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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가 기술과 전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는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자신들의 
캠페인을 실행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백엔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범죄자들은 데이터와 
지적 재산을 계속해서 훔치고 있으며, 탐지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Cisco 2016 연례 보안 보고서에서는 Cisco Security 
Research 그룹의 최신 조사 결과, 동향(insight),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 팀에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다양한 공격 툴을 사용하는 공격자들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데 있어 방어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의 위협 트렌드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Level 3 Threat Research Labs 같은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isco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Cisco의 연구진이 편집한 데이터를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직관력을 제공하고, 보안 
전문가들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협 정보(THREAT INTELLIGENCE)
이 섹션에서는 웹 공격 벡터, 웹 공격 방법, 취약점 등 Cisco 
연구진이 파악한 가장 중요한 사이버 보안 트렌드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랜섬웨어와 같은 증가 추세에 
있는 위협에 대한 자세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관찰된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Cisco Security 
Research에서는 포괄적인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업계 동향(INDUSTRY INSIGHTS)
이 섹션에서는 암호화 사용의 증가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보안 리스크와 같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트렌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SMB)들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취약점을 살펴보고, IT 
인프라 지원에 있어서 오래되었거나 지원이 되지 않고 
단종된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에 관한 연구도 
제공합니다.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SECURITY CAPABILITIES 
BENCHMARK STUDY)
이 섹션에서는 Cisco의 두 번째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의 
결과를 다룹니다. 이 조사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보안 상태에 
대한 보안 전문가들의 인식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2015년 
조사 결과와 2014년 결과를 비교해 보면 CSO(Chief Security 
Officer, 최고보안책임자)와 SecOps(Security Operations, 
보안 팀) 중역들은 자신들의 보안 인프라가 최신 상태인지, 
또는 공격을 막아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기타 보안 프로세스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Cisco 2016 연례 
보안 보고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전망

이 섹션에서는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두 그룹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 
경영진이 갖는 우려 사항에 대한 연구이고 둘째는 보안 
리스크와 신뢰성에 대한 IT 의사결정권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입니다. 또한 탐지 소요 시간(TTD, Time To Detection) 
단축 부분에 대한 Cisco의 업데이트와 통합형 위협방어 
아키텍처로 이동하는 것이 위협 차단을 위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ecutive Summary
보안 전문가들은 방어 전략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Cisco 2016 연례 보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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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 결과

 • Cisco는 Level 3 Threat Research Labs와 호스팅 
제공자인 Limestone Networks 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Angler 
Exploit Kit)의 활동을 식별해내어 이를 무력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 익스플로잇 킷은 매일 90,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수천만 달러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 Cisco 연구진이 관찰했던 것 중 가장 위협적인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봇넷인 
SSHPsychos(Group 93)는 Cisco와 Level 3 
Threat Research Labs의 합작 대응에 의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앵글러 사례와 같이, 이 
성공으로 공격자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업계의 협업이 
가지는 가치가 주목받게 됩니다.

•• 악성 브라우저 확산은 기업 데이터 유출의 주요 원인일 
수 있으며 폭넓게 만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Cisco는 
조사대상 조직의 85% 이상이 악성 브라우저 확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2015년 7월에 Cisco가 분석한 어떤 그룹의 경우, Bedep, 
Gamarue, Miuref와 같은 잘 알려진 봇넷들이 대부분의 
명령 및 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악성으로 확인된' 악성코드를 Cisco가 분석한 결과, 
그 악성코드의 대부분(91.3%)이 캠페인을 수행하기 
위해 DNS(Domain Name Service)를 사용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DNS 쿼리에 대한 회귀적 조사를 통해 
Cisco는 고객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불법' DNS 
리졸버(Resolver)를 찾아냈습니다. 기업들은 그 리졸버가 
직원들에 의해 그들의 DNS 인프라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 Adobe Flash의 취약점들은 여전히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벤더들은 
사용자들이 Flash 기술을 통해 악성코드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 2015년의 트렌드를 관찰하면서 Cisco의 연구진은 
암호화된 HTTPS 트래픽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HTTPS가 곧 인터넷 트래픽의 주요 형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호화가 고객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보안 커뮤니티가 위협을 
추적하는 일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보안 제품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일부 
악성코드는 다양한 포트에 걸쳐서 암호화된 통신을 
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공격자들은 자신들의 범죄 활동을 위해 대중적인 웹 개발 
플랫폼인 WordPress에 의해 만들어진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버 
리소스를 정렬하고 탐지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수익증대를 위해 효율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백엔드 인프라를 정교하게 구축해왔습니다.

Cisco 2016 연례 보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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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화되는 인프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조직들은 보안 침해에 점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Cisco는 인터넷에서 115,000개의 Cisco 디바이스를 
분석하였고 해당 샘플 디바이스 중 92%가 알려진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석에 포함되었던 실제 
사용되는 Cisco 디바이스의 31%는 '판매 종료'된 것이고 
8%는 '단종'된 제품이었습니다.

 • Cisco의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 보안 담당 중역들이 자신들의 보안 툴과 
프로세스에 대해 가졌던 확신이 2014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64%의 
기업이 자신들의 보안 인프라가 '매우 최신 상태'라고 
답했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59%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이들의 걱정은 방어를 강화하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 벤치마크 조사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보다 
소수의 방어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2015년에는 중소기업의 48%가 웹 보안 
장치를 사용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2014년의 59%와 
비교하여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2015년에는 29%가 
패치와 컨피그레이션 툴을 사용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2014년의 39%와 비교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점들로 인해 공격자들이 비교적 쉽게 중소기업 
네트워크에 침투가 가능해지고 이는 중소기업의 
고객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2015년 5월 이후, Cisco는 자사의 네트워크에서 알려진 
위협에 대한 탐지 소요 시간(TTD)의 중앙값을 17시간 
정도로 단축시켰습니다. 하루가 채 안되는 시간입니다. 
이는 현재 업계 TTD 예상치인 100~200일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사 결과Cisco 2016 연례 보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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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이 멀다

과거에는 많은 온라인 범죄자들이 인터넷의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 기업의 네트워크를 
급습하는 방식으로 탐지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대담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합법적인 온라인 리소스로 
접근합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훔치고, 자신들이 인질로 잡은 
정보의 소유자인 온라인 피해자들에게 몸값(ransom)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방어자와 공격자 간의 전쟁에서 확산을 막는 
장치와 같습니다. 공격자가 작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 더 많은 
장소를 온라인에서 발견하는 경우, 그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Cisco 보안 연구진은 공격자들이 자신의 
캠페인을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견고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사용하는 전술을 강조합니다. 
공격자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으며 많은 수가 서버 자원을 
활용하는 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의 폭증(10 페이지 참조)이 주된 사례입니다. 
랜섬웨어는 쉬운 방법으로 사용자들을 공격하여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랜섬웨어를 통해 거의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매일 수만명의 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 그 노력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캠페인을 통해 돈을 버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공격자들은 활동의 근거로서 합법적 
리소스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변조 랜섬웨어 개발자들을 비롯해 다른 익스플로잇 공격 
개발자들도 탐지를 피하고 서버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킹된 WordPress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33페이지 참조). 그리고 Cisco 연구진이 본 가장 
위협적인 봇넷 중 하나인 SSHPsychos의 공격자들은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표준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Cisco와 Level 3 Threat Research Labs의 공동 작업을 통해 
통신 사업자들이 봇넷 개발자의 트래픽을 차단하기 전까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에 눈이 멀다: 
현대 사이버 범죄에서는 돈이 
최고

Cisco 2016 연례 보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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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러 익스플로잇 킷은 시장에서 가장 크고 가장 효과적인 
익스플로잇 공격 킷입니다. 이는 몇몇 유명 맬버타이징(악성 
온라인 광고) 및 랜섬웨어 캠페인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Cisco의 위협 연구진이 과거 수년 동안 면밀히 
감시해왔던 랜섬웨어 활동이 전반적으로 급증하게 된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공격자들은 사용자의 파일들을 
암호화하는 랜섬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3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의 '몸값'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몸값을 지불한 
경우에 그 암호에 대한 키를 알려주는 수법입니다.

Cisco 2015 중기 보안 보고서에 보고된 바와 같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 화폐(Cryptocurrency) 및 Tor 같은 
익명화(Anonymization) 네트워크는 공격자들로 하여금 
악성코드 시장에 쉽게 진입하여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도록 
해줍니다. 랜섬웨어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된 장점 때문입니다. 랜섬웨어는 위협 행위자들에 
대한 관리가 수월하고, 사용자가 공격자에게 암호 화폐로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현금화가 빠릅니다.

앵글러 및 관련 랜섬웨어 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통해, Cisco는 
해당 익스플로잇 킷 운영자들이 Limestone Networks가 
운영하는 서버들에 있는 전 세계 프록시 서버들 중 과도한 
비율을 앵글러에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버의 사용은 Cisco 연구진이 최근 지하 경제에서 관찰한 또 
다른 트렌드의 주요 사례입니다. 위협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캠페인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법적 리소스와 악성 리소스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앵글러를 지원하는 IP 인프라는 크지 않습니다. 활성 
시스템의 일일 개수는 일반적으로 8~12 사이였으며, 대부분 
하루 동안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림 1은 Cisco가 2015년 
7월 내내 관찰하였던 고유 IP 주소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isco는 앵글러 운영자들이 위협 활동을 은닉하고 자신들의 
돈벌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형 방식으로 IP 
주소를 통해 작업하고 있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특집 기사

영향이 크고 수익성이 높은 익스플로잇 킷 및 랜섬웨어 캠페인을 차단하려는 Cisco의 
업계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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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Figure X.
Angler IP Addresses by Date, July 2015

2015년 7월

16

IP 주소의 수

8에서 12사이를 맴돌고 있음

12

8

4

311 15 2010

그림 1. 2015년 7월 날짜별 앵글러 IP 주소의 수

공유

https://www.facebook.com/sharer/sharer.php?u=http://www.cisco.com/c/m/ko_kr/offers/sc04/2016-annual-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media%2bshare&COUNTRY_SITE=KR&CAMPAIGN=ASR2016&CREATIVE=figure%2b1&REFERRING_SITE=facebook
https://twitter.com/intent/tweet?url=http://cs.co/9003BpzFl&text=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B0%9B%EA%B8%B0
https://www.linkedin.com/shareArticle?mini=true&url=http://www.cisco.com/c/m/ko_kr/offers/sc04/2016-annual-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media%2bshare&COUNTRY_SITE=KR&CAMPAIGN=ASR2016&CREATIVE=figure%2b1&REFERRING_SITE=linkedin&title=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B0%9B%EA%B8%B0
mailto:?Subject=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t&Body=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8B%A4%EC%9A%B4%EB%A1%9C%EB%93%9C%20%20%0Ahttp%3A%2F%2Fcs.co%2F9002Bpz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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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217.218

Limestone Network IP 주소

2015년 7월

Figure X. Low IP Infrastructure Supporting Angler

74.63.217.219

74.63.217.220

74.63.217.221

74.63.217.222

74.63.237.178

74.63.237.181

74.63.237.179

74.63.237.180

74.63.237.182

2 8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3 4 5 6 7

그림 2. 앵글러를 지원하는 낮은 IP 인프라

그림 3. 2015년 7월 제공자별 앵글러 HTTP 요청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Figure X. Angler HTTP Requests by Provider,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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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6,000요청 수

(Limestone Networks)

(Hetzner)
측정된 전체 
트래픽의 75%

그림 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앵글러는 IP 주소(여기서는 
74.63.217.218)로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이 사용자의 보안을 
침해하고 방어자들이 탐지를 시작하는 '노이즈(Noise)'를 
발생시키면, 공격자들은 인접한 IP 주소(74.63.217.219)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일 호스팅 제공자로부터 나오는 
IP 공간의 근접 블록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Cisco는 ASN(Autonomous System Numbers)과 IP 주소에 
연계된 제공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IP 정보를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앵글러 관련 트래픽의 대부분이 두 개의 합법적인 
호스팅 제공업체인 Limestone Networks와 Hetzner에서 
운영하는 서버에서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림 3). 
이들은 7월 전체 트래픽량의 상당수인 75%를 차지했습니다.

Cisco는 앵글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호스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Limestone Networks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Limestone은 협업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회사는 매달 과도한 신용카드 지불 거절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이는 공격자들이 도용된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자신들의 서버에 대한 수천 달러 가치의 랜덤 배치를 
구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유

https://www.facebook.com/sharer/sharer.php?u=http://www.cisco.com/c/m/ko_kr/offers/sc04/2016-annual-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media%2bshare&COUNTRY_SITE=KR&CAMPAIGN=ASR2016&CREATIVE=figure%2b2&REFERRING_SITE=facebook
https://twitter.com/intent/tweet?url=http://cs.co/9008BpzFg&text=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B0%9B%EA%B8%B0
https://www.linkedin.com/shareArticle?mini=true&url=http://www.cisco.com/c/m/ko_kr/offers/sc04/2016-annual-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media%2bshare&COUNTRY_SITE=KR&CAMPAIGN=ASR2016&CREATIVE=figure%2b2&REFERRING_SITE=linkedin&title=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B0%9B%EA%B8%B0
mailto:?Subject=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t&Body=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8B%A4%EC%9A%B4%EB%A1%9C%EB%93%9C%20%20%0Ahttp%3A%2F%2Fcs.co%2F9007Bpz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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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들은 서버를 구매할때 추적하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한 공격자가 매일 새로운 이름과 
신용카드로 3~4개의 서버를 구입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안 침해를 당한 서버가 식별되고 방어자들에 의해 차단되면 
이들은 하나의 IP 주소에서 다음 주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수사하기 위해, Cisco는 Level 3 Threat 
Research Labs 뿐만 아니라 Cisco의 회사인 OpenDNS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Level 3 Threat Research Labs에서는 
위협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직관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isco에서는 위협의 범위와 위협이 극에 달했을 때 
얼마나 영향이 큰지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OpenDNS는 해당 위협에 관계된 도메인 활동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해 주어, 도메인 섀도잉(Domain Shadowing)과 
같은 기법을 공격자들이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Cisco 위협 연구진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앵글러를 접하게 되고 악성 페이로드를 전달받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진은 맬버타이징을 통해 사용자들을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으로 리디렉션하는 유명 웹사이트들을 
관찰하였습니다. 수백 개의 주요 뉴스, 부동산, 대중문화 
사이트에 허위 광고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이트들은 일반적으로 보안 커뮤니티에서 '양호하다고 
알려진' 사이트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Cisco의 위협 연구진은 동일한 방식으로 리디렉션하는 
랜덤 웹사이트 같은 무수한 작은 사례들을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어느 작은 시골 지역 신문에 나온 어떤 
사람의 부고(訃告)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십중팔구, 후자의 
전략은 고령자를 목표로 계획된 것입니다. 이들은 Microsoft의 
Internet Explorer와 같은 기본적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고, Adobe Flash의 취약점들을 정기적으로 
패치할 필요성을 인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러한 앵글러 활동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측면은, 고유한 
리퍼러(Referer)의 양과 리퍼러가 사용된 빈도가 낮다는 
것이었습니다(그림 4). Cisco에서는 사람들을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으로 보내는 고유 사이트를 15,000개 이상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 99.8%가 10회 미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리퍼러의 대부분은 단기간 활성화되었고 소수의 
사용자를 목표로 한 이후에는 제거되었습니다. 2015년 7월에 
실시한 분석에서 Cisco는 그러한 활동의 정점이 다양한 
Hacking Team 제로데이 익스플로잇(CVE-2015-5119, 
CVE-2015-5122)과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1 

Cisco는 이러한 특정 활동을 통해 전달된 앵글러 페이로드의 
약 60%가 일부 유형의 랜섬웨어 변종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Cryptowall 3.0이었습니다. 
클릭 사기 캠페인을 실행하는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데에 
주로 사용된 Bedep 역시 또 다른 유형의 페이로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브라우저 감염 증가 - 그리고 데이터 
유출의 주요 출처"16 페이지 참조). 두 가지 유형의 
악성코드 모두 공격자가 추가적인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림 4. 2015년 7월 일별 고유 리퍼러(Referer)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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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Figure X. Unique Referers by Day,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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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Adobe Patches Hacking Team's Flash Player Zero-Day," by Eduard Kovacs, SecurityWeek, July 8, 2015: 
http://www.securityweek.com/adobe-patches-hacking-teams-flash-player-zero-day.

http://www.securityweek.com/adobe-patches-hacking-teams-flash-player-zer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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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특정 캠페인에서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 활동의 절반 정도의 공격자는 하루에 최고 
90,000명의 희생자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캠페인은 연간 3천만 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Hetzner의 네트워크도 비슷한 성공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Limestone Networks 및 
Hetzner 서버와 관계된 활동의 배후에 있는 공격자가 Cisco의 
분석 당시 있었던 전 세계적 앵글러 활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Cisco 연구진은 이러한 공격으로 연간 
6천만 달러의 총수입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 추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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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X. Angler Revenue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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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는 사용자들이 접속해 있던 서버들이 실제로는 악성 
앵글러 활동을 호스트하지 않았다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냥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사용자는 리디렉션 
체인에 들어가서 프록시 서버에 도착할 랜딩 페이지에 대한 
GET 요청을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프록시 서버는 다양한 
국가, 다양한 제공자의 익스플로잇 서버로 트래픽을 보내줄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 Cisco는 하나의 익스플로잇 서버가 
여러 프록시 서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5 참조).

