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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고 탐지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개발하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안 업계는 이러한 악성 코드의 빠른 발전 
속도에 상응하는 보안 체계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최신 악성코드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지고 대응하는 보안 기술이 뒤따라 
개발되는 필연적인 환경은 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때그때 드러난 최신의 보안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개별 솔루션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보안 환경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더 많은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Cisco 2015 중기 보안 보고서(Cisco 2015 
Midyear Security Report)에서는 이와 같이 
상호 교차하는 문제점을 조명하고 가장 심각한 
몇몇 위협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Cisco 전문가들의 연구 조사를 토대로 2015년 
상반기에 포착된 주요 위협을 개괄적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향후 동향을 예상하고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를 찾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게 권고사항도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2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협 정보

Cisco가 조사한 최신 위협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앵글러(Angler)와 같은 익스플로잇 킷에 대한 업데이트

 ● 범죄 목적의 Microsoft Office 매크로 사용 증가

 ● 탐지 기술을 우회하기 위한 악성코드 개발자의 최신 전술

 ● 구체적인 업종별 악성코드 노출 위험

 ● 위협을 탐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

 ● 스팸, 위협 경보, Java 익스플로잇, 
맬버타이징(Malvertising)에 대한 업데이트

분석 및 논평

보안 업계의 통합 추세와 새롭게 등장한 통합 위협 
방어 체계의 개념을 살펴봅니다. 그 밖에도 제품에 신뢰를 
쌓고 보안 기능을 구현하는 것의 중요성, 숙련된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시장에서 보안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때의 가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적인 비즈니스 혁신 및 경제 성장에 단결된 
사이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설명합니다.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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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 결과 
공격자들은 들키지 않고 네트워크에 침투해 각종 보안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Adobe Flash 취약성에 대한 익스플로잇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앵글러(Angler), 뉴클리어(Nuclear)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익스플로잇 킷에 정기적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  앵글러(Angler)는 전반적인 정교함과 실효성 
면에서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는 익스플로잇 
킷입니다.

 ●  랜섬웨어(Ransomware)와 같은 
크라임웨어(Crimeware)를 운용하는 
조직에서는 수익성 있는 공격 전술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 개발 팀을 고용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  범죄자들은 익명 웹 네트워크인 토르(Tor) 
및 I2P(Invisible Internet Project)를 이용하여 
C&C(Command-and-Control) 통신을 
전달하면서 탐지 시스템을 피합니다. 

 ●  공격자들은 다시 Microsoft O�ce 매크로를 
악성코드 전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물간 낡은 전술이었으나 공격자들이 
보안 차단 기능을 무력화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일부 익스플로잇 킷 개발자는 제인 
오스틴의 고전 소설, 이성과 감성(Sense 
and Sensibility)의 본문 일부를 발췌하여 
익스플로잇 킷을 호스팅 하는 웹 랜딩 
페이지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안티바이러스 
및 기타 보안 솔루션에서 이러한 글을 '읽은 
후' 합법적인 페이지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악성코드 개발자는 네트워크에서 정체를 
숨기기 위해 샌드박스 탐지와 같은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 중국, 러시아연방의 스팸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의 2015년 첫 5개월간 
스팸량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  보안 업계는 오픈소스 솔루션의 취약성을 
줄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  Cisco 2015 연례 보안 보고서(Cisco 2015 
Annual Security Report)에서 다루었던 동향의 
연속 선상에서 Java 관련 익스플로잇 공격이 
2015년 상반기에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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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악성코드 개발자와 온라인 범죄자가 개발한 기술은 지난 몇 년 동안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최신 Cisco 보안 보고서에서는 이 지하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및 여기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자 하는 보안 전문가들의 
노력의 연대기를 실었습니다.

공격자가 더욱 발 빠르게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더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감염시키면서 탐지 기술을 우회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나타난 온라인 
공격자의 주요 특징은 보안 방어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툴과 전략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재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난독화(Obfuscation)와 같은 
전술을 통해 네트워크 방어 체계를 통과할 뿐 아니라 설령 
탐지되더라도 이미 훨씬 전에 익스플로잇 공격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보안 벤더들도 각자 혁신적인 기술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구원들은 .cab, .chm과 같은 새로운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공격을 탐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 지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더들은 새로운 
탐지 엔진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휴리스틱 기술을 평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중입니다. 

보안 벤더들은 지속적인 경계 강화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보안 벤더 또는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잠시라도 경계를 늦출 경우 공격자가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업계의 혁신 속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보안 문제에 대해 단편적이거나 개별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업체가 많습니다. 게다가 구매자, 즉 벤더로부터 보안 
툴을 구매하는 조직은 전략적 심층 방어 솔루션이 아니라 
임시방편의 제품을 주로 찾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보안 
환경의 전 범위에 기술과 프로세스를 통합하지 않으므로 
보안 툴 관리가 어렵습니다. 

보안 업계의 통합화 및 대표적 기술의 긴밀한 통합이 제때 
이루어진다면 기업은 개별 제품 구입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방어 체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33페이지 참조). 
한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과 그 보안 팀은 기술을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하는 능동적 심층 방어 전략으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최신 범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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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는 이 보고서를 위해 글로벌 범위에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 트래픽과 
같은 위협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한 
통찰과 위협 탐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본격화된 Flash 익스플로잇

2015년 첫 5개월 동안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 시스템에서 
코드를 실행시키는 Adobe Flash Player 취약성 62가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림 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취약성 유형 
중 불과 41%만이 2014년에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급증했던 시기인 2012년에는 이러한 Flash 
취약성이 57가지나 관찰되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올해

계속된다면 2015년에는 100 건이 넘는 익스플로잇이 
나타날 것이며 신기록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Flash 취약성 익스플로잇이 증가한 주원인으로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 Flash 익스플로잇은 앵글러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익스플로잇 킷의 최신 버전에 정기적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9페이지 참조).

 ● Adobe에서 Flash Player를 자주 업데이트하고 
있으나 패치 이전 버전의 취약성을 노리는 익스플로잇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사용자가 Adobe Flash 업데이트를 제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 2는 
앵글러 개발자들이 이러한 '패치 허점(Patching Gap)', 
즉 Adobe에서 업데이트를 내놓는 시점과 사용자가 
실제로 업그레이드하는 시점의 간격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Cisco 기술을 통해 어떤 시점에서나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2를 보면 2015년 2월에 많은 
사용자가 최신 버전의 Flash(16.0.0.305)로 신속하게 

출처: CVE

2015년 1월-5월

2 2 4

15

53 56 57 55

41

급증

62

’06 ’07 ’08

’09

’10 ’11 ’12 ’13

’14

보고서 공유

그림 1. 사용자 시스템에서 코드를 실행하는 Flash 취약성
의 수, 2006년 1월 ~ 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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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lash 버전별 요청 수, 날짜별

출처: Cisco AnyConnect 데이터

버전

15.0.0.246

16.0.0.235

16.0.0.257

16.0.0.287

16.0.0.296

16.0.0.305

17.0.0.134

17.0.0.169

17.0.0.188

CVE-2015-0313

CVE-2015-0336

CVE-2015-0359

CVE-2015-0390

2월 2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날짜

앵글러 취약성 공격 뉴클리어 취약성 공격 사용자의 활동업데이트 게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2015년 2월 2일에 출시된 이 
업데이트는 CVE-2015-0313의 취약성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새 버전의 Flash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앵글러는 이전 버전에 알려진 취약성에 적극적으로 
익스플로잇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역시 그림 2를 보면,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의 개발자들은 
CVE-2015-0313의 취약성을 노리는 효과적인 
익스플로잇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내놓았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다른 Flash 익스플로잇에서도 이와 
같이 발 빠른 조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정교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익스플로잇 
킷인 뉴클리어는 CVE-2015-0336 취약성을 신속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앵글러도 이 취약성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패치 허점은 공격자들이 Java 사용자에 대한 
익스플로잇에서 계속 성공을 거두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그림 3 참조).

