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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BM Security는 지능형
엔터프라이즈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오늘날의
기업이 미래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의 보안 전문가들에게 다가오는 위험한 사이버
위협의 관련성 및 가능성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IBM은 최신 위협 및 공격자의
기술 절차(TTPs)에 대해 블로그, 백서, 웨비나,
팟캐스트를 정기적으로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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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ecurity는 IBM X-Force 연구소 인텔리전스 지표를 매년
발표합니다. 이 지표는 지난해 연구팀이 제기한 가장 위험한 위협들을
설명합니다. 이는 디펜시브 팀과 레드 팀 양측에 조직의 보안을 보다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이터와 분석 결과는 IBM X-Force가 모니터링하는 보안

• 2
 018년 IBM X-Force IRIS(Incident Response and

클라이언트, 사고 대응 서비스, 침투 테스트 규칙을 기반

Intelligence)가 처리한 침해 사고의 57%에서 악의적

으로 합니다. IBM X-Force 연구팀은 스팸 센서 및 허니넷

인 행위자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공격에서 악의적인 파일

과 같은 비고객 자산에서 파생된 데이터와 함께 130개국

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에서 하루 700억 건의 보안 이벤트 데이터를 모니터

IBM 팀은 공격자가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성을 유지하

링합니다. 또한, X-Force 연구원은 전 세계에서 스팸 트랩을

기 위해 피해자의 환경 내부에서 PowerShell 또는 WMI

실행하고 수천만 개의 스팸 및 피싱 공격을 매일 모니터링

command-line(WMIC) 유틸리티와 같은 기존의 도구에

하고 수십억 개의 웹 페이지 및 이미지를 분석하여 사기

맞는“자력형 공격”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

행위와 브랜드 남용을 탐지하여 고객을 보호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활동 시 혼란도를 강화하고 바

2018년 전체 산업계의 수많은 조직은 급변하는 위협 환
경, 노출의 위험성 그리고 끊임없이 증가하는 공격 노출

이러스 백신 감지 소프트웨어를 회피하기 위해 메모리
에 맬웨어를 직접 주입하는 등의 PowerShell 활용이 전
세계의 산업 전반에 대한 공격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영역으로 인하여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사이버 위협에 직
면했습니다. 이 같은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는 최적의 전략

• 2018년 피싱 공격의 피해자를 살펴보면, 피싱 사고 공격

은 보안을 문화 및 전반적인 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

자의 27%가 웹메일 서비스 사용자를 표적으로 했습니

드는 것입니다.

다. 조직이 클라우드 호스트 서비스로 보다 많이 넘어가

2018년 IBM X-Force 데이터 분석에서 얻은 주요 결과에서

는 것을 고려해 보면 클라우드 리소스가 지속적으로1피
해를 당하는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수직 이동, 공격 전술 및 주요 취약
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체 공격과 사고의 19%를 차지하는 금융 및 보험 업계
는 언제나 모든 분야에서 공격자를 끌어들이는 최고의
표적 산업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 공격과 사고의 13%를

•지
 난 몇 년 동안, 랜섬웨어는 빠르고 손쉽게 돈을 모으
려는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이버 공격 수단이 되었습니
다. 그러나, 최근 범죄자는 랜섬웨어를 덜 사용하는 것
으로 보이고 이를 2 대신하여 코인 채굴 맬웨어를 활용하
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3 악의적인 코인 채굴 또는

기록한 항공, 버스, 철도 및 해운 서비스를 포함하는 운

“크립토재킹”은 피해자의 엔드포인트에 암호화폐 채굴

송 서비스 업종입니다. 운송 업계는 악의적인 공격자에

자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여, 해당 장치

게 여전히 매력적인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업

를 노예로 사용하여 공격자를 위해 코인을 서서히 채굴

계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

하도록 합니다. 이런 행위로 인해 장치의 CPU/GPU에 부

며, 언제 어디서나 외부의 공급자와 그 방대한 공급망을

하가 가해지고 전력 비용이 추가되며 과열로 인해 장치

통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 다

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립토재킹은 컴퓨터

른 업계와 비교할 때 공격 노출 영역이 보다 커지게 됩니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 이상입니다. 코인 채굴 맬웨어가

다. 운송 업계 공급망에 어느 부분이라도 침해 사고가 발

조직의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 위협 행위자가 네트워크에

생하면 다양한 비즈니스와 수백만 명의 글로벌 여행자

침투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가 다른 악

는 심각한 영향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의적인 공격자에 의해 더욱 유해하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위협도 선량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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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에는 단순 노출일지라도 공격자 TTP의 핵심 지점

컴퓨터 프로세서 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같은 하드웨

이 될 수 있습니다. IBM X-Force는 불법적인 크립토재킹

어 취약점을 사용하는 공격자는 보호된 메모리에 있는

공격은 증가하지만 랜섬웨어는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악용을 방지하

고 있습니다. 2018년 4분기(10-12월)에 X-Force가 모니

려면 회피책이나 제공되는 패치를 통하여 이러한 취약

터링하는 장치에 랜섬웨어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1분기

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의 절반(45%)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동일 기간 크
립토재킹 공격은 450% 즉,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위협 환경 업종 및 지역에 따른 차트의 최상위

• 2
 018년 미디어 부문이 공개된 사고의 40%로서 차트의

보고서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 다음과 같은 2018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절반에는 잘못

년 IBM X-Force 데이터 분석의 추가적인 핵심 결과를 검

구성된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원

토합니다.

격 공격자가 자산을 악용할 수 있도록 부적절하게 구성
된 다른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그리고 매우 심각한 위협

• 공
 개적으로 알려진 구성 오류 사고는 전년 대비 20% 증

• X
 -Force가 모니터링한 글로벌 스팸 트랩의 데이터에 따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 오류는 2017년

르면, 미국은 2018년 전체 C&C 서버 중에서 36%를 차

의 피해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위협 벡터로

지하면서 맬웨어 명령 제어 서버의 최고 호스트로서 차

인한 손상 기록은 52% 감소했습니다.

트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 N
 ecurs는 2018년 세계 최고의 맬웨어 전송 봇넷으로

• 최
 상위 스팸 배포자의 경우, 2018년 모든 스팸의 거의

남았습니다. 일부 예외는 있으나, 2018년의 모든 중요

40%가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통계의 가장 큰 부

한 맬웨어 스팸 활동은 Necurs에 의해 배포되었습니다.

분은 2018년 중국 기반 호스트에서 시작된 두 가지 주

• 금융 부문 트로이 목마의 경우, 금전적인 동기를 지닌 악

요 스팸 활동 때문일 수 있습니다. 2월과 3월 X-Force는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 대규모 활동을 관찰했으며, 7월

의적인 행위자가 TrickBot 변종을 사용하여 이 금융 맬

과 9월에는 무작위 텍스트와 그 뒤에 8개의 다른 악의

웨어는 2018년 가장 극성을 부렸던 문제로 떠올랐습니

적인 도메인 중 하나에 사용자를 연결하는 URL 내용이

다. 극성스러운 금융 맬웨어 문제에서 Gozi Trojan(다른

들어있는 대규모의 피싱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름, Ursnif)이 최상위 뒤를 이어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 2
 018년 조직에 큰 영향을 미쳤던 주요 취약점을 고찰해
보면, 그 해 확인된 Spectre 및 Meltdown이 가장 심각
한 취약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제작된 수많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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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노출
영역 분석:
가장 위험한
위협
이 섹션은 최근 5년 동안 끊임없이 기업을
괴롭히고 있는 심각한 보안 위협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등장하여 정교함 또는 발생률이 증가하는
보안 위협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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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노출 영역 분석

