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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합니다. 그러나 수치로 본다면 2015년이 '대재난의 해'는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가동 중단, 관점의 변화, 보안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기는 했지만 상황을 진정시켰거나
심지어 개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부 집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10억 개 이상의
이메일,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기타 각종 개인 식별
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금은 의료 관련 PII, 기타 최고 기밀 데이터
등 더 높은 가치의 정보가 사이버 범죄자의 관심을 끌고
이메일, 비밀번호, 신용카드 데이터 등 예전에 각광받던 영역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격 기술은 지난 몇 년 새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과거
데스크톱의 브라우저 웹 인젝션처럼 모바일 플랫폼에 오버레이
악성 코드를 숨겨놓고 최종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빼냅니다.
DDoS(Distributed-Denial-of-Service, 분산형 서비스 거부)와
같은 인기 있는 공격 유형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특히
표적 공격 수법을 숨기기 위한 교란 전술 또는 몸값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여전히 유용했습니다.
IBM X-Force는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터키, 일본 등에서
발생한 주요 보안 사고 및 표적 공격 악성 코드를 분석하면서
국경을 초월하여 확장 및 적응해가는 공격의 양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확장은 전략적으로 또한 기술적으로 복잡성을
수반하는데,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이 복잡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강력한 위험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용자 교육과 체계적 프로토콜에 역점을 두면 효과적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혼란스러웠던 2015년의 주요 사건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유용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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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안 동향: “매우 심각한 상황!”
사이버 범죄자들이 더 큰 표적과 보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Jason Kravitz

데

이터 유출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던 2015년 1월의
네트워크 환경은 거의 매일 보도되는 새로운 보안
사건 소식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올바른 대응 전략이
아닙니다. 공격자들이 기존 공격 경로를 수정하여 적극
악용하는 가운데 참신한 위협 기술로 유명 표적을 공격하는
사건이 몇 주째 헤드라인을 장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억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1 "본 기관은 고객님의 정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와 같은 해명이
일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2015년을 종합해보면 지하 경제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이메일,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대신 더 높은 가치의 데이터(예: 의료
관련 PII, 각종 기밀 데이터)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전현직
연방공무원 수백만 명의 신상 정보, 지문, 신원 조사 자료를
비롯한 각종 개인 정보가 유출된 미국 연방 인사관리처 사건은
특히 심각한 사례입니다.2
그러나 일반 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높습니다. 이미
유출된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 수백만 개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어 상용 고객 프로그램 및 각종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계정 탈취 공격이 수 차례 일어났습니다.3,4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이러한 공격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 밖에도 2015년에는 데이터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여러 동향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수 차례의 대형 사고로
인해 1억 개 이상의 PII가 유출된 의료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5 악성 광고, 일명 "맬버타이징(Malvertising)"도
2015년 내내 기승을 부렸습니다.6 이를테면 Adobe Flash의
취약점을 노린 감염된 광고를 감상한 인기 웹사이트 사용자
수백만 명에게 랜섬웨어와 온갖 악성 코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연말에는 한 보안 전문가가 각종 레코드 2억여 개가 유출된
원인이었던 NoSQL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오류를 다수
밝혀냈습니다. 기본적인 보안 수칙이 최종 사용자의 데이터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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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유형, 시간, 영향을 기준으로 한 보안 사고 샘플링, 2013년 ~ 2015년
원의 크기는 유출된 기록 및 재정적 손실에 대해 공개된 정보에 기초하여 비즈니스 비용의 관점에서 평가한 사고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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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격 유형, 시간, 영향을 기준으로 한 보안 사고 샘플링, 2013년 ~ 2015년

그림 1에서는 2013년 ~ 2015년에 발생한 보안 사고의 샘플을

POS(Point-Of-Sale) 신용카드 데이터를 빼낼 정도로 공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IBM® X-Force®는 2015년의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5년에 대형 유통 체인에

보안 사고 272건을 추적했으며, 이는 2014년(279건)과 비슷한

대한 공격이 줄어든 대신 중소기업,11 POS 서비스 제공자12 및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기록 숫자를 보면 2014년이

틈새 결제 시스템이 주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10억 개 이상의 기록이 유출된 기록적인 해였고, 2015년에는
6억 개(공개된 유출 사고 정보를 토대로 X-Force가 추정한

2014년에는 여러 대형 호텔 체인을 비롯하여 공항 주차장 등

수치)로 줄었지만 여전히 엄청난 규모입니다.

각종 여행 및 운송 서비스 기업에서 보안 사고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15년에도 계속되어 글로벌 호텔

네덜란드에서 최근 개정된 규정처럼 보안 사고 사실을 정부

브랜드(Trump, Starwood, Hyatt 등) 및 지역 리조트, 호텔,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새로운 데이터 사고 관련 법이 발효됨에

카지노 다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13 흥미롭게도 프런트 데스크

따라 전 세계에서 보고되는 사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약 결제 시스템은 무사한 대신 호텔 기념품 매장과 식당의

예상됩니다.8,9

POS 터미널에서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14 그 외에
규모는 작지만 자주 공격을 받은 곳으로는 동물원15과 각종

POS 악성 코드의 여정
2013년에는 신용카드 계정 수억 개에서 빼낸 데이터로 다수의
대형 브랜드에 타격을 입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 침해가
유통업계에서 일어났습니다.10 이후 전문 악성 코드로

관광 시설이 있습니다.16 현지 사업체와 식당에 일괄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POS 서비스 업체를 공격하여 고객 수천
명의 신용카드 데이터를 훔친 사건도 있었습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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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격 유형, 시간, 영향을 기준으로 한 2015년 보안 사고 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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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은 POS 시스템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Magento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사고

쇼핑카트 플랫폼의 취약점은 전자 상거래 소매 웹사이트를

2015년의 주요 사건 중에는 온라인 공격이 오프라인에 영향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패치를 배포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안 연구자들이 차량을 원격

Magento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웹사이트 중 10만여 개가

탈취하는 방법을 시연하기도 했고, 우크라이나의 한 지역에서

여전히 원격 탈취 및 데이터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사이버 공격으로 전기 공급이 며칠 동안 중단되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제 때 패치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보안