Cisco는 상태 모니터링 같은 작업을 다루고 있던 상태 서버를 
확인했습니다. 상태 서버가 모니터링하고 있던 모든 단일 
프록시 서버는 한 쌍의 고유 URL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로에 대한 조회를 받는 경우, 상태 서버는 HTTP 상태 코드 
'204' 메시지를 회신하게 됩니다. 공격자들은 각각의 프록시 
서버를 고유하게 식별하고 그 서버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방어자들이 그 서버에 손을 댄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다른 
URL을 사용하여 프록시 서버로부터 로그를 수집하고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계 협업은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 활동을 조사하는 
Cisco의 능력에 있어서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통신 
사업자에게 있는 앵글러 프록시 서버로 리디렉션하지 않게 
중단시키고, 매일 수천 명의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도로 정교한 사이버 범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Cisco는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신규 서버들을 식별하기 위해 
Limestone Networks와 긴밀하게 협력하였고 그것들이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서버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얼마 후 공격자들이 Limestone 
Networks에서 나갔고 앵글러 활동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위협적인 DDoS 봇넷 중 
하나를 무력화하기 위한 업계 노력

통합형 위협 방어 기술은 주요 공격들이 기업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종종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심각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들, 보안 벤더들, 
업계 그룹 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더 위협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IT 업계는 이러한 범죄 캠페인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제휴가 필요합니다. Cisco 보안 연구진이 관찰한 
가장 위협적인 DDoS 봇넷 중 하나인 SSHPsychos(Group 
93이라고도 함)는 Level 3 Threat Research Labs와 Cisco가 
협업을 실시한 이후에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림 5. 앵글러 백엔드 인프라

사용자 상태 서버프록시 서버

익스플로잇 서버

페이지를 
요청함

프록시 서버 
참조

프록시 서버가 익스플로잇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음 (포트 81)

익스플로잇 서버가 상태 서버에 
HTTP 요청을 보냄

마스터 서버로 
보내진 로그 
데이터 롤업

상태 서버가 HTTP 
요청/상태를 추적함

Figure X. Angler: Back–End Infrastructure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마스터 서버

공유

Cisco가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에 의해 생성된 
엄청난 국제적 수입원을 어떻게 중단시켰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isco 보안 블로그 
게시물 "Threat Spotlight: Cisco Talos Thwarts 
Access to Massive International Exploit Kit 
Generating $60M Annually from Ransomware 
Alone"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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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위협 
SSHPsychos DDoS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유한 
위협입니다. 인터넷 전반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수만 대의 
머신을 동원하기 때문에, 디바이스별로 처리할 수 없는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SH(Secure Shell) 트래픽을 수반하는 
무차별 대입 공격을 사용하여 봇넷이 생성됩니다(그림 6). SSH 
프로토콜은 안전한 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시스템의 원격 관리를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Cisco와 
Level 3의 분석에 따르면 SSHPsychos는 전 세계 모든 인터넷 
SSH 트래픽의 35%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그림 7).

SSHPsychos는 중국과 미국에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300,000개의 고유 비밀번호를 사용한 무차별 대입 
로그인 시도가 중국에 기반을 둔 호스팅 제공자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공격자들이 정확한 비밀번호를 추측하여 
로그인할 수 있게 되어서야 비로소 무차별 대입 공격이 
중단되었고, 24시간 후에는 미국 IP 주소로부터 로그인한 후 
DDoS 루트킷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관리자의 
의심을 줄이려는 수법이 분명했습니다. 봇넷의 공격 표적은 
다양했지만, 많은 경우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그 
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캐너가 성공적인 
로그인을 완료함

악성코드 호스트

SSH 무차별 대입 공격 시도 수 
(300K 고유 비밀번호)

표적 네트워크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그림 6. SSHPsychos가 사용하는 무차별 대입 공격 

그림 7. 공격이 정점에 달했을 때, SSHPsychos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35%를 차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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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X. At Peak, SSHPsychos Accounted for 35% of Internet SSH Tra c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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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전문가들과의 협업

DDoS 공격의 광범위한 규모로 인해, Cisco 연구진은 피해를 
막아내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따라서 무차별 
대입 공격 그룹을 인터넷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직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본 
제공자들은 고객의 컨텐츠를 필터링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Cisco는 Level 3 Threat Research Labs에 요청하여 
SSHPsychos가 상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넷블록(Netblock),  
즉 IP 주소의 범위에서 트래픽을 분석하였습니다(103.41.124.0/23). 
해당 주소에서 발생하거나 그 주소를 목적지로 하는 합법적인 
트래픽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자체 
네트워크 내에 있는 트래픽 경로를 무산시켰습니다. 이후에는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해당 
도메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그림 8). 
원래의 네트워크에서는 새로운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넷블록 43.255.190.0/23에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에서는 많은 양의 SSH 무차별 대입 공격 
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SSHPsychos와 연계되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SSHPsychos와 비슷한 
트래픽이 이처럼 갑자기 재등장한 후에 Cisco와 Level 3은 
103.41.124.0/23뿐만 아니라 넷블록 43.255.190.0/23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SHPsychos에서 사용한 넷블록을 해체하는 것으로 DDoS 
네트워크가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의 공격을 늦출 수 있었고,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새로운 머신으로 SSHPsychos가 퍼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대규모 공격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보안 업계에서는 SSHPsychos와 같은 위협에 
직면했을 때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온라인 
범죄자들이 네트워크에서 합법적인 트래픽만을 전달하도록 
계획된 자신들의 익스플로잇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 최상위 
도메인 제공자들, ISP들, 호스팅 제공자들, DNS 리졸버들, 
보안 벤더들이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자들이 다소 평범해 보이는 악성 트래픽을 전달하는 
경우, 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합법적인 네트워크로 가는 악성 
경로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라우저 감염 증가 – 그리고 데이터 
유출의 주요 출처

종종 보안 팀에서 브라우저 애드온(Add-Ons)을 그리 
심각하지 않은 위협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감염은 신속히 식별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높여 감시해야 합니다.

긴급한 이유: Cisco의 조사에 따르면 브라우저 감염은 많은 
조직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Cisco는 악성 
브라우저 애드온 26개 군을 검사했습니다(그림 9). 이 기간 
동안의 브라우저 감염 패턴을 보면, 감염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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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대입 공격 시도 수 Cisco와 Level 3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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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X. SSHPsychos Tra�c Drops
Dramatically After Intervention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그림 8. SSHPsychos 트래픽은 개입 이후 극적으로 
떨어짐

그림 9.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브라우저 감염 수

SSHPsychos 위협에 대한 Cisco와 Level 3 
Threat Research Labs의 대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Cisco 보안 블로그 게시물 "Threat 
Spotlight: SSHPsychos"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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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X. Increased Encryption Makes
IOC Detection More D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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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 패턴은 속임수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HTTPS 
트래픽 양의 증가로 인해 Cisco에서 추적했던 26개 
군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보안 침해 지표(Indicators of 
Compromise)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는 
암호화로 인해 URL 정보를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와 이로 인해 방어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암호화 트래픽의 증가 – 그리고 방어자가 
직면한 문제"30페이지 참조).

악성 브라우저 확산을 통해 정보를 훔칠 수 있게 되고, 이는 
데이터 유출의 주된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안이 
침해된 브라우저로 새로운 웹 페이지를 열 때마다, 악성 
브라우저의 확산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방문하는 모든 내부 또는 외부 웹 페이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이상의 정보가 몰래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URL에 
내장된 고도로 민감한 정보도 유출됩니다. 이 정보에는 
사용자의 자격 증명, 고객 데이터, 조직의 내부 API와 
인프라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목적 악성 브라우저의 확산은 소프트웨어 번들이나 
애드웨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기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익스플로잇 공격을 가함으로써 
피해를 주게끔 설계되었습니다. 감염된 브라우저에서 
사용자들이 디스플레이 광고나 팝업 같은 맬버타이징을 
클릭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보안이 침해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맬버타이징을 통해 감염된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끌어들여 악성코드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브라우저 요청을 가로채서 악성 웹 페이지들을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Cisco의 조사대상 45개사의 조직들 중 85%가 
악성 브라우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이러한 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염된 브라우저는 비교적 경미한 위협으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며칠 또는 심지어 더 오랫동안 탐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공격자들에게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탐지 소요 시간: 탐지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경쟁"60 페이지 참조). 

따라서 Cisco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데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보안 팀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봇넷 C&C(Command and Control): 
전반적 개요 
봇넷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공격자들은 봇넷을 하나의 그룹으로 제어하고, 스팸을 
보내거나 DDoS 공격을 감행하는 것과 같은 특정 과업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그 규모와 
수가 늘어났습니다. 현재의 위협 양상을 전체적인 규모에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Cisco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봇넷 
8개 중 하나 이상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121개 기업의 네트워크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봇넷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규화했습니다(그림 10).

수년간 존재해왔던 다목적 정보 절취 모듈인 Gamarue가 분석 
기간 동안 가장 흔히 볼 수 있었던 C&C(Command-and-
Control) 위협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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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X. Growth of Individual Threats 
(Ratio of Infected Users)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그림 10. 개별 위협의 증가(감염된 사용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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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랜섬웨어 Cryptowall 3.0과 관련된 감염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활동은 주로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에 
기인하는데, Cryptowall은 페이로드를 드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킷입니다. Cisco 2015 중기 보안 보고서에서 
보고된 것처럼, 앵글러와 기타 익스플로잇 킷 개발자들은 
Adobe Flash의 '패치 허점(Patching Gap)', 즉 Adobe에서 
업데이트를 내놓는 시점과 사용자가 실제로 업그레이드하는 
시점의 간격을 이용해 공격하고 있습니다.² Cisco 위협 
연구진은 2015년 7월 감염 수 급증의 원인이 Hacking Team 
유출의 일부분으로 노출된 Flash 제로데이 익스플로잇(Zero-
Day Exploit) CVE-2015-5119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³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은 Bedep Trojan도 전송하는데, 이는 
클릭 사기 캠페인을 실행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이 위협 역시 
7월에 다소 증가했습니다(그림 11).

Bedep, Gamarue, Miuref(클릭 사기를 실행할 수 있는 또 
다른 트로이 목마 및 브라우저 하이재커) 모두는 Cisco가 
분석한 사용자 기반에서의 봇넷 C&C 활동의 6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Bedep 감염 비율은 분석 기간 중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Miuref 감염은 감소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Cisco는 그 원인이 HTTPS 트래픽의 증가로 
보고 있는데, 이는 Miuref의 보안 침해 지표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림 12에서는 Cisco에서 모니터링한 시간대 중에 
있었던 가장 많은 감염에 대해 책임이 있는 봇넷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Gamarue와 Sality 같은 다목적 봇넷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뒤를 클릭 사기 봇넷이 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뱅킹 트로이 목마인데, 이는 이러한 유형의 위협이 
오래된 것이지만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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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X. Monthly Threat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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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감염된 사용자 수에 기반한 월별 위협 커버리지

Figure X. Monthly Threat Coverage, Based on 
Threat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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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위협 카테고리에 기반한 월별 위협 커버리지 

² Cisco 2015 Midyear Security Report: http://www.cisco.com/web/offers/lp/2015-midyear-security-report/index.html.
³ "Adobe Patches Hacking Team's Flash Player Zero-Day," by Eduard Kovacs, SecurityWeek, July 8, 2015: 

http://www.securityweek.com/adobe-patches-hacking-teams-flash-player-zer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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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으로 확인된' 악성코드를 Cisco가 분석한 결과, 그 
악성코드의 대부분(91.3%)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서 DNS(Domain Name Service)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 C&C(Command and Control) 확보

 • 데이터 유출

 • 트래픽 리디렉션

Cisco는 다양한 샌드박스에서 나온 모든 샘플의 행동을 
파헤쳤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DNS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인터넷 '상태 체크'를 실시하기 위해 
DNS를 단순히 사용하기만 한 악성코드는 분석용 샘플에서 
제외했습니다. 나머지 악성코드는 악성으로 확인되었거나 
의심스럽다고 여겨지는 사이트들과 접속하기 위해 DNS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자들이 악성코드 캠페인을 촉진하기 위해 DNS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보안 목적으로 DNS를 모니터링하고 
(또는 조금이라도 DNS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회사는 
소수였습니다. 보안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DNS는 
공격자들에게 완벽한 경로가 됩니다. 최근 Cisco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그림 13 참조), 보안 전문가들의 63%가 
자신들의 조직이 재귀적(Recursive) DNS로부터의 위협을 
모니터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재귀적 DNS 네임 서버는 
요청 호스트에게 대상 도메인 이름의 IP 주소를 제공함).

많은 조직에서 DNS가 보안의 사각지대인 이유는 보통 보안 
팀과 DNS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IT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자주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안 팀과 DNS 전문가들은 서로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언급한 세 가지 활동 중 하나로 이미 DNS를 사용하고 있는 
악성코드 감염을 파악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DNS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격을 뒷받침해주는 
인프라 유형을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그 출처를 찾아내는 
것까지 공격을 더 자세히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는 중요한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DNS 모니터링에는 보안 팀과 DNS 팀 간의 협업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올바른 기술과 
전문성의 조율도 필요합니다.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이 
사용한 IP에 대한 정보를 Cisco가 확보하는 데 OpenDNS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향이 
크고 수익성이 높은 익스플로잇 킷 및 랜섬웨어 캠페인을 
차단하려는 Cisco의 업계 협업" 10페이지 참조).

회귀적 DNS 분석

DNS 쿼리 및 후속 TCP 와 UDP 트래픽에 대한 Cisco의 
회귀적 조사는 많은 수의 악성코드 소스들을 식별해줍니다. 
여기에는 C&C 서버, 웹사이트, 타겟 지점이 포함됩니다. 
회귀적 조사는 위협 목록, 커뮤니티 위협 보고서, 사이버 보안 
침해에서 관찰된 트렌드, 고객이 업계에서 직면한 고유의 
취약점들에 대한 지식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하는 고도로 
위협적인 컨텐츠도 탐지합니다.

Cisco의 회귀적 보고는 많은 경우 전통적 위협 탐지 기술로는 
포착되지 않는 주로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 행위와 관련된 데이터 유출 시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석의 목표는 방대한 양의 송출 
통신 트래픽 내에서 비정상적인 것들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을 통해서는 간과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침해 및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피해를 이러한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Figure X.
Monitoring Threats via Recursive DNS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의 조직이 재귀적 
DNS를 감시하지 
않음

의 악성코드가 공격에 
DNS를 사용함

68%91.3%

그림 13. 재귀적(Recursive) DNS로부터의 위협 모니터링

DNS 사각지대: C&C를 위해 DNS를 사용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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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Cisco가 고객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법' 
DNS 리졸버들을 찾아낸 방법입니다. 고객들은 그 리졸버가 
직원들에 의해 그들의 DNS 인프라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몰랐습니다. DNS 리졸버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지 못할 경우, DNS 캐시 포이즈닝 및 
DNS 리디렉션 같은 악성 활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귀적 조사를 통해 불법 DNS 리졸버를 식별해내는 것 
외에도 고객 네트워크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 서드파티 스팸 및 악성코드 차단 목록에서 발견된 고객 
주소 공간

 • 알려진 Zeus 및 Palevo C&C 서버를 위한 고객 주소 공간 
비커닝(Beaconing)

 • CTB-Locker, Angler, DarkHotel을 포함한 활성 악성코드 
캠페인

 • Tor, 이메일 자동 전달, 온라인 문서 변환의 사용을 
포함한 의심스러운 활동

 • 중국에 등록된 도메인으로 가는 퍼베이시브(Pervasive) 
DNS 터널링

 • DNS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⁴ 
 • 고객이 신뢰하는 DNS 인프라를 우회하는 내부 

클라이언트

여러 업종의 Cisco Custom Threat Intelligence 고객들 중 
선별된 샘플을 통해 Cisco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악성코드가 
전체 검사 대상 고객들에게 차지한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위협 정보 분석

웹 공격 벡터

ADOBE FLASH: 결국에는 - 사라져 가고 있음 
지난 몇 년간 전체 Flash 양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다음 
섹션 "Adobe Flash 및 PDF 컨텐츠 트렌드" 참조), 이는 
아직도 익스플로잇 킷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툴입니다. 
실제로, 2015년에 증가하거나 감소한 Flash 악성코드에는 
눈에 띄는 트렌드가 없었습니다(그림 14). Flash 관련 
악성코드는 일정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익스플로잇 공격 
벡터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 개발자들이 Flash의 취약점들을 표적으로 집중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브라우저에서 Adobe Flash를 제거하라는 업계의 압력으로 
인해 웹에서의 Flash 컨텐츠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다음 
섹션 "Adobe Flash 및 PDF 컨텐츠 트렌드" 참조). 이는 
최근 몇 년간 Java 컨텐츠에서 봐왔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Java 악성코드의 양은 차례로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실제로 
앵글러 개발자들은 이제 Java 익스플로잇을 포함시키는 일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음). 한편, PDF 악성코드는 아직도 
꾸준히 남아있습니다.