2019년에도 여전히 출현할
심각한 위협

비고의성 내부자

비고의성 악의적 행위자는 의도하지 않게 환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기업의 내부자입니다. X-Force 연구원이 가장 많이 관찰하는 비고의성
내부자에 의해 조직이 공격을 받게 되는 방법 중 두 가지는 피싱 사기나
소셜 엔지니어링 그리고 시스템, 서버, 클라우드 환경의 부적절한
구성입니다. 또한, 앞서 기술한 암호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피싱 및 비즈니스 이메일 공격 사기의 사례
X-Force IRIS가 분석한 공격의 약 1/3 즉, 29%는 피싱 이메일을 통한 누출에 관련됩니다. 이 중, 45%가“CEO 사기”또
는 웨일링 공격이라고도 하는 BEC(Business email compromise) 사기와 관련됩니다.
지난 수년간 모든 업계와 지리적 위치에 있어서 소셜 엔지니어링 사기 중 가장 돈이 되는 방법으로 BEC가 떠오르는 중입니
다. BEC 사기는 소유자나 CEO 또는 고위 직원이 발송하는 것으로 사칭합니다. 기업의 은행 계좌 통제 담당자에게 전신 송
금을 비밀리에 실행하라는 지시가 발송됩니다. 이 송금의 최종 도착지는 범죄자의 계정입니다. FBI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BEC 사기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회계 연도에 조직에 125억 달러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4
그림 1 :

2018 년 X-Force IRIS에서 관찰 한 피싱 카테고리

e

ﬁc

Of

4
C
BE

2 7%

65

5%

2018년 X-Force
IRIS가 관찰한
피싱 범주

3

그림 1:

36% BEC Attacks
36 % 기본 피싱 이메일
18 % Ofﬁce 365 타협
9 % Bed 및 Ofﬁce 365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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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 사기를 포함한 27건의 피싱 사고에서 Microsoft Office

부적절하게 구성된 시스템은 기업의 전체 글로벌 영역에

365 사용자가 주요 표적으로 웹 액세스를 통해 이메일 계정

서 회사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잠재적으로 누출될 수 있으

이 손상당했습니다. X-Force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기에

며, 심지어 지적 재산권, 영업 비밀 및 조직의 전략 계획이

서 공격자는 대부분 Office 365 계정을 설정한 후 파일을 편

엄청나게 누출될 수도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구성된 자산

집하기 위해서 SharePoint 초대장을 전송합니다. 사용자가

으로 누출된 로그인 데이터는 여러 자산과 웹 사이트에서

이 파일을 열려고 시도하면, 사기성 OneDrive 로그인 화면

사용자 ID와 비밀번호가 재사용 대상이 되는 무차별 공격

이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희생자의 자격 증명을

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누출된 데이터는 또한 대규모 ID

훔칠 수 있으며, 그 후 해당 계정을 통해 합법적인 외양의

도용 계획의 일부가 되어 사기 행위를 도모하는 데 악용될

이메일을 자신의 공급망에 전송하여 과거에 사용했을 수

수 있습니다. 구성 오류와 관련된 대부분의 공개된 누출

있는 합법적인 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송

사고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악의적

금하도록 고객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인 내부자는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노출한 후 의도하지 않

인적 오류에 의해서 지속되는 침해 사고

은 행동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보안 되

맬웨어, 스팸, 악성 NECURS 봇넷

지 않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및 부적절한 보안을 갖

2018년 스팸과 맬웨어는 전 세계의 사용자에게 악의적

춘 rsync 백업 또는 개방형 인터넷 연결 네트워크 영역 저

인 링크와 첨부 파일을 유포하는 활동에 큰 부분을 차지

장 장치 등을 포함하는 부적절하게 구성된 클라우드 서버

했습니다.

로 인하여 2018년 9억 9천만 건 이상의 레코드가 노출되
었습니다. 이는 그 해 X-Force 연구에서 추적한 27억 건

2018년 맬웨어 스팸을 가장 많이 유포한 곳은 사이

이상의 손상된 레코드 중 43%를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버 범죄 조직이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

2017년 누출된 20억 건의 기록보다 현저히 낮지만, 부적

는 Necurs 봇넷이었습니다. 극소수의 예외는 있으나,

절하게 구성된 자산으로 인해 공개된 전체 사고 건수는 여

2018년 발생한 모든 주요 맬웨어 활동은 Necurs가 유

전히 매년 20%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했으며, 특히 주요 사이버 범죄 조직의 활동이나 랜섬
웨어 혹은 은행 트로이 목마 사고를 주도했습니다.

2018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구성 오류가 클라우드 보안에
가장 큰 위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IT 및 보안 전문가 62%는 이를 문제로 지적하고 직
원 자격 증명의 오용 또는 부적절한 액세스가 55%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인터페이스가 50%였습니다.5 부적절하게
구성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공격자는 이메일 주소, 사용자
이름, 암호, 신용 카드 및 의료 데이터,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많은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합니다. 2018년 발생한 가장
큰 사고 중 하나에서, 대형 마케팅 회사는 주소, 전화번호,
가족 구조 및 광범위한 프로파일링 데이터 등으로 3억 4
천만 건의 개인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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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림 2 :

2018년 전체 스팸에서
Necurs
활동의
지표
2018 년
Necurs 캠페인
총%
스팸
비율
중국어
복권 스팸

Bitcoin Porn
Blackmail

중국어 랜덤
텍스트 URL

새로운 공석

독일어 데이트

독일어 Amazon
피싱

Quantloader

중국어 이메일
수확

데이트
스팸

스위스 코인
프로모션

105%

FlawedAmmyy-RATT

출처 : IBM X-Force

출처: IBM X-Force 연구팀은

70%

35%

0

일월

이월

행진

4월

할 수있다

Necurs Long Campaign

유월
Necurs Spam

칠월

팔월

Necurs Malware

구월
브라질

십월

십일월

12 월

중국

Necurs는 2017년처럼 은행 맬웨어 및 랜섬웨어를 지

적인 압축 Microsoft 인터넷 바로가기 파일을 “.url” 파일

속적으로 유포했지만 데이팅 스팸, 페니 스톡 사기, 암

확장명으로 유포했습니다. 일단 파일이 열리면 Quant

호화 화폐 피싱과 사기 그리고 온라인 은행 피싱 등과

Loader 맬웨어가 다운로드됩니다. 이 맬웨어는 랜섬웨어

같은 다른 유형의 악성 이메일을 유포하기 위해 스팸을

와 패스워드 스틸러를 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다양화했습니다.

은 다양한 활동에서 변경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보안 통
제 회피를 목적으로 맬웨어 전달 및 유포에 단계를 추가

암호화 화폐 사용자에 대한 공격을 특징으로 하는 스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팸은 2018년 초 대규모 스팸 활동에서 관찰되었습니
다. X-Force 연구에 따르면, 2018년 1월 Necurs 활동

활동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Necurs 봇넷 운영자는 와

은 이 코인의 가치를 조작하기 위해 2017년“페니 스

이드캐스트 네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특

톡”활동 전술에 따라서 잘 알려지지 않은 암호화 화폐

정한 목표에 대해 표적 공격을 하도록 전략을 변경했습

인 SIC(Swisscoin)를 홍보했습니다. 그해 말 암호화 화

니다. 잘 알려진 협박 활동에서 Necurs는 해당 고유 언어

폐와 관련하여 Necurs는 수많은 주요 협박과 강탈 활동

로 사용자를 표적화하여 수신자 이메일의 TLD(Top level

의 결제 방법으로 Bitcoin을 이용했습니다.

