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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이 다양한 장치를 이용하여 분산된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늘어남에

따라 "Any-to-Any" 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범죄자들에게 더욱 늘어난 공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Cisco® 2013 연례 보안 

보고서는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 세계의 위협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과 정부가 

미래를 위한 보안 상태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통찰력과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중 수집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Cisco에서 집계한 보안 정보와 전문 연구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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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클라우드 및 
애플리케이션의
관계

이러한 진화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기업은

보안의 관점에서 "Any-to-Any"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에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Cisco 보안 및 정부 그룹 선임 부사장인 

Chris Young은 "Any-to-Any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가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비즈니스에 액세스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시점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치와 상관없이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모든 장치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인터넷이 가능한 

장치는 퍼블릭 SaaS(Software-as-a-

Service)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포함하여 

어디에서나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Internet of Everything"

을 향한 꾸준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Internet of Everything"은 다음 요소의 

지능적 연결입니다.

• 사람: 소셜 네트워크, 인구 센터, 디지털 

조직

• 프로세스: 시스템, 비즈니스 프로세스

• 데이터: 웹 사이트, 정보

• 사물: 물리적 세상, 디바이스 및 개체

"이제 위치와 상관없이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모든 디바이스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인터넷이 가능한 
디바이스는 어디에서나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hris Young(Cisco 보안 및 정부 그룹 선임 

부사장)

이러한 진화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기업은
보안의 관점에서 "Any-to-Any"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에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Cisco 보안 및 정부 그룹 선임 부사장인
Chris Young은 "Any-to-Any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가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비즈니스에 액세스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시점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치와 상관없이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모든 디바이스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인터넷이 가능한
디바이스는 퍼블릭 SaaS(Software-as
-a-Service)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포함하여 어디에서나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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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of Everything은 이전의 이기종 

시스템에 컨버전스, 오케스트레이션 

및 가시성을 구현하는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추가하여 "Internet of 

Things"1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Internet of Everything에서 말하는 

연결이란 모바일 디바이스나 랩톱, 

데스크톱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상의 M2M 연결 

수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물"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매일 의존하는 개체인 경우가 많으며, 

가정의 난방 시스템, 풍력 발전용 

터빈이나 자동차같이 기존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Internet of Everything은 확실히 

다가올 미래이지만, Any-to-Any 문제를 

고려하면 그리 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기업에 보안상의 과제가 

나타나지만 이와 함께 새로운 기회도 

나타날 것입니다. Cisco 수석 엔지니어인 

Nancy Cam-Winget에 의하면 "Internet 

of Everything이 성장하면서 놀라운 일이 

발생되고 새롭게 생겨날 것이며, 인터넷 

상에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증가하고 융합됨에 따라 네트워크 

연결의 관련성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Internet of Everything은 궁극적으로 

국가, 비즈니스 및 개인에게 새로운 역량, 

풍부한 환경 및 전례 없는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보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관리의 수단으로 

클라우드가 보편화됨에 따라, "Any-

to-Any" 또는 Internet of Everything 

측면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디바이스 및 사용자 보안의 과제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Cisco에서 취합한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 

트래픽은 향후 5년간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클라우드 데이터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

년까지 글로벌 클라우드 트래픽은 전체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입니다. 

변경 가능한 네트워크 에지에 방화벽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단편적 보안 

솔루션은 디바이스,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조직의  

"중요한 데이터"(빅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사이에서도 가상화는 

이례적이기 보다는 원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상화 및 클라우드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보안상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보안 상태를 다시 생각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 기반의 통제와 기존 

접근 제어 모델을 변경해야 합니다. 

직장인과 개인정보보호의 
연관성
Any-to-Any 연결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한가지 요소는 이동량이 많은 

젊은 근로자입니다. 이 그룹은 장소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13 Cisco 연례 보안 

보고서에는 2011년 업무, 기술 및 보안에 

대한 전 세계 대학생과 젊은 전문가의 

변화된 생각에 대해 연구한 2012 Cisco 
Connected World Technology Report
가 실려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보안에 대한 이러한 

직장인의 생각을 자세히 조명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 및 근무 시 인터넷을 

자유롭게 로밍하고 싶어하는 직원의 

바람을 회사가 얼만큼 또는 얼마나 

자주 침해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12 Cisco Connected 
World Technology Report 연구에서는 

아직도 모든 사용자들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적극적으로 염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글로벌 보안 
동향
2013 Cisco 연례 보안 보고서에는 Cisco

에서 수행한 연구를 기초로 웹 악성코드 

및 스팸 추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하 경제" 

활동자의 대부분이 점점 정교해지는 

기법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집중한 반면, 

Cisco 연구에 따르면 잘 알려진 기초적인 

방법으로 눈을 돌려 사용자를 공격하는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증가하고 융합됨에 
따라 네트워크 연결의 관련성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Nancy Cam-Winget(Cisco 수석 엔지니어) 

Any-to-Any 연결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한가지 요소는 이동량이 
많은 젊은 근로자입니다. 이 그룹은 
장소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트래픽은 향후 
5년간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클라우드 데이터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까지 글로벌 클라우드 
트래픽은 전체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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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이 증가한 것은 사이버 

범죄에서 "기존 방식이 다시 새 방식이 

되는" 추세의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마비시키고 목표로 정한 웹 사이트 

상의 트래픽을 방해할 수 있는 DDoS 

공격은 몇 년간 대부분의 기업의 IT 

보안 우선순위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융기관2을 포함하여 인지도가 높은 

여러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캠페인에서는 조직이 대비하지 않을 경우 

모든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인해 대규모 

중단뿐만 아니라 심지어 복구 불가능한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계획을 

세울 때에는 회사를 목표로 한 DDoS 

공격, 중요한 인터넷 지원 제조 시설이 

갑자기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는 사고, 

지하 범죄 조직에 의한 고급 다단계 공격 

또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공격과 같이 장애를 유발하는 

사이버 사건에 대응하고 복구할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Cisco 선임 부사장 및 CSO(Chief 

Security Officer)인 John N. Stewart

는 "수년 동안 IT 보안에 대해 과도할 

만큼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회사 

및 사회가 직면하는 위협 환경에 몇 

가지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더 이상 골칫거리도, 

비즈니스 수행 비용이 추가된 것도 

아닙니다. 사이버 범죄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IT로 이루어낸 경제적 

혜택을 능가하는 정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이버 범죄로 

인해 전 세계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사고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부, 회사 및 사회가 직면하는 위협 환경에 몇 가지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John N. Stewart(Cisco 선임 부사장 및 CSO(Chief Security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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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포인트의 
확산

오늘날의 물리적 세계에서 1퍼센트 

미만의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연결되지 않은 사물을 연결할" 

커다란 잠재력이 있습니다."4 오늘날의 

인터넷은 50억 개 이상의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20년까지 

13,311,666,640,184,600개로 증가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을 하나 

더 추가하면(50억 + 1) 연결 수가 50억 개 

또 증가합니다.5 

결국 "모든 것"을 구성하게 될 "사물"은 

스마트폰부터 가정 난방 시스템, 풍력 

발전용 터빈, 차량까지 다양합니다. 

Cisco 인터넷 비즈니스 솔루션 그룹의 

수석 미래 연구원인 Dave Evans

는 엔드포인트 확산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지않아 차량 한 대가 

Internet of Everything에 연결되면 

인터넷상의 사물 수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제 차량이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수많은 요소를 생각해보십시오. 다른 

차량, 신호등, 가정, 서비스 담당자, 날씨 

보고서, 경고 표지판, 심지어 도로 자체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6

"자동차가 머지않아 Internet of 
Everything에 연결되면 인터넷상의 
사물 수가 증가합니다. 이제 이 
차량이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수많은 요소를 생각해보십시오. 
다른 차량, 신호등, 가정, 서비스 
담당자, 날씨 보고, 경고 표지판, 
심지어 도로 자체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David Evans(Cisco 수석 미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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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M 
(People to Machine)

P2P
(People to People)

M2M
(Machine to Machine)

사람

데이터

프로세스

사물

비즈니스

가정 모바일

그림 1: Internet of Everything
Internet of Everything은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및 사물을 지능적으로 연결합니다. 

Internet of Everything에서는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결의 수가 아닌 

연결의 유형으로 인해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및 사물 사이에서 가치가 

창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연결 수로 인해 

물체의 수도 감소할 것입니다.7 새로운 

연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Internet 

of Everything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더욱 많은 IP 지원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광대역을 지원하는 장소가 증가한 것과 

IPv6의 출현 때문이기도 합니다. Internet 

of Everything으로 야기되는 보안 위험은 

일상에서 우리를 더 가깝게 연결해주고 

있는 Any-to-Any 엔드포인트의 

확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공격하기 위해 

더 많은 방법을 동원하려는 악의적 

공격자에게도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결 자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집, 저장 및 분석할 빅 데이터의 

급증을 포함하여 실시간으로 보호해야 

할 동적인 데이터를 더욱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Chris Young은 "Internet of Everything

이 빠르게 형성됨에 따라 보안 

전문가들은 단순히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경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의 보안 방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너무 많은 디바이스와 

너무 많은 연결, 그리고 너무 많은 콘텐츠 

유형과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다,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네트워크 자체는 기업이 

정책을 확장하고 다양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 패러다임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Internet of Everything에서는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결의 수가 
아닌 연결의 유형이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및 물체 사이에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Internet of Everything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전문가들은 단순히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경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초점을 변경할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Chris Young(Cisco 보안 및 정부 그룹 선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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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BYOD 업데이트
엔드포인트의 확산은 전 세계에서 7만 명이 근무하는 Cisco 조직 내에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2년 전 BYOD(bring-your-own-device) 방식을 공식화한 이후 Cisco는 조직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디바이스 수가 79퍼센트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Cisco 2011 연례 보안 보고서8는 우선 Cisco가 "가상 엔터프라이즈"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 전개하고 있는 BYOD 여정을 살펴봅니다. 몇 년 후 Cisco가 계획한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회사는 위치 및 

서비스로부터 더욱 독립될 것입니다.9 

2012년에 Cisco는 회사 전체에 약 11,000여 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새 인터넷 지원 디바이스를 매월 약 1,000대씩 추가한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Cisco IT 모빌리티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고위 관리자 Brett Belding은 "2012년 말에는 조직에서 14,000대에 약간 못 미치는 

iPad를 포함하여 거의 6만 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고, 모두 BYO(Bring Your Own)

였습니다. 지금 Cisco에서 모바일이란 BYO입니다"라고 말합니다.