Microsoft Silverlight도 공격 벡터로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벤더들이 Silverlight가 브라우저에 통합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API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HTML5 기반 기술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Silverligh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Microsoft는 Silverlight의 
새 버전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현재는 단지 보안 관련 
업데이트만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Figure X. Types of Malware Number
of Total Customers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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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그림 14. 공격 벡터 비율, 2년 비교 

⁴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은 기존 도메인 이름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즉, 의도했던 도메인 이름을 무심코 잘못 입력하는 
사용자들을 표적으로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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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FLASH 및 PDF 컨텐츠 트렌드

Cisco 연구진은 웹에서 Adobe Flash 컨텐츠의 양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그림 15). 
Amazon, Google, 인터넷 공간에 있는 다른 대형 사업자들이 
최근에 취한 조치는 Flash 컨텐츠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회사들은 더 이상 Flash를 사용하는 웹 
광고를 받지 않거나, 차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PDF 컨텐츠는 최근 몇 년 동안 꽤 안정적으로 남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그동안 
PDF 컨텐츠가 주요 웹 공격 벡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Adobe가 Flash를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Flash 컨텐츠 수는 감소할 것이고 그 속도는 심지어 
가속화될 것입니다.⁵ 그러나 Flash 컨텐츠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Flash는 Google 
Chrome, Microsoft Internet Explorer, Microsoft Edge와 같은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고, 게임 및 비디오 컨텐츠를 비롯한 
웹 컨텐츠에서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후 몇 년간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HTML5 및 
모바일 플랫폼 등) Java, Flash, Silverlight과 같은 웹 공격 
벡터에 대한 장기적 트렌드가 차츰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확산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익을 얻으려는 공격자들에게는 매력이 거의 없는 
벡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자들은 많은 사용자들의 
보안을 쉽게 침해하고 빨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벡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웹 공격 방법

그림 16과 17에서는 공격자들이 조직의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악성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16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악성코드 즉,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악성 리디렉터, 
아이프레임(iFrame) 익스플로잇, 피싱을 보여줍니다. 

그림 15. 전체 트래픽 중 Flash 및 PDF의 비율

1월

전체 인터넷 트래픽 %

60%

14%

11월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Figure X.
Percentage of Total Tra�c for Flash and PDF

Flash PDF

그림 16.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악성코드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Figure 16. Most Commonly Observed Mal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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⁵ "Adobe News: Flash, HTML5 and Open Web Standards," Adobe, November 30, 2015: 
http://blogs.adobe.com/conversations/2015/11/flash-html5-and-open-web-standards.html. 

http://blogs.adobe.com/conversations/2015/11/flash-html5-and-open-web-standar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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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최초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유형의 
악성코드를 모아둔 것이 그림 16입니다. 이는 비교적 쉽게 
많은 사용자들의 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유효성이 입증된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Cisco의 연구에 따르면, 
JavaScript 익스플로잇 및 Facebook 스캠(소셜 엔지니어링)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그림 17에서는 비교적 양이 적은 악성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이 더 적다'고 해서 '그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Cisco Security Research에 따르면, 양이 적은 
악성코드는 신종 위협이나 고도로 표적화된 캠페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욱 정교한 수법들 대부분이 보안 침해를 당한 
사용자들에게서 가급적 많은 가치를 뽑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고가의 데이터를 훔치거나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인질로 몸값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웹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할 때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위협 유형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의 전 범위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Figure X.
Sample of Lower-Volume Malwar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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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관찰된 양이 적은 악성코드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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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벤더별 CVE의 총 수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

Figure X. Total Number of CVEs by Ve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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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벤더 취약점별 이용 가능한 공개 익스플로잇 수위 표에서는 2015년 발표된 벤더별 CVE의 총 수를 
보여줍니다. 위 표에서 Adobe는 오른쪽 표에 있는 것처럼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표는 익스플로잇 공격이 
가능한 취약점들을 보여줍니다. 

2015년 WordPress의 경우, 자체 제품에서는 단 12개의 
취약점만 발견되었습니다. 추가적인 240개 취약점들은 
서드파티에서 생성한 플러그인 및 스크립트로 인한 것입니다.

그림 20에서 알 수 있듯이, 취약점 및 관련 익스플로잇 목록은 
보안 전문가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이용해 위험도가 높으면서 가장 흔한 취약점들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패치 적용 순서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벤더별 CVE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VE 세부 정보 
웹사이트 (https://www.cvedetails.com/top-50-products.
php)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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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업데이트

ADOBE FLASH 상위 취약점 목록 
Adobe Flash 플랫폼은 수년 동안 범죄자들에게 인기 있는 
위협 벡터였습니다. Flash 취약점은 아직도 주요 위협 목록에 
자주 올라갑니다. 2015년 들어 좋은 소식은 웹 브라우저처럼 
익스플로잇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제품의 벤더들이 이러한 
약점을 인정하였으며 이제 공격자들을 위한 기회를 줄이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범죄자들이 Adobe Flash 사용자들에 대한 
익스플로잇과 공격에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Flash 취약점들 가운데 일부는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어 
있거나 익스플로잇 킷의 일부로 판매되는 것도 있습니다. 
(21 페이지에 언급된 바와 같이, Flash 관련 컨텐츠의 양이 
줄었지만 Flash는 여전히 주요 익스플로잇 벡터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위협 벡터인 Java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술의 후속 조치로 많은 웹 브라우저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Flash를 차단하거나 샌드박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발전이라 할지라도, 공격자들은 
한동안 익스플로잇 공격을 계속 감행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구 
버전의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노리는 익스플로잇 공격을 
계속 감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Cisco 연구진은 흔히 사용되는 일부 웹 브라우저와 
운영 체제에 현재 구축된 보호 기능이 범죄자들의 Flash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격자들은 
최고의 효율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결과(높은 수익성 등)를 
달성하는 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들은 투자 수익이 낮은 
공격에는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공유

https://www.cvedetails.com/top-50-products.php
https://www.cvedetails.com/top-50-products.php
https://www.facebook.com/sharer/sharer.php?u=http://www.cisco.com/c/m/ko_kr/offers/sc04/2016-annual-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media%2bshare&COUNTRY_SITE=KR&CAMPAIGN=ASR2016&CREATIVE=figure%2b7&REFERRING_SITE=facebook
https://twitter.com/intent/tweet?url=http://cs.co/9004BpzFy&text=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B0%9B%EA%B8%B0
https://www.linkedin.com/shareArticle?mini=true&url=http://www.cisco.com/c/m/ko_kr/offers/sc04/2016-annual-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media%2bshare&COUNTRY_SITE=KR&CAMPAIGN=ASR2016&CREATIVE=figure%2b7&REFERRING_SITE=linkedin&title=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B0%9B%EA%B8%B0
mailto:?Subject=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t&Body=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8B%A4%EC%9A%B4%EB%A1%9C%EB%93%9C%20%20%0Ahttp%3A%2F%2Fcs.co%2F9003Bpz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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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Common Vulnerabilities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공개 익스플로잇

3105

Flash 취약점 기타 취약점

그림 20. 흔한 취약점

그림 20에는 고위험 취약점들이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취약점이 사용을 위한 익스플로잇 킷의 일부인지('Flash EK' 
라인 참조)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익스플로잇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줍니다. 기능적 익스플로잇 공격이 
가능한 취약점들은 패치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이 목록은 보안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패치 및 치료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에 대해 공개적으로 또는 어떤 
익스플로잇 킷 내에 익스플로잇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Cisco 2016 연례 보안 보고서 위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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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공격에 직면할 산업별 리스크

웹 악성코드 공격에 직면할 고위험 업종을 추적하기 위해, 
Cisco는 공격 트래픽의 상대량('차단율')을 '정상' 또는 예상 
트래픽 양과 비교하였습니다.

그림 21에서는 주요 28개 업종과 그 상대적 차단 활동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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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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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산업별 월별 차단율, 2014년 11월 – 2015년 9월



26

Cisco 2016 연례 보안 보고서 위협 정보

공유

그림 22는 특정 업종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이 얼마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0은 변동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가장 높은 차단율을 
보인 업종은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전자업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전문 서비스 업종이 가장 높은 
차단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가을에는 의료업이 
차단율 수치에서 모든 업종을 앞섰습니다.

Cisco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에 가장 많은 차단 활동을 
보인 4개 업종 모두가 트로이 목마와 관련된 공격을 받은 
표적들이었습니다. 정부도 많은 수의 PHP 삽입 공격을 받았고 
전문 서비스업도 많은 수의 아이프레임(iFrame)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림 22. 산업별 상대적 차단율, 월별 비교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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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1.5

Figure X. Web Blocks by Country or Region

러시아 1덴마크 1

일본 1

캐나다 1.5

중국 4프랑스 2

차단 활동 = 악성 트래픽/예상 트래픽

미국 1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홍콩 9

독일 1.5

그림 23. 국가별 또는 지역별 웹 차단 수

웹 차단 활동: 지리적 개요

그림 23에서 알 수 있듯이, Cisco에서는 악성코드 기반 
차단 노력을 한 국가와 지역도 조사하였습니다. 인터넷 
트래픽 볼륨을 기준으로 연구 분석을 위해 이 국가들을 
선정했습니다. 차단율이 1.0이면 관찰된 차단 횟수가 
네트워크 규모에 비례함을 의미합니다.

차단 활동이 정상보다 높은 국가와 지역은 패치가 없는 
취약성을 지닌 웹 서버 및 호스트가 네트워크에 다수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악성 공격자들은 국경에 
상관없이 가장 효과적인 곳에 악성코드를 호스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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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의 인터넷 볼륨을 처리하는 대규모 상용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도 차단 활동이 많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콩이 1위에 오른 이유입니다.

그림 24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가별 
또는 지역별 웹 차단을 월별로 비교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순위에 대해 일부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홍콩이 2015년 봄부터 정상적인 
웹 차단 활동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그 이후에 웹 차단 활동이 크게 
떨어졌지만, 올해 초반의 높은 활동률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최근의 활동 하향세에도 불구하고 연초 시점의 
활동보다 꽤 높은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여름에 급증한 차단 활동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Figure X. Realative Web Block Activity by Country or Region, Month to Month,
November 2014–October 2015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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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는 당연합니다. 회사는 지적 재산권과 그 밖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고, 광고주는 애드(ad) 컨텐츠와 백엔드 
분석의 완전성을 보전하고 싶어 하며, 기업은 자기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는 보안이 잘 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오히려 조직에 보안 문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조직내 엔티티 간 데이터 전송 시에는 데이터 
암호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장된 데이터가 보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 몇 년간 가장 눈에 
띄는 보안 침해 사건들 중에는 데이터 센터 및 기타 내부 
시스템에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잠금 해제된 창고에 보안 
조치된 납품트럭을 뒤따라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엔드 투 엔드 암호화가 일부 보안 제품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조직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암호화를 
하게 되면 악성 활동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IoC(Indications of Compromise: 보안 침해 지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보안 툴과 툴 운영자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스트림의 헤더와 기타 
암호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른 컨텍스트 정보 소스와 함께 
취합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풀 패킷 캡처(Full 
Packet Capture)와 같은 페이로드 가시성에 의존하는 툴은 
효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Cisco NetFlow 및 기타 
메타 데이터 기반의 분석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2015년의 트렌드를 관찰하면서, Cisco 연구진은 암호화된 
트래픽, 특히 HTTPS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트랜잭션의 대부분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곧 인터넷에서 지배적인 형태의 트래픽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Cisco의 연구에 따르면, 파일 저장 사이트로의 전송과 같이 
HTTPS를 통해 전송되는 대형 컨텐츠 및 HTTPS 오버헤드로 
인해 전송된 바이트의 50%(그림 25)를 이미 꾸준히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웹 트랜잭션의 경우, 많은 바이트가 나가고(아웃바운드) 
들어옵니다(인바운드). HTTPS 트랜잭션은 HTTP 아웃바운드 
요청보다 아웃바운드 요청이 더 많습니다(약 2,000바이트 
더 많음). 한편, HTTPS 인바운드 요청에도 오버헤드가 
발생하지만, 이는 더 많은 응답으로 인해 중요성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동향
Cisco는 보안 트렌드 및 실무에 관한 연구와 분석을 제공합니다. 
역설적으로 방어자의 위협 추적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조직 및 개인 
사용자가 침해나 공격을 받을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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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Figure X.SSL Perce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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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그림 25. SSL 비율

암호화 트래픽의 증가 – 그리고 방어자가 직면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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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트랜잭션 당 송수신 바이트를 결합하고, HTTPS를 
사용하여 암호화되는 웹 트랜잭션 당 관계되는 모든 바이트의 
전반적인 비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HTTPS 트래픽의 
증가와 추가적인 오버헤드로 인해, Cisco는 HTTPS 바이트가 
모든 웹 트래픽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1월 
46%에서 10월 57%로 올라갔다고 판단했습니다. 

Cisco는 또한 웹 트래픽 분석을 통해서, HTTPS 요청이 
2015년 1월 이후 꾸준히 대폭 증가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림 25에서 볼 수 있듯, 1월 요청 중 24%가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HTTP를 사용했습니다. 

10월에는 관찰대상 요청의 33.56%가 HTTPS였습니다. 
또한, Cisco는 인바운드 HTTPS 바이트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2015년 전반에 걸쳐 확인되었습니다. 
HTTPS를 사용하는 트래픽 양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게 됩니다. 트랜잭션 당 5Kbps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Cisco에서는 암호화된 웹 트래픽의 전반적인 증가가 
기본적으로 다음 요인들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근본적으로 암호화를 지향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모바일 
트래픽 증가

 • 암호화된 비디오를 다운로드하려는 사용자 요청 증가 
 • 불법행위자들이 활용하려는 민감한 "저장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스토리지 및 백업 서버에 대한 요청 증가 

실제로, 그림 26에서는 온라인 스토리지 및 백업 리소스에 
대한 HTTPS 요청이 2015년 초 이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일 전송 서비스도 같은 기간 36%로 크게 
늘었습니다. 

결국, 암호화된 트랜잭션 수와 각 트랜잭션에서 암호화된 
바이트 수 모두에서 발생하는 암호화된 활동이 늘어난 
것입니다. 각각 자신의 이익과 잠재적 리스크가 되므로,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통합 위협 방어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델타 %2015년

온라인 스토리지 및 백업 50%

파일 전송 서비스 36%

웹페이지 변환 32%

사진 검색/이미지 27%

도박 26%

음란물 25%

인터넷 전화 19%

스트리밍 비디오 17%

검색 엔진 및 포털 14%

개인 사이트 14%

레퍼런스 사이트 13%

불법 다운로드 13%

온라인 커뮤니티 12%

불법 약물 11%

정부 및 법 10%

란제리 및 수영복 10%

웹 기반 이메일 10%

성인 8%

광고 8%

휴대 전화 8%

Figure X. HTTPS Request- Biggest Changes
from January to September 2015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그림 26. HTTPS 요청: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가장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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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별 최상위 도메인을 보면(그림 27), Google과 
Facebook의 주요 콘텐츠 페이지 대부분이 암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광고 트래픽의 10%만이 
암호화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협 환경에서는 데이터 
암호화가 필요합니다. 공격자는 사용자가 핵심적인 정보를 
보호되지 않은 스토리지에 두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액세스 
제어를 능수능란하게 우회합니다. 

보안팀이 HTTPS 요청이 의심스러운 위치에서 오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웹 트래픽 패턴을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의: 사전 정의된 
포트세트에서 암호화된 트래픽을 찾지 말 것. 다음 섹션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Cisco의 연구에 따르면 악성코드는 다양한 
포트세트로 암호화된 통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트로피 요인 
높은 엔트로피는 암호화되거나 압축된 파일 전송 또는 통신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됩니다.⁶ 엔트로피는 기초적인 암호화 
프로토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니터링이 쉽다는 점도 보안팀에는 장점입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Cisco 보안 연구진은 
제출된 598,138개의 '위협 스코어: 100' 악성코드 샘플에서 
나오는 7,480,178개의 플로우를 관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958,851개의 높은 엔트로피 플로우(12.82%)가 있었습니다. 

Cisco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 프로토콜에서 
917,052개의 플로우도 식별했습니다(12.26%). 또한 
8,419개의 TLS 플로우는 보안 HTTP 기본 포트인 443 이외의 
포트에서 나타났습니다. 관찰된 악성코드가 통신용으로 
사용한 포트 중에는 포트 21, 53, 80 및 500이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인터넷 트래픽의 레벨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조직이 통합 위협 방어 아키텍처를 수용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통합 위협 방어의 6가지 원칙" 
참조 62페이지). 포인트 솔루션은 암호화된 트래픽에 있는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통합 보안 
플랫폼을 통해 보안팀은 디바이스나 네트워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활동 패턴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⁶ 엔트로피: 계산할 때 엔트로피(정리 또는 예측 가능성 부족)는 암호화 또는 무작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이 수집한 무작위입니다. 

