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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 세계가 지속되는 팬데믹, 재택 근무와 사무실 복귀의 반복, 끊임없이 불
신의 분위기를 낳는 지정학적 변화와 계속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들이 혼란을 야기하며 이러한 혼란을 틈타 사이버 범죄자들이 판을 칩니
다. 2021년, IBM Security® X-Force®는 위협 행위자들이 어떻게 기회
주의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을 활용하여 전 세계의 조직에 성공적으
로 침투하기 위한 전술과 기법을 채택했는지 확인했습니다.
IBM Security X-Force Threat Intelligence Index는 네트워크 및 엔드포인트 탐지 디바이스, 인시던
트 대응(incident response, IR) 활동, 도메인 이름 추적 등 수십억 개의 데이터포인트를 활용하여 데
이터에서 관찰하고 분석한 새로운 트렌드와 공격 패턴을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1월부터 12
월까지 수집된 데이터 기반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IBM Security는 이러한 결과를 IBM 고객, 보안 산업의 연구자, 정책 입안자, 미디어 그리고 보안 전문
가 및 비즈니스 리더로 구성된 커뮤니티 전체를 위한 리소스로 제공합니다.
환경의 변동성이 크고 위협 유형과 위협 벡터가 모두 진화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공격자보다 한 걸음 앞서나가고 중요한 자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위협 인텔리전스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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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고서의 주요 내용

1위의 공격 유형: X-Force가 해결한 공격 중 랜섬웨어의 비율이 전년대비 거의 9% 감소했지만, 랜섬웨
어는 2021년에도 공격 유형으로서 1위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X-Force가 Sodinokibi라고도 부르는 랜
섬웨어 유형인 REvil은 2년째 X-Force가 확인한 가장 흔한 랜섬웨어 종류였습니다. 이 랜섬웨어는 모든
랜섬웨어 공격의 37%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 순위는 13%를 기록한 Ryuk이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주
로 관련 법령 강화 덕분에 2021년에 랜섬웨어 및 IoT 봇넷 공격이 감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만으로 2022년에 이러한 공격이 다시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공급망 취약성: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 보안 행정 명령, 제로 트러스트 지침에 초점을 맞춘 미국 국토안
보부, CISA 및 NIST의 지침 때문에 공급망 보안은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
니다. 이러한 지침은 취약성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취약성 악용은 제조업 분야에
서 1위의 초기 공격 벡터였습니다. 제조업은 공급망 압박과 지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피싱의 피해자가 된 브랜드: X-Force는 2021년 내내 사이버 범죄자들이 피싱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면밀하게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Microsoft, Apple, Google이 범죄자들이 흉내내려고 시
도한 3개의 상위 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형 브랜드는 반복적으로 피싱 키트에서 사용
되었으며, 공격자는 이러한 브랜드의 인기 그리고 많은 소비자가 이러한 브랜드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
를 악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최상위 위협 그룹: 이란의 국가 단위(nation-state) 위협 행위자로 의심되는 ITG17(MuddyWater),
사이버 범죄자 그룹 ITG23(Trickbot), 그리고 Hive0109(LemonDuck)이 X-Force 인텔리전스 분석
가가 2021년에 확인한 가장 활동적인 위협 그룹 몇몇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위협 그룹들은 기량을 강
화하고 더 많은 조직에 침투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멀웨어는 더 강화된 방어-회피 기법을 활용
했으며, 경우에 따라 보안 통제 조치를 통과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메시징 및 스토리지 플랫폼을 통해
호스팅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적법한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명령을 숨기고 통신을 제어하기
위해 악용되었습니다. 또한, 위협 행위자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더 쉽게 건너가기 위해 Linux 버전의 멀
웨어를 계속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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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계

21%

공격 중 랜섬웨어의 비율
랜섬웨어는 X-Force가 작년에 확인한 1위의 공격 유형이었습니다. 공격 중 랜섬웨어가 차지하
는 비율은 전년도의 23%에서 21%로 감소했습니다. REvil 랜섬웨어 행위자(즉, Sodinokibi)는
모든 랜섬웨어 공격의 37%를 차지했습니다.

17개월

랜섬웨어 범죄조직이 이름을 바꾸거나 활동을 중단하기 전까지의 평균 시간

X-Force가 조사한 랜섬웨어 범죄조직은 이름을 바꾸거나 해체되기까지 평균 17개월을 활동했
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범죄조직 중 하나인 REvil은 31개월(2년 반) 후, 2021년 10월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41%

최초 접근을 위해 피싱을 악용한 공격의 비율
피싱 작업은 2021년에 침해의 1위 경로로 부상했습니다. X-Force가 해결한 인시던트 중 41%
가 최초 접근을 위해 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33%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취약성 악용으로 인한 인시던트 수의 증가 비율
2021년에 악용된 상위 5가지 취약성 중 4가지는 새로운 취약성이었습니다. 그 예로는 Log4j 취
약성 CVE-2021-44228이 있습니다. 이 취약성은 12월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위를 차
지했습니다.

3배

전화 통화가 추가된 표적 피싱 공격의 클릭 유효성
일반적인 표적 피싱 공격의 클릭률은 17.8%였지만 전화 통화가 추가된 표적 피싱 공격(비싱 또
는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 중 53.2%에서 클릭을 유도하여 유효성이 3배 더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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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새로운 코드가 사용된 Linux 랜섬웨어 증가율
Intezer에 따르면 고유한(새로운) 코드가 사용된 Linux 랜섬웨어의 비율이 전년 대비 146% 증
가했습니다. 이는 Linux 랜섬웨어 혁신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

제조업에 대한 공격 순위
제조업은 작년 X-Force가 해결한 공격의 23.2%를 차지하여 2021년에 금융 서비스를 넘어 가
장 많은 공격을 받은 산업이 되었습니다. 랜섬웨어는 제조 기업에 대한 공격의 23%를 차지하는
1위의 공격 유형이었습니다.

61%

OT 연결 조직에 대한 침해 중 제조업의 비율
작년에 OT 연결 조직에 대한 인시던트의 61%는 제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OT 연결 조직
에 대한 공격의 36%는 랜섬웨어 공격이었습니다.

2,204%

OT에 대한 정탐 활동 증가
공격자들은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SCADA Modbus OT 디바이
스에 대한 정탐 활동을 2,204% 증가시켰습니다.

74%

Mozi 봇넷에서 시작되는 IoT 공격의 비율
2021년에 IoT 디바이스에 대한 공격은 74%가 Mozi 봇넷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6%

아시아를 표적으로 하는 세계적 공격의 비율
모든 공격의 26%는 아시아에 있는 표적을 조준하였습니다. 아시아는 2021년에 가장 공격을 많
이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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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공격 유형
이 보고서에서는 공격자가 피해자의 네트워크에 접근한 후 달
성하려는 최종 목표에 따라 공격 유형을 분류합니다. 공격 유
형은 초기 감염 벡터와 다르며, 초기 감염 벡터는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초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 유형의 예로는 위협 행위자의 최종 목표에 따라 랜섬웨어, 데이터 도
난, BEC 등이 있습니다. 초기 감염 벡터의 예로는 피싱, 자격 증명 도용, 취약성 악용
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2021년 공개된 데이터 중 가장 많은 공격이 발생한 유형에 대한 세
부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3년 넘게 X-Force가 가장 많이 관찰한 공격 유형이었으며, 2021년도 예
외는 아니었습니다. 2021년 X-Force 인시던트 대응 팀에서 해결한 공격 중 21%가
랜섬웨어 공격이었습니다. 이 비율은 X-Force가 해결한 공격 중 랜섬웨어 공격의 비
율이 23%였던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지만, 랜섬웨어 공격 건수는 전년 대
비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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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3%

그림 1

2020~2021년 최상위 공격 유형 비교

2020~2021년 최상위 공격 유형 비교 분석(출처: IBM Security X-For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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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8%

악의적 내부자

구성 오류
RAT

인증 정보 수집
데이터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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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접근

랜섬웨어

1

2021

2020

기타 공격으로는 애드웨어, 뱅킹 트로이 목마, 봇넷, 크립토마이너, 변조, 사기, DDos, POS(Point of Sale) 멀웨어, 스팸,
웹스크립트, 웹셸, 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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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orce가 관찰한 랜섬웨어 공격 빈도는 일년 내내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5월과 6월에는 공격 빈도
가 높아지는 반면 1월에는 다소 낮게 나타납니다. 또한 랜섬웨어 공격은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감소하는
편입니다. 2021년에는 8월과 11월에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5월의 Darkside와 Babuk, 6
월의 Avaddon, 10월의 REvil 등 이전 몇 달에 걸쳐 여러 그룹의 운영 서버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폐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림 2

2020~2021년 IR 인시던트 중 랜섬웨어의 월별 비율 비교

2020~2021년 X-Force 인시던트 대응 팀에서 해결한 랜섬웨어의 비율(출처: IBM Security X-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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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orce 조사에 따르면 랜섬웨어 그룹이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폐쇄
되기까지의 평균 시간은 17개월이며, 중앙값은 18개월입니다. 랜
섬웨어 그룹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당국의 체포나
법적 조치가 있을 때 브랜드를 변경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
로 인해 랜섬웨어 그룹이 완전히 폐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동적
인 환경에도 불구하고(아마도 그로 인해) 많은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대규모로 남아 있는데, X-Force는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창출되는
높은 수익과 현재 랜섬웨어 활동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법적 조치
의 한계를 근거로 랜섬웨어 범죄 활동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분석
하고 있습니다. X-Force는 많은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브랜드를 변
경한 후 새로운 브랜드 이름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 GandCrab에서 REvil로, Maze에서 Egregor로,
DoppelPaymer에서 Grief로 브랜드를 변경했습니다.