전기 없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핵심 인프라 보안의 중요성이

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25 5년간 PR 뉴스 사이트에 침입해 있던

18

공격자가 곧 공개될 기업의 보도 자료에서 빼낸 내부 정보로

정보의 가치

1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 온라인 사기가

2월에는 2015년 의료 업계 5대 보안 사고 중 첫 번째가

오프라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명되었습니다.26 관광 업계는

발생하여 1억여 개의 환자 기록이 유출되었습니다.19 유출된

결제 시스템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 외에도 사이버 공격에

신용카드 데이터와 사용자 계정 정보는 가치가 크긴 해도 유효

따른 물리적 피해도 겪었습니다. 지난 6월, 한 폴란드 항공사가

기한이 있고 대체 가능했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의료 기록

DDoS로 보이는 공격을 받아 비행 일정 컴퓨터 시스템이

데이터는 피해자에게 훨씬 중요하고 사적인 정보일 뿐만

장애를 일으켰고 이륙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해 비행기가

아니라 대체하기도 어렵습니다. 의료 기록 유출 사고의 피해가

바르샤바를 떠나지 못했습니다.27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크다는 사실이 IBM과 Ponemon의 최근
데이터 유출 사고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유출된 의료 기록당

최근 몇 년 간 널리 확산된 DDoS 공격은 대상을 마비시킬

손실 363달러, 기타 업종 평균 손실액은 154달러).20

정도로 대역폭을 늘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65Gbps DDoS가
치명적이고 희귀한 공격이었지만,28 2015년에는 100Gbps를

2015년에는 의료 기록이 아닌 또 다른 중요 정보 유형의

상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29 심지어 600Gbps를 초과하는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Adult Friend Finder21, Ashley Madison22

공격도 보고되었습니다.30 이처럼 엄청난 트래픽은 공격 대상

같은 성인 웹사이트의 데이터가 유출되어 개인의 성적 취향 및

도메인뿐 아니라 공격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배우자 부정이 공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관리하는 다른 사이트와 서비스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한 갈취가 가능해졌고 사회공학 수법에 이용
가능한 정보가 늘어났습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도

최종 사용자를 겨냥한 랜섬웨어의 성공은31 새로운 사이버 갈취

잇달았습니다.23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온라인 자아와 오프라인

유형이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공격자가

자아의 접점이 갖는 복잡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웹사이트 운영 중단을 무기로 수백에서 수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DDoS 갈취 시도가 증가했습니다.
DD4BC32, Armada Collective33 등 여러 범죄 집단이 다양한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사설 보안 이메일 서비스 업체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작전을 펼쳤습니다. 대개는 공격받은
기업이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가동 중단을 감수하는 한편 방어
체계를 정비하는 전략으로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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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유출 사고 - 2015년 전 세계 보안 사고 개요
미국 외에도 세계 전역에서 수많은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터키,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Carbanak Global Heist‡

• 인기 데이트 및 소셜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

• 2013년부터 러시아, 일본, 미국, 유럽 여러
나라가 포함된 약 30개국 100여 개 은행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빼냈습니다.

• 정부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일급 비밀을 공개하겠다는
핵티비스트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 직원의 엔드포인트를 감염시키고 ATM 및
현금 이체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직원의 행동 패턴을
모니터링하여 의심받지 않고 적법한 거래로
위장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 및 영국**,††

프랑스‡‡

• 몇 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를 연상케 하는 대형 소매
브랜드의 데이터 유출로 인해
고객 계정 기록 및 신용카드
데이터 수백만 건이 도난
당했습니다.
• 한 영국 ISP의 SQL 인젝션
취약점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되었고 피해액은 3천만
파운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 프랑스 언론인 여러 명에게
발송된 피싱 이메일 때문에
공격자는 국제 방송
네트워크인 TV5Monde를
공격할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 공격이 정점에 달했을 당시
11개 채널의 방송이 18시간
이상 중단되었고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 하이재킹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 연금 공단의 직원들이
악성 이메일 첨부 파일을
클릭하는 바람에 100만 명
이상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고 개인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터키§§
• 12월에 터키 국내 은행, 정부 기관 및
민간 웹사이트가 220Gbps를
상회하는(최고치) 대규모 DDoS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가 도메인에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하여, 터키
최상위 레벨 도메인(".tr")을 사용하는
40만여 개의 웹사이트에서 액세스가
차단되었습니다.
• 연초에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주민등록정보가 유출되어 터키 국민
5천만여 명의 신상이 공개될 위험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림 3: 국경 없는 유출 사고 - 2015년 전 세계 보안 사고 개요

*

Howard Solomon, “Canadian data breaches in 2105: Big firms weren’t the only targets,” IT World Canada, 2015년 12월 21일.

†

Justin Ling, “Anonymous Vows to Keep Leaking Canadian Spy Secrets Over Police Shooting,” Vice News, 2015년 7월 28일.

‡

“The Great Bank Robbery: Carbanak cybergang steals $1bn from 100 financial institutions worldwide,” Kaspersky Lab, 2015년 2월 16일.

§

Tomoko Otake, “Japan Pension Service hack used classic attack method,” The Japanese Times, 2015년 6월 2일.

**

Richard Chirgwin, “David Jones follows Kmart into ‘we’ve been attacked’ hell,” The Register, 2015년 10월 2일.

††

John Leyden, “Further confusion at TalkTalk claims it was hit by ‘sequential attack,’” The Register, 2015년 10월 26일.

‡‡

“‘Phishing email’ the key to hacking of TV5Monde,” The Local, 2015년 4월 14일.

