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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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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자의 글

현업 보안 전문가가 들려주는 생생한 보안 키워드
기술의 변화는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도 조금만 지나면
오래된 지식이 되어 버리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그렇게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보안은 세상의 속도보다 다소 늦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기술이 개발되고 시장이 형성되면서 사용자가 늘어나고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후에야 비로소 이를 뒷받침하는 보안 기술이나 정책, 법규 등이 생
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듯하며, 오히려 이러한 보안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변화하는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는 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정보보안 119》는 이러한 빠른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보안 전 분야를
아우르는 중요한 용어들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까이한
다면 보안 기술의 A to Z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책 한 권을
본다고 전체 보안 영역을 마스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광범위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한 지식의 기초 체력으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자는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었던 보안 지식과 정보관리기술사를 학습하면서 체
득한 지식을 하나로 엮어 곧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안 전 분야를
키워드 중심으로 집대성하였으니 보안 전체를 아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보안 입문의 즐거움과 보안 지식의 체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
기를 바랍니다.

감수자

10

양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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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시작하는 보안인을 위한 알기 쉬운 보안 이야기
일반적으로 보안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보안을 처음 접
할 때 많은 걱정과 함께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용어와 방법을 몰라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
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안 업계에 근무하면서, 그리고 여러 보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
면서 알게 되었던 지식과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전달할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유명 저자들이 쓴 가벼운 이론 책들은 있지만, 국내 상황에 비추어 누구나 가
볍게 볼 수 있는 보안 서적이 없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 책은 초급자도 쉽게 볼 수 있는 책,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책,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의가 적혀 있는 책, 그런 책을 꿈꾸며 집필한 책입니다.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그런 책을 직접 써 내려갔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
부할 수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재미있는 지식의 바다에서 작은 나침반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는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정보보안에 관심을 둔 많은 분이 정보보안에 대한 본
질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대해서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 준 가족과 여러 동료들, 그리고 출판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항상 돌봐 주시는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은이

문광석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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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통합 위협 관리
Unified Threat Management, UTM
방화벽, VPN, IPS, 안티 스팸 메일 등 다양한 보안 기능을 포함한 네트워크

한 줄 요 약

보안 솔루션

이 책의 특징
중소기업이나 보안 담당자가 많지 않은 기업에서는 방화벽, IPS, DDoS, VPN, 스팸
메일 장비와 같은 보안 솔루션을 전부 구매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구매 비용뿐만 아

1

니라 인력 운용비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올인원 형태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도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한 고민에서부터 탄생한 것이 UTM입니다.
UTM Unified Threat Management 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

단순하게 지식 이해로

템, 안티바이러스 등 여러 보안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포함하는 네트워크 어플라이
언스Appliance 형태의 보안 솔루션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격증
목적이 아닌,

끝나지 않는

현재 방화벽이라고 불리는 장비들은 독립적인 방화벽보다는 UTM 형태가 훨씬 많을

보안 산업의 현황 공유 및

겁니다. 시큐아이의 MF2, 안랩의 TrustGuard, 엑스게이트의 AXGATE, 포티넷의
ForiGate 등과 같은 많은 장비가 UTM 기능을 지닌 솔루션들입니다. 이들이 기술

새로운 인사이트 제시

보안 시장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직자를 위한
보안 기술

기본적인 구성은 방화벽, IPS, VPN까지는 동일하나, 업체나 제품에 따라 다양한 기
능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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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M

인터넷

사설망

악성 유입 차단

방화벽

안티
DDoS

그림 위주의 구성도, 개념도,

IDS/IPS

VPN
(IPsec/SSL)

아키텍처, 절차도로

안티 스팸

안티
바이러스

실제 기술의 원리 이해를 통해

UTM 제공 기능

전체적인 보안 아키텍처 수립을 유도

▲ UTM의 구성도

네트워크 보안 기능으로 방화벽Firewall, IDS/IPS가 존재하며, 암호화 기능으로 VPN Virtual
Private Network
Spam

과 콘텐츠 필터링 기능으로는 유해 사이트 차단 Web Filter , 스팸 메일 차단 Anti-

, 백신 Anti-Virus , 통합 관리 기능으로는 로그 관리 등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2

출입 관리를 하는 것이 물리적 보안입니다.

물론, 전용 장비라고 불리는 각각의 개별 장비가 훨씬 성능이 좋고 다양한 관점의 방

어가
가능하다는
것은내가
분명한
출근해서는 무엇을 할까요? 내가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
일하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UTM 제품은 이러한 각각의 제품

사장님의 자료를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각자
역할에 맞는 부담스러운
접근 가능한 자기업
을 도입하기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최적

료 등급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관리

의 장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적 보안입니다.

예시와 정의를

성능상의
필수 기능만을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신에서문제점은
알람 창이 뜹니다.
바이러스가 침입하려고 했지만 확인해서 차단했다고
합니다.업
이렇게
안전한 환경을
스케일
Scale Up, 성능 높이기, 전용

통한 알기 쉬운
설명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 보안입니다.