“많은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법적 조치는 2021년 X-Force가 관찰한 랜섬웨어 공격 비율 감소의
주요 요인이겠지만, 우리가 목격한 사라진 집단들은 2022년 새로운
이름으로 브랜드를 바꾼 후 재등장하여 랜섬웨어 활동을 계속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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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운영 중단된 랜섬웨어 그룹

2017~2021년 운영 중단된 랜섬웨어 그룹 샘플(출처: IBM Security X-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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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X-Force가 관찰한 랜섬웨어 변종 중 REvil은 팀에서 해결한 모든 랜섬웨어 인시던트의 37%(1/3
이상)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공격은 Ryuk였으며, 작년에 관찰한 공격 중 13%를 차지합니다.
2021년 10월 중순 현재 REvil 공격자들은 아마도 법적 조치로 인해 영구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
입니다. Ryuk와 REvil은 가장 오래 운영된 랜섬웨어로, 각각 2019년 4월과 2018년 8월에 출현했습니다.
그림 4

2021년에 관찰된 랜섬웨어 유형

2021년 X-Force 인시던트 대응 팀이 관찰한 랜섬웨어 유형(출처: IBM Security X-Force)

3%
Xorist

3%
Neﬁlim

3%
Ragnar Locker

3%
Medusa
3%
Eking
3%
DarkSide
3%
Crystal

37%
REvil

3%
CryptoLocker
3%
Conti
3%
BlackMatter
3%
BitLocker
3%
AvosLocker
3%
AtomSilo
7%
LockBit 2.0

13%
Ryuk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하는 이유

X-Force 인시던트 대응 팀(X-Force IR)은 랜섬웨어 공격을 해결하여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대부분의 랜섬웨어 공격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랜섬웨어 인시던트에서 관찰
된 공통 패턴을 정의하는 5단계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IBM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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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랜섬웨어 공격 단계

X-Force 인시던트 대응 팀에서 관찰한 랜섬웨어 공격의 표준 공격 흐름(출처: IBM Security X-Force)

2단계: 후속 공격
초기 접근 벡터에 따라 2단계에서는 Cobalt
Strike 또는 Metasploit와 같은 공격적인 보안 도
구를 사용하여 인터랙티브 접근을 설정하기 전에
중개 원격 접근 도구(RAT) 또는 멀웨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초기 접근
초기 접근: 피싱 이메일
또는 인터넷 연결 서비스
악용

영구 접근 설정:
태스크, 실행 키,
RAT 등

명령 및 제어

3단계: 분석 및 확장
3단계에서 공격자는 현재 접근 권한이 있는 로컬
시스템과 도메인을 파악하고 내부망 이동을 가능
하게 하는 추가 자격 증명을 획득하는 데 집중했
습니다.

2단계: 후속 공격
2단계 멀웨어/후속 공격
툴킷

인터랙티브 공격자가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

3단계: 분석 및 확장
자격 증명 수집
• 로컬 정탐: 로컬 사용자,
그룹, 작업 목록 등
• Active Directory 정탐:
도메인 관리자 및 도메인
컨트롤러 목록 수집

SMB 내부망 이동

4단계: 데이터 수집 및 무단 반출
데이터 무단
반출(WinSCP, Rclone 등)

도메인 관리자 특권 획득

1단계: 초기 접근
랜섬웨어 공격의 가장 일반적인 접근 벡터는 피싱,
취약성 악용, 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과 같은 원격
서비스입니다.

정탐

자격 증명 수집
• 랜섬웨어의 표적이 될
호스트 이름/서브넷
목록 수집
• 데이터 소스 목록 수집

4단계: 데이터 수집 및 무단 반출
2019년 이후 X-Force IR에서 대응한 거의 모든
랜섬웨어 인시던트는 데이터 도난과 랜섬웨어의 “
이중 갈취(Double Extortion)” 전술을 사용했습
니다. 4단계 공격에서 랜섬웨어 운영자의 초점은
주로 중요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를 무단으로 반
출하는 것에 맞춰졌습니다.
5단계: 랜섬웨어 배포
X-Force IR에서 대응한 거의 모든 랜섬웨어 인시
던트에서 랜섬웨어 운영자들은 랜섬웨어 페이로
드의 배포 지점으로 도메인 컨트롤러를 겨냥했습
니다.

5단계: 랜섬웨어 전개
공유된 랜섬웨어 스테이징

IBM Security

PsExec/SMB/그룹
정책을 통해 도메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랜섬웨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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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에서 우려되는 새로운 동향은 “삼중 갈취(triple extortion)” 전술의 확장입니다. 이러
한 유형의 공격에서 위협 행위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훔치는 것은 물론 영향을 받는 조직을 대
상으로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도 감행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이 조직
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종류의 악의적 공격으로 피해자의 네트워크가 거의 동시에 볼모로 잡히
고 데이터의 도난(경우에 따라 유출)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1%

의 공격이 서버 접근이었음

랜섬웨어 범죄 조직은 공격 대상을 일차 피해자의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확대하면서 랜섬웨어 공
격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이나 비즈니스 중단을 방지하고 싶다면 몸값을 지불하도록 압박합니다.

서버 접근

공격자가 서버에 대한 무단 접근 권한을 획득했지만 최종 목표는 알 수 없는 서버 접근 공격은, 두
번째로 흔한 공격 유형으로, 2021년 X-Force IR 팀에서 해결한 모든 인시던트 중 11%를 차지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발생했으며, 많은 경우 위협 행위자가 China Chopper
Webshells, Black Orifice 멀웨어, Printspoofer, Mimikatz를 포함한 서버에 멀웨어를 배포하
거나 침투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위협 행위자가 서버에서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하는 CVE-2020-7961과 같은 알려
진 취약성을 악용했습니다. 위협 행위자가 Microsoft Exchange 서버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관심
있는 네트워크에 무단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아래 나열된 2021년 상위
10대 취약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X-Force의 IR 팀에서 관찰한 서버 접근 공격 중 일부는 데이터 도용이나 랜섬웨어 배포 시도에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공격자가 기업 네트워크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서버 접근 공격 건수가 많다는 것은 조직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공격을
식별하여 차단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IBM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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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2020년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BEC) 공격이 감소세로 돌아선 후 X-Force는 2021년에도 이 공격 유
형 횟수가 감소했음을 발견했습니다. BEC는 X-Force IR 팀이 해결한 세 번째로 가장 흔한 공격 유형이
었습니다. 작년 IBM Security는 다중 요소 인증(MFA)의 광범위한 구현으로 BEC 위협 행위자들의 공
격 성공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은 2021년에도 유지되었는데, BEC 공
격자가 MFA가 아직 본격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지역으로 초점을 옮겨 더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미 지역의 조직은 X-Force IR 팀이 해결하고 있는 BEC 공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미 지역의 조직도 여전히 BEC 공격의 표적이었지만, 남미 지역의 조직을 대상으
로 한 BEC 공격 급증은 BEC 공격자가 집중 공격 대상 지역을 옮겼음을 시사합니다. 즉, 2019년 중남
미 지역 조직을 표적으로 한 BEC 공격은 0%였지만, 2020년에는 19%, 2021년에는 20%까지 증가
했습니다.
그림 6

2021년 BEC 인시던트의 백분율

2021년 지역별 BEC 인시던트의 백분율(출처: IBM Security X-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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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orce가 관찰한 위협 행위자의 최종 목표를 조사하는 것 외에도 IR 팀
은 위협 행위자가 피해자의 네트워크에 대한 초기 접근 권한을 얻는 방법
도 추적합니다.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공격 방법으로는 피싱 및 취약성 악
용이 많으며, 이외에도 자격 증명 도용, 무차별 대입, 원격 데스크탑 프로토
콜(RDP), 이동식 미디어, 비밀번호 스프레이 공격 등이 있습니다.
그림 7

2020~2021년 최상위 감염 벡터 비교

2020~2021년 X-Force 인시던트 대응 팀에서 관찰한 감염 벡터 비교 분석(출처: IBM Security X-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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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싱은 2020년 1위를 차지한 취약성 악용을 제치고 2021년 최상위 감염 벡터로 부상했습니다. X-Force에서 해결한 인
시던트 중 41%가 피싱이었습니다. X-Force의 관찰 결과 2021년 3분기에는 취약성 악용이 지배적이었지만 1분기와 4
분기에 피싱 관련 인시던트가 상당수 발견되면서 이 감염 벡터가 2021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림 8