Cisco에서 사용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디바이스 유형은 Apple iPad입니다. Belding은 "3년 전만 해도 

이 제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현재 Cisco에서는 직원들이 다양한 

개인 활동과 업무 관련 활동을 위해 매일 14,000대 이상의 iPad를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iP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Cisco에서 사용하는 Apple iPhone 수는 2년 만에 약 28,600대로 거의 3배 

증가했습니다. RIM BlackBerry, Google Android 및 Microsoft Windows 디바이스도 Cisco BYOD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보안 제어에 동의해야만 개인 디바이스로 회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디바이스로 이메일과 달력을 확인하려는 사용자는 원격 삭제, 암호화 및 

비밀번호를 실행하는 Cisco 보안 프로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림 2: Cisco 모바일 디바이스 배포

소셜 지원은 처음부터 Cisco BYOD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 요소였습니다. Belding은 "Cisco

는 BYOD 지원 플랫폼으로서 [엔터프라이즈 협업 플랫폼] WebEX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디바이스 수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동시에 지원 사례 수도 가장 적어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젠가 직원이 어떤 디바이스를 가져오더라도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를 사용하여 셀프 

프로비저닝하고 Meeting Center, Jabber, WebEx Social을 포함한 Cisco의 주요 WebEx 공동작업 

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Belding에 따르면, Cisco에서 BYOD의 다음 단계는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물리적 

네트워크와 가상 인프라 둘 다에서 모든 사용자 활동과 디바이스의 가시성 및 제어를 개선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Belding은 "사용자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IT 동향의 핵심 소비자화입니다. 

Cisco는 이 개념을 조직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지금 사용자가 'IT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회사에서 이 디바이스를 사용해도 됩니까'를 묻는 

시점을 넘어, 이제는 '기업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내 사용자 환경은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지원되는 디바이스 수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으며 동시에 지원 사례 
수도 가장 적어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젠가 직원이 어떤 디바이스를 
가져오더라도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를 사용하여 셀프 
프로비저닝하고 Meeting Center, Jabber, WebEx Social을 포함한 Cisco
의 주요 WebEx 협업 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Brett Belding(Cisco IT 모빌리티 서비스 감독 고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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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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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성장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는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트래픽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4

퍼센트의 비율로 다음 5년간 6배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클라우드 

트래픽은 2016년까지 전체 데이터 

센터 트래픽 중 거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입니다.11 

이와 같은 클라우드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는 이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제어 라인이 흐려집니다. 

조직이 데이터 센터를 소유 및 운영하지 

않는데 조직의 클라우드 데이터에 

안전망을 칠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 

에지를 정의할 수 없는데 방화벽이나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 도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보안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가와 상관없이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의 이점을 수용하고 

글로벌 클라우드 트래픽은 2011
년부터 2016년까지 44퍼센트의 
비율로 다음 5년간 6배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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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미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이 다시 사설 데이터 

센터 모델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조직이 비즈니스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클라우드로 이동할 경우 

비용 절감, 직원 협업 향상, 생산성,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같이 수많은 

클라우드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보안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는 여러대의 서버에 대해서 가상

시스템을 만들고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킹 또는 데이터 손상을 쉽게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악성 하이퍼바이저("하이퍼재킹"으로 

장악됨)는 서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12

 

낮은 진입 비용 

가상화는 VPS(가상 사설 서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 비용을 

낮추었습니다. 기존 하드웨어 기반 데이터 

센터 모델에 비해, 범죄 활동에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 범죄를 대상으로 즉시 판매되는 

많은 VPS 서비스가 있습니다(Bitcoin 

또는 기타 추적이 어려운 결제 유형으로 

구매할 수 있음). 가상화를 통해 인프라를 

더 쉽고 경제적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지만 활동에 대한 감시는 전혀 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화 애플리케이션의 "분리"

물리적 리소스와 이를 사용하는 가상화 

애플리케이션이 분리됨에 따라 기업이 

기존 보안 방법을 적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IT 제공업체는 

필요에 따라 리소스를 이동할 수 

있는 매우 탄력적인 서비스로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보안 

그룹은 보안 상태가 유사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보다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는 

분리하려고 합니다.

2012년 Cisco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환경의 가상 시스템 수준 정보를 

보호하는 혁신적 역량을 제공하는 

회사인 Virtuata를 인수했습니다. 

Virtuata의 CEO(Chief Executive 

Officer)인 Joe Epstein은 "가상화와 

클라우드 컴퓨팅은 BYOD와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며 이제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가치 애플리케이션과 

고가치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 주위를 

움직이고 있고, 가상 워크로드라는 

개념은 기업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실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지금까지는 신뢰할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러한 불확실성은 

클라우드 채택의 핵심 장벽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Epstein은 기업이 가상화와 

클라우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Epstein

은 "세계가 모든 것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상화되고, 

모든 것이 공유될 것입니다. 계속 사설 

데이터 센터만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바로 

IT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이처럼 커져가는 클라우드 및 가상화의 

과제에 대한 해답은 적응력과 대응력을 

갖춘 보안입니다. Epstein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은 기본 데이터 

센터 패브릭에 완벽히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요소여야 합니다. 

또한 보안은 구축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악성 하이퍼바이저("하이퍼재킹"
으로 장악됨)는 서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와 클라우드 컴퓨팅은 
BYOD와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며 
이제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가치 애플리케이션과 
고가치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 
주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Joe Epstein(Virtuat 전 CEO 

(Chief Executiv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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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개인 용도의 
조화
밀레니엄 세대와 업무 

공간

2012 Cisco Connected World 
Technology Report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고용주가 회사에서 

제공한 디바이스 상에서 직원이 하는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고용주가 그러한 행동을 모니터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단 3분의 1 (34

퍼센트)만이 온라인 활동을 추적당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응답자 5명 중 1명만이 고용주가 회사 

소유 디바이스에서 하는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46퍼센트는 

고용주가 활동을 추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Connected World 

연구에서는 직원 활동을 추적하지 않는 

조직에서 근무한다고 보고한 밀레니엄 

세대도 고용주가 직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5명 중 1명만이 고용주가 
회사 소유 장치에서 하는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46퍼센트는 고용주가 
활동을 추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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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전문가의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회사에서 제공한 디바이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직원의 

생각과 개인 용도에 대한 실제 IT 정책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10명의 응답자 

중 4명은 회사에서 발급한 디바이스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4분의 1은 회사 디바이스로 업무 외 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문 

조사에 참여한 IT 전문가의 90퍼센트는 

회사에서 제공한 디바이스를 개인 온라인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8퍼센트는 직원들이 정책을 

어기고 업무 이외의 개인 활동을 하는 데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BYOD 관련 과제에 대한 Cisco

의 접근 방식은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밀레니엄 
세대
2012 Cisco Connected World 
Technology Report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는 인터넷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젊은 

소비자의 91퍼센트는 개인정보보호의 

시대는 끝났고 개인정보보호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3

분의 1은 자신에 관한 데이터가 저장되고 

캡처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밀레니엄 세대는 온라인 

신원이 오프라인 신원과 다르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5퍼센트는 

어떤 활동인가에 따라 이러한 신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36

퍼센트는 이러한 신원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 8퍼센트만 이러한 신원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는 웹 사이트가 자신의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갖고, 익명으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대규모 소셜 미디어 또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안심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46퍼센트는 특정 

웹 사이트만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17

퍼센트는 대부분의 웹 사이트가 자신의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줄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29퍼센트는 웹 사이트가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안 및 신원 도난에 

대해서도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고용주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지금은 새로운 근무 관행 및 정보에 

대한 생각을 가진 밀레니엄 세대가 

직장에 진입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보안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도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기존 세대에게는 매우 

걱정스러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조직은 

직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 보안 

교육을 제공하고 데이터 보안을 지키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라고 

Cisco EMEAR 보안 세일즈 담당 이사 

Adam Philpott은 말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디바이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직원의 
생각과 개인 용도에 대한 실제 IT 
정책은 다릅니다. 

"지금은 새로운 근무 관행 
및 정보에 대한 생각을 
가진 밀레니엄 세대가 
직장에 진입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보안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도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기존 세대에게는 매우 
걱정스러운 개념입니다."