이용하여 부하를
줄이거나,
상위 라인업의 장비
어려운
내용의
설명보다는

장비 추가를 통해서 보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상

예시를 통해서

의 전문성이 의심된다면 장비뿐만이 아니라 운용 서비스를 함께 구매하여 서비스 레

가벼운 이해를 유도

세 가지로 분류된 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벨을 관리를 통해서 전문 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관리적 보안: 조직의 관리 절차 및 규정, 대책을 세우는 방법

반대로, 큰 기업에서는 다양한 전용 장비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 보안 정책/절차관리, 보안조직 구성 및 운영, 감사, 사고 조사)

2. 기술적 보안: 정보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에 특화하여 보호하는 방법
(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3. 물리적 보안: 설비/시설에 대한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035 | 통합 위협 관리

( 사업장 출입 관리, 주요시설 관리, 자료 백업, 자산 반/출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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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전자 서명 / 전자 봉투

이러한 전문가들은 Security Specialist 전문 분야 , Consultant 컨설팅 , Designer 설계 ,
Digital Signature / Digital Envelope
Operator 운영, Developer 개발, Manager 관리, Engineer 기술 지원로 나뉘어 근무합니다.
한 줄 요 약

확실한 정의 기반의

전자 서명: 공개키를 이용해서 본인의 행위를 증명하는 서명
전자 봉투: 수신자의 공개키로 전자 서명을 암호화로 전달하는 방식

#005 | 보안의 분류

명료한 설명
27

공개키는 데이터 암호화 기능 이외에 서명 기능이 존재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2020-06-04

키워드로 정리하는 정보보안 119(본문)5차.indd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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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시에 본인이 이 거래를 승인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전자 서명을
통해서 자신이 이 거래를 하도록 승인했음을 증명합니다.

12

이 책의 특징

전자 서명 Digital Signature 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전자문서/거래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메시지

메시지

메시지

해시 알고리즘

키워드로 정리하는 정보보안 119(본문)최종.indd 12

해시값

두 값이 같다면 인증

전자서명

해시값
송신자의

전자서명

해시값
송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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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005 보안의 분류
Classification of Security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QR 코드를
통한 온라인

저자의 온라인 특강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측면의 보호

한 줄 요 약

QR 코드 제공

무료 특강

보안을 해보거나 보안업무를 처음 접하게 되면, 주위에서 매번 묻는 질문이 있습니
다. “주로 관리적 보안을 하세요? 기술적 보안을 하세요?”
보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영역의 보안이 존재합니다.
관리적 보안 필요
들어오는 사람의 역할 및
Top Secret
권한이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사원이 사장 자료 열람 가능

비밀

기술적 보안 필요
물리적 보안 필요

개발, 컨설팅, 모의 해킹, 침해 사고 대응, 구축,

전화선을 누구나 접근해서
몰래 도청하여 비밀을 다 듣는다면?
▶영업 기밀 유출, 경쟁 불이익

회사/집에 침입을 시도하는데
문에 자물쇠나 비밀번호가 없다면?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가능

운영, 기획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험 및

▲▲보안의▲영역▲분류

정보관리기술사, ISMS-P, 정보보안기사,

회사에 다니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열쇠, 사원증, 지
문 등으로 문을 열고 나의 출근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가된 사람만

CISSP, CEH, ISO27001, CPPG, K-Shield와 같은
다양한 자격증의 지식 통합 제공
#117 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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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경 설계 시 보안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강화하는 방식

대개 이메일이나 웹 링크를 통해서 감염된 랜섬웨어는 본인 PC뿐만 아니라 주위에

4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재미있는
보안 이야기

다른 PC까지 침투하여 암호화를 통해 금전을 요구합니다. 에레버스 랜섬웨어의 공
철학이
물리보안에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제공하는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사례입니
Q. Wilson 과
(웹서비스를
사이트)
가 대표적인
격을 받은 나야나
웹호스팅
사이트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 대표적인
발표한사건으로
들어 본되었
적
조지
켈링George전달했던
L. Kelling 이나야나
Broken Windows
Theory 에 대해
다. 금전까지
한국은
랜섬웨어의
피해국이

보닛을 모두 열어 두고, 그중 한 대의 차량 앞
이
구석진 공격의
골목에 표적이
2대의 차량
고,있나요?
또한 랜섬웨어
되었습니다.
유리창을 깨뜨려 놓은 채 일주일을 관찰합니다. 그랬더니 보닛만 열어 둔 차량은 이
랜섬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건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2016년 6월에 뽐뿌를
전과 동일했지만, 앞 유리창이 깨져 있던 차량은 폐차 직전까지 심하게 파손되는 결
숙주로 울트라크립터 Ultracrypter 가 크게 발생했으며, 2017년의 일본 열차 정지와 영국
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더럽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 범죄와 사고에 직결되
의 NHS, CJ CGV 등을 마비시킨 워너크라이 Wannacry , 이후 2017년 6월에 나야나의 에
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CPTED입니다.
레버스 Erebus , 우크라이나의 정전 사태를 일으킨 낫페트야 NotPetya , 그 이후에도 갠드크

