가 권 대표의 범죄 정황을 찾아낼 능력이나 의향이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저 해프닝일 뿐이라고 평가함.

▶ ‘이 더운 여름에 전기가 끊긴다면?’… ICS/OT 환경 노린 사이버 위협 지속 증가
·· 그동안 정보 기술(IT)을 집중 겨냥해온 사이버 위협이 전기, 석유, 가스, 제조 등의 전통 산업계를 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트렌드마이크로는 최근 산업 제어시스템 및 운영기술(ICS/OT) 환경을 표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 영향을 분석한
‘산업 사이버 보안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음. 미국, 독일, 일본 등 전기, 석유 및 가스, 제조 부문 ICS 사이버 보안
리더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담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9%는 지난 1년 동안 ICS/OT 환경에서 최소 6번 이상의 사이버 장애가 일어났다고
답함. ICS/OT 영역의 사이버 장애로 인해 촉발된 조직의 재정적 피해는 평균 280만 달러(약 36억 원)에 달했고,
특히 석유 및 가스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보안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엣지, 5G 기술 적용으로 인해 IT와 OT 환경이 밀접히 연결되면서 산업 운영 및 시스템
역시 빠르게 변화한 만큼, 조직 역시 기업 자산 보호를 위해 위험 및 위협 가시성 개선을 위한 선제적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나를 믿어줘스키’… 러시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 ‘글로벌 투명성 이니셔티브(GTI)’ 출범

·· 카스퍼스키는 6월 21일 고객 및 파트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글로벌 투명성 이니셔티브(GTI)를 출범했다고 밝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증폭된 ‘믿을 수 없는 러시아 보안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됨.
·· 세계 각지의 카스퍼스키의 기업 고객이나 파트너, 사이버 보안 담당 정부 및 규제 기관들은 GTI를 통해
카스퍼스키의 소스코드,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음.
·· 카스퍼스키는 2018년 스위스에 첫 번째 센터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스페인, 말레이시아, 브라질에서 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며, 최근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투명성 센터를 추가 설립했다고 밝힘.
·· 카스퍼스키 소스 검토는 상담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엄격한 접근 정책이 적용됨. 또한, 보안과 관련된
우려가 있는 소스 코드 검토 요청의 경우, 거절될 수 있음. 카스퍼스키는 소스 코드의 무결성을 확보하고자, 소스
코드 검토 시 읽기 전용 권한만을 제공해 어떠한 코드 변조의 가능성도 차단한다고 강조함.

▶ ‘트랜스포머 스파이웨어?’… 안드로이드 사용자 염탐하는 모듈형 스파이웨어 ‘허밋’ 등장
▶ ‘47대 27’… 우크라이나-러시아 지지 해킹 그룹 ‘난타전’ 양상 지속
·· 카자흐스탄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노리고 염탐하는 모듈 구성의 고급 스파이웨어 ‘허밋(Hermit)’이
발견되었음. ‘허밋’은 모듈 형태로 처음 공격 대상자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비에 설치될 때에는 감시 기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후 C&C 서버로부터 전달된 모듈이 하나하나 붙으면서 본격적인 스파이웨어로
변신하게 됨. 이렇듯 조금씩 악성 기능을 늘리고 공격 대상에 따라 다른 모듈 조합을 하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특징임.
·· 보안 전문가들은 “설계 및 코딩 수준이 매우 깔끔하고 고급스럽다는 점에서 볼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해
매우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전문적으로 만든 작품에 가깝다”라고 평가함.

··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사이버 전쟁 직후부터 꾸준히 관련 정보를 분석 중인 트위터리안 사이버나우(Cybernow)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중인 해킹 그룹이 47개, 러시아를 지지 중인 그룹이 27개로 47대27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함.

·· 보안 업체 룩아웃(Lookout)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탈리아의 스파이웨어 제조사인 RCS랩(RCS Lab)에게서
허밋을 구매해 운영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음. 룩아웃이 발견한 허밋 샘플 및 이 샘플과 연결된 C&C 서버가
카자흐스탄 내 IP 주소에 호스팅 되어 있었기 때문.

·· 사이버나우의 분석에 따르면, 친 우크라이나 세력은 익명(Anonymous) 조직의 비율이 높은 반면 친 러시아 세력은
기존에도 활동 중이던 해킹 조직이 다수 포진한 것이 특징임.

··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국가 기관이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염탐하도록 도와주는 시장이 은밀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났다”라고 설명함.

14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해커들이 전쟁 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집결하는 모양새임.

·· 서로 때리는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도 그 여파를 경계 중임.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1일 사이버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한 뒤 100일 넘게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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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시보드

'이글루 CTI' 활용하기: How to use IGLOO CTI

이글루 CTI 메뉴는 대시보드, 위협 정보, 인사이트 정보, ATT&CK 정보, 마이 페이지, REST API 로 구성되어
있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격을 탐지하며 공격자를 신속하게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외
기업·기관에서 수집한 보안 위협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기업 및 기관을 노리는 보안 위협에 맞서 공격의 맥락과
목적 등을 간파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집한 위협 정보 중 고객사와 연관이 있는 상세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전략사업부 관제기술연구팀 김하늘

01.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란

[그림 3-1] IGLOO CTI 대시보드(1) [출처: IGLOO CTI]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CTI, Cyber Threat Intelligence)는 가트너에서는 “ 현존하거나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응을 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위협에 대한 맥락(context), 메커니즘, 지표, 예상 결과 및 실행 가능한
조언 등을 포함하는 증거 기반의 지식” 이라고 설명한다.
이글루 CTI 대시보드는 수집 현황 및 통계 정보를 사용자에게 표현해주고 있으며, 수집현황에서는 일일 수집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 여기서 얻은 지식을

현황을 표현하였고, 국가 정보와 태그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다양한 수치 정보를

활용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뜻한다.

제공한다.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협의 공유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CTI를 활용해
새로운 위협 정보를 인지하고, 이를 통해 알려진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선제적 위협 대응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위협 정보 공유를 통해 사이버 보안 사고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TIP(Threat Intelligence Platforms)로는 사이버보안
룩셈부르크 컴퓨터 사고 대응 센터(CIRCL)의 MISP, 에일리언볼트(AlienVault)의 OTX,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FCTI 등이 있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이러한 위협 정보 공유서비스를 2016년에는 자사 보안정보이벤트관리(SIEM) 제품인
'스파이더 티엠(SPiDER TM)'과 연계를 하였으며, 2018년에는 자체적으로 '이글루 CTI 플랫폼(이글루 CTI)' 을
만들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글루 CTI는 2022년 7월 13일 기준 8,233,005건의 IoC(Indicator Of Compromise)정보를 수집 및 배포
하였으며, 침해지표(IoC, Indicator Of Compromise)(IP, Domain, URL, SHA1, SHA256, MD5) 외에
국내외 위협정보, 취약점정보, 동향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이글루 CTI에 대한 기능 및 정보를 소개하려 한다.

16

[그림 3-2] IGLOO CTI 대시보드(2) [출처: IGLOO 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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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위협 정보

수집 정보는 IoC 정보에 수집 근거(수집처, 수집일)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하고있으며 수집 정보 클릭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협 정보 메뉴에서는 IoC 정보, 수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oC 정보에서는 수집하고 있는 침해지표(IoC:Indicator Of Compromise)를 표현하고 있으며, IGLOO CTI는
6가지 침해지표로 분류하고, 수집한 지표를 “스코어링 기법”을 적용하여 4단계 점수로 분류한다.
분류되는 점수 분류는(Critical, High, Medium, low)이다.

[그림 3-5] IGLOO CTI 위협 정보 수집 정보 [출처: IGLOO CTI]

[그림 3-3] IGLOO CTI 위협 정보_IoC 정보 [출처: IGLOO CTI]

좌측 검색 창을 통해 수집정보, 분류, 점수, 국가, 태그 및 날짜로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는 우측 상단에
파일 저장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파일 형식은 JSON, CSV, STIXv1 이다.
또한, 수집 정보를 클릭 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IGLOO CTI 위협 정보 수집 정보 상세정보 [출처: IGLOO CTI]

[그림 3-4] IGLOO CTI 위협 정보_IoC 정보 상세내용 [출처: IGLOO CTI]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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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사이트 정보

그 외 메뉴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인사이트 정보 메뉴는 CVE, Exploit, Google Hacking,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취약점 정보를 나타내는 CVE 정보, 공격 코드를 나타내는 Exploit, 구글 해킹에 사용되는 Google Hacking DB,
동향 정보 등을 검색 활용할 수 있다.

메뉴

내용

Matrices

ATT&CK Matrix 를 나타내는 전술(Tactic)과 기술(Techniques)을 나타낸다

Tactics

ATT&CK 기술(Techniques) 또는 하위 기술(Sub-Techniques)의 "이유(Why)"를 나타낸다.

Techniques

적이 행동을 수행하여 전술적(Tactic)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How)"을 나타낸다.

Data Sources

센서/로그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다양한 주제/주제를 나타낸다.

Mitigations

방어자가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기술(Techniques) 또는
해결 방안에 대한 개념을 나타낸다.

Groups

보안 커뮤니티에서 공통 이름으로 추적되는 해킹 그룹을 나타낸다.

Software

사용자 지정 또는 상용 코드, 운영 체제 유틸리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ATT&CK에서 모델링된 동작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도구를 나타낸다.
[표 3-1] IGLOO CTI ATT&CK 메뉴 구성 [출처: IGLOO CTI]

[그림 3-7] IGLOO CTI 인사이트 정보 [출처: IGLOO CTI]

Matrices에서는 전술(Tactic)과 기술(Techniques)을 표현하고 있으며, 태그나 Matrices 클릭 시 상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05. ATT&CK
ATT&CK 메뉴는 MITRE ATT&CK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v10.1 기준정보)

[그림 3-8] IGLOO CTI ATT&CK 정보 Matrices [출처: IGLOO 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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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IGLOO CTI ATT&CK 정보 Matrices 상세 정보 [출처: IGLOO 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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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메뉴에서는 전체 피드와 내 피드를 확인할 수 있다.
IGLOO CTI는 해외 위협 정보, 국내 위협 정보, 인사이트(해외), 인사이트(국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47건의 피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그림 3-11] IGLOO CTI REST API [출처: IGLOO CTI]

08. 결론
이글루 CTI는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격을 탐지하며 공격자를 신속하게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외 기업·기관에서 수집한 보안 위협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림 3-10] IGLOO CTI 마이페이지 [출처: IGLOO CTI]

기업 및 기관을 노리는 보안 위협에 맞서 공격의 맥락과 목적 등을 간파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집한
위협 정보 중 고객사와 연관이 있는 상세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며 이를 보안관제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최신
보안 위협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관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다.

