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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요



SPECIAL REPORT  M-TRENDS 2021       5

보안 실무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가지 사이버 보안 문제 상황에 직면했고, 다양한 
조직에서 전대미문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랜섬웨어 운영자가 정부와 공공기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병원 및 학교를 대상으로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전 세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원격 근무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조직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기존에 수립된 사업 계획을 접어두고 신속하게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조직이 ‘뉴노멀(normal)’의 개념에 적응해가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공격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UNC2452는 근래 확인된 사례들 중 가장 진보한 형태의 사이버 스파이 캠페인을 수행했습니다. 보안 
담당자들은 원격 근무 체제에 맞는 광범위한 분석 활동을 수행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공급망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실제 침해 사례로 경험한 
인사이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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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코로나 연구를 대상으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수행하고, 위협 그룹이 
공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업하였고, 급하게 도입된 재택 근무 체제는 공격에 취약한 대상이 되어 
글로벌 공급망 중단 사태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습니다. 2020년에 일어난 다양한 상황은 향후 조직의 
보안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것입니다.

M-Trends 2021에서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Mandiant가 작년에 조사한 보안 침해 사고의 59%는 조직 내부에서 최초 탐지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 늘어난 수치입니다.

•	 랜섬웨어는 공격자가 피해 조직의 시스템에 랜섬웨어 인크립터(encryptor)를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조직이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다양한 침해 전술을 동원하는 등 다각적 갈취 방법으로 
진화했습니다.

•	 금전적 동기를 가진 위협 그룹으로 최근에 명명된 FIN11의 경우, 광범위한 피싱 캠페인의 배후로서  
여러 다각적 갈취 작전을 실행에 옯겼습니다.

•	 공격자들이 업무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위기를 이용하는 데 확산된 랜섬웨어 캠페인은 드웰  
타임(dwell time) 중앙값을 끌어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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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후원을 받는 공격 그룹으로 의심되는 UNC2452의 경우, 트로이 목마를 탑재한 DLL을 
SolarWinds Orion 구축 프로세스에 배포한 다음 전방위적 스파이 캠페인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캠페인을 발견한 Mandiant는 법무 기관 및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고객 조직을 보호하고 공격  
활동에 대응했습니다.

• Mandiant 전문가는 MITRE ATT&CK 기술의 63%가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기술의 1/3 가량은 5% 이상의 침입 사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공격자들은 재택 근무 인프라의 취약점을 집중 표적하여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가장 뚜렷한 추세 중 하나는 글로벌 드웰 
타임(dwell time) 중앙값의 현저한 감소였습니다. 24일, Mandiant는 글로벌 드웰 타임 중앙값이 
30일 이하로 감소된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드웰 타임의 감소는 가시성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랜섬웨어의 범람이 초기 감염에서 식별 사이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설명 역시 
가능합니다.

M-Trends 2021은 위에서 열거된 모든 관찰 내용에 더해 ‘관련 수치별 정보’에 보고된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고, FIN11이라고 명명된 위협 그룹을 알리는 한편, 새로운 사례 연구와 다양한 기타 주제들을 
포괄하면서 조직의 보안 담당자들에게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보고서에서는 피해 조직에 관한 구체적 
정보와 기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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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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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ends 2021에 보고된 지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표적 공격 활동에 대한 FireEye Mandiant의 침해 조사에 근거합니다.

탐지 경로별 비율 
조직은 업무 환경의 침해 사실을 자체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조직 자체적으로 발견한 사례가 감소했다고 M-Trends 2020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Mandiant 전문가는 2020년에는 다시 과반수의 침해 사고가 조직 내부 차원에서 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에 침해 사고의 내부 탐지 비율을 59%까지 끌어올렸고, 이는 2019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직의 자체 환경 내에서 대부분의 침입을 탐지하는 이러한 추세는 지난 10년에 
걸쳐 이어져 온 내부 탐지 증가 추세와 일치합니다. 이는 자체적인 탐지 및 대응 능력의 확대와 강화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랜섬웨어 활동의 증가 역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FireEye Mandiant 조사 
데이터