§§

Hasan Bozkurt, “Weak state servers breach causes mass identity theft in Turkey; over 50 million citizens’ identity info stolen,” DataBreaches.net, 2015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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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노리는 갈취
여러 대표 기관을 겨냥한 복잡한 공격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긴
했지만 틈새 기회를 잡기 위한 공격도 거대한 그물을 쳐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면서 수익성 있는 수법입니다. 인기
사이트(예: 데이트 커뮤니티34, 메인스트림 미디어35) 방문자
수백만 명이 최종 사용자 시스템에 랜섬웨어를 비롯한 각종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악성 광고에 노출되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네트워크가 광고 게시에 앞서 소스
코드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없는 까닭에 이
'맬버타이징(Malvertising)' 공격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악성 광고는 초기 분석 단계에 적법하고 안전한 듯 보이지만
일단 게시되면 방문자를 감염시키거나 유해한 서버로 연결하여
Nuclear36나 Angler37 같은 주요 상용 공격 킷에 사용자를
노출시킵니다. 이러한 공격 툴은 다양한 브라우저 및 브라우저
플러그인 취약점을 노려 페이로드 전달 수단으로 삼습니다.
부실한 보안은 벤더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이 공격에 가장
취약한 이들은 시스템에 패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용자입니다. 개발자 툴 및 프레임웍
구현이 쉬워지면서 최종 사용자가 확장형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경험이 부족한 개발자가 뛰어들게 되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거나 사용자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님을 소비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2015년은 적절한 통제나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신속한
개발이 얼마나 위험한지 입증된 해였습니다. 일례로 한 보안
연구자가 수백만 개의 레코드를 포함하고 있지만 누구나
아무런 인증 없이 검색할 수 있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Shodan 검색 엔진으로 찾아내기도 했습니다.38
이 취약한 서비스들은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확장성이 높은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제작에 효과적인 솔루션이지만 적절한 권한
설정이 없으면 데이터 유출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도 해당되었으며,
어린이 20만여 명의 개인 데이터가 포함된 인기 아동
브랜드의 포럼도 있었습니다.39

가장 심각한 경우는 어떤 조직과도 뚜렷한 관계가 없으면서
미국 유권자 1억 9,100만 명의 데이터를 보유하여 이름,
생년월일, 소속 정당, 예비/총선거 투표 사실 등을 공개할
위험성이 있는 개방형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40

결론
프랑스의 한 방송국에서 대형 보안 사고가 일어난 후
사무실에서 촬영된 TV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계정 로그인
정보가 적힌 포스트잇이 직원 모니터에 붙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41 이처럼 기본적인 보안 조치도 하지 않은
안이한 모습은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점점 더
연결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용자가 기업 및 가정에서
보안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유출된 사고에서 각종 흥미로운 도표와
통계가 작성되지만 이렇게 유출된 데이터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항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커넥티드
기기와 개인 정보 저장소가 점점 더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
오늘날, 데이터 유출 및 도용 사고는 온라인 행동 규범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숨겨뒀던 온라인 자아가
오프라인에 공개될 경우 우리의 데이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믿고 있던 대상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IBM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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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기록적인 해
범죄자들이 도처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그 파급 효과는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Limor Kessem

2

015년의 사이버 범죄 동향은 서사시를 방불케 합니다.
IBM과 Ponemon Institute의 보고서, 2015년 데이터 유출
사고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유출 사고의 총 비용은 평균

379만 달러로 2014년의 352만 달러에서 늘어났습니다.20 또
다른 2015년 연구에서는 사이버 범죄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이
2019년에 2조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42
불과 3년 후에 벌어질 일이며 현재의 추세 및 상황으로
미루어보건대 생각보다 일찍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4년에 IBM Security는 다음과 같이 2015년을 내다봤습니다.3
•

사이버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며 확산44

•

CNP(Card-Not-Present) 사기 증가

•

모바일 위협의 획기적인 지능화

•

익명 네트워크 및 더 강력한 암호화 기술 사용 확대

•

새로운 결제 수단을 이용한 사기 수법 급증

•

생체 인식 기술이 공격 표적으로 등장

결국 이러한 예상이 맞아떨어질 뿐 아니라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더욱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 디지털 세상에서 거점을 확대하면서 한층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마피아
2015년 온라인 범죄는 전례 없는 규모와 정교함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규모가 크고 정교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본격적인 범죄 집단이 디지털 세계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Carbanak와 같이
뛰어난 기획을 바탕으로 한 공격 작전이 늘어났습니다.45
이러한 조직은 각종 관계를 활용하고 협업하며 팀 체제에서
다양한 업무를 배정하는 등 마치 기업처럼 운영됩니다.
조직화된 사이버 범죄는 더 이상 작은 구성체가 모여 성사되지
않으며 1인 해커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인
기업처럼 뚜렷한 동기를 가진 범죄 조직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들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발자를 고용하고 각종 관계를 활용하고 협업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기업 못지않게 고도로 조직화되어 각
수장의 지휘 아래 작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유형의
인재를 투입하여 궁극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이와 같은 체계화된 조직에서는 이를테면 Shifu46처럼 정교한
악성 코드가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안 및
리스크 관리 사이트인 CSO는 사이버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35세로 상당한 경험을 가진 세대이며, 특히 80%의 전문 해커는
조직 범죄에 연루되었고 조직의 일원으로 일한다고
밝혔습니다.47 같은 기사에 따르면, "비조직적인 사이버 범죄"는
더 이상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범죄 집단이 운용하는 악성 코드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체계와 질서를 갖추고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기술뿐 아니라
변경 추적, 버전 관리, 애플리케이션 보안과 같은 전문적인
개발 프로세스까지 구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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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내내 정보 보안 관련 주요 기사에서는 예전에는

목마를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폐쇄적 집단이 자리하고

복잡하지 않았던 악성 코드가 전례 없는 형태로 모듈화되고

있습니다.

있는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ModPOS48와 같은 POS 악성 코드,
Ransom32와 같은 다중 플랫폼 배포가 가능한 JavaScript 기반

아래의 그림 4에서 보여주는 10대 악성 코드는 사이버 범죄가

랜섬웨어가 그 예입니다.49 그러나 악성 코드가 그처럼

더 이상 아마추어의 영역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Zeus 코드를

획기적으로 정교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뛰어난 투자

사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1인 해커와 소집단도 여전히

수익률(ROI) 전망 때문에 범죄 조직의 자금 및 고급 인력이

존재하지만 파급 효과가 더 큰 사이버 범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디지털 범죄의 암흑 세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조직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일어난 금융 악성 코드 관련 사이버 범죄 사고를