2021년 분기별 피싱, 취약성 악용, 자격 증명 도용과 관련된 공격 비율
2021년 분기별 다양한 감염 벡터 관련 공격 비율(출처: IBM Security X-Force)

52%
50%

47%
42%

40%

37%

36%
31%

30%

30%
23%

22%

20%

10%

7%

5%

0%

Q1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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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orce Red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에는 피싱 이메일을 통한 소셜 엔지니어링 침투 테스트 공격 수행이 포함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표적 피싱 공격의 경우 X-Force Red에서 시뮬레이션한 공격의 평균 클릭률은 17.8%였습니다. 시
뮬레이션 시 피싱(보이스피싱) 전화 통화를 추가하자 클릭률이 53.2%까지 치솟아 3배나 효과적이었습니다.
BEC 공격자는 피싱 공격과 소셜 엔지니어링을 활용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 X-Force는 랜섬웨어 공
격자가 랜섬웨어 공격을 위해 피해자 네트워크에 대한 초기 접근 권한을 얻으려고 피싱 공격에 더 많이 의존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IBM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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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1년에 관찰된 여러 REvil 랜섬웨어 인시던트는 QakBot 피싱 이메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메일에
는 대개 미지불 인보이스 관련 메시지 등 매우 짧은 메시지를 포함하거나, 경우에 따라 진행 중인 이메일 대화를 가로챈
다음 악성 첨부파일만 추가해 전체 회신하기도 합니다.
문서를 열면 수신자에게 QakBot 뱅킹 트로이 목마를 제거하는 매크로를 활성화하도록 지시하는데, 이를 통해 시스템
에 대한 초기 접근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후 공격은 정탐 활동을 하고 공격을 진행하는 REvil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넘
어갑니다.
샘플 QakBot 피싱 이메일은 그림 9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9

샘플 QakBot 피싱 이메일

악성 첨부파일이 포함된 QakBot 피싱 이메일의 예(출처: IBM Security X-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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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가 첨부파일을 열려고 하면 “편집 활성화” 및 “콘텐츠 활성화”를 선택하여 매크로를 활성화하라
는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그림 10 참조). 이를 통해 위협 행위자는 악성 매크로의 도움으로 피해자
의 시스템에 멀웨어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

QakBot 피싱 첨부파일의 샘플 팝업 메시지

수신자에게 매크로 활성화를 지시하는 악성 첨부파일 메시지(출처: IBM Security X-Force)

단기적 피싱 키트 배포, 기술 및 은행 브랜드 남용

IBM은 이 특정 공격 벡터의 빈도와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 세계의 수천 개 피싱 키트를 분석했습니
다. 분석에 따르면 피싱 키트를 사용하는 악의적 행위자는 제한된 이익을 얻으면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 피싱 키트 배포는 대개 수명이 짧았으며 배포된 키트의 1/3 정도가 하루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피싱 키트는 불과 7~8시간만 개별 배포를 지속한 후 대부분의 호스팅 제공업체에 의해
악성으로 식별된 후 차단되었습니다.
— 평균적으로 각 배포 사이트를 방문한 잠재적 피해자는 75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 피싱 키트는 관찰된 거의 모든 키트에서 사용자 인증정보(이메일/ID/비밀번호 조합)를 요구했으
며, 신용카드 정보(요청의 61%), 우편 주소(40%), 전화 번호(22%), 생년월일(17%), 신분증 번호
(15%), 보안 질문(14%), ATM PIN(3%)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X-Force는 피싱 키트에서 가장 자주 도용된 상위 브랜드에 대형 기술 회사와 대형 금융 회사가 포
함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위 11개 브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IBM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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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장 많이 도용된 상위 11개 브랜드
1. Microsoft
2. Apple
3. Google
4. BMO Harris Bank(BMO)
5. Chase
6. Amazon
7. Dropbox
8. DHL
9. CNN
10. Hotmail
11. Facebook

222,127

2021년 6월 피싱 공격 건수로
역대 최고치 기록

APWG(Anti Phishing Work Group)는 2021년 6월에만 222,127건의 피싱 공격이
발생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X-Force는 사용이 쉽고 리소스 요구
사항이 낮은 특성상 위협 행위자가 계속해서 피싱 키트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합니다. 도용된 브랜드에 대한 의심스러운 연결을 모니터링하는 조직은 이러한 공격 벡
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uad92과 같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적용 DNS 서비스를 사용하면 피싱 공격의 위협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IBM Security X-Force는 Quad9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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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악용

2021년 2위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성 악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시던트 수는 2020년보다
33% 증가했으며, 이는 이 공격 벡터가 위협 행위자의 수법을 이미 확실하게 장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벡터를 통해 위협 행위자는 많은 경우 높은 권한으로 추가 공격을 위해 피해자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X-Force는 CVE-2021-35464(Java 역직렬화 취약성) 및 CVE-2019-19781(Citrix 경로 순회 결
함)과 같은 알려진 여러 취약성을 활용하여 관심 네트워크에 대한 초기 접근 권한을 얻는 행위자를 관
찰했습니다. 또한 Kaseya 랜섬웨어 공격 및 Microsoft Exchange Server 인시던트와 같은 주요 공격
에서 위협 행위자들이 제로 데이 취약성을 활용하여 피해자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확
인했습니다.
2021년 말에는 Log4j 취약성 CVE-2021-44228이 광범위하게 악용되면서 X-Force 선정 2021년
상위 10개 목록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직이 이 취약성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완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IBM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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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한 취약성 공격

지난 5년 동안 발견된 취약성 공격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위협 행위자
가 취약성을 악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익스플로잇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취약성을 악용하려는
위협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IoT) 및 산업 제어 시스템(ICS)과 관련된 취약성은 전체 취약성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
했는데, 전체 취약성 수 증가율이 0.4%인데 반해 이 두 범주는 각각 전년 대비 16%, 50% 증가했습니다.
그림 11

2011~2021년 연간 취약성 탐지 건수

2011~2021년 연도별 신규 취약성 탐지 건수 및 누적 건수(출처: IBM Security X-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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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위 10대 취약성
모든 취약성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음 목록에는 X-Force IR 팀에서 2021년 운영 과정에서 위협 행
위자가 악용하거나 악용을 시도한 것으로 관찰한 최상위 취약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조직의
경우 이러한 취약성의 패치를 최우선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1. CVE-2021-34523 – 악의적 행위자가 인증을 우회
하고 관리자로 가장할 수 있는 Microsoft Exchange
Server 결함. 일반적으로 ProxyLogon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2. CVE-2021-44228 – Apache Log4j 라이브러리의
취약성
3. CVE-2021-26857 – Microsoft Exchange Server
원격 코드 실행 취약성
4. CVE-2020-1472 – Netlogon 권한 승격 취약성
5. CVE-2021-27101 – SQL 삽입에 취약한 Accelion
FTA 취약성

IBM Security

6. CVE-2020-7961 –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Liferay
Portal 역직렬화로 JSON 웹 서비스를 통한 원격 코드
실행 허용
7. CVE-2020-15505 –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하는
MobileIron 취약성
8. CVE-2018-20062 – NoneCMS ThinkPHP 원격 코
드 실행 취약성
9. CVE-2021-35464 –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하는
ForgeRock AM 서버 Java 역직렬화 취약성
10. CVE-2019-19781 – Citrix 서버 경로 순회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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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및 IoT에 대한 위협
산업 제어 시스템(ICS), 그리고 더 나아가 운영 기술(OT)과 관련하여 알려진 취약성과
사물 인터넷(IoT) 취약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탐지된
취약성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디지털화와 인터넷 프로토콜의 막강한 기능을 통해 더 많은 “사물”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취약성과 위험도 생겨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문제 중 대다수는 산업 조직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인프라에서 IoT를 사용하는 조직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디지털화 외에도 공급망의 역동성이 많은 OT 연결 조직이 공격에 노출되는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
니다. 위협 행위자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조 및 에너지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두 산업이 산업 전반에 미
치는 파급 효과와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몸값을 지불하도록 유도하여 조직을 혼란에 빠뜨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협 행위자, OT 디바이스에 대한 정탐 가속화

2021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X-Force는 공격자가 산업용 네트워크에서 악용 가능한 통신을 검색하는 대규모 정탐을
수행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TCP 포트 502를 표적으로 하는 정탐 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포트는 애플리케이션 계층 메시징 프로토콜인 Modus를 사용합니다. Modus는 산업용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버
스, 네트워크,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디바이스 간에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을 제공합니다. 포트 502는
일반적으로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에서 사용합니다. Modbus에 접근하면 위협 행위자들이
그림 12
인터넷에 연결된 물리적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X-Force는 2021년 1월과 9월 사이에 포트 502를 표적으로
하는 적대적 정탐 활동이 2204% 증가한 것을 관찰했습니다.
위협 행위자들은 몸값을 요구하거나 통제권을 장악하여 피해를
입힐 표적을 찾기 위해 Modbus 정탐 활동을 강화했을 수 있습
니다. Modbus의 취약한 보안 기능을 감안할 때, 공격자는 접근

2021년 SCADA Modbus 정탐 활동 규모 월별 분석
2021년 SCADA Modbus 정탐 활동 월별 분석(출처: IBM Security X-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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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Modbus 디바이스를 찾은 후 디바이스에 유해한 명령을 실행하여 연결된 ICS 또는 IoT 시스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CADA Modbus는 ICS 환경에서 퍼듀 모델(Purdue Model)의 레벨 2에 있지만(이상적으로 엔터프
라이즈 네트워크에서 분할되어 DMZ(Demilitarized Zone)와 같은 격리 영역에 배치되어야 함), 경우
에 따라 개방형 인터넷을 통해 SCADA Modbus 포트 502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로 된 메시지의 인증 및 전송의 어려움은 Modbus의 몇 가지 추가적인 측면으로, 다른 최신 기술에 비
해 보안성이 떨어집니다.