Flash와 기타 새로운 취약점을 노리는 공격이 앵글러, 

뉴클리어와 같은 익스플로잇 킷에 빠르게 통합되면서 
보안 팀에서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더욱 힘들어졌으며, 
탐지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협의 식별을 위해서는 대부분 회귀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일 탐지 엔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개별 사용자와 
조직은 보안 침해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회귀적 
분석 기능을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는 제로데이 공격이나 
우회적 방법을 통한 위협이 장기간 탐지되지 않거나 아예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근본적인 해결책, 즉 신속하고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패치 적용으로 Flash 및 Java의 공개된 
취약성을 노리는 익스플로잇 공격에 감염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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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가 주목받으면서 경쟁에서 큰 우위를 
점한 앵글러 

올해 초에1 Cisco는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이 새로운 
방법으로 Flash, Java, Microsoft Internet Explorer, 
Silverlight 취약성을 이용하므로 현재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된 익스플로잇 킷 중에서도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에 들어 지금까지 앵글러는 그 
정교함과 실효성 면에서 가장 앞선 익스플로잇 킷입니다. 

이 익스플로잇 킷 개발자들이 최근 Adobe Flash 취약성에 
주목하고 신속하게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얼마나 
혁신에 주력하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Cisco의 보고에 따르면, 웹에서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 랜딩 
페이지를 만난 사용자 중 평균 40%가 감염되었습니다. 
(그림 4 참조). 이것은 앵글러가 공격이 가능한 Flash 
(또는 기타)의 공개된 취약성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과정으로 사용자의 시스템에 
페이로드를 다운로드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2014년에 복합적인 공격 수법을 구사하던 
다른 킷들은 평균 성공률이 20%에 불과했다고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림 3. Java 버전별 요청 수, 날짜별Number of Requests made per version of Java, by Date

1월 4일 1월 14일 1월 24일 2월 3일 2월 13일 2월 23일 3월 5일 3월 15일 3월 25일 4월 4일 4월 14일 4월 24일

제품

Java(TM)Platform SE 7 
Java(TM)Platform SE 7 U1
Java(TM)Platform SE 7 U2
Java(TM)Platform SE 7 U3
Java(TM)Platform SE 7 U4
Java(TM)Platform SE 7 U5
Java(TM)Platform SE 7 U6
Java(TM)Platform SE 7 U7
Java(TM)Platform SE 7 U9
Java(TM)Platform SE 7 U10
Java(TM)Platform SE 7 U11
Java(TM)Platform SE 7 U13
Java(TM)Platform SE 7 U15
Java(TM)Platform SE 7 U17
Java(TM)Platform SE 7 U21
Java(TM)Platform SE 7 U25
Java(TM)Platform SE 7 U40
Java(TM)Platform SE 7 U45
Java(TM)Platform SE 7 U51
Java(TM)Platform SE 7 U55
Java(TM)Platform SE 7 U60
Java(TM)Platform SE 7 U65
Java(TM)Platform SE 7 U67
Java(TM)Platform SE 7 U71
Java(TM)Platform SE 7 U72
Java(TM)Platform SE 7 U75
Java(TM)Platform SE 7 U76
Java(TM)Platform SE 7 U79
Java(TM)Platform SE 7 U80

게시자

Oracle 
미국

사용자는 여전히 CVE-2013-5907에 취약

최
신

 버
전

출처: Cisco Cloud Web Security 데이터

그림 4. 공격을 당한 방문자 비율, 2014년 12월 ~ 2015년 5월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앵글러
2015

기타 익스플로잇 킷
2014년

40% 20%

1  Cisco 2015 Annual Security Report, Cisco, 2015년 1월 http://www.cisco.com/web/offers/lp/2015-annual-security-report/index.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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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러가 온라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승승장구하는 
이유 중에는 단순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웹 랜딩 
페이지가 있습니다. Cisco 연구진은 이 익스플로잇 
킷의 개발자들이 일반적인 웹 페이지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사용자를 쉽게 현혹시키기 위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데 데이터 과학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맬버타이징(악성 온라인 광고)이 이러한 
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웹 트래픽을 유입시키는 주요 수단일 
것입니다 (맬버타이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앵글러는 탐지 기술을 회피하는 데에도 뛰어납니다. 
'도메인 섀도잉(Domain Shadowing)'은 개발자들이 최근에 
도입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익스플로잇 킷 개발자가 
도메인 이름 등록자의 계정을 감염시킨 다음 그 사용자의 
합법적인 도메인 아래 하위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사용자는 계정 정보를 검토하지 않는 한 이 하위 도메인의 
존재를 모르며, 이 하위 도메인은 악성 서버로 연결합니다. 
이는 규모가 크고 수명이 짧으며 무작위적이므로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메인 섀도잉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2014년 12월부터 
그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Cisco 연구에 따르면, 
이 시점 이후에 확인된 익스플로잇 킷 개발자의 하위 

도메인 활동 중 75% 이상이 앵글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익스플로잇 킷은 파일 익스플로잇 수법을 통해 
랜섬웨어 트로잔 크립토월(Trojan Cryptowall)을 비롯한 
다양한 악성 페이로드를 유포합니다.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은 도메인 섀도잉뿐 아니라 여러 IP 
주소를 사용하여 탐지의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그림 5의 
예는 앵글러가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IP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며, 이는 무작위적인 패턴으로 보입니다.

앵글러: 은밀한 활동

그림 5. 성공적인 Flash 익스플로잇, 2015년 4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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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색상은 IP 범위를 나타냅니다.

Cisco Talos Security Intelligence and Research 
Group(Talos) 블로그 게시글 'Threat Spotlight: Angler 
Lurking in the Domain Shadows'에서는 앵글러가 
어떻게 하위 도메인을 만들어 악성 콘텐츠를 배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격 유형을 탐지하는 데 왜 심층 방어 
보안 전략이 필수적인지 설명합니다.

또한 Talos Group 블로그 게시글 'Domain Shadowing 
Goes Nuclear: A Story in Failed Sophistication' 
에서는 도메인 섀도잉 기술이 포함된 뉴클리어 캠페인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진행 중인 작업이 완료되면 성공적인 
익스플로잇 킷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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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5년 4월 24일 기준 앵글러 페이로드의 탐지 소요 시간

02:20:00 15:14:32

4/56
안티바이러스 엔진에서 
페이로드 탐지

32/57
안티바이러스 엔진에서 
페이로드 탐지

4월 25일 4월 26일 4월 27일 4월 28일4월 24일

그 밖의 페이로드 활동

앵글러 페이로드 Cryptowall 공격:
BAED0A60296A183D27E311C55F50741CD
6D2D8275064864CBB45784DD9437F47

"악성으로 확인된" 페이로드

탐지 소요 시간 2 일 미만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암호화된 페이로드 때문에 앵글러 탐지 속도 저하

일반적으로 앵글러는 암호화된 페이로드를 전달하는데, 
이는 주로 랜섬웨어인 트로잔 크립토월(Trojan 
Cryptowall)입니다. 이 페이로드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회귀적 분석으로만 식별이 가능하므로 위협을 탐지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페이로드가 탐지되면 익스플로잇 킷 개발자는 그 혁신의 
명성에 걸맞게 크립토월(Cryptowall)과 같은 위협을 
배포하고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우회하는 기술을 
신속하게 내놓을 것입니다. 

그림 6은 2015년 4월 24일에 처음 배포된 앵글러 
페이로드 크립토월, BAED0A60296A183D27E311C55F
50741CD6D-2D8275064864CBB45784DD9437F47을 
탐지하는 데 걸린 시간을 보여줍니다.

바이러스토털(VirusTotal)에서 배포한 56개 안티바이러스 
엔진 중 4개만이 첫날에 새 악성코드 인스턴스를 
식별했습니다. 그러나 4월 27일이 되자 안티바이러스 엔진 
57개 중 32개에서 위협을 탐지했습니다.