이는 2014년의 상황과 사뭇 다릅니다. 당시 가장 널리 유포된

살펴보면 Dyre,50 Shifu,44 Dridex,51,52 CoreBot53, URLZone254와

트로이 목마로 지목된 Zeus는 유출 후 공개되어 세계 각처의

같은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모두 그 배후에는 해당 트로이

많은 범죄자들이 사용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악성 코드의
버그를 수정하고 코드를 한층 더 발전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금융 악성 코드의 대표 주자들 – 전 세계 2015년과 2014년 비교

Dyre의
공격 규모가
2014년 대비
19% 증가

Zeus v2의
공격 규모는
2014년 대비
23% 감소

그림 4. 금융 악성 코드의 대표 주자들 – 전 세계 2015년과 2014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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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에서 사이버 범죄가 더욱 정교해지고 조직화되고

경계경보! 지역적 확장을 꾀하는 악성 코드
악성 코드의 진화 및 뱅킹 트로이 목마의 배후를 살펴보면,
조직화된 사이버 범죄 집단이 관련 자원을 확보하고 세계
각처로 이동시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규 지역을 공략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 간 이동에는 단순한 구성
파일 변경 이상의 조건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악성 코드
운용자는 새로운 지역마다 준비 단계를 거쳐 해당 지역에 맞게

있습니다.

공격 구성 요소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사회공학 전술을

악성 코드 구성은 변경하기 쉽고 공격 표적이 자주 바뀔 수

유포 수단을 구입하거나 대여하고 현지 은행의 인증 요건을

위해 해당 지역의 이메일 주소를 개발하거나 구입하고 스팸

있지만, 그림 5를 보면 지역 간 이동이 2015년에 가장

연구하고 각 표적의 거래 흐름에 맞게 웹 인젝션을 개발하고
즉시 이용 가능한 현지 자금 운반책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악성 코드의 신규 지역 진출 현황
7월

스페인에서 Dyre
트로이목마 등장*

8월

9월

Tinba,

Shifu,

루마니아

공략†

10월

영국으로 확산§

Gozi는
불가리아에 진출‡

11월

Tinba,

Rovnix,

러시아 강타**

일본 침공§§

Dyre, 호주 시장을
위해 업그레이드††
Dridex, 호주에서
새로운 표적 공략††

악성 코드가 더 많은 국가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Zeus Chtonik,

단순한 구성 파일 변경 이상의 노력이 요구되므로

호주에서 화면

사이버 공격이 더욱 정교해지고 조직 범죄화되고

캡처 공격 활성화††

있음을 의미합니다.

URLZone 2가
영국,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사이버 범죄
세계에 재등장‡‡

그림 5. 2015년 악성 코드의 신규 지역 진출 현황
*

Limor Kessem, “Dyre Malware Takes Summer Holiday in Spain,” Security Intelligence, 2015년 7월 14일

†

Limor Kessem, “Tinba Trojan Sets Its Sights on Romania,” Security Intelligence, 2015년 8월 12일

‡

Limor Kessem, “Gozi Goes to Bulgaria — Is Cybercrime Heading to Less Charted Territory?” Security Intelligence, 2015년 8월 18일

§

Limor Kessem, “Shifu Officially Spreads to the UK: Banks and Wealth Management Firms Beware,” Security Intelligence, 2015년 9월 28일

**

Eduard Kovacs, “Tinba Banking Trojan Targets Russia,” SecurityWeek, 2015년 11월 4일

††

IBM X-Force 악성 코드 연구 팀

‡‡

Limor Kessem, “Organized Cybercrime Big in Japan: URLZone Now on the Scene,” Security Intelligence, 2016년 2월 1일

§§

Limor Kessem, “Konnichiwa, Rovnix! Aggressive Malware Hits Japanese Banks,” Security Intelligence, 2016년 1월 7일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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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지화에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다는 Shifu

Dyre를 비롯한 악성 코드 운용 조직은 더 큰 보상을 얻는 데

작전은 일본에서 시작한 다음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새로운

주력하기 시작하면서 기업 이메일 서버용 관리자 인증 정보를

영국판 Shifu의 샘플을 보면 더 이상 explorer.exe 프로세스에

수집하는 “pn32”와 같은 새로운 모듈로 악성 코드를

대한 인젝션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활동 경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IBM은 이러한 유형의 개발이 기업 계정을

수정하여 새로운 svchost 인스턴스를 실행한 다음 그

이용한 사기 거래 프로세스의 일부일 뿐 아니라 Dyre 배후

프로세스에서 모든 작전을 수행합니다. 상당한 기획이

조직이 공격 대상에게 BEC(Business Email Compromised) 사기

요구되었던 또 다른 예인 Rovnix는 지난 몇 년간 유럽의 은행을

수법을 구사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닐까 의심합니다.57

55

공격했지만 이제는 일본의 은행을 겨냥하고 있습니다.56
BEC 사기는 전문 해커가 비즈니스 이메일 서버나 기업용
아마도 Dyre 트로이 목마 운용자는 호주 및 뉴질랜드의 온라인

이메일 서버를 감염시킨 다음 사회공학 기술을 동원하여 해당

뱅킹 사용자를 공격하기에 앞서 소규모 그룹을 파견하거나

기업의 회계사 또는 재무 책임자에게 즉시 거액을 송금하도록

현지에서 고용하여 작전을 짰을 것입니다. 이는 Dyre의 구성

지시하는 그럴듯한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대개 CEO나

파일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CFO가 보내는 것으로 위장하는데, 총 피해액이 건당 1백만
달러에 이르기도 합니다.

•
•
•
•

Dyre의 표적이 된 은행 URL이 비즈니스 뱅킹, 기업 뱅킹,
재무 관리, 우량 고객 전문 포털로 연결되었습니다.

기업을 겨냥하여 공격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Dyre는 현지 하드웨어 벤더에 적합한 인증 정보를

대표적인 2가지 사례는 사이버 범죄가 얼마나 대담해지고

수집했습니다.

치밀해졌는지 보여줍니다. 기업 뱅킹 계정을 대상으로 Dyre

Dyre는 현지 호스팅 벤더에 적합한 인증 정보를

트로이 목마를 사용하는 Dyre Wolf 공격58 그리고 Penneco

수집했습니다.