내부 탐지란 조직이 보안 
침해 사실을 독자적으로 
탐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외부 탐지란 조직이 보안 
침해를 당한 사실을 외부 
기관에서 알려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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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웰 타임
최근 여러 조직에서는 지난 몇 년보다 훨씬 빠르게 공격을 찾아내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드웰 
타임(dwell time) 중앙값은 1년 가량(2011년)에서 1개월 미만(2020년)으로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침해 통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416 243 229 205 146 99 101 78 56 24

외부 통지 — — — — 320 107 186 184 141 73

내부 탐지 — — — — 56 80 57.5 50.5 30 12

글로벌 드웰 타임 중앙값, 2011-2020년 

드웰 타임(dwell time)은 
공격을 탐지하기까지 공격자가 
피해 조직의 시스템 환경에 
존재했던 일 수로 계산됩니다. 
중앙값은 규모 순으로 정렬한 
데이터들의 중앙 지점에 있는 
값을 나타냅니다.  

글로벌 드웰 타임
2020년에는 글로벌 드웰 타임(dwell time) 중앙값이 사상 최초로 한 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조직은 
현재 2019년보다 2배 이상 빠른 단 24일 만에 침해 사고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탐지 역량이 향상되고 
있는 사실은 침해 사실이 탐지되는 경로에 관계없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탐지된 침해 사고에 
대한 글로벌 드웰 타임(dwell time) 중앙값은 단 12일로 감소했으며, 외부 통지 침해 사고의 경우 73일이 
걸렸습니다.

드웰 타임 중앙값

24일 
2020년

416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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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드웰 타임 중앙값 분포도
전 세계의 조직에서 침입 후 최초 30일 이내에 침해 사고를 탐지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반면, 드웰 
타임(dwell time)이 700일 이상인 경우는 감소 중입니다. 글로벌 드웰 타임의 분포도는 드웰 타임이 
30일 이내인 침해 사고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0년 Mandiant 전문가가 
조사한 침해 사고에서 드웰 타임이 30일 이하인 사고는 52%로, 2019년의 41%와 2018년의 31%보다 
높아졌습니다. 분포도의 반대편에서도 개선점이 보였습니다. Mandiant는 드웰 타임이 700일 이상인 
조사 사례가 3%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년 간 이어 온 이러한 전반적 추세는 조직 내 공격 탐지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발 및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위협 환경의 진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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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웰 타임(dwell time)이 30일 이내인 침해 사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의 주요 요인은 
랜섬웨어에 대한 조사 비율이 2019년의 14%에서 2020년에는 25%로 늘어나는 등 계속해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랜섬웨어 침입 사례 중 드웰 타임이 30일 이내인 비율은 78%였지만, 비 랜섬웨어 
침입 사례의 경우 44%였습니다. Mandiant 전문가는 또한 드웰 타임이 700일을 넘어서는 비율이 
랜섬웨어 침입 사례에서는 1%에 불과했던 반면, 비 랜섬웨어의 경우 1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유형별 글로벌 드웰 타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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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지역 드웰 타임 중앙값
미주 지역의 2020년도 드웰 타임(dwell time) 중앙값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내부에서 발견된 침해 
사고의 드웰 타임이 32일에서 9일로 가장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Mandiant가 지역에 관계없이 드웰 타임 
중앙값이 한 자리 수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0년의 미주 지역 드웰 타임 중앙값은 2019년보다 3.5배 짧았습니다. 기업의 침해 사고 내부 탐지 
속도가 3.6배 빨라진 한편, 침해 사실의 외부 통지는 2.1배 빨라졌습니다.

2020년에 미주 지역에서 조사된 침해 사고의 27.5%가 랜섬웨어 관련 사례였습니다. 랜섬웨어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드웰 타임 중앙값을 단축시켰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침해 사고의 드웰 타임 중앙값은 3일에 불과했으며, 드웰 타임이 14일 이내인 침해 사고의 41%를 
차지했습니다.