 ● 2015-04-24 02:20:00 4/56(구축된 안티바이러스 엔진 
56개 중 4개에서 페이로드 탐지)

 ● 2015-04-27 15:14:32 32/57(구축된 안티바이러스 
엔진 57개 중 32개에서 페이로드 탐지)

Cisco는 4월 24일에 이 위협을 '미확인'으로 분류하고 
그로부터 불과 2일 내에 회귀적 분석을 통해('악성 
확인'으로)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Cisco에서 어떻게 탐지 소요 시간을 정의하고 계산하는가에 
대해서는 '탐지 소요 시간: 정의'(3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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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의 진화: 혁신의 역사 - 낮아진 진입 장벽 

19세기 초 문학 작품을 21세기 위협의 은폐 수단으로 
사용하는 익스플로잇 킷 개발자도 있습니다. 어떤 
공격자는 제인 오스틴의 작품, 이성과 감성(Sense and 
Sensibility)의 본문을 익스플로잇 킷을 호스팅 하는 웹 
랜딩 페이지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고전 작품의 몇 단락을 익스플로잇 킷 랜딩 페이지에 
추가하는 것은 무작위 텍스트를 사용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난독화 수법입니다. 잡지, 
블로그 등 더 현대적인 작품의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안티바이러스 및 기타 
보안 솔루션은 이러한 텍스트를 '읽은 후' 합법적인 웹 
페이지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어떤 웹 페이지에서 엘리노어 대시우드, 
미세스 제닝스 등 오스틴 작품에서 사랑받는 등장인물이 
웹 페이지에서 뜻하지 않게 언급되면 당혹스럽겠지만 
당장 경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공격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작위 텍스트가 아닌 알려진 작품의 사용은 공격자들이 
탐지를 피하고자 더욱 진화된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림 7. 익스플로잇 킷 랜딩 페이지에 사용된 이성과 감성 
텍스트의 예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현재 번창하는 악성코드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화폐 및 토르(15페이지 참조)와 같은 익명 네트워크 
덕분에 범죄자가 더 수월하게 악성코드 시장에 진출하고 
신속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랜섬웨어와 
같은 크라임웨어 운용자들은 탐지 기술을 계속 우회하면서 
더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문 개발 팀을 
두고 재정 지원을 하면서 새로운 변종과 전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재무 파일부터 가족사진까지 온갖 사용자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 사용자가 '몸값'을 지불해야 해독 
키를 제공합니다. 대기업, 학교, 개인 사용자까지 누구나 
랜섬웨어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악성코드는 대개 이메일, 익스플로잇 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포됩니다. 예를 들어 익스플로잇 킷 
앵글러(11페이지 참조)는 크립토월 페이로드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립토월은 오리지널 버전인 
크립토락커(Cryptolocker)가 2014년 중반에 법 집행 
기관의 단속 대상이 된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고도의 전술로 랜딩 페이지를 위장하는 익스플로잇 개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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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테슬라크립트(TeslaCrypt)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메시지의 예입니다. 테슬라크립트는 
크립토락커에서 파생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요구하는 몸값은 과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300달러 ~ 
500달러 수준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공격자들은 시장 조사를 거쳐 
적정가를 산정했습니다. 사용자가 지불하지 않거나 
설상가상으로 경찰에 신고할 마음을 먹을 정도로 몸값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신 이 몸값은 귀찮은 
수수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Cisco 보고에 따르면, 랜섬웨어 관련 거래 대부분이 익명 
웹 네트워크인 토르(15페이지 참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격자는 토르, I2P(Invisible Internet Project)와 같은 
채널을 활용하여 탐지 위험을 낮추고 수익성을 높입니다. 
I2P는 애플리케이션끼리 가명으로 안전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또한 많은 
랜섬웨어 운용자들이 개발 팀을 통해 안티바이러스 업체의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하므로 개발자들은 어떤 변종이 
탐지되어 전술을 바꿀 시점임을 알게 됩니다.

공격자는 결제에 암호 화폐(Cryptocurrency)인 비트코인을 
사용하므로 법 집행 기관에서 거래를 적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즉 
몸값을 지불한 사용자에게는 약속을 지켜 암호화된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려지도록 많은 랜섬웨어 
운용자가 정성 들여 고객 지원 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Cisco는 최근 온라인 게이머와 같은 특정 사용자 집단을 
노리는 맞춤형 캠페인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일부 
랜섬웨어 개발자는 아이슬란드어와 같이 흔치 않은 언어로 
변종을 개발했는데, 이러한 언어권의 사용자는 랜섬웨어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용자는 가장 중요한 파일을 백업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격리된 상태로 보관함으로써 
랜섬웨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몸값을 내고 파일을 해독한 후에도 시스템이 
위험한 상태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랜섬웨어는 멀티벡터입니다. 다른 악성코드에 의해 
배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최초 감염 벡터가 
제거되어야 시스템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림 8. 테슬라크립트 랜섬웨어가 화면에 표시하는 메시지의 예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랜섬웨어 트렌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los Group 
블로그 게시글 'Cryptowall 3.0: Back to Basics' 및 
'Threat Spotlight: TeslaCrypt—Decrypt It Yourself'를 
참조하십시오.

보고서 공유

http://blogs.cisco.com/security/talos/cryptowall-3-0
http://blogs.cisco.com/talos/teslacrypt
http://www.cisco.com/web/KR/offers/lp/2015-midyear-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Share&COUNTRY_SITE=KR&CAMPAIGN=MSR2015&CREATIVE=&REFERRING_SITE=facebook
http://www.cisco.com/web/KR/offers/lp/2015-midyear-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Share&COUNTRY_SITE=KR&CAMPAIGN=MSR2015&CREATIVE=&REFERRING_SITE=twitter
http://www.cisco.com/web/KR/offers/lp/2015-midyear-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Share&COUNTRY_SITE=KR&CAMPAIGN=MSR2015&CREATIVE=&REFERRING_SITE=linkedin
http://www.cisco.com/web/KR/offers/lp/2015-midyear-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Share&COUNTRY_SITE=KR&CAMPAIGN=MSR2015&CREATIVE=&REFERRING_SITE=email


15Cisco 2015 중기 보안 보고서 | 위협 정보

악성코드 개발자는 당연히 탐지 시스템을 피하고 서버 
위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애씁니다. 이를 위해 C&C 
통신에 익명 웹 네트워크인 토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isco 연구진은 악성코드 그룹, 특히 랜섬웨어 변종에서 
토르 트래픽을 생성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토르가 
기업 내에서 이를테면 보안 전문가에 의해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가 많지만 네트워크에 악성코드 
트래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사용자가 좋아하는 토르의 특징 중 일부는 
범죄자에게도 매력적입니다.

보안 전문가는 네트워크에서 토르 활동을 탐지할 경우 
이 조사 결과를 다른 잠재적 악성 활동 지표(예: 미확인 
실행 파일 다운로드, 익스플로잇 킷 서버와의 연결)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토르 트래픽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림 9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랜섬웨어 Cryptowall 2.0과 
몇몇 악성코드 그룹을 배포하는 공격자들이 토르를 
사용합니다. ('랜섬웨어의 진화: 혁신의 역사 - 낮아진 
진입 장벽' , 13페이지 참조). 이 데이터는 Cisco의 
고객 네트워크 모니터링에서 얻은 것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악성코드 그룹 내에서 토르를 
사용한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림 9. 통신에 토르를 사용하는 악성코드 그룹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Cryptowall 2.0 CryptoDefense ChanitorFsysnaLusy POS Cryptowall 
3.0

CTB-
Locker

익스플로잇 실행 매체로 다시 각광받는  
Microsoft Office 매크로

금융 거래 트로이 목마를 유포하는 데 Microsoft O�ce 
매크로 사용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온라인 범죄 세계에서 
2가지 트렌드가 접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기존 툴 또는 
위협 벡터를 부활시켜 재사용하는 것 그리고 신속하게 
자주 위협을 변형시켜 반복적으로 공격을 감행하면서 탐지 
기술을 우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트로이 목마 유포에 사용되는 기존 툴은 
Microsoft Word를 비롯한 Microsoft O�ce 제품의 
매크로입니다. 수 년 전 공격자들에게 인기를 누렸던 
이 매크로는 결국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면서 
외면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격자들이 사회공학적 수법을 
통해 사용자가 매크로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전술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범죄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숨기는 데 이용되는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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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가 최근 조사한 2가지 캠페인에서는 
드라이덱스(Dridex) 트로이 목마가 송장 또는 기타 
중요한 문서로 가장하여 이메일 첨부 형태로 각각 특정 
수신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5년 중반인 현재, 매일 
새로운 드라이덱스 관련 캠페인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캠페인 1)에서는 이메일 제목 줄에서 
첨부 파일이 중요한 비즈니스 문서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지만, 정작 이메일 자체는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드라이덱스: 캠페인 1

수신자가 첨부 파일을 열면 의미 없는 글로 채워진 Word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Cisco가 분석한 두 번째 캠페인(캠페인 2)에서는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이메일에 포함되어 특정 계정과 
송장 번호를 언급하면서 첨부 문서를 송장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자가 Word 문서를 열면 캠페인 1과 
비슷하게 의미 없는 텍스트가 나타났습니다.