Oil을 대상으로 Dridex라는 트로이 목마를 사용한 Evil

Dyre는 채용 사이트의 광고 섹션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Corp.입니다.59

분명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지에 악성 코드 서버를 구축하면

각각의 경우 악성 코드 운용자는 표적 공격의 특성과 트로이

주로 동유럽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Dyre 팀이 호주와

목마 기반 온라인 뱅킹 사기의 장점을 결합시켰습니다. 공격

뉴질랜드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후에 IBM 연구 팀이 피해 기업과 가진 대화를 통해 이
공격을 주도한 사이버 범죄 조직이 실제 공격의 준비 단계에서

이러한 트로이 목마의 이주는 대개 크고 폐쇄적인 사이버 범죄

고도의 사회공학 기술을 구사했음이 드러났습니다.60

집단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획과 자원이 필요한 만큼
규모가 작은 조직이라면 재정적으로 감당하지 못했거나

준비 과정에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더 작은 규모의 계정에서

지금까지 활동한 적이 없는 나라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현지

사이버 범죄자가 노리는 동일 기업 소유의 계정으로 자금을

사이버 범죄자와의 유대 관계를 맺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옮기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를 설정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통화할,

전 범위에서 공격 규모를 키우고 있는 범죄 조직
2015년에 일어난 모든 사이버 범죄 유형의 공통점은 각 악성
코드 관련 트랜잭션 및 작전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랜섬웨어, 뱅킹 트로이 목마, 사이버 갈취, 표적 공격
등 지난해 일어난 악성 코드 공격의 모든 범주에서 건별
목표량이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일부 공격 표적을
개인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바꾸는 전략으로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은행 직원"처럼 말할 수 있는 달변가를 고용하고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한 번에 거액을 받을 수 있는 자금 운반용 계정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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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의 체계적 특성을 작전의 각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해줄

이 공격 집단은 15만 명이 넘는 TalkTalk 고객의 신상 및 금융

자원 및 인력과 접목시킨 덕분에 사이버 범죄자들은 기업

정보에 접근했습니다.63 그런 다음 회사에 연락하여 8만

계정에서 각각 수백만 달러를 훔쳐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 몇

파운드를 요구했습니다. TalkTalk의 데이터를 돌려받기 위한

년간 우리가 목격했던 정도를 뛰어넘는 규모로 사이버 범죄의

대가치고는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TalkTalk가 입은 타격은

신기원을 이룬 사건들이었습니다.

매출 손실, 사고 대응 비용, 추가 IT 비용 등의 "단발적인
비용"만으로도 최대 3,500만 파운드에 달했을 것이라고 이

Dyre Wolf 및 Evil Corp. 모두 Dyre 또는 Dridex를 이용하는

회사의 CEO는 밝혔습니다.64 이번 사이버 갈취는 규모 및

일반적인 온라인 뱅킹 사기의 불법 거래보다 훨씬 복잡하고

부수적 피해가 엄청났을 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볼모로 잡힌

계산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격의 규모가 확장된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운 전례

사례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없는 사건이었습니다.65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의 선두 주자인 Anunak

연합 세력

조직은 “Carbanak” 사건에서 10억 달러의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45 이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의 이름은
Anunak와 Carberp 코드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Carbanak
이전의 어떤 디지털 범죄도 그와 같은 막대한 금액을 그토록
짧은 시간에 강탈하지 못했습니다. 은밀하게 진행된 이 APT
공격은 2013년 말에 종료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공격이었음에도 들키지 않은 것입니다. 최초의 감염
수단은 스피어 피싱 이메일 및 익스플로잇 코드를 실은 첨부
파일이었는데, 직원의 엔드포인트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다음 인증 정보를 훔쳐 엔드포인트를 장악하고 사용자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일 조직에서 전적으로 통제하고 운용한다고 알려진61)
CryptoLocker와 같은 랜섬웨어는 불과 100일 만에 약 3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62
그러나 2015년에 일어난 최대의 사이버 갈취는 “TalkTalk”
사건일 것입니다. 이 영국 통신 회사를 공격한 전문 해커
집단은 데이터를 볼모로 잡아 돈을 받아내겠다는 목표로 여러
기업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조직화된 사이버 범죄 집단의 공격 캠페인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IBM X-Force가 한 해 동안
조사한 공격 캠페인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주요
사이버 범죄 집단, 특히 동유럽에 위치하거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인프라, 서비스를 비롯하여 범죄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비밀 서비스 업체와 손잡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CaaS(Crimeware as a Service)”의
출현입니다.
Shifu, Neverquest, Dyre, Dridex와 같은 악성 코드가 동일한
불법 서버로부터 실시간 웹 인젝션을 제공받기 시작하면서
CaaS 이용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트로이 목마를
이용한 실제 공격 사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완전히 동일한
내부 체계(기법, 전술, 절차)가 완전히 동일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60
이와 같이 동일한 웹 인젝션뿐 아니라 악성 코드 스팸 및
통신을 공급하는 서버도 Dyre와 Dridex가 똑같았는데, 범죄
조직끼리 협업 또는 사업 관계를 맺었거나 다른 범죄 조직의
협조 하에 인프라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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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용화가 충분한 증거는 아니더라도 Dridex 트로이

예를 들어 Microsoft Windows에서 2015년 말에 Windows

목마는 지난해 Dyre와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운용되었습니다.

10의 개인 사용자용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자마자 Dyre 및

기업 계정에 대한 Dyre의 공격 수법을 모방했을 뿐 아니라

Gozi 트로이 목마는 Windows 10 시스템에서 제대로 배포되고

2016년 1월 초에는 Dyre의 리디렉션 기술과 비슷한 새로운

새로운 Microsoft Edge 브라우저에 성공적으로 인젝션할 수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리디렉션 공격에서는 표적이 된

있도록 코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X-Force 연구 팀은 피해자의

브랜드별로 은행 사이트 복제본을 미리 만들어 사용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 조직이 엄선된

이는 Dridex 조직에게 큰 투자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Dyre 운용

전문업체에 코드 작성을 의뢰한 것으로 봅니다. 이 공급자들은

조직으로부터 도입했거나 Dridex 조직과 Dyre 조직이 동일한

웹 인젝션 전문업체이며, SaaS(Software-as-a-Service) 판매

크라임웨어 공급자로부터 공동 구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델을 통해 상용 솔루션을 사이버 범죄 조직이 정한 온라인