domain)에 일치하는 자동화 콘텐츠 선택을 설정했습니
다. 이렇게 하여, .fr 도메인에서 이메일을 받는 사람은 강

보안 통제를 회피하고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에게 접근

탈 이메일을 프랑스어로 받았으며 .de 이메일 도메인을

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Necurs는 3월과

가진 사람은 독일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4월의 맬웨어 활동에서 난독화 전술을 계속해서 교체했
습니다. X-Force는 봇넷 운영자가 맬웨어 조직에 상당
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격 체인의 복잡도를 더욱 강
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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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양한 부문에 대한 표적화를 통해 2018년 8월 Necurs는 원격 접근 트로이 목마를 사용하여
업종별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맬웨어 스팸이 은행 부문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 Necurs
는 이를“은행”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수신자 도메 인에 전송합니다.
이러한 공격의 기반이 되는 맬웨어는 사용자를 무차별적으로 표적화하는 일반 스팸 활동에서 처음 7 사용된
"FlawedAmmyy-RAT"입니다. 그 후 표적화 공격으로 사용자에게 전송합니다.8
Necurs 봇넷 C&C 서버의 대부분은 미국 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 놀랄만한 사실은 아닙니다. 전 세계 C&C 서버 전
체의 36%를 미국에서 호스트했으며, 그 바로 뒤는 중국이 C&C 서버의 거의 14%를 호스트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조금 낮은 수치의 세 번째로 전체 C&C 서버의 5%를 조금 넘게 호스트합니다. 프랑스와 러시아 그리고 독일이 공동 순위
이며 그 뒤로 네덜란드, 브라질, 영국 등입니다.
그림 3:

맬웨어 C&C 서버의 최상위 호스팅 국가
그림 3 :

출처: IBM X-Force 연구팀은

멀웨어 C & C 서버의 주요 호스팅 국가
출처 : IBM X-Force

40%

35%

모든 C & C 서버의 백분율

30%

25%

20%

15%

10%

멕시코

리투아니아

폴란드

인도

터키

일본

이탈리아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

브라질

네덜란드

러시아 연방

프랑스

중국

미국

0%

독일

5%

로컬 IP 주소가 가장 많아서 대부분의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기록된 스팸 발신 국가로는 중국이 차트 최상단 1위
에 있으며, 중국 IP 주소로 발송된 스팸은 전체의 거의 40%에 이릅니다. 이것은 2018년에 발생한 두 가지 중요
스팸 활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2월과 3월에 있었으며 이는 이메일 주소 수집을 시도한 것이었고,
두 번째 활동은 2018년 7월에서 9월 사이로서 임의의 텍스트와 메일 수신자를 8개의 다양한 피싱 도메인 중 하나
로 유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 분야의 맬웨어
금융 트로이 목마는 2018년에 발생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TrickBot, Gozi, Ramnit, IcedID 등의 익숙한 맬웨어 종류로 전
세계 차트의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X-Force 연구원의 전 세계 금융 트로이 목마 활동 분석에 따르면 재정적인 동기를
지닌 악의적인 행위자가 TrickBot 변종을 사용하여 2018년 이런 금융 맬웨어를 극성스럽게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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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2018 년에 가장 널리 퍼진 금융 악성 코드
출처 : IBM X-Force

그림 4:

2018년 가장
널리 퍼졌던
금융 맬웨어
출처: IBM X-Force

13% Trickbot
12% Gozi
12% Ramnit
12% IcedID
12% Zeus Panda
8% Dridex
8% Zeus Sphinx
8% GootKit
7% Qakbot
7% TinyNuke

위의 차트는 전체 활동의 13%를 차지한 TrickBot이 2018

다시 등장한 ICEDID

년에 가장 널리 퍼진 금융 맬웨어였음을 나타내고 있

IcedID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2018년 이후 10 TrickBot

으며,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사이버 범죄집단 Gozi(일명

집단과의 협업으로 인해 맬웨어가 다시 등장했고, 2018

Ursnif)가 그 뒤를 잇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년 중반부터 IcedID 유포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순위는 영국 은행만 공격하는 Ramnit Trojan입

이에 걸맞게 IcedID는 2018년 활동 중 일부에서 자체 봇

니다. 네 번째 순위는 IcedID Trojan입니다. 2017년 9월

네트가 감염된 컴퓨터에 TrickBot을 유포하여 두 집단 사

X-Force 연구원이 발견한 IceID와 그 유포 수단의 하나인

이의 협력 관계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TrickBot이 전 세계

Emotet은 2017년 활동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개 국가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두 집

2018년 다시 등장했습니다.

단이 미국과 캐나다의 사용자에 대해서 지리적인 경쟁을

GOZI는 2년 연속 최상위에 못 미쳤습니다
Gozi가 글로벌 맬웨어 차트에서 최상위에 오른 것은 오
랜 기간 조직을 괴롭히기로 악명이 높았던 기록에서 보듯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IcedID는 2019년에 가장 활성
화된 금융 시장 중 하나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전
통적인 공격 대상이던 북미 지역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늘날 현업에서 가장 오래 은행 활동을 벌이는 트로

새로 등장하는 BACKSWAP 및 DANABOT

이 목마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유포된 이 맬웨어는 소

이 두 가지는 아직 널리 퍼진 위협은 아니지만, 2018년

스 코드가 실수로 유출되어 맬웨어의 새로운 변종이 생

DanaBot과 BackSwap 활동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타사

겨났던 2010년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2013

연구원은 2018년 5월 DanaBot이 악의적인 URL이 포함된

년 Gozi는 전 세계적으로 1백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

이메일에서 호주 사용자를 표적으로 하는 것을 발견했습

하여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유발했습니다.9 Gozi는 운영

니다.11 2018년 9월에는 폴란드 사용자를 표적으로 하여

자가 잘 조직되어 있으며 다양한 지리적 중심지에서 많은

발전했습니다.12 BackSwap는 2018년 3월 폴란드 은행을

활동에 연계되기 때문에 금융 맬웨어 부문을 장악하게 되

표적으로 처음 등장했으며 2018년 8월13 X-Force 연구원

었습니다. Gozi의 운영자는 사이버 범죄 서비스 모델로

은 이 맬웨어가 몇 곳의 스페인 대형 은행을 표적으로 하

봇넷 서비스를 숙련된 사이버 범죄자에게 대여하기 때문

는 것을 확인했습니다.14

에 금융 보안의 기술적 진보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으며 오랜 기간 이어온
사이버 범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BackSwap의 대부분은 Microsoft Word와 같은 생산성 파
일의 첨부 파일에 숨어 있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번들로 포
함된 맬웨어 스팸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유포됩니다. 2018
년 각 국가에서 제한된 개수의 표적 은행을 감안해 보면
BackSwap은 테스트 중이었으며, 2019년 이 트로이 목마
는 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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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등장하는
위협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은 지난 수년간 부상하여 줄어드는 조짐이 전혀
없는 위협입니다.
감지 회피 및 자력형 공격

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정찰하고 데이터를 도용합니다.

은행 계좌를 표적으로 하는 금융 맬웨어가 만연함에도 불

PowerShell을 사용하면“자력형 공격”이 가능하며 메모

구하고, 공격할 때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리에 쉘코드를 직접 주입하는 등의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18년 X-Force IRIS가 분석한 공격

있습니다.