키워드 중심의

CPTED
범죄 예방
환경사고를
설계, 여러
학문있습니다.
간 연계를 통
Crime
Prevent Through
Environment
Design 란형태로
랩 Gandcrab
, 매그니베르
등 다양한
사건과
일으키고
Magniber

보기 쉽고 읽기 쉬운

해 도시 및 건축 공간 설계 시 범죄 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게 변경함으로써 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컴퓨터 내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하는 네스티 스터프 Nasty Stuff , 경고
죄 및 불안감을 저감시키는 원리이자 실천 전략을 말합니다.
팝업을 통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스케어웨어 Scareware , FBI나 사법부를 사칭해 벌금을

재미있는 이야기

대응하기 위해
유도하는 락 스크린
감시 Lock Screen 등이 존재합니다.
접근통제 랜섬웨어에 효과적으로
공동체 강화
(조직적, 기계적, 자연적)

(조직적, 기계적, 자연적)

01. 자연감시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시킨 설계

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린교류 활성화)

감염 전에는
원격 사람의
백업, 출입을
미리 분리된 공간에 외부인과
보관하는
내/외부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02. 접근통제
부적절한
통제하는
설계
분리강화
소프트웨어
, 악성코드 탐지의
대표
방법인준법의식을
최신 백신
수행하는
03. 망
영역성
공간의
책임의식과
강화시키는
설계 설치, 공유 폴
활동성
활성화
자연감시와
연계된
다양한
설계합니다.
관리
자료
버전
관리활동을
, 여러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등을유도하는
수행해야
더 권한 04.
05. 유지관리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한 계획

이러한 사전 준비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었다면 사전에 백업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CPTED의▲주요▲원리(출처:▲서울특별시)

복원,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전문 기술을 통해 감염 경로를 추적
디지털
Digital Forensic ( #098), 침해 사례를 조속히 전파하여 보고 및 신고,
SECTION
8 |포렌식
융합 보안
264 하는

전문가들에게 상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임직원 보안 교육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성행하고 있는 랜섬웨어는 제일 주의해야 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정보보안 119(본문)5차.indd 264

기술의 배경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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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사례 및
#060 | 랜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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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코로나 19는 인류에게 큰 재앙을 안겨주고 있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발전이 주
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및 사회 구조 측면에서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하는 순기능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 테
러 등의 역기능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기능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보보안 기술
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키워드로 정리하는 정보보안 119》는 저자의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보안 정의부터 암호화, 해킹, 관련 법률 등 최신 보안기술 영역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를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한 시의적절한 책입니다. 정보
보안에 대한 초보자뿐만 아니라 전문가까지 참고하여야 할 정보보안의 지침서로서 강력
하게 추천합니다.
●

백형충 /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회장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해킹 공격자 역시 다양한 측면의 공
격 루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담당자
의 역할과 인사이트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다변화하는 공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능동적인 보안의 아키텍처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자 한다면 이 책이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양한 보안 영역의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좋은 경험을 공유하기
바랍니다.
●

전상덕 / 김앤장법률사무소 디지털포렌식 전문위원, 정보관리기술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이버 보안은 IT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등극했습니다. 하
지만 모든 디바이스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이라고 하면 컴퓨터 내의 시스템이나 프
로그래밍에 능통한 해커 같은 이미지만 연상되는 분들에게 쉽게 보안 개념을 설명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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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책이 나왔습니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정보보안 119》는 119개 키워드로 보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어서 보안을 처음 배우고자 하는 분이나 보안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최상의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보안 분야에서 오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저자가 심혈을 기울인 역작으로, 유튜브 강의까지 제공하고 있어
서 보안의 개념부터 심화 기술까지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서정훈 / 엔씨소프트 퍼블리싱 플랫폼 PM 리더, 정보관리기술사, 《PMP Agile 바이블》 저자

IT 보안 관련 업계에 종사한 지 20여 년이 되었으나 신입사원 또는 정보보안을 처음 접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년간 IT 보안 업무를
함께 한 후배가 《키워드로 정리하는 정보보안 119》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정보
보안 업계에 첫발을 들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IT 보안 지식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리는 다
양한 보안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키워드에 대
해 자신이 소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예시와 비유를 곁들여 친절하게 설명
합니다. 이 책은 IT 보안의 세계로 안내해 줄 시작점이자 나침반과 같습니다. 여정의 첫
걸음을 이 책과 함께 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드디어 팀의 신입사원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책이 세상에 나와 기쁩니다.
●

