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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암 CEO

現 시큐리티 스타트업 포럼 공동의장

現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자문위원

現 경찰청 사이버 위협정보 전문가 그룹 위원

포브스선정아시아의영향력있는 30세이하 30인

코드게이트국제해킹방어대회우승

HITB CTF 세계해킹대회 1위

정보보안전문가로서고등학교교과서최초수록

존경받는기업인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現 사이버작전사령부 자문위원

現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위원



Hacker?
컴퓨터시스템을즐기고깊이탐구하는사람



현재해커의의미
언론등의대중매체에의해해커의의미가많이변질됨



화이트해커
시스템취약점을미리알아내고이를방어하는사람



블랙해커
금전적, 정치적, 재미등의의도로악의적인해킹을일삼는사람



원격근무도입으로인한취약점발생원인

아직성숙되지않은보안정책

관련보안제품부족

참고할만한보안사례부족

새로운시스템(VPN 원격근무) 도입

- Server/Client, Account, 취약한 기기 환경



Internet VPN



VPN은프리패스



VPN 해킹시나리오

VPN 자체(서버/클라이언트) 취약점해킹

다크웹에 유출된 VPN 정보

보안이 취약한 방산업체의 하청업체 해킹 하청업체
-> 방산업체로 악성 메일 전송, VPN 정보 탈취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VPN 서버







해외국가기관 VPN 취약점사례



피싱공격등보안인식에대한내부교육

VPN 서버/소프트웨어자체의문제점이생각보다많음
- 내가 쓰는 보안 제품이 안전한가?
- 업데이트 필수

내부침투성공을가정했을때추가공격대비
- 랜섬웨어, RDP Bruteforce, 기타 측면 공격 등

체크리스트기반보안성점검은요식행위가능성
-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 점검 필요



일반적인 보안 위협 방지

• 보안제품에의한방지
• 보안 제품
• 보안 라이브러리
• 보안 장비
• 각종 점검 도구
• 등등

• 보안서비스에의한방지
• 보안 컨설팅
• 보안 관제
• 등등

• 기타
• 시큐어 코딩
• 각종 보안 정책, 컴플라이언스



보안의 맹점

•해커의공격 = 돌연변이
•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공격에 대한 방어가 많음

• 기능 추가, 너무 많은 보안 대상으로 인한 보안 누락

• 티끌 모아 태산
• 여러 취약점을 모아서 아주 크게

•보안제품에취약점이발생할수도
• 3.20 사이버테러



내부 시스템
- 측면공격(Lateral Movement Attack)

공급망 공격(Supply Chain Attack)
- SMB Vendors, 보안 제품 등

새로운 시스템
- 원격근무

보안에 취약한 대표적인 부분



내부 시스템



딱딱한 겉 껍질 부드러운 속
(취약)

코코넛



Source: https://blogs.vmware.com/networkvirtualization/2020/09/what-is-lateral-movement.html/

측면 공격(Lateral Movement Attack)



측면 공격(Lateral Movement Attack)

랜섬웨어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

- 데이터 탈취

소스코드 감염

- 개발자, 시스템 관리자 컴퓨터 탈취



Internet OSWork OS

File system

망 분리



Internet OSWork OS

Delete

망 분리

Create

Accounts Accounts



내부 시스템 보안 주안점

중요성은 최소, 내부 = 외부 or 내부 > 외부

‘내부가 이미 뚫렸다고 생각하라’

- 랜섬웨어, 내부 주요 시스템 침해 등 미리 대비

내부자 or 권한을 가진 외부자(용역 직원 등) 관점의 모의 공격



공급망 공격



Source: https://finitestate.io/2020/12/15/how-we-can-prevent-supply-chain-attacks-like-the-one-on-solarwinds/

공급망공격(Supply Chain Attack)?

• 대상의 직접 해킹 -> 외부 협력업체, 서드파티(Third-party) 공급 업체 공략



솔라윈즈(Solarwinds)

•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

• 300,000+ 고객

• 거의 대부분의 포춘 500 회사와 다수 연방 기관에서 사용 중



솔라윈즈(Solarwinds) 사태

• 美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MS, FireEye 등 피해
• "the largest and most sophisticated attack the world has ever seen“ - MS President

• 솔라윈즈 빌드 환경 침해 -> 악성코드 삽입 -> 1만 8천 단체에 전파



공급망공격주요대상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 웹메일, 메신저 등 주로 SMB 벤더

보안 제품

- 방화벽, Anti-Virus, IPS/IDS, …

클라우드

- 공급업체, MSP, 유지보수 등

‘하나만 걸려라’



공급망공격최근트렌드



솔라윈즈의 교훈

빌드 환경 보안 강화, 개발자 보안 인식 향상

- 공용(외부) GitHub 업로드, Plain old FTP 사용, FTP 계정 노출

CISO 권한 강화

- 비즈니스가 보안에 의해 강한 브레이크 가능하도록

공급업체 보안 정책 평가, 보안 감사 등

- 대신, 고객의 비용 증가 감안 필요



보안 BMT

“어떤 제품이 가장 뚫기 어려운가?”

제품 도입 시 해커 관점의 보안성 테스트

- 단순 서류상의 요건 충족 vs 실제 적용 기술



보안 BMT – 실사례

(But, 작업 관리자에서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해서 우회 가능)

Q. 등록되지 않은 USB를 차단하나요?

A1. 네

A2. 네

매체제어 보안 사례

기타 망분리 제품 도입 BMT 사례 등



결론

• 완벽한 보안은 없지만 최선의 보안은 있다.

• 보다 실용적인 보안을 위한 접근 필요
• 공격 기반 방어

• 해커에 의한 취약점 점검

• 보안 BMT

• 당해봐야 안다. 미리 안전하게 당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