그림 27. HTTPS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상위 호스트

0-25% 26-50% 51-75% 76-100%암호화 %

Figure X. Top 100 Hosts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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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서론 부분에서 논의했듯, 온라인 범죄자들은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함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WordPress를 사용하여 
제작된 웹사이트와 유명 웹사이트 및 블로그 개발 플랫폼 
내에서 이와 같은 효율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WordPress 
사이트에서 보안이 침해된 서버의 지속적인 스트림을 
장악하여 랜섬웨어, 은행 사기 또는 피싱 공격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Wordpress로 
만들어졌다가 보안 측면에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버려진 사이트들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보안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사이트들은 종종 공격 수단이 되고는 합니다. 

Cisco 보안 연구진은, 랜섬웨어 및 기타 악성코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많은 온라인 
범죄자들의 활동이 보안 침해가 일어난 WordPress 서버로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WordPress 도메인 수는 2015년 2월과 10월 사이에 221% 
증가했습니다(그림 28 참조).

Cisco 연구진은 이러한 이동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랜섬웨어가 다른 툴을 사용하여 암호화 
키 또는 그 밖의 C&C(Command-and-Control)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이러한 통신을 탐지하거나 차단하여 암호화 
프로세스가 완료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 
침해가 일어난 WordPress 서버를 통해 암호화 키를 전달하는 
통신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파일 암호화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WordPress 사이트가 릴레이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 28. 악성코드 작성자가 사용한 WordPress 도메인 수

Figure X. WordPress Domains Used
by Malware Creators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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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가 인수한 회사인 Lancope는 3개의 사업부문(2개의 
대학교, 병원 및 ISP 사업자 모두 미국에 본사를 둠)에 
걸쳐서 내부 및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암호화율을 
검사했습니다. 

2개의 대학 중 한 대학에서 Lancope는 거의 모든 내부 
트래픽이 암호화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82%). 인터넷 
트래픽은 53%가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Lancope가 다른 업계에서 관찰해왔던 동향과 비슷한 
것입니다. 

병원의 내부 데이터는 36%만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52%) 암호화 
되었습니다.

업계 최고 ISP 사업자의 경우, 내부 트래픽은 70%가 
암호화되었고, 인터넷 트래픽은 50%가 암호화되었습니다.

Lancope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광범위하게 도입한 
얘기가 나옵니다. Cisco에서는 이제 조직의 보안 침해 
영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저장된 데이터의 암호화에도 
이와 비슷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암호화.사례연구

WordPress에서 서버 활동을 늘리고 있는 온라인 범죄자들

Figure X. The Move Toward 
Encryption Case Data

내부 데이터내부 데이터

출처: Lancope Threat Research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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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술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범죄자들은 
WordPress로 돌아와 이를 악성코드 페이로드 및 C&C 
서버를 호스팅 하는 데 사용합니다. WordPress 사이트는 
여러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버려진 많은 사이트들은 
범죄자들에게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 침입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악성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 보안이 침해된 시스템을 
사용할 때의 위험은 보안 침해가 발견된 경우 해킹된 서버들 
중 하나를 해체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캠페인 
중에 발생할 경우, 악성코드 다운로더가 페이로드를 회수할 
수 없거나, 악성코드가 자신의 C&C 서버와 통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Cisco 보안 연구진은 악성코드가 둘 
이상의 WordPress 서버를 이용하여 이를 해결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Cisco는 Pastebin과 같은 데이터 공유 사이트에 
저장된 보안 침해 WordPress 서버의 목록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보안이 침해된 서버가 고장 나더라도 계속해서 
악성코드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록이 
사용되었습니다. 연구진은 페이로드를 저장하는 WordPress 
사이트 목록을 담은 악성코드 다운로더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다운로드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으면, 
악성코드는 다음 사이트로 옮겨가서 작동하는 WordPress 
서버로부터 악성 페이로드를 다운로드했습니다. 

보안이 침해된 WordPress 사이트는 최신 버전의 
WordPress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잦았으며, 관리자 
비밀번호도 취약했고, 보안패치가 없는 플러그인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해 공격자는 WordPress 서버를 끌어들여 
악성코드 인프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림 29 참조).

Cisco 연구진은 보안이 침해된 WordPress 사이트에 
일반적으로 호스팅되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와 파일 
유형의 일부를 식별했습니다. 

 • 익스플로잇 킷 공격을 위한 페이로드에 해당하는 
실행파일

 • 드라이덱스(Dridex) 및 다이어(Dyre) 같은 악성코드의 
구성 파일

 • C&C 인프라를 숨기기 위해 C&C 통신을 릴레이 하는 
프록시 코드

 •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수집하기 위한 피싱 웹 페이지

 • 익스플로잇 킷 서버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HTML 
스크립트

이 외에도, Cisco 연구진은 인프라용으로 보안이 침해된 
WordPress 사이트들을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많은 
악성코드군(群)도 식별한 바 있습니다. 

 • Dridex infostealer
 • Pony password stealer
 • TeslaCrypt ransomware
 • Cryptowall 3.0 ransomware
 • TorrentLocker ransomware
 • Andromeda spam botnet
 • Bartallex Trojan dropper 
 • Necurs infostealer
 • Fake login pages 

그림 29. WordPress 사이트의 보안이 침해되는 방식Figure X. How Cryptowall Ransomware uses hacked WordPress servers for Command and Control

Cryptowall C&C 서버

배너 광고가 있는 웹 
페이지를 사용자가 봄

WordPress 서버에서 다운로드한 
Cryptowall 바이너리

Cryptowall이 몸값을 요구하고 
결제 사이트로 가는 링크를 제공함

Cryptowall이 암호화 키를 
가져오기 위해 C&C 서버에 접속함

Cryptowall이 문서를 
암호화함

!

!

!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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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to:?Subject=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t&Body=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8B%A4%EC%9A%B4%EB%A1%9C%EB%93%9C%20%20%0Ahttp%3A%2F%2Fcs.co%2F9007Bpz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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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호스팅하는 WordPress의 위협을 우려하는 
보안 전문가들은 WordPress로 만든 사이트에서 나오는 
컨텐츠를 검사하는 웹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네트워크가 적절한 웹페이지 및 이미지 대신 WordPress 
사이트로부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경우(WordPress 
사이트가 적법한 프로그램도 호스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트래픽을 이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노후화: 10년째 진행 중인 문제

오늘날 모든 기업은 어느 정도 IT 기업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디지털화하며 성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IT와 OT(운영기술)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IT 보안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조직이 취약한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낡고 오래된(따라서 
사이버 복원력이 없는) 구성요소로 구축된 네트워크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Cisco는 노후된 인프라와 취약점 패치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한 보안 리스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및 
고객 환경 전반에 있는 115,000개의 Cisco 디바이스를 최근 
분석했습니다. 

Cisco는 인터넷을 스캔한 다음 '아웃사이드 인(Outside In)'을 
통해(인터넷 관점에서 기업 내부로 들어가기) 디바이스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하루치 샘플에서 115,000개의 
디바이스를 확인했습니다. Cisco의 스캔 및 분석을 통해, 
115,000개 중 106,000개의 디바이스에서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Cisco 샘플에서 
인터넷상의 Cisco 디바이스 중 92%가 알려진 취약점에 
감염되기 쉬운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Cisco는 그 디바이스가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평균 26개의 취약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Cisco는 많은 조직이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Cisco는 금융, 의료 및 소매 분야에 있는 일부 고객들이 6년이 
넘은 Cisco 소프트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isco는 자체 분석한 인프라 디바이스 중 많은 수가 지원 
만료일(LDoS, Last Day of Support)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는 디바이스가 더 이상 업데이트될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그림 31). 이러한 
디바이스는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패치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 합니다. 
고객들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0

1

2

3

4

5

6

년

Figure X. Average Software Age i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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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연평균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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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인프라 디바이스용 LDoS의 비율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Cisco 
Security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IT Security: When Maturity Is Overrated" 

"Evolution of Attacks on Cisco IOS Devices"

"SYNful Knock: Detecting and Mitigating Cisco 
IOS Software Attacks"

http://blogs.cisco.com/security/it-security-when-maturity-is-overrated
http://blogs.cisco.com/security/evolution-of-attacks-on-cisco-ios-devices
http://blogs.cisco.com/security/synful-knock
http://blogs.cisco.com/security/synful-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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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인프라에 의존하는 것은 공격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경고가 증가하면(오픈소스 
및 전용 솔루션의 제품 취약성 포함) 해당 기술 업계가 
공격자의 기회를 제거하는 데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누적된 경고의 합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1% 
증가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그 증가세가 특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증가세의 원인은 대부분, Microsoft 
및 Apple과 같은 벤더로부터 주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받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는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더 많이 보고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소프트웨어 벤더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물량의 
패치와 업그레이드를 배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취약성 및 위협 정보를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보안 인텔리전스 및 관리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취약성 관리를 자동화하고 있는 조직의 주요 동력입니다. 
위와 같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및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크고 작은 조직 전반에 걸쳐 더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누적 경고 합계는 취약성 관리의 필요성 암시

그림 32. 연간 누적 경고 합계

이 외에도, Cisco가 분석한 샘플에 있는 115,000개의 
디바이스 중 8%가 단종 단계에 이르렀고, 31%는 1년에서 
4년 내에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노후되고, 뒤떨어진 IT 인프라는 조직의 취약점입니다. 
사물인터넷(IoT)-그리고 만물인터넷(IoE)-에 가까이 갈수록 
기업이 안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데이터와 통신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떠오르는 IoE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Cisco의 많은 고객들은 10년 전에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당시 많은 기업은 그 인프라에 100%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인프라가 불법행위자에게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 했습니다. 

조직에서는 네트워크 다운타임이 필요한 데다가 비싸다는 
이유로 인프라 업데이트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업데이트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너무 오래되어서 기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최신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인프라 유지 보수가 임계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조직은 정기적인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하고 불법행위자보다 앞서 핵심적인 인프라 제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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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일반적인 범주의 취약점 수

일반적인 취약성 범주를 검사할 때, XSS(Cross-Site 
Scripting) 취약점들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7% 
감소했습니다(그림 33). 이러한 감소세는 취약성 테스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벤더들은 자사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더욱 노련하게 위와 같은 특정 
취약점을 식별하고 이를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정보 유출 또는 정보공개 취약점이 15%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에는 접근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에게 뜻하지 않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벤더들은 일반적인 취약점의 발생 빈도를 
낮추도록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위협 범주: 버퍼 오류, 정보 유출 및 공개 감소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객 데이터가 들어오면, 중소기업은 그 정보를 온라인 
공격자로부터 보호할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41페이지 
참조)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공격자에 대한 
방어가 요구되는 수준보다 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약점들은 중소기업의 고객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공격자는 기업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경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Cisco 2014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은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보다 더 적은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보안 침해를 분석하고 있으며 더 적은 위협 방어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중소기업의 
59%가 웹 보안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2015년에는 
45%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39%가 
패치 및 구성 툴을 사용했다고 말한 데 비해 2015년에는 
29%에 머물렀습니다. 

이 외에도, 보안 담당 임원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한 중소기업 
응답자 중에서 약 1/4이 자사는 온라인 범죄자들에게 그리 
가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 정교한 온라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과신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자신의 회사에서는 
공격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업 보안에 취약한가?

공유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Figure X. Common Vulnerabliity Categories

2014 2015

CWE-119: 버퍼 오류

861 681

CWE-22: 경로 운행

42 22

CWE-94: 코드 삽입

76 37

CWE-264: 허가, 특권, 
액세스 제어

270 220

CWE-89: SQL 삽입

35 20

CWE-287: 인증 문제

50 27

CWE-200: 정보 유출/공개

269 191

CWE-352: Cross-Site
Request Forgery (CSRF) 

36 45

CWE-59: 링크 따라가기

12 4

(증가)

CWE-79: Cross-Site
Scripting (XSS)

201 120

CWE-16: 컨피그레이션

4 10

CWE-78: OS 명령 삽입

42 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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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사고 대응 팀이.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음

많은 경우 중소기업은 사고 대응 팀 및 위협 정보 팀을 둘 
가능성이 대기업보다 적습니다. 이는 예산상의 제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응답자들은 향상된 보안 프로세스 및 
기술을 도입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예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기업(직원이 1,000명이 넘는 기업)의 72%가 
두 팀 모두를 두고 있는데 비해 직원이 500명 미만인 기업은 
그 비율이 67%에 그쳤습니다.

중소기업은 보안 침해를 분석하고,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며 
시스템을 사고 전의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에 보다 적은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기도 했습니다(그림 35). 예를 
들어, 직원 수가 10,000명이 넘는 기업의 54%가 보안이 
침해된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에 네트워크 플로우 분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직원 500명 미만의 기업은 그 비율이 
43%에 그쳤습니다. 직원 수가 10,000명이 넘는 기업의 
60%는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패치하고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 비해 500명 미만의 기업은 그 비율이 
51%였습니다. 

특정 위협 방어 조치를 취하는 중소기업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중소기업의 
52%가 모바일 보안을 사용했지만, 2015년에는 그 비율이 
4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중소기업의 48%가 
취약점에 대한 스캔을 사용한 데 비해 2015년에는 그 비율이 
40%였습니다(그림 36 참조).

그림 35.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 프로세스를 적게 사용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Figure X. SMBs Use Fewer Security Processes than Large Enterprises

이 프로세스들 중(있는 경우), 보안이 침해된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귀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모리 포렌식

네트워크 플로우 분석

시스템 로그 분석

외부 (서드파티) 사고 대응/분석 팀

상호 연관된 이벤트/로그 분석

레지스트리 분석

IOC 탐지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탐지 및 제어의 구현

회사 규모

영향을 받은 시스템을 사고 전의 가동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해 귀사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애플리케이션의 패치 및 업데이트

30%

4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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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5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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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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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2%

34%

43%

34%

55%

500-999

53%

34%

52%

55%

34%

40%

49%

37%

57%

1000-9999

57%

37%

53%

59%

39%

42%

52%

36%

61%

10,000+

60%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Figure X. SMB Biggest Obstacles

다음 중 최신 보안 프로세스 및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회사 규모 250-499 500-999 1000-9999

예산 제약 40% 39% 39% 41%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32% 30% 32% 34%

우선순위 경쟁 25% 25% 24% 24%

10,000+

그림 34. 중소기업의 최대 장애요인

그림 36. 2015년에 중소기업 방어 감소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Figure X. SMB Defenses Decrease in 2015

이러한 보안 위협 방어 유형 중(있는 경우), 귀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014 2015

모바일 보안 52% 42%
51%보안이 적용된 무선 41%

취약점 스캐닝 48% 40%

VPN 46% 36%

SIEM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42% 35%

네트워크 포렌식 41% 29%

패치 및 컨피그레이션 39% 29%

엔드포인트 포렌식 31% 23%

침해 테스트 3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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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의 네트워크 침입 탐지 회피 기술은 정교하게 발전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네트워크를 보호하지 않거나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분석하여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할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방어 체계가 대기업에 비해 
취약합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은 자사의 취약점이 다른 기업의 고객과 
고객 네트워크에 대한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범죄자들은 돈벌이가 
될만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기 위해 보안이 취약한 
네트워크에 침입합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은 공격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공개적 정보 유출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낮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공개적 보안 침해를 겪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기업 규모가 작기 
때문일 것입니다. 직원 수가 10,000명 이상인 기업의 52%가 
공개적 보안 침해의 여파를 관리한 반면, 직원 수 500명 
이상의 기업은 그 비율이 39%에 그쳤습니다. 

공개적 보안 침해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손해를 
끼치지만, 한 가지 이점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자사의 
보안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강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Cisco 설문조사 데이터 (74페이지 참조)에서는 
대기업이 공개적 정보 유출을 겪는 경우, 보안 기술을 대폭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강력한 프로세스를 구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되는 중소기업의 관점은 보안 위협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위의 그림 38에 
나와있는 것처럼, 직원 수 500 명 미만인 기업의 22%가 
자사는 그리 가치 있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을 직접 
책임지고 담당하는 임원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공격자들에게 높은 가치가 있는 표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조직에서 보안을 직접 책임지고 담당하는 임원을 
두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Figure X.SMBs Do Not Perceive Themselves as High-Value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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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중소기업은 스스로 높은 가치가 있는 
표적이라고 인식하지 않음 

10,000명 이상의 대기업

공개적인 보안 침해를 관리하였어야 함

39%
52%

250~499명의 중소기업

Figure X. SMBs Report Fewer Public Breaches; 
Less Likely than Enterprises to Initiate 
Changes in Response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그림 37. 중소기업은 적은 수의 공개 보안 침해 사건 보고 

해당 조직은 공격자들에게 높은 가치가 있는 표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조직에서 보안을 직접 책임지고 담당하는 임원을 
두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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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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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보안 기능 
중 일부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문 
및 컨설팅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아웃소싱할 가능성은 
대기업보다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55%가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데 비해, 직원 수 500명 미만인 기업은 그 비율이 46%에 
그쳤습니다. 대기업의 56%가 보안감사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데 비해, 직원 수 500명 미만인 기업은 그 비율이 42%에 
불과했습니다(그림 39 참조). 

그러나 2015년에는 최소한 일부 보안 서비스라도 
아웃소싱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2014년에는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24%가 어떠한 서비스도 
아웃소싱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2015년에는, 
중소기업의 18%만이 동일하게 답했습니다. 