Adam Philpott(Cisco EMEAR 보안 세일즈 

담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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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소셜 미디어의 허위 정보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하는 
이유
Jean Gordon Kocienda 저 

Cisco 글로벌 위협 분석가

소셜 미디어는 많은 기업에게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Twitter나 Facebook을 통해 고객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조직이 온라인 소셜 상호 작용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빠른 직접 커뮤니케이션의 이면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산불처럼 번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도로나 전화선을 차단하거나 사람들을 

위험한 경로로 보낼 의도로 잘못된 트윗을 이용하여 지상 공격을 준비하는 시나리오를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 여름 사진과 문자 메시지가 게시된 후 인도 정부는 

인도 북동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위해 수백 개의 웹 사이트와 문자 메시지를 차단13했습니다. 

소문으로 인해 공포에 질린 이주 근로자들이 기차 및 버스 역에 몰려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의 허위 정보 캠페인으로 시장 가격이 변동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킹된 

로이터 통신의 Twitter 계정을 통해 알레포 지역에서 자유 시리아 군대가 붕괴되었다는 소식이 

보고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해킹한 Twitter 계정으로 러시아 최고 외교관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내용을 트윗에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계정이 

가짜였음이 판명되기 전에 국제 시장의 석유 가격은 이미 급등한 상태였습니다.14

보안 전문가들은 이처럼 빠르면서 잠재적으로 유해한 소셜 미디어, 특히 기업 자체를 겨냥한 

게시물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악성코드로부터 네트워크를 방어하고, 가짜 피싱 시도에 대해 

직원을 주의시키며, 배송 경로를 변경하거나, 안전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담당 임원들은 관리자들에게 거짓 속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조작된 소식에 속지 않는 첫 번째 보호책은 소식을 여러 소스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언론이 여러 소스를 통해 소식을 확인하여 일반인이 소식을 읽거나 들을 때쯤에는 거짓으로 

판명되곤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언론도 일반인과 같은 Twitter 피드를 통해 소식을 얻고 

있습니다. 그 중 여러 명이 같은 소식에 속는다면 리트윗을 통해 소식이 사실이라고 쉽게 오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한 긴급 소식의 경우 전형적인 "상식 테스트"가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식이 터무니없을 경우 그대로 전달하거나 인용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15 빠른 조치가 필요한 긴급 소식의 경우 전형적인 "상식 테스트"가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식이 터무니없을 경우 그대로 전달하거나 
인용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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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현대 기업의 빅 딜

비즈니스 세계는 "빅 데이터", 그리고 
기업이 생성, 수집 및 저장하는 방대한 
정보에서 캘 수 있는 분석의 "금"에 
대한 잠재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 Cisco Connected World 
Technology Report는 빅 데이터의 

추세가 기업, 구체적으로 IT 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의 약 4

분의 3(74퍼센트)이 이미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하고 있고 경영진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IT 응답자 10

명 중 7명은 빅 데이터가 앞으로 

회사와 IT 팀에게 전략적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말했습니다.

모빌리티, 클라우드, 가상화, 엔드포인트 

확산 및 기타 네트워킹 추세가 

발전하거나 새로 등장함에 따라, 

비즈니스를 위해 더 많은 빅 데이터와 

분석 기회를 얻을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빅 데이터에는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2012 Connected 
World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3

분의 1(32퍼센트)이 빅 데이터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고 너무 많은 방법으로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요구 

사항과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호가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히 말해, 빅 데이터로 

인해 기업 보안 팀과 보안 솔루션이 

반드시 다뤄야 할 경로와 관점이 증가한 

것입니다. 

전 세계 조직의 약 74퍼센트는 
이미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하고 
있고 경영진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2013 Cisco 연례 보안 보고서30 31

한국(45퍼센트), 독일(42퍼센트), 미국

(40퍼센트) 및 멕시코(40퍼센트)에서 

빅 데이터로 인해 보안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하는 IT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IT 응답자의 대부분(3분의  

2 이상, 68퍼센트)은 확실한 보안을 위해 

전체 IT 팀이 회사 내 빅 데이터 관련 

활동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isco 

Security Intelligence Operations 위협 

연구 담당 이사인 Gavin Reid는  

"빅 데이터는 보안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빅 데이터로 보안 구현이 

가능합니다. Cisco에서 매일 수집 및 

저장하고 있는 2.6조 개의 기록으로 

플랫폼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고 

감지 및 제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이 빅 데이터의 가치를 더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솔루션이 있지만, 채택을 가로 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예산 

부족, 빅 데이터 조사 시간 부족, 적절한 

솔루션 부족, IT 직원 부족 및 IT 전문 

지식 부족을 지적합니다. 전 세계 응답자 

4명 중 거의 1명(23퍼센트)이 전문 

지식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빅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은 채용 시장에 

진입하는 전문가의 대부분에게 이러한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12 Connected World 조사에 참여한 

IT 응답자의 50퍼센트는 클라우드도 

빅 데이터 성공의 한 가지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이 클라우드 

계획 및 배포를 잘 다루어야만 빅 

데이터의 유용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중국(78

퍼센트) 및 인도(76퍼센트)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응답자 4명 중 3

명이 빅 데이터의 이점을 발견하기 전에 

클라우드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조사에서 클라우드 

채택이 빅 데이터의 채택률 및 이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체 IT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회사 내의 

빅 데이터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이 이제서야 빅 데이터의 활용, 분석 

및 전략적 이용 방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빅 데이터 논의를 통해 전략, 

방향 및 솔루션에 대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82퍼센트), 멕시코

(67퍼센트), 인도(63퍼센트) 및 

아르헨티나(57퍼센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조직 내 빅 데이터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확실한 

조치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이 영역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 Connected World Report 응답자 

5명 중 3명은 빅 데이터를 통해 국가와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독일, 미국 및 멕시코에서 
빅 데이터로 인해 보안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하는 IT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빅 데이터 논의를 
통해 전략, 방향 및 솔루션에 
대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멕시코, 인도 및 
아르헨티나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조직 내 빅 데이터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확실한 조치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이 영역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빅 데이터의 가치를 더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솔루션이 있지만, 채택을 가로 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예산 
부족, 빅 데이터 조사 시간 부족, 
적절한 솔루션 부족, IT 직원 부족 
및 IT 전문 지식 부족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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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상태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도사린 위험 

많은 보안 전문가들, 특히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해 웹 악성코드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법 의약품 또는 모조 

사치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처럼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사이트에서 악성코드를 

호스팅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위협 

환경에서는 웹 악성코드는 일반적으로 

"불량" 사이트의 부산물이 아니므로 

Cisco 데이터를 통해 이 오래된 개념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Cisco 선임 보안 연구원인 Mary 

Landesman은 "웹 악성코드는 심지어 

비즈니스 목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가장 합법적인 웹 사이트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및 산업 사이트는 악성코드가 가장 

많은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입니다. 

물론, 비즈니스 사이트를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합법적인 

웹사이트에 배포된 평범해 보이지만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 온라인 광고 또는 

자주 방문하는 일반 사이트의 사용자 

커뮤니티를 목표하는 해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성코드에 접촉된 웹 

사이트는 한두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웹 사이트가 다른 국가보다 

악성 콘텐츠가 더 많다는 식의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Landesmand

는 "웹은 가장 강력한 악성코드 제공 

메커니즘으로, 수많은 대중에게 소리 

없이 효과적으로 도달하여 접촉시키는 

능력에 있어 번식력이 가장 뛰어난 웜 

또는 바이러스를 능가합니다. 기업은 

일반적인 '불량' 사이트를 차단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위험은 평범해 보이는 악성 온라인 
광고에 숨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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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별 악성코드 접촉
대기업(직원 수 25,000명 이상)은 

소규모 회사에 비해 웹 악성코드에 

접촉될 위험이 2.5배 더 많습니다. 

이처럼 위험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이 더 

높은 가치의 지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더 자주 목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에서 사용자당 접촉되는 웹 

악성코드 수가 적기는 하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회사들은 웹 악성코드에 

접촉될 큰 위험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조직은 네트워크와 지적 자산 보호의 

기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국가별 악성코드 접촉
Cisco 연구에 따르면 2012년에 국가별 

웹 악성코드 접촉과 관련된 전 세계적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웹 악성코드 접촉 

2위였던 중국이 2012년에는 6위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덴마크와 스웨덴은 

각각 3, 4위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모든 웹 악성코드 접촉의 33퍼센트가 

미국에서 호스팅되는 웹 사이트를 통해 

발생하면서, 2011년과 마찬가지로 2012

년에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지리적 

위치가 변화한 것은 감지와 사용자 

습관 모두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전달되는 

악성코드인 "악성광고"로 인해 접촉하는 

웹 악성코드는 2011년보다 2012년에 

더 많았습니다. 웹 악성코드는 공격을 

받았거나 운영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악성광고가 게재된 합법적 웹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탐색할 때 자주 접촉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광고는 원래 호스팅 사이트와 

상관없이 모든 웹 사이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두 국가에서만 웹 

악성코드를 호스팅하고 있다거나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안전하다는 식의 

인식과 달리, 2012년의 지역별 데이터에 

따르면 웹은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균등한 오염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b 2.0의 동적 콘텐츠 제공을 통해 전 

세계 웹 사이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웹 

악성코드가 전 세계에 손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림 3: 회사 규모별 위험
대규모 조직의 경우 최대 2.5배 더 많은 웹 악성코드 접촉 위험이 있습니다.

250명 이하

251–500

501–1000

1001–2500

2501–5000

5001–10,000

10,001–25,000

25,000명 초과

Risk by Company Size

직원 수

모든 회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웹 악성코드에 접촉될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네트워크와 지적 자산 보호의 기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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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별 웹 악성코드 접촉 비율
모든 웹 악성코드 접촉의 3분의 1의 근원지는 미국에서 호스팅되고 있는 도메인입니다.

