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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사이버위협현황I



2018년 현재까지 보안이슈



현재 상황은?



CPU 보안취약점, ICT 근간을 흔들다!!!



살얼음판 지정학적 위협



랜섬웨어 공격 현재진행형!!!



영화같은 이야기???



침해사고원인 분석 및 체크사항II



망관리, 방심은 금물



망관리 접점(길목) 해킹

A社 사무실



망관리 접점(길목) 해킹

인터넷 망

업무PC 서비스 서버

폐쇄
망

게이트웨이

DB

외부 IDC

DB 관리자

계정탈취



터미널

서 버

서비스 Web

패치관리 서버

내부 업무망

망관리 길목(접점) 해킹 後 통신채널 구성

계정탈취

…
폐쇄 망

VPN 서버

인터넷

명령조종지



폐쇄망 인터넷 접점(Proxy 등) 관리

원격연결에 대한 다중인증 적용

게이트웨이 구간 무결성(프로세스 모니터링 등)

외부 접점 접근제어 정책, 계정관리 정책



내부확산, 방치되고 있는 위험



내부확산 거점 - PMS(Patch Management system)

Client 
특정 포트
상시 오픈

악성코드
감염

정보 유출

APT 공격

중앙 관리 서버

Agent

Agent

Agent

악성코드
감염



내부확산

파일배포 스크립트 실행 보안정책 변경

파일,정책 공유 파일,정책 공유

AD AD AD

AD 장악

거점 - AD(Active Directory)



내부확산 거점 - 파일공유

파일서버

net use : 네트워크공유접속

wmic : 악성코드전송및실행

sc : 서비스등록

psexec : 원격파일실행

윈도우 기본
명령어 조합

파일서버장악



파일 배포이력

원격 명령어 수행 이력

접근제어 정책 및 접근이력

네트워크 공유 정책 및 계정 관리



공급망 위협, 4차산업환경에서의 큰 위협



공급망 개발 환경 해킹



공급망 개발자PC 해킹

데모 웹서버
(http://demo.xxx.com)

개발자 A

서버장악 명령조정지

정보탈취/
제품위변조

개발망



공급망 S/W 유지보수 환경 해킹

테스트서버

데이터
백업서버

고객지원 PC

.

.

.

고객지원 망

본사

IDC

고객社서버

유지
보수
채널



제품 도입 시 전과정 보안성 검토

유지보수 환경 보안성 강화

개발 환경 안전성, 무결성 관리



2019년사이버위협전망III



공급망 공격!!!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5G 상용화! 다가올 위협은?



그림자 조차 보이지 않는 공격자



보안수준제고 고려사항IV



일시적이 아닌 상시 보안수준 유지체계로…

인증, 감사 등 특정시점에 높아진 보안수준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파동형 보안수준 제거

보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파동의 골 최소화

솔선수범(率先垂範), 신상필벌(信賞必罰) ☞ 기업문화



3rd 파티 계약 및 관리에 대한 보안성 검토 강화

계약 사항에 보안성 강화 내용 포함

계약 이후, 납품, 운영 등 전체 프로세스 보안수준
관리 필수



엔드포인트 보안강화

위협의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체계 구축 필요

Detect
Security Incident

Investigate
Security Incident

Contain
The Incident at the 

endpoint

Remediate endpoint
to a preinfection state

EDR



단순 모니터링 대응체계 지양

잠재적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

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CTI:Cyber Threat Intelligence) 필요

보안로그모니터링만으로는
신속한대응한계

대량의공격정보수집/연관
분석을통한종합적대응필요



기업 사고대응 숙련도 향상

사고발생 시 일사분란한 신속대응 체계 구축

대응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정기 훈련 필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