곽규복 / LG CNS 보안플랫폼 팀장, 정보관리기술사, 그리고 자랑스러운 저자의 선배이자 동료

《키워드로 정리하는 정보보안 119》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저자의 오랜 보안 컨설
팅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와 예리한 통찰력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키워드별 분량이 2페
이지 이내로 호흡이 매우 짧지만, 그 내용의 깊이는 감히 정보보안의 백과사전이라고 칭
하고 싶습니다.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나름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도 몇
몇 주제에서 저자의 다양한 관점과 참신한 발상에 절로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습
니다. 거두절미하고, 저자의 책을 먼저 정독한 독자로서 추천합니다. 정보보안 분야에 달
콤한 매력을 느껴 입문하려는 분, 오늘도 현업에서 힘겹게 유관부서를 설득하고 고객을
위해 고민하는 실무자 모두에게 이 책은 바다 위 등대와 같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김두민 / SK텔레콤 정보보호담당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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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박인상(이글루시큐리티)

보안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소설처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보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이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인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고 제도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까지도 잘 설명되어 있어서 균
형을 잘 잡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양자암호, IoT 보안,
클라우드 보안, 인공지능 보안까지 있어서 더욱 관심 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용욱(라인플러스)

지금까지 보안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어떠한 보안 서적도 독자의 사전지식 없이는 접근
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책은 독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쉽고 친
절하게 설명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걸작입니다. 정보보안의 주요 개념을 토
픽으로 나누어 짧은 호흡으로 읽어 나갈 수 있게 하였으며, ‘한 줄 요약’을 통해서는 서두
에 해당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석진우(LG CNS)

보안에 입문하려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핵심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2페이지 이내로 구성하여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담겨 있는 지식의 수준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윤영빈(농협중앙회)

보안 분야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아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보여준 이해하기 쉬운 예시와 핵심 키워드 중심의 간결
한 설명은 그러한 선입견을 넘어서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자가 고민을 많이 해서 쓴 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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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안 입문자나 보안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망설
이지 않고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현수(무스마 기술연구소)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입법되었다는 사실을 이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정
보보안 소식에 밝은 전문가가 최신 동향을 반영해서 쓴 내용이라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많은 보안 주제 가운데서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고 한 권 분량으로 적절히 뽑아낸 정리 노
트 같은 책입니다. 각 주제에 대해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무엇을 알아야 할지, 앞으
로 어떤 지식을 채워 나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각 장의
분량이 짧고, 간결하게 되어 있어서 읽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에 대한 외래어
가 병기되어 있어서 한결 좋았습니다.
임혁(나일소프트)

이 책은 정보보안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만의 분명
한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보안은 기술, 법,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
다 보니 학습자가 광범위하게 알아야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119개
의 정보보안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모두 제거하고 정보보안을 알차게 한
권에 담았습니다. 여러 번 읽다 보면 정보보안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허준범(코리안리재보험)

저는 회사에서 보안 담당 업무를 맡아 생소한 보안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업무
를 익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너무 깊고 세부적인 인터넷 정보들을 접하면서 아쉬
움을 느꼈고, 넓은 보안 분야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한눈에 정리해 놓은 책의 필요성을 절
실히 느꼈습니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정보보안 119》는 이러한 저의 상황에 딱 맞는 책
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정보보안 업무에 첫발을 내딛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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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보안
주요 내용

보안 및 주요 유사 개념의 차이(보안, 보호, 안전, 취약점, 약점 등)를 통해 전반
적인 보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안의 정의 및 용어 Security Definition & Vocabulary

●

보안 vs. 안전 vs. 보호 Security vs. Safety vs. Protection

●

보안의 연결 공격 Attack Chain of Security

●

보안의 목표 Goal of Security

●

보안의 분류 Classification of Security

●

보안 인식 & 훈련 & 교육 Security Awareness & Training & Education

●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

●

보안의 윤리 Ethics of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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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보안의 정의 및 용어
Security Definition & Vocabulary
한 줄 요 약

위험의 총량을 줄이는 방법

보통은 보안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보호하는 행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호하는 자산에 따라서 데이터를 지키는 정보보안, 직접적인 접근을 지키는 물리보
안, 다양한 산업의 형태를 지키는 융합보안 등 보호할 자산을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

다. 정식으로 보안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보안 Security 이란 외부의 위협 Threat 으로부터
내부의 자산 Asset 에 대한 취약점 Vulnerability 을 보호대책 Countermeasure 을 통해 보호하는 방식
을 말합니다.