2011년 이후 상승 2011년 이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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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한두 국가에서만 웹 악성코드를 호스팅하고 있다거나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안전하다는 식의 인식과 달리, 2012년의 지역별 
데이터에 따르면 웹은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균등한 오염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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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웹 악성코드와 접촉하는 위치와 

악성코드가 실제로 호스팅되는 위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악성광고는 

타사 광고가 게재된 유명한 합법적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접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달하려는 실제 

악성코드는 완전히 다른 도메인에서 

호스팅되고 있습니다. Cisco의 데이터는 

어디에서 접촉했는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악성코드의 실제 근원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소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사이트가 큰 인기를 얻고 악성광고의 

위험까지 더해진 것은 이러한 지역에서 

호스팅되는 사이트에서 악성코드를 

접촉하는 사례가 증가한 주요 

원인이기는 하지만, 실제 악성코드가 

호스팅되고 있는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2012년 최다 웹 악성코드 
유형
Android 악성코드는 웹을 통해 전달되는 

다른 형태의 악성코드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는데, Android가 전 세계 모바일 

장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놓고 보면 중요한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악성코드 접촉은 2012

년 모든 웹 악성코드 접촉의 0.5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모든 웹 악성코드 접촉의 95

퍼센트는 Android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2012년에 최초의 

Android 봇네트(botnet)가 등장하고 

공식적으로 기록됨에 따라 2013년에 

개발될 모바일 악성코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ndroid가 "최대의 

위협"이라거나 2013년 기업 보안 팀이 

가장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모바일 

웹 악성코드는 총 접촉 수의 1퍼센트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후 심판의 날"과 

같은 시나리오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BYOD 및 장치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을 

과장해서는 안되지만, 조직은 실수에 

의한 정보 유출과 같은 위협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직원들이 디바이스에 위협의  

"뿌리를 심거나" 디바이스의 "안전망을 

깨지" 않도록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 

배포 채널을 통해서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공식 

모바일 앱 스토어가 아닌 곳으로 가려면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앱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며 코드 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반적 웹 악성코드 환경을 살펴볼 때 

악성 스크립트와 iFrame이 2012년 접촉 

수의 83퍼센트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 해 전과 비교적 유사한 

상황이지만 이 내용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은 

사용자가 "신뢰하고" 매일 방문하는 웹 

페이지에 악성코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공격자가 전혀 의심을 받지 

않고도 사용자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 5: 최다 웹 악성코드 유형
Android 악성코드 접촉 수는 2012년 대비 2577퍼센트 증가하였지만, 모바일 악성코드는 전체 웹 

악성코드 접촉 수 중에서 작은 비율만 차지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Android Growth

악성코드/해킹 킷 0.057%
랜섬웨어 0.058%

스케어웨어 0.16% 

모바일 0.42%

바이러스 0.48%

웜 0.89%

다운로더 1.1%

정보 해킹 3.4%

악용 9.8%

악성 스크립트/iframe 83.4%

Android 증가: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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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는 작년 웹 악성코드 총 접촉 수의 

10퍼센트를 차지한 취약점 공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웹에 대한 취약점 

공격이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는가와 

상관없이 차단이 이루어진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악성 스크립트와 숨겨진 iFrame의 

83퍼센트는 취약점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차단을 나타내므로 

관찰된 취약점 공격 수보다 인위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취약점 공격은 아직까지 웹을 통한 

접촉의 주요 원인이며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업체들이 제품 

수명 주기에 보안 모범 사례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직은 제품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의 

필수 과정으로 보안에 주력하는 동시에 

취약성을 적시에 발견하고 신속하고 

정기적인 패치 주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조직과 사용자는 공급업체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떤 

보안상의 위험이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핵심 취약성 

관리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사용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순위 중 나머지는 2012년 총 웹 

악성코드 접촉의 3.5퍼센트를 차지한 

정보 해킹, 다운로더(1.1퍼센트) 및 웜(0.8

퍼센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일반적으로 악성 스크립트 또는 

iFrame이 최초로 접촉된 지점에서 

발생하는 차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치는 웹을 통해 배포되고 있는 

정보 해킹, 불법 다운로더 또는 웜의 실제 

수치가 아닙니다.

최다 악성코드 콘텐츠 유형
악성코드 작성자는 최소의 노력으로 

가능한 많은 공격 대상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ROI(투자 수익)를 

최대화하려고 하며, 가능하면 플랫폼 

간 기술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취약점 

공격은 아직까지 웹을 통한 접촉의 주요 

원인이며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업체들이 제품 수명 주기에 보안 

모범 사례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ava 취약점 공격이 

집중적으로 많다는 사실(총 웹 취약점 

공격의 87퍼센트)은 다른 유형의 공격을 

시도하기 전에 이러한 취약성을 먼저 

시도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공격자들이 

Java 취약점 공격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또한, Java를 실행하는 

디바이스가 30억 개가 넘기 때문에16 해커가 

여러 플랫폼으로 공격을 확장할 수 있는 

기술임에 분명합니다.

그림 6: 2012년 최다 악성코드 콘텐츠 유형
Java 취약점 공격이 전체 웹 취약점 공격의 87퍼센트를 차지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애플리케이션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성
메시지

Java
PDF
플래시
Activ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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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65.05%

텍스트

33.81%

이미지

1.09%

비디오

0.05%

음성

0.01%

메시지

0.00%

월별 주요 콘텐츠 유형

주요 콘텐츠 유형 합계

악용 콘텐츠 유형

Java의 취약성을 공격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다른 유형의 공격을 시도하기 전에 이러한 취약성 공격을 먼저 
시도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공격자들이 Java 취약점 공격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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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두 가지 플랫폼 간 기술인 PDF

와 플래시가 Cisco에서 분석한 최다 

악성코드 배포 콘텐츠 유형에서 2

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Active X

가 아직까지 무단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Cisco 연구에 따르면 이 기술이 

악성코드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는 

언제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Java 

관련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특정 유형의 

취약점 공격 수치가 낮다는 것은 취약점 

공격이 시도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뿐입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조사한 Cisco 데이터에 

따르면, Flash 이외의 비디오보다 

이미지 기반 악성코드가 거의 두 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 일부는 선언된 콘텐츠 유형을 

브라우저가 처리하는 방식 때문이기도 

하고 공격자가 잘못된 콘텐츠 유형을 

선언하여 이러한 컨트롤을 조작하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악성코드 

명령 및 제어 시스템은 정상 이미지 

파일에 숨긴 주석을 통해 서버 정보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다 사이트 범주
Cisco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악성코드 접촉이 위조 소프트웨어와 

같은 "위험"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Cisco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웹 

악성코드는 실제로 합법적으로 탐색하는 

주요 웹 사이트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온라인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대부분의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2위는 총 웹 악성코드 접촉의 16

퍼센트를 차지한 온라인 광고입니다. 

광고 게재는 웹 사이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의 악성 광고가 

배포되더라도 그 악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습니다.

그림 7: 최다 사이트 범주
온라인 쇼핑 사이트는 위조 소프트웨어 사이트보다 악성 콘텐츠를 제공할 확률이 21배 더 높습니다.

참고: Cisco에서 정한 악성코드 접촉 가능성이 높은 위치 순위의 1위는 "동적 콘텐츠"입니다. 이 

범주에는 웹 통계, 사이트 분석, 기타 광고와 무관한 타사 콘텐츠와 같은 콘텐츠 제공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게임 6.51%

웹 호스팅 4.98%

검색 엔진 및 
포털 4.53%

컴퓨터 및 
인터넷 3.57%

쇼핑 3.57%

여행 3.00%

온라인 커뮤니티 2.66%

엔터테인먼트 2.57%

온라인 스토리지 
및 백업 2.27%

뉴스 2.1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2.10%

파일 전송 서비스 1.5%

SaaS 및 
B2B 1.40%웹 기반 

이메일 
1.37%

교육 1.17%교통 1.11%건강 및 
영양 0.97%

동적 콘텐츠 
및 CDN 18.30%광고 16.81%

비즈니스 및
산업 8.15%

Top Site Category for Web Malware Encounter

대부분의 웹 악성코드는 실제로 
합법적으로 탐색하는 주요 웹 
사이트에 있습니다. 달리 말해, 
온라인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대부분의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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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방문수 기준 인기 애플리케이션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비디오는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취약성을 

노출합니다.

악성코드 접촉이 발생하는 사이트 범주 

순위의 3위는 기업 사이트, 인사, 운송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및 산업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게임이 4위이며, 

웹 호스팅 사이트와 검색 엔진이 각각 

5위와 6위입니다. 상위 20위까지의 

웹 사이트 범주에는 일반적으로 

악성이라고 생각하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8위), 뉴스(13위), SaaS/

B2B(Business-to-Business)(16위)와 

같이 유명하고 합법적인 사이트 유형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는 오늘날의 검색 습관을 

자세히 조사하고 웹 악성코드를 배포할 

대상이 가장 많은 곳을 찾아냅니다. 