흥미로운 점은 양쪽 모두 영국에 위치한 기업들을 표적으로

뱅킹 플랫폼 및 국가에 알맞게 수정하여 공급합니다. 이러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정보는 악성 코드 구성 파일에 수록되는데, 트로이 목마는
그때그때 원격 서버에서 인젝션을 가져옵니다. X-Force 연구

사이버 범죄 세계의 협업은 다른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팀은 서로 다른 악성 코드 계열이 동일한 원격 서버와

있습니다. Shifu도 한 예입니다. 러시아어 사용자가 개발한

통신하면서 동일한 웹 인젝션을 가져와 구현하고 피해자에게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악성 코드는 상당량의 코드와 기능이

배포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Zeus와 같은 다른 악성 코드에서 복사해왔고 Corcow와 같은
다른 악성 코드와도 비슷합니다.66 Zeus의 기능을 복사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Zeus v2 코드가 오래 전에 유출되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Shifu는 코드에 특화된 데이터
도용 기법도 사용하는데, 그중에는 공개되지 않은 트로이
목마로 알려진 Corcow 악성 코드에 속한 것도 있었습니다.67
이러한 협업이 범죄 조직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여느
독점 시장과 마찬가지로 범죄자는 전문적이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뛰어나며 믿을 수 있는, 게다가 필요에 따라
발전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 조직은
각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툴 및 현지 언어 버전을 제작할
필요가 없어 더 빨리 새로운 지역을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검증받은 제대로 된 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X-Force가 실제 공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Dyre, Dridex와
같은 조직은 자체 개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문 해커 팀이
트로이 목마의 활동 중 더 복잡한 부분, 즉 다운로더, 실제 악성
코드, 구성 파일, 통신 암호화 체계 등을 프로그래밍합니다.

모바일 악성 코드의 약진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한 악성 코드로 수익을 얻으려는
사이버 범죄자들은 오래 전부터 트로이 목마가 PC에서
구사하는 것과 동일한 사기 시나리오를 모바일 기기에서
실현할 악성 코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전문 개발자들이 기존 PC 악성 코드에서 습득한 경험과 개념을
모바일 플랫폼에 접목하기 시작했지만 이 모바일 크로스오버가
빠르게 자리잡지는 않았습니다. 악성 코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난 10여 년간 계속된 가운데 악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단순 SMS(Short Message Service)
하이재커에서 스파이웨어, RAT(Remote Access Trojan)로
서서히 발전했고 결국 2015년에 최초로 획기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버레이 악성 코드입니다.
은밀한 화면 전환부터 팝업 애니메이션 수법까지 모바일 운영
체제의 오버레이 악성 코드는 PC의 웹 인젝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직 그처럼 정교하지 않고 "인젝션" 효과도
떨어지지만 오버레이 트로이 목마는 사용자를 속여 감염된
기기로부터 전자 결제 로그인 정보, 온라인 뱅킹 인증 정보,
결제 카드 정보를 즉시 입수하는 등 사회공학 수단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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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분기에 지하 경제 게시판에 처음 등장했던 이 모바일

이러한 모바일 악성 코드 CaaS 비즈니스 모델은 불과 몇 년

악성 코드 유형의 장점은 해당 기기를 범죄자를 위한 "만능

전까지 PC용 트로이 목마가 지하 경제에서 판매되던 방식과

장치"로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자는 오버레이

매우 흡사합니다. CaaS에서는 신참 공격자도 얼마의

악성 코드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피해자의 인증 정보를

비트코인을 내고 온라인 금융 사기용 모바일 봇넷을 손쉽게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SMS로 전송된 2중 인증 코드를 수신하고

가동한 다음 웹 기반 대시보드에서 공격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증 확인 전화까지 자신의 번호로 연결하여 사기 거래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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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69 범죄자는 모바일 기기 사용자를
공격함으로써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계정을 탈취하고 카드
사기를 벌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PC 기반 봇넷을 끌어 모아
실행하는 경우에 비해 들킬 위험도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노리는 사이버 범죄자가 사용하는
악성 코드는 각기 다른 수많은 공격자에게 팔린 제품이기
때문에 그 출처를 확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60 게다가 모바일
봇넷이 설치되면 VoIP(Voice over IP) 회선과 모바일 번호를
통해 감염된 기기로부터 훔쳐낸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사이버
범죄자는 이러한 자원을 가짜 이름과 주소로 등록합니다.
트로이 목마 통신 도메인이 세계 여러 곳에서 등록될 수 있는
것처럼 모바일 봇넷 자원도 그 배후 조직과 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동유럽에 있다면 더욱 힘듭니다.
오버레이 악성 코드는 차세대 모바일 위협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간주되며, 이 새로운 기술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버레이 악성 코드는 지하 경제의 모바일 전문
개발자들이 작성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형태로
상용화되는데, 여기에는 임대 또는 구입하는 악성 코드, 봇넷
관리 패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지정, 필수 운영 자원(호스팅,
서버, IP 전화 번호), 24시간 기술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세상의 마피아
사이버 범죄 조직은 온라인 사기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알게 된 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보안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70
모바일 환경도 사이버 범죄 조직이 충분한 수익성을 확인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SlemBunk 악성 코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 창에 오버레이 화면을 표시하도록 설계된 다단계
Google Android 트로이 목마입니다.71 SlemBunk의 코드 및
배포 방법론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 및 위장을 위한
합법적인 APK(Android Application Package)를 사용하는 등
매우 전문적입니다. 즉 치밀하게 계획된 진화형 위협입니다.
기회주의적인 CaaS 서비스 고객이 운용하는 다른 유형의 악성
코드와 달리 SlemBunk는 폐쇄적인 범죄 조직이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 전망
사이버 범죄는 지난 20여 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지만
2015년은 유독 특별한 해였습니다. 기업의 은행 계정을 노리는
Carbanak, Dyre Wolf, Dridex와 같은 공격에 의해 사상 최대의
디지털 범죄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보안 위협이 더욱 강력해지고 악성 코드도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72 IBM Security 연구 팀과 함께
귀사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트렌드를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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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IBM X-Force 보안 동향 및 위험 보고서