보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아웃소싱을 채택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중소기업은 적은 수의 
직원이나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융통성 있는 네트워크 
보안 툴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보안 프로세스 아웃소싱이 네트워크 보안 침해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이라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서드 
파티에 보안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통합 위협 방어 
시스템만이 공격을 감시하고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격을 
방지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보안 보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중소기업은 보안 기능을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큼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Figure X. More SMBs Outsource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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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250~499명의 중소기업) 가 해당 서비스를 아웃소싱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부의 경험이 
부족해서

31%

비용 효율이 높아서

51%

내부 리소스(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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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9999500-999 10,000+

보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서비스 유형 중 어느 것을(있는 경우) 서드파티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아웃소싱합니까?

그림 39. 2015년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보안 서비스를 아웃소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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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의 연구에 따르면 더 정교한 위협에 직면해있을 때 보안 
전문가들의 보안에 대한 확신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보안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보안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보호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보안 교육과 문서로 
공식화된 정책이 늘어나고 보안감사, 컨설팅 및 사고 대응과 
같은 업무가 더 많이 아웃소싱되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결국, 이는 보안 전문가들이 네트워크에 다가오는 위협과 
싸우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과 아웃소싱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보안 업계는 이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위협 탐지, 억제 
및 치료를 개선하려면 툴과 프로세스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예산의 한계와 솔루션의 호환성이라는 
장벽을 감안해, 보안 업계는 통합 위협 방어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솔루션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보안 업계는 
공개적 보안 침해 사건 발생 시 다른 조직들과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SSHPsychos 봇넷의 경우, 
14페이지 참조). 지식을 공유하면 나중에 공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보안 상태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Cisco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규모의 조직에 소속된 CSO(Chief Security Officer, 
최고 보안책임자) 및 보안 업무(SecOps) 관리자에게 해당 조직의 보안 
리소스와 절차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Cisco 2015년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안 업무 및 보안 실무의 성숙도에 
대한 직관력을 제공하고, 그 결과와 2014년 첫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Cisco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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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전문가들은 위협을 인지하면 방어능력을 개선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컨설턴트나 벤더가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안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Cisco가 설문조사를 했던 회사 중 
47%가 보안감사를 아웃소싱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4년의 
41%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2015년에는 42%가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아웃소싱했는데, 2014년에는 그 비율이 
35%였습니다(그림 40). 

그 외에도 보안 전문가가 보안 기능의 일부만 아웃소싱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14년에는 설문 응답자의 21%가 
어떠한 보안 서비스도 아웃소싱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반면 
2015년에 그 수치는 12%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응답자의 
53%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훨씬 비용 대비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한다고 답한 반면, 49%는 편견 없는 
시각을 얻기 위해 서비스를 아웃소싱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사의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전문가들은 오프프레미스 네트워크 호스팅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온프레미스 
호스팅을 선호하지만, 오프프레미스 솔루션을 사용하는 
전문가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2015년에는, 20%가 
오프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했는데 
2014년에는 그 비율이 18%였습니다(그림 41).

그림 41. 오프프레미스 호스팅 증가 

그림 40. 아웃소싱한 서비스 개요

리소스: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높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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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X.
Outsourced Services Seen as Cost E	ective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 보안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보안 관련 응답자 (2015; n=2129)

조직 네트워크의 온프레미스 호스팅은 여전히 가장 
보편적이지만, 오프프레미스 호스팅이 작년부터 증가해 
왔습니다. 

Figure X. O�-Premise Hosting on the Rise

2014 (n=1727) 2015 (n=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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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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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의 설문조사에 응한 보안팀은 자사의 네트워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한 
계획 실행 능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예산상의 제약이 보안 서비스와 툴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39%), 그 다음은 기술 호환성 
문제라고(32%, 그림 42 참조) 답했습니다. 예산상의 제약은 
성숙도가 '하'와 '중하'에 속하는 기업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림 43 참조). 모든 보안 전문가의 답변 중 39%가 
향상된 보안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데에 장애물로 예산상의 
제약을 꼽았습니다. 이 수치는 성숙도가 '하'인 기업의 43%, 
'중하'인 기업의 48%입니다. 

일부 조직이 자사의 보안 리소스에 대해 더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 중의 하나가 바로 보안 예산 구성 방식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IT 예산에서 보안 예산을 분리하는 
조직의 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에는 
전문가의 6%가 보안 및 IT 예산을 완전히 분리했다고 답했고, 
2015년에는 그 수치가 9%로 상향되었습니다(그림 44 참조).

Figure X. Budget Constraints Are the Major Barrier to Security Upgrades

2015 (n=2432)향상된 보안 도입의 최대 장벽 

고위 경영진의 매입 20%

검증될 때까지의 구입 주저 22%

훈련된 인력 부족 22%

조직 문화/태도 23%

지식 부족 23%

너무 과중한 현재의 업무 24%

우선순위 경쟁 24%

인증 요건 25%

호환성 문제 32%

예산상의 제약 39%$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그림 42. 보안 업그레이드에 대해 주요 장애가 되는 예산상의 제약

FIgure X.
Budget Constraints as Biggest Obstacles to 
Adopting Advanced Security Processes
and Technology

상중상중중하

38%38%39%

48%

43%

하

예산상의 제약이 최대 장애요인이라 보는 응답자 비율 
 (n=2432)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그림 43. 낮은 성숙도를 가진 기업에 더 큰 
장애요인이 되는 예산상의 제약

완전히      분리됨 모두 IT에 포함됨일부만   IT에 포함됨

6% 9% 33% 33% 61% 58%

$
$

A Minority of Organizations Still Have Security Budgets that Are 
Completely Separate From it, but Incidence Has Increased.

보안 예산이 IT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Figure X. Slight Increases in Organizations with 
Separate Security Budgets

2014 (n=1720) 2015 (n=2417)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그림 44. 별도의 보안 예산을 두는 조직 다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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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는 보안 정책을 표준화하거나 인증을 받고자 할 
때 보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보안 전문가의 약 
2/3는 자신의 조직이 표준화된 보안 정책이나 관행에 대해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받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습니다(그림 45). 

이는 기업의 보안에 대한 지식수준이 향상되었고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Figure X. Majority of Organizations Are Certi	ed or Seeking Certi	cation

인증 프로세스 준비 중

현재 인증 과정 중

조직은 표준화된 정보 보안 정책 관행을 따름 (2015 n=1265)

63% 화학 엔지니어링 또는 제조업
58% 비(非) 컴퓨터관련 제조업
57% 운송 
46% 농업/임업/어업
44% 제약
36% 광업

70% 금융 서비스
70% 통신
67% 의료
65% 정부
64% 공공서비스/에너지
63% 기타 산업 

이미 인증됨

63%31%

7%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그림 45. 조직은 대부분 인증을 받거나 인증 모색 

그림 46. 방화벽 및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이 가장 보편적인 보안 툴

보안 방어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Cisco는 기업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보안 툴이 방화벽이며(65%), 그 다음으로 
데이터 유출 방지(56%)와 인증툴(53%, 그림 46 참조)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에는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 툴에 

의존하는 경향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보안 서비스를 아웃소싱할 의사를 보였다 하더라도(43페이지 
참조), 이는 툴을 사내에 배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71페이지 참조).

조직에서 사용하는 보안 위협 방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통해 관리된 방어 
(보안 위협 방어를 사용하는 보안 관련 
응답자)

2014 (n=1738) 2014 (n=1646) 2015 (n=2268)2015 (n=2432)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 및 침입방지* 60% 해당 없음 35%

이메일/메시지 보안 56% 52% 37% 34%

암호화/개인정보/데이터 보호 53% 53%

데이터 유출 방지 55% 56%

인증 52% 53%

방화벽* N/A 65% 31%

웹 보안 59% 51% 37% 31%

*2014년에는 방화벽과 침입방지가 하나의 코드였음: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 및 침입방지.”

Figure X. Firewalls and Data Loss Prevention Are Most Commonly Used Security Tools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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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확신 감소

2015년에 보안 전문가들은 자사의 보안 인프라가 2014년에 
비해 최신 상태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신이 감소한 주요 이유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눈에 띄는 공격이 꾸준히 발생하는 점, 그에 따른 개인 정보 
도난 및 네트워크 보안 침해가 일어난 회사들의 공개사과 
등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확신이 줄어들면 더 강력한 정책 마련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림 47에 나타나 있듯, 
2015년에 문서화 된 공식 보안 전략을 갖춘 회사는 2014년의 
59%에 비해 더 많아진 66%였습니다.

그림 48. 2015년에 확신 감소

기술에 대한 보안 전문가들의 신뢰가 다소 낮아지는 것은 
확신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2014년에는, 
64%가 자사의 보안 인프라가 최신 상태이며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15년에는, 그 비율이 
59%로 떨어졌습니다(그림 48). 또한 2014년에는 응답자의 
33%가 자신의 조직은 최신 보안 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 2015년에는 그 비율이 37%로 올랐습니다. 

신뢰도는 CSO들 사이에서 다소 더 높았는데, 이들은 보안 
업무 관리자들보다 더 낙관적인 편입니다. CSO 중 65%가 
자사의 보안 인프라가 최신이라 생각하는 데 비해 SecOps 
관리자들은 54%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SecOps 
관리자의 신뢰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은 일상적인 
보안 사고에 대응하면서 자사의 보안태세를 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공유

그림 47. 공식적인 보안 정책을 마련하는 조직 증가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Figure X. O�-Premise Hosting on the Rise

2014 (n=1738)보안 표준 2015 (n=2432)

문서화 된 공식적인 
전사적 보안 전략이 
정기적으로 검토됨 

66%

해당 없음 1% 1%

ISO 27001 과 같은 
표준화된 정보 보안 
정책 관행을 따름

59%

52% 52%

54% 38%

사업에 핵심적이거나 더 
강력히 보호하도록 규제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핵심 사업 
자산을 공식적으로 정의함 

Figure X. Con�dence is Lower in 2015

2014 (n=1738) 2015 (n=2432)

In 2015, Companies are Less Con�dent that Their Security Infrastructure is Up-to-Date; Budget is the Top Barrier to Upgrades.

보안 인프라가 최신 상태이며 이용 가능한 최고의 기술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음 

보안 기술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하고 있지만 가장 뛰어난 
최신 툴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기존 기술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진부화된 경우 또는 완전히 새로운 
요구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안 기술을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함 

64% 59%

33% 37%

3% 5%

여러분 회사의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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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전문가들은 공격자들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복합적인 수준의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51%는 본격적으로 
사고가 나기 전에 보안상 약점을 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45%만이 네트워크 침해 범위를 
판단하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자사의 능력에 신뢰를 
나타냈습니다(그림 49 참조). 

보안 전문가들은 공격으로부터 자사의 네트워크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약한 수준의 신뢰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소수의 전문가만이 스스로 시스템 
확보, 개발 및 유지 보수 절차에 보안을 구축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2015년에는 54%인데 비해 
2014년에는 58%. 그림 50 참조). (전체 목록은 76페이지 
참조)

그림 49. 침해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복합적인 신뢰 

공유

Figure X. Mixed Con�dence in Ability to Detect Compromises

보안 인프라는 최신 상태이며 이용 
가능한 최고의 기술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음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침해 범위를 판단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 확신이 있는 조직의 비율

451 8 46

(2015 n=2432)

조직에서 큰 사고가 되기 전에 보안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조직의 
비율 

511 4 45

전적으로 반대 전적으로 동의반대 동의

여러분 회사의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59%

그림 50. 시스템에 보안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 감소

Figure X. Lower Con�dence in Ability to Build Security into Systems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에 보안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음 (%)

93

582 5 35

96

541 4 42

2015
n=2432

2014
n=1738

전적으로 반대 전적으로 동의반대 동의보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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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서는, 보안 기능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응답자의 54 %만이 
보안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그림 51 참조). (전체 
목록은 77페이지 참조)

응답자들은 시스템이 위와 같은 침해의 범위를 특정하고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 했습니다. 
56%가 보안실무를 정기적, 공식적,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52%는 자사의 보안 기술이 
제대로 통합되어있고 효과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림 52 참조). (전체 목록은 79페이지 
참조)

그림 51. 기업은 보안 제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 

Figure X.
Enterprises Believe They Have Good
Security Controls

보안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효과적 시스템이 
있음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보안 제어

92

541 6 38

95

541 5 41
2015
n=2432

2014
n=1738

전적으로 반대 전적으로 동의반대 동의

보안 사례를 정기적, 공식적, 전략적으로 검토 및 
개선하고 있음

전적으로 반대 전적으로 동의반대 동의

94

561 4 38

96

561 4 40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기술이 원활히 통합되어 상호 효과적으로 운영됨 94

562 5 38

95

521 4 43

2015
n=2432

2014
n=1738

침해 범위를 쉽게 확인하고 억제하며 익스플로잇 
공격으로부터 치료할 수 있음

89

462 9 43

91

451 8 46

2015
n=2432

2014
n=1738

조직적 보안

Figure X. Enterprises Lack Con
dence in Ability to Contain Compromises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그림 52. 기업은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자사의 능력에 
대해 복합적인 신뢰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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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2015년에는 보안 전문가의 1/4이 자사의 보안 툴이 약간의 효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그림 53). 

Figure X. One-Fourth of Enterprises Believe Security Tools Are Only Somewhat E�ective

전혀 없음 지극히 효과적임별로 효과 없음 다소 효과 있음 매우 효과적임보안 툴의 효과

알려진 보안 위협을 차단 73

230 3 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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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243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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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이상 현상을 탐지하고 적응형 위협의 
변화를 동적으로 방어

70

210 4 27 49

70

210 2 4928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정책을 시행 가능 71

201 3 27 51

70

200 2 5028

2015
n=2432

2014
n=1738

잠재적 보안 위험 평가 가능 70

221 4 26 48

69

190 2 5029

2015
n=2432

2014
n=1738

침해 범위를 판단, 이를 억제하고 추가적인 
익스플로잇을 치료

67

190 3 30 48

68

190 2 4930

2015
n=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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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그림 53. 기업의 1/4은 보안 툴이 약간의 효과만 있을 뿐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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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 보안 침해는 조직에 한정된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조직은 향후 보안 침해 
방지의 필요성을 더 잘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공개적 보안 침해 문제를 
관리해야 했다고 답한 보안 전문가의 수가 2015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비율은 2014년에는 전문가의 53%, 
2015년에는 48%였습니다(그림 54). 

전문가들은 보안 침해 사고가 보안 프로세스 강화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고 인정합니다. 
공개적 보안 침해를 받은 47%가 그로 인해 더 나은 정책과 
절차가 만들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응답자의 
43%는 공개 보안 침해 발생 후 보안 교육을 늘렸으며, 
42%는 보안 방어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답했습니다. 

공개적 보안 침해를 겪은 조직은 보안 프로세스를 차츰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2015년에는 보안 전문가의 97%가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보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4년의 83%에서 
확실히 증가한 수치입니다(82 페이지 그림 90 참조).

그림 54. 공개적인 보안 침해는 보안 향상에 도움이 됨

여러분의 회사에서 보안 침해에 대한 공개 조사를 관리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n=1701) (n=1347)

Figure X. Public Breaches Can Improve Security

48%
 예

53%
 예

VS

20152014

보안 침해로 인해 여러분 회사의 보안 위협 방어 정책, 절차 또는 
기술이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n=1134)

전혀 개선되지 않음 매우 개선됨어느 정도 개선됨별로 개선되지 않음

10%1% 42% 47%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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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더 많은 조직에서 보안 교육을 실시

 

Figure X.
More Organizations Conduct Security Training

43%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2015년에는 응답자의 43%가 공개적 보안 침해가 일어난 후에 
보안 교육을 늘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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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 예산상의 제약이 모든 수준에서 상위.차지

조직이 더욱 정교한 보안 실무 및 정책을 채택하면서 보안 
대비태세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에서는 설문 응답자와 이들의 
조직을 보안 프로세스에 관한 대응을 기준으로 하여, 다섯 
가지 성숙 범주로 나누었습니다(그림 56). 이 조사에서는 
기능, 산업 및 국가와 같은 각기 다른 특징이 성숙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흥미롭게도 각기 다른 성숙도를 가진 조직은 더 정교한 
보안 프로세스 및 툴을 구현하는 데 몇 가지 장애요인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예산상의 제약 문제가 모든 성숙도에서 목록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림 57). 