07. REST API
REST API 메뉴는 데이터 연동을 위한 API 설명 페이지이다.
IGLOO CTI 에서 수집하는 모든 정보를 API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사 제품(API) 및 타사 제품(STIX/
TAXII)에 대한 데이터 연동을 지원한다.
[그림 3-11] IGLOO CTI 도입 효과 [출처: IG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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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설명

MBR

Master Boot Record의 약자로 디스크에 가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윈도우 부팅 시 필요한 필드

Metadata

파일의 위치, 수정 시간 등의 속성과 트랜잭션 로그 존재

Event Log

Windows에서 지원하는 이벤트에 대한 기록

Registry Hive

로컬 시스템과 각 계정 별 레지스트리 파일

Prefetch/Superfetch

응용 프로그램의 마지막 실행 시간, 참조 파일 목록 존재

LNK

바로가기 파일과 최근에 사용 했거나 자주 사용되는 파일 목록

Recycle.Bin

삭제된 파일들로 휴지통 내 존재하는 파일 정보

Browser Artifact

웹 브라우저의 즐겨 찾기, 방문 기록, 캐시 등

ETC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웹, 메신저 등)의 로그

행위 분석을 위한 구조 분석 및 추출 방안
: 데이터 런 분석을 통한 클러스터 추출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도지현

01. 개요

[표 4-2] 비활성 데이터 목록

윈도우 침해사고 분석을 위해서 활성 데이터와 비활성 데이터의 수집은 필수적이다. 활성 데이터는 전원이
꺼질 경우 사라지는 휘발성 데이터로 물리 메모리, 네트워크 연결 정보, 실행중인 프로세스, 로그온
정보, 클립보드 등이 있다. 활성 데이터는 휘발 순서, 중요도에 따라 수집 순서가 정의되어 있으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제공하는 '포렌식 기법을 침해사고 대응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Guide to
Integrating Forensic Techniques into Incident Response(SP 800-86)]’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휘발
순서를 정의하고 있다. 세션이 만료되면 정보가 사라지므로 네트워크 연결정보를 가장 먼저 수집해야 하며 이후
수집 순서는 분석가의 관점 및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시한다. [표 4-3]은 침해사고 수집도구에서 수집 중인 아티팩트 중 일부이다.
No

추출 대상

상세 내용

1

Memory

Dumpit.exe, winpmem.exe를 사용하여 메모리 덤프

2

Windows IR

기존 IR 스크립트 기반으로 Ipconfig, arp, netstat 등의 정보 수집 후 txt 파일로 저장

순서

데이터

3

Chrome

Appdata 내의 Chrome 데이터 전부를 추출 (History, Cache, Cookies 등)

1

네트워크 연결정보 (Network Connections)

4

IE

Appdata 내의 IE 데이터 추출 (WebCacheV01.dat, Index.dat)

5

Browser DATA

Chrome, IE 등의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CSV 파일 형태로 추출

2

로그인 세션 (Login Sessions)

6

Outlook

Appdata 내의 Outlook 저장 데이터를 추출 (.ost, .pst 등)

3

메모리 내 정보 (Contents of Memory)

7

Recent

최근 실행 목록

8

MetaData

$MFT, $Logfile, $UsnJrnl 수집

4

실행중인 프로세스 (Running Process)

9

REGISTRY

레지스트리 정보 수집 (SAM, SECURITY, SOFTWARE 등)

5

열려있는 파일 (Open Files)

10

USB

USB 연결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setupapi.dev.log 파일 수집

11

WINEVT

윈도우 이벤트로그 수집

6

네트워크 구성 (Network Configuration)

12

WMIC_Repository

윈도우 WMIC 설정파일

7

운영체제 시간 (Operating System Time)

13

Autoruns

자동 실행 목록을 txt 형태로 추출 (Autoruns.exe 도구 사용)

14

ETC

Hosts, Protocol 등의 파일 추출 (system32/drivers 경로에 존재하는 파일)

15

LastActivity

마지막 파일 실행 목록을 txt 파일로 추출

16

Prefetch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생성되는 임시파일 목록

17

ThumbIconCache

윈도우 탐색기 (Explorer.exe) 상에서 출력되는 아이콘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18

Recycle

휴지통에 존재하는 파일 리스트를 xml 파일로 추출 (파일 자체를 복사하지 않음)

[표 4-1] SP 800-86 휘발성 순서
(출처 : NIST, Guide to Integrating Forensic Techniques into Incident Response, SP 800-86)

비활성 데이터는 전원이 꺼진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데이터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하이브, 이벤트 로그 등이
있다. 과거에는 디스크 이미징 후 비활성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지만 장치의 용량 증가로 인한 이미징 속도
저하로 라이브 포렌식 과정에서 활성 데이터 수집 시 비활성 데이터도 같이 수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비활성
데이터로는 [표 4-2]와 같은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24

이글루코퍼레이션 침해사고 수집도구에선 위 목록에 더해 추가적인 아티팩트를 수집하여 침해사고 분석을

[표 4-3] 이글루코퍼레이션 침해사고 수집도구 내 수집하는 아티팩트 일부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www.igloo.co.kr

25

Tech Note - 행위 분석을 위한 구조 분석 및 추출 방안 : 데이터 런 분석을 통한 클러스터 추출

Tech Note

데이터 수집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높은 활성 데이터 수집 후 선택적으로 비활성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그림

02. VBR과 MFT 개요 및 아키텍처

4-1]와 같은 과정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Metadata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MFT에 먼저 접근해야 한다. MFT의 위치는 고정되지 않아 볼륨의 첫 번째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VBR(Volume Boot Record)을 분석해서 볼륨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VBR은 MBR에
의해 부팅 가능한 볼륨 발견 시 해당 볼륨의 첫 번째 클러스터를 로드 시키므로 반드시 첫 번째 클러스터에
존재한다.

[그림 4-1] 이글루코퍼레이션 침해사고분석 방법론내 아티팩스 수집 방안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그림 4-1]는 증거 수집 과정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빨간색 강조 처리된 비활성 데이터 수집
영역을 다룰 예정이다. 침해 발생시 악성 프로그램의 설치 및 실행 이력 확인을 위해서는 Metadata의 확인이
필요하다. Metadata란 비활성 데이터 중 파일 시스템에서 볼륨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파일과 저장된 파일들에
대한 속성과 트랜잭션 로그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의 총칭으로 NTFS 에서는 MFT(Master File Table)내에 Entry

[그림 4-2] VBR 헤더 예시 (그림 출처 : VBR 분석 (FAT32/NTFS) https://c0msherl0ck.github.io)

형태로 정의 되어 있고 파일의 실제 위치 정보(Start Cluster)를 가지고 있으나 파일 참조와 같은 일반 적인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분석을 위해 Live 상태의 시스템에서 MFT에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Metadata를
수집하는 방법과 레지스트리 하이브 중 NTUSER.DAT 파일과 같이 시스템 권한으로 실행 중인 파일을 참조하는

[그림 4-2]는 볼륨으로 접근해 0x00~0x5Fbytes 까지 읽은 결과이다. 색칠된 필드 이외에도 정보가 존재하지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MFT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표시했다. 데이터들이 리틀 엔디안(Little Endian)으로 저장되어 있어
분석을 위해서는 빅 엔디안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파일 시스템이 NTFS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0x03~0x06 필드를 확인해야 한다. OEM ID 필드며 ASCII 코드로 디코딩 시 앞 4bytes는
NTFS, 나머지 bytes는 공백 문자로 채워져 있다.
다음으로 Bytes Per Sector 필드인 0x11~0x12 를 보면 0x200 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1섹터의 크기가
0x200bytes(512bytes)인 것을 알 수 있다. 0x13 필드는 1클러스터당 섹터의 개수를 표현하는 필드로 현재
8개의 섹터가 1클러스터로 설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0x30~0x37 필드는 MFT의 시작 클러스터의 위치가
표현되는 필드로 0xC0000번째 클러스터에 MFT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를 종합하면 파일 시스템이
NTFS를 사용 중이고, 1클러스터의 크기가 4096bytes(0x1000)이며 MFT의 위치는 볼륨의 시작지점 부터
0xC0000000(0xC0000 * 0x1000)bytes 만큼 뒤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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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FT Entry

$UsnJrnl 파일은 $Extend 폴더 내에 존재하며 MFT 예약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록되는 내용은
LogFile과 비슷하나 오류 복구 목적이 아닌 트랜잭션 작업이 끝난 후의 내용을 기록한다. $UsnJrnl은 $Max

NTFS 시스템에서 Metadata는 볼륨 내 정해진 위치에 존재하지 않아 MFT Entry를 확인하여 시작 클러스터의

와 $J 두 개의 속성이 존재 하는데, $Max는 저널 데이터의 최대 크기, 할당 크기가 저장되어 있고 32bytes의

위치와 Data Run를 확인하여 실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한다. 1개의 Entry는 2개의 섹터로 구성되어 있고 볼륨에

고정 크기를 가진다. $J는 저널 데이터가 Entry 형태로 저장되는 파일로 시간 순으로 저장된다. 새로운 데이터는

존재하는 모든 파일 또는 폴더는 1개 이상의 Entry를 가지게 된다. 0~15번 까지의 Entry는 예약된 영역으로 이

$J 속성 끝에 저장되며 허용된 크기를 초과할 경우 앞부분을 0으로 채워 Sparse 영역으로 만든다. Sparse

위치에 Metadata의 Entry가 존재하게 된다.

영역을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용량이 과도하게 측정될 수 있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영역만 수집하는 것이 자원
측면에서 유리하다.

Index

파일명

설명

0

$MFT

모든 MFT Entry를 가지고 있는 파일

1

$MFTMirr

MFT 0~3번 Entry의 백업 파일

2

$LogFile

메타데이터의 트랜잭션이 저장된 파일

3

$Volume

볼륨 레이블, 식별자, 버전이 저장된 파일

4

$AttrDef

속성의 식별자, 이름, 크기가 저장된 파일

5

.

볼륨의 루트 디렉터리 (ex. C:\)

6

$Btimap

볼륨의 클러스터 할당 정보가 저장된 파일

7

$Boot

부트 레코드의 정보가 저장된 파일

8

$BadClus

배드 섹터를 가진 클러스터의 정보가 저장된 파일

9

$Secure

파일의 보안과 접근 제어 정보가 저장된 파일

10

$Upcase

모든 유니코드 문자의 대문자가 저장된 파일

11

$Extend

확장 파일($ObjID, $Quota, $Reparse, $UsnJrnl 등)의 정보 저장

12~15

미사용

미래를 위해 예약되어 있는 Entry

16~23

미사용

비어있는 영역 (Sparse)

24~

일반 파일

일반 파일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Entry

2) $DATA 속성
Entry 내부에는 여러가지 속성이 있지만 Metadata 수집을 위해서는 $DATA 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림
4-3]는 MFT 0번 Entry의 $DATA 속성이다.