에서는 파일 시스템에 상주하는 맬웨어를 사용하는 악의
적 행위자는 43%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인 채굴 맬웨어까지도 PowerShell 범죄 행렬에 참여하
고 있습니다. GhostMiner는 최초로 발견된 파일리스 채굴

X-Force IRIS는 고전적인 맬웨어 사용의 감소 추세와

맬웨어입니다. 이 맬웨어는 PowerShell 회피 스크립트를

함께 사이버 공격에서 PowerShell이 전 세계적으로 널

사용하여 피해자의 컴퓨터에 어떠한 파일도 남기지 않고

리 사용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PowerShell은 메모

메모리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15 여기에는 PowerShell을

리에서 코드를 실행하며 장치의 핵심으로 곧장 진입점

통해 실행되는 고급 프로세스 삭제 기능이 포함되므로, 동

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도구입니다. 여기에

일한 장치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코인 채굴 감염을 탐지 및

는 Windows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제거하여 시스템 처리 용량에 대해서 독점적인 액세스를

에 대한 무제한의 액세스, WMI(Windows Management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치에 대한 감염 외에도

Instrumentation)에 대한 완벽한 액세스 그리고 .NET

GhostMiner는 MSSQL, phpMyAdmin 및 Oracle WebLogic

Framework에 대한 액세스 등이 포함됩니다.

서버를 실행하는 시스템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PowerShell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작업에서 유용하지만,

X-Force IRIS는 2019년 악의적인 행위자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공격자가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파

PowerShell로 네트워크를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 시스템을 선점하고 악의적인 코드를 메모리에 직접 주

이런 스크립팅 공격을 통해 PowerShell을 난독화하고 AV

입하여 난독화를 강화시키며, 맬웨어 배포를 감지하도록

감지를 회피하며 메모리에서 코드를 직접 실행하여 엔드

설계된 보안 통제를 종종 회피합니다.

포인트 감지 솔루션에서 보안 통제 발전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기술 수준을 갖춘 악의적인 행위
자가 PowerShell을 사용하여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PowerShell이 악의적인 도구 집합의 역할을 잘 수행함

IBM X-Force IRIS는 PowerShell 스크립트 내에 완벽한

에 따라, 그 사용 및 악용과 관련된 위험성이 공격자가

악의적 툴킷이 포함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공격자는

JavaScript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던 것과 유사

또한 PowerShell을 사용하여 자격 증명을 수집한 후, 이

해 보입니다. 따라서, 조직은 파일 시스템의 범위를 벗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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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제를 검사하고 PowerShell을 다른 관점에서 파악

줄여서 암호화 채굴로 주민에게 유리한 사업 기회를 제공

하는 능동적인 위협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 전체에

하고 경우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을

서 현재 및 과거의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 관련 IoC를 찾아

제공합니다.24,25 불행하게도, 이 수익 모델은 합법적인 사

야 합니다.

용자의 하드웨어와 채굴 노력을 악용하여 코인을 불법적
으로 채굴하는 사이버 범죄 집단을 더 많이 유인합니다.

코인 채굴 맬웨어의 새로운 시대?
사이버 범죄자는 항상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새로운 방법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되는 국제 제재 조치에 직면한

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랜섬웨어가 인기 있는

북한은 2018년 수익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암호화 화폐

사이버 공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는 랜섬웨어보

채굴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2018년 초 북한은 26 인지하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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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인 채굴 멜웨어를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엔드포

암호화 화폐 Monero를 채굴했으며 북한 대학에 보낸 것이

인트에 채굴기를 설치하고 이를 노예로 삼아 공격자를 위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Monero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았

해 서서히 코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 때문에 이 활동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27

사이버 범죄자는 고가의 하드웨어에 돈을 쓰지 않으며, 암

북한은 암호화 채굴을 계속할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활

호화 화폐를 합법적으로 채굴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대신

동은 암호화 화폐 교환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

하여, 크립토재킹 맬웨어를 확산시켜서 기업용 서버와 개

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Lazarus 그룹이 진행한 5회의 공격

인 사용자의 하드웨어를 감염시켜 공격자의 노예로 일하

만으로 북한은 도난당한 암호화 코인에서 5억 71백만 달

게 하는 다양한 도구와 전술을 개발합니다.

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28

사이버 범죄자는 이처럼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위를 차지하

ATM 공격

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장 일반적인 감염 벡터가 피싱 그리

재정적 동기를 지닌 범죄자와 국가가 지원하는 그룹 모두

고 보안 통제가 취약한 웹 사이트에 주입할 수 있는 코드이

다양한 ATM(Automated Teller Machine) 취약성을 적극적

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기본 제공”프로그램, 오픈 채굴

으로 활용하면서 2018년 ATM에 대한 위험성 증가가 관찰

풀, 채굴자 빌더 등이 인터넷에 현재 무료로 존재하며, 공격

되었습니다.

자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또한, 공격자는 코인 채굴 맬웨어
에 대한 난독화 기능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18
공격자는 더 많은 장치와 웹 리소스를 감염시켜서 결국에
는 코인을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곳으로 확산되면서 동유럽과 북한의 금전
적인 동기를 지닌 악의적인 행위자는 코인 채굴 맬웨어의
수익성에 특히 주목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소비자는 일상
상거래에서 암호화 화폐를 정상적인 지불 방식으로 사용
하기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19
암호화 화폐와 가상 토큰이 점차 확산되면서 많은 국가에
서, 특히 조지아, 벨로루시, 폴란드 등을 포함하는 개발 도
상국에서 암호화 화폐를 20인정하고 암호화 채굴을 규제하
는 정책을 도입 또는 채택했습니다.21, 22, 23 실제로, 일부 동
유럽 국가는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므로 채굴 비용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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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에 의해 다음과 같은 미국의 사

합니다. 이는 금융 메시지를 가로챈 후 승인을 하지 않아

법 집행 경고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사기 응답을 답변으로 보냅니

• 2
 018년 1월: 미국 비밀 경호국은 침입자가 ATM에 실제

다.32 이런 방법으로 수백만 달러를 절취했습니다.33

로 접근하여 현금을 즉시 인출하도록 하는 맬웨어를 이

IBM Security의 베테랑 해커로 구성된 자원 활동 팀인

식하는 ATM“잿팟팅”공격에 대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X-Force Red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9

• 2
 018년 8월: FBI는 공격자가 맬웨어를 통해 은행 또는
신용 카드 프로세서 네트워크를 공격하여 대량의 카드

소프트웨어 테스트와 하드웨어 테스트 등을 포함한 ATM
테스트를 요청하는 은행 개수가 연간 300%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데이터를 절취한 후 복제한 신용 카드를 만들어서 전 세
계의 수많은 ATM에서 조직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및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 지역은

금 인출 공격”에 대한 경고를 내렸습니다.“무제한 작

해당 지역에서 현금화된 주요 ATM 공격으로 인하여 이 같

전”으로 명명된 이 공격에서 공격자는 카드 계정의 사

은 유형의 테스트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습니다.

기 통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ATM의 인출 한도
를 제거하여 대규모의 절도를 진행했습니다.30

• 2
 018년 9월: 이 경고는 ATM 도청 또는 도청이라고도 호

추가 보고서와 증거가 아직 미완성 상태이지만 이들 국가
의 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국가 지원 위협 그룹에 의해
서 가장 많이 표적이 되는 ATM 사업자입니다.34, 35, 36

칭하는 탐지 공격이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자는
ATM에 실제로 구멍을 뚫은 후 자석과 의료용 장비를 조

여러 곳의 정부와 사법 집행 기관에서 내린 대규모의 그리

합하여 ATM PIN 패드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 같은

고 많은 경우 조직적인 ATM 공격에 대한 경고를 고려해 보

임시 탐지 장치를 사용하여 자기 카드 데이터와 피해자

면 이러한 유형의 테스트 요청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의 PIN을 절취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ATM에서 계정의
잔액을 모두 비웁니다.31

• 2018년 10월: 통합 FBI/DHS 경고에 의하면 HIDDEN
COBRA(또는 LAZARUS)라고 알려진 북한의 국가 지원
그룹이 2016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ATM을 표적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의 명칭은 FASTCash
이며 은행의 스위치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손상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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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하게 표적이
되는 산업 부문
과거의 X-Force 지표 보고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표적이
되는 산업은 각 산업을 대표하는 X-Force 센서 집합의 공격
및 보안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의
보고서는 가장 빈번하게 표적이 되는 산업을 결정하기
위해 이러한 센서를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대응
서비스와 공개된 사건에서 유추되는 데이터와 통찰력도
포함시킵니다.