드라이덱스: 캠페인 2

둘 다 이메일 수신자가 Word 첨부 문서를 연 즉시 악성 
활동이 개시되었습니다. 그 배후에서는 매크로가 cmd.exe 
및 PowerShell을 사용하여 하드 코딩된 IP 주소로부터 
악성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Cisco가 관찰한 
일부 캠페인에서는 사용자에게 매크로를 활성화할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크로가 
활성화되면 드라이덱스에서 피해자의 은행 계좌 로그인 
정보 및 비밀번호 유출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Cisco 연구진은 드라이덱스 페이로드를 유포하는 스팸 
캠페인의 수명이 (몇 시간 정도로) 매우 짧고 탐지를 
피하고자 자주 변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에서 유익한 보안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와 같이 단명성 스팸 캠페인을 탐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캠페인이 탐지될 무렵이면 공격자는 
이미 이메일 내용, 사용자 에이전트, 첨부 파일, 참조를 
바꾼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을 개시하므로 
안티바이러스 시스템은 새로 악성코드를 탐지해내야 
합니다. 그림 10에서 보여주는 다이레자씨(DyrezaC) 
악성코드 캠페인과 같이 캠페인이 끝난 후에 안티바이러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림 10. 안티바이러스 시스템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다이레자씨

2월 19일
11:50

악성코드 

캠페인 

시작

악성코드

활동 상황

2월 19일
21:30 

안티바이러스 

시그니처 

업데이트

캠페인 최고조, 

공격자가 다음 

캠페인으로 진행

16:30 14:30 19:30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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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Microsoft O�ce 매크로, 드라이덱스를 결합한 이 
방식이 2015년 상반기에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각광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로이 목마를 수반한 이메일 및 
Microsoft O�ce 첨부 파일 850종을 조사했는데, 한 
스팸 캠페인에서 나온 고유 샘플로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이하는 캠페인의 개발자들은 
보안 우회 기술에 대한 식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안티바이러스 탐지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탐지를 피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림 11의 예에서는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티바이러스 
엔진에서 드라이덱스 위협을 탐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캠페인이 약 5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은 캠페인이 끝날 무렵에야 보호를 
제공한 것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매크로 익스플로잇을 과거의 유산으로 
간주하여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맞설 최상의 방법은 여러 보안 
솔루션이 안티바이러스와 연계하면서 동시에 작동하는 
심층 방어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신종 바이러스 필터는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최대 12시간 격리하므로 이 기간에 
안티바이러스 툴에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 드라이덱스 탐지 그래프, 2015년 3월 ~ 4월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드라이덱스 캠페인이 알려진 
매크로에 공격 시작

공격자가 신속하게 캠페인 종료, 
다음 캠페인으로 진행

안티바이러스 엔진에서 
드라이덱스 탐지

드라이덱스 활동 급증, 그러나 
몇 시간 동안 탐지되지 않음

드라이덱스 트로잔 및 Microsoft Office 매크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los Group 블로그 게시글 'Threat 
Spotlight: Spam Served With a Side of Dridex)'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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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롬버틱에서 선보이는 분석 차단과 악성 동작의 특별한 조합

사용자가 패키지 실행 
파일 다운로드 

악성코드가 수정되면 
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려고 시도

압축 해제된 실행 파일

32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피해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삭제

가로챈 데이터를 웹 
서버에 전송

압축 해제한 셸 코드
준비 완료

압축된 셸 코드를 
메모리에 해독하고 실행

실행 파일 해독

다시 자동 실행, 압축 
해제된 실행 코드로 새 
복사본 덮어쓰기

과도한 활동으로 추적 
툴 부하 상태

1     분석 차단

2     지속성

3     악의적인 활동

실행 파일이 원하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 
원하는 위치에 복사

원하는 위치에서 복사 
실행

리소스에서 32비트 
해시 계산, 값 비교

값이 일치하면 웹 
브라우저에 스파이 
코드 삽입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롬버틱: 데이터를 훔칠 뿐 아니라  
파괴하는 악성코드

교묘한 악성코드 개발자들은 보안 시스템에 걸리면 즉시 
작동을 중지하여 차단 또는 파기되지 않게 합니다. 한편 
보안 연구진은 공격자가 들키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새로운 정적, 동적, 자동 분석 툴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Cisco는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롬버틱을 
리버스엔지니어링 했습니다. 이 복합적인 악성코드는 
리버스엔지니어링과 비슷하게 바이너리 조작 시도를 
탐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롬버틱은 호스트 컴퓨터의 
MBR(Master Boot Record)을 파기하려 합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파기를 시도합니다. 롬버틱은 자신의 활동을 숨기려는 
악성코드와 달리 스스로 부각하도록 설계된 것 같습니다. 
리버스엔지니어링은 Cisco와 기타 위협 분석가들이 
악성코드의 작동 방식(우회 기능 포함)을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롬버틱의 목적은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 침투한 다음 
공격자가 제어하는 서버로 중요 사용자 정보를 유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롬버틱은 다이어(Dyre)라는 
악성코드와 비슷합니다.2 그러나 다이어는 은행 거래 
로그인 정보 유출이 주목적이지만, 롬버틱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종류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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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버틱은 스팸 및 피싱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 시스템에 
침투하는데, 이를 위해 사회공학적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악성코드가 포함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풀게 만듭니다. 사용자가 파일 압축을 풀면 PDF 
같은 파일이 나타나는데, 실은 화면보호기 실행 파일로서 
시스템을 감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림 1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롬버틱은 자신이 변경되고 있음을 감지하면 
시스템의 MBR 파기 및 컴퓨터 재시작을 시도하며, 그러면 
컴퓨터는 작동 불가 상태가 됩니다. 

최신 악성코드의 첨단 분석 차단 툴

롬버틱은 악성코드의 미래를 알려주는 전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성코드 개발자들은 다른 개발자의 성공적인 
전술을 곧 차용하기 때문입니다. Cisco 연구진이 밝혀낸 
것처럼, 롬버틱은 영리하게도 난독화 및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롬버틱에는 
과잉, 즉 '가비지(Garbage)' 코드가 있어 보안 분석가가 
악성코드 검사 및 분석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즉 과중한 부담으로 모든 기능을 일일이 검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롬버틱은 악성 페이로드가 실행되기 전에 탐지를 피하고 
샌드박스 시간을 초과하도록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악성코드는 샌드박스에 갇힐 경우 '휴면' 
상태가 되어 시간 초과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보안 분석 
툴에서 '휴면' 상태의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시작하면서 악성코드 개발자들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롬버틱의 경우 메모리에 무작위 데이터 1바이트를 9억 
6천만 번 기록합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추적 툴과 
샌드박스 모두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애플리케이션이 실은 휴면 상태가 아니므로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억 6천만 
건의 쓰기 명령을 전부 로그에 기록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2가지 툴 유형 모두에서 분석이 복잡해집니다.

롬버틱은 분석 또는 리버스엔지니어링의 대상이 되었을 
때 여러 난독화 기술을 구사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수정 차단 기술을 통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가 분석을 위해 수정되었음을 알게 되면 시스템 
MBR 덮어쓰기를 시도합니다. MBR 덮어쓰기 권한이 없을 
경우 사용자 홈 폴더의 모든 파일을 삭제합니다. 시스템이 
재시작하면 작동 불가 상태가 됩니다.

롬버틱이 모든 수정 차단 검사를 통과하면 드디어 본연의 
임무에 착수합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입력하는 모든 
데이터를 훔쳐 서버에 보내는 것입니다.

롬버틱: 보안 방어 기술의 어려움 가중

롬버틱에서 주목할 점은 더욱 발전된 분석 우회 기술 및 
실행 중인 시스템의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를 손상시키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악성코드와 맞서야 
하는 보안 방어 기술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악성코드 개발자도 롬버틱 전술을 
도용하는 것은 물론 그 파괴력을 더욱 증강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수한 보안 습관을 정착시켜 사용자가 모르는 사람이 
보낸 첨부 파일을 클릭하지 않도록 교육함으로써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롬버틱과 같은 정교하고 
위험한 악성코드 위협에 맞서려면 공격 전, 중, 후를 
포괄하는 심층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롬버틱 악성코드에 대한 추가 분석은 Talos Group 블로그 
게시글 'Threat Spotlight: Rombertik – Gazing Past the 
Smoke, Mirrors, and Trapdoors'를 참조하십시오.