OT 산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표적이 되는 제조업, 랜섬웨
어 주도

X-Force가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OT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산업 중 2021년 가장 많이 공격 당한 산업
은 제조업이었으며, X-Force가 문제 해결을 지원한 인시던트 중 6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제조 부문
의 조직들은 다운타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매력적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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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21년 표적이 된 OT 산업

X-Force IR에서 관찰한 2021년 표적이 된 6개 운영 기술 산업에 대한 공격 분석(출처: IBM Security X-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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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광업, 수도전기, 석유 및 가스, 운송, 제조업 등 X-Force가 2021년 OT 네트워크 상의 모든
산업에서 공격 유형을 관찰한 결과 랜섬웨어가 다시 공격 주도권을 잡으면서 전체 공격의 36%를 차지
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산업에 걸쳐 있는 전반적인 공격 동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IT 네트워크는 이러
한 공격 대부분에 의해 손상되었지만 대다수의 경우 피해자의 운영 기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타 상위 공격 유형에는 서버 접근, DDoS, RAT, 악의적 내부자, 자격 증명 수집 등이 포함됩니다.
그림 14

2021년 OT 공격 유형

2021년 운영 기술에 대한 공격 유형 분석(출처: IBM Security X-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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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및 OT 자산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Mozi 봇넷
Figure 15

IoT attack volume breakdown by quarter, 2018-2021

IoT malware
activity,
broken down
by quarter,IoT
2018-2021
2019년
이후
X-Force는
상당수의
멀웨어 활동을 탐지했으며,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4분기 사이에는 거의
(Source: IBM Security X-Force)
3000% 급증했습니다. Mozi 봇넷은 전체 IoT 멀웨어 유형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수치로는 2021년 X-Force에
서 관찰한 IoT 멀웨어 공격 중 74%에 해당됩니다.
그림 15

2018~2021년 분기별 IoT 공격률 분석

2018~2021년 분기별 IoT 멀웨어 활동 분석(출처: IBM Security X-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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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i는 취약한 Telnet 암호를 남용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제품 중 네트워킹 디바이스, IoT 및 비디오 레코더를 표적으로
하는 취약성을 악용합니다. 감염 후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OT 및 ICS 네트워크를 포
함하여 가치가 높은 네트워크로의 내부망 이동에 특히 효과적인 초기 접근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Mozi 배후의 위
협 행위자들은 라우터를 감염시켜 OT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여 랜섬웨어 배포로 이어지는 중간자 공격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Mozi의 접근 및 내부망 이동 기능 외에도 조직에서 다수의 보안 카메라 또는 유사한 IoT 디바이스를 감염시키는 대규모
Mozi 봇넷은 물리적 보안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은 2021년 6월과 8월 Mozi 봇넷의 작성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1년 4분기에 나타난 IoT 공
격 규모의 감소는 이러한 체포에 이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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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상위 위협 행위자
2021년 IR 데이터에 따르면 위협 행위자를 탐지할 수 있
는 곳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주요 공격 소스였습니다.

국가 소속 활동가들은 2021년 X-Force가 해결한 인시던트의 2%에 불과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활동
이 사이버 범죄 활동으로부터 야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국가 소속 활동가들은 주로 스파
이 및 감시를 수행할 방법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경우에 따라 미래의 방해 공작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X-Force에서 관찰한 활동의 1%만이 핵티비스트 그룹에서 넘어왔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2021년 X-Force에서 관찰한 보다 흥미롭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위협 그룹에 대한 추
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 16

2021년 X-Force 인시던트 대응 팀에서 관찰한 위협 행위자
2021년 X-Force IR에서 관찰한 위협 행위자 그룹의 유형별 분석(출처: IBM Security X-Force)

1%
핵티비스트

2%
국가 단위

97%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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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계열 ITG17, Aclip 백도어 사용 의심

2021년 IBM Security X-Force는 X-Force가 “Aclip”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백도어를 사용하는 위협
행위자를 탐지했습니다. 또한 공격자는 운영 통신을 난독화할 가능성이 있는 합법적인 메시징 및 협업
애플리케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악의적 트래픽 또는 근본적으로 악의적 의도가 있는 트래픽이 포착되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탐지된 도구, 전술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X-Force 팀은 이란 계열 국가 소속 활
동가 그룹인 ITG173(일명 MuddyWater)로 의심되는 위협 행위자가 감시 목적으로 이 활동의 배후에
있었다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트릭봇 조직인 ITG23, Conti 랜섬웨어 운영 지원

X-Force 분석가들은 트릭봇 뱅킹 트로이 목마 배후의 사이버 범죄 그룹, 즉 ITG23(Wizard Spider 또
는 Trickbot Gang이라고도 함)을 면밀히 추적해 왔습니다. 트릭봇 트로이 목마가 포함된 피싱 이메일
은 Conti 랜섬웨어의 초기 진입점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X-Force는 ITG23 트릭봇 활동이 증가하는 시
점에 Conti 랜섬웨어 공격도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그룹은 악성 Excel 문서를 전달하는 이메일 공격뿐 아니라 악명높은 BazarCall 캠페인에 의존했는
데, 이 캠페인은 제목에 구독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수신자가 사기성 콜센터에 연락하도록 유도한 다
음 전화 교환원이 서비스 구독 취소를 가장하여 사용자가 BazarLoader 멀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유도
합니다. 또한 이 그룹은 최근 이메일 스레드를 가로채 악성 첨부파일을 추가해 전체 회신한 다음 첨부파
일 확인을 유도했습니다.

2021년의 Hive0109 활동

X-Force는 2021년에 여러 건의 Hive0109(LemonDuck이라고도 함) 침해를 관찰했으며, 이 그룹은
ProxyLogon 취약성을 활용해 패치되지 않은 Microsoft Exchange Server를 손상시키는 데 능숙하다
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LemonDuck은 Linux 및 Windows 시스템을 표적으로 하고 캠페인에서 피싱
미끼로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emonDuck은 주로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영구적 멀웨어로, 2018년에 출현하여 이후 대규모 봇
넷으로 진화했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LemonDuck은 후속 멀웨어 및 공격의 1단계 로더 역할을 하
며, 감염된 디바이스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계속합니다.

3

ITG는 IBM Threat Group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소속 및 사이버 범죄자를 포함한 위협 행위자 그룹에 대한 IBM
X-Force의 이름 지정 규칙입니다. IBM은 ITG(IBM Threat Group)에서 식별한 위협 그룹 뒤에 숫자를 할당하여 이름
을 지정하고 추적합니다. 아직 조사 단계에 있는 위협 그룹에 대해서는 이 섹션에서 설명한 Hive0109와 같이 Hive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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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웨어 개발 트렌드
위협 행위자들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거듭하면서 운영 체제 전반에 더 큰
위협이 되고 탐지하기 어려운 멀웨어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
다. 이 섹션에서는 X-Force에서 관찰한 멀웨어 개발 트렌드 중 일부를 설
명합니다.

다음 단계 탐지 회피

X-Force의 멀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팀은 지난 1년 동안 멀웨어 회피 기술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었
음을 발견했습니다.
— 랜섬웨어 작성자들은 호스트 기반 탐지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
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체 시스템이 아닌 여러 데이터 블록을 암호화하여 암호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간헐적 암호화입니다.
— 명령 및 제어(C2) 통신은 합법적인 트래픽과 혼합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클라우드 메시징 및 스토
리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C2 통신의 터널링을 위해 DNS를 사용하는
경우도 더욱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공격자가 합법적인 통신으로 가장하여 네트워크 기
반 센서에서 C2 활동을 마스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멀웨어의 진짜 목적을 숨기고 분석 시도를 방해하기 위해 정교한 패킹 및 코드 난독화 기술을 활용하
는 멀웨어 작성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멀웨어 개발자들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어렵게 만들
기 위해 PureBasic 및 Nim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실험했습니다.