그림 57. 성숙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향상된 보안 도입 시 장애요인

그림 56. 보안 프로세스 기준으로 성숙도 모델이 조직 
순위 결정

Figure X. Maturity Model Ranks Organizations
Based on Secuirty Processes

* Cisco는 보안 프로세스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기준으로 5-세그먼트 
솔루션을 선택하기 전 샘플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몇 가지 선택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개 세그먼트 솔루션은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와 거의 가깝게 매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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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Figure X. Obstacles to Adopting Better Secuirty not A�ected by Maturity Level

다음 중 최신 보안 프로세스 및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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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차트는 다양한 산업의 성숙도와 보안 인프라의 품질을 
보여줍니다. 이는 보안 프로세스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 사분면에 
나와있는 산업은 가장 높은 성숙도와 인프라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차트에서는 Cisco의 산업별 성숙도를 나타냅니다. 
2015년에는 조사 대상 중 운송 및 제약사의 거의 절반 
정도가 높은 성숙도를 기록했습니다. 통신 및 공공 서비스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높은 성숙도 부분에 위치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 결과는 설문 응답자들이 자신의 
보안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 58. 인프라 및 산업별 보안 성숙도 측정 

공유

그림 59. 산업별 성숙도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Figure X. Maturity Levels by Industry

산업별 세그먼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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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X. Gauging Security Maturity by
Infrastructur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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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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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Figure X. Maturity Levels by Country

국가별 세그먼트 분포 2014 (n=1637) 2015 (n=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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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프랑스 1% 15% 29%20%

54%

24%

아래의 차트에서는 국가별로 Cisco의 성숙도에 관한 
배치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설문 응답자들의 
자사 보안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오른쪽 차트는 다양한 국가들의 보안 인프라 품질과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 사분면에 나와있는 국가들은 
가장 높은 성숙도와 인프라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보안 전문가들 자신의 보안 
대비태세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Figure X. Gauging Security Maturity by
Infrastructure an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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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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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인프라 및 국가별 보안 성숙도 측정 

그림 61. 국가별 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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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intent/tweet?url=http://cs.co/9006BpzN4&text=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B0%9B%EA%B8%B0
https://www.linkedin.com/shareArticle?mini=true&url=http://www.cisco.com/c/m/ko_kr/offers/sc04/2016-annual-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media%2bshare&COUNTRY_SITE=KR&CAMPAIGN=ASR2016&CREATIVE=figure%2b22&REFERRING_SITE=linkedin&title=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B0%9B%EA%B8%B0
mailto:?Subject=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t&Body=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8B%A4%EC%9A%B4%EB%A1%9C%EB%93%9C%20%20%0Ahttp%3A%2F%2Fcs.co%2F9005Bpz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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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현실 진단에 대한 대응

Cisco의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에서 나타나듯, 보안 
전문가들은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자 차단을 
위한 대비태세에 대해 보안 전문가의 자신감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 교육 및 향상된 정책 개발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볼 때, 눈에 띄는 익스플로잇 공격으로 인한 
현실 진단은 보안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와 사고 대응 서비스를 더욱 빈번하게 
아웃소싱한다는 사실은 방어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자사의 보안 준비 상태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하며, 보안 전문가들은 기술 및 인력 지원 예산을 
높이는 방안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실무자가 
위협을 탐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억제하고 향후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까지 높일 수 있는 
툴을 적절히 사용하면 자신감도 올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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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Snowden 사건 이후,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지정학적 환경이 극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정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퍼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개인 정보 보호 운동가인 Max 
Schrems가 거대 소셜 네트워킹 기업인 Facebook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아마도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서 2015년 10월 6일에 미국 
세이프 하버 협정(U.S. Safe Harbor Agreement)을 뒤집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⁷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가 EU에서 미국으로 
전송될 때에는(이 경우 조사 대상이 됨) 세이프 하버 이외의 
다른 메커니즘과 법적 보호 조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를 평가하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와 미 당국이 지난 2년간 
세이프 하버 협정의 대체물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반면, 
예상되는 새로운 메커니즘에 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CJEU의 우려사항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무효화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기한인 2016년 
1월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마 이게 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⁸ 

데이터 보호 전문가들은 세이프 하버 2.0이 그 전신만큼이나 
논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의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음으로써 같은 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⁹ 

엔드 투 엔드(end-to-end) 암호화는 그것이 어떻게 소비자와 
기업을 이롭게 하는지, 그리고 범죄자 및 테러리스트 활동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 간 수많은 논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2015년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수사관들에게 암호화된 통신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¹⁰ 이는 시민의 
자유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므로 세이프 하버 2.0의 
전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전망: 인터넷 거버넌스 불확실성

전망
Cisco의 지정학 전문가들은, 데이터 전송 법률 제정의 변화와 암호화 
사용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인터넷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직관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다루는 내용은 두 건의 Cisco 연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선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 경영진이 갖는 우려사항에 대한 연구이고 둘째는 보안 리스크와 
신뢰성에 대한 IT 의사결정권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입니다. 또한 
통합형 위협 방어 아키텍처의 가치에 대한 개요도 제시하고 탐지 
소요 시간(TTD-Time To Detection)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Cisco의 
업데이트도 제공합니다. 

⁷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at the Commission's U.S. Safe Harbour Decision is invalid," CJEU, October 6, 2015: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5-10/cp150117en.pdf. 

⁸ "Safe Harbor 2.0 framework begins to capsize as January deadline nears," by Glyn Moody, Ars Technica, November 16, 2015: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5/11/safe-harbour-2-0-framework-begins-to-capsize-as-january-deadline-nears/. 

⁹ "Safe Harbor 2.0 framework begins to capsize as January deadline nears," by Glyn Moody, Ars Technica, November 16, 2015: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5/11/safe-harbour-2-0-framework-begins-to-capsize-as-january-deadline-nears/. 

¹⁰ "Paris Attacks Fan Encryption Debate," by Danny Yadron, Alistair Barr, and Daisuke Wakabayashi, The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19, 2015: 
http://www.wsj.com/articles/paris-attacks-fan-encryption-debate-1447987407.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5-10/cp150117en.pdf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5/11/safe-harbour-2-0-framework-begins-to-capsize-as-january-deadline-nears/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5/11/safe-harbour-2-0-framework-begins-to-capsize-as-january-deadline-nears/
http://www.wsj.com/articles/paris-attacks-fan-encryption-debate-144798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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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서 조직들이 자신의 
비즈니스가 데이터 전송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는, 
데이터를 EU 밖으로 전송할 때 단지 세이프 하버 만이 
아닌 EU 모델 계약 조항(Model Contract Clauses) 또는 
BCR(Binding Corporate Rules,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을 
이용하고 있다는 확인을 벤더들로부터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조직들이 모니터링해야 하는 다른 주요 지정학적 문제로는 
취약점 및 익스플로잇과 관련된 것입니다. 몇몇 정부들은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들, 이른바 무기화된 소프트웨어 시장이 
생성되는 것에 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는 보안 연구 커뮤니티에게 
이런 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 사용되어야 할 
이러한 기술이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 특히 독재 정권의 손에 
들어간다면 금융 범죄에 이용되거나, 국가 기밀 및 상업적 
기밀을 훔치거나,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거나, 주요 인프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지 않고도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국가들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국가들은 자신들의 
정책 입안 결정이 보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되지 않은 취약점에 
대한 정보의 전송을 관장하는 법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보안 
위협 연구의 발전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벤더들이 패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취약점들을 공개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은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 경영진이 갖는 우려

강력한 보안을 통해 기업들이 심각한 보안 침해나 공격을 
피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도 높여줄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및 디지털 전략에 있어서 사이버 
보안의 역할과 관련하여 재무 및 사업 부문 경영진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실시한 Cisco 조사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은 비즈니스를 위협에서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디지털화되어갈수록, 성장은 디지털 플랫폼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역량에 좌우될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사이버 보안은 경영진에게 점점 
커져가는 걱정거리입니다. 사이버 보안 침해에 대해 48%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답했고 39%가 걱정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41%가 3년 전에 
비해 보안 침해에 대해 훨씬 더 우려한다고 답했고, 42%가 
이전보다 조금 더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투자자들과 규제 기관들이 비즈니스 
성과에 관해 질문하는 것처럼 보안 프로세스에 관해서도 
더 어려운 질문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92%는 규제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앞으로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기업에서 
제공할 것이라 예상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기업들도 자신들이 직면한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 더욱 
민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보안 정책이 비즈니스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흔히 언급되는 
문제점이었고, 그 다음은 보안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그림 62).

그림 62. 기업들이 어려운 사이버 보안 문제에 직면함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Figure X. Enterprises Face Tough Cybersecurity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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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3분의 1은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보호하기 어려운 
정보의 유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32%가 '기밀 재무 
정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고객 정보'와 '기밀 
비즈니스 정보'를 그 다음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데이터 
유형으로 꼽았습니다(그림 63 참조).

신뢰성 연구: 기업들을 위한 리스크와 문제 
조명

정보 보안 침해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들의 시스템, 데이터,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과 시민이 
안전하다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싶어합니다. IT 및 네트워킹 
인프라를 선택한 기업들에게는 신뢰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당수가 해당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솔루션의 제품 라이프사이클 내내 보안과 신뢰성이 
통합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Cisco는 기업의 보안 리스크와 문제에 대한 
IT 의사결정권자들의 인식을 평가하고 IT 투자에 있어서 IT 
벤더 신뢰성의 역할을 알아보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Cisco는 여러 국가에 있는 기업들의 정보 보안 의사결정권자 
및 비정보 보안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Cisco의 방법론을 비롯한 보안 리스크 및 신뢰성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65%가 자신의 조직이 모빌리티, IT 보안, 기업 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등의 사용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보안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림 64).

그림 63. 중요 데이터 보호에 대한 경영진의 우려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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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X. Executives Concerned About
Securing Critical Data

그림 64. 보안 리스크에 대한 인식

기업은 자사의 조직 인프라 중에서 다음의 영역들이 보안 
침해를 겪을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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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조직이 위협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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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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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ecurity Risk and Trustworthiness Study, Cisco

Figure X. Perceptions of Security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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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68%는 자신들의 조직이 직면한 가장 큰 외부 보안 
문제로 악성코드를 지적했습니다. 피싱과 지능형 지속 위협이 
각각 54%와 43%로 상위 3개 응답에 포함되었습니다(그림 
65 참조).

내부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그림 66 참조)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54%)이 악성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를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했고, 직원들에 의한 내부 보안 침해(47%)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약점(46%)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92%)이 조직 내에 보안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8%는 
공식적인 전사적 보안 전략을 갖추고 있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59%만이 IT 벤더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책과 절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그림 67 참조).

또한, 대기업 조직의 절반가량(49%)이 가장 최신의 기술을 
통해 보안 인프라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기업은 인프라를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Cisco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구식이 될 때까지 업그레이드를 기다리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림 65. 기업에서 직면한 외부의 보안 문제 (전체 응답자)

출처: Security Risk and Trustworthiness Study, Cisco

Figure X.
External Challenges Faced (Total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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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기업에서 직면한 내부의 보안 문제 (전체 응답자)

출처: Security Risk and Trustworthiness Study, Cisco

Figure X.
Internal Challenges Faced (Total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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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X. Most Large Enterprises Have a 
Dedicated Security Team I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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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위협 중심 환경에서, 벤더의 프로세스, 
정책, 기술, 사람, 그리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은 벤더와 기업 간에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IT 벤더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 처음부터 자신들의 솔루션 및 가치 사슬에 보안을 
구축 

••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를 따름

••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갖춘 문화 조성

•• 보안 침해 사고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

•• 사고 후 신속한 해결 및 지속적인 경계 제공

벤더들이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물론 좋은 관행입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은 해당 네트워크의 모든 측면에 보안이 
포함되도록 설계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갖춘 개방형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도 공격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과 프로세스를 조직에서 
일관되게 전사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보안 
중심의 사고방식을 파트너와 공급업체 에코시스템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투명성과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객과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계속 협력해야 합니다.

탐지 소요 시간: 탐지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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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의 '회귀적' 범주는 Cisco가 처음에는 '미확인'으로 
분류했다가 나중에 '악성 확인'으로 전환한 파일 수를 
나타냅니다.

Cisco 2015 중기 보안 보고서에 보고된 것처럼, TTD 
중앙값은 약 2일(50 시간)입니다.

그림 68. 탐지 소요 시간, 2014년 12월 – 2015년 10월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2014년 12월 2015년 10월

Figure X. Time to Detection, December 2014 – Nov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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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D 중앙값은 1월 ~ 3월에 44시간 ~ 46시간으로 대략 비슷한 
수준이지만 약간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4월에는 다소 
증가하여 49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 말이 되자 Cisco의 
TTD는 약 4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해킹의 산업화 및 일반 악성코드의 사용이 더 늘어난 것이 
Cisco가 TTD 시간 범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위협이 상업화되자마자, 이는 더 확산됐고 탐지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Cisco에서 2015년 전반에 걸쳐 TTD 중앙값을 
시종일관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정교한 위협 
방어 기능의 결합과 숙련된 보안 연구진의 긴밀한 협업이 
매우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림 69의 TTD 비교는 6월에 발생한 많은 위협들이 대략 
35.3시간 내에 포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0월경에는 
더 많은 위협들이 대략 17.5시간 이내에 차단되었습니다. 
TTD 중앙값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Cryptowall 3.0, Upatre, 
Dyre 같은 일반 악성코드를 더 신속하게 찾아내기 시작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Cisco가 인수한 ThreatGRID의 제품과 
같은 신기술의 통합도 또 다른 요인입니다.

그러나 TTD 시간 범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협은 탐지하기가 여전히 더 어렵습니다. Microsoft 
Word 사용자들을 표적으로 하는 다운로더는 일반적으로 
탐지하기가 가장 쉽습니다(<20시간). 탐지가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는 애드웨어 및 브라우저 주입이 
있습니다(<200시간). 

후자의 위협이 탐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보통 보안 
팀에서 이런 위협의 우선순위를 낮게 지정하고 이로 인해 
공격자들의 제로데이 공격을 빗나가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종종 간과되기 때문입니다. ("브라우저 감염 증가 – 그리고 
데이터 유출의 주요 출처"16 페이지 참조).

그림 70에서는 보통 100일 내에 드러나는 위협 유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Figure X. Tag Cloud for 100 Days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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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탐지 소요 시간 비교, 
2014년 12월 – 2015년 10월

그림 70. 100일간의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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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간 이후로 TTD 중앙값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10월경, Cisco는 TTD 중앙값을 약 17시간(하루 
미만)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현재 업계 TTD 
예상치인 100~200일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속도는 일시적인 감염을 완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Figure X. 
Time to Detection Comparison,
June vs September 2015

출처: Cisco Security Research

VS 17.5
 시간

10월 (중순)

35.3
시간

6월 (중순)

https://www.facebook.com/sharer/sharer.php?u=http://www.cisco.com/c/m/ko_kr/offers/sc04/2016-annual-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media%2bshare&COUNTRY_SITE=KR&CAMPAIGN=ASR2016&CREATIVE=figure%2b25&REFERRING_SITE=facebook
https://twitter.com/intent/tweet?url=http://cs.co/9004BpzNs&text=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B0%9B%EA%B8%B0
https://www.linkedin.com/shareArticle?mini=true&url=http://www.cisco.com/c/m/ko_kr/offers/sc04/2016-annual-security-report/index.html?POSITION=social%2bmedia%2bshare&COUNTRY_SITE=KR&CAMPAIGN=ASR2016&CREATIVE=figure%2b25&REFERRING_SITE=linkedin&title=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B0%9B%EA%B8%B0
mailto:?Subject=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t&Body=Cisco%202016%20%EC%97%B0%EB%A1%80%20%EB%B3%B4%EC%95%88%20%EB%B3%B4%EA%B3%A0%EC%84%9C%20%EB%8B%A4%EC%9A%B4%EB%A1%9C%EB%93%9C%20%20%0Ahttp%3A%2F%2Fcs.co%2F9003BpzNS


62

전망Cisco 2016 연례 보안 보고서

통합형 위협 방어의 6가지 원칙

Cisco 2015 중기 보안 보고서에서, Cisco 보안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내에 적응형 솔루션의 필요성 때문에 보안 업계가 
대대적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업계의 
통합과 확장 가능한 통합형 위협 방어 아키텍처로의 이동이 
될 것입니다. 이 아키텍처는 여러 솔루션을 포괄하여 가시성, 
제어, 인텔리전스, 컨텍스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탐지 및 대응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위협이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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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시성 플랫폼의 목적은 모든 벤더가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가시성을 통해 보안 팀은 더 강력한 제어 기능을 갖고 다양한 
위협 벡터로부터 보호하며 각종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Cisco에서는 조직과 그들의 보안 벤더가 이 아키텍처의 
목적과 잠재적 혜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6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지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통합된 네트워크와 보안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전통적인 보안 모델은 '문제가 생기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종 서로 
다른 여러 보안 벤더의 기술을 모아놓은 경우 이런 
솔루션들 간에 의미 있는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 솔루션에서 생산된 보안 이벤트 관련 정보와 
인텔리전스는 이벤트 플랫폼으로 통합된 후에 보안 
담당자들에 의해 분석됩니다.
통합형 위협 방어 아키텍처는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구축된 인프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자동화된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집함으로써 더 신속하게 위협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탐지 및 대응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보안 환경을 더 지능적으로 관찰합니다. 
단지 의심스러운 이벤트와 정책 위반 사항을 보안 팀에게 
알리는 대신, 네트워크와 해당 네트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여 보안과 관련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2. 동급 최고의 기술만으로는 현재나 미래의 위협 양상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의 복잡성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조직들은 "동급 최고"의 보안 기술에 투자하지만, 그러한 
솔루션이 정말 제대로 기능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작년 발생한 주요 보안 침해 사고에 관한 뉴스 
헤드라인들이 바로 많은 보안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이 실패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안 벤더들이 경쟁사 제품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는 한, 동급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보안 벤더의 확산이 보안 환경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 보안 
영역을 선도하는 벤더들이 제공하는 많은 제품들을 보면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3. 암호화된 트래픽이 많아질수록, 특정 포인트 제품을 
무능화시키는 암호화된 악성 활동을 커버할 수 있는 
통합형 위협 방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로, 암호화된 웹 트래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를 사용하는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암호화는 보안 팀이 위협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암호화 문제에 대한 정답은 디바이스나 네트워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가시성입니다. 통합형 보안 플랫폼은 이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4. 오픈 API는 통합형 위협 방어 아키텍처의 핵심입니다.
멀티벤더(Multivendor) 환경에서는 더 우수한 가시성과 
컨텍스트, 제어를 제공하는 공동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프론트엔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 보안 제품 자체에 더 
나은 자동화를 지원하고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통합형 위협 방어 아키텍처는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가 적습니다.
보안 벤더들은 가급적 많은 기능을 갖추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안 환경의 복잡성과 
단편화로 인해 공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은폐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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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합형 위협 방어를 자동화하고 조정하는 것은 탐지, 억제,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오탐지(False Positive)를 줄이면 보안 팀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컨텍스트화(Contextualization)는 진행 중인 이벤트를 
최전선에서 분석하는 것을 지원하고, 보안 팀이 해당 
이벤트에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동화된 
대응 및 심층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숫자의 힘: 업계 협업의 가치

위협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게 해주는 통합형 위협 방어를 
위한 미래의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점점 대담해지고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지속적 위협 
공격자들의 전 세계 커뮤니티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계의 협업은 필수입니다. 공격자들은 탐지를 어렵게 하고 
수익성이 높은 캠페인을 실행하는 데 더욱 능수능란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자신들의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에 합법적인 자산을 이용하고 있으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하면, Cisco 2015 Security Capabilities 
Benchmark Study(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에 참여한 
방어자들의 응답에서 조직을 보호하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떨어진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이버 범죄 
활동을 밝혀내고, 금전적 피해를 주는 공격자들의 능력을 
약화시키며, 향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업계 협업이 갖는 강력한 
영향력을 방어자들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초반부에 심층적으로 다루었던 것처럼("특집 
기사"10 페이지부터 참조), Cisco 파트너와 Cisco 
CSI(Collective Security Intelligence) 에코시스템 간의 
협업,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력은 Cisco가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을 수반한 전 세계적인 공격 활동을 찾아내고 
확인하며 억제하고, 또 Cisco 연구진이 관찰한 가장 위협적인 
DDoS 봇넷 중 하나인 SSHPsychos를 약화시킬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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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Collective Security Intelligence) 에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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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에서 확인하십시오.