[그림 4-3] 0번 Entry의 $DATA 속성

영역은 $DATA 속성을 알려주는 영역으로 속성의 시그니쳐는 80으로 시작한다.
파일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으로 700바이트보다 작을 경우 거주 속성이 되어 현재 Entry 내부에 데이터가

[표 4-4] MFT Entry 예약 영역

저장되게 된다.
영역은 거주 속성과 비거주 속성을 구분할 수 있는 플래그로 1일 경우 비거주 속성이다.
0x00~0x15 영역은 Common Attribute Header로 거주 속성 여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영역은 데이터 런이 시작되는 위치를 표시하는 값으로 정수 형태로 변환 시

침해사고 분석 시 사용자 행위 분석을 위해 주로 수집하는 파일은 3가지로 $MFT, $LogFile, $UsnJrnl 이 있다.

64이다. 따라서 $DATA 속성의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64바이트 만큼 떨어진 위치에 데이터 런이 존재하는 것을

$MFT 파일은 모든 파일의 생성, 접근, 수정 시간과 소유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MFT 파일은 마지막 작업

알 수 있다.

시간만 기록되기 때문에 상세한 작업 기록 타임 라인을 확인 하기 위해선 $LogFile과 $UsnJrnl 파일을 확인할

28

필요가 있다.$LogFile은 파일 및 폴더 생성, 삭제, 내용변경, MFT Entry 내용 변경과 같은 트랜잭션 작업 내용을

거주 속성은 시작 위치부터 24바이트 떨어진 위치부터 속성 내용이 존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DATA 속성이

기록하여 트랜잭션 오류 발생 시 복구를 위한 파일이다. 정전이나 기타 오류 발생 시 진행 중이던 작업을 이전

차지하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데이터의 내용이 700바이트 이하라면 거주 속성으로 존재하게 되며 비거주

상태로 복구하며 일반적으로 64MB가 할당되어 있다.

속성으로 지정되게 되면 데이터의 크기만큼 클러스터를 할당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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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런

$MFT와 $LogFile은 예약된 Entry에 정적으로 존재해서 수집하기 쉽지만 $UsnJrnl:$J 파일은 $Extend 폴더
하위에 존재해서 경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J는 $UsnJrnl 파일의 ADS(Alternate Data Stream)로

수집 할 파일의 속성이 비거주 속성일 경우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된 클러스터를 찾아야 한다. 최소 한 개의

$ATTRIBUTE_LIST 속성을 참조해야 한다.

클러스터가 할당되며 저장된 영역이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림 4-4] 0번 Entry의 런리스트

영역은 $DATA 속성을 알려주는 영역이다. 파일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으로 700바이트보다 작을 경우 거주
속성이 되어 현재 Entry 내부에 데이터가 저장된다. 반대의 경우 [그림 4-5]와 같이 클러스터의 오프셋과 길이가
표현된다.

[그림 4-5] 데이터 런 구조(출처 : FORENSIC-PROOF, NTFS – 속성 (Attributes))

[그림 4-6] $UsnJrnl:$J 탐색 과정

파란색으로 표시된 바이트는 데이터 런의 헤더로 앞 4비트는 클러스터의 오프셋을, 뒤 4비트는 클러스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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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를 나타낸다. 0x55~0x5C 데이터 런을 보면 클러스터의 오프셋은 4바이트, 클러스터의 길이는

[그림 4-6]의 ①번 값은 $MFT 11번 Entry의 $UsnJrnl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INDEX_ROOT 하위 노드의

3바이트이다. 클러스터의 길이는 헤더 바로 뒤에 나오는 3바이트를 빅 엔디안으로 변환하면 0x0122A7이

헤더 0x00~0x03에 노드의 Entry 번호를 나타낸 것으로 0x379D1Entry에 $UsnJrnl Entry가 존재하는 것을

된다. 클러스터의 오프셋은 길이 뒤에 나오는 4바이트로 0x00C72615 이다. 첫 번째 데이터 런의 오프셋은

알 수 있다. ②번 값은 $UsnJrnl의 $ATTRIBUTE_LIST 노드 중 $J의 Entry 번호로, 현재 $J가 0x79DEC

LCN(Logical Cluster Number)으로 볼륨의 첫 번째 클러스터부터 떨어진 길이이다. 두 번째 부터의 데이터

Entry에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③번 값은 $J Entry에 접근해 데이터 런이 시작되는 영역을 나타낸 것으로

런은 파일의 첫 번째 클러스터 부터 떨어진 길이이다. 만약 클러스터의 오프셋이 지정되지 않고 길이만 지정되어

현재 클러스터 0x1FA000개가 오프셋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Sparse 처리된 영역으로 다음 데이터 런부터

있는 경우 해당 영역은 Sparse로 모든 바이트가 00으로 채워져 있다.

계산하면 실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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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선 클러스터의 상대적인 오프셋이 아닌 첫 번째 클러스터의 LCN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다. 클러스터의 오프셋을 계산하기 위해선 2의 보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문서에서는
클러스터의 오프셋 연산에 집중하기 위해 2의 보수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순서

데이터 런

길이

오프셋

2의 보수

1

03 00 B0 1F

0x1FB000

-

-

2

41 60 61 FF D2 00

0x60

0x00D2FF61

-

3

32 80 00 EA 60 B4

0x80

0xB460EA

0x4B9F16

4

22 80 00 45 FF

0x80

0xFF45

0xBB

5

42 80 00 F9 83 C3 01

0x80

0x01C383F9

-

MFT의 위치를 찾는 것 부터 데이터 런을 계산하여 실제 파일이 저장된 클러스터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Windows Server 2008, Windows 7 이후 부터
지원되는 fsutil의 queryExtents 명령을 사용하면 [그림 4-8]와 같이 클러스터 단위의 LCN과 길이가 출력된다.

[표 4-5] 데이터 런 계산 과정

[표 4-5]는 $UsnJrnl:$J의 런 리스트 일부이다. 첫 번째 데이터 런은 길이만 존재하고 오프셋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Sparse 영역이다. 두 번째 데이터 런의 오프셋은 첫 번째
데이터 런이 Sparse 였으므로 LCN이 된다. 세 번째 데이터 런의 오프셋은 음수이므로 2의 보수로 변환할 경우
0x4B9F16이 되며, LCN을 구하기 위한 계산식은 (0x00D2FF61) + (-0x4B9F16) = 0x87604B 이다.

[그림 4-8] fsutil 명령 사용 결과

[그림 4-7] 데이터 런 계산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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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스템 점유 파일 접근

2) 소스코드를 통한 시스템 점유파일 접근 및 메타데이터 접근 방안

1) 시스템 점유파일 접근 매커니즘 설명
NTUSER.DAT, UsrClass.DAT, SAM 등의 레지스트리 하이브 형태의 비활성 데이터는 온라인 상태에서 수집을
시도할 경우 "System 권한으로 실행 중"으로 작업이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출력된다. 위 파일들도 물론 데이터
런을 분석하여 수집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을 소개해보겠다.
Vista 이후의 NTFS 에서는 백업 및 복원 시 VSS(Volume Shadow Service)를 사용해 복원 지점에 대한
스냅샷을 생성한다. Volume Shadow 복사본 생성을 요청할 경우 쓰기에 대한 I/O 작업이 중단되며 기본적으로
정의된 기록기(Writers)의 수집 파일 목록을 참조하여 복사본을 만들게 된다. 수집 대상이 레지스트리 하이브는
Registry Writer 라는 기록기에 의해 복사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HKLM\System\CurrentControlSet\
Control\hivelist 하위 값에 모든 사용자에 대한 하이브 위치가 정의되어 있다. 앞에서 레지스트리 수집 시 온라인
상태에선 접근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는데, Volume Shadow로 생성된 복사본은 오프라인 상태이다. 또한, 실제
볼륨에 접근하는 방식과 똑같이 복사본에 접근할 수 있어 탐색 및 수집이 간단하다.

[그림 4-10] 레지스트리 하이브 및 메타데이터 수집 소스코드 일부 (1/2)

[그림 4-9] Volume Shadow 생성 및 링크 연결

Volume Shadow 생성 시 용량 효율을 위해 hiberfil.sys, pagefile.sys 파일 등은 제외되지만 Windows 10
기준 복사본 한 개당 약 1GB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시스템 설정 변경을 통해 주기적으로 복원 지점을
생성할 수 있고, 복원을 위한 최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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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Metadata:
def int32(self, x):
pad = "0x"
count = 1
while True:
if len(pad) == len(hex(x)):
break
pad += "F"
count += 1
con_hex = int(pad, 16)
return -(con_hex+1 - x)

두 번째 기능은 현재 상태의 Volume Shadow를 생성하는 것이며 vssCreate(line 29~33) 함수에서 수행하고
있다. WMI root\cimv2 네임스페이스의 Win32_ShadowCopy 클래스에서 현재 볼륨에 대한 Create
Method를 요청하여 생성한다. 세 번째 기능은 방금 전 생성한 Volume Shadow를 특정하는 기능이다.
Win32_ShadowCopy에 질의하여 모든 개체를 반환하며 vssList(line 29~33) 함수에서 수행된다. 모든 과정이
완료된 후 \\?\GLOBALROOT\Device\HarddiskVolumeShadowCopy1\ + 접근할 파일 경로(ex. Windows\
System32\config\SYSTEM) 형태로 파일을 핸들링 하게 된다.

def open_windows_partition(self,letter,mode="rb", buffering=-1, encoding=None, errors=None,
newline=None, closefd=True, opener=None):
return open(fr"\\.\{letter}:", mode, buffering, encoding, errors, newline, closefd, opener)
def __vbr_structure(self):
self.drive.seek(0)
vbrSector = self.drive.read(512)
ntfsCheck = vbrSector[3:7].decode('ascii')
if ntfsCheck != "NTFS":
print("[FAIL] this is not a NTFS system.")
quit()
bps = struct.unpack('<L', vbrSector[11:13] + b"\x00\x00")[0]
spc = struct.unpack('<L', vbrSector[13:14] + b"\x00\x00\x00")[0]
csize = bps * spc
moffset = struct.unpack('<L', vbrSector[48:52])[0] * csize
self.structure = {
"BPS": bps,
"SPC": spc,
"ClusterSize": csize,
"MFToffset": moffset
}

[그림 4-12] 레지스트리 하이브 수집 실행 결과 예시

Metadata 클래스는 데이터의 Literal를 통일하는 것과 비트 연산 기능의 구현이 가장 중요하다. 클래스가

def queryExtents(self):
dataRuns = os.popen("fsutil file queryExtents \"{0}\" csv".format(self.filename)).read()
length = list()
offset = list()
for runlist in dataRuns.split("\n"):
if runlist == "" or runlist.find("VCN") != -1:
continue
length.append(self.convert_byte(runlist.split(",")[1]))
offset.append(self.convert_byte(runlist.split(",")[2]))
return length, offset

실행되면 우선 현재 볼륨에 대한 핸들링을 위해 open_windows_partition(line 56~58) 함수가 수행한다. 그 후

def cluster_parse(self):
with open(wFileName, "wb") as f:
for i in range(idx):
if hex(offset[i]).upper().find("0XFFFFFF") != -1:
print("[{0}] Sparse Area Length : {1}".format(i, hex(self.cluster_size(length[i]))))
continue
else:
self.drive.seek(0)
self.drive.seek(self.cluster_size(offset[i]))
f.write(self.drive.read(self.cluster_size(length[i])))
fileSize += self.cluster_size(length[i])

명령어(fsutil file queryExtents FILENAME)를 사용해 오프셋과 길이가 정수형으로 변환 후 반환된다.