악성코드 작성자는 온라인 사용자가 

있는 곳을 따라다니며 직접 공격하거나 

또는 제3의 배포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받는 웹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방문 수 기준 인기 
애플리케이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사이버 범죄자가 

취약점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표면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규모의 

조직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비디오를 

채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요 브랜드가 

Facebook과 Twit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조직이 실제 제품에 소셜 미디어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이 많은 

잠재 고객을 불러 모으면서 기업 환경에 

수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악성코드를 

전달할 기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Cisco AVC(Application Visibility and 

Control) 데이터에 따르면, 웹 요청의 

대부분(91퍼센트)은 검색 엔진(36

퍼센트), 온라인 비디오 사이트(22

퍼센트), 광고 네트워크(13퍼센트) 및 

소셜 네트워크(20퍼센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방문 수가 가장 많은 웹 

사이트의 데이터와 가장 위험한 웹 

사이트 범주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면, 해당 사이트의 온라인 사용자가 

악성코드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색 엔진은 웹 

악성코드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위치 중 

하나입니다. 이 상관 관계는 악성코드를 

만드는 자가 ROI 극대화에 치중하여 

사용자 수와 노출 용이성이 가장 높은 

위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려는 경향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인터넷에서 방문 수가 가장 많은 웹 사이트의 데이터와 가장 위험한 웹 
사이트 범주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면, 해당 사이트의 온라인 사용자가 
악성코드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색 엔진은 
웹 악성코드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위치 중 하나입니다. 

사이버 범죄자는 오늘날의 검색 
습관을 자세히 조사하고 웹 
악성코드를 배포할 대상이 가장 
많은 곳을 찾아냅니다.

모든 규모의 조직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비디오를 
채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요 
브랜드가 Facebook과 Twitter
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조직이 
실제 제품에 소셜 미디어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36%

9% 검색 엔진

광고

소셜 네트워크

기타

20%

13%
22%

온라인 비디오

Top Web Applications by H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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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기 공포가 언제 악성코드를 낳는가
Kevin W. Hamlen 저 

(달라스 텍사스 대학교 컴퓨터 과학 대학 부교수)

위장한 악성코드는 보안 전문가들이 더욱 많이 접하게 될 보안 위협입니다. 대부분의 악성코드가 

이미 간단한 뮤테이션(Mutation) 또는 난독화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반면, 스스로 위장한 악성코드는 자신이 접촉시킨 각 시스템에 이미 

설치된 특정 소프트웨어에 혼합되어 감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악성코드는 런타임 압축 

해제나 암호화된 코드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비정상적 부분을 찾아내는 방어망을 빠져나갈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일반적인 악성코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스스로 위장하는 형태의 최신 악성코드 기술인 프랑켄슈타인17은 올해 달라스 

텍사스 대학교 사이버 보안 연구 및 교육 센터에서 찾아낸 수확물입니다. Mary Shelley의 1818 

공포 소설에 등장하는 허구의 광기 어린 과학자처럼, "프랑켄슈타인 악성코드"는 자신이 접촉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본문 부분(즉, 코드)을 훔친 다음 코드를 이어 붙여 자신의 고유한 변종, 즉 

돌연변이를 만듭니다. 따라서 각 프랑켄슈타인 돌연변이는 동일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소프트웨어로만 구성되어 있고, 의심스러운 런타임 압축 해제 또는 암호화를 수행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접촉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끊임없이 증가하는 코드 변환을 알아내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프랑켄슈타인은 컴파일러 이론 및 프로그램 분석에서 얻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이 

만들어낸 변종에게 생명을 불어 넣습니다. 가장 먼저 공격 대상 바이너리에 잠재적으로 유용한 침입 

시퀀스로 디코딩하는 짧은 바이트 시퀀스(가젯)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다음으로, 작은 추상 

해석기가 발견된 각 가젯이 미칠 수 있는 의미론적 영향을 추론합니다. 그런 다음 백트랙 검색을 

적용하여 순서대로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 페이로드에 의해 유해한 동작이 구현될 수 있는 가젯 

시퀀스를 알아냅니다. 

17  Vishwath Mohan, Kevin W. Hamlen 공저. USENIX WOOT(Workshop on Offensive Technologies) 회의록 중 
"Frankenstein: Stitching Malware from Benign Binaries", 77-84페이지, 2012년 8월.

18  Mohammad M. Masud, Tahseen M. Al-Khateeb, Kevin W. Hamlen, Jing Gao, Latifur Khan, Jiawei Han, Bhavani 
Thuraisingham 공저. "Cloud-based" Malware Detection for Evolving Data Streams. ACM TMIS(Transactions 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3), 2011년 10월.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발견된 각 시퀀스를 어셈블링하여 새로운 돌연변이를 형성합니다. 실제로, 

프랑켄슈타인은 초당 2,000개 이상의 가젯을 발견하고 5초 안에 서너 개의 공격 대상 바이너리에서 

10만 개 이상을 누적합니다. 이처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가젯이 많은데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돌연변이는 동일한 침입 시퀀스를 공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각각 고유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차세대 악성코드는 암호화나 압축을 기반으로 하는 간단한 

돌연변이에서 벗어나 프랑켄슈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고급 변종 바이너리 난독화 기법으로 

진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난독화 기법은 구현이 용이하며, 빠른 전파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악성코드 감지 엔진의 정적 분석 단계에서 악성코드를 숨기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구문론이 아닌 의미론을 기반으로 하는 정적 분석, 기능 추출, 순수한 수동 

분석이 아닌 시스템 학습에서 파생된 의미론적 서명18을 포함하여 프랑켄슈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 중 일부를 배포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NF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상 #1054629 및 미국 AFOSR (Air Force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상 FA9550-10-1-0088 에서 일부 지원하는 연구에 대한 보고 자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의견, 발견 자료, 결론 또는 권장 사항은 저자의 생각이며 NSF 또는 AFOSR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Mary Shelley의 1818 공포 소설에 등장하는 허구의 광기 어린 
과학자처럼, "프랑켄슈타인 악성코드"는 자신이 접촉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본문 부분(즉, 코드)을 훔친 다음 코드를 이어 붙여 
자신의 고유한 변종, 즉 돌연변이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차세대 악성코드는 암호화나 압축을 
기반으로 하는 간단한 돌연변이에서 벗어나 프랑켄슈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고급 변종 바이너리 난독화 기법으로 진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 Cisco 연례 보안 보고서48 49

2012 취약성 및 위협 분석
취약성 및 위협 분석 차트는 2012년의 위협이 2011년 대비 19.8퍼센트 증가하여 전반적 위협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위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특히 가상 환경으로 전환하는 

환경에서 취약성 관리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패치하는 조직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직은 또한 자사 제품 및 환경 안에서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타사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Cisco 보안 연구 및 운영 관리자인 Jeff Shipley는 "타사 

또는 오픈 소스 솔루션에 단 하나의 취약성만 있어도 전체 환경의 다양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럴 경우 전체 시스템을 식별, 패치 또는 업데이트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심각한 위협은 리소스 관리 위협이며, 일반적으로 서비스 거부 취약성, SQL 주입, 사이트 간 

스크립팅 오류와 같은 입력 유효성 검증 위협, 서비스 거부로 이어지는 버퍼 오버플로가 있습니다. 

전년도와 유사한 위협이 가장 많고 전체 위협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은 보안 업계가 이러한 

취약성의 감지 및 처리에 대해 더 뛰어난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Cisco IntelliShield Alert Urgency Raring은 특정 취약성과 관련된 위협 활동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레벨 3의 긴급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실제로 더 많은 취약성이 공격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원인은 연구원 또는 테스트 툴에서 공개적으로 릴리스한 취약점 공격이 증가한 것과 그러한 취약점 

공격을 공격 툴킷에 통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 해커와 범죄 집단이 

더 많은 취약점 공격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Cisco IntelliShield Alert Severity Rating은 취약성을 성공적으로 공격할 경우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심각도는 또한 취약점 공격 툴의 손쉬운 가용성과 관련하여 위에서 지적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레벨 3 위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10: 취약성 및 위협 범주

그림 9: 긴급도 및 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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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또는 오픈 소스 솔루션에 단 하나의 취약성만 있어도 전체 환경의 
다양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럴 경우 전체 시스템을 식별, 
패치 또는 업데이트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Jeff Shipley(Cisco 보안 연구 및 운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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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위협
새로운 방법, 동일한 

취약점 공격

선택한 방법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이상 오늘날의 사이버 취약점 공격은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것은 지하 경제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여러가지 목표 들 중 사용자 공격, 

네트워크 감염, 기밀 데이터 빼내오기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툴과 기법을 만드는 데 전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2012년에는 "구식이 좋다"는 생각으로 

돌아가 장애를 일으키거나 기업의 보안 

수단을 빠져나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려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DDoS 공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2

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외국 해커 그룹은 

미국에서 잘 알려진 주요 금융기관 여러 

곳을 노리고 두 가지 대규모 활동과 그와 

관련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자세한 

분석은 2012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동향 섹션 참조).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하며, 미래에는 독립적 

또는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해커, 

조직적 범죄 고리, 심지어 국가까지도 

이러한 공격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19고 

말합니다.

Cisco Security Intelligence Operations 

위협 연구 담당 이사인 Gavin Reid

는 "공격자들이 목표로 정한 사이트에 

추가적 컨텍스트를 추가하여 더욱 

심각한 중단을 일으키려는 경향이 

DDoS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즈음의 

DDoS는 SYN 플러딩을 수행하지 않고 

조직의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패할 경우 손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012년에는 "구식이 좋다"
는 생각으로 돌아가 장애를 
일으키거나 기업의 보안 수단을 
빠져나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려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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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DDoS 위협에 대해 적절한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2년에 목격된 것과 같이 끈질긴 

대규모 DDoS 공격은 방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isco, 고급 

보안 이니셔티브 그룹, 선임 부사장인 

Gregory Neal Akers는 "정교하지만 

평균적인 상대라도 현재 '첨단' 네트워크 

보안의 능력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이버 범죄 커뮤니티의 또 다른 추세는 

위협이 "민주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취약성을 공격하는 툴, 기법 및 방법이 

오늘날 지하 경제에서 "광범위하게 공유"

되고 있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Akers는 "해킹 능력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악의적 해커들이 더욱 

전문화되고 협력하여 활동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위협 조립 라인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그를 

개발하고, 어떤 사람은 악성코드를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소셜 엔지니어링 구성 

요소를 설계하는 등의 작업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트워크에서 대량의 고가치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강력한 위협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전문 지식을 

모으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작업을 

아웃소싱하는 현실 세계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범죄 사회에서도 

"위협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동인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입니다. 