2  'Threat Spotlight: Dyre/Dyreza: An Analysis to Discover the DGA' , Cisco Security 블로그, 2015년 3월 30일,  
http://blogs.cisco.com/security/talos/threat-spotlight-dy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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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없는 스팸량 

공격자들이 네트워크 방어막을 뚫을 더 정교한 방법을 
개발하는 가운데 스팸과 피싱 이메일은 여전히 이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 
1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 세계 스팸량에는 비교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림 14와 같이 국가별로 분석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연방에서는 스팸량이 증가한 반면 다른 지역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스패머 
네트워크의 상대적 활동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그림 13. 변동 없는 스팸량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2014년 12월                                                    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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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50

250

그림 14. 국가별 스팸량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베트남 7.96 | 6.07

중국 30.45 | 20.78

독일 8.77 | 8.02

이란 4.51 | 5.03

러시아 7.00 | 13.33

브라질 5.57 | 5.05

아르헨티나 8.86 | 5.59

이탈리아 7.17 | 7.01

인도 3.22 | 5.40

미국 35.90 | 40.97

10억 통의 이메일/일 2014년 12월 2015년 5월

스페인 11.17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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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안 또는 CWE 앞의 숫자는 pub 수를 나타냄

위협과 취약성: 일반적인 코딩 오류가 익스플로잇 공격에 기회 제공

그림 15. 대표적인 CWE 취약성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2015년 상반기의 대표적인 취약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유형의 오류가 해마다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15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의 CWE(Common 
Weakness Enumeration) 위협 범주 목록에서 버퍼 오류가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https://nvd.nist.gov/cwe.cfm).

그림 15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3가지 CWE인 버퍼 
오류, 입력 검증, 리소스 관리 오류는 범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5대 코딩 오류에 매년 포함되고 있습니다. 
벤더들이 CWE 목록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오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전한 개발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보안 안전장치 및 취약성 테스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벤더들은 제품이 출시된 
후에야 그 취약성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벤더들은 개발 라이프사이클 내에서 보안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약성 탐지, 해결, 보고와 
같은 후속 작업에 계속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벤더는 솔루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고객에게 확신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취약성 테스트를 제품 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드파티 취약성

2014년 4월에 TLS(Transport Layer Security) 처리의 보안 
취약성인 하트블리드(Heartbleed)가 보고된 이래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취약성은 공격 방어에 주력하는 기업에게 
더욱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트블리드의 등장으로, 
특히 오픈소스 솔루션이 인기를 끌면서 TPS(Third-Party 
Software) 취약성에 대한 더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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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2015년 상반기에 추적한 가장 대표적인 6가지 
오픈소스 취약성입니다. (시간대별 벤더 대응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위에서 취약성을 클릭하고 아래로 스크롤 
하여 경고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오픈소스 취약성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떠한 취약성을 
근절하려면 여러 벤더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오픈소스 
솔루션을 유지 관리하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신속하게 
수정 프로그램이나 패치를 내놓을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의 
모든 버전에 이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픈소스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안 
커뮤니티가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를테면 가상화 시스템용 오픈소스 코드에 
영향을 주는 VENOM(Virtualized Environment Neglected 
Operations Manipulation) 취약성이 처음 나타났을 때 
벤더들은 그 취약성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패치를 
내놓았습니다.

Cisco를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들이 최근 OpenSSL에 
투자한 것도 OpenSSL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Linux Foundation에 대한 기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덕분에 보안 연구진이 코드 검토를 
실시하여 오픈소스 솔루션의 수정 및 패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3

많은 기업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보안 전문가는 해당 조직의 어디에서 어떻게 오픈소스가 
사용되는지, 그 오픈소스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가 최신 
버전인지 더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2015
3440

2014
31552013

3039

2012
2700

그림 17. 연간 누적 경보 합계, 연초 5개월, 2012–2015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그림 16. 오픈소스 취약성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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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sco, Linux Foundation, and OpenSSL,' Cisco Security 블로그, 2014년 4월 25일: http://blogs.cisco.com/security/cisco-linux-foundation-and-opens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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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연례 IntelliShield 경보 누적 합계는 2014년 
동기 대비 약간 증가했습니다(표 1). Cisco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경보 합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벤더들이 
보안 테스트 및 자체 취약성 조사/해결에 주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표 1은 보고 및 업데이트된 경보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5월의 총 경보 수는 2014년 5월과 
비교하여 9% 증가했습니다. 보안 벤더와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신규 경보는 증가한 반면 업데이트된 경보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패치 관리에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표 2는 CVSS(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를 
기준으로 익스플로잇 빈도가 높은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NVD(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는 IT 취약점의 특성과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CVSS를 
지원합니다. 

CVSS의 긴급성(Urgency) 점수는 해당 취약성이 적극적인 
공격을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공격 대상이 된 제품의 
목록을 통해 어떤 제품을 현재 사용 중이며 그중에서 
모니터링 및 패치 적용이 필요한 제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 2. 공격 빈도가 가장 높은 취약점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Alert ID

35845

35816

37181

37318

37848

37123

36849

37181

36956

CVSS
Temp

9.0

8.6

7.8

7.7

7.7

7.7

5.5

7.8

4.1

CVSS
Base

10.0

10.0

10.0

9.3

9.3

9.3

7.5

10.0

5.0

제목

GNU Bash Environment Variable String Value Handling

GNU Bash Environment Variable Command Injection Vulnerability

GNU glibc gethost Function Calls Bu�er Over�ow Vulnerability

Adobe Flash Play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Elasticsearch Groovy Scripting Engine Sandbox Bypass

Adobe Flash Player Use After Free Arbitrary Code Execution

Network Time Protocol Daemon Stack Bu�er Over�ow Vulnerability

GNU glibc gethost Function Calls Bu�er Over�ow Vulnerability

OpenSSL RSA Temporary Key Cryptographic Downgrade 
Vulnerability (FREAK)

긴급도 신뢰도 심각도

표 1. 경보 활동 추세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업데이트 신규 합계

1월 211 359 570

2월 255 379 634

3월 285 471 756

4월 321 450 771

5월 237 472 709

1309 2131 3440

2014년 1월 ~ 5월  경보 합계: 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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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를 이용한 익스플로잇의 감소

그림 18. 대표적인 악성코드 벡터

Java PDF Silverlight Flash

Most Common Malware Vectors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그림 18은 2015년 상반기 Java, PDF, Silverlight, Flash 익스플로잇의 로그량을 보여줍니다. PDF 익스플로잇은 매월 달라지지만, 전반적으로 Flash 
익스플로잇처럼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Flash는 익스플로잇 킷 개발자에게 각광받는 수단이므로, 위 로그량 차트에 표시된 것은 앵글러와 같은 
익스플로잇 킷이 동원된 범죄 활동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10페이지 참조). 또한 Silverlight 익스플로잇은 Flash, PDF, Java 기반 
익스플로잇에 비해 그 수가 훨씬 적습니다.

Cisco 2015 연례 보안 보고서4에서 다루었던 동향의 
연속 선상에서 Java 관련 익스플로잇 공격이 2015년 
상반기에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Java는 한때 온라인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공격 벡터였지만, 보안 기술의 발전 
및 강화된 패치 적용 덕분에 공격자들이 차츰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이후로 Java에 대한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Oracle은 무서명 애플릿의 단계적 종료를 비롯하여 
Java 보안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신 
버전인 Java 8은 이전 버전보다 강력한 제어 기능도 
갖추었습니다. 사용자에게 Java를 활성화하도록 요청하는 
대화 상자 등 사용자의 입력 작업이 필요하게 되어 
공격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Oracle은 2015년 4월, Java 7에 대한 지원 종료를 
발표했습니다.5 안타깝게도 벤더가 어떤 제품의 버전에 
대한 지원을 종료할 때 기업들이 즉시 새 버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시간차 때문에 
범죄자가 해당 시점에 지원되지 않는 버전의 취약성을 
공격할 기회가 생겨납니다. 앞으로 Java 7에서 Java 8로의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Java 익스플로잇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Cisco 2015 Annual Security Report, Cisco, 2015년 1월 http://www.cisco.com/web/offers/lp/2015-annual-security-report/index.html.

5  'Oracle to End Publicly Available Security Fixes for Java 7 This Month' , Paul Krill, InfoWorld, 2015년 4월 15일: http://www.infoworld.com/
article/2909685/application-development/oracle-cutting-publicly-available-security-fixes-for-java-7-this-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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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범죄자들은 보안 연구진 및 기술 솔루션의 
감시망을 피해 활동하는 데 더욱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안 연구진이 악성코드를 실행하여 그 활동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는 샌드박스와 같은 기존 장치를 
우회하는 악성코드를 만듭니다. 

