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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 스틸리언



1. 개요

취약점에대한접근방향

1.개요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취약점과 인텔리전스의 관계(특히, CTI)



1. 개요

취약점부터인텔리전스까지

1.개요

취약점과인텔리전스

대상 분석
(t-𝞓)

공격자 Action
(t)

Lateral movement
+ Persistent

+ …
(t+𝞓)

Detection
(t+2𝞓)

Clear!!
(t+3𝞓)

공격자의 시간 : 4𝞓
방어자의 시간 : 𝞓

Intelligence 시간, Flow



1. 개요

취약점부터인텔리전스까지

1.개요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현재 공격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과거에도 현재도 Pwn 위한 취약점과 Exploit을 중요하게 생각
- 현 시점에 차이점은 과거 Exploit만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현재는 MITRE ATT&CK 기준으로 Persistent, Privilege

Escalation, Defense Evasion, Lateral Movement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1. 개요

취약점부터인텔리전스까지

1.개요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Persistent, Privilege Escalation, Defense Evasion, Lateral Movement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 취약점 가격 상승에 따른 ROI가 낮아지는 현상(cf. BlackHole EK : $1,500 for one year)



1. 개요

취약점부터인텔리전스까지

1.개요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ROI 이슈는 Patch gap 기간이 짧아지면서 Exploit의 가용 시간 대비 비용 증가
- 발견한 취약점이라 하더라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 보장하기 어려움 à 높은 비용을 투자 또는 지불한 취약점

이더라도 투자/구입 비용 회수 이전에 사라질 수 있음



1. 개요

취약점부터인텔리전스까지

1.개요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Persistent, Privilege Escalation, Defense Evasion, Lateral Movement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 Exploit이 있고 0-Day라 하더라도 LPE 또는 Persistent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cf. Engine 종류, 인터넷 연결 유무, 행위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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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점에 대한 접근 방식
-(주) 스틸리언



1. 취약점을 대하는 자세

취약점을대하는자세

2. 취약점에대한접근방식

취약점과인텔리전스



1. 취약점을 대하는 자세

취약점을대하는자세

2. 취약점에대한접근방식

취약점과인텔리전스

공격자 방어자

어떻게 취약점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취약점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취약점으로 많은 수익을 낼 것인가? 어떻게 취약점을 패치 할 것인가?

취약점을 어떻게 Exploit할 것인가? 최신 취약점/공격 기법은 무엇인가?

Root cause는 무엇인가? Root cause는 무엇인가?

One shot one kill? 최신의 취약점/공격 기법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Critical한 대상(Ex. Chrome)은 무엇인가? 널 사용 가능한 취약점? 취약점을 어떻게 개발자에게 설명할 것인가?

동일한 형태의 취약점은 왜 계속 나오는 것인가?

- 이와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가장 평가 절하된 취약점이 “XSS”



1. 취약점을 대하는 자세

취약점을대하는자세: XSS

2. 취약점에대한접근방식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XSS 활용



1. 취약점을 대하는 자세

취약점을대하는자세

2. 취약점에대한접근방식

취약점과인텔리전스



2. 취약점 접근 방식의 변화

향후(?)취약점접근방식

2. 취약점에대한접근방식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우선!! 취약점을 찾고 패치하는 것이 중요한 미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구분 내용

취약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과거 취약점에 대해 RCE, LPE, Session Hijaciing 등과 같이 취약점 자체에 대한 논의 중심에
서 취약점을 통한 파급력 즉, 취약점을 통해 어떤 권한 또는 어떤 정보까지 탈취할 수 있는
지 확인해야함

• 과거 공격자는 파급력 있는 취약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대상에 적합한 취약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목적이 정확한 공격자 또는 Operation이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 가능한 취약점만
집중하기 보다는 대상 적용 가능한 취약점 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취약점 중심으로 관심
사가 전환되고 있음