이러한 작업에 고용된 "프리랜서 인재"

는 일반적으로 비밀 온라인 시장을 

통해 광범위한 사이버 범죄 커뮤니티에 

자신의 기술과 작업료를 광고합니다.

"정교하지만 평균적인 상대라도 
현재 '첨단' 네트워크 보안의 
능력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Gregory Neal Akers(Cisco 고급 보안 

이니셔티브 그룹 선임 부사장) 

증폭 및 반사 공격
DNS 증폭 및 반사 공격20은 DNS(Domain Name System) 오픈 리커시브 리졸버 또는 DNS 권한 

서버를 이용하여 공격 대상에게 보내는 공격 트래픽의 양을 늘립니다. 이러한 공격은 DNS 요청 

메시지를 스푸핑21하여 실제 공격원을 숨기고 DNS 요청 메시지보다 1,000 ~ 10,000퍼센트 더 

큰 DNS 응답 메시지를 반환하는 DNS 쿼리를 전송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 프로필은 DDoS22 

공격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됩니다.

조직은 오픈 리커시브 리졸버를 인터넷에 남겨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은 

다양한 툴23과 플로우 텔리메트리24 기술을 사용하여 공격을 감지하고 DNS 서버를 보호25하거나 DNS 

응답 메시지의 속도를 제한26하여 공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2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동향
다음 분석은 여러 출처와 240개의 ISP에서 수집한 글로벌 데이터로 구성된 Arbor Networks ATLAS 

저장소에서 파생한 자료로, 모니터링된 최대 트래픽은 37.8Tbps입니다.27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인 공격 규모 

전반적으로 작년 동안 평균 공격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공격의 처리량은 27퍼센트 증가하고(2011년 

1.23Gbps에서 2012년 1.57Gbps) 공격에 사용된 초당 패킷 수는 15퍼센트 상승했습니다(2011년 

1.33Mpps에서 2012년 1.54Mpps).

공격 지역 분포 

데이터 익명화로 인해 공격원을 알 수 없는 41퍼센트를 제외하고, 공격원이 가장 많이 모니터링된 

지역은 중국(17.8퍼센트), 한국(12.7퍼센트) 및 미국(8.0퍼센트) 순이었습니다. 

최대 규모 공격 

모니터링된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은 100.84Gbps의 속도로 약 20분 동안 지속된 공격이었습니다

(데이터 익명화로 공격원을 알 수 없음). pps로 고려할 경우 모니터링된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은 

82.36Mpps의 속도로 약 24분 동안 지속된 공격이었습니다(데이터 익명화로 공격원을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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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회피 기술의 무기화
사이버 범죄는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보안 디바이스를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Cisco 

연구원은 새로운 기법과 잘 알려진 

기술의 "무기화"를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Cisco 보안 연구 및 운영에서는 여러 

악성코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활동 

중인 악성 트래픽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악성코드를 의도적으로 

릴리스하고 보안 디바이스가 효과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컴퓨터도 

의도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인터넷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러한 테스트를 실시하는 중 

Cisco IPS(침입 방지 시스템) 기술이 

잘 알려진 MSRPC(Microsoft Remote 

Procedure Call) 공격을 감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심한 분석을 통해 해당 

공격은 보안 디바이스를 우회하기 위해 

이전에 없었던 악성코드 회피 전술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28 

최초 바인딩 요청 안에 여러 개의 

바인딩 컨텍스트 ID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은 IPS

가 어떤 ID가 성공적이었는지를 모니터링 

및 확인하지 않는 이상 보호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 실제 IPS(침입 방지 시스템) 회피

Cisco 보안 연구 및 운영에서는 여러 악성코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활동 중인 악의적 트래픽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악성코드를 
의도적으로 배포하고 보안 디바이스가 효과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컴퓨터도 의도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인터넷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보안 디바이스를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Cisco 연구원은 새로운 
기법과 잘 알려진 기술의 "무기화"
를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Src Port: 32883 (32883), Dst
DCE RPC Bind, Fragment: Single, FragLen: 820, Call: 0
 Version: 5
 Version (minor): 0
 Packet type: Bind (11)
  Packet Flags: 0x03
  Data Representation: 10000000
 Frag Length: 820
 Auth Length: 0
 Call ID: 0
 Max Xmit Frag: 5840
 Max Recv Frag: 5840
 Assoc Group: 0x00000000
 Num Ctx Items: 18
  Context ID: 0
  Num Trans Itms: 1
 Interface UUID: c681d4c7-7f36-33aa-6cb8-535560c3f0e9
  Context ID: 1
  Num Trans Items: 1
 Interface UUID: 2ec29c7e-6d49-5e67-9d6f-4c4a37a8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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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오퍼레이션 아바빌
2012년 9월 및 10월 중 Cisco와 Arbor Networks는 미국 기반 금융기관을 겨냥한 "오퍼레이션 

아바빌"이라는 매우 심각한 DDoS 공격 활동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 DDoS 공격은 사전 계획된 

것이었고, 특정 대상을 노렸으며, 선전포고되었고, 선전포고된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공격자들은 

몇 개의 주요 금융 사이트를 합법적 고객이 몇 분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몇 시간까지 중단 사태가 지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몇몇 단체가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적어도 한 단체는 미국의 저작권법 및 지적재산권법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일부 이슬람 교도를 모욕하는 YouTube 비디오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의 관점에서, 오퍼레이션 아바빌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취약한 일반 웹 

애플리케이션과 호스팅 서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일련의 공격에 사용된, 

명백하면서 흔하지 않은 다른 요소는 동일한 산업(금융)의 여러 회사를 대상으로 높은 대역폭의 동시 

공격이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보안 산업에서 자주 관찰되듯이, 오래된 것이 다시 새것이 되는 현상입니다. 

2012년 9월 18일에는 "이즈 알-딘 알-카삼 사이버 전사들"이 Pastebin 29에 이슬람 교도들에게 

주요 금융기관 및 상품 거래 플랫폼을 공격하도록 요청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위협과 특정 목표물이 제시되었고 연속 4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위협과 새로운 

목표물이 게시되었고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행동이 이루어졌습니다. 5주째에는 목표물 지정을 

중단했지만 이러한 활동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 활동은 미국의 대규모 

금융조직을 대상으로 2012년에 다시 한 번 성실히 재개되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아바빌의 2단계도 Pastebin에 게시되었습니다.30 활동의 기본 봇으로는 접촉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신 Joomla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PHP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TimThumb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WordPress 사이트도 동시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자들은 추가 공격 툴을 배포하기 위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과 업로드된 

PHP 웹쉘을 호스팅하고 있는 서버 중 유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서버를 뒤쫓았습니다. "명령과 

제어"의 개념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았지만, 공격자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중간 서버, 

스크립트 및 프록시를 통해 툴에 연결했습니다. 2012년 9월과 10월에 발생한 사이버 사건에서는 

"잇소크노프라블럼브로"("브로봇"이라고도 함)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파일과 PHP 기반 툴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도 브로봇 v2와 같은 업데이트된 공격 툴이 사용되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아바빌은 HTTP, HTTPS 및 DNS 상에서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넘는 벡터 공격과 다양한 

TCP, UDP, ICMP 및 기타 IP 상의 볼륨 공격 트래픽으로 결합된 툴을 배포했습니다. Cisco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패킷이 TCP/UDP 포트 53(DNS) 또는 80(HTTP)으로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DP 포트 53과 TCP 포트 53 및 80의 트래픽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트래픽을 나타내지만, UDP 포트 

80으로 향하는 패킷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정상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퍼레이션 아바빌의 패턴과 페이로드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는 Cisco 사건 대응: 금융기관에 대한 

DDoS 공격에 나와 있습니다.31

습득한 교훈
IPS와 방화벽 디바이스가 네트워크 보안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상태 기반 트래픽 

감시에 의존합니다. 오퍼레이션 아바빌 활동에 사용된 애플리케이션 계층 기법은 그러한 상태 

테이블을 손쉽게 장악했으며, 장애를 일으킨 경우도 몇몇 있었습니다. 인텔리전트 DDoS 완화 기술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관리되는 보안 서비스와 ISP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DDoS 공격에서는 네트워크에서 볼륨 

공격을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격 대상과 가깝게 배포된 

애플리케이션 계층 활동에서는 데이터 센터 또는 "CE"에서 볼륨 공격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조직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스크러빙 센터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DDoS 완화 어플라이언스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배포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용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술이 배포된 곳으로 트래픽을 돌릴 수 없으면 대규모 공격을 완화하는 능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또는 네트워크 DDoS 완화의 대역폭 용량이 훨씬 크지만, 구내 솔루션은 공격에 

대해 더 뛰어난 응답 시간, 제어 능력 및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를 결합하면 더욱 완전한 

솔루션이 됩니다.