2015년에 발견된 취약점
취약점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모든 조직에게 더 효과적인 위험 관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중간 보고서인 2015년 3분기 IBM X-Force 보안 동향 및 위험
Scott Moore, Leslie Wiggins, Vikalp Paliwal

보고서에서는 약 4천여 개의 신규 보안 취약점을 보고하면서
연간 총 취약점 수가 8,000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2015년 하반기에 공개된 취약점 수가 늘어나 합계는 9,000개를
BM X-Force 연구 개발 팀은 1997년부터 소프트웨어
제품의 취약점 공개를 추적하면서 20여 년간 소프트웨어
개발 상황을 연구해왔습니다. X-Force 연구 팀은

벤더로부터 직접 소프트웨어 권고 사항을 수집하고 보안 관련
메일 서비스를 구독하고 취약점 및 알려진 익스플로잇 공격이
발견되어 리미디에이션(Remediation)이 이루어진 수백 개의
소스를 분석합니다.

밑돌았습니다. X-Force 팀이 지금까지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것 중 가장 많습니다. 이 수치에는 2014년에
US-CERT의 자동화 툴에 의해 발견되어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 식별자가 부여된 Android
애플리케이션 SSL(Secure Socket Layer) 취약점 약 1,400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2014년 첫 분기 보고서에서 집중 조명).

연도별 취약점 발견 증가 추이
2006년 ~ 2015년

2014년 수치는
Android 취약점 중
일부를 포함합니다.
2015년 합계는 이 수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IBM X-Force에서 등록한 취약점

US-CERT CVE에 의해 발견된 SSL 취약점

그림 6. 연도별 취약점 발견 증가 추이, 2006년 ~ 2015년

IBM Security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위험 평가
요즘에는 데이터 보안 사고가 예전보다 자주 발생하고 경제적
피해도 훨씬 큽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한 총 비용이 평균 379만 달러에 달합니다.20
2015년에 기업의 유출 데이터 건수는 더욱 증가하여 해당

X-Force는 고객 및 잠재 고객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기업이
자사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에 영향을 미칠 공개 취약점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그로 인해 데이터 유출의 위험 및
영향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에서
이러한 위험을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기업은 중요 데이터를 잃고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를 감수하고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

데이터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더 큰 규모로 일어나는 가운데

•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유럽연합
Data Protection Directive, 호주 Privacy Act, 일본

자산이 인벤토리화되지 않아 데이터의 출처를 모두
파악하지 못합니다.
취약점의 심각성 또는 비즈니스 성장에 미칠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의 정부 기관은 미국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산업 표준 PCI

•

취약점 검사를 통해 위험을 찾아내고 취약점을 바로잡으려
하지만, 직면한 위험의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PIP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와 같은 규정과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각 규정의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밀 데이터(예: 고객 정보, 환자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무거운 벌금, 형사 소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고객의 충성도 하락,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주요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
2011년 ~ 2015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저장소의 보안 취약점 해결은 모든 조직의
기본적인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X-Force는 매년 수많은 시스템 취약점이 패치 또는 해결책
없이 방치되는 것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2015년에도
취약한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로 인한 보안 사고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X-Force는 부실한 비밀번호 정책, 과도한 권한, 패치 누락, DoS
공격, 데이터 서버 구성 오류, 암호화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안 사고를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패치 없는 공개 취약점은
곧 익스플로잇 공격의 대상이 되어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취약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평가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해결해야 데이터 유출, 감사 불합격, 규정 위반, 고객 신뢰
상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을 평가하여 해결하거나 조직 및 고객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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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요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 2011년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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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이 아닌 확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위험성

18년 넘게 취약점 데이터를
수집해 온 X-Force 데이터베이스의
항목 수가 2016년 1분기에

100,000개
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더욱 각광받고 널리 보급됨에 따라 2015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플랫폼의 양대 축인 NoSQL 및 Hadoop 데이터 소스가 기업의
IT 환경에서 더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보편화되면서 이 세상은 더욱 축소되고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가 기존의 플랫폼을
대체함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빅데이터 환경에 방대한
양의 각종 데이터 유형을 엄청난 속도로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하는 최종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뱅킹, 결제, 주문

X-Force는 보안 권고, 취약점, 익스플로잇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카탈로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함으로써
기업에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97,000개 이상의
공개 고유 취약점을 다루면서 IBM Security Network
Protection 플랫폼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8년 넘게 취약점
데이터를 수집해 온 X-Force데이터베이스의 항목 수가 2016년
1분기에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빠르고
편리한 IBM X-Force Exchange 구독 서비스를 통해 최신 공개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X-Force Exchange는
IBM DB2®, Oracle Database, Microsoft SQL Server 등의
데이터 저장소를 포괄하여 모든 공개 취약점을 다루는 단일
통합 플랫폼입니다.
보안 관리자는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
취약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XForce는 DB2, Oracle, SQL Server 등의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취약점 652개 이상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게시했습니다.
게시된 각 취약점에는 보안 팀의 취약점 심각도 평가를 돕고자
CVSS(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 점수가
부여되었습니다. 보안 팀은 CVSS 점수와 해당 데이터 플랫폼
및 위험한 데이터 유형을 함께 고려하면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가장 심각한 취약점을 먼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이 익스플로잇 공격의
표적이 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X-Force Exchange에서
취약점을 검색하는 것은 이러한 프로세스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의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합니다. 이는 "빅데이터"일뿐 아니라 기밀 데이터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 및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달되므로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새롭고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속 딜리버리 모델 및 빠듯한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고 있는데, 보안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개발자라면 취약점을 찾아내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이나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격자에게는
쉽게 취약점을 이용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데이터 소스를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데이터 소스에 대한 취약점 평가 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데이터 환경의 취약점 및 전반적인 위험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안 팀은 확보한 증거 자료에 기초하여 취약점 유형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소스를 먼저
다루면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철저한 리미디에이션 및
보안(강화)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PCI
DSS, HIPAA, Sarbanes-Oxley와 같은 규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고 지원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PII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IBM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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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QL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확장성이 높은 애플리케이션

원격 익스플로잇 취약점의 예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기업도 취약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015년에 발견된 또 하나의 중요한 취약점은 Oracle Database

NoSQL 데이터베이스가 기본 설정으로 구성되었거나 적합한

Server(CVE-2015-4863) 취약점입니다. CVSS 점수가 10이라는

권한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이 취약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매우 큰 위험을

NoSQL MongoDB의 알려진 취약점 중 일부는 데이터 암호화

수반한다는 뜻입니다. Oracle Database Server v11.2.0.4,

부재, 적절한 인증 및 승인 프로세스 부재, 과도한 사용자 권한,

v12.1.0.1, v12.1.0.2의 Portable Clusterware에 있는 불특정

DoS 문제 완화 조치 부재 등과 관련 있습니다.