Docker를 표적으로 하는 멀웨어

X-Force IR 팀은 클라우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멀웨어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일반 Linux 시스템을 표
적으로 했던 여러 멀웨어 계열이 PaaS(Platform as a Service) 클라우드 솔루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Docker 컨테이너로 눈을 돌리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멀웨어 계열로는 XorDDoS, Groundhog, Tsunami가 있습니다. Docker를
표적으로 하는 공격은 단순한 봇을 넘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해 채굴 능력을 확장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IoT 멀웨어(Kaiji), 크립토마이너(Xanthe, Kinsing) 및 기타 멀웨어 변종의 악성
활동을 강조합니다.
위협 행위자들이 Docker 외에도 다른 컨테이너 플랫폼을 표적으로 삼는 것도 관찰되었습니다. 예를 들
어 Siloscape 멀웨어는 취약한 Windows 컨테이너와 Kubernetes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을 손상시키
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iloscape가 TeamTNT와 같은 사이버 범죄 조직의 공격에 통합되는 경우
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은 크립토재킹 봇넷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을 표적
으로 삼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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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ESXi를 표적으로 하는 랜섬웨어

X-Force는 Linux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멀웨어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여러 랜섬웨어 계열이 Linux 기
반 VMware ESXi 서버로 눈을 돌리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가상화에 의존하는 조직이 점점 더 늘어나면
서 랜섬웨어 작성자는 가상 머신(VM)에서 실행되는 운영 체제를 감염시키기 보다 가상 머신 파일 자체
를 암호화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X-Force IR 팀은 ESXi 서버에 배포된 SFile 랜섬웨어의 Linux 변종을 확인했으며, 2021년에는
그 뒤를 이어 REvil, HelloKitty, Babuk, BlackMatter 등 기타 랜섬웨어 계열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
러한 변종은 ESXi의 자체 명령행 관리 도구인 esxcli를 사용해 실행 중인 VM을 암호화하기 전에 VM을
열거하고 종료합니다.

Nim의 도입

2020년 교차 플랫폼 멀웨어 개발자들은 한 번에 여러 운영 체제를 컴파일할 수 있는 Golang을 프로그
래밍 언어로 선택했습니다. 2021년에도 Golang은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Nim과 같은 새로운 언어들
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협 행위자들은 Nim을 사용하여 Nimar 백도어와 러시아 계열 국
가 소속 활동가인 ITG05(일명 APT28)에서 사용하는 멀웨어 유형인 Zebrocy 버전을 컴파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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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진화하는
Linux 위협

IBM Security X-Force 위협 인텔리전스 파트너인
Intezer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Linux 환경
을 표적으로 한 멀웨어가 급증했는데, 이는 이 환경에
대한 위협 행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냅니다.
Intezer는 멀웨어 변종 코드의 고유성을 분석해 혁신
을 측정합니다. 멀웨어 코드에 대한 고유한 변종이 많
다는 것은 멀웨어를 수정하는 데 사용된 코드 혁신이 늘
었다는 의미이며, 코드를 재활용한 멀웨어의 경우 코드

그림 17

2020~2021년 Linux 멀웨어의 고유 코드 비교
2020~2021년 5개 범주에서 Linux 멀웨어의 고유 코드 비교(출처: Intezer)

랜섬웨어

은행가

Linux 멀웨어의 혁신 수준은 Windows 기반 멀웨어
의 혁신 수준에 거의 근접했으며, 이는 Linux 멀웨어의
혁신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증가 추세는 202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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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적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론을 사용한 결과
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Linux 멀웨어의 고유한 코드가 5개 범주
중 4개 범주에서 증가했고, 특히 코드 혁신이 10배 증
가한 뱅킹 트로이 목마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
다. Linux를 표적으로 한 공격의 증가는 클라우드 환경
으로 전환한 후 운영을 위해 Linux에 의존하는 조직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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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2021년 Linux와 Windows 계열 멀웨어의 고유 코드 비교
2021년 새로운 Linux 계열 멀웨어와 Windows 계열 멀웨어 비교(출처: Inte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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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클라우드 환경을 표적으로 삼은 위협 행위자

클라우드 보안 위협 환경에 대한 IBM 조사에서는 위협 행위자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표적을 옮기려
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위협 행위자들은 조직의 클라
우드 자산에 대한 초기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위협 행위자로부터 발생한 인
시던트 중 1/4이 온프레미스 네트워크가 아닌 클라우드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API 구성 오류
문제는 조사 대상 인시던트 중 2/3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적 선정은 클라우드 관련 자격 증명
이 판매되는 강력한 지하 시장과 일치했으며, 이러한 시장에서는 수만 개의 계정이 온라인에서 판매되
고 있습니다.
조직이 클라우드로 전환함에 따라 위협 행위자들도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클라우드 보
안 태세를 유지하려면 적절한 보안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효과적인 암호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 준수
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클라우드의 파일리스 멀웨어

메모리에 숨어있는 회피형 파일리스 멀웨어는 합법적인 스크립팅 언어를 악용하고 서명 사용을 회피하
여 표준 탐지 도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X-Force 조사에 따르면 위협 행위자들은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파일리스 멀웨어를 실행하는 것 외에도 Golang으로 작성된 오픈소스 스크립터 및 메모리 로더인 Ezuri
를 사용하여 탐지되지 않은 멀웨어를 더 쉽게 실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X-Force 조사에서는 VermillionStrike라는 새로운 멀웨어 제품군의 개발도 강조했습니다. VermillionStrike는 널리 사용되는 침투 테스트 도구인 CobaltStrike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른 유사 제품과
는 달리 Linux 시스템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은 Linux를 표적으로 한 멀웨어로
의 마이그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Windows 환경 외부에서 진행 중인 작업이 앞으로도 계
속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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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 지역별 트렌드를 다루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
로 2021년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공격이 발생했으며, 지
난해 X-Force가 관찰한 공격 중 2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21년 일본에서 개최된 하계 올림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
는 일본에서의 공격 급증은 이 공격 트렌드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이 각각 24%, 23%를 차지하면서 그 뒤를 바짝 뒤쫓았고 중동 및 아
프리카, 남미 지역이 각각 14%, 13%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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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2020~2021년 지역별 공격 분석 비교
출처: IBM Security X-Force

아시아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남미

13%

14%

23%

2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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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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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보고 목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호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인도, 태평양 제도가 포함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년 아시아 지역 조직에 대한 공격 유형에서는 서버 접근 공격
(20%)과 랜섬웨어(11%)가 1, 2위를 차지했고 데이터 도용(1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서버 접근 공격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 지역의 조직이 공격을 더 큰 공격으로 확대되기 전에 신속하게 탐지
하는 데 능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격 접근 트로이 목마와 애드웨
어는 공동 4위로, 전체 공격 중 9%를 차지했습니다.

최상위 공격 대상 산업
1. 금융 및 보험

30%

3.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13%

2. 제조

29%

아시아에서 REvil은 X-Force에서 관찰한 랜섬웨어 공격 중 33%를 차
지했으며 Bitlocker, Nefilim, MedusaLocker, Ragnar Locker도 중
요한 요소였습니다.
2021년 아시아 지역 조직의 감염 벡터에서 공동 1위는 취약성 악용과
피싱이었으며, 둘 다 해당 지역에서 관찰된 공격의 43%를 차지했습니
다. 경우에 따라 무차별 대입(7%)과 자격 증명 도용(7%)도 네트워크
에 대한 초기 접근 권한을 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금융 및 보험 회사가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으며, 이 부문
에 대한 공격은 X-Force가 해결한 인시던트 중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29%), 전문/비즈니스 서비스업(13%), 운송업(10%)
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X-Force의 관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
년까지 금융 및 보험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격 당한 산업이
었으므로, 아시아에서 경험한 것은 X-Force가 수년 동안 관찰한 세계
적인 트렌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 호주, 인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국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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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보고 목적으로 IBM은 유럽 지역의 조직이 서유럽, 동유럽 및 터키에 소재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유럽은 X-Force 인시던트 대응 팀이 관찰한 공격 중 24%를 받으면
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격을 받은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유럽 지역의 공격 유형에서는 랜섬웨어(26%)가 1위를, 서버
접근(12%)이 2위를 차지했으며, 데이터 도용(10%), 구성 오류(8%),
악의적 내부자(6%), 사기(6%)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자들은 랜섬웨어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는 유럽의 수많은 고수익 창
출 조직에 이끌렸습니다. 2021년 유럽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중 REvil
공격은 38%를, Ryuk는 25%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DarkSide,