15

파트 2

가장 빈번하게 표적이 되는 산업 부문

이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각 범주 또는 데이터 집합을 개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후 순위를 통합하여 복합 순위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집합의 조합으로 표적이 되는 상위 부문에 대해서 보다
전체적인 확인이 가능하고, 모니터링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과 조사한
실제 침해 사고의 데이터 그리고 공개된 누출 사고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위협 환경에 대해서 보다 완벽한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위 10대 표적 산업까지 포함되도록 목록을
확장했습니다.

그림 5:

2018년 가장 빈번하게 표적이 된 산업 부문
그림 5 :

출처: IBM X-Force

2018 년에 가장 자주 타겟팅되는 산업
출처 : IBM X-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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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 및보험 | 19%
X-Force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 부문이 2018년의 전체
공격과 사고에서 19%를 차지하여 3년 연속 가장 심하게 공격을 받는
산업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업계의 많은 조직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

의 금액을 범죄자 소유의 계정으로 송금하거나, 고객이나

성을 인식하고 발생 가능한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직원을 협박하여 PII(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있습니다. X-Force Command Cyber Range에서 몰입형 사

를 절취하면 곧바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암시장에서 판

이버 사고 시뮬레이션을 경험한 참가 조직의 약 1/3이 금

매할 수 있습니다.

융 서비스 부문이었습니다.
재정적인 동기를 지닌 악의적인 행위자는 금융 서비스 산
금융 서비스는 사이버 범죄자에게 매력이 있는 것이 분명

업에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 부문은 지난 3년 동안 증

합니다. 고객 은행 계좌 정보 또는 신용 카드 데이터는 빠르

가하여 국가 단위 그룹에서부터 전 세계 은행에서 수백만

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은행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대량

달러를 직접 절취하기도 합니다.37

2: 운송 서비스 | 13%
두 번째로 빈번하게 표적이 되는 분야인 운송 서비스에는 항공, 버스,
철도 및 해상 운송 서비스가 포함되며 2018년 두 번째 순위에 올랐으며
전체 공격 및 사고의 13%를 차지합니다.
한 국가의 핵심 인프라의 일부분인 부문은 악의적인 행위

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항공 산업의 취약한 영역

자가 선호하는 표적이 됩니다. 신용 카드 정보, PII 및 고객

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측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포인트 계정을 취득하려는 재정적인 동기를 지닌 공격자

에 의존하는 지상과 인공위성 간 통신, 항법, 레이더, 항공

로부터 경제를 혼란시키거나 지적 재산권 데이터를 표적

통제 그리고 다른 운영 및 편의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으로 하는 국가 지원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그
룹으로부터 이런 부문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송 업계의 운영 편의성을 위한 정보 기술에 대한 광범위
한 의존성 및 외부 공급사의 사용에 의해서 목적하는 데이
터에 접근하려고 하거나 파괴를 시도하는 다양한 종류의
악의적 행위자를 위한 공격 노출 영역이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 산업에서 항공기 제조사가 항공기와 항공

운송 업계 공급망의 전 세계적인 구조와 통합은 악의적인
공격자가 소유권 데이터와 중요한 운송 시스템에 대한 접
근을 시도하고 산업 IoT 시스템을 표적으로 할 잠재적 벡터
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운송 업계의 그 어떤 부문에 대한 공격이나 손해는 전 세
계의 여러 비즈니스와 수백만 명의 여행자에게 심각한 연
쇄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 시스템에 대한 정보 기술 주입을 가속화하는 경우, 이는
기존 기술과 필연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므로 위협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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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 서비스 | 12%
법률, 회계 및 건축 기업 등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전문 서비스 부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지난 몇 년 사이
증가했습니다.
악의적인 공격자는 이 같은 기업이 처리하고 보유하고 있

2018년 IBM이 후원하는 Ponemon Cost of a Data Breach

는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보안 예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업계는 데이터 유출 위험이 두 번째

산, 제한된 보안 직원 및 상대적으로 미흡한 보안 태세(대

로 높으며 이 부문의 데이터 유출 비용은 일반적인 전체

부분의 경우)가 결합되면서 이 부문에 대한 공격은 수익성

산업 평균 사고 기록당 비용보다 33달러 높은 사고 기록당

과 취약성이 모두 높습니다.

181달러로 추정합니다.38

가장 빈번하게 표적이 되는 순위 3위를 차지한 산업인 소
매업은 전체 공격과 사고 중에서 12%를 차지했습니다.

4: 소매업 | 11%
가장 빈번하게 표적이 되는 순위 4위를 차지한 산업인 소매업은 2018
년 전체 공격과 사고 중에서 11%를 차지했습니다. 소매 업체는 자동차
및 의류에서부터 전자 제품, 식품 및 가구에 이르는 소비자 및 업무용
제품을 판매합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부문이 혼합 모드로 운영된다는 점

공격자가 소매 기업의 네트워크에 침투하려는 이유는 다

입니다. 고객 대응이 실제 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양합니다. 이들은 신용 카드 데이터, 고객 PII 및 공급망

로 확장되어 비중앙집중식의 이질적인 운영 환경이 구성

연락처 등의 민감한 기밀 정보를 찾습니다. 이 부문을 표적

됩니다. 소규모 매장은 PoS(Point-of-Sale) 맬웨어, 도청,

으로 하는 다양한 악의적인 공격자의 공격으로 엄청난 손

위조 카드 절취 등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한, 사기범과 조

상이 유발되었습니다. 2018년 3월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

직적인 사이버 범죄자는 이들의 웹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

에서 일어난 누출로 인해 다이어트 및 피트니스 모바일 앱

스 포털에 정교한 공격을 가합니다.

에서 약 1억 5천만 명의 고객 개인 정보가 손실되었습니
다.40 2018년 Ponemon Cost of a Data Breach 연구에 따

이에 더하여, 소규모 쇼핑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앱과 소

르면, 이 같은 규모의 누출은 거대 누출로 간주되며, 피

매점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가 확산되면서 공격자는

해자는 회복 비용으로 3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더 발생

손쉽게 침입할 수 있습니다. 상점은 사기로 인하여 달러당

할 수 있습니다(평균).41

3.29달러의 손해를 입습니다. 이는 2017년보다 24% 증가
한 수치입니다.39 CNP(Card-not-present) 사기 발생률 상승
에 의해 소매업체는 새로 등장하는 정교한 위협에 대비하
여 취약점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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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업 | 10%
가장 빈번하게 표적이 되는 다섯 번째 산업은 화학 물질과 기계
장비로부터 운송 장치와 전자 제품 그리고 IoT(Internet-of-Things) 장치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상품 제작 기업이 포함되는 제조업입니다. 이 부문은
전체 공격과 사고에서 10%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IBM이 후원하는 Ponemon Cost of a Data Breach

해커 용병이 선호하는 표적입니다. 제조사는 아시아, 아프

연구에 따르면 산업 생산은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가능

리카 및 기타 개발 도상국에 막대한 금액의 돈을 송금하기

42

성이 높은 세 번째 부문이기도 합니다. 제조 부문 사이

때문에 이 부문에서 BEC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버 사고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
는 고객 정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알려진

제조 부문에서 산업 제어 시스템이나 인프라에 대한 공격

누출 사고의 비율은 다른 부문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 불과 몇 건의 사고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중단 사고

수치는 보고된 것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공격 전술에 의해서 실제 인프라와 인명에 대
한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이 국가 지원을 받는 해

제조사에 대한 대부분의 공격은 지적 재산권(IP) 및 영업

커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경우,43 운영 구역의 보안과 대응

비밀을 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의 이메일 또

준비도를 재고해야 합니다.