취약점이 문제인데, 이를 통해 원격 공격자가 데이터베이스와
그 내용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공개된 NoSQL 데이터베이스 MongoDB(CVE-

익스플로잇하기 용이한 이 취약점 때문에 Oracle Net을 통해

2015-1609)의 취약점 중 하나는 패치가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트워크 공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BSON 요청에 포함된 특수한 UTF-8 문자열을 통해 DoS 공격에

이 취약점에 대한 익스플로잇이 성공하면 임의 코드를

노출시킵니다.

실행하는 등 무단으로 운영 체제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Oracle에서 제공한 보안 패치를 적용하여 취약점을 해결하고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해 특히 유의할 점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기업에게는 모든 취약점이 유해하겠지만,
2015년에 드러난 몇 가지 취약점 유형을 간단하게

최종 조언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자는 끊임없이 기술과 수법을 바꾸고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교한 위협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가

과도한 권한과 관련된 취약점의 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X-Force는 이를 돕고자 매일 공개된

2015년에 SQL Server의 여러 취약점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취약점을 조사하고 그 정보를 X-Force 데이터베이스에

CVE-2015-1761은 SQL Server의 권한 승격과 관련 있습니다.

수록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위협 및 취약점 정보를

SQL Server에서 잘못된 클래스에 포인터를 캐스팅하는 오류가

활용하여 취약점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올바른

일어날 때 권한 승격 취약점이 나타납니다. 공격자가 감염된

리미디에이션 계획을 마련하여 귀사의 자산을 보호할 수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 가능한 인증 정보를 확보할

있습니다. 취약점 평가 및 리미디에이션은 기업이 중요

경우 이 취약점을 익스플로잇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이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좋은

취약점에 대한 익스플로잇에 성공한 다음 자신의 권한을

출발점입니다. 공개된 취약점이 익스플로잇되도록 방치하지

승격시켜 데이터를 보고, 변경하고 삭제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

마십시오. IBM X-Force Exchange 플랫폼에서 최근 게시된

수도 있습니다. DB_securityadmin 및 DB_owner와 같은

취약점 목록을 살펴보고 IBM Security Guardium®과 같은

권한으로 승격되면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 소유 역할이

데이터 보안 제품을 사용하여 취약점 식별, 우선 순위 평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리미디에이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안도 고려하십시오.

취약점은 특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데이터, 쿼리의
컨텍스트에서만 익스플로잇 가능하므로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스키마를 생성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엄격하게 제어하여 익스플로잇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점은 매우 특정한 경우에만 드러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Microsoft의 보안 업데이트는 SQL Server에서
포인터 캐스팅을 다루는 방식을 수정하여 이 취약점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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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보안 연구소 X-Force 소개
정교화된 위협은 모든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IBM 전문가의 통찰력을 활용하여 위험을 최소화하십시오.

I

BM X-Force 연구 개발 팀은 취약점, 익스플로잇, 활성
공격, 바이러스 및 기타 악성 코드, 스팸, 피싱, 악성 웹
컨텐츠 등을 포함한 최신 보안 위협 동향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합니다. 고객 및 일반 대중에게 새로운 중대한 위협에
대해 알릴 뿐 아니라 IBM 고객을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 컨텐츠도 제공합니다.

IBM Security Services: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면서
엔터프라이즈 환경 보호
IBM Security Services는 인프라,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보호부터 클라우드 및 관리형 보안 서비스까지 전 범위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중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업계 최고의 통찰력을 가진 인재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IBM은 고객의 보안 프로그램을 최적화하고 지능적인 위협을
차단하고 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IT 보안 사고가 일어나면 IBM Emergency
Response Services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지원하면서 정보
수집, 격리, 제거, 복구, 컴플라이언스 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IBM Active Threat Assessment 컨설팅 서비스는
은밀하게 활동 중인 사이버 보안 위협을 찾아내 고객의 인프라
또는 브랜드까지 큰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IBM
Incident Response Planning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프로세스, 툴, 자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CSIRP(Cyber-Security Incident Response
Plan)의 수립을 지원합니다. IBM Managed Security Services와
함께 업계 최고의 툴, 보안 인텔리전스,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사내 보안 자원을 운용할 때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IBM Security Trusteer®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비롯하여 수많은
IBM 조직 및 제품에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고객을
위한 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X-Force는 이번 보고서와
함께 중요 데이터가 저장된 곳에서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솔루션인 IBM Security Guardium(이전의 IBM InfoSphere
Guardium)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기밀 데이터 검색, 분류,
취약점 평가, 사용 권한 보고, 암호화, 마스킹, 교정, 이상 탐지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이 종합적인 데이터 보안 플랫폼은 보안
팀에서 데이터 환경 전반의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밀 데이터를 사내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데이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변화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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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신 분들

추가 정보

IBM X-Force 보안 동향 및 위험 보고서는 IBM의 전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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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IBM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IBM의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대한 고객의 준수
여부가 확인된다고 진술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우수 보안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 IT 시스템 보안은 귀사 내/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접근을
방지, 감지, 대응함으로써 시스템과 정보를 보호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부적절한 접근은
정보의 변경, 파괴 또는 유용을 초래하거나, 타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귀사 시스템에
대한 피해나 오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IT 시스템이나 제품도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으며, 단 하나의 제품이나 보안 조치만으로는 부적절한 접근을 완벽하게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M 시스템과 제품은 합법적이며 종합적인 보안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고안되며, 이러한 접근방법은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실행절차를 수반하며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른 시스템,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IBM은
시스템과 제품이 임의의 당사자의 악의적 또는 불법적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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