Cisco 2016 연례 보안 보고서에 도움 주신 
분들 
TALOS SECURITY INTELLIGENCE AND  
RESEARCH GROUP 
Talos는 Cisco의 위협 인텔리전스 조직으로, Cisco의 고객과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해 탁월한 보호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엘리트 보안 전문가 그룹입니다. 최고의 위협 
연구진이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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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SERVICES CLOUD AND IT  
TRANSFORMATION, OPTIMIZATION TEAM
이 팀은 전 세계의 가장 큰 서비스 제공자와 기업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솔루션을 최적화합니다. 이러한 컨설팅은 고객이 보유한 중요 
솔루션의 가용성, 성능, 보안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적화 서비스는 Fortune 500대 기업들 중 75%가 
넘는 기업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Cisco는 전 세계에 지능형 사이버 보안을 제공하여 가장 광범위한 
공격 환경에 대해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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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위협 보호를 제공합니다. 

http://www.cisco.com/go/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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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THREAT ANALYTICS TEAM 
Cisco ATA(Active Threat Analytics) 팀은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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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THOUGHT LEADERSHIP ORGANIZATION
Cisco Thought Leadership Organization은 조직, 업계, 경험을 
혁신시키는 주요 솔루션과 시장의 변화, 전 세계적 기회 등을 
조명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기업들이 무엇을 예측하고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리한 시각과 예측을 
제공합니다. 이 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고의 리더십은 
더 신속하게 혁신하고 원하는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 사이의 가교 역할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조직들의 디지털화를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COGNITIVE THREAT ANALYTICS 
Cisco Cognitive Threat Analytics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보안 사고, 보호 대상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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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통계 모델링 및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새로운 위협을 식별하고 파악한 내용을 학습하며 시간을 두고 
조정합니다.

GLOBAL GOVERNMENT AFFAIRS
Cisco는 기술 부문을 지원하는 공공 정책과 규정의 
마련을 돕고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정부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Global 
Government Affairs 팀은 친기술적 공공 정책과 규정을 
개발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업계 이해관계자들 및 
협회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 
지도자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Cisco의 비즈니스 및 전반적인 
ICT 도입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레벨에서의 정책 결정의 틀을 마련하는 일을 
돕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Global Government Affairs 팀은 
전직 선출직 공무원, 국회 의원, 규제 담당자, 미 정부 고위 
공직자, 정부 업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Cisco가 전 세계에서 기술 사용을 장려하고 보호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NTELLISHIELD TEAM 
IntelliShield 팀은 Cisco Security Research & Operations 및 
외부 소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와 정보를 대상으로 취약점 및 
위협 조사, 분석, 통합,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여 각종 Cisco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IntelliShield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를 제공합니다. 

LANCOPE
Cisco의 회사인 Lancope는 오늘날의 주요 위협으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가시성 및 보안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Lancope의 
StealthWatch® System은 NetFlow, IPFIX, 기타 네트워크 
텔레메트리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APT 및 DDoS부터 
제로데이 악성코드와 내부 위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의 공격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Context-Aware 
Security Analytics를 제공합니다. Lancope는 기업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측면 모니터링과 사용자,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인식을 결합시켜 사고 대응을 가속화하고 
포렌식 조사를 개선하며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OPENDNS
Cisco의 회사인 OpenDNS는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기반 보안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의 6,500만명이 
넘는 사용자들에게 매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penDNS Labs는 이 보안 플랫폼을 지원하는 OpenDNS의 
보안 연구 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opendns.com 
또는 https://labs.opendns.com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opendns.com
https://labs.opend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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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AND TRUST ORGANIZATION
Cisco의 Security and Trust Organization은 이사회 및 전 
세계 리더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하겠다는 Cisco의 약속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핵심 임무에는 Cisco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고객을 보호하는 일, 
Cisco의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Cisco Secure 
Development Lifecycle 및 Trustworthy Systems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일, 그리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Cisco 기업을 보호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isco는 사람, 
정책, 프로세스, 기술을 포함해 널리 퍼져 있는 보안과 신뢰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Security and 
Trust Organization은 InfoSec, Trustworthy Engineering,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loud Security, Transparency and 
Validation, Advanced Security Research and Government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 효율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trust.cisco.com을 참조하십시오.

SECURITY RESEARCH AND OPERATIONS(SR&O)
SR&O(Security Research & Operations)는 업계 최고의 
PSIRT(Product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를 
포함한 Cisco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협 및 취약점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SR&O는 Cisco 및 업계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그리고 Cisco Live나 Black Hat 등의 행사를 
통해 진화하고 있는 위협 양상을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SR&O는 Cisco의 
CTI(Custom Threat Intelligence)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있습니다. CTI 서비스는 기존의 
보안 인프라에서 탐지되거나 완화된 적이 없는 침해 지표를 
파악합니다.

도움 주신 Cisco 파트너

LEVEL 3 THREAT RESEARCH LABS
Level 3 Communications는 콜로라도 브룸필드에 본사를 둔 
세계 최고의 통신 사업자로서 기업, 정부, 통신사 고객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개 대륙에 광범위한 
파이버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해저 시설로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은 60개국 이상의 500개가 넘는 시장에 
이르는 폭넓은 메트로 자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Level 
3의 네트워크는 전 세계 위협 양상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Level 3 Threat Research Labs는 보안 그룹으로서 Level 
3의 고객들과 그 네트워크, 공용 인터넷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 세계 위협 양상을 사전 대응적으로 
분석하고 내외부의 출처에서 나오는 정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위협을 연구하고 완화하기 위해 
Cisco Talos와 같은 업계의 리더들과 정기적으로 제휴하고 
있습니다. 

http://trust.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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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71. Respondent Proles

응답자 프로필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전체 비전 및 전략 수립 75%

76%의사결정권자

솔루션 연구 및 평가 75%

솔루션 구현 및 관리 73%

요건 정의 71%

예산 승인 57%

83%

81%

78%

79%

76%

66%

보안 관련 영역 2014 2015

20152014 (n=1738) (n=2432)

의료

6% 4%

컴퓨터와 관련되지
않은 제조업

14% 15%

공공 서비스/에너지

7%

금융 서비스:
은행, 보험

15%

광업

1%

정부

9%
12%

의약

3%

통신

6% 8%

농업/임업/어업

2% 1%

화학 엔지니어링
또는 제조

7%

기타 산업

21%
27%

운송

8%

54%
중소기업

해당 없음

대기업

46%
중견기업

49% 13%38%

 CSOs vs SecOps 조직 규모

46%56%

2014

55%45%

2015

CSOs SecOps 20152014

14%

3%3% 3%

5% 5%

그림 71. 응답자 프로필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응답자 프로필 및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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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Figure X.
Although only 9% have a security budget that’s separate from the IT budget, this has
increased signi cantly since 2014

보안 예산이 IT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IT 부서 구성원)

2014 (n=1720) 2015 (n=2412)

모두 IT에 포함됨일부만 IT에 포함됨

완전히 분리됨

모두 IT에 포함됨일부만 IT에 포함됨

완전히 분리됨

61%33%

6%

58%33%

9%

그림 72. 9%만이 IT 예산과는 별도로 보안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수치는 2014년 이후 상당히 늘어난 것임

그림 73. 직함: 응답자 및 그들의 관리자들 

Figure X. Job Titles: Respondents and Their Managers

IT 부서 구성원

98%97% VS
20152014

최고 보안 책임자(CSO) 22% 최고 경영자(CEO) 34%

최고 기술 책임자(CTO) 18% 사장/오너 18%

IT 이사 또는 관리자 16% 최고 보안 책임자(CSO)

최고 정보 책임자(CIO) 13% 최고 정보 책임자(CIO) 6%

보안 운영 책임자 7% 최고 기술 책임자(CTO) 6%

IT 보안 부사장 5% IT 이사 또는 관리자 4%

위험 및 규정 준수 책임자 4% IT 보안 부사장 4%

보안업무 관리자 4% IT 부사장 2%

보안 설계자 4% 중역 2%

IT 부사장 3% 최고 운영 책임자(COO) 1%

최고 운영 책임자(COO) 3% 최고 재무 책임자(CFO) 1%

기타 직함 2% 기타 직함 0%

직함 관리자 직함

보안 전담 부서 또는 팀

보안 팀 구성원

 

2014 2015(n=1738) (n=2432)

2014 2015(n=1706) (n=2382)

98% 98%

97% 94%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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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조직에서 사용하는 보안 위협 방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통해 관리된 
방어 (보안 위협 방어를 사용하는 
보안 관련 응답자)

2014 (n=1738) 2014 (n=1646) 2015 (n=2268)2015 (n=2432)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 및 침입방지* 60% 해당 없음 35%

해당 없음 1% 1% 11%13%

이메일/메시지 보안 56% 52% 37% 34%

암호화/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53% 53%

데이터 유출 방지 55% 56%

인증 52% 53%

방화벽* 해당 없음 65% 31%

침입방지* 해당 없음 44% 20%

ID 관리/사용자 프로비저닝 45% 45%

액세스 제어/권한 부여 53% 48%

엔드포인트 보호/악성코드 차단 49% 49% 25% 25%

웹 보안 59% 51% 37% 31%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43% 38%

VPN 48% 40% 26% 21%

취약점 검색 48% 41% 25% 21%

보안 무선 50% 41% 26% 19%

모빌리티 보안 51% 44% 28% 24%

엔드포인트 포렌식 31% 26%

네트워크 포렌식 42% 31%

패칭 및 컨피그레이션 39% 32%

침입 테스트 38% 34% 20% 17%

DDoS 방어 36% 37%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 및 침입방지”*방화벽과 침입방지는 2014년에는 하나의 코드였음

Figure X. Firewalls and Data Loss Prevention Are Most Commonly Used Security Tools

그림 74. 방화벽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보안 위협 방어 툴인데, 2014년과 비교해서 2015년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소수의 보안 위협 방어 툴이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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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Figure X. Advice and consulting still top most security services outsourced

인증 프로세스 준비 중 

현재 인증 과정 중

63% 화학 엔지니어링 또는 제조업
58% 비(非) 컴퓨터 관련 제조업
57% 운송 
46% 농업/임업/어업
44% 제약 
36% 광업

70% 금융 서비스
70% 통신
67% 의료
65% 정부
64% 공공서비스/에너지
63% 기타 산업

이미 인증됨

63%31%

7%

감사 및 사고 대응 아웃소싱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아웃소싱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절반(52%)이 작년과 동일하게 ISO 27001과 같이 표준화된 보안 정책 관행을 따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미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과정 중에 있습니다. 

표준화된 보안 정책 관행 
조직은 표준화된 정보 보안 정책 관행을 따름 (2015: n=1265)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그림 75. 가장 많이 아웃소싱되는 보안 서비스는 여전히 자문과 컨설팅임

Figure X.
Company view of outsourcing: Large Enterprises are signi�cantly more likely to outsource
audits and advice and consulting

10%40%44%56%55%

11%42%46%54%

14%46%45%49%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자문 및 
컨설팅 감사 모니터링

사고 
대응

위협 
정보 치료

없음/모두 
내부 처리

44%

42%

41%

42%

36%

36%

37%

36%

어떤 보안서비스를 아웃소싱합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
(n=924)

대기업
(n=319)

(n=1189)

그림 76. 아웃소싱에 대한 기업별 관점: 대기업들은 감사, 자문 및 컨설팅을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훨씬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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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아웃소싱에 대한 국가별 관점: 자문 및 컨설팅을 아웃소싱할 가능성은 일본이 상당히 높음 

Figure X.
Country view of outsourcing: Japan is signi�cantly more likely to outsource advice and consulting

어떤 보안서비스를 아웃소싱합니까?

52% 52%

50%

48%

46%

42%

34%

18%

47%

44%

42%

39%

36%

12%

합계 미국

51%

55%

49%

39%

40%

32%

9%

브라질

49%

38%

32%

32%

37%

38%

18%

독일

51%

48%

39%

38%

46%

34%

13%

이탈리아

44%

50%

41%

43%

36%

31%

19%

영국

54%

36%

52%

53%

16%

47%

4%

호주

52%

33%

31%

34%

36%

37%

19%

중국

54%

51%

51%

49%

48%

41%

12%

인도

58%

63%

49%

45%

44%

21%

3%

멕시코

41%

40%

37%

27%

42%

41%

16%

러시아

55%

59%

50%

54%

39%

41%

4%

프랑스

64%

41%

51%

53%

47%

40%

10%

일본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자문 및 컨설팅

감사

모니터링

사고 대응

위협 정보 

치료

없음/모두 내부 처리

그림 78. 네트워크의 온프레미스 호스팅이 여전히 가장 보편적이지만 오프프레미스 호스팅이 작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함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Figure X.
On-premise hosting of the organization’s networks is still the most common; however,
o�-premise hosting has increased since last year

네트워크가 호스팅 되는 위치

온프레미스 오프프레미스

20152014 (n=1727) (n=2417)

50%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

51%
54%

모두 온프레미스

48%

23%

서드파티가 관리

24% 18%

프라이빗 클라우드

20%
8%

퍼블릭 클라우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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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 보안 침해 사고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015년에는 소수의 조직만이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공개 조사를 관리했어야 했다고 보고함.

보안 침해 사고가 귀사의 보안 위협 방어 정책, 절차 또는 기술을 
얼마나 많이 개선했습니까?  (n=1134)

보안 침해 사고는 보안을 강화하는 강력한 요인임:

Figur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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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2015년에는 소수의 조직만이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공개 조사를 관리했어야 했다고 보고함 

그림 80. 공개적 보안 침해 사고는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음

CSO들은 SecOps 중역들보다 보안 침해 사고가 있은 
후에 더 개선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보안을 전담하는 응답자. 2014 (n=1701) 2015 (n=1347)

48%
 예

53%
 예

VS

20152014

보안 침해 사고가 귀사의 보안 위협 방어 정책, 절차 또는 기술을 
얼마나 많이 개선했습니까? (n=1134)

보안 침해 사고는 보안을 강화하는 강력한 요인임:

전혀 별로 약간 많이

10%1% 42% 47%

Has Your Organization Ever Had to Manage Public Scrutiny of a Security Breach?

CSO들은 SecOps 중역들보다 보안 침해 사고가 있은 
후에 더 개선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보안을 전담하는 응답자. 2014 (n=1701) 2015 (n=1347)

48%
 예

53%
 예

VS

20152014

보안 침해 사고가 귀사의 보안 위협 방어 정책, 절차 또는 기술을 
얼마나 많이 개선했습니까? (n=1134)

보안 침해 사고는 보안을 강화하는 강력한 요인임:

전혀 별로 약간 많이

10%1% 42% 47%

Has Your Organization Ever Had to Manage Public Scrutiny of a Security Breach?