는 기업 은행 계좌와 같은 비밀 업무 커뮤니케이션은 특히
사이버 범죄자, 국가 지원을 받는 그룹 및 경쟁사가 고용한

6: 미디어 | 8%
여섯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표적이 되는 산업 분야인 미디어 부문은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작, 처리 또는 배포하는 회사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원격 통신 등과 같은 하위
산업 역시 포함됩니다.44
이 산업은 전체 공격과 사고에서 8%를 차지했습니다. 미

미리 계획된 공격이 아니라 시스템 또는 클라우드 서버의

디어 부문 역시 2018년 40%로 사건이 가장 많이 공개 된

구성 오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것으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공개 된 미디어 사고의 절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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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 | 8%
일곱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표적이 되는 산업은 정부로서, 전체 공격과
사고에서 8%를 기록합니다. X-Force 연구원은 국가 지원을 받는 그룹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 이 부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의 리소스를 유출시키려고 하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습니다. 그 첫 번째 사고는 미국 공군 대위의 컴퓨터에

그룹은 공격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서 (대개의

서 군용 무인 항공기의 중요 정보 절취였습니다.45 두 번

경우 경제적 또는 정치적 목적) 해당 정부에서 절취한 정보

째 사고에서 공격자는 미국 국방성을 표적으로 하여 미

를 사용,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공

국 국방성에 보고하는 30,000건의 미국 정부 공무원에

격은 일급의 기밀 지적 재산권을 표적으로 합니다. 다른 공

대한 정보를 절취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외부 공급업체

격의 경우, 절취한 데이터는 스파이 활동 중에서 감시 작전

가 운영하는 공무원 출장 기록 보관 시스템에서 누출되

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었습니다.46

2018년 X-Force는 국방 기관에서 IP 및 PII 절취하기 위
해 미국 정부 기관을 표적으로 한 유명한 사고에 주목했

8: 의료 업계 | 6%
여덟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표적이 되는 산업인 의료 업계에서 사이버
보안은 PHI(Protected health information), 신용 카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을 의미하는 핵심 시스템 및 장치까지
보호합니다.
2018년 Ponemon Cost of a Data Breach 연구에 의하면

X-Force 연구원에 따르면, 절취한 의료 업계 데이터가 사

의료 산업의 사이버 사고에서 누출 기록당 비용은 408달

용된 대부분의 사례 증거에서 재정적인 동기를 지닌 사이

러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두 번째로

버 범죄자가 의료 산업의 주요 범인으로 확인된다고 합니

높은 금융 서비스 비용인 누출 기록당 206달러의 거의 2

다. 직원의 장치를 감염시키고 네트워크를 공격하여 의료

배이며, 전체 평균인 148달러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값입

기록을 절취한 후 암시장에 판매하거나, 장치를 암호화한

니다.

후 인질로 삼아서 몸값을 요구합니다. 이는 조직은 그 운영
에 엄청난 작업 중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에 응답하거

이것은 신용 카드와 개인 ID 번호는 변경할 수 있지만 의료

나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누출되는 경
우, 절취자는 이를 악용하여 새로운 ID, 은행 계좌, 신용 및
대출을 설정하고 피해자 명의로 약물을 취득하며, 타인의
명의로 수술을 받고, 심지어 절취 정보로 보험 청구를 제
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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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 | 6%
아홉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표적이 되는 산업인 교육 산업은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의 민감하고 수익성 높은 특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PII가 많다는
점으로 인하여 공격자가 선호합니다.
X-Force 연구원은 이 부문에 대한 공격 동기와 실행 능력

국가 자체와 별도로서 교육 기관은 등록금 계좌와 학생

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의 지원을 받는 악의적인 행위자

ID를 절취하려는 금융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 대학 네트워크를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

관련된 또 다른 위협으로는 몸값을 대가로 연구소를 장

합니다. 또한, 교육 기관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내부 보안

악하거나 절취한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팀이 없으며 수많은 보안 통제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

목적을 달성하려는 해커 운동가입니다.

다. 또한, 개인 장치나 이메일에서 맬웨어를 쉽게 옮길 수
있는 대규모의 사용자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10: 에너지 | 6%
에너지 부문에 속한 조직은 사이버 공격의 주요 대상입니다.
우선, 이들은 모든 국가에서 핵심 인프라의 기본 골격입니다. 에너지는
경제, 국가 안보, 도시와 산업의 일상 기능에 있어서 핵심 요소입니다.
이 부문을 표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행위자는 종종 적대

재정적인 동기를 지닌 사이버 범죄자는 에너지 기업을 공격

국의 소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하여 중요한 정보를 절취한 후 경쟁사에 팔거나 피해 기업의

원유 탐사 조직에 영향을 준 위험한 Shamoon 공격이

은행 계좌에 침투하면 빠르게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

2018년 12월 재등장하여, 운영과 수익이 중단되는 이

여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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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취약점과 유해한 영향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2012년 처음 등장했으며, 2016년 원유 탐사 산업을 겨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둔 해커 운동가 또는 특정 종류의 정치

냥했던 Shamoon은 마스터 부트 레코드(MBR)를 제거하

적 성명을 발표하려는 다른 사람도 에너지 부문을 공격하

는 방식으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파괴하므로 데이

는 악의적인 행위자로 동일하게 구분합니다. 이들은 동일

터 복구가 불가능하게 설계된 와이퍼 맬웨어입니다. 데

한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터를 인질로 삼아서 금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와 달리
Shamoon 공격은 돈을 지불해도 복원할 수 없습니다.48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격은 모든 기업, 정부 및 군사적인
운영의 일상적인 기능이 에너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대한 공격과 비교할 때 추가
부문에서 발생하는 후속하는 부족 상황과 그에 따른
영향의 잠재력이 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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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K 취약성 및
집계
IBM X-Force Red는 취약점 및 알려진 악용 사례가 공개된 수백
가지의 소스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취약점 공개를
추적합니다. 현재 140,000개 이상의 취약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 취약점의 개수와 보

이러한 결함과 취약성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IoT 장치와

고되는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X-Force 연구

같은 새로운 환경과 스마트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끊임

원이 문서화하고 지난 30년 동안 공개된 모든 취약점 중

없이 확장되는 공격 노출 영역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러한

3분의1(30%)만이 지난 3년 동안 보고되었으며, 그 수는

성장으로 인해 2018년에 기록된 전체 취약점 개수의 거의

42,000개 이상이었습니다.

4분의 1을 차지하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이종 플랫폼

Figure 6:

Total Recorded Vulnerabilities Year Over Year
Source:기존
X-Force Red
Vulnerability Database
간의
취약점이
증가합니다.

그림 6:

매년 기록된 전
체 취약성
출처: X-Force Red 취약성 데이터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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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직이 엄청난 공격 노출 영역에 의해 받는 영향을 어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은 공격자를 조직의 네트워크와 장

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기업이 모든 위협에 취약하지는

치로 안내하는 열린 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이용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위협의 개수는 여전히 엄청납니다.

할 수 있는 악용 사례가 있는 경우, 초보 공격자조차도 중
요한 자산에 성공적으로 침입할 수 있습니다.