Cisco의 조사에 따르면, 그러한 악성코드는 샌드박스 
활동을 발견하면 활동을 중단합니다. 이러한 전술은 
다양한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 변종, 일부 어파트레

(Upatre) 악성코드 변종, 악성 Microsoft O�ce 문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회 전술을 구사하는 악성코드에 맞서려면 
악성코드가 초기 방어선을 통과한 후에도 회귀적 
분석으로 이를 찾아내 식별할 수 있는 심층 방어 전략을 
도입해야 합니다.

최신 샌드박스 탐지

샌드박스 탐지는 악성코드 개발자에게 새로운 전술이 
아니지만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Cisco 
연구진이 2015년 3월 ~ 4월에 발견한 다음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2015년 3월 1일 2015년 4월 1일 2015년 4월 31일

Mar 12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에서 샌드박스 및 
가상 시스템 확인

Mar 11
매크로에서 
샌드박스 및 가상 
시스템 탐지

Mar 19
AutoClose에서 
실행되는 매크로

Mar 19
BIOS 이름 검사로 
우회하는 어파트레

4월 14일
파일 이름 속임수
(스크립트를 방해하는 
Cyrillic 유니코드 문자가 
포함된 페이로드 파일 
이름이 자동화된 
샌드박스에서 악성코드 
시작)

탐지 및 우회 전술을 구사하는 악성코드 개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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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악성코드 노출 위험: 안전지대는 없다

Cisco는 더 정확한 결과를 전달하고자 웹 악성코드 
고위험군 업종을 추적하는 방법론을 정비하고 
간소화했습니다. 이제는 Cisco® Cloud Web Security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의 악성코드 발생률 중앙치(Median)와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특정 업종에 속한 모든 기업의 
악성코드 발생률 중앙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공격 트래픽의 상대량('차단율')을 '정상' 또는 예상 트래픽 
양과 비교합니다.

그림 19는 25개 주요 업종과 그 상대적 차단 활동을 일반 
네트워크 트래픽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1.0은 차단 
횟수가 관찰된 트래픽 양에 비례함을 의미합니다. 1.0보다 
크면 예상보다 높은 차단율, 1.0보다 작으면 예상보다 낮은 
차단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차단율은 이 업종에서 관찰된 
트래픽 양에 비례합니다. 

Cisco 고객의 차단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자 업계가 
추적 대상 25개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차단했음을 
확인했습니다. Cisco는 전자 업계의 높은 차단율이 Android 
스파이웨어 발생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림 19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은 정상 
네트워크 트래픽 대비 공격의 비율이 '정상치'(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0보다 높은 선에 있는, 즉 
공격에 훨씬 더 취약한 상태의 업종을 골라낸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분석은 2015년 상반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업종도 다른 업종보다 '더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각 업종의 모든 기업은 자신이 취약하고 
언제라도 공격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적합한 심층 
방어 전략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림 19. 관찰된 트래픽 볼륨 대비 업종별 차단율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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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활동: 지역별 개요

Cisco 연구진은 그림 20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악성코드 
기반 차단 활동을 시작한 국가와 지역도 조사했습니다. 
인터넷 트래픽 볼륨을 기준으로 연구 분석을 위해 이 
국가들을 선정했습니다. 차단율이 1.0이면 관찰된 차단 
횟수가 네트워크 규모에 비례함을 의미합니다. 

악성코드는 취약한 디바이스에서 거점을 마련합니다. 
차단 활동이 정상보다 높은 국가와 지역은 패치가 없는 
취약성을 지닌 웹 서버 및 호스트가 네트워크에 다수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양의 인터넷 볼륨을 
처리하는 대규모 상용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도 차단 
활동이 많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림 20의 국가 또는 지역은 호스팅 된 서버의 위치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악성 웹 활동의 패턴을 표시된 국가 
또는 지역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1위에 오른 홍콩은 관찰된 
취약 웹 서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예입니다. 프랑스에서 
호스팅 되는 소수의 네트워크가 이 보고 기간에 
바이러스 유포에 관련되면서 이 지역의 수치가 예상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림 20. 국가 또는 지역별 웹 차단 횟수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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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공격의 유형

그림 21과 22는 공격자들이 기업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구사하는 다양한 기술 유형을 보여줍니다. 그림 21은 
Facebook 스캠, 악성 리디렉션을 비롯하여 가장 자주 
발견되는 수법을 소개합니다.

그림 22는 이번 조사의 블라인드 샘플에서 관찰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격 수법입니다. '규모가 더 
작다'고 해서 '그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공격 방식 및 그와 관련된 악성코드가 새로운 위협 
또는 고도로 표적화된 캠페인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웹 악성코드 모니터링에서는 빈번하게 나타나는 
위협 유형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의 전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림 21. 빈번하게 관찰되는 방식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그림 22. 관찰된 소규모 방식의 예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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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버타이징 업데이트: 탐지 기술 우회를 
위해 변이하여 널리 확산된 웹 기반 위협, 
실효성 증대

Cisco 2015 연례 보안 보고서6에서 밝힌 대로, Cisco는 
2014년에 웹 브라우저 애드온의 맬버타이징을 악성코드 
및 원치 않는 애플리케이션 유포에 활용하는, 정교한 
봇넷과 유사한 웹 기반 위협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 
악성코드 그룹은 Adware MultiPlug라는 명확한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확장은 유용한 듯 보이지만 실은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예: PDF 툴, 비디오 플레이어)과 
함께 번들로 구성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및 번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감염됩니다. 대개는 브라우저 애드온인데,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를 신뢰하거나 안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브라우저 확장이 설치되면 사용자 
정보, 특히 사용자가 방문하는 사내외 웹 페이지(사용자 
자격 증명이 아님)가 추출됩니다.

이러한 악성코드 배포 방식은 PPI(Pay-Per-Install) 수익 
체계를 따릅니다. 즉 게시자는 원래 애플리케이션에 
번들로 제공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때마다 돈을 
받습니다. 따라서 감염된 호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되 
대규모 감염자들로부터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설계되고 그에 최적화된 악성코드가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반 웹 트래픽으로 은폐

Cisco는 이러한 위협을 1년 넘게 모니터링하면서 발각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위협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기간은 평균 3개월이며, 
애드온 이름은 계속 바뀝니다. Cisco 2015 연례 보안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이 위협과 관련하여 
4천 종 이상의 애드온 이름과 500개 이상의 도메인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1월, 연구진은 이 위협의 변이 동향을 
포착했습니다. 즉 탐지를 피하고자 URL 인코딩 
체계를 포기하고 일반 웹 트래픽에 숨어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전술 변화 덕분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자를 감염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패턴과 연관된 트래픽의 흔적은 2014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2014년 12월 ~ 2015년 
1월의 트래픽 볼륨 때문에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2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위협에 감염된 사용자 수는 
2월 이후 계속 증가했습니다.

6  Cisco 2015 Annual Security Report, Cisco, 2015년 1월 http://www.cisco.com/web/offers/lp/2015-annual-security-report/index.html.

그림 23. 공격당한 사용자 수, 월별, 2014년 12월 ~ 2015년 5월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2014년 12월

사
용

자
 수

2015년 5월2015년 2월

Number of A�ected Users—Short Trend

600

800

1000

400

이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los Group 블로그 
게시글 'Bad Browser Plug-Ins Gone Wild: 
Malvertising, Data Exfiltration, and Malware, Oh 
My!'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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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는 새로운 URL 체계와 관련된 트래픽 흐름 수가 
2015년 3월부터 기존 체계 트래픽 흐름의 수를 크게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탐지 소요 시간: 정의

Cisco는'탐지 소요 시간(Time To Detection)' , 즉 'TTD'를 
어떤 파일이 최초로 관찰된 시점부터 위협이 탐지된 
시점까지의 시간 범위로 정의합니다. 이 시간 범위는 전 
세계에 구축된 Cisco 보안 제품으로부터 수집한 옵트인 
보안 텔레메트리를 통해 결정합니다.

그림 25의 '회귀적' 범주는 Cisco가 처음에는 '미확인'으로 
분류했다가 나중에 '악성 확인'으로 전환한 파일 수를 
나타냅니다. 