R =
위험

위험 3요소

V A T

취약점

자산

위협

위험 4요소

C

보호대책

▲▲보안 관점에서 위험의 구성 요소

위협을 없애거나, 자산의 가치가 없거나,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험이 존재하

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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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생소한 위험, 위협, 자산, 취약점, 보호대책과 같은 용어에 대하여 예를 통
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펜으로 필기를 하다가 펜이 부러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펜이 부
러지는 과정에 위험 구성 요소를 적용해서 주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

위험( 펜의 파괴): 외부의 행위에 대해 자산(펜)이 발생할 손실

●●

취약점( 잘 부러짐): 자산(펜)이 가지는 공격 가능한 성질

●●

자산( 펜): 개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쓸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

●●

위협( 펜을 함부로 사용하는 습관): 자산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

●●

보호대책( 추가 펜 구매): 자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

Risk

자산의 가치가 손실될 가능성

보안 솔루션/조직

외부

Threat
공격자/해커

외부의 위협이 없다면?
안전

Countermeasure
침입 시도

내부

Asset

업무용 정보/시스템

Vulnerability
노출된 인터페이스

내부 자산에 취약점이
없다면? 안전

▲▲보안 용어의 관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버릴 수는 없고, 외부의 공격자를 내 맘대
로 제거할 수도 없는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안은 이러한 취약점
을 발견하여 제거하거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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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보안 vs. 안전 vs. 보호
Security vs. Safety vs. Protection
한 줄 요 약

보안: 자산을 위험으로 보호하는 방법
안전: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
보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

보통은 보안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안/안전/보호를 별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서로
유사한 개념으로 차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개입 여부,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차이로 구분하는 논지도 존재하나, 본
래의 의미로서 사전에서 말하는 의미를 말하고자 합니다.

《Collins Dictionary》에서의 보안, 안전, 보호의 사전적 의미
Security refers to all the measures that are taken to protect a place, or to

ensure that only people with permission enter it or leave it.
보안은 허용된 사람만 처리하도록 보장하고 장소(자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

는 방법을 말합니다.
Safety is the state of being safe from harm or danger.
안전은 위험/위해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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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is against something unpleasant means to prevent people or

things from being harmed or damaged by it.
보호는 위험/위해로부터 자산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입니다.

우산의 예를 이용하여 세 가지의 개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Security)
우산으로 비 피하기

안전
보호

(Safety)

(Protection)

비를 맞지 않는 상태

우산 들기

▲▲보안/안전/보호의 관계

비가 내리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안전) 우산을 들어(보
호) 비를 피해야(보안)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보안을 수행하여 자산을 안전

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Tip

정보보안과 정보보호의 의미

보호하는 자산의 유형에 따라 보안의 유형이 나뉩니다. 특히,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정보보안이
라고 합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정보보호도 Information Protection이 아닌 Information Security
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부 침입을
보안, 내부 유출을 보호로 해석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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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보안의 연결 공격
Attack Chain of Security
한 줄 요 약

약점으로부터 공격이 발생하여 대응하는 과정

보안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요소 중 하나인 약점이나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
제 공격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안의 연결 공격이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연결되지 않는다면 실제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점

취약점

위협

공격 기술

실제 대응

▲▲보안의 연결 공격 체인

보안의 연결 공격 Attack Chain of Security 은 존재하는 약점 중에 공격 가능한 취약점을 분류하

여, 위협 요소로 만들어 공격 기술로 발전시키고, 이를 이용한 공격에 대한 보안 전문
가들의 실제 대응을 통해 공격을 제거/차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
정에서 연결을 끊는 행위를 킬 체인 Kill Chain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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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접근 통제
주요 내용

지정된 사용자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는 권한 통제에 대한 이론(모델, 정책)과 실제
시스템 구현(윈도우, 리눅스)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접근 통제 Access Control

●

MAC Mandatory Access Control

●

DAC Discretionary Access Control

●

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

●

벨-라파듈라 & 비바 Bell-Lapadula & Biba

●

리눅스 PAM & 윈도우 SAM Linux PAM & Windows SAM

●

TCP 래퍼 TCP Wrapper

키워드로 정리하는 정보보안 119(본문)최종.indd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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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접근 통제
Access Control
한 줄 요 약

주체가 객체에 접근 시 이용하는 절차 및 메커니즘

우리 회사의 내년도 제품 라인업은 누구나 봐도 되는 데이터일까요? 아닐 겁니다.
만일 그 데이터가 외부에 공개된다면 기업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습
니다. 나아가, 경쟁사에 들어가게 되면 연구한 성과가 모두 사라질 수 있을 만큼 중
요한 데이터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바로, 사용자(주체)의 신원을 식
별/인증하여 대상 정보(객체)의 접근, 사용 수준을 인가Authorization 하는 절차인 접근 통
제 Access Control 를 통해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접근 통제는 세 가지의 요소로 분류됩니다.
MAC, DAC, RBAC

정책
구성

적용

Access Control
메커니즘

모델
표현

ACL, CL, SL

비바(Biba), 벨-라파듈라(Bell-LaPadula),
클락-윌슨(Clark-Wilson)

▲▲접근 통제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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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 접근하는 제한 조건을 정의하는 정책 Policy , 시스템 보안 요구를 간결하게 표현
한 모델 Model , 그리고 요청을 규칙에 대응시켜 검사 및 제한하는 메커니즘 Mechanism 까지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 접근 통제를 구성합니다.
메커니즘은 실제 접근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서, 객체 기준으로 허가받은