X-Force Red 팀은 조직에 침입하여 범죄자가 개인적 이
익을 위해 악용할 위험한 취약성을 발견하기 위해 고용되
었습니다. 2018년, IBM X-Force Red 팀의 Vulnerability
Management Service는 조직당 평균 1,440개의 고유한
취약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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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 및 산업 사물
인터넷

2020년까지 약 130억 개의 IoT 센서 및 장치가 소비자 부문에서 사용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49 이러한 장치는 IoT 취약성 환경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8년 IoT 취약성 개수는 5년 전에 보고된 수치보다 5,400% 증가했습니다.
Figure 7:

Number of IoT Vulnerabilities Since 2014
Source: X-Force Red Vulnerability Database

그림 7:

2014년 이
후 IoT 취약
성 개수
출처: X-Force Red 취약성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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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IoT 취약점은
5,400% 증가했습니다

공격자는 일부 제조업체가 제품 출시를 서두르면서 보안
내재화를 놓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동일
한 취약점을 통해서 대량의 장치를 악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제품을 표적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격자는 향후
더 많은 조직이 이러한 보안 기본 사항을 우선순위로 두지

IoT 장치의 문제점과 보안 허점에 의해 인터넷으로 연결

않는 한 관리자의 기본 암호 변경 및 취약 장치에 대한 패

된“사물”의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조직과 소비자는 취

치 실패를 계속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성에 노출됩니다. 2016년 전체 인터넷을 흔들었던
Mirai 봇넷은 조직이 이런 형태의 위협을 인식하는 최초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재난 관리 및 IIoT와 같은 스마트 시

의 계기였습니다.50 그 이후, Mirai 코드 중 일부를 활용하

티 기술 채택이 증가하면서 악용 가능한“스마트”공격 노

는 Aidra, Wifatch, Gafgyt 등과 같은 Mirai 후발 주자51 및
BCMUPnP_Hunter 52 및52 Torii 봇넷53 등과 같은 신규 위
협은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맬웨어, 코
인 채굴 맬웨어, 스팸 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수십만 대

출 영역의 성장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54 IBM X-Force
Red 및 ThreatCare 연구원은 스마트 시티 해킹 위험성 백
서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2018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
술에서 17개의 제로 데이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의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누적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IoT 장치를 사용한 광범위한 공격 이후, 공
격자는 라우터, CCTV 카메라, 스마트 미터와 그리드 등의
IIoT 연결 장치와 같은 소비자 장치를 대상으로 하여 2019
년 이후에도 공격을 계속 감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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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건의 기록과 수백 기가
바이트
X-Force는 2011년 이후 공개된 보안 사고 및 데이터 유출을 추적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림 8은 2016, 2017, 2018년에 보고된 보안 사고
샘플링을 설명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건에서 117억 건이 넘는 기록과 11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도난당
했습니다. 테라바이트라는 엄청난 분량을 실감 나게 표현하자면, 11테라바이트는 동일한 간격으로 거의 50억 번의 타자
를 친 페이지와 같습니다.55
그림 8:

Figure 8:

손상된 Top
레코드와
캐시
파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문제
Sampling
of the
Impact
Security
Incidents
by보안
Records
샘플링,
시간Files
및 영향,
2016-2018년
and Cache
Compromised,
Time and Impact, 2016 through 2018
Source: IBM X-Force

출처: IBM X-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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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의 크기는 유출 된 기록 및 재무 손실과 관련하여 공개 된 정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비용 측면에서 사건의 상대적 영향을 추정합니다.

이렇게 누출된 기록과 데이터 캐시에는 사회 보장 번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신용 카드 정보 또는 여권 데이터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시험 및 실험 결과 그리고 의료 보험 정
보와 같은 의료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PHI(Personal Health Information)까지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절취한 데이터에는
조직 전체의 디지털 설비 정보가 들어 있기도 합니다.
국가 지원을 받는 간첩 집단과 사이버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고객, 직원의 PII 및 PHI를 주로 표적으로 하는 위협 행
위자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간첩 집단은 해당 국가가 계속 시도 중인 감시 또는 불법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ID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도의 일환으로 이런 유형의 데이터를 찾습니다. 절취한 PHI를 통해서 적대국은 정보 표적과 해외 거
주자의 잠재적 취약성을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동기를 지닌 사이버 범죄자는 종종 피싱과 상용 맬웨어를 결합하여 핵심 PII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시도
합니다. 또한, 숙련도가 낮은 사이버 범죄자와 집단은 SQL 인젝션 공격에 준비가 부족한 취약점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후 자동화 공격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 범죄자
는 PHI를 찾은 후 PHI 기록에 종종 들어있는 관련 PII 정보로 돈을 만들려고 합니다. 금융 사기 및 신원 도용 시나리오가
늘상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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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전환:
핵심 하드웨어 취약성

끊임없이 확장되는 소프트웨어 및 연결된 장치 영역에서 나타나는
광범위한 공격 노출 영역을 해결하고 고객 및 직원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비즈니스와 보안 팀이 직면하고 있는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 기업 및 보안 공동체가 하드웨어 보안에 접근

이런 취약점에 의해 시간이 가면서 악용 가능성과 하위

하는 방식을 재고하게 만든 하드웨어 보안 문제의 새로

취약점은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취약성의 영

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20년 동안 제조

역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잠재적인 공격 시나

된 거의 모든 컴퓨터 칩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취약

리오로서 등장하게 되어 중요한 생산 자산에서 장비를 업

점과 동일한 몇 가지 변종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Dubbed

데이트하고 하드웨어를 패치해야 하는 많은 조직은 이를

Spectre(CVE-2017-5753) 및 CVE-2017-5715) 그리고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6

Meltdown(CVE-2017-5754)으로,57 이 취약점에 의해58 공
격자는 부채널 공격을 사용하여 안전한 메모리에 있는
비밀 데이터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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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건의 악의적인 도메인
차단

확장되는 공격 노출 영역에는 인터넷 영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도메인의 끝없는 흐름이 들어 있으므로, 안전한 인터넷
검색은 점차 달성하기 어려운 작업이 되었습니다.
IBM, PCH(Packet Clearing House) 및 GCA(Global Cyber Alliance) 간의 협업으로 탄생되었으며 그 지원을 받는 무료
DNS(Domain Name Server) 서비스인 Quad9는 악성 사이트에 대한 DNS 요청을 매일 평균 1천만 건 차단합니다.59
인터넷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협력의 일환으로 IBM은 Quad9에 악의적인 도메인 목록을 제공하고 해
당 도메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개인 정보가 필터링 된 DNS 조회 이벤트 수를 수신합니다.
아래의 차트는 2018년 IBM Security에서 기록한 악성 도메인 유형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Figure 9:

Malicious Domain Categories Blocked by Quad9
Source: Quad9 blocked categories as correlated with IBM Security threat intelligence

그림 9:

Quad9가 차단
한 악의적인 도
메인 범주
출처: Quad9는 IBM Security
위협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카테고리를 차단했습니다.

