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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al Security is the new Battleground.



복귀(復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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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최초 침투

내부망 이동

데이터 유출

공격자

공격대상 기업의
직원 계정을
사전에 확보

원격접속 시스템

이중인증
우회

(SMS, 이메일 등)

내부 업무PC 기업 주요
데이터 저장소

업무협업
솔루션

(예: 일정 및 현황
관리)

중앙관리
솔루션

(예: 프로그램 배포)

외부유출
확보된

계정 입력

접속 접속

‘22.3



Context

맥락,상황



Zero Trust

versus

Perimeter & Host CONTEXT

IoC IoA
확인

이벤트의 존재 유무

고민

비정상 행위를
우리의 업무 흐름에서

어떻게 분리해낼 수 있는가



ATT&CK

and

Pyramid of Pain



☞ 홈페이지 취약점 침투

☞ 시스템 계정 수집

Zero-day Exploit

☞ Lateral Movement

TTPs#1

TTPs#2

☞ 실행 및 지속 : 윈도우 서비스

☞ 방어 회피 : 난독화, 인젝션

Malware Features

☞ 정보수집 : 사용자 계정정보 덤프

TTPs#3

TTPs#5

TTPs#6

TTPs#7

Spear Phishing

☞ 스피어피싱 공격

☞ 브라우져 및 북마크 정보 탐색

☞ 웹 기반의 C2 활용

Lateral Mov. in AD

☞ 윈도우 명령어(파워셸,WMI) 악용

☞ SMB 포트 기반 측면이동

☞ DC GPO(그룹정책) 악용

Watering hole

☞ 공격 대상의 IP 필터링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취약점 악용

☞ 파일검색, 키로깅, 스크린 캡쳐

Admin Share

☞ C$, Admin$ 공유 활성화 문제

☞ 키로깅을 통해 계정정보 수집

☞ WMIC, SC, AT, SCHTASKS



Game Changer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엇



Provide a standard set of procedures to identify, coordinate, 
remediate, recover, and track successful mitigations from incidents.



Mandiant and CrowdStrike

Join Forces 

in the Fight Against Evil.

Effective security relies not only on the security controls deployed, 

but on the expertise and intelligence behind them.



anticipate adversaries and their intent, monitor the infrastructure 
they build, and learn from breached organizations.



Extend threat hunting beyond your perimeter.



 전통적인 보안 체계는 디지털 전환의 빠른 속도와 맞지 않다. 

 현재의 공격자는 과거의 공격자와 심하게 다르다.  ☞ 경계기반? 신뢰기반?

☞ 악성코드? 공격표면? ☞ 조직력? 인프라?

☞ CERT의 차단? IoC 효과?

 방어에 대한 개념 재정의 및 인식 공유

 IoC Analysis → IoA Analysis 

☞ 원천적 차단? 개입? 

☞ 방어 환경 ＋ 공격전략에 대한 이해

☞ 데이터 관리체계? 대응 정보의 선순환

☞ 모니터링과 같은 개념? 무엇이 중한가?

 전문가 주도적인 대응체계 확립

☞ 어떤 리더쉽?

☞ 우리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가?

 공격자와 유사 속도로 맞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새로운 차원의 가시성?

☞ Mitre ATT&CK 기준으로 무엇? 네트워크 분야는?



감사합니다.
leejk@kisa.or.kr

Lateral Security is the new Battlegro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