대상인 ACL Access Control List , 주체 기준으로 허가받은 접근 가능 권한인 CL Capability List ,
객체에 부여된 보안 속성 집합인 SL Security Label 로 구성됩니다.
ACL(Access Control List)

CL(Capability List)

파일 A

파일 B

파일 C

사용자 A

소유/읽기/쓰기

읽기

쓰기

사용자 B

읽기/쓰기

소유/읽기/쓰기

읽기

사용자 C

읽기

쓰기

소유/읽기/쓰기

SL(Security Label)

▲▲접근 통제의 메커니즘

접근 통제를 할 때는 원칙을 지켜서 정책과 모델을 구현해야 합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 권한 부여: 업무 수행 시 꼭 필요한 권한만 부여합니다.
2. 최대 권한의 정책: 데이터 공유의 장점으로 가용성을 관리합니다.
3. 직무 분리의 원칙: 보안, 감사, 관리 등 직무의 권한을 분리합니다.
참고로, 접근 통제 정책은 이어서 소개할 MAC, DAC, RBAC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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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MAC
Mandatory Access Control
한 줄 요 약

극비, 비밀, 미분류로 구분하는 접근 권한 관리 정책

군대를 예로 들겠습니다. 군대에서는 모든 직급이 똑같은 접근 권한을 가질까요? 직
급이 제일 낮은 이등병 병사가 그 부대의 전체 경비 계획과 같은 핵심 비밀 = 극비 Top
Secret

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부대의 책임자인 장군과 일반 병사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처럼 객체 Object 에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주체 Subject 에게 인가 등급을 부여하는
MAC Mandatory Access Control 과 같은 보안 정책을 통해서 정보를 관리할 것입니다.

주체의 비밀 취급 인가

객체의 민감도 레이블
접근 규칙

① Top Secret

① Top Secret

② Secret

② Secret

③ Confidential

③ Confidential
④ SBU
⑤ Unclassified
▲▲MAC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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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와 객체에 부과된 보안 레이블 기반으로 접근 통제를 수행하며, 관리자만이 정보
자원 분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밀등급 1

주체 1

비밀등급 2

객체 1

비밀등급 3

주체 2

읽기 가능
주체 1 >= 객체 1

쓰기 가능
주체 2 <= 객체 1

▲▲MAC의 동작 원리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 등급의 주체는 하위 등급의 객체에 Read가 가능

하고, 하위 등급의 주체는 상위 등급의 객체에 Write가 가능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
는 제한합니다.
앞에 언급한 내용처럼 장군은 일반 병사의 정보를 볼 수 있지만, 일반 병사는 장군이
접근 가능한 정보에 접근이 불가한 것과 같습니다.
사전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서 구성되는 1. 규칙 기반 방식과 관리자의 행위 기반인
2. 관계 기반 방식이 존재합니다.

1. 규칙 기반 방식: 자동화된 강제적 시행 정책을 따르는 MLP Multi Level Policy 방식과 타
깃 집합이 다른 타깃들과 분리된 이름의 범주를 가지는 CBP Component Based Policy 방
식이 존재합니다.
2. 관계 기반 방식: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자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
로 이용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권한 제어 방식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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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DAC
Discretionary Access Control
한 줄 요 약

객체의 소유자가 접근 여부를 결정하는 접근 정책

가장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산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책을
누구에게 빌려줄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 예의 답은 ‘바로 나’입니다.
본인의 제작/소유/구매 등을 통해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권한을 부여하여
타인의 접근을 관리하겠다는 개념,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죠. 물론, 회사
에서도 이러한 개념이 많이 사용됩니다.
보고서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존재합니
다. 그러면 이러한 보고서를 타인에게 보여줄지 말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보고서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만든 접근 권한 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DAC Discretionary Access Control 는
주체나 주체가 속해 있는 그룹의 신원(신분)에 근거하여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
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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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객체의 소유자

객체

앨리스(Alice)

인사 정보

밥(Bob)

사내 공지사항

크리스(Chris)

기타
▲▲DAC의 개념도

간단히 ‘내가 만들었으니까 빌려줄 사람은 내가 정할래!’ 어린아이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접근 권한 방식일 것입니다.
이러한 쉬운 DAC도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나눠집니다. 유닉스 Unix 시스템과
같이 주체와 객체의 ID 기반 접근 통제를 수행하는 신원 기반 방식, 객체의 소유자가
접근 권한을 설정 및 변경을 수행하는 사용자 기반 방식, 신원 기반 접근 통제와 사용
자 기반 접근 통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혼합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보통은 소유자의 ID/계정 그룹에 근거해 객체 접근을 제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
시스템, 특히 유닉스/리눅스에서 기본적인 권한 관리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r: 읽기, w: 쓰기, x: 실행)