77 % 스팸
8 % 컴퓨터 범죄 + 해킹
ware
5 % 악성 코드
4 % Botnet C2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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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ecurity 위협 인텔리전스와 연관성을 점검한
Quad9 데이터 샘플링에 따르면 Quad9의 악의적인 DNS
요청 중 77% 이상이 스팸 이메일에서 사용자에게 액세
스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스팸
은 여전히 인터넷 사용자에게 접근하고, 사기와 맬웨어를
확산시키며, 사용자에게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가장 효

Quad9의 악의적인 DNS 요청
중 77% 이상이 스팸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에게 액세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과적인 방법 중 하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팸 메일
은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열어 사용자가 랜섬웨
어가 포함된 악의적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할 수 있
도록 함정을 판 감염 영역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습
니다.
악의적인 URL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요청의 8% 이상에
서 해커는 가짜 웹 사이트를 호스팅하여 사용자 자격 증
명, 신용 카드 번호 및 기타 수익을 창출할 정보를 훔칠 피
싱 도메인으로 이어집니다. 악의적인 DNS 요청의 또 다

의도하지 않았던 이메일에 속은 악의 없는 사용자가 스
팸, 맬웨어 및 피싱 사이트는 방문하는 동안, 해킹 카테고
리의 사이트는 맬웨어 제어 허브를 운영하거나 해킹, 사
기 및 기타 범죄에 대한 정보가 쉽게 제공되는 지하 포럼
에 액세스하는 사이버 범죄자가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조사를 수행하는 보안 전문가 역시 방문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합법적인 사
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른 5%는 C&C 도메인으로 이어지며, 여기에서는 봇네트
가 이를 사용하여 기밀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공격을 감추
는 통신 채널을 구축합니다. 거의 4%가 맬웨어를 유포하
는 도메인에 대한 DNS 요청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은 공격자가 사용자나 네트워크를 원격으로 공격하여 데
이터를 추출하거나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내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는 데 악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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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에 대비한 위협 완화 및
준비도 개선

성숙한 보안 태도를 갖춘 조직은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직원 교육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IRP(Incident Response Plan)를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복구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반의 영향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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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책 이행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서 발견한 내용을 기술했으나, 다가올
것을 파악하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대응 준비가 되면,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그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확장되는 공격 노출 영역은 공격자가 조직을 공격할 수많

• 공 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를 표적으로 하고 있

은 기회를 부여합니다. 공격자는 한 번만 성공하면 되지

으므로, 부적절하게 구성된 클라우드 서버는 고객과

만, 새로 등장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위협을 완화하기 위

직원 데이터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조직은 클라우드 서

해 방어하는 기업이 취해야 하는 적극적인 대응책은 몇 가

비스 아키텍처 설정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며 기

지입니다.

본 설정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 협업을 선택

• 재정적인 동기를 지닌 사이버 범죄자와 국가 지원을 받

하기 전 엄격한 보안 표준으로 타사 클라우드 공급사를
검사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의 각 구성 요소 제어

는 공격자는 광범위한 산업을 표적으로 합니다.

책임자를 파악하고 보안 조치가 배포되는 위치와 방법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도적 위험 관리 모델에 통합하여

에 대한 정책을 정의합니다. 기존 IT 인프라에 적용할 보

악의적인 행위자, 감염 방법 및 중요한 비즈니스 프로

안 정책과 동일한 보안 정책을 구현합니다.

세스에 발생 가능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
심이 가는 침입자를 맵핑하고 파악함으로써 조직은 직

• 조
 직의 공급망 또는 타사 관계를 악용하는 공격자가 주

접적인 영향과 부수적인 손상에 대한 위험을 보다 잘 평

요 표적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운송 및 제조와 같은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협 인텔리전스는 위협 그룹

여러 산업 분야에서 특히 이러한 유형의 공격에 취약합

TTP에 대한 최신 정보를 사용하여 위협 소스 및 위협 이

니다.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은 비즈니스 협

벤트를 식별함으로써 조직의 위험 평가 프로세스에 정

업을 선택하기 전 엄격한 보안 표준으로 타사를 검사해

보를 제공하고 자산 강화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

야 합니다. 통신 암호화와 마찬가지로 공급망 제공자의

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안 요구 조건 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역
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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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또한, 복원 작업은 표준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시간이 아

성숙한 보안 상태와 강력한 완화 방법 및 솔루션을 갖춘

닙니다. 이것은 위기를 관리하는 시기이며 단체 협약에 소

조직이라도 사이버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

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

버 공격에 대한 대응 후 복원 방법을 파악하고 공격의 근

다. 이를 위해, 주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선임자를 지정

원을 차단하는 것은 복구 처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해야 합니다.

부분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재개되는 속도에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복원 절차는 기술적인 동시에 비기술적
인 과정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팀은 비즈니스의 중요 영역을 복원하고
사고 발생 당시 사전 결정된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재해
복원 계획 및 비즈니스 우선순위에 따라 대부분의 프로세
스를 정상으로 되돌릴 때까지 일반적으로 연중무휴로 작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후 복원
방법을 파악하고 공격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은 복구 처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합니다.
팀 리더는 위기 단계에서 직원의 휴식 상태와 건강 상태

그러나, 위기가 일단 진정되고 일상 업무가 재개되면“학

를 확인하여 업무 기능 복원을 위해 계속 전진하고 조사

습한 교훈”이라는 논의를 시작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야 합니다. 직원이 오랜 시간 과로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

“IRP를 보완하여 어려운 시점에서 손쉽게 수행하는 방법

으며, 이런 것은 장시간의 비상 상황에서는 종종 용납됩니

은 무엇입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

다. IRP 내용에 숙식 제공 명문화를 고려하는 것도 유용합

른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업무 분야에 정

니다.

보 인텔리전스를 통합할 방법이 있습니까?”,“중요한 모든
사항을 적절히 정의했습니까?”또는“네트워크의 특정 영
역 격리를 위해 더 많은 세분화가 필요합니까?”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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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제품은
무엇입니까?

사이버 사건 발생 시 준비가 안 된 조직은 대응과 복원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다른 수많은 위반 비용까지발생됩니다.60 2019년 공격에대응할
준비가 된 조직은 사이버 위협에대비하여 중요한자산을 보호하는 보다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GDPR 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규제에 대

2019년 조직은 시뮬레이션 사이버 공격에 참여함으로써

처해야 할 필요성에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공동

의해서 확장되는 공격 노출 영역을 보호하는 문제가 악화

의 노력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훈련으로 조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조직에서는 개인 정보

직은 업무 문제를 식별하여 공격 이전에 대처하는 데 도움

보호 규정 때문에 사이버 사건에 대비한 엔드

이될수있
 습니다.

포인트 보호 도구를 배포하는 승인을 받으려면 직장 협의
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응 준비에는 지정된 IR 팀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이런 과정에서, 공격자는 30-90일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

경우 다른 부서원으로 구성된 IR 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내 IR 팀을 보유한 조직은 공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프로세스 비용을 크게 절감했습니다.

상당한 이점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

사고 대응팀의 평균 비용 절감 효과는 기록당 14달러였습

은 공격자가 계속 악용합니다. 자동 검사 이외로 수동 침투

니다. 작년 말 대형 호텔에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5억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동 도구는 알려진 취약점을

건의 기록을 곱하면 됩니다.61

발견할 수 있지만 수동 테스트는 도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발견합니다.

최초의 단계로서, 간단한 훈련과 실행 지침을 사용해도 좋
으나, 정기적으로 응답 흐름을 훈련하고 이후 모든 훈련에

침투 테스트를 넘어서서 보다 성숙한 보안 프로그램을 운

서 결과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영하는 조직은 블루 팀과 레드 팀의 전투를 테스트 및 훈련
하고 실전에서 발생하는 고급 공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

IRP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개선하기 위해 토론 그룹에

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참여하고 성공 사례를 다른 팀과 공유하여 IR 계획을 지속
적으로 강화하면 임박한 공격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줄

또한, 피싱 및 맬웨어는 계속해서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사

일 수 있습니다.

이버 범죄자와 APT 행위자는 이를 계속 악용할 것이므로
조직은 비고의성 행위자 위험성에 대처해야 합니다. 침입자
가 사용하는 업데이트된 피싱 기술을 직원 교육 및 테스트
캠페인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면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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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orce 정보
IBM X-Force는 최신 위협 추세를 연구하고 모니터링하여 고객과 일반 대중에게 신종 및 중요 위협에 대해 알리고 보안 콘
텐츠를 전달하여 IBM 고객을 보호합니다. 인프라,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보호에서 클라우드 및 관리형 보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IBM Security 서비스는 귀사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할 전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BM Security는 최
고의 기술 인력을 채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일부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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