최상위 공격 대상 산업
1. 제조

25%

3.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15%

2. 금융 및 보험

18%

LockBit 2.0, Crystal과 같은 랜섬웨어 그룹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
한 랜섬웨어 그룹은 대기업에 속한 기업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고 거
액의 몸값을 노리는 이른바 “빅게임 헌팅(big game hunting)”을 추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 지역 조직의 감염 벡터에서 1위는 취약성 악용이었으며, 유럽에서
X-Force가 해결한 모든 인시던트 중 4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피
싱(42%)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무차별 대입도 인시던트 중 12%에 사
용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제조업(25%)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으며, 금융 및 보험
(18%), 전문/비즈니스 서비스업(15%)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조 및
전문 서비스 조직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자의 관심 집중이 이러한 트렌
드를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이탈리아,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국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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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보고 목적으로, 북미 지역에 미국과 캐나다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북미 지역은 X-Force 인시던트 대응 팀이 관찰한 공격 중 23%를 받으
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받은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북미 지역 조직에 대한 공격 유형에서는 랜섬웨어
(30%)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봇넷과 랜섬웨어 그룹의 해체
등 사법당국의 법 집행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에 이 지역에서 관찰되
었던 공격률이 감소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상위 공격 대상 산업
1. 제조

28%

3. 도소매

11%

2.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15%

REvil 공격은 X-Force가 북미에서 관찰한 랜섬웨어 공격 중 43%를 차
지했고, LockBit 2.0, Conti, CryptoLocker, Eking도 관찰되었습니다.
랜섬웨어 다음으로 북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공격 유형은 BEC(12%)
였는데, 이는 BEC 공격자가 MFA가 본격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조직을
침해하기 위해 북미 지역 조직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음을 시사합니다.
서버 접근 공격은 3위로, 전체 공격 중 9%를 차지했습니다.
북미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위협 행위자가 선택한 공격 벡터는 피싱이었
으며, 2021년 X-Force가 해결한 인시던트 중 47%에서 관찰되었습니
다. 그 뒤를 이어 취약성 악용(29%), 이동식 미디어(12%), 무차별 대
입(9%), 자격 증명 도용(9%)도 사용되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2020
년과 2021년에 발표된 몇 가지 심각한 취약성에 대처하는 강력한 패치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조직이 늘어나면서 위협 행위자들은 피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으며, 이 부문에 대한
공격은 X-Force가 해결한 전체 공격 중 28%를 차지했습니다. 이 공격
률은 아마도 팬데믹이 가져온 제조업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이 있
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비즈니스 서비스업(15%), 도소매업(11%)
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다운타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 전
문 서비스, 도매업은 모두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매력적인 표적이 되는
데, 네트워크 상의 중요한 클라이언트 데이터는 도난이나 유출 위험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도록 강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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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및 아프리카

보고 목적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레반트,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 이란 및 이라크,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상위 공격 대상 산업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공격 유형에서는 랜섬웨어와 서비스 접근
공격이 각각 18%로 공동 1위를, 구성 오류(14%)가 2위를 차지했습
니다. 그리고 자격 증명 수집과 DDoS 공격도 꽤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2. 의료

1. 금융 및 보험

48%

3. 에너지

10%

15%

중동 및 아프리카의 초기 감염 벡터에서 1위는 취약성 악용이었으며,
X-Force가 해결한 인시던트 중 50%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습득한 자
격 증명과 피싱을 사용하여 중동 및 아프리카 내 관심 있는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초기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해 비밀번호 스프
레이 및 이동식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1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금융 및 보험 회사가 가장 빈번
하게 표적이 되었으며, 이 부문에 대한 공격은 전체 공격 중 48%를 차
지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에너지 분야의 조직을 목표로 했던 국
가 소속 활동가들의 초점이 금융 조직을 목표로 한 사이버 범죄 공격으
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원유 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서 벗
어나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도 이러한 추
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의료업(15%)과
에너지 산업(10%)이 빈번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국가였습니다.

IBM Security

40

지리적 트렌드

남미

보고 목적으로, 남미 지역에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년 남미 지역의 공격 유형에서는 랜섬웨어(29%)가 1위를,
BEC(21%)와 자격 증명 수집(21%)이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
다. REvil은 남미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된 랜섬웨어 변종으로,
X-Force가 해결한 랜섬웨어 공격 중 50%를 차지했으며, Ryuk 및 AtomSilo도 이 지역의 조직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
서 논의했듯이, 남미 지역에서 발생한 BEC 공격의 비율은 다른 지역보
다 높고 2019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BEC 공격자가 남미 지
역의 표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상위 공격 대상 산업
1. 금융 및 보험

48%

3. 에너지

10%

2. 의료

15%

남미 지역의 위협 행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감염 벡터는 피싱이었으
며, 이 지역에서 X-Force가 해결한 공격 중 47%를 차지했습니다. 피
싱을 통해 전개되는 대규모의 BEC 공격 및 랜섬웨어 공격이 이러한 트
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격 증명 도용은 남미 지역의 조직에 대한
공격 중 29%로 이어졌는데, 이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MFA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경우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격 증명
도용 및 BEC 인시던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취
약성 악용(18%)과 이동식 미디어(6%)도 남미 지역 조직에 대한 공격
벡터로 사용되었습니다.
2021년 남미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으며, 이 부문에
대한 공격은 2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근소한 차이로 도소매업
(20%), 금융 및 보험(15%), 광업(11%)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
서비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산업도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랜섬웨어 공격자와 BEC 공격자들이 이러한 산업을 표
적으로 삼는 데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남미에서 이러한 산업
의 공격률을 주도할 것입니다.
브라질, 멕시코, 페루는 남미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국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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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이 보고서가 나온지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제조업이 금융 및 보험 부문을 근소한
차이로 앞지르면서 가장 많이 표적이 된 산업이 되었습니다. 제조 회사를 표적으로 한 랜섬웨
어 및 BEC의 맹공격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변화에 대한 압박이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에는 금융 및 제조업 외에도 전문 서비스와 비즈니스 서비스가 랜섬웨어 공격자들에 의해 집중 표적이 되었습니다. 올해 보
고서에는 업계 공격 지형을 보다 폭넓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 서비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뿐 아니라 소매업과 도매업에 대한 분석
결과도 포함했습니다. 지난 해 도매업이 소매업보다 훨씬 더 심한 공격을 받았고, 도매업이 이 업계의 순위를 크게 견인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매업에 대한 공격 수준이 올해의 순위에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림 20

2020~2021년 상위 10대 표적 산업 분석
(출처: IBM Security X-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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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조업

2016년 이후 처음으로 X-Force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제조업은 X-Force가 해결한 공
격의 23.2%를 차지하며 2021년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산업이 되었습니다.
랜섬웨어는 제조 회사에 대한 공격의 23%를 차지하는 1위의 공격 유형이었으며, 이는
랜섬웨어 공격자의 관심이 제조업에 집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서버 접근 공격은 12%
로 2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아마도 일부 공격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 뒤를
이어 BEC와 데이터 도난은 각각 10%로 공동 3위였습니다. BEC 공격자들은 제조 회사
와 수많은 공급업체, 하위 공급업체 및 도매 운송업체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파트너 간에
이루어지는 지불을 BEC 공격자의 통제 하에 있는 계정으로 리디렉션하려고 시도할 것입
니다. 데이터 도난은 거액의 몸값을 받기 위해 중요한 지적 재산을 훔치거나 데이터를 보
유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23.2%
공격

2021년 제조 회사의 감염 벡터에서 1위는 취약성 악용으로 47%를 차지했으며, 피싱
(4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격 규모는 2021년 X-Force에서 관찰한 전체 초
기 감염 벡터 트렌드를 주도했을 것입니다. 이동식 미디어(7%), 자격 증명 도용(3%), 무
차별 대입(3%)도 비중은 적지만 공격에 이용되었습니다. 취약성 악용이 1위를 차지했지
만, 제조 회사는 취약성 관리 외에도 피싱 위협에 대처하는 데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고 싶
어할 것입니다.
2021년 제조 회사에 대한 공격 중 1/3(32%)이 아시아에서 발생했으며, 북미(27%)와
유럽(26%)에서는 비슷한 비율의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남미(13%)와 중동 및 아프리카
(5%)에서도 제조업에 대한 공격이 관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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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융 및 보험

금융 및 보험 회사는 2021년 X-Force가 해결한 공격 중 22.4%의 표적이 되었고,
X-Force의 업계 순위에서 확고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공격 중 70%는 은행에
집중되었고, 16%는 보험 회사, 14%는 기타 금융 기관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금융업이 1위에서 하락한 것은 대부분의 금융 기관에서 시행하는 높은 보안 표준이 구체
적인 결과를 내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금융 서비스 산업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시
사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금융 서비스 조직에 확고히 뿌리내리면서 민
감한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4%
공격

서버 접근 공격은 2021년 금융 및 보험 회사에 대한 공격 유형에서 14%를 차지하면서
가까스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10%), 구성 오류(10%), 사기(10%)가
근소한 차이로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RAT, 애드웨어 및 자격 증명 수집도 꽤 흔
하게 발생한 공격 유형이었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감염 벡터에서 1위는 피싱으로, 2021년 이 부분의 공격 중 46%를 차지
했으며, 취약성 악용(31%)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밀번호 스프레이, 무차별 대입, VPN
접근도 금융 및 보험 회사에 대한 감염 벡터로 관찰되었습니다.
2021년 금융 및 보험 회사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아시아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이 산업
에 대한 전체 공격 중 34%에 해당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 및 보험 부문 공
격은 29%로 불균형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럽(19%) 북미(9%), 남미(9%) 지
역에서는 비교적 적은 비중의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IBM Security

44

산업 트렌드

#3 | 전문 서비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 산업에는 정보 기술, 법률, 건축, 회계 등 전문화된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
가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는 사무 관리, 인사 관리, 보안 서비스, 여행 및 출
장, 조경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회사가 포함됩니다. 이 두 서비스 산업은 함께 2022
X-Force Threat Intelligence Index에 포함된 더 큰 서비스 산업을 구성합니다.