-

rw-

r--

r--

디렉터리
여부

소유주
권한

그룹
권한

다른 사람
권한

▲▲유닉스/리눅스의 권한 관리

실제 주체(파일의 소유주)가 객체(파일)를 ID 기반으로 그룹과 다른 사람(그룹 미포함)
으로 분류하여 권한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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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
조직 내에서 개인의 역할(또는 직무/직책)에 따라 결정하여 부여하는 접근

한 줄 요 약

정책

일반 회사에서는 DAC를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시스템적으로는 개별 사용자별로
관리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겠지만, 문제가 없을까요?
보안 등급 설정을 자료마다 개별 설정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MAC 방식) 접근 권한
의 소유주가 효율적으로 권한 관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DAC 방식)
개별 권한 제어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하면서 접근 권한에 대한 효율화 및 확실한 등
급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RBAC입니다. 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 는 중앙관리
자가 주체(사용자)와 객체(자료)의 상호관계를 통제하며,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 Role 에
기초하여 자원에 대한 접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

사용자 배정

(User)

역할
(Role)

권한 배정

인가 권한
(Permission)

세션

정보
(Information)

▲▲RBAC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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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해킹
주요 내용

침해 사고를 발생시키는 해킹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해킹 기법
(해킹 &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 APT, 비즈니스 스캠)

●

악성코드 유입 기법
(DBD, 피싱 & 스피어 피싱, 파밍, 워터링 홀, 익스플로잇, 안티바이러스)

●

네트워크 공격 기법(가로채기)
(네트워크 스니핑, 세션 리플레이 & 세션 하이재킹)

●

웹 공격 기법(불법 수정)
(OWASP Top 10, XSS/CSRF, SQL 인젝션)

●

DoS 공격 기법(서비스 방해)
(DoS & DDoS)

●

대응 기법
(DDoS, DNS 보안, 허니팟, 템퍼 프루핑 & 워터마크, 역추적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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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해킹 & 악성 프로그램
Hacking & Malicious Program
한 줄 요 약

해킹: 불법으로 접근하거나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악성 프로그램: 바이러스, 멀웨어 등 비정상 해킹 프로그램

보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보통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해킹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해킹 Hacking 은 시스템 관리자가 구축해 놓은 보안망을 무력화시키거나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불법으로 획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해킹은 많은 보안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허가받지 않은 해킹은 범죄임을 명심해
야 합니다. 취약점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의 모의 해킹이라도 반드시 사전 허가가 있
어야 합니다.
해킹은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크래킹 Cracking :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훔치거
나 프로그램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
고 있는 범죄 행위의 해킹입니다.
2. 해킹 Hacking : 전통적인 해킹은 개발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
을 방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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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킹은 가로채기Packet Sniffing, 불법 수정(SQL 인젝션, XSS), 서비스 방해(DoS, DDoS),
제어 Backdoor, Rootkit 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상세

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킹을 하는 해커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안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악성 프로그램 Malicious Program 은 사용자 정보 탈취,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실행하며, 자기 복제와 정상 파일에 삽입을 수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악성 프로그램

호스트 의존형

호스트 독립형

트랩도어

논리폭탄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웜

좀비

(Trapdoor)

(Logic Bomb)

(Trojan Horse)

(Virus)

(Worm)

(Zombie)

복제 가능

▲▲악성 프로그램의 유형

악성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존재 여부에 따라 호스트 의존형과 호스트 독립형으로 분류
됩니다. 의존형으로는 언제나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한 뒷문인 트랩도어 Trapdoor
혹은 백도어 Backdoor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동작하는 논리 폭탄 Logic Bomb , 파일
검색 및 자신의 코드를 삽입하는 바이러스 Virus 가 존재합니다. 독립형은 자가 복제하
는 웜 Worm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좀비 Zombie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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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랜섬웨어
Ransomware
한 줄 요 약

Ransom(몸값) + Software(소프트웨어)

악성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누구나 아는 바이러스 Virus 가 있습니다. 타인의
데이터에 기생해서 변화를 꾀하며 피해를 주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세계의 바이러스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성 바이러스 중에 최근에 가장 유
명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뉴스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랜섬웨어가 존재합니다.
랜섬웨어 Ransomware 는 사용자의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시스템의 사용을 불가능

하게 만든 뒤, 복호화 키나 시스템의 복구를 명목으로 금전(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악
성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정보보안

악성 침투
(메일, 웹)

악성코드
감염

파일 검색
(문서 위주)