Cisco는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DDoS 기술과 연계하여 오퍼레이션 아바빌 사건을 위해 제작한 자료 

중 "금융기관을 겨냥한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의 식별 및 완화" 적용된 완화 

기법 게시판에 감지 및 완화 기법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32 이러한 기법에는 tACL(Transit Access 

Control List) 필터링, NetFlow 데이터 분석 및 uRPF(unicast Reverse Path Forwarding) 사용이 

포함됩니다. 기업은 또한 여러 모범 사례를 정기적으로 검토, 테스트 및 구현하여 네트워크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비 및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 모음은 Cisco SIO 전술 리소스33 및 

서비스 공급자 보안 모범 사례를 참조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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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스팸

Cisco 연구에 따르면, 스팸의 양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스팸이 사용자에게 
악성코드를 노출하고 다양한 스캠을 
조장하기 위한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많은 사이버 
범죄자에게 아직도 스팸은 효과적인 
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코드가 일반적으로 스팸 

이메일 첨부 파일을 통해 배포된다는 

인식과 달리, Cisco 연구에서는 오늘날 

이 방법에 의존하는 스팸 발송자는 

거의 없으며, 훨씬 더 효율적인 

배포 메커니즘으로서 이메일 안의 

악성 링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많은 스팸 발송자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특정 사용자 그룹을 겨냥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과거보다는  

"무차별적" 스팸이 감소했습니다. 유명 

브랜드 의약품, 고급 시계 브랜드 및 납세 

기간과 같은 이벤트가 스팸 발송자들이 

캠페인에서 가장 많이 홍보하는 항목 

목록의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팸 발송자들은 클릭과 

구매를 유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스푸핑된 브랜드를 

활용하고 많은 사용자가 주목하고 있는 

현재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 스팸 추세
2010년 최대 규모의 봇네트(botnet) 

발각 사건 이후, 대량 스팸은 예전처럼 

효과적이지 않으며, 스팸 발송자들은 

교훈을 얻고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세계적 사건과 사용자의 특정 하위 

집합을 기반으로 더 작으면서 더 

구체적인 목표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량 스팸은 메일 공급업체가 

알아차리고 그 목적을 충족하기도 전에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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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글로벌 스팸 동향
전 세계적으로 스팸 수가 18퍼센트 감소했으며, 대부분의 스팸 발송자들은 주말에 활동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11.38%

3.60%

폴란드
2.72%

대만
2.94%

베트남
4.00%

3.60%

인도
12.3%

러시아
3.88%

중국
4.19%

한국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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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상승 2011년 이후 감소

Russian
5%

카탈로니아어

3%
일본어

3%
덴마크어

2%
프랑스어

1%
루마니아어

1%
스페인어

1%
독일어

1%

English 
79% 중국어

1%

Spam Language

대량 스팸은 메일 공급업체가 알아차리고 그 목적을 충족하기도 전에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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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전 세계의 전체 스팸 수가 

18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봇네트(botnet) 발각 사건 이후 2010

년에 나타난 대규모 수량 감소와는 큰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스팸 발송자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영향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Cisco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보통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주말에 스팸 수가 25

퍼센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의 스팸 수가 다른 

평일보다 평균 10퍼센트 더 높게 

나타나면서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이처럼 주 중간에 가장 많이 활동하고 

주말에는 스팸 수를 줄이므로 스팸 

발송자가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초반에 세계적 사건을 

기반으로 맞춤형 캠페인을 만들 시간이 

확보되므로 캠페인 응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2년에는 세계적 사건, 심지어 

인간의 비극에 대한 소식을 이용한 

스팸 발송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 태풍 샌디가 발생했을 당시 Cisco 

연구원은 스팸 캠페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pump and dump" 주식 

스캠이 나타난 것을 식별했습니다. 스팸 

발송자들은 사람들에게 천연 리소스 

탐사에 중점을 둔 투기적 저가주에 

투자하라는 내용의 기존 이메일 메시지에 

슈퍼 태풍 샌디에 대한 선정적 제목을 

첨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특이한 측면은 스팸 발송자들이 고유 IP 

주소를 활용하여 대량의 스팸을 전송한 

후 해당 주소를 활성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스팸의 근원지
스팸의 세계에서 일부 국가는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순위가 크게 변동하기도 합니다. 2012

년 인도는 전 세계 스팸 근원지로 1

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1년 

6위에서 2012년 2위로 상승했습니다. 

상위 다섯 스팸 근원지 중 나머지는 한국

(3위), 중국(4위) 및 베트남(5위)입니다.

2012년에는 세계적 사건, 심지어 
인간의 비극에 대한 소식을 이용한 
스팸 발송자도 있었습니다. 

그림 13: 스팸 근원지
인도가 최대 스팸 근원지이며, 미국이 2위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5%

+10%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 중반 증가

주말 감소

-18%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

스팸 수

SPAM VOLUMES
CISCO ASR / JAN 28, 2013 200 pm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스팸 발송자는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스팸 

메시지를 작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Cisco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스팸 메시지에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는 영어였으며, 그 

다음은 러시아어, 카탈로니아어, 일본어, 

덴마크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팸이 

전송되는 근원지와 스팸 메시지에 

사용된 언어가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인도에서 가장 많은 

스팸이 발송되었지만 인도에서 전송된 

스팸에 사용된 상위 10개 언어에 현지 

언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베트남 및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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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첨부 파일
스팸은 특히 첨부 파일을 이용한 

악성코드의 전송 메커니즘으로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스팸 

활동에서 이메일 첨부 파일 사용에 

대한 Cisco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 이메일의 25퍼센트에 첨부 파일이 

있었지만 전체 스팸 중 3퍼센트에만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드물게 

스팸 메시지에 파일이 첨부된 경우, 

정상 이메일에 첨부되는 일반적 파일에 

비해 평균적으로 첨부물이 18퍼센트 더 

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첨부 파일은 

눈에 띄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이메일에서는 링크가 왕입니다. 

스팸 발송자는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음)를 

구매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을 설계합니다. 해당 

웹 사이트를 방문하면 사용자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 정보가 수집되는 

등의 피해를 입습니다. 

이 섹션의 뒷부분에 나오는 "스푸핑된 

브랜드" 분석에서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스팸은 고급 시계부터 의약품까지 

매우 구체적인 유명 브랜드의 위조품을 

판매하는 단체가 발송합니다. 

IPv6 스팸
IPv6 기반 이메일은 전체 트래픽 중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메일 

사용자가 IPv6를 지원하는 인프라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이메일 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IPv6 스팸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스팸 발송자들이 새 

인터넷 표준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스팸 발송자들이 유형의 

혜택을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인프라로 전환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IPv4 주소가 소진되고 

모바일 디바이스와 M2M 통신으로 인해 

IPv6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팸 

발송자들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활동을 가속화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림 15: Pv6 스팸
IPv6 기반 이메일은 전체 트래픽 중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메일 사용자가 IPv6를 

지원하는 인프라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림 14: 이메일 첨부 파일
정상 이메일의 25퍼센트에 첨부 파일이 있는 반면 전체 스팸 중 3퍼센트에만 첨부 파일이 있으며, 

스팸 첨부 파일은 18퍼센트 더 큽니다.

현대 이메일에서는 링크가 왕입니다. 스팸 발송자는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을 
설계합니다. 해당 웹 사이트를 방문하면 사용자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 정보가 수집되는 등의 피해를 입습니다. 

Only 3% of Spam has an Attachment, versus 25% of Valid Email

3% 25%

18%

정상 이메일스팸 이메일

스팸 첨부 파일이 18% 더 큼

Email Attachments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IPv6 이메일 증가: 862%

IPv6 스팸 증가 171%

IPv6 S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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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푸핑된 브랜드
브랜드를 스푸핑한 스팸 이메일에서, 

스팸 발송자들은 온라인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거나 구매할 것을 바라고 

조직과 제품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스푸핑된 브랜드의 

대부분은 항불안제나 진통제와 같은 

처방약입니다. 또한, 고급 시계 브랜드도 

연중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는 

품목입니다.

Cisco 분석에 따르면, 스팸 발송자들은 

판매 활동을 뉴스 이벤트에 연결하는 

데에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isco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Windows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스팸이 급증했는데, 이 시기는 Windows 

8 운영 체제 릴리스와 일치합니다. 2012

년 2월부터 4월까지, 미국 납세 기간 

중에는 소득세 소프트웨어 스팸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와 그 후 2012

년 9월부터 12월까지 연초와 연말에 

전문가 네트워크와 관련된 스팸이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스팸 발송자들이 

보통 이 시기에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스팸 

발송자들이 휴대전화 회사를 가장한 

일련의 활동을 실행했는데, 이 시기는 

iPhone 5 릴리스와 일치합니다.

중요한 점은 스팸 발송자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클릭 

수를 높이고 구매를 유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의약품과 사치품을 판매하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을 따라 

공격을 맞춤화해야 함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림 16: 스푸핑된 브랜드
스팸 발송자는 의약품, 고급 시계 및 납세 기간을 노립니다.

처방약

고급 시계

신용 카드

비즈니스 리뷰

전문가 네트워크

전자 송금

회계 소프트웨어

소셜 네트워크

전문가 협회

항공

사서함

체중 감량

정부 조직

Windows 소프트웨어

휴대폰 회사

세금

온라인 광고

인간 성장 호르몬

뉴스

전자 결제 서비스

인사장

고급 자동차

급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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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8 
소비자 미리보기 릴리스

휴대폰 관련 스팸이 iPhone 5 
릴리스와 일치

전문가 소셜 네트워크 
관련 스팸

미국 납세 기간 중 
회계 소프트웨어

Spoofed Brands for Spam

중요한 점은 스팸 발송자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클릭 수를 높이고 
구매를 유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의약품과 사치품을 판매하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을 
따라 공격을 맞춤화해야 함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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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공개 방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Cisco는 2013년 초부터 Cisco Security Notice

라는 새로운 문서 형식으로 중저 심각도의 제품 보안 문제를 공개합니다. Cisco Security Notice

는 Cisco Security Advisory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향상해줍니다. 이러한 문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으며 가시성 향상을 위해 CVE(Common 

Vulnerability and Exposure) 식별자로 인덱싱할 예정입니다. 