VBR에서 클러스터의 크기, $MFT의 위치들을 수집하며 __vbr_structure(line 60~76)에서 수행한다. 엔디안을
변환하기 위해 struct.unpack('<L', DATA) 함수를 사용했는데, 기본적으로 4Bytes에 대한 결과만 제공되어
데이터에 Null 값의 패딩이 추가됐다.
다음으로 수집 대상 파일의 데이터 런을 파싱하게 되며 queryExtents(line 78~87)에서 수행되고 시스템
queryExtents 명령어가 사용 불가능할 경우 MFT 예약 Entry내의 파일로 판단해 $DATA의 데이터 런을
수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의 보수로 변환하는 함수가 int32(line 45~54)이다. 변환할 16진수의 길이로
자리 올림수를 동적으로 계산하여 두 수간의 차로 2의 보수로 변환한 결과를 반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cluster_parse(line 89~99) 함수에서 데이터 런에 따라 파일의 복사가 수행된다.

[그림 4-11] 레지스트리 하이브 및 메타데이터 수집 소스코드 일부 (2/2)

Volume Shadow를 활용해서 레지스트리 하이브를 수집하는 방법과 MFT Entry를 분석해 Metadata를 수집하는
소스코드 중 일부이다. VSS 클래스에서는 크게 세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첫 번째 기능은 hiveList(line 2~27)
함수에서 수행하고 있다. 수집을 위해 하이브가 존재하는 경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경로SYSTEM\
CurrentControlSet\Control\hivelist의 하위 값들을 참조 하여 하이브 이름과 경로를 반환한다.

[그림 4-13] Metadata 수집 실행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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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앞서 MFT를 이용한 Metadata 수집과 Volume Shadow Copy를 이용한 레지스트리 하이브 수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kernel32를 이용한 파일 핸들링으로 시스템 점유 파일에 접근하는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수집 대상 환경과 침해 유형을 파악하여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행위 분석을 위해서는
활성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활성 데이터의 수집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물론 데이터 수집을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양하지만, 도구에서 활용되는 동작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들은 부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문서를 통해서 수집 도구의 동작 구조를 이해하고 파일 시스템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06. 참고 자료
[1] NIST SP 800-86
https://csrc.nist.gov/publications/detail/sp/800-86/final
[2] VBR 분석 (FAT32/NTFS)
https://c0msherl0ck.github.io/file%20system/post-VBR/
[3] Concept - Data Runs
http://inform.pucp.edu.pe/~inf232/Ntfs/ntfs_doc_v0.5/concepts/data_runs.html
[4] NTFS Documentation by Richard Russon and Yuval Fledel
https://dubeyko.com/development/FileSystems/NTFS/ntfsdoc.pdf
[5] 김동건, 박석현 and 조오현. (2020). 삭제된 $UsnJrnl 파일 복구를 통한 과거 사용자 행위 확인.
융합정보논문지, 10(5), 23-2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
=ART002588372
[6] NTFS - 속성 (Attributes)
http://forensic-proof.com/archives/590
[7] Volume Shadow Copy Service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server/storage/file-server/volume-shadow-copyservice
[8] Registry Backup and Restore Operations Under VSS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win32/vss/registry-backup-and-restore-operationsunder-vss

38

www.igloo.co.kr

39

IGLOO Analysis Report - 권한상승을 이용한 랜섬웨어 공격방식 : Malware using Privilege Escalation

Tech Note

국가주도형 사이버 공격은 SolaWinds, MS Exchange Server 등 거액을 노린 ‘빅 게임 헌팅(Big Game

권한상승을 이용한 랜섬웨어 공격방식
: Malware using Privilege Escalation

Hunting)’을 위한 방안으로 랜섬웨어 생태계(RaaS Ecosystem)를 활용하고 있다.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존의 랜섬웨어가 공격범위를 확장하여 VPN, RDP등 내부 시스템 및 인프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격표면(Attack Surface)을 활용하고 있으며 Apache Stuts2, Log4Shell, Spring4Shell 등의 고위험
취약점을 활용해 공격의 영향도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결국 랜섬웨어 생태계를 통해 랜섬웨어의 생산, 유통,
운영, 관리 등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환경을 사이버 공격의 초석으로 삼아 다양한 범죄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되고 있다.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김미희
랜섬웨어의 초기 태동은 브라우저 리다이렉션 등의 공격으로 피해사실을 부풀려 몸값을 요구하는
스케어웨어(Scareware)에서 출발하여 드라이브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호화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지금의
랜섬웨어로 발전되었다. 최근에는 범죄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그림 5-2]와 같이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Ransomware as a Service)생태계를 활용해 파일 암호화(Encryption)이외에도 데이터 유출(Data
exfiltration), DDoS, 유출 데이터의 데이터 소유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불법적인 협상시도(Direct
communication with customers and stakeholders)등 다중갈취(Multi-Extortion)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01. 랜섬웨어로 인한 사이버 공격 패러다임의 변화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2022년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2022 Crypto
Crime Report)’에 따르면 2021년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금액은 6억 2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콘티(Conti)
랜섬웨어는 최소 1억 8천만 달러를 갈취하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ne)을 공격한 러시아
해킹그룹 다크사이드(DarkSide)를 제치고 랜섬웨어 범죄수익의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올해 초인 2022년
1분기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에도 랜섬웨어 공격이 활용됨에 따라 랜섬웨어가 단순히 금전적
목적에 그치지 않고 국가간의 사이버 공격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 Timeline showing ransomware’s evolution
(출처 : THE STATE OF RANSOMWARE 2020’s Catch-22, TrendMicro, February 03, 2021
및 LIFECYCLE OF RANSOMWARE INCIDENT, CERT NZ일부 재구성)

랜섬웨어가 암호화 기능 이외에도 정보유출 및 시스템 파괴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해
시스템 접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유출을 위해 정찰하고 내부 시스템 이동 및 권한상승 등의 기능이 추가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시스템에 체류하는 시간(Dwell Time)이 소요되게 된다. FireEye에 따르면
[그림 5-1] Total cryptocurrency value received by ransomware addresses, 2016–2021(좌),
Top 10 ransomware strains by revenue, 2021(우) (출처 : The 2022 Crypto Crime Report, Chainalysis)

랜섬웨어 공격의 체류시간은 72.75일로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의 체류시간인 56일에 비해 16.75일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와 같은 체류 시간의 차이가 랜섬웨어를 이용한 공격이 단순히 파일 암호화로
범죄 자금을 요구하는 형태를 벗어나 APT공격(APT-like)양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는 공격주체(Attack Subject)와 공격대상(Attack Target)간의 공격양상을 변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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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체인저로 랜섬웨어가 두각을 나타냄에 따라 사이버 공격 패러다임이 요동치고 있다. 개인주도의 사이버

랜섬웨어 생태계를 활용한 공격 형태를 살펴보면 공격대상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구 및 간단한 스크립트나

공격보다는 사이버 범죄 집단, 핵티비스트 등과 같이 국가주도의 사이버 공격(State-sponsored Attack)이

쉘코드를 통해 메모리에서 직접 실행하는 LotL(Living off the Land)공격 이외에도 CobaltStrike,

공격흐름을 주도 하고 있으며 러시아 APT그룹 Cozy Bear(APT29), 북한 APT그룹 Lazarus Group

Meterpreter, HackTools, Admin Tools 등의 다양한 오픈소스 및 상용 공격도구를 혼합해 사용한다는 점을

(APT38), 이란 APT그룹 Harming Kitten(APT35)등은 대표적인 국가주도형 APT공격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 공격이 사이버 범죄(Cybercrime)에서 APT형태의 공격(APT-like)로 발전함에

국가주도형 APT공격그룹들은 산업측면에서는 공공, 민간, 교육, 국방 등 정보탈취 및 정보유출, 시스템 파괴

따라 C2(Command and Control), 측면이동(Lateral Movement), 권한상승(Privilege Escalation)등의

등의 공격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공격대상을 다양하게 확장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환경(IT)를 넘어

공격기법이 요구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랜섬웨어 생태계 확장에 따른 주요 공격기법 중 하나인

물리적환경(ICS/OT)까지 공격하면서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공격 지점을 활용하는 양상을

권한상승 공격의 활용사례를 분석해보고 권한상승 공격으로 인한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격 전략, 전술 및 과정(TTPs)을 통한 공격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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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권한상승 공격과 랜섬웨어 연관관계 분석
권한상승과 랜섬웨어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권한상승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MITRE ATT&CK에서 정의하는 권한상승(Privilege Escalation)은 [그림 5-3]의 설명과 같이 ‘공격자가
시스템의 약점, 잘못된 구성 및 취약점을 이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권한(Permission)을 얻기 위한 기술로
OS기능이 상승된 컨텍스트(Context)에서 사용되어 지속(Persistence)을 목적으로 하는 전술(Tactics)의
기술요소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3] Privilege Escalation 상세 설명 (출처 : MITRE ATT&CK Enterprise)

일반적으로 권한이라는 용어는 Permission과 Privilege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접근제어 및
접근통제(Access Control)관점에서 살펴보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 프로그램, 프로세스
등 동적 행위자인 주체(Subject)와 파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등 수동적인 접근 대상을 의미하는
객체(Object)사이에서 접근수준이나 액션(Action)에 따른 권한의 관점에서 Permission과 Privilege가 나뉘게
된다. 먼저 Permission의 경우 주체 별로 허용된 권한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Privilege의 경우 권한을
관리하는 설정 행위 등에 따라서 관리가 가능한 권한으로 주체와 객체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권한상승(Privilege Escalation)은 주체(Subject)와 객체(Object)에 모두

[그림 5-4] 주요 랜섬웨어 종류별 공격기법 분류 (출처 : How Ransomware Attacks, SOPHOS, November 2019)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설정과 관련된 모든 공격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권한상승 공격은 다시 수평적 권한상승(Horizontal privilege escalation)과 수직적 권한상승(Vertical privilege

권한상승에 사용된 공격벡터(Attack Vector)인 Exploit(Using Vulnerability)와 자격증명(Credential)을

escalation)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동일 레벨의 다른 사용자의 기능이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권한상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격벡터별 공격도구 및 공격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Exploit의 경우에는

시도해 측면이동을 하는 경우를 수평적 권한상승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중권한(Multi-level Privilege)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인프라 구성 상에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운영체제, 브라우저, 웹 어플리케이션 등이

가장 낮은 권한 계정에서 최상위 계정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를 수직적 권한상승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격대상으로 활용된다. CISA의 ‘Alert (AA22-117A) 2021 Top Routinely Exploited Vulnerabilities’에

본 문서에서 분석되는 권한상승은 상당수가 수직적 권한상승을 의미하게 된다.