미주 지역 드웰 타임 중앙값 추이

미주 지역 드웰 타임 중앙값, 2016-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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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아시아 태평양) 지역 드웰 타임 중앙값 
APAC 지역의 드웰 타임(dwell time) 중앙값은 2019년의 54일에서 2020년에는 76일로 
증가했습니다. APAC 지역의 랜섬웨어 관련 침해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2019년에 18%의 비중이었던 
반면, 2020년에 조사된 침해 사고는 그 중 랜섬웨어와 관련된 사례는 12.5%에 불과했습니다. 랜섬웨어 
관련 침해 사고가 감소한 것이 APAC 지역의 드웰 타임 중앙값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APAC 지역에서는 공격자들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침해한 조직에 액세스를 유지합니다. 2019년의 
관찰된 바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 APAC 지역에서 조사된 침해의 10%는 드웰 타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4%는 9년 이상이었습니다.

APAC 지역 드웰 타임 중앙값 추이

APAC 지역 드웰 타임 중앙값, 2016-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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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A 지역 드웰 타임 중앙값 추이

EMEA 지역 드웰 타임 중앙값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드웰 타임(dwell time) 중앙값은 2019년의 54일에서 
2020년에는 66일로 증가했습니다. Mandiant 전문가는 EMEA 지역에서 드웰 타임이 1주일 이내인 
침해 사고는 28%였고, 8%의 침해 사고는 드웰 타임이 3년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EMEA 지역의 
조직은 장기 침입에 계속 대응해가는 동시에 랜섬웨어와 같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침해에도 맞서고 
있습니다.

탐지 경로를 기준으로 구분 시, EMEA 지역의 드웰 타임 중앙값은 내부적으로 침해 사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증가했지만 외부 기관으로부터 회사 내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감소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탐지된 침해 사고의 경우, EMEA 지역의 드웰 타임 중앙값은 2019년의 23일에서 2020년에는 29일로 
20% 증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EMEA 지역 내 외부 통지 침해 사고의 경우 드웰 타임 중앙값이 
2019년의 301일에서 2020년에는 225일로 25%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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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8년

177

61

EMEA 지역 드웰 타임 중앙값, 2016-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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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산업 분야
Mandiant는 가장 많이 표적이 된 산업 분야는 수년간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 가장 
많이 표적이 된 상위 5개 산업은 비즈니스 및 전문 서비스, 리테일 및 숙박업, 금융, 헬스케어 및 첨단 
기술 부문이었습니다. 비즈니스와 전문 서비스 분야와 금융 산업은 지난 10년 내내 가장 많이 표적이 된 
상위 5개 산업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 표적이 되는 산업은 거의 변함이 없지만, 상위권 
내에서의 순위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순위 변동이 두드러진 산업
Mandiant 전문가는 2020년에는 리테일 및 숙박업 부문에 공격이 집중되면서 이 부문은 2위를 
차지하였고 2019년의 11위에 비해 훨씬 많이 표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케어는 2019년에는 
8위였지만 2020년에는 상위 표적 3위에 올랐습니다. 다른 한편, Mandiant 전문가는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분야에 대한 공격은 감소하여 2019년에는 가장 많이 표적이 된 산업이었다가 2020년에는 
6위로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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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표적 산업, 2015-2020년

정부/공공기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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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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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20년순위

비즈니스/
전문 
서비스

의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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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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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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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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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공격
Mandiant 전문가는 2020년에 다양한 유형의 침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기 감염 벡터, 공격 방식 및 
피해 조직 환경과 관련한 여러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초기 감염 경로 
피싱은 여전히 초기 침해 수단으로 효과적이지만, 2020년 들어 Mandiant는 공격자가 익스플로잇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침해 당시의 초기 벡터가 확인된 사례들 중 29%의 침입에서 
익스플로잇에 대한 정황이 발견된 반면, 피싱은 23%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Mandiant 전문가는 또한 
조사된 19%의 사례에서 크리덴셜 도용이나 무차별 대입 공격이 초기 침입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이전 침해 사례들 중 공격 초기 침입 단계에서 탐지된 경우가 12%를 차지했습니다.

