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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우리는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10
Years



IoC 확대

방어 영역 확장

탐지 기술의 발전

많은 사고 사례의 간접 경험





디자인 되지 않은 보안의 영역



특히, 공급망 이라는 공간은 더 넓어지고 있다

방어자 환경에는 디자인 될 수 없는 영역이 항상 존재한다

Kr/CERT, 가시성 확보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보안 투자 기업, 피해 예방이 가능하고 공격자에게 큰 손실을 입힌다

그렇지 않는 기업, 공격에 쉽게 허물어지고, 
사고 이후 디자인을 고민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여전히 많은 사고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 보다 더욱

잘 준비되어 있는가?





사고분석 종합분석
이미 발생된 피해 활동중인 공격



IoC
Indicator of Compromise



한번 노출된 C2는 재사용 하지 않는다

악성코드는 C2 변경이 용이하게 제작되고 있으며, C2 업데이트가 빈번히 발생

Malware



Exploit



Attacker



어떻게?





IoC IoA
Indicator of Compromise Indicator of Attacks



철학 Kill Chain

Intrusion Kill Chain

Cyber Kill Chain

사이버 공격은 단일한 행위가 아닌 여러 과정의 집합체

공격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프로세스적인 성격을 보인다

공격이 시작되면 초기 단계와 진행단계, 심화되어져 가는 단계들이 존재하며

특정 공격 단계의 시행에 방어자가 개입하여 일부를 무력화 또는 지연시킨다면

공격의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공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자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ATT&CK
Adversarial Tactics, Techniques, &nd Common Knowledge



TTPs
Tactics, Techniques, Procedure



TTPs #4



내부 보안 점검 및 강화

리눅스 환경

IoC?

Study Hard?



공격자의 TTP는 언제나 방어 환경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 

방어자는 방어 환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방어자는 공격의 흐름과 과정을 패턴이나 기법이 아닌
전략과 전술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방어자의 환경과 공격자의 TTP는 함께 이야기 되어야 한다. 

So What?



TTP를 이해한 방어자는 2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공격자의 TTP가 방어자의 환경에 유효한 것인지 여부

2) 유효하다면 TTP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TTP와 관련된 다양한 흔적들(Artifacts)은 단지 TTP에 대한 이해를 돕는 보조 수단



우리는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