따르면 2021년 가장 많이 15개의 취약점 목록에 ‘RCE’와 ‘Elevation of privilege’공격을 수행하는 Apache
Log4j(CVE-2021-44228)와 Microsoft Exchange Server(ProxyShell, ProxyLogon), Microsoft

글로벌 보안기업 SOPHOS에서 워너크라이(Wannacry), 갠드크랩(GrandCrab), 로커고가(LockerGoga),

Netlogon Remote Protocol(MS-NRPC)를 이용한 CVE-2020-1472취약점 등이 상위를 자치하였다.

소디노키비(Sodinokibi) 등 10개의 랜섬웨어 유형을 분석한 ‘How Ransomware Attacks’에 따르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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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과 같이 15가지의 랜섬웨어의 행위 기반 별 특성(Behavior based Traits)으로 분류할 수 있다. △

Microsoft Threat Intelligence Center(MSTIC)의 ‘Guidance for preventing, detecting, and hunting

크립토웜(Cryptoworm), RaaS, 자동화된 공격자(Automated Active Adversary)로 랜섬웨어의 유형을

for exploitation of the Log4j 2 vulnerability’에 따르면 2021년 가장 많이 사용된 취약점 목록이 이름을 올린

분류하는 랜섬웨어 범주(Dividing ransomware into categories), △ 암호화된 서명코드(Cryptographically

CVE-2021-44228가 VMware Horizon과 결합하여 NightSky랜섬웨어 배포에 활용되었으며, 중국 랜섬웨어

signed code), △ 파일 암호화 시에 원본파일을 수정(Overwrite, In-place) 및 복사(Copy)여부를 식별하는

공격그룹인 DEV-0401역시 Confluence(CVE-2021-26084)와 Exchange Server(CVE-2021-34473)

파일 암호화 유형(File Encryption)등과 같이 공격행위를 정리할 수 있다. 권한상승(Privilege escalation and

취약점을 이용해 LockFile, AtomSilo 등의 랜섬웨어를 유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랜섬웨어 공격그룹의

lateral movement)을 유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Exploit과 Credentials의 2가지 유형이 사용되고 있다.

상당수는 위험도가 높은 취약점을 랜섬웨어 공격에 적극 활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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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살펴볼 공격벡터는 자격증명(Credential)이다. 자격증명은 인증(Authentication)을 하기 위한

03. 권한상승 공격 유형별 아티팩트 분석

인증자(Authenticator)가 접속대상의 접근자격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접속대상의
운영체제 환경 및 인증 플랫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Windows나 Linux의 관리자 계정

권한상승 공격 유형별 아티팩트 분석을 위해서 [표 5-1]과 같이 권한상승 공격유형을 △ Insecure Software,

탈취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랜섬웨어 감염의 영향도를 높이기 위해 [그림 5-5]와 같이 Active Directory의

△ Insecure Service, △ Insecure Credentials(Account/Token)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Domain Admin 자격증명을 탈취하는 공격형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공격유형별로 ‘MITRE ATT&CK Matrix for Enterprise v11.2’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격기법인 △ Abuse
Elevation Control Mechanism(T1548), △ Access Token Manipulation(T1134), △ Boot or Logon
Autostart Execution(T1547), △ Boot or Logon Initialization Scripts(T1037), △ Create or Modify
System Process(T1543), △ Domain Policy Modification(T1484), △ Escape to Host(T1611), △
Event Triggered Execution(T1546), △ Exploitation for Privilege Escalation(T1068), △ Hijack
Execution Flow(T1574), △ Process Injection(T1055), △ Scheduled Task/Job(T1053), △ Valid
Accounts(T1078)의 13가지 기술을 매핑하여 [표 5-1]과 같이 공격유형을 정리하였다. [표 5-1]에서
분류한 공격유형별 공격방법을 살펴보면 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Credential이나 Account,
Token등이 플랫폼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상당수는 운영체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Windows환경과 Linux/Unix환경에서의 권한상승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림 5-5] Active Directory를 이용한 랜섬웨어 유포 절차
(출처 : Ransomware Trends You Need to Know in 2021, Security Boulevard, February 11, 2021)

Type

공격도구 측면에서도 [그림 5-6]과 같이 PsExec, PowerShell, WMI등 운영체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LotL공격을 수행하거나 AV termination이나 Penetration Testing을 위한 목적으로 CobaltStrike,
Meterpreter, PowerTool, PowerShell Empire, Mimikatz등의 도구가 주로 활용한다는 점을 염두하여
랜섬웨어 공격 대응전략 수립 시에 권한상승 등을 활용한 위험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Insecure
Software

Attack Type

ATT&CK Techniques ID

Windows Kernel
and
3rd Party Drivers
Vulnerability

· Abuse Elevation Control
Mechanism (T1548)
· Domain Policy Modification (T1484)
· Event Triggered Execution (T1546)

Application
and 3rd Party
Software
Vulnerability
Weak Service
Executable or
Configuration File/
Service Permissions

Insecure
Services

Insecure
Credentials
(Account/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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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Known Vuln)/Private(Unknown
Vuln, Zero-Day) Exploit exists
· Abusing Windows
Privileges(SeDebugPrivilege,
SeImpersonatePrivilege,
SeAssignPrimaryTokenPrivilege,
SeBackupPrivilege, SeRestorePrivilege,
SeTakeOwnershipPrivilege,
SeLoadDriverPrivilege,
SeCreateTokenPrivilege, SeTcbPrivilege)

· Create or Modify System
Process (T1543)
· Boot or Logon Autostart
Execution (T1547)

· Service Registry Permission weakness
· Modifiable service binary

Unquoted Service
Paths

· Scheduled Task/Job (T1053)

· Service path contains whitespace(s)
· Write permission in the directory are
given

DLL Hijacking
/Process Injection

· Hijack Execution Flow (T1574)
· Process Injection (T1055)

· Service tries to load a missing DLL
· Service uses a relative file path to the DLL
· Write permissions in one of the searched
directories

Weak Credentials/
Account

· Valid Accounts (T1078)

· Service exists that can be used for
password guessing

· Access Token Manipulation (T1134)

· Token Impersonation/Theft,
Make and Impersonate Token

· Boot or Logon Autostart
Execution (T1547)
· Boot or Logon Initialization
Scripts (T1037)

· Exist in Files / Registry

Weak Token

Stored Credentials
(Clear-text
Passwords()

[그림 5-6] Stages of a ransomware attack in 2020
(출처 : THE STATE OF RANSOMWARE 2020’s Catch-22, FireEye, February 03, 2021)

· Exploitation for Privilege
Escalation (T1068)

Description

[표 5-1] 권한상승 공격 유형별 공격방법 매핑표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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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ndows기반의 권한상승 방안

Windows환경에서 저장되어 있는 Credential을 획득하는 방법은 [표 5-2]와 같이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운영체제 무인설치(Unattended installations)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수의 xml 및 inf파일을 검색하여

Windows환경의 권한상승 공격 매커니즘은 ‘Hunting for Privilege Escalation in Windows

BASE64나 AES로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획득하거나, PowerSploit에서 제공하는 PowerShell Module를

Environment’이라는 주제로 ‘Teymur Kheirkhabarov’가 발표한 [그림 5-7]을 토대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용하여 Credential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Windows 환경에서 접근자인 주체(Subject)가 접근 대상인 객체(Object)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정보 및
권한 정보가 있는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AccessToken을 통해 접근허용정보(Permission)을

CASE1. Unattended installation Files

CASE2. CMD을 이용한 방법

CASE3. PowerSploit을 이용한 방법

포함하고 있는 Security Descriptor에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접근 시에는 SRM(Security Reference
Monitor, Security Monitor)에서 접근제어에 대한 접근허용여부를 판단하고 반환하게 된다.

· C:\unattend.xml
· C:\Windows\Panther\Unattend.xml

결과적으로 Windows환경에서 권한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MIC(Mandatory

· C:\Windows\Panther\Unattend\Unattend.xml

Integrity Control, 필수무결성제어)와 DAC(Discretionary Access Control, 임의접근통제)에 대한

· C:\Windows\system32\sysprep.inf

접근권한(Access grant)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MIC는 ACL(Access Control List)와 ACE(Access

· C:\Windows\system32\sysprep\sysprep.xml

· findstr /si password passwd *.txt
· findstr /si password passwd *.xml
· findstr /si password passwd *.ini
· findstr /si password passwd *.dat

· Get-UnattendedInstallFile
· Get-Webconfig
· Get-ApplicationHost
· Get-SiteListPassword
· Get-CachedGPPPassword

Control Entity)와 더불어 객체 접근을 제어하는 확장된 매커니즘으로 Integrity Level(IL)과 Integrity
Polices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DAC는 접근 주체의 식별자에 기초하여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ACL등을
통해 객체소유자가 접근권한을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표 5-2] Windows 한경에서 저장된 Credential 획득 방법 예시

[그림 5-6]의 권한상승 공격이 실제 공격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obaltStrike, Meterpreter,
PowerTool, PowerShell Empire, Mimikatz 등이 사용된다. Attacker(Kali, 192.168.63.129)에서
Powe r S h e l l E m p i re 을 이 용 해 웹 을 통 해 Powe rs h e l l 배 치 파 일 을 배 포 한 후 권 한 상 승 을 통 해
Victim(Windows 10, 192.168.63.128)에 Mimikatz를 이용해 Credential을 획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Attacker환경인 [그림 5-8]과 같이 BindIP는 192.168.63.129, Name은 http_igloo, Port는
777 로 설정한 후 [그림 5-9]와 같이 execute명령어로 실행해 준다.