공급업체(Cisco 포함)는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보안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CVRF(Common Vulnerability Reporting Framework)39 및 OVAL(Open Vulnerability 

Assessment Language)40 형식을 포함하여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이러한 새로운 

표준을 통해 복수 플랫폼과 기술의 취약성을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으로 읽을 수 

있는 형식이므로 표준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Smoak는 "고객이 네트워크에 대한 위협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툴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을 줄이고 인프라 보호에 필요한 작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취약성 관리: 공급업체는 엇갈리는 방식을 취해선 안 됩니다35 
공급업체가 제품 보안 문제를 어떻게 공개하는가는 취약성 관리 방식의 가장 가시적인 측면입니다. 

Cisco의 선임 보안 전문가 그룹 PSIRT(Product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는 Cisco 고객 

보호와 회사 보호가 나란히 실천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보안 자문36을 연구 및 출간했습니다. 

Cisco 보안 연구 및 운영 선임 이사인 Russell Smoak는 "보안 자문을 통해 가장 심각한 제품 

보안 문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Cisco 제품 취약성을 가장 먼저 공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이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Cisco는 고급 완화 기법37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이 

기존 Cisco 환경에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확실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취약성 관리는 취약성 라이프사이클 중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며 최초 공개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Smoak는 "위협이 진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과 기술이 등장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취약성 관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위협 기술이 발전할 때 그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위협을 공개하지 않는 공급업체는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sco는 번들된 타사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내부 취약성 관리 툴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타사 소프트웨어란 공급업체의 제품에 포함된 공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모든 코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업용 타사 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타사 소프트웨어의 보안 문제가 Cisco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Cisco는 Cisco 

IntelliShield38의 취약성 데이터를 사용하는 주문 제작 툴을 활용하여 제품 개발 팀에 통보합니다. 이 

툴은 Cisco Internal Alert Manager라고 하며, Cisco에서 작성하지 않은 코드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의 관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위협 기술이 발전할 때 그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위협을 공개하지 않는 
공급업체는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안 동향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와 구체적 분석 및 Cisco에서 발행하는 최신 

엔터프라이즈 보안 관련 출간물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Cisco Security Reports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securityreport

다양한 보안 주제에 대한 Cisco 전문가의 지속적 통찰력을 보려면 Cisco Security Blog를 

방문하십시오. blogs.cisco.com/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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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안 
전망

이 보고서는 공격자들이 어떻게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지와 의심받을 가능성의 

거의 없고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 툴 및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추적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대의 위협은 산업, 비즈니스 규모 

또는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매우 많은 

대상을 소리 없이 효과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는 개인이 

임의의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오늘날의 "Any-

to-Any" 세계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공격 표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 비즈니스 및 

글로벌 금융 시장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모바일 연결로 계속 전환함에 

따라, 급증하는 Internet of Everything

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형, 계층형 보안 

방식이 필요합니다. John Stewart는  

"해커와 사이버 범죄자는 모든 민간 및 

공공 부문 기업이 각각의 IT 보안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합니다. 

우리가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서로 

연락을 취하고는 있지만, 개별화된 IT 

보안에서 실시간 인텔리전스 공유 및 

집합적 대응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복잡한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위협을 감지 및 완화할 

수 있는 더 많은 인텔리전스를 통해 

인프라와 그 안의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현대의 위협은 산업, 비즈니스 규모 
또는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매우 
많은 대상을 소리 없이 효과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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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BYOD가 빠르게 채택되고, 

각각의 사용자가 복수 디바이스를 

사용하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 각 엔드포인트 상에서

보안 역량을 관리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Cisco SIO 제품 관리자인 Michael  

Covington은 "이메일부터 웹, 사용자 

자신까지, 모든 벡터에서 위협을 

모니터링하는 종합적 보안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측면의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개별 플랫폼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복수 벡터에서 사용자와 조직을 노리는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비즈니스는 모든 

보안 관련 네트워크 활동을 수집, 보관 

및 처리하여 공격의 범위를 더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분석 

수준을 네트워크 활동의 컨텍스트로 

확장하면 정확한 의사결정을 적시에 

내릴 수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기업은 네트워크에 

처음부터 보안 기능을 설계하고, 

네트워크의 모든 접촉 지점에 위협 

인텔리전스, 보안 정책 및 구현 가능한 

제어를 함께 제공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격자들이 더욱 정교해지면 이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데 사용하는 툴도 

정교해져야만 합니다. 플랫폼간 

통신을 위한 공동 패브릭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에서 공동 패브릭은 디바이스, 

서비스 및 중요한 콘텐츠를 교환하기 

위해 이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미래의 네트워크는 

개별 구성 요소를 단순히 더하여 

구현하는 방식의 보안이 아니라, 

협업 프레임워크를 통해 더 나은 

보안을 제공해야 하는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입니다.

미래의 네트워크는 개별 구성 
요소를 단순히 더하여 구현하는 
방식의 보안이 아니라, 협업 
프레임워크를 통해 더 나은 
보안을 제공해야 하는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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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ecurity 
Intelligence 
Operation 정보

온라인 범죄자들은 소비자 

애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를 신뢰하는 

사용자 습성을 계속 악용하여 조직과 

직원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제품 계층화 및 복수 필터 사용에

의존하는 기존 보안은 요즈음처럼 

빠르게 번식하고 전 세계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하며 복수 벡터를 사용하여 

전파되고 있는 최신 악성코드를 방어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Cisco는 Cisco Security Intelligence 

Operations (SIO)의 실시간 위협 

인텔리전스를 사용하여 최신 위협보다 

한발 앞서 나갑니다. Cisco SIO는 

배포된 Cisco 이메일, 웹, 방화벽 및 

IPS 솔루션의 75테라바이트 이상의 

라이브 데이터 피드가 매일 분석되고 

있는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반 보안 에코 

시스템입니다.

Cisco SIO는 위협의 전파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위협 벡터에서 데이터를 

집계하고 자동 알고리즘 및 수동 처리를 

모두 사용하여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 

200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위협을 분류하고 규칙을 만듭니다. 보안 

연구원은 또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및 디바이스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보안 사건의 정보도 

분석합니다. 규칙이 배포된 Cisco 보안 

디바이스에 3~5분마다 동적으로 
전송됩니다.

Cisco SIO는 배포된 Cisco 이메일, 
웹, 방화벽 및 IPS 솔루션의 75
테라바이트 이상의 라이브 데이터 
피드가 매일 분석되고 있는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반 보안 에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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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ecurity IntelliShield Alert Manager Service
Cisco Security IntelliShield Alert Manager Service는 IT 공격을 식별, 방지 및 완화하기 위한 

공급업체 중립적 보안 인텔리전스 조직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포괄적, 비용 효율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안 담당자는 이 맞춤형 웹 기반 위협 및 취약성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 및 취약성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적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IntelliShield Alert Manager를 사용하여 위협 및 취약성 연구 활동을 줄이고 보안에 대한 사전 

대응에 더 주력할 수 있습니다. 

Cisco는 Cisco Security IntelliShield Alert Manager Service 무료 90일 평가판을 제공합니다. 이 

평가판에 등록하면 툴, 위협 및 취약성 알림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Security IntelliShield Alert Manager Servic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s://intellishield.cisco.com/security/alertmanager/trialdo?dispatch=4를 방문하십시오.

Cisco SIO 팀은 또한 위협 저지를 

위한 보안 모범 사례 권장 사항과 전술 

안내에 대한 자료도 출간합니다. Cisco

는 통합성, 적시성, 포괄성 및 효과성을 

갖춘 완전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여 

전 세계 조직에 종합적 보안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Cisco의 지원으로 위협 및 취약성 연구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안에 대한 사전 

대응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 더 주력할 

수 있습니다.

조기 경보 정보, 위협 및 취약성 분석과 

Cisco의 입증된 완화 솔루션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www.cisco.com/security를 

방문하십시오.

방법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분석은 Cisco 

이메일, 웹, 방화벽 및 IPS(침입 방지 

시스템) 보안 솔루션을 포함하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익명의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일선을 지키며 악성 

콘텐츠와 침입자로부터 고객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구내 고객 보호 

메커니즘 이외에, Cisco는 전 세계에 

배포되어 스팸 탐지, 웹 비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새로운 악성코드 인스턴스를 

능동적으로 찾아냅니다.

Cisco의 대규모 네트워크는 이러한 

툴과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SIO 

시스템과 연구원에게 대량으로 샘플링된 

인터넷상의 합법적 활동과 악의적 

활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어떤 보안 공급업체도 모든 악의적 

접촉을 완벽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현재 위협 

환경 상태에 대한 Cisco의 관점으로, 

Cisco에서 최선을 다해 작성한 데이터 

정규화를 나타내며, 당시 사용할 수 

있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 세계적 

동향과 패턴을 반영합니다.

Cisco는 전 세계에 배포되어 
스팸 탐지, 웹 비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새로운 
악성코드 인스턴스를 능동적으로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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