취약점은 반드시 Patch 해야하는가? • 단순히 Patch 만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 취약점 영향력 그리고 Exploitable 가능성 등
취약점에 대한 조건 등을 고려한 대응 방안 수립 필요



2. 취약점 접근 방식의 변화

향후(?)취약점접근방식

2. 취약점에대한접근방식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하는 이유
- 공개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 공격자는 0-day 또는 n-day exploit은 패치 이전에 만들고 활용



2. 취약점 접근 방식의 변화

향후(?)취약점접근방식

2. 취약점에대한접근방식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하는 이유
- 널리 사용하는 Application(ex. Chrome, Microsoft Word) 또는 기타 Web service의 Mitigation 수준 상승

- 시간이 많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공격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수립과 수행
Ex. 대상에 접근 가능한 Attack surface가 오직 ”Whatsapp” 뿐이라면 Whatsapp 0-day RCE를 노릴 것인가?

다른 시나리오를 그려볼 것인가?

- 오래된 1-day 취약점, 취약점은 있으나 exploit이 없는 취약점을 준비하고 활용 방안 고민

- 특히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Operation 측면에서 본다면 1-day exploit은 Operation 환경 조성에 적절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2. 취약점 접근 방식의 변화

향후(?)취약점접근방식

2. 취약점에대한접근방식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Case study : CCTV



2. 취약점 접근 방식의 변화

향후(?)취약점접근방식

2. 취약점에대한접근방식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Case study : CMS



2. 취약점 접근 방식의 변화

향후(?)취약점접근방식

2. 취약점에대한접근방식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Case study :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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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텔리전스 서비스 발전 방향
-(주) 스틸리언



1. Intelligence 서비스

Intelligence 서비스

3. 인텔리전스서비스발전방향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Intelligence
- Intelligence has been defined in many ways: the capacity for logic, understanding, self-awareness, learning, 

emotional knowledge, reasoning, planning,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More generally, it 
can be described as the ability to perceive or infer information, and to retain it as knowledge to be 
applied towards adaptive behaviors within an environment or context.
…
Intelligence in computers or other machines is called artificial intelligence.

- Intelligence란, 지식 및 상황 또는 사실의 조합이나 나열이 아닌 산재된 정보의 수집을 기본으로 보다 가치 있는 활동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1. Intelligence 서비스

Intelligence 서비스

3. 인텔리전스서비스발전방향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CTI(Cyber Threat Intelligence)
- Cyber threat intelligence - CTI) is knowledge, skills and experience-based information concerning the 

occurrence and assessment of both cyber and physical threats and threat actors that is intended to help 
mitigate potential attacks and harmful events occurring in cyberspace.[1] Cyber threat intelligence sources 
include open source intelligence, social media intelligence, human Intelligence, technical intelligence, 
device log files, forensically acquired data or intelligence from the internet traffic and data derived for 
the deep and dark web.(from Wikipedia)

- 현재 CTI 측면에서 보자면 Open source intelligence와 Social media intelligence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습



1. Intelligence 서비스

Intelligence 서비스

3. 인텔리전스서비스발전방향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Opened} Crawler

- A Web crawler, sometimes called a spider or spiderbot and often shortened to crawler, is an Internet 

bot that systematically browses the World Wide Web, typically for the purpose of Web indexing (web 

spidering).

- 아래 그림에서 Scheduler가 할당하는 대상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서비스

- Tor Network 기반의 Dark Web(Ex. Hidden Wiki)을 Source로 하더라도 접근하기 위한 Channel(Internet 

à Tor Network)이 바뀔 뿐,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공개한(Opened) 정보를 기반으로 Crawling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1. Intelligence 서비스

Intelligence 서비스

3. 인텔리전스서비스발전방향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Opened} Crawler

- (Internet, Darkweb)Forum을 Closed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접근에 장벽이 있을 뿐, Sales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Opened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음



1. Intelligence 서비스

Intelligence 서비스

3. 인텔리전스서비스발전방향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OSINT

- Open-source intelligence (OSINT) is a multi-methods (qualitative,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collecting, 

analyzing and making decisions about data accessible in publicly available sources to be used in 

an intelligence context.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the term "open" refers to overt,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opposed to covert or clandestine sources).