[그림 5-7] Authorization and privilege escalation for Windows
(출처 : Hunting for Privilege Escalation in Windows Environment, Teymur Kheirkhabarov)

[그림 5-8] Attacker환경에서 PowerShell Empire의 uselistener/http Options 설정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그림 5-9] Attacker환경에서 PowerShell Empire의 uselistener/http실행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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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에서는 웹을 통해 배포할 배치파일 설정을 위해 OutFile을 /root/security.bat로 설정하고

[그림 5-13]과 같이 security.bat파일을 Victim환경에서 다운로드 하면 [그림 5-14]와 같이 배치파일로

Listener을 앞서 생성한 http_igloo로 설정한 후 실행해 준다.

Powershell 공격구문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13] Victim환경에서 security.bat파일 다운로드 시도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그림 5-10] Attacker환경에서 PowerShell Empire의 windows/launcher_bat 설정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그림 5-14] Victim환경에 다운로드된 security.bat파일 일부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그림 5-11]과 같이 Attacker환경에서 security.bat파일에서는 base64로 인코딩 된 Powershell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Attacker환경에서 [그림 5-12]와 같이 HTTP서버를 구동 후 Victim환경에서 HTTP

[그림 5-14]의 security.bat파일이 Victim환경에서 실행되면 Attacker환경에서 PID 2252로 Agent명 이

서버의 URL인 http://192.168.63.129:8000으로 접속하면 앞서 생성한 security.bat파일을 확인할 수 있게

TH2YF7KC인 Agent가 http_igloo라는 Listener를 통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때는

된다.

interact명령어를 이용하여 TH2YF7KC에 접근해보면 [그림 5-15]와 같이 ‘[!] Error: module needs to
run in an elevated context’라는 메시지 출력되어 현재 생성된 Agent인 TH2YF7KC로는 권한문제로 인해
Mimikatz가 실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1] Attacker환경에서 확인한 security.bat 파일 일부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그림 5-12] Attacker환경에서 HTTP서버 구동 및 발생된 웹로그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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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Attacker환경에서 생성된 Agent 목록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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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er환경에서 Victim의 Credential획득을 위한 권한상승에 앞서 TH2YF7KC인 Agent가 실행되고

Attacker환경에서 Victim의 Credential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림 5-15]에서 확인된 ‘[!] Error: module

있는 Victim환경을 살펴보면 [그림 5-16]과 같이 PID 2252로 Port 7777로 설정되어 192.168.63.129과

needs to run in an elevated context’라는 메시지의 권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림

ESTABLISHED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ictim환경에서 Attacker환경과 통신이 발생되는 경우

5-19]와 같이 PowerShell Empire에서 제공하는 powershell/privesc/bypassuac을 이용하여 앞서

Victim환경의 ‘Security.evtx’에서는 로그인시 발생하는 Event ID인 4624, 4672가 로깅된 것을 확인할 수

생성한 TH2YF7KC Agent와 http_igloo Listener를 설정하고 실행하게 되면, [그림 5-20]과 같이 권한이

있다.

상승된 새로운 Agent인 5G4EYST1*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권한상승된 Agent의 경우에는 *표시가
추가되어서 출력되게 된다.

[그림 5-16] Victim환경에서 PID 2252로 프로세스 실행내역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그림 5-19] Attacker환경에서 권한상승(powershell/privesc/bypassuac) 시도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그림 5-17] Victim환경에서 Security로그 내역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그림 5-20] Attacker환경에서 권한상승 후 Agent 목록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Victim환경에서 security.bat파일이 실행되면 ‘Security.evtx’파일 이외에도 ‘Windows

[그림 5-21]과 같이 권한상승된 5G4EYST1 Agent에 접속해서 Mimikatz를 실행하면 에러없이 정상적으로

PowerShell.evtx’파일에서 http_igloo Listener와 통신할 수 있는 Powershell코드가 실행되어 [그림 5-18]과

Credential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22]와 같이 Victim환경에서 Security.evtx로그를

같이 security.bat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해보면 Mimikatz실행으로 인해 EventID 5379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8] Victim환경의 Windows PowerShell.evtx로그 내역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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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Attacker환경에서 Mimikatz 실행 내역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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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nux기반의 권한상승 방안
Linux환경의 권한상승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환경과 마찬가지로 높은 권한의 Credential탈취가
중요하다. 권한상승 공격에 사용되는 방법은 패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탈취, SUID/Setuid 설정,
Wildcard 사용, 쓰기 가능 상태의 파일로 설정, 취약점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은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권한상승이 가능한 요인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공격하는 방식이다. [그림 5-24]의
‘LinPEAS - Linux Privilege Escalation Awesome Script (https://github.com/ carlospolop/PEASSng/releases/latest/download/linpeas.sh)’이나 [그림 5-25]의 ‘LinuxSmartEnumeration - Linux
enumeration tools for pentesting and CTFs (https://raw.githubusercontent.com/diego-treitos/
linux-smart-enumeration/master/lse.sh)’, [그림 5-26]의 ‘SUDO_KILLER(https://github.com/
TH3xACE/SUDO_KILLER)’등을 통해 위험한 바이너리, 취약한 버전의 SUDO, 패스워드가 포함된 파일 및
/etc/security/opasswd등을 통한 자격증명 수집, 쓰기가능기능 존재여부, SUID, Wildcard 등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자동화된 도구 사용 시에 권한상승이 가능한 취약점의 CVE목록도 함께 매핑해주기 때문에 권한상승
공격 시에 용이하다.
[그림 5-22] Victim환경 Security.evtx로그 내역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그림 5-8]부터 [그림 5-22]의 과정을 통해 PowerShell Empire을 이용해 Victim환경에서 권한상승으로
Credential 획득과정과 발생되는 아티팩트를 통해 공격징후를 분석하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그림 5-23]과
같이 Integrity Level(IL)이 Medium인 UTY3PS4Z Agent(PID 7132)와 Integrity Level(IL)이 High인
D235ZUCF Agent(PID 1604)의 권한차이로 인해 Credential탈취 이외에도 파일시스템 변조, 레지스트리
수정 등의 추가 공격을 통한 공격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상승 공격 시에 발생하는 아티팩트들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림 5-24] LinPEAS - Linux Privilege Escalation Awesome Script 구동 결과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그림 5-23] 권한상승여부에 따른 프로세스 속성값 내역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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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LinuxSmartEnumeration - Linux enumeration tools for pentesting and CTFs 구동 결과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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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점을 이용한 권한상승 방안
권한상승 공격을 보다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이용한 로컬 권한상승(Local Privilege
Escalation)방식이 많이 쓰인다. 운영체제 별로 권한상승이 발생하는 주요 트리거를 살펴보면 Windows환경의
경우에는 주로 Ring0인 커널영역이 사용되었으며, Linux/Unix환경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Linux커널 및
관리자권한(root)이 부여되는 SUID, 와일드카드(*)등이 권한상승 취약점에 주로 사용되었다. 운영체제의
권한상승 취약점은 보안패치 이외에는 운영체제 환경에서 별도의 완화 방안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취약점 발견 시에 권한상승 가능여부를 통해 취약점 보안패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취약점 목록
MS15-051
(Client Copy Image)

[그림 5-26] SUDO-KILLER 실행 화면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MS16-032

[그림 5-26]은 ‘SUDO-KILLER’에서 권한상승 공격 취약점이 존재하는 테스트 환경인
‘SUDO_KILLER_DEMO’에서 SUDO취약점을 통한 권한상승 가능 목록을 확인한 결과다. 다양한 권한상승

Windows

공격 방법이 열거되었지만 [그림 5-27]은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이용한 권한상승 방법이 도출된 결과로
sudoedit을 사용하면 와일드카드(*)를 사용해 전체 경로가 정의된 파일의 심볼릭 링크 공격이 가능한 로컬
권한상승 취약점인 CVE-2015-5602를 ‘SUDO_KILLER’에서 제공하는 Exploit목록을 이용해 공격하여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7] SUDO-KILLER 내 Exploit을 통한 CVE-2015-5602 PoC 실행 결과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MS17-010
(Eternal Blue)

Unix

· MS SMB 프로토콜의 원격코드실행 취약점으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유포방식으로 활용된 취약점
· Windows Certificate Dialog(UAC, User Account Control) 미흡으로
인한 권한상승 취약점

CVE-2022-21882

· 인증된 로컬 공격자가 Win32k.sys 드라이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권한상승
가능한 취약점

CVE-2022-22718

· Windows Print Spooler 권한상승 취약점

CVE-2010-4258
(Full Nelson)

· Linux 커널의 kernel/exit.c에 있는 do_exit함수의 KERNEL_DS
get_fs값을 사용하면 access_ok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권한상승 취약점
· Linux Kernel 2.6.37 (RedHat / Ubuntu 10.04)

CVE-2012-0056
(Mempodipper)

· Linux 커널의 mem_write 함수가 ASLR이 비활성화된 경우 /proc/에
write시에 권한확인 미흡으로 인한 권한상승 취약점
· Linux Kernel 2.6.39 < 3.2.2 (Gentoo / Ubuntu x86/x64)

CVE-2015-5602

· sudoeit입력하는 파일 경로에 와일드카드(*)를 이용한 권한상승 취약점
(Sudo < 1.8.15)

CVE-2016-5195
(DirtyCow)

· Linux 커널 내 메모리서브 시스템에 copy-on-write를 할 때, race
condition을 발생시켜 권한상승 유발하는 취약점 (Kernel <= 3.19.0-73.8)

CVE-2019-14287

· /etc/sudoers에 설정된 특수 사용자로 sudo명령어 사용 시 -u 옵션의
입력 값 검증미흡으로 인한 권한상승 취약점 (Sudo < 1.8.28)

CVE-2021-4034
(PwnKit)

· Polkit(이전 PolicyKit)을 사용해 pkexec명령어로 권한상승 유발하는 취약점
· 2009년 5월 최초 커밋버전 이후 모든 버전에서 취약점 발생
(commit c8c3d83, “Add a pkexec(1) command”)

CVE-2022-0847
(DirtyPipe)

· 권한 없는 사용자가 루트권한으로 실행되는 SUID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읽기
전용 파일에 데이터 삽입이 가능한 권한상승 취약점 (Kernel 5.8 < 5.16.11)

‘find / -perm -u=s -type f 2>/dev/null’ 및 ‘find / -type f -perm -04000 -ls 2>/dev/null’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Windows Secondary Logon Service의 메모리 요청 핸들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권한상승 취약점

CVE-2019-1388

이처럼 운영체제 환경에 따라 권한상승을 유발하여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 시에
정상 관리자권한의 파일로 위장하여 권한상승승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권한이 부여된 파일의 존재여부를

· Windows커널 취약점을 이용한 권한상승 취약점

Linux
/

공격의 영향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Linux환경에서는 SUID, 공유객체, 바이너리 심볼릭 링크, 환경변수 등

상세설명

[표 5-3] 운영체제별 Local Privilege Escalation 취약점 목록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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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OO Analysis Report - 권한상승을 이용한 랜섬웨어 공격방식 : Malware using Privilege Escalation