회귀적 범주의 값이 2014년 12월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악성코드 개발자들이 보안 벤더에 한발 앞서기 
위해 빠른 속도로 혁신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지만 Cisco의 위협 탐지 TTD 중앙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이 TTD 중앙치(미확인 파일이 
분석에 의해 위협으로 밝혀진 시점을 나타냄)가 약 
2일(50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업계 표준 TTD는 100일 ~ 
200일인데, 최근 악성코드 개발자들의 혁신 속도를 
고려하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최근 회귀적 범주의 수치 증가는 우회성 활동의 증가('탐지 
및 우회 전술을 구사하는 악성코드 개발자들' , 25페이지 
참조) 그리고 앵글러와 뉴클리어 익스플로잇 킷을 
통한 새로운 Flash 익스플로잇의 성공적인 페이로드 
배포(9페이지 참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TTD 중앙치는 1월 ~ 3월에 44시간 ~ 46시간으로 대략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약간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4월에는 다소 증가하여 49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 말이 되자 Cisco의 TTD는 약 4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Cisco가 탐지 기술을 우회하되 
새롭지는 않은 크립토월과 같은 일반 악성코드를 더 
신속하게 찾아내기 시작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림 25. 회귀적 분석, TTD 평균, TTD 중앙치, 2014년 12월 ~ 2015년 5월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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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트래픽 흐름 비교:  신규 URL 및
기존 URL 체계, 2014년 12월 ~ 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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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행동 지침: 혁신을 
가속화하는 보안 벤더들

Cisco 보안 전문가들은 보안 업계의 변화가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공격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데 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민첩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려면 전면적인 통합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정학 전문가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사이버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시스템 모두 공격 위험에 노출된 세상에서 
기업과 보안 팀 모두 우회성 위협을 탐지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국가나 정부의 후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위협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또는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은 후 중요 
서비스를 복구하게 해주는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의 수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보안 업계는 사이버 공격을 탐지할 뿐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막아낼 기능을 개발하라는 기업과 개인 
사용자의 거센 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더 
신속하게 탐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모색합니다.

현재로서는 보안 복잡성이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하나 이상의 특별한 제품을 기반으로 한 보안 솔루션을 
구현하는 대규모의 안정된 업체들이 보안 업계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에는 다른 대표적인 
솔루션만큼 뛰어나지 않거나 그런 솔루션과 연동하지 않는 
솔루션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틈새시장 벤더들은 특정 보안 허점을 해결할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안 실태를 조명하기보다는 확인된 허점을 해결할 최신 
기술에 서둘러 투자합니다. 

그로 인해 '억지로 끼워 맞춰진' 제품들을 보안 팀에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솔루션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호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로 배포할 수 없는 틈새 기술은 그 
실효성과 상관없이 대개는 단명합니다.

게다가 많은 보안 기술은 단지 최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보안 아키텍처 전반을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보안 산업 스펙트럼의 어느 영역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맞서 진화하지 못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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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통합 및 통합형 위협 방어

Cisco 보안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내에 적응형 솔루션의 
필요성 때문에 보안 업계가 대대적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업계의 통합이 본격화되고 통합형 위협 방어 
아키텍처가 가시화되면서 여러 솔루션을 포괄하여 가시성, 
제어, 인텔리전스, 컨텍스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탐지 및 대응 프레임워크는 확인된 혹은 새로운 
위협 모두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아키텍처의 핵심은 컨텍스트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시성 플랫폼입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위협을 평가하고 지역 및 글로벌 
인텔리전스를 연계하며 방어 체계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지역별 인텔리전스는 인프라에 대한 컨텍스트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텔리전스는 탐지된 모든 이벤트 및 침해 
지표(indicators of compromise)를 연계하여 분석하고 즉시 
공유 형태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가시성 플랫폼의 목적은 모든 벤더가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안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가시성을 통해 보안 
팀은 더 강력한 제어 기능을 갖고 다양한 위협 벡터로부터 
보호하며 각종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최종 사용자가 현재 보안 위협의 지능적 
전술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돕기 위해 보안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한 것과 같은 
통합 위협 방어 체계를 개발하려면 모든 보안 벤더, 즉 
틈새 업체와 오랜 기반을 가진 업체 모두의 긴밀한 공조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업계는 더 능동적으로, 특히 제휴를 통해 타당한 
방식으로 정보 공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 
방어에 필요한 혁신을 촉진하고 구축된 보안 스택의 전 
범위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면 자동화된 
실시간 위협 정보 교환이 필수적입니다. 업계가 응집력 
있고 합당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전 범위에서 더 신속하게 
지식과 인텔리전스를 배포한다면 공격자가 성공과 
익명성의 혜택을 계속 누릴 가능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

향후 5년간 보안 업계의 통합이 본격화될 것이므로 
새로운 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기업은 이 
솔루션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 및 기타 IT 벤더가 해당 제품에 보안을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제품들이 공급망의 각 지점에서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벤더에게 해당 제품이 신뢰할 수 있고 벤더의 주장에 
부합함을 입증하도록 계약을 통해 요구해야 합니다. 

보안 개발 보안 하드웨어 보안 구축 보안 공급망 및 
라이프사이클

보고서 공유

http://www.cisco.com/web/KR/offers/lp/2015-midyear-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Share&COUNTRY_SITE=KR&CAMPAIGN=MSR2015&CREATIVE=&REFERRING_SITE=facebook
http://www.cisco.com/web/KR/offers/lp/2015-midyear-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Share&COUNTRY_SITE=KR&CAMPAIGN=MSR2015&CREATIVE=&REFERRING_SITE=twitter
http://www.cisco.com/web/KR/offers/lp/2015-midyear-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Share&COUNTRY_SITE=KR&CAMPAIGN=MSR2015&CREATIVE=&REFERRING_SITE=linkedin
http://www.cisco.com/web/KR/offers/lp/2015-midyear-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Share&COUNTRY_SITE=KR&CAMPAIGN=MSR2015&CREATIVE=&REFERRING_SITE=email


34Cisco 2015 중기 보안 보고서 | 분석 및 논평

전문성의 가치

보안 벤더는 최종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에 
투자하고 보안 기술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낡은 인프라에 
의존하는 기업은 데이터, 시스템, 사용자, 비즈니스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위험 환경 및 벤더 환경의 
전 범위에서 현황을 모니터링할 숙련된 리소스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사내 보안 전문성 부재는 많은 기업이 
보안 방어 체계를 구축할 때 단편적인 '짜깁기' 방식을 
채택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32페이지 참조). 

외부 전문 업체를 이용하면 유연성 있게 위협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보안 서비스 업체는 거시적 
관점으로 보안을 다루고 해당 기업이 올바른 보안 
투자에서 최고의 가치를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허약한 보안 팀을 보강할 뿐 아니라 
보안 상태의 장단점을 테스트할 평가 자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점과 기타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전략의 수립도 지원합니다. 또한 탐지하기 
어렵고 빠른 속도로 출현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분석 및 실시간 위협 상관성 규명 솔루션을 
관리하고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바일, 소셜, 클라우드, 기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데 보안 서비스 업체를 길잡이의 역할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력 시장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주권 요구 사항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대기업과 같은 보안 기술과 운영을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매니지드 및 호스팅 모델을 찾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평가

자동화/분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유연성

개인정보 보호정책

인원

공격 속도 및 변이가 증가하고 보안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위협 환경을 
관리하는 데 외부 벤더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입니다.

보고서 공유

http://www.cisco.com/web/KR/offers/lp/2015-midyear-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Share&COUNTRY_SITE=KR&CAMPAIGN=MSR2015&CREATIVE=&REFERRING_SITE=facebook
http://www.cisco.com/web/KR/offers/lp/2015-midyear-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Share&COUNTRY_SITE=KR&CAMPAIGN=MSR2015&CREATIVE=&REFERRING_SITE=twitter
http://www.cisco.com/web/KR/offers/lp/2015-midyear-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Share&COUNTRY_SITE=KR&CAMPAIGN=MSR2015&CREATIVE=&REFERRING_SITE=linkedin
http://www.cisco.com/web/KR/offers/lp/2015-midyear-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Share&COUNTRY_SITE=KR&CAMPAIGN=MSR2015&CREATIVE=&REFERRING_SITE=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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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혁신을 뒷받침할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전 세계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데 
인터넷에 더욱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공을 
저해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적들과도 맞서야 합니다. 
사이버 위험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모든 기업의 
혁신과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Cisco의 지정학 전문가들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사이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적인 비즈니스 혁신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디지털 경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로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유출 
및 지적 재산 도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와해시키고 심지어 중요 인프라를 손상시킬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의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구제책을 모색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격의 공적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제재 조치에 더 
개방적으로 접근하는 정부도 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 부재로 인해 보안 
업계가 새로운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할 적응형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협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감시 툴과 같은 침입 소프트웨어 등 '군민 양용'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이자 다국적 
협약인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7에 최근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제안들은 통제 
조치를 제한할 뿐 아니라 보안 연구진이 업계 관계자와의 
정보 교환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안 연구 기능에 큰 타격을 주고 보안 
업계의 인재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 제정의 더 큰 조화: 미래의 방향?