- 결국 OSINT는 다양한 Source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Cralwer가 방문하는

Source 종류, 개수가 다양해진 것을 의미

- 뉴스, SNS, 커뮤니티, …

- 다양한 Source에서 수집할 데이터의 절대량의 증가로 OSINT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Opened라는

한계



2. Intelligence 서비스 향후 방향

Intelligence 서비스방향

3. 인텔리전스서비스발전방향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정보 수집 가능한 Source의 절대적인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각 Source가 생성하는 Content 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OSINT 시스템 구축은 필요 과제

- 다만, Opened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함

- OSINT라는 시스템에서 Opened라는 것을 확장할 것인지 Intelligence라는 것을 확장할 것인지 고민해야함



2. Intelligence 서비스 향후 방향

Intelligence 서비스방향

3. 인텔리전스서비스발전방향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현재 우리 상황은 대표적으로 Criminal Activities 영역에 적용 가능한 몇 가지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

- 이제는 Not Opened Source와 보다 적극적인 분석을 추진해야함



2. Intelligence 서비스 향후 방향

Intelligence 서비스방향

3. 인텔리전스서비스발전방향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Not opened source à Closed source : Closed source로부터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

- 중요 정보는 외부에 쉽게 공개하지 않고 내부에 남아 있음

- 즉, 접근이 제한된 위치에 가치 있는 정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음

- 특히, OSINT라는 서비스가 현 상태에서 더더욱 활성화 될 수록 위와 같은 성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임

- 접근이 제한된 Source로부터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 필요 à 이 부분에서 취약점 활용방안

고민이 집중적으료 필요



2. Intelligence 서비스 향후 방향

Intelligence 서비스방향

3. 인텔리전스서비스발전방향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Closed source로부터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

- 중요 정보는 외부에 쉽게 공개하지 않고 내부에 남아 있음

- 즉, 접근이 제한된 위치에 가치 있는 정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음

- 특히, OSINT라는 서비스가 현 상태에서 더더욱 활성화 될 수록 위와 같은 성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임

- 접근이 제한된 Source로부터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Passive intelligence vs. Active intelligence

- Ex. Closed source 대표적인 예시로 Inbox 정보 수집



2. Intelligence 서비스 향후 방향

Intelligence 서비스방향

3. 인텔리전스서비스발전방향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Relation : Information ßà Information

- 정보의 가치는 관계 분석을 통해 높인다고 할 수 있음

- 단순한 정보의 나열은 표면적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음

- 다수의 Source로부터 다수의 정보가 쌓이고 관계가 함께 쌓여간다면 그 정보의 파급력은 극대화 될 수 있음

- 특히 CTI를 넘어 Intelligence라는 본질적인 측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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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주) 스틸리언



1. 결론

취약점에대한접근방식의변화및인텔리전스서비스발전방향

4. 결론

취약점과인텔리전스

- 취약점은 계속에서 나올 것이고 Mitigation 수준은 향상이 ROI 이슈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격자는 취약점 자체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취약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

- 나아가 사용한 취약점의 결과를 기반으로 Persistent 등과 같은 이슈 고민

- 모든 취약점을 사전에 준비하고 방어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겠으나 사전에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음

- 공개되어 있거나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공격자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 어느 정도의 활동이 가능한지 또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함

- 현 수준 파악을 MITRE ATT&CK 중, 어디에 Mapping되고 어느 단계는 막을 수 있다라는 논의보다는 서비스

상황과 내용에 맞는 별도의 준비 필요

- Intelligence 측면에서 공개된 내용 을 수집 분석하는 Passive한 방법에서 한 단계 나아가 Active한 방법을 고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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