공격 방식 
공격자는 갈취, 랜섬, 결제 카드 도용 및 불법 이체를 포함한 방법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침입합니다. 36%의 침입 사례에서는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이 동기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2%의 기타 침입 
사례는 불법 액세스를 상품화하여 재판매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2020년에도 데이터 도용은 여전히 공격자들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침입자의 32%는 데이터를 훔쳤고, 
해당 사례 중 29%(전체 사례의 9%)에서는 데이터 도용이 지적 재산 갈취 또는 스파이 활동을 최종 
목표로 하는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입의 약 3%는 추가 공격을 위해 아키텍처를 손상시키는 역할만 했고, 내부자 위협은 여전히 드문 경우로 
침입 사례 중 1% 미만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환경 
29%의 사례에서 피해 조직 시스템 환경 내 두 개 이상의 위협 그룹을 Madiant에서 발견했는데, 이는 
2019년에 기록된 비율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하나의 환경에서의 복수의 위협 그룹 
식별 사례 

29%  
2020년

15%
2019년

탐지된 공격 중 초기 감염 벡터

익스플로잇

피싱

29%

23%

목적: 금전적 이익

직접(Direct)

리셀(Resell)

36%

2%

데이터�도용

IP/
스파이�활동

32%

9%

목적: 데이터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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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그룹
Mandiant는 지난 시간 동안 2,400여 개의 위협 그룹을 추적했으며, 여기에는 2020년에 새롭게 
추적된 650여 개의 위협 그룹도 포함됩니다. 또한 수년에 걸쳐 대략 500개의 그룹을 통합 또는 
제거했으며 현재는 나머지 1,900여 개의 개별 위협 그룹을 추적 중입니다. 방대한 공격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세분화함으로써 Mandiant는 해당 데이터들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Mandiant는 특정 그룹을 위협 그룹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명명하고 
중복 활동에 관해 다각도에서 연구하여 이를 근거로 75개의 위협 그룹을 통합했습니다. Mandiant가 
UNC 그룹을 어떻게 정의 및 참조하고 통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ndiant가 미분류 공격자를 
추적하는 방법(How Mandiant Tracks Uncategorized Threat Acto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2020년에 Mandiant 전문가는 246개의 서로 다른 위협 그룹이 연루된 침입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침입 사례들은 4개의 명명된 금전적 위협(FIN) 그룹, 중국 및 이란, 베트남의 국가 주도 그룹을 
비롯한 6개의 명명된 지능형 지속 공격(APT) 그룹, 그리고 236개의 미분류 위협(UNC) 그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침입이 발생한 클라이언트에서 관찰된 246개의 위협 그룹 중 161개는 2020년에 새롭게 
추적된 위협 그룹이었습니다.

55
UNC 그룹의

활동�지역
• 중국

• 이란
• 나이지리아   

• 북한
• 러시아   

•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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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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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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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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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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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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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N 그룹의�활동�지역
• 러시아
• 우크라이나 

1900+ 
전체�그룹

위협 그룹, 2020년

1. FireEye(2020년 12월 17일). DebUNCing Attribution:: Mandiant가 미분류 공격자 UNC 그룹을 추적하는 방법. 

새롭게�추적한 
위협�그룹

새롭게�추적�및 
관찰된�위협�그룹

관찰된 
위협�그룹

652

161
246

https://www.fireeye.com/blog/products-and-services/2020/12/how-mandiant-tracks-uncategorized-threat-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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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웨어
Mandiant는 최일선에서 이루어진 위협 조사, 공표된 정보, 지식 공유 및 기타 연구 자료들에서 
획득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멀웨어 패밀리에 대한 지식 기반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Mandiant는 500개 이상의 새로운 멀웨어 패밀리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 전년도에 새로 
추적된 멀웨어 패밀리의 수와 대등한 수준입니다.