뒐푹어뤠
란저구한
랴둪냐러

암호화 & 금전 요구

▲▲랜섬웨어의 감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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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이메일이나 웹 링크를 통해서 감염된 랜섬웨어는 본인 PC뿐만 아니라 주위에
다른 PC까지 침투하여 암호화를 통해 금전을 요구합니다. 에레버스 랜섬웨어의 공
격을 받은 나야나 웹호스팅 사이트(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
다. 금전까지 전달했던 나야나 사건으로 한국은 대표적인 랜섬웨어의 피해국이 되었
고, 또한 랜섬웨어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랜섬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건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2016년 6월에 뽐뿌를
숙주로 울트라크립터 Ultracrypter 가 크게 발생했으며, 2017년의 일본 열차 정지와 영국
의 NHS, CJ CGV 등을 마비시킨 워너크라이 Wannacry , 이후 2017년 6월에 나야나의 에
레버스 Erebus , 우크라이나의 정전 사태를 일으킨 낫페트야 NotPetya , 그 이후에도 갠드크
랩 Gandcrab , 매그니베르 Magniber 등 다양한 형태로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컴퓨터 내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하는 네스티 스터프 Nasty Stuff , 경고
팝업을 통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스케어웨어 Scareware , FBI나 사법부를 사칭해 벌금을
유도하는 락 스크린 Lock Screen 등이 존재합니다. 랜섬웨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염 전에는 미리 분리된 공간에 보관하는 원격 백업, 내/외부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수행하는 망 분리, 악성코드 탐지의 대표 방법인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공유 폴
더 권한 관리, 여러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자료 버전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었다면 사전에 백업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복원,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전문 기술을 통해 감염 경로를 추적

하는 디지털 포렌식 Digital Forensic ( #098), 침해 사례를 조속히 전파하여 보고 및 신고,
전문가들에게 상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임직원 보안 교육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성행하고 있는 랜섬웨어는 제일 주의해야 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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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특정 타깃을 목표로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지속적이고 지능적인 맞춤형 공격

한 줄 요 약

인디언의 기우제에 관해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
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디언의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지내기 때문입
니다. 해킹 기법 중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APT입니다.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는 특수 목적의 조직이 하나의 표적을 정해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취약점을 분석하여 피해를 주는 공격
기법을 말합니다.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법을 바꿔가며 공격하는 기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APT의 공격 성공률은 100%입니다. 뚫리지 않는 곳을 뚫릴
때까지 계속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침입

검색

수집

유출

▲▲APT의 공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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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의 공격 단계는 4단계로 구성됩니다.
 입 Incursion : 표적 공격 시에 이메일, USB, 인증 정보, SQL 인젝션 등 악
1. 침
성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목표로 삼은 기업의 네트워크에 침투합니다. ( 관
찰Reconnaissance ,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 , 제로데이0-day )

 색 Discovery : 한번 시스템의 내부로 침입한 공격자는 기업의 시스템에 대한 정
2. 검
보를 수집하고 기밀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 다중 벡터Multiple Vector ,
은밀한 활동Run Silent , 연구 및 분석)

 집 Capture : 수집 단계에서 보호되지 않은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는 공격
3. 수
자에게 노출되어 수집 및 시스템 운영을 방해합니다. ( 은닉Convert , 권한 상
승Escalation , 장시간 활동Long-Term Occupancy )

 출 Exfiltration : 공격자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각종 기밀 데이터를 유출하며, 소
4. 유
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에 손상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 제어Control , 지
속적인 분석Ongoing Analysis , 중단Disruption )

대표적인 사례로는 방송사와 금융회사를 타깃으로 했던 3.20 전산망 장애와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한 스턱스넷 Stuxnet , 첨단 IT 기업을 표적화한 오퍼레이션 오로
라 Operation Aurora 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다양한 측면에서 탐지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탐지 기술에는 정규화
분석을 통한 이메일 스캐닝(Email Scanning, 이상 패턴 및 행위를 분석하는 평판/행위 분
석, 패킷의 내부 정보를 확인하는 DPI Deep Packet Inspection,  #032), 실행을 통해 다각화 분

석하는 샌드박스 Sandbox 등을 이용합니다. 또한, 분석 기술로는 디컴파일Decompile , 메모
리 포렌식, 퍼징Fuzzing , 동적오염분석Taint Analysis , 프로토콜 분석, 로그 분석, 시계열 분
석 등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탐지 및 분석 기술을 연동하여 다단계 방어 체계를 구성하고 능동적 지능 서
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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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비즈니스 스캠
Business Scam
한 줄 요 약

기업 이메일 계정을 도용하여 무역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사이버 범죄

공격자는 APT처럼 표적화하여 집중적인 공격을 가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할까
요? 최근에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공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최소의 노
력을 통해 최대의 금전적인 이득을 낼 수 있는 공격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즈니스 스
캠입니다.
비즈니스 스캠 Business SCAM 은 무역 당사자 간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 진행 상황을 지

켜보다가 결제 시점에 바이어에게 결제 은행이 변경되었다는 메일을 송부하고 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말합니다.
① 거래 내용 전달
커뮤니케이션, 관리 이력

A 회사
goodboy@gmail.com

③ 송금 사기
유사 이메일 도메인에 속아
의심 없이 송금

B 회사
customer@aaa.com

② 가짜 계좌정보 전달
거래대금 탈취 유도

스캐머
qoodboy@gmail.com

▲▲비즈니스 스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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