12.7%
공격

전문 서비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 회사는 X-Force에서 관찰한 전체 공격 중 12.7%를 차
지했으며, 2022년 순위에서 3번째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중 24%는 비즈니스
서비스 회사, 76%는 전문 서비스 회사, 29%는 특히 정보 기술 중심의 전문 서비스 제
공업체였습니다.
랜섬웨어는 2021년 전문 서비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 회사에 대한 공격 유형 중 1위였으
며, 이는 X-Force에서 관찰한 전체 공격 중 32%를 차지했습니다. 서버 접근 공격(19%)
은 2번째로 흔한 공격 유형으로, 2021년 4분기에 랜섬웨어 공격 감소와 함께 나타난 서
버 접근 공격의 증가는 전문 서비스 회사가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랜섬웨어 공격자를 정
확하게 탐지하여 차단했음을 시사합니다. 악의적 내부자는 전문 서비스 및 비즈니스 서비
스 산업에 대한 전체 공격 중 13%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취약성 악용은 2021년 X-Force가 전문 서비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 회사에서 해결한 인
시던트 중 50%를 차지했으며, 피싱(2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격 증명 도용도 이
부문에서 해결한 인시던트 중 20%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초에 공개된 Microsoft
Exchange 취약성을 악용하는 위협 행위자와 관련된 여러 취약성 악용 인시던트도 발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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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에너지 산업

에너지 조직은 올해 순위에서 4번째로 많은 공격을 받았으며, 관찰된 전체 공격의 8.2%
를 받아 전년도 3위에서 하락했습니다. 2021년 5월 Colonial Pipeline에 대한 DarkSide 랜섬웨어 공격이 역풍을 맞으면서 위협 행위자, 특히 랜섬웨어 공격자가 보복에 대
한 두려움으로 에너지 조직에서 관심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X-Force는
Colonial Pipeline이 발생한 5월보다 6월, 7월, 8월에 에너지 조직에 대한 인시던트가
감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은 9월에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8.2%
공격

랜섬웨어는 에너지 조직에 대한 공격의 25%를 차지하는 1위의 공격 유형이었으며 RAT,
DDoS 및 BEC는 모두 1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봇넷, 스팸, 데이터 도난도 에너지 기
업에 대한 공격에 일정 부분 참여했습니다.
피싱(60%)은 위협 행위자가 에너지 조직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해 사
용한 가장 흔한 감염 벡터였으며, 인시던트의 나머지 40%에는 취약성 악용이 사용되었
습니다.
북미 지역은 지난해 관찰된 전체 에너지 조직 대상 공격 중 31%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지
역보다 에너지 조직에 대한 공격이 많이 발생했으며, 유럽은 28%, 남미와 중동 및 아프
리카는 17%로 동률, 아시아는 7%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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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소매업

소매업체는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도매업체는 제조업
체의 제품을 제3자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 및 운송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도소매업
은 X-Force의 2022년 순위에서 5번째로 많은 공격을 받았으며, 2021년 전체 공격의
7.3%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35%는 소매업, 65%는 도매업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위협
행위자의 관심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제조업체와 최종 사용자 간에 제품
을 운송하는 도매업체에 집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7.3%
공격

지난해 도소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공격 유형은 BEC, 서버 접근, 데이터 도용, 자
격 증명 수집이었습니다. 랜섬웨어와 뱅킹 트로이 목마 역시 높은 공격 비중을 차지했고
RAT, 구성 오류, 사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21년 도소매업의 감염 벡터에서 1위는 피싱이었으며, 초기 감염 벡터가 알려진 이 산
업에서 X-Force가 해결한 공격 중 38%를 차지했습니다. 자격 증명 도용은 31%로 2위
를 차지했으며, 취약성 악용(23%)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무차별 대입(8%)도 일부 공격
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미와 남미는 2021년 도소매업의 인시던트 건수에서 각각 35%를 차지하여 동률을 이
루었고, 유럽(31%)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IBM Security

47

산업 트렌드

#6 | 의료업

의료업은 올해 순위에서 6번째로 많은 공격을 받았으며, 관찰된 전체 공격의 5.1%를 받
아 전년도 7위에서 상승했습니다. 공격 유형이 알려진 의료업에 대한 공격 중 38%는 랜
섬웨어로 대부분의 다른 산업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AtomSilo, AvosLocker 및
REvil 랜섬웨어 공격자들은 모두 올해 의료 기관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랜섬웨어 외에
도 BEC 공격(25%)이 의료 분야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혔고 서버 접근, 자격 증명 수집,
구성 오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5.1%
공격

2021년 의료업의 감염 벡터에서 1위는 취약성 도용이었으며, X-Force가 해결한 인시
던트 중 5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피싱(29%), 자격 증명 도용(14%)이 그 뒤를 이
었습니다.
2021년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중동 및 아프리카(39%)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미(33%)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와 남미 지역은 11%로 동
률을 이루었고, 유럽은 6%만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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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운송업

운송업은 4.0%의 공격을 받았으며, 2020년 9위에서 7위로 올라섰습니다. 2021년 국
경이 다시 열리고 교통망이 정상화되면서 이 산업에서 재개된 활동이 공격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악의적 내부자는 2021년 운송업체에 대한 공격의 29%를 차지하는 1위 공격 유형이었
으며, 랜섬웨어, RAT, 데이터 도용, 자격 증명 수집, 서버 접근 공격 유형도 큰 비중을 차
지했습니다.

4.0%
공격

2021년 X-Force에서 해결한 운송업체 대상 전체 인시던트 중 절반은 처음에 피싱 이메
일에 의해 발생했으며, 자격 증명 도용(33%), 취약성 악용(17)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는 2021년 이 부문에서 발생한 X-Force 인시던트 중 64%를 차지할 정도로 운
송업에 대한 공격이 단연코 많이 발생했으며 유럽(21%), 중동 및 아프리카(7%), 북미
(7%)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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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정부

정부 부문과 교육 부문 모두 2021년 8번째로 많은 공격을 받았으며, 관찰된 전체 공격의
2.8%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공공 부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공격 유형은 서버 접근 공
격이었으며, 이는 2021년 X-Force의 정부 고객이 공격자가 서버 접근 범위를 벗어나기
전 네트워크에서 위협 행위자를 식별하고 공격을 차단하는 데 특별히 능숙했음을 시사합
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상위 3가지 공격 유형 중 나머지 2가지는 데이터 도용 및 사기
였습니다. 취약성 악용은 정부 대상 공격에 가장 많이 사용된 감염 벡터로, 피싱이 그 뒤
를 이었습니다.

2.8%
공격

정부를 표적으로 삼은 공격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었는데, 전체 공격 중 절반이 아시아에
서, 북미 지역에서는 30%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대상 공격은 중동 및 아프리카(10%),
유럽(10%)에서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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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교육

X-Force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 기관은 2021년 전체 공격의 2.8%를 받아 정부 부문과
공동 8위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교육 기관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 공격 유형은 애드웨
어(33%)였으며, 랜섬웨어(2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BEC, RAT, 서버 접근 공격, 사
기도 지난해 교육 기관에서 빈번하게 관찰되었습니다.

2.8%
공격

피싱은 위협 행위자가 교육 기관 대상 공격에 가장 많이 사용한 감염 벡터로, 무차별 대입
공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21년 교육 기관에 대한 인시던트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
역은 아시아였으며 북미 지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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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미디어

통신, 언론 매체, 출판사, 영화 제작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는 2021년 전체 공격의 2.5%
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10대 산업 안에 들었습니다. X-Force의 관찰에 따
르면 이 부문에서 랜섬웨어는 언론 매체에 대한 공격의 33%를 차지하는 1위의 공격 유
형이었으며 서버 접근, RAT, 크립토마이닝, 악의적 내부자 공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무
차별 대입 및 자격 증명 도용은 공격자가 미디어 조직을 침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 방
법으로, 강력한 MFA를 구현할 경우 여러 공격 유형으로부터 이 부문을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공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유럽 및 남미였으며, 중
동 및 아프리카, 북미, 아시아에서도 미디어 관련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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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완화를 위한 권장 사항
이 보고서에서 보고한 위협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보
고서는 랜섬웨어로 인한 증가하는 심각한 위협, BEC 및 피싱으로 인
한 새로워진 위협 그리고 지난 1년간 위협 행위자들이 악용한 제로데
이 공격 여러 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이
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직이 현재의 위협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위협과 싸우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X-Force가 오늘날의 사이버 위협과 싸우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한 몇 가지 보안 원칙은 제로 트
러스트 접근법, 인시던트 대응의 자동화를 포함하며 탐지 및 대응 능력을 확장합니다.