CSO들은 SecOps 중역들보다 보안 침해 사고가 있은 
후에 더 개선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보안을 전담하는 응답자. 2014 (n=1701) 2015 (n=1347)

48%
 예

53%
 예

VS

20152014

보안 침해 사고가 귀사의 보안 위협 방어 정책, 절차 또는 기술을 
얼마나 많이 개선했습니까? (n=1134)

보안 침해 사고는 보안을 강화하는 강력한 요인임:

전혀 별로 약간 많이

10%1% 42% 47%

Has Your Organization Ever Had to Manage Public Scrutiny of a Security Breach?



75

부록Cisco 2016 연례 보안 보고서

리더십 및 성숙도 
Figure X. 5-segment model tracks closely to Security Capability Maturity Model (CMM)

세그먼트들은 보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성숙도와 그것이 어떻게 
프로세스와 절차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작년의 조사와 비슷한 
패턴을 반영합니다. 이는 국가 및 산업에 걸쳐 대부분에 있어서 사실입니다. 

이상이 더 높은 보안 성숙도 프로필에 적합합니다. 60%

2014 (n=1637)

2015 (n=2401)

하 중상  상중하  중 

세그먼트 규모
28%2% 9% 36%25%

26%4% 8% 39%23%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그림 81. 5-세그먼트 모델이 보안 기능 성숙도 모델(CMM, Capability Maturity Model)을 근소하게 따라가고 있음 

Figure X.
As in 2014, nearly all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executive leadership considers security a high priority

'내가 속한 조직의 경영진은 회사의 보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측정 기준을 수립하였음'이라는 설문에 
대해 다른 대부분의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약업계 응답자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SecOps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CSO들이 경영 업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안 역할과 책임은 내가 속한 조직의 경영진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사이버 리스크 평가는 통상적으로 전체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 포함됨

내가 속한 조직의 경영진은 회사의 보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측정 기준을 
수립하였음

내가 속한 조직의 고위 경영진은 보안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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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정책 전적으로 반대 전적으로 동의반대 동의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그림 82. 2014년 처럼, 경영진이 보안을 높은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거의 모두가 동의하거나 강력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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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Figure X. Lower Con�dence in Ability to Build Security into Systems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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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er in 2015 Strongly Agree that They Do a Good Job Building Security Into Systems and Applications그림 83. 시스템에 보안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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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시스템에 보안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 (계속)

Figure X. Lower Con�dence in Ability to Build Security into Systems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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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사고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이들과 협업하는 
일을 잘하고 있음'이라는 설문을 제외하고, CSO들은 보안 제어에 
관한 내용에 대해 SecOps 중역들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금융 서비스 업계 응답자들은 '사고 관련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이라는 설문에 대해 
다른 대부분의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보다 더 
강력하게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Figure X. Enterprises Believe They Have Good Security Controls

사고 대응 및 추적을 위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문서로 잘 정리해 두고 있음

전적으로 반대 전적으로 동의반대 동의

93

562 5 37

95

541 5 41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92

541 6 38

95

541 5 41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사고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이들과 협업하는 일을 잘하고 있음

94

512 5 43

95

531 4 42

2015
n=2432

2014
n=1738

사고 관련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94

542 5 40

96

531 4 43

2015
n=2432

2014
n=1738

접수되는 사고 신고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음

93

512 5 42

95

521 5 43

2015
n=2432

2014
n=1738

Rfc2350, ISO/IEC 27035:2011 또는 U.S. Cert
와 같은 표준화된 사고 대응관행을 따르고 
있음

90

492 8 41

93

491 6 44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제어

Most Say They are Comfortable With Their Security Controls

'보안 사고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이들과 협업하는 
일을 잘하고 있음'이라는 설문을 제외하고, CSO들은 보안 제어에 
관한 내용에 대해 SecOps 중역들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금융 서비스 업계 응답자들은 '사고 관련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이라는 설문에 대해 
다른 대부분의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보다 더 
강력하게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Figure X. Enterprises Believe They Have Good Security Controls

사고 대응 및 추적을 위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문서로 잘 정리해 두고 있음

전적으로 반대 전적으로 동의반대 동의

93

562 5 37

95

541 5 41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92

541 6 38

95

541 5 41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사고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이들과 협업하는 일을 잘하고 있음

94

512 5 43

95

531 4 42

2015
n=2432

2014
n=1738

사고 관련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94

542 5 40

96

531 4 43

2015
n=2432

2014
n=1738

접수되는 사고 신고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음

93

512 5 42

95

521 5 43

2015
n=2432

2014
n=1738

Rfc2350, ISO/IEC 27035:2011 또는 U.S. Cert
와 같은 표준화된 사고 대응관행을 따르고 
있음

90

492 8 41

93

491 6 44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제어

Most Say They are Comfortable With Their Security Controls

그림 84. 기업들은 스스로가 보안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



78

부록Cisco 2016 연례 보안 보고서

'보안 사고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이들과 협업하는 
일을 잘하고 있음'이라는 설문을 제외하고, CSO들은 보안 제어에 
관한 내용에 대해 SecOps 중역들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금융 서비스 업계 응답자들은 '사고 관련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이라는 설문에 대해 
다른 대부분의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보다 더 
강력하게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Figure X. Enterprises Believe They Have Good Security Controls

사고 대응 및 추적을 위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문서로 잘 정리해 두고 있음

전적으로 반대 전적으로 동의반대 동의

93

562 5 37

95

541 5 41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92

541 6 38

95

541 5 41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사고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이들과 협업하는 일을 잘하고 있음

94

512 5 43

95

531 4 42

2015
n=2432

2014
n=1738

사고 관련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94

542 5 40

96

531 4 43

2015
n=2432

2014
n=1738

접수되는 사고 신고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음

93

512 5 42

95

521 5 43

2015
n=2432

2014
n=1738

Rfc2350, ISO/IEC 27035:2011 또는 U.S. Cert
와 같은 표준화된 사고 대응관행을 따르고 
있음

90

492 8 41

93

491 6 44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제어

Most Say They are Comfortable With Their Security Controls

'보안 사고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이들과 협업하는 
일을 잘하고 있음'이라는 설문을 제외하고, CSO들은 보안 제어에 
관한 내용에 대해 SecOps 중역들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금융 서비스 업계 응답자들은 '사고 관련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이라는 설문에 대해 
다른 대부분의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보다 더 
강력하게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Figure X. Enterprises Believe They Have Good Security Controls

사고 대응 및 추적을 위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문서로 잘 정리해 두고 있음

전적으로 반대 전적으로 동의반대 동의

93

562 5 37

95

541 5 41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92

541 6 38

95

541 5 41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사고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이들과 협업하는 일을 잘하고 있음

94

512 5 43

95

531 4 42

2015
n=2432

2014
n=1738

사고 관련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94

542 5 40

96

531 4 43

2015
n=2432

2014
n=1738

접수되는 사고 신고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음

93

512 5 42

95

521 5 43

2015
n=2432

2014
n=1738

Rfc2350, ISO/IEC 27035:2011 또는 U.S. Cert
와 같은 표준화된 사고 대응관행을 따르고 
있음

90

492 8 41

93

491 6 44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제어

Most Say They are Comfortable With Their Security Controls그림 84. 기업들은 스스로가 보안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 (계속)

그림 85. 악성 애플리케이션의 격리/제거 및 근본 원인 분석이 계속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세스임 

Figure X.
Quarantine/removal of malicious applications and root cause analysis continue to 
be the top processe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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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X. Enterprises Lack Con�dence in Ability to Contain Compromises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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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보안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업들의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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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보안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업들의 확신 (계속)

Figure X. Enterprises Lack Con�dence in Ability to Contain Compro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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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2432

2014
n=1738

보안이 조직의 목표와 비즈니스 역량에 제대로 
통합되어 있음

94

582 5 36

96

561 4 40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사고를 정해진 대로 체계적으로 조사함 93

552 5 38

96

561 4 40

2015
n=2432

2014
n=1738

정황상 필요한 경우, 높은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보안 제어를 증가시킬 수 있음

94

541 5 40

97

561 3 41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조치가 의도했던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에서의 연결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함

94

582 4 36

96

571 3 39

2015
n=2432

2014
n=1738

보안 업무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함

94

561 4 38

96

561 4 40

2015
n=2432

2014
n=1738

전적으로 반대 전적으로 동의반대 동의조직적 보안

However, Companies Continue to Lack Con�dence in Their Abilities to Scope and Contain Compromises

그림 87. 보안이 침해된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에 방화벽 로그 및 시스템 로그 분석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세스임

중견기업

Figure X.
Firewall logs and system log analysis continue to be the most commonly 
used processes to analyze compromised systems

시스템 로그 분석 

방화벽 로그

네트워크 플로우 분석 

악성코드 또는 파일 회귀 분석

레지스트리 분석 

풀패킷 캡처 분석

상호 관련이 있는 이벤트/로그 분석 

디스크 포렌식

메모리 포렌식

IOC 탐지

외부 사고 대응/분석

위 내용 중 해당 없음 1%

59%

61%

53%

55%

50%

47%

42%

40%

41%

38%

37%

2%

Processes to Analyze Compromised Systems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대기업들은 보안이 침해된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중견기업들 보다 더 많은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4 2015(n=1738) (n=2432)

대기업

53%

57%

49%

48%

47%

38%

37%

36%

34%

3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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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2015년에는 사고 이전의 백업에서 복원하는 것이 침해된 시스템을 복원하는 가장 보편적인 프로세스임

Figure X.
Restoring from a pre-incident backup is the most common process to 
restore a�ected systems in 2015

57% 59%

60% 56%

60% 55%

56% 51%

35% 35%

2% 1%

침해된 시스템의 복원 프로세스

97% 94%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다른 국가의 응답자들에 비해 중국의 
응답자들이 취약한 것으로 간주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더 자주 패치하고 
업데이트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식별된 약점에 근거한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탐지 및 제어의 
구현 

취약한 것으로 간주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패치 및 업데이트 

순차적 복원(사고로 인해 야기된 변경 
사항 제거)

사고 이전의 백업에서 복원 

골드 이미지 복원

위 내용 중 해당 없음

2014 2015(n=1738) (n=2432)

중국
패치 관리

Figure X.
The CEO or president is most likely to be noti�ed of security incidents, 
followed by operations and the �nance department 

총무 부서 46%

최고경영자(CEO)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재무 부서

기술 파트너 45%

엔지니어링 38%

HR 36%

법무 36%

제조 33%

PR 28%

전 직원 35%

사업 파트너 32%

외부 당국 22%

보험 회사

사고 발생 시 보고를 받는 그룹

97% 94%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훨씬 많은 대기업 
응답자들이 사고 시 외부 당국에 알리겠다고 
답했습니다. 

2014 2015(n=1738) (n=2432)

대기업

!

40%

45%

40%

34%

33%

33%

32%

28%

24%

27%

21%

18%

15%

그림 89. 보안 사고에 대해 CEO나 사장에게 알릴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운영 팀과 재무 부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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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Figure X. Nearly all companies (97%) deliver security training at least once a year

83%96% VS
실시하지 않음실시함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보안 직원에게 보안 인식 및/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응답자들은 보안 
전담 직원들임)

보안 교육은 얼마나 자주 제공됩니까?
(응답자들의 보안 팀이 교육을 받는 대상임)

보안 침해 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는 회사들
보다(83%) 보안 침해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회사들이 더 많이(96%) 보안 인식 및/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89%
중견기업

93%
대기업

88%
중소기업

중소기업(88%) 및 중견기업(89%)과 비교하
였을 때, 더 많은 대기업들이(93%) 보안 인식 
및/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하였습니다. 

2014 (n=1726)

2015 (n=2402)

89% 예

11% 아니요

90% 예

10% 아니요

2015
(n=2147)

2회 이상/년≥1회/년≤1회/2년<1회/2년

해당 없음

N/A

3% 39% 58%

97%

2014
(n=1560)

1% 17% 82%

(2014년 데이터 없음)

그림 90. 대부분의 회사(97%)가 최소 1년에 한 번은 보안 교육을 제공함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015년에는 소수의 조직만이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공개 조사를 관리했어야 했다고 보고함.

보안 침해 사고가 귀사의 보안 위협 방어 정책, 절차 또는 기술을 
얼마나 많이 개선했습니까?  (n=1134)

보안 침해 사고는 보안을 강화하는 강력한 요인임:

Figure X.
Fewer organizations in 2015 report having had to manage public scrutiny of security breaches,
compared to 2014

10%1% 42% 47%

직원들 사이에서 보안 인식 교육을 증가시켰음 

43%

보안 방어 기술 또는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

직원들 사이에서 보안 인식 교육을 증가시켰음

42%

공식적인 보안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였음

41%

데이터 보호 법률 및 규정의 시행을 강화했음

40%

보안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

40%

(상위 5개 응답) 보안 침해 사고의 영향을 받은 응답자들 (2015 n=1109)

 

2015년, 응답자의 41%는 보안 정책 및 절차를 공식적으로 
수립하였다고 답했습니다. 

41%

 43%

2015년, 응답자의 43%는 공개적 보안 침해 사고가 있은 후 보안 
교육을 늘렸다고 답했습니다. 

48%53% VS
20152014 전혀 별로 약간 많이

그림 91. 보안 인식 교육의 빈도 및 공식 보안 정책의 수립은 2014년 이후 모두 증가했음 – 조치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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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2014년처럼, 거의 10명 중 9명의 보안 직원들이 보안 중심의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고 답함

Figure X.
As in 2014, nearly 9 in 10 say their security sta� attend security-focused conferences or training

보안 직원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향상하고 유지하기 위해 
회의 및/또는 외부 교육에 참석합니까? (응답자들은 보안 
전담 직원들임)

직원들이 보안 산업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활동합니까?
(응답자들은 보안 전담 직원들임)

2014 2015(n=1738) (n=2432)

89%
예

89%
예

64%
예

36%

11% 11%

35% 65%
예

2014 2015(n=1738) (n=2432)

출처: Cisco 2015 보안 기능 벤치마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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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리스크 및 신뢰성 조사 

Figure X. Background & Methodology

방법론: 양적 및 질적 접근법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출처: Security Risk and Trustworthiness Study, Cisco

Cisco는 기업이 보안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각각의 연구 목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론이 이용되었습니다. 
(모든 응답자들은 IT 구매 의사결정에 관계되는 사람들임)

조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에서 
실시되었습니다(IDI만).

다음을 대상으로 질적 심층 인터뷰 실시

(미국 7, 캐나다 3, 영국 3, 독일 4, 프랑스 3)
서비스 제공자 20명

다음을 대상으로 양적 웹 기반 설문조사 실시

(미국 402, 영국 282, 독일 197, 프랑스 169)
기업 IT 의사결정권자 1050명

데이터는 2015년 8월 - 9월에 
수집했습니다.

심층 인터뷰
45
분간

웹 기반 설문조사
20
분간

외부 및 내부 위협과 
취약점으로 인한 
리스크의 레벨 측정

보안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실행되는 전략, 
정책, 솔루션 이해

IT 솔루션의 구매 
프로세스 및 그 
과정에서 IT 벤더 
신뢰성의 역할 파악

IT 벤더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 통신에 
대한 관심 파악

업계 및 독자들의 
보안 리스크에 대한 
관점이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

그림 93. 배경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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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X. Enterprise Respondent Prole Quantitive

출처: Security Risk and Trustworthiness Study, Cisco

업종 (5% 이상)

11%

금융

11%

의료

10%

비(非) 컴퓨터 
제조

10%

소매

8%

정부 기관

7%

보험

6%

에너지, 석유 
및 가스

5%

엔지니어링

5%

텔레콤

29%

기타

직함

국가 회사 규모

InfoSec 분류 

6%선임 엔지니어/아키텍트

25%

26%

C-레벨 (CIO, CSO, CTO 등)

미국

30%이사

9%부사장

2%법무

매니저

3%엔지니어

구매 관여

솔루션 연구/평가

69%

69%

비전/전략 수립

주요 구매 승인 

71%

77%

77%

80%

규정 준수 보장

53%자금 지원 허가/예산 승인

솔루션 구현/관리

입력 제공 또는 최종 
브랜드 결정

38%

영국

27%
프랑스

16%

독일

19%

1000-2499

비(非) InfoSec

2500-4999

10,000명 
이상 22% 32%

53%47%

30%
16%

5000-9999

InfoSec

그림 94. 기업 응답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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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X. Service Provider Respondent Pro�le: Qualitative

출처: Security Risk and Trustworthiness Study, Cisco

서비스 제공자 유형

국가 회사 규모

InfoSec 분류

4%

6%

미디어 서비스

11%

11%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미국/캐나다

모바일 텔레콤

기술 서비스

3%유선 텔레콤

직함

선임 매니저

7%CIO/CTO/CSO

8%IT 담당 이사

1%

1%

1%

IT 담당 부사장

매니저

2%선임 엔지니어/
아키텍트

구매 관여

솔루션 연구/평가

비전/전략 수립

주요 구매 승인 

규정 준수 보장

자금 지원 허가/예산 승인

솔루션 구현/관리

최종 브랜드 결정 

10
영국3
프랑스 3

4독일

6

14

7 7

6

100-999 5000명 이상1000-4900

비(非) InfoSecInfoSec

80%

70%

95%

100%

75%

85%

60%

그림 95. 서비스 제공자 응답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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