04. 권한상승 공격기반의 랜섬웨어 공격 대응방안
지금까지 랜섬웨어의 공격방식이 다중갈취(Multi-Extortion)기반의 APT공격(APT-like)양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공격 기법 중 하나인 권한상승공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권한상승 공격에 활용되는 2가지 요인은
△ 운영체제 기반 요소를 이용한 권한상승 공격과 △ 취약점을 이용한 권한상승 공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능 들을 이용하여 권한상승 공격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별 점검항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서 [그림 5-24]에서 소개한 PEASS-ng(Privilege Escalation Awesome Scripts SUITE
new generation)에서 제시하는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점검해볼 수 있다. Windows환경에서 점검해야 하는
△ System Info, △ Logging/AV Enumeration, △ Network, △ Running Processes, △ Services,
△ Applications, △ DLL Hijacking, △ Windows Credentials, △ File and Registry(Credentials),
△ Leaked Handlers, △ Pipe Client Impersonation의 11가지 항목과 Linux환경에서 점검해야 하는 △
System Info, △ Drives, △ Installed Software, △ Processes, △ Scheduled/Cron jobs, △ Services,
△ Timers, △ Sockets, △ D-Bus, △ Network, △ Users, △ Writable PATH, △ SUDO and SUID
commands, △ Capabilities, △ ACLs, △ Open Shell sessions, △ SSH, △ Interesting Files, △
Writable Files, △ Other tricks의 20가지 항목을 참고하여 권한상승 공격에 활용한 공격 아티팩트를 확보하고

[그림 5-28] Vulnerability Lifecycle(출처 : STATE OF VULNERABILITIES 2018/2019, ENISA, January 14, 2019)

분석에 활용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권한상승을 유발하는 운영체제 취약점의 보안 조치다. [그림 5-28]은 취약점 발생과 소멸을 도식화한
Vulnerability LifeCycle로 최초 취약점이 발견된 시점(Vulnerability Discovery)까지는 위험도가 낮지만
Exploit 생성 시점부터 보안패치 발표 이전시점까지 공개된 취약점의 Exploit을 통한 무기화(Weaponization)가
가능한 시점이 가장 높은 위험도를 보이게 된다.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취약점으로 인한 공격 영향도
모니터링하는 관점이 인바운드(In-Bound)에서 아웃바운드(Out-Bound)로 전환됨에 따라 내부정보 탈취 및
리버스커넥션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취약점을 조치하는 관점에서도 이러한 Exploit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운영체제의 보안패치는 운영체제 내에서 구동되고 있는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약점 자체의 CVSS등을 기준으로 보안업데이트 우선순위를 산정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인
Exploit 공개여부에 따른 취약점 보안패치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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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이란?

스마트 공장의 사이버 위협과 대응 방안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이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정보통신(ICT)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정에만 정보통신(ICT)기술이 접목되는 것이 아닌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보안컨설팅사업부 컨설팅2팀 이성연

제조공정에 ICT기술이 접목되어 자동화, 지능화 하는 것이 특징이며 실시간으로 모든 제조 과정을 연동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사람 중심의 작업환경을 구현하여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스마트 공장은 현장 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 5개 분야에서 단계별로 구축이
가능하다.

01. 개요
제조업 공정 설비가 기존 설비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품의 기획, 생산부터 유통, 판매, 재고 관리까지 모든 제조 과정에 대해 정보통신(ICT)기술로 관리할 수
있는 등 제조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떨어진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제조 설비에
대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의 제조 설비에 정보통신(ICT)기술이 접목 되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과제는 보안 강화이다. ICT 기술을
통해 모든 제조 과정에 대해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보안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또한 최근
공급망 공격, 제조업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해 범위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스마트 공장 구축 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철저한 보안 전략과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국내의 스마트 공장 구축 현황을 알아보고 최근 국내외 제조업 및 스마트

[그림 6-2] 스마트 공장의 단계별 구축 개념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혁신추진단)

공장 보안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스마트 공장 구축 간 고려되어야 할 보안 조치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6-1] 스마트 공장의 개념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혁신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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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 스마트 공장 구축 현황
현재 국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혁신추진단에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

04-1. 국내외 제조업 사이버 위협 사례
1) 현대자동차그룹 : 개인정보 및 내부자료 유출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전략(2018.12)을 통해 22년까지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절반인 3만개의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년 1월부터 3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기업들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및 내부자료들이 다크웹에 유출되는

2021년까지 총 25,039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였으며, 2022년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의

사고가 발생했다.

막바지로 최종 30,000개의 스마트 공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년 1월, 현대자동차 러시아 법인으로부터 관리되고 있는 고객 약 130만 명의 개인정보가 딥웹 커뮤니티

더불어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에서도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인력,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으며

포럼에 게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커뮤니티 게시 글은 개인정보 판매 목적의 글이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타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 보급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고객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자동차 번호, 자동차 모델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진단키트, 마스크 공장 등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K-방역

이어 21년 2월, 기아자동차 미국판매법인이 공격 당하며 다크웹에 자료 샘플이 공개되었다. 해당 사건은

성공에도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플페이머 랜섬웨어 그룹이 해킹한 자료를 다크웹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음 달인 3월에도 도플페이머 랜섬웨어 그룹에서 또 다시 현대자동차 그룹의 내부자료를 공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개한 자료의 양은 3.2GB 정보로 추정되며 여기에는 현대글로비스 및 현대오토에버 등의 계열사
자료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2) TSMC : 랜섬웨어 감염
2018년 8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에서 워너크라이 변종 랜섬웨어 공격으로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사고로 인해 2일 동안 제조 공장이 가동 중단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이로 이한 피해 약은 약 2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랜섬웨어가 감염된 경로는 직원이 외부에서 반입한 소프트웨어가 악성코드가 포함된 소프트웨어였으며,
바이러스 검색 등 보안 절차 없이 악성코드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결과 랜섬웨어에 감염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산 현장의 PC 및 최첨단 설비까지 감염되었다. 랜섬웨어 피해 기기는 약 1만 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림 6-3] 2020년 스마트 공장 보급 현황 (출처:중소벤처기업부 Smart Factory 디지털 라이브러리)

3) 솔라윈즈 : 공급망 솔루션 공격
2020년 12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급망 공격인 솔라윈즈 솔루션 해킹(공급망 공격) 사건이 발생했다.

04. 국내외 제조업 및 스마트 공장 사이버 위협

타깃(Target)이 된 솔루션은 오리온(Orion)이라는 솔루션으로 시스템 및 정보 기술 인프라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알려졌다. 해당 솔루션은 전세계에 걸쳐 많은 기업 및 공공기관에 납품된 솔루션으로 그에 따라
이번 해킹 사건으로 인해 피해도 심각하였다. 대략적인 피해 범위는 약 18,000개의 기업 및 공공기관 사용자로

스마트 공장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전한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제조 공정에 ICT

추산되고 있다.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존의 제조 환경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정보보안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고는 오리온(Orion) 솔루션에 선버스트(SunBurst) 악성코드가 삽입되어 배포되면서 발생하였으며, 해당

사이버위협이 다양해지고 피해 범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영을 위해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악성코드는 정보수집 및 공격자와의 통신을 수행하며 이미 수많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커지고 있다.

추정된다.

국내외 제조업 및 스마트 공장의 보안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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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응 방안
스마트 공장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과 함께 사이버 위협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랜섬웨어나 공급망 솔루션을 해킹하는 등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으며 피해를
받는 경우 정보 유출 및 제조 설비 무력화까지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공장의 사이버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들을 확인해봐야 한다.

1)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 도입 및 구축
현재까지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은 보안 솔루션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때 보안 솔루션을 같이 구축하거나 구축 후 필요한 보안 대상을 식별해서 적용할 보안 솔루션을
파악하고 도입해야 한다.
스마트 공장 도입 시 각 담당자가 필요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스마트공장 보안모델“(2021)을 발간하였다. 이 문건을 통해 스마트 공장에 대한 보안 대상을 식별하고 각 보안
대상에 대한 보안 위협을 알 수 있으며 해당 보안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까지 제공하여 스마트 공장

[그림 5-4] 랜섬웨어 공격 벡터 현황 (출처:COVEWARE)

구축 간에 갖춰야 할 최소한의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높은 가용성을 위해서 보안 패치 등을 빠르게 적용하기 어렵고, 상용 프로그램이 아닌 제조업에
맞춘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업의
담당자는 스마트 공장을 도입할 때 “스마트공장 보안모델＂을 참고하여 각 구간ㆍ대상 별 필요한 보안 솔루션을
미리 확인해 스마트 공장 구축 중ㆍ후 간 필요한 보안 솔루션을 연계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보안인재 육성 및 지속적인 임직원 정보보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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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공장에 맞춘 보안 가이드라인 적용

스마트 공장이 보급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보안 전문가가 부재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

스마트 공장에 맞춘 보안 가이드라인은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위협을 참고한다면 랜섬웨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피해가 커질 경우 제조 설비까지 감염되어

2016년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스마트 공장을 위한 최소정보 보안 가이드 라인”(2016)을 발표하였고 2019년

공장 전체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안 솔루션을 운영 및 임직원 대상으로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스마트공장 사이버 보안 가이드”(2019)를 발표하였다. “스마트공장 사이버 보안

교육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보호 전문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

가이드“는 스마트 공장 구축 단계 중 기초, 중간1, 중간2 단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스마트 공장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 경우 보안인재 육성이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 보안인재를 육성하여 보안 솔루션을 도입 및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 취약점 분석,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사이버위협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이어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스마트공장 기술 보호 가이드”(2021)와

또한 지속적으로 임직원에 대해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랜섬웨어 공격 등 일반 임직원이 대상이 될 수

“스마트공장 보안 모델”(2021)을 편찬하였다.

있는 사이버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1년 4분기까지의 랜섬웨어의 공격 벡터를 살펴보면 이메일을 이용한

“스마트공장 기술 보호 가이드＂는 스마트 공장 구축 단계별 필요한 기술보호 가이드를 제공하며 스마트공장

공격이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메일을 이용한 공격이 기업 랜섬웨어 감염의 주된 원인인

기술 보호 진단표를 제공하여 각 기업에서 기술 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점수화할 수 있는 지표도 제공한다.