상위 공격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제로 트러
스트

제로 트러스트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합니다. 침해가 이미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공격자가 네
트워크 전역에서 이동하기 힘들게 만드는, 보안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그 핵
심 활동은 중요한 데이터의 위치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인
만이 해당 데이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네트워크 전역에서 강력한 검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X-Force 위협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MFA 구축 및 최소 권한 원칙을 포함한 제로 트러스트 접근
법과 관련된 원칙들을 따르면 이 보고서에서 확인한 상위 공격 유형, 특히 랜섬웨어와 BEC에 대
한 조직의 취약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도메인 컨트롤러와 도메인 관리자 계정에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면 랜섬웨어 공격자가 넘
어야 할 장벽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자 중 다수가 침해된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네트워
크에 랜섬웨어를 배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MFA를 실행하면 훔친 자격 증명 외에 추가
인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이메일 계정을 침해하려는 사이버 범죄자의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접근법
구축에 대해 자세히 알
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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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시던트 대응을 향상하는 보안 자동화

X-Force 인시던트 대응 팀은 다양한 지역에서 사내 인시던트 대응 분석가를 지원하고 다양한 공
격 유형을 해결하면서 매년 수백 건의 인시던트를 해결합니다. 위협 행위자가 네트워크에 랜섬
웨어를 배포하기 전에 이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여 다음 인시던트 대응을 위한 대역폭을 확보하는 작업을 수행하건, 속도가 핵심입니다. 빠
른 속도가 중요한 이러한 환경에서는 보안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분석가 또는 팀이
수행할 경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작업을 기계에게 맡기고 워크플로우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
아야 합니다.
2021년 중반, IBM은 Open Cybersecurity Alliance에 위협 사냥 자동화 툴을 기부했습니다.
그 목적은 보안 운영 센터(security operations center, SOC) 분석가가 신속하게 포렌식 조
사를 수행하고 사이버 인시던트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X-Force IR 팀은
IBM Security QRadar SOAR를 사용하여 인시던트 대응 능력을 향상합니다.

확장된 탐지 및 대응(XDR)을 통해 공격자보다 더 유
리한 우위 선점

IBM의 인시던트 대응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탐지 및 대응 기술을 사용할 경우, 특히 여러 가지 솔루션을 확장된 탐지 및 대응(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 XDR) 솔루션으로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조직은 공격자가 랜섬웨어 배
포 또는 데이터 도난 등 공격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네트워크에서 공격자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데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X-Force IR 팀이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EDR) 또는
XDR 솔루션을 고객의 네트워크에 배포하면 많은 경우 IR은 공격자의 활동을 파악하고 이를 신
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XDR 기술은 서버 접근 행
위의 증가 및 X-Force가 분석하고 중지시킨 내용이 포함된 공격 유형을 파악하여 악성 파일이 실
제 의도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대응하도록 도와줍니다.

IBM Security QRadar XDR에 대해 자세
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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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다음 권장 사항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위협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직
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랜섬웨어 대응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모든 산업과 지역은 랜섬웨어 공격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귀
사의 팀이 중대한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응 과정에서 손실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 대응 계획에 즉각적인 통제 조치, 이해 관계자와 법 집행 관료에게 알려야 할 사항, 조직이 안전하
게 저장하고 백업으로 복원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중요한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해야 하
는 대체 장소를 포함하십시오.
— 계획에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도난 및 유출 시나리오를 포함하십시오. 이것은 X-Force가
해결한 랜섬웨어 공격 중 매우 높은 비율로 확인된, 현재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전술입니다.
— 또한 랜섬웨어 훈련을 통해 조직이 랜섬을 지불할지 여부와 어떤 요인에 따라 해당 결정에 대한 계
산이 달라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 추가적인 툴과 스킬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랜섬웨어 대응 계획에 클라우드 관련 인시던트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포함하십시오.
—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운영 연속성을 지원하고 인프라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플래시 스
토리지 솔루션으로 멀웨어 또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 X-Force의 Definitive Guide to Ransomware에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추가
적인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X-Force의 인시던트 대응 팀은 또한 귀사가 랜섬웨어 인시
던트 대응 계획을 구축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 준비 상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와 비슷하게 X-Force Command Center는 필요한 비즈니스적 대응 및 기술적 대응을 고려하여
조직이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트워크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원격 액세스 지점에서 다중 요소 인증(MFA)을 실행하십시오.
X-Force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조직이 MFA를 더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
다. 이러한 조치는 말 그대로 위협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메일 탈취 공격의 효과성을 낮추고 있
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위협 행위자들은 훔친 자격 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
아야 합니다.
— MFA는 랜섬웨어, 데이터 도난, BEC 및 서버 접근과 같은 여러 가지 공격 유형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또한 ID 및 접근 관리 기술 덕분에 매년 실행 팀과 최종 사용자 모두에게 MFA 인증이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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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계층화된 접근법을 도입하십시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모든 피싱 공격을 방지
할 수 있는 단일 툴이나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협 행위자는 계속 기존의 통제 조치를 피하기 위해
사회 공학 및 안티멀웨어 탐지 기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IBM Security는 여러 계층의 솔루
션을 실행하여 피싱 이메일 식별 가능성을 높일 것을 권장합니다.
— 첫째, 효과적인 사용자 인식 제고 및 교육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실제 사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둘째, 이메일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여 악의적인 메시지를 식별하고 필터링하는 작업에
장비를 사용합니다.
— 셋째, 피싱 이메일이 들어온 경우 멀웨어 또는 내부망 이동을 신속하게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어 조치를 실행합니다. 그 예로는 행동 기반 안티멀웨어 탐지,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DR),
침입 탐지 및 방지 솔루션(intrusion detection and prevention solutions, IDPS) 및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SIEM)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취약성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성숙시키십시오. 취약성 관리는 조직의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가장 적용
가능한 취약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부터 프로세스 내의 어떤 것도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이러한 취약
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일까지를 의미하는 정교한 기술입니다.
— 취약성 관리 전담 팀을 두고 이 팀에 충분한 리소스와 지원을 제공하면 네트워크를 잠재적인 취약성
악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IBM Security는 이 평가에서 언급된 취약성 중 귀사에 적용 가능한 것이 있다면 해당 취약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 IBM의 X-Force Exchange에는 또한 가장 우려되는 취약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취약성 저장
소 및 관련 중요도 수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Force Red는 전문화된 취약성 스캔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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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ecurity X-Force 정보
IBM Security X-Force는 위협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해커, 대응
요원, 연구자, 분석가로 구성된 팀입니다. IBM Security X-Force
의 포트폴리오는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공격
용 및 방어용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X-Force를 보안 파트너
로 삼으면 데이터 침해의 가능성과 영향이 최소화된다고 확신하셔
도 됩니다.
IBM Security X-Force Threat Intelligence는 IBM 보안 운영 원격 측정, 연구, 사고 대응 조
사, 상용 데이터 및 오픈 소스를 결합하여 고객이 새로운 위협을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한 보안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X-Force Incident Response 팀은 귀사가 데이터 침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탐
지, 대응, 문제 해결 및 대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X-Force와 함께 IBM Security Command Center를 활용하여 분석가부터 최고 경영진까지
귀사의 팀이 오늘날의 현실적인 위협에 대비하도록 교육할 수 있습니다. IBM Security의 해커
팀인 X-Force Red는 침투 테스트, 취약성 관리 및 상대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공격적 보안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IBM X-Force 연구원은 연중 블로그, 백서, 웨비나, 팟 캐스트의 형태로 연구 및 분석 자료를 지
속적으로 제공하여 지능형 위협 행위자, 새로운 악성 코드 및 새로운 공격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
를 제공합니다. 또한, X-Force는 X-Force Threat Intelligence 솔루션을 통해 구독 고객에게
대규모의 최신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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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ecurity는 AI 기반 엔터프라이즈 보안 제품 및 서비스로 구성된 통합적 첨단 포트폴리오와 제로 트
러스트 원칙에 따른 현대적인 보안 전략 접근법으로 귀사가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귀사와 협력합니다. 보안 전략을 비즈니스에 연계하고, 디지털 사용자, 자산 및 데이터를 보호하
도록 설계된 통합 솔루션을 사용하고, 증가하는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포하여 오늘날
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위험 관리 및 통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새로운 접근법인 IBM Cloud Pak for Security 플랫폼은 RedHat Open Shift를 기
반으로 구축되었으며, 광범위한 파트너 생태계로 오늘날의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합니다.
Cloud Pak for Security는 기존 보안 툴을 신속하게 통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걸쳐 위
협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
즈급 컨테이너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호하고, 보안 대응
을 쉽게 조율하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www.ibm.com/security를 확인하거나 IBM Security Intelligence 블로그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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