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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nnual Cybersecurity Report

• 전례 없는 수준의 정교함과 임팩트

• 회피 기술에 더 익숙해짐

• 새로운 기술의 보안의 갭을 활용하여
침투



• 방어자: 조직을보호하기위한투자
. 자동화, 머신러닝, AI 가도움을줄것에기대

. 대부분의조직은행동분석(Behavior Analytics)을활용하여, 악성행위자에대응

• 공격자: 실제환경에충분히적응
.  멀웨어를실제환경에서테스팅하고배포

.  C2 구조/탐지를어렵게만들고있음.

.  클라우드의활용

.  네트워크로전파되는랜섬웨어

.  취약점과패치관리의허점을노림

.  IOT 와 DDoS

Cisco 2018 Annual Cybersecurity Report 하이라이트

26개국/3600명의 설문



Encryption을 활용하는 악성 바이너리의 증가

Increase

November 2016

Attackers embrace encryption to conceal their command-and-control activity

19%

12% Increase

268%70%

50%

38%

Global Encrypted Web Traffic Malicious Sandbox Binaries with Encryption

October 2017



email 에 포함된 악성 파일 타입 (전반기vs하반기)

January-May June-October

Compared usage of malicious attachments from first portion of 2017 to second

MS Office

파일

55%

압축파일

415%

PDF

255%



Sandbox 우회 기술 사용 파일
Attackers are constantly testing sandbox evasion techniques

Document Close
Doc Embedded 

in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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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기반의 랜섬웨어

Network-Based

Ransomware

Worm

WannaCry and Nyetya: 빠르게움직이고, 자가전파능력을가진네트워크기반의공격

패치되지않은채동작중인장비들에대해이러한공격들은다시공격하게
될겁니다.  여러분의네트워크는대응이되어있습니까?



53%의
조직이절반이상의
인프라를클라우드에
구축중

사용의편의성 (46%)

확장성 (48%)

내부직원의부족의이유 (41%)

좋은보안성 (57%)

Appeal:

클라우드
클라우드에의존/사용하는조직이증가



IoT and DDos

IoT의경우어플리케이션계층에
대한공격은증가

네트워크계층에대한공격은감소

침해이후 DDoS 에
사용되는기법의
다양화

Amplification attacks 

• Complexity

• Frequency

• Duration

2/5
조직의 2/5이상이 reflection 

amplification 공격을경험

조직은해당공격에

대응/완화
2/3

Source: Radware



일반리소스를 악성행위에 악용

Adaptability
Subverts Domain and

Certificate Intelligence

Easy Setup

Whitelisted

IP Address

공격자들은 C2 통신채널을일반인터넷서비스에위치시켜, 멀웨어트래픽을
차단하지못하는방법을사용

Reduce Burning Infrastructure

Leverage

Encryption for C2
Source: Anomali



일반리소스를 악성행위에 악용



노출된 개발 시스템

80%
Memcache

100%
MongoDB

75%
CouchDB

20%
Docker

75%
Elasticsearch

To reduce risk of exposure to 

DevOps ransomware attacks:

• Develop solid standards for secure 

deployment

• Maintain active awareness of the 

company’s public infrastructure 

• Keep DevOps technologies up to 

date and patched

• Conduct vulnerability scans

DevOps 의서버는개방상태로랜섬웨어리스크를내포하고있음.

Source: Rapid7



내부자의 위협

62%
가업무시간외에
발생

5200
docs per user

PDFs
Office, programming 

“Data”
“직원”,”고객”의키워드를
사용

High*
2017년에 15만명의클라우드
접속에대한조사결과로높은
정확성



악성행위자의 인터넷 도메인 사용 행태

60%
Spam

20%
Malvertising

20%
Other

조직은악성도메인의접근을최소화하는방법을강구해야함.

Type of Attack

도메인등록후
사용된시간

신규/재사용
도메인비율

80%

는 1주일
이후부터

등록후 20%

는 1주일이내사용

42%
New

58%
Reused



IT/OT 공격에 대한 생각

69%
의조직은 OT망이
2018년에공격대상이
될것이라고 생각함



ICS 취약점

Being Connected 

to the Internet

Known Vulnerabilities

Rarely Patched

Lack of 

Knowledge

Too Specialized

USB or DVD as Entry Point

해커들은향후공격을준비하기위해환경과, 

공격포인트를연구/준비하고있음

Source: TrapX



시스템패치에대한개선된방법이필요함

고위험 취약점과 보안 패치의 관리

MS17-010 Detections

Patches double as organizations 

realize potential threat

Exploited vulnerability 

makes headlines

Microsoft warns

of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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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솔루션 동시 사용의 Challenges