셈이다. 이러한 이메일 공격은 일반 임직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 등 주요 사이버 위협에

이렇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스마트 공장에 맞춘 보안 가이드를 편찬하고 있다. 각 기업의 보안 담당자는

대해서 정보보안 교육을 진행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 대응 절차 등 교육을

해당하는 가이드를 참고하여 자사의 기술 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기업의 보안 수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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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마무리
지금까지 스마트 공장 구축 현황 및 사이버 위협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내외 제조업 사이버 위협을
알아보면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많은 제조업체들이 사이버 위협을 가볍게 여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대한 사이버 위협(랜섬웨어, 공급망 공격 등)이 무차별 공격에서 특정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공격
등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으며, 제조업 특성상 한 개의 완성품을 생산하기까지 여러 제조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개 업체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제조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공장 구축과 동시에 보안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 OT/ICS 보안을 위한 솔루션이 출시되고 있는 등 변화하는 제조 업계에 맞춘 보안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스마트 공장 구축 간 연계하여 안전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7.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혁신추진단]
https://www.smart-factory.kr/smartFactoryIntro
[중소벤처기업부 Smart Factory 디지털 라이브러리]
https://library.smart-factory.kr/SDL/main/cnstc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 제조업 보안 현황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연구 : 스마트 공장을 중심으로" 김주미 수석
연구위원 2021.12. 정책연구 21-12]
https://www.kosi.re.kr/kosbiWar/front/functionDisplay?menuFrontNo=2&menuFrontURL=fro
nt/basicResearchDetail?dataSequence=J220210K06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2029호 "스마트팩토리 환경의 사이버공격 및 대응체계 현황" 장종수
책임연구원]
https://www.itfind.or.kr/WZIN/jugidong/2029/file7365358415064182396-2029(2022.01.12)01.pdf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5772
[한국인터넷진흥원 가이드라인]
https://www.kisa.or.kr/2060205
[COVEWARE]
https://www.coveware.com/blog/2022/2/2/law-enforcement-pressure-forces-ransomwaregroups-to-refine-tactics-in-q4-2021#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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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Focus On IGLOO

이글루의 보안관제방법론에서는 개선 위한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19) RS.IM 개선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이규환

일반적으로 보안관제센터에서는 주기적인 대응훈련, 모의훈련 등을 통해 침해사고 프로세스를 개선 한다. 또한
위협분석이나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공격 기법, 대응 기법 등을 선제적으로 침해사고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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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다.
침해사고가 발생 하게 되면, 침해사고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침해사고를 분석, 조치, 대응, 확대방지, 상황전파
등을 수행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게 된다.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서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 ‘대응 방안 수립을 통한 재발 방지 및 해당 사고 전파 여부를 결정하고 상황 전파를 수행하여 동일 사례

01. 카테고리 소개 : RS.IM 개선

재발방지 활동을 수행한다.’ 라고 정의 하고 있다. 즉,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할지에 대한 준비는 예방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대응(Respond) > Improvements, 개선
: 침해사고 탐지/대응 활동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침해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의 네번째 기능(Function)은 『대응(Respond)』으로, 그 중에서 다섯 번째로 소개될
세부활동(Category)은 『개선(RS.IM, Improvements)』이다.

02.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

*본 문서에서 수행하는 『대응』 기능(Function)은 『탐지』 업무 수행 시의 대응과는 다른, 침해사고 발생 시의 대응을 뜻함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1) 보안관제방법론 프로세스

2) 대응(Respond) 기능 로직 모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에서는, 어떤 일이 이미 잘못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이다. 나머지 소라도 지키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 해야 하지 않을 것이다.
소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활동을 수행한다. ‘식별’ 활동을 통해 우리 소가 몇 마리 있는지, 외양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예방‘ 활동을 통해 외양간의 부실한 곳을 찾아 고치고, 아픈 소는 없는지
등을 항상 찾아 본다. ‘탐지’ 활동을 통해 혹시 수상한 사람이 외양간을 노리지 않는지, 외양간 어딘가가 무너지려
하지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 보게 된다. 여기에서 ‘소’를 ‘정보’ 또는 ‘자산’으로 치환하면 보안관제 활동이
된다.
보안관제를 수행 하면서 침해 사고가 발생 하지 않기 위해 예방 활동을 철저히 수행하고, 수립 된 대응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 하는지 모의 훈련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응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실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기존의 대응 프로세스를 새로 수립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개선 활동을 통해 동일한 이슈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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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코퍼레이션 자회사 코드마인드-디아이섹 합병

- 7월 1일 합병 법인 ‘코드마인드’ 공식 출범 예정
- 양사의 기술력과 영업 노하우 토대로 소프트웨어 테스팅 분야 경쟁력 강화, 사업 기반 확장

[2022년 06월 21일] 시큐리티·인텔리전스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대표 이득춘, www.igloo.co.kr)은 자회사
코드마인드㈜가 이글루코퍼레이션의 다른 자회사인 ㈜디아이섹과 합병한다고 밝혔다. 양사의 기술력과 고객 네트워크를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 공략에 속도를 붙인다는 전략이다.

OT 환경 노리는 보안 위협 원천 차단
㈜이글루코퍼레이션, OT·SIEM 관련 특허 3건 취득

- 이글루코퍼레이션, OT 환경의 보안성 높이는 원천 기술 확보 노력 지속
- 특허 적용을 통해 OT 자산에 대한 가시성 확대, 보안 데이터 분석 효율성 향상 전망

[2022년 6월 28일] 이글루코퍼레이션이 OT 환경의 보안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붙인다. 시큐리티·인텔리전스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대표 이득춘, www.igloo.co.kr)은 2건의 운영기술(OT) 특허와 1건의 통합보안관제(SIEM)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특허 적용을 통해, OT 자산에 대한 폭넓은 가시성을 확보하고, 방대한 보안 데이터 분석의

코드마인드는 지난 5월 이사회를 통해 디아이섹과의 합병 안을 결의했다. 이번 합병 결정에 따라 코드마인드는 기존의
연구 조직에 디아이섹의 사업 조직을 결합해 영업력과 고객 서비스를 한 단계 강화하게 되었다. 신규 합병 법인의 사명은
코드마인드로 유지되며, 합병기일은 오는 2022년 7월 1일이다.
코드마인드는 2013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분석 및 검증 전문 기업으로 고유의 특허 기술인 심볼릭 테스팅 기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자동 검증 도구 및 시큐어코딩 진단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업계 최초로 화이트박스 테스팅을 완전 자동
방식으로 제공하는 동적 검증 도구 ‘코요테(COYOTE)’를 출시하고, 자동차, IT, 공공, 국방, 금융 등 여러 분야의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하여 왔다.
디아이섹은 2016년 설립 이래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관제, 악성메일 모의훈련, 통합유지보수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 중심
사업을 진행해왔다. 대구광역시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 DGB금융그룹 등의 주요 공공·금융 사업에 참여하며 사이버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왔다. 코드마인드와 디아이섹의 지난해 매출액을 더하면 약 90억 원으로 두 회사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첫 번째 OT 특허는 셀과 레이어 방식의 이미지 출력을 활용하여 위협 상태이거나 위협 가능성이 존재하는 OT 자산의 위치를
시각화하는 기술이다. OT 자산 간의 연관성 및 배치 정보에 기반해 여러 자산을 하나의 셀로 그룹화하고 그룹 내 여러 자산의
계층 구조를 시각화한 레이어를 형성하여, 비정상 및 이상 행위가 탐지되는 특정 자산이 포함된 셀 상에 보안 위협을 알리는
시각 효과를 제공한다.
두 번째 OT 특허는 과거의 OT 자산 보안 모니터링 결과를 데이터 저장소에 누적하여 저장하고, 이를 시간 축에 따라 이동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기술이다. 각종 검색 조건을 토대로 시점 이동, 재생, 정지, 역재생 및 재생 속도 조절 등의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특정 OT 자산에 대한 일련의 모니터링 결과 중 원하는 시점의 보안 데이터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두 건의 OT 특허 적용을 통해, OT 보안 담당자는 OT 자산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비가시성을 해소하고, 네트워크 상에서 이상
행위가 탐지된 OT 자산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거의 모니터링 결과를 포함한 상세 정보

합병 법인 코드마인드는 기술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승철, 김은중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기술 부문
수장을 맡은 신 대표는 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하고, 김 대표는 회사 경영과 신규 사업 발굴을 담당한다. 양사의 기술력과 영업
노하우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사업 기반을 확장하는 데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은중 코드마인드 대표는 “다년간 양사가 축적해온 기술력과 영업·유통망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테스팅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마켓 인사이츠(Global market insights)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하며 2027년 약 600억 달러(한화 약 77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이 증가하면서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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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특정 OT 자산에 발생한 위협이 연관된 다른 OT 자산에 미치는 영향 역시 직관적으로 파악해 대처할 수 있다.
SIEM 특허는 타임 슬롯 기반의 윈도우 제어를 통해 스트림 데이터(Stream Data)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윈도우(Window)를 최소 1개 이상 각각 상이한 크기로 형성하고 각 윈도우의 종료 시점은 모두 동일하게 고정시켜, 각각의
윈도우에 스트림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입력되게 한다. 이를 통해 중복된 영역 처리로 연산량이 증가될 수 있는 ‘슬라이딩
윈도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OT 환경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OT 자산에 대한 보안 위협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적시에 잘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시각화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앞으로도 OT 환경에 특화된
핵심 기술 확보에 힘을 실으며, 더 많은 조직이 OT 환경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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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 데이터 분야 핵심 정보 담았다
㈜이글루코퍼레이션, 홈페이지 개편

- ‘시큐리티 & 인텔리전스’와 ‘스마트 공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신규 홈페이지 오픈
- 인터랙티브 매거진 형태로 방문자 접근성 및 가독성 향상, 양질의 IT 콘텐츠 제공 확대

[2022년 07월 26일] 이글루코퍼레이션이 ‘시큐리티 & 인텔리전스’와 ‘스마트 공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했다. 시큐리티·인텔리전스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대표이사 이득춘, www.igloo.co.kr)은 보안과 데이터 중심의
기업 CI Corporate Identity) 구현과 양질의 IT 콘텐츠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홈페이지(www.igloo.co.kr)는 이글루코퍼레이션이 올 초 사명 변경과 함께 마련한 CI가 형상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사이버 전장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표현한 얼음집 ‘이글루’에서 더 나아가, 무한한 확장성과
가능성을 보유한 ‘시큐리티 & 인텔리전스’, 그리고 인간과 기술 기반 시스템이 긴밀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의
이미지를 연출했다.
또한,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전 세계 고객들이 양질의 IT 콘텐츠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매거진
형태로 페이지 구성을 개선했다. 방문자들은 이글루코퍼레이션이 제공하는 보안·데이터 분야 솔루션·서비스 정보와 함께,
보안,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관심 분야의 핵심 콘텐츠를 모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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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양질의 보안·데이터 콘텐츠가 집약된 ‘스마트 공간’ 구축에 초점을 맞춰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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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싣겠다”라고 밝혔다.

본 간행물의 저작권은 ㈜이글루코퍼레이션에 있습니다. 본사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간행물의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 복제, 복사, 배포
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본 문서에 수록된 정보는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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