경계의 문제는 특히 정부에서 국민과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사법권끼리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방식과 관련하여 응집력 있는 사이버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공조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IoT(Internet of Things)가 자리 잡고 세상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가운데 산업, 정부, 사회는 증가하고 있는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신뢰는 기껏해야 일부 관계자 
간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 광범위하게 확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력한 제휴 관계에 있더라도 사이버 
거버넌스에 대한 철학이 상충하며, 자연스레 각자의 이익 
및 국민에게 유리한 법 제정에 주력하게 됩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논의처럼 몇몇 관계자만 대화 석상에 나타날 
뿐 사소한 안건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별로는 국경을 초월한 공조가 일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EU(European Union)에서는 
NIS(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Directive 법안을 
통해 정보 공유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법령의 취지는 '회원국 간에 그리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에 더 긴밀한 공조'를 통해 'EU에서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8

또한 EU와 미국은 법 집행 기관끼리 공유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자 데이터 보호 '기본 합의서'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의서는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어떻게 액세스할 것인가라는 더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을 사법권 갈등의 
피해자로 만드는 두 세력 간의 긴장된 분위기를 다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본 합의가 
체결된다면 EU와 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의 법무, 기술, 
보안 팀은 액세스 요건 제정을 위해 공조해야 합니다.

7 ' Wassenaar Arrangement 2013 Plenary Agreements Implementation: Intrusion and Surveillance Items' ,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5/05/20/2015-11642/wassenaar-arrangement-2013-plenary-agreements-implementation-intrusion-
and-surveillance-items. 

8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NIS) Directive,'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digital-agenda/en/news/network-and-information-security-nis-directive.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5/05/20/2015-11642/wassenaar-arrangement-2013-plenary-agreements-implementation-intrusion-and-surveillance-items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5/05/20/2015-11642/wassenaar-arrangement-2013-plenary-agreements-implementation-intrusion-and-surveillance-items
http://ec.europa.eu/digital-agenda/en/news/network-and-information-security-nis-directive


36Cisco 2015 중기 보안 보고서 | 분석 및 논평

하지만 현재 유럽에서 추진 중인 또 다른 법안은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더 많은 경계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EU 기관들은 올해 말까지 새로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마무리하여 기존 EU Data 
Protection Directive를 대체하려 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포괄적 정의와 그러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 및 위반 시 적용될 
무거운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 그리고 EU에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 저장, 
사용하고 데이터 유출 사고를 보고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GDPR이 발효되면 적어도 많은 기업에서 개인 정보 
보호 및 거버넌스 방식을 점검하고 모범 사례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기술 팀은 데이터의 타국 전송 제한 또는 
어려움을 설계 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 
여부에 대한 지역별 인식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안 
팀은 데이터 전송, 개인 데이터 정의,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처리의 법적 기준, 데이터 유출 보고 요건에 영향을 
미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입법 활동의 공조가 강화되면 사이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의 청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데이터 보호 규정에 
대한 정부 간의 협상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업계가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날이 올 
때까지 보안 실무자들은 해당 조직의 의사결정권자에게 
각기 다른 국가의 법규가 업무에 미칠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 부담스럽거나 상충되는 데이터 요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데이터 전송 및 처리 요건 등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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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위협은 기업과 그 보안 팀 및 개별 
사용자가 겪는 사이버 보안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2015년 들어 지금까지 사이버 공격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면서 탄력성과 우회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공격자들은 성공의 모든 걸림돌을 걷어낼 
속셈입니다. 보안 업계에서 위협을 차단하고 탐지할 
기술을 개발하는 속도에 못지않은 민첩함으로 전술을 
전환하거나 변경하고 있습니다.

공격자와 보안 벤더의 혁신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가는 공격에 
더욱 취약해질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위험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해결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적합한 인재, 프로세스, 기술을 
연계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보안이 기업의 거시적 비즈니스 사고방식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Cisco 보안 사업부 총괄 책임자인 David 
Goeckeler 수석 부사장은 말합니다. "기업의 브랜드, 평판, 
지적 재산, 고객 데이터 등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모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은 올바른 보안 상태를 
유지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체계적인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보안 상태를 실현하려면 믿을 수 있는 제품이 
꼭 필요하다고 Cisco의 최고 보안 책임자인 John N. 
Stewart는 말합니다. "기업은 더 이상 그러한 위협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들은 보안 업계에서 신뢰성과 복원력을 
갖추고 가장 지능적인 위협도 막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길 원합니다."



Cisco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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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정보 

Cisco는 현실 세계에 지능형 사이버 보안을 제공하여 
가장 광범위한 공격 환경에 대해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첨단 위협 보호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보안에 대한 Cisco의 위협 중심, 조직적 
접근 방식은 복잡성과 분산을 줄이는 동시에 공격 전후 
및 중간에 뛰어난 가시성, 일관된 제어, 첨단 위협 보호를 
제공합니다.

CSI(Collective Security Intelligence) 에코시스템의 위협 
연구진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센서, 공개 및 비공개 피드, 
Cisco의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얻은 원격 분석 정보를 
사용하여 업계 최고의 위협 정보를 하나로 결합했습니다. 
이 정보의 양은 매일 수십억 건의 웹 요청, 수백만 개의 
이메일, 악성코드 샘플, 네트워크 침입에 해당합니다. 

Cisco의 정교한 인프라와 시스템은 이 원격 분석을 
사용하여 머신-학습 시스템 및 연구가들이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엔드포인트, 모바일 디바이스, 가상 시스템, 
웹, 이메일, 클라우드에서 위협 정보를 추적하여 근본 
원인을 식별하고 사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얻은 정보는 Cisco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보호로 변환되어 전 세계 Cisco 고객에게 즉시 전달됩니다. 

Cisco의 위협 중심 보안 접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security 에서 확인하십시오.

Cisco 2015 중기 보안 보고서에 도움 주신 
분들 

Collective Security Intelligence 
Cisco CSI(Collective Security Intelligence)는 여러 보안 
솔루션에서 공유되면서 업계 최고의 보안 및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위협 연구진과 더불어 CSI는 위협 인프라, 
제품 및 서비스 텔레메트리, 공개 및 비공개 필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Talos Security Intelligence and Research Group
Talos Security Intelligence and Research Group에서는 
최고의 위협 연구진이 첨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알려진 
혹은 새로운 위협을 탐지, 분석, 차단하는 Cisco 제품을 
위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구축합니다. Talos는 Snort.org, 
ClamAV, SenderBase.org, SpamCop의 공식 규칙 모음을 
관리하며 Cisco CSI 에코시스템에 위협 정보를 제공하는 
주 조직입니다. 

IntelliShield Team
IntelliShield 팀은 Cisco Security Research & Operations 및 
외부 소스를 포괄하여 수집한 데이터와 정보를 대상으로 
취약성 및 위협 조사, 분석, 통합,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여 
각종 Cisco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IntelliShield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를 제공합니다.

Active Threat Analytics Team
Cisco ATA(Active Threat Analytics) 팀은 첨단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확인된 침입, 제로데이 공격, 지능적 지속 
위협에 대한 방어를 지원합니다. 이 종합 관리형 서비스는 
Cisco 보안 전문가 및 글로벌 보안 운영 센터 네트워크에서 
제공합니다. 휴일 없이 24시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온디맨드 방식의 분석을 수행합니다.

Cognitive Threat Analytics 
Cisco Cognitive Threat Analytics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보안 사고, 보호 대상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악성 
코드, 기타 보안 위협을 찾아냅니다. 동작 분석 및 이상 
징후 탐지를 통해 악성코드 감염이나 데이터 보안 침해의 
증상을 파악하여 경계 기반 방어의 허점을 보완합니다. 
Cognitive Threat Analytics는 고급 통계 모델링 및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새로운 위협을 식별하고 
파악한 내용을 학습하며 시간을 두고 조정합니다.

http://www.cisco.com/go/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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