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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 지친 일상. 잠시 포켓몬고를 즐기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하려 했을 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Remind me 
later(나중에 알림)"를 클릭할 때마다 디바이스는 랜섬웨어에 취약해집니다. 

이는 랜섬웨어가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격자들이 시스템 감염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전술에는 맬버타이징, 
피싱 이메일 심지어 정교한 썸드라이브 수법까지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Remind Me Later(나중에 알림)" 클릭 
어떤 소프트웨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의 버그를 
찾아내 이를 수정하는 패치를 배포합니다. 플러그인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를 
늦추면 그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익스플로잇 공격이 쉬워집니다. 널리 사용되는 한 
익스플로잇 킷에서는 성공한 시도의 80%가 Flash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Flash, Silverlight, Google Chrome 등 무엇이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패치를 
설치하십시오. 

사용자 감염
이제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자리 잡은 랜섬웨어가 표적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그런 
다음 비대칭 키 교환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파일을 암호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스크램블할 수 있으며, 이를 풀 수 있는 
키는 랜섬웨어 개발자에게만 있습니다. 일부 랜섬웨어 유형은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유포됩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동 전파가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몸값 요구 메시지 등장
감염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몸값(ransom)을 지불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몸값은 200달러 ~ 10,000달러 
수준이지만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한 곳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은 
데이터를 되찾기 위해 17,000달러나 내야 했습니다. 매일 10만 달러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몸값을 지불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랜섬웨어 유형은 파일을 
잠금 해제하지 못하거나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Talos의 위협 연구 팀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 악랄한 랜섬웨어 유형이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Cisco의 
2016 중기 보안 보고서에서 위협 분석가들은 데이터 무결성이 랜섬웨어의 새로운 
문제점이라고 경고합니다. 공격자들이 암호화하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를테면 의료 기록이나 엔지니어링 설계가 변조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몸값을 지불하면 범죄 조직을 돕는 셈입니다. 공격자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한 더 강력한 종류의 랜섬웨어를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랜섬웨어를 막을 방법
가장 효과적으로 랜섬웨어에 대비하는 방법은 계층적 보안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공격 전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방어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해 복구 파트너 
활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파일을 백업하여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십시오.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이 표시되면 반드시 업데이트하십시오. 

그러나 광고 차단 프로그램만으로는 모든 맬버타이징을 탐지하여 차단하거나 
악성 하이퍼링크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5분이면 설치되는 Cisco® Umbrella를 
사용해보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악성 사이트를 탐지하고 호스트 레벨의 요청을 
차단합니다.

공격 중
Umbrella를 사용하면 랜섬웨어 파일의 대다수를 DNS 레이어에서 차단하여 엔드 
유저 디바이스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예방 조치를 취하더라도 
랜섬웨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트워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만일의 공격이 발생하면 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Cisco Stealthwatch™ 위협 탐지 기술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랜섬웨어 감염과 같은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이 
감염되면 경고를 발효합니다. 

https://www.ic3.gov/media/2015/150623.aspx


파일이 실행되려 하면 Cisco는 강력한 툴을 통해 이를 차단합니다. 

• Umbrella가 그 파일의 암호화 키 인프라에 대한 요청을 차단하여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그러면 랜섬웨어가 다시 공격자와 통신하여 데이터 암호화에 필요한 
정보를 빼낼 수 없게 됩니다. 

• Umbrella가 요청을 차단하면 Cisco의 차세대 방화벽이 연결을 차단하여 더 
확실하게 보호합니다. 

• 파일이 DNS 레이어 및 방화벽을 모두 통과할 경우 Cisco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for Endpoints가 파일의 실행을 막으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반의 모든 파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므로 모든 악성 
파일을 찾아내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 후
이미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피해의 범위를 파악하고 그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AMP는 알려진 악성코드 파일의 실행을 막고 엔드포인트에서 그 파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전 범위에서 랜섬웨어의 확산을 막기 위해 Cisco TrustSec® 기술을 활용하는 
동적 세그멘테이션으로 네트워크의 어느 영역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는지 파악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cisco.com/go/ransomware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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