8% 10% 21% 43% 55%

1-5 6-10 11-20 21-50 50+

Very Challenging 17% 24% 16% 42% 14% 25% 19% 14% 12% 27%

Education
Financial

Services
Government Healthcare Manufacturing Pharma Retail Telecom Transportation

Utility/

Energy

보안솔루션업체수가증가하는동시에, 통합사용에대한어려움은증가



보안 알람/이벤트(Alert)

44%
조사되지 않음

8%

보안
알람

미발생

56%
조사됨

34%
정상적알람

51%
의 정상적
알람은 해결

93%
보안알람
발생

조사되지않은알람에대한위험은계속됨

49%
의 정상적인 알람은
조치 되지 않음



시스템 다운과 영향 받은 시스템의 범위

0%

4.6 5.5

10.2

다운시간

영향받은시스템의범위

1-20% 21-40% 41-60% 61-80% 81-100%

16.4 22.6 21.0



보안에 대한 어려움과 장애물

27%
Lack of Trained 

Personnel

(   5%)

34%
Budget

27%
Compatibility

Issues

27%
Certification 

Requirements

(   5%)

(   5%)(   2%)

Mobile Devices

57%
Find Very and Extremely 

Challenging to Defend

퍼블릭클라우드에
저장된데이터

56%
Find Very and Extremely 

Challenging to Defend

사용자의행동
(메일의악성링크를
클릭하는것등.)

56%
Find Very and Extremely 

Challenging to Defend

Data Center/ 

Servers

56%
Find Very and Extremely 

Challenging to Defend

주요장애물 주요기능적어려움



정책적, 운영 측면의 문제점들

26%
보안기술로해결

가능

74% 

기술과함께
인력/업무방식으로
해결가능

People

Products Policies

보안제품에만과도하게의존하는것은
공격자들에게허점을노출하게됨



아웃 소싱의 필요성
현재의보안에대응하기위해서외부의도움을찾고있음

54%
Consulting

(up 3%)

49%
Monitoring

(up 5%)

47%
Incident Response

(up 2%)

가장자주

아웃소싱되는서비스



시장의 기대: 위협의 트렌드

위협의트렌드는여전히어렵고, 복잡하게전개

• 일부는새로운공격을볼것이라생각하고있지만, 

실제로는더악랄하고지능적인공격자들을만나게
될것이다.

• 더정교한보안장비의필요성이대두



시장의 기대 : 현대화된 업무 환경

현대의업무환경은공격자들의손쉬운먹잇감

• 모바일근무환경

• 고객과협력업체들의회사자원으로의접근제어필요

• IoT센서등의도입으로인한인터넷접속지점이대폭
증가



시장의 기대 : 정밀조사

조직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추가적인보안

• 감찰관, 임원, 주요인사, 협력업체와고객들로부터의
요청과행동으로인한추가적인보안노력이필요



시장의 기대 : 침해 사고는 보안 투자로 연결

보안침해사고가없다면, 보안투자는안정적인
비율을유지할것이다.

• 51%: 이전해의보안예산을기준

• 51%: 조직의보안완성플랜에따름

• 46%: 총매출의비율에따름

• 47%: 보안침해에따라, 큰폭의보안투자증가.

!



관찰된 위협의 증가와 위협 탐지 시간(TTD)
위협샘플이큰수로증가했음에도불구, 시스코의 TTD 평균값을낮게유지할수
있었던것은클라우드를기반으로한보안기술의역할이작용

Cisco 연간 TTD 평균값
(Hours)

37.1

14

4.6

2015 2016 2017

관찰된위협샘플의수

10배
증가

2016 2017



회사임원이진행: 임원/이사회가보안에대한문화를정의하고정착시켜야함. 

결론 / 추천사항

.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 역할에 따른 교육을 실시

.  회사의 정책, 어플리케이션 사용가이드, 시스템 과 장비의 패치 규칙을 적극적으로 준수

. IoT 장비에 대한 보안의 오너쉽을 가져야 하며, 해당 장비들의 조사를 보안 점검에 포함 할 것

.  보안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연습을 통해 숙지 할 것

.  데이터를 자주 백업하고, 복구 과정을 테스트 할 것

.  공급망 공격(Supply Chain Attack)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용중인 써드파티 제품의
보안성 테스트를 검토 할 것

.  마이크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 조사를 수행 할 것



• 방어자: 조직을보호하기위한투자
. 자동화, 머신러닝, AI 가도움을줄것에기대

. 대부분의조직은행동분석(Behavior Analytics)을활용하여, 악성행위자에대응

• 공격자: 실제환경에충분히적응
.  멀웨어를실제환경에서테스팅하고배포

.  C2 구조/탐지를어렵게만들고있음.

.  클라우드의활용

.  네트워크로전파되는랜섬웨어

.  취약점과패치관리의허점을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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