공격자는 매년 조직마다 서로 다른 문제를 안겨주며, Mandiant는 이러한 수백 가지의 다양한 침입에 
대응합니다. Mandiant 전문가는 2020년에 침해 피해 환경을 조사하는 동안 294개의 서로 다른 
멀웨어 패밀리가 사용되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침입 도중 Mandiant 전문가에게 발견된 약 300개의 
멀웨어 패밀리 중 144개는 Mandiant가 2020년부터 추적을 해왔습니다. 공격자는 기존의 멀웨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피해 조직의 환경에 효과적으로 침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적응시킵니다.

멀웨어 패밀리 란 샘플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코드 겹침(code overlap)’ 
현상을 보이고 있어 Mandiant가 
사실상 동일한 ‘패밀리(family)’인 
것으로 간주하는 프로그램 또는 연관 
프로그램의 집합을 말합니다. 단일 
멀웨어가 변이를 거치면서 서로  
중첩된 코드를 가졌음에도 새롭게 
보이는 다수의 멀웨어로 재탄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기 위해 
패밀리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새롭게�추적한 
멀웨어�패밀리

새롭게�추적�및 
관찰된�멀웨어 

패밀리

관찰된�멀웨어 
패밀리

514

144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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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기타

런처

드로퍼
다운로더

크리덴셜�도용

백도어

4%

36%
25%

16%8%

7%

5%

2020년 새롭게 추적된 멀웨어 패밀리의 범주

범주별 멀웨어 패밀리 
멀웨어 범주별 분포는 다년간 비교적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에 새롭게 추적된 514개의 
멀웨어 패밀리 가운데 상위 5개 범주는 백도어(36%), 다운로더(16%), 드로퍼(8%), 런처(7%) 및 
랜섬웨어(5%)였습니다.

멀웨어 범주를 통해 멀웨어 
패밀리의 주요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개별 멀웨어 
패밀리에는 둘 이상의 범주에 
활용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된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범주만 
할당됩니다.  

멀웨어 카테고리 주요 목적

백도어  공격자가 설치된 시스템상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요 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크리덴셜 도용  인증 크리덴셜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복사 또는 도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유틸리티입니다.

다운로더  지정된 주소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때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며, 추가 기능 또는 

다른 유형의 인터랙티브한 커맨드를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드로퍼  하나 이상의 파일을 추출, 설치하여 언제든 시작 또는 실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런처  하나 이상의 파일을 시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관련 파일을 포함하거나 구성하지 

않고 이를 실행하거나 로드하는 역할만 하는 면에서 드로퍼나 인스톨러와 다릅니다.

랜섬웨어  데이터 암호화와 같은 공격 행위를 통해 피해 조직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 주요 

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기타  유틸리티, 키로거, POS(Point Of Sale), 터널러 및 데이터 마이너 등 기타 모든 멀웨어 범주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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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더
드로퍼

기타

랜섬웨어

런처

크리덴셜�도용

백도어

41%

22%

9%9%

8%

6%

4%

2020년 관찰된 멀웨어 패밀리 범주

관찰된 멀웨어 패밀리 범주 
공격 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백도어는 조사를 통해 관찰된 가장 큰 멀웨어 패밀리 범주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Mandiant 전문가는 조사한 침입 사례의 절반 이상에서 공격자가 최소 하나 이상의 
백도어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 관찰된 294개의 멀웨어 패밀리 가운데 상위 5개 범주는 
백도어(41%), 다운로더(9%), 드로퍼(9%), 랜섬웨어(8%) 및 런처(6%)였습니다.

관찰된 멀웨어 패밀리란 
Mandiant 전문가의 조사 
과정에서 식별된 멀웨어 
패밀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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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추적된 멀웨어 패밀리의 공개 여부
Mandiant 전문가는 새롭게 추적된 멀웨어 패밀리의 81%가 비공개 소프트웨어였던 반면 19%는 공개 
소프트웨어였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자 역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툴과 코드를 사용하지만, 추적된 
대부분의 멀웨어 패밀리는 비공개로 개발되었거나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툴 또는 
코드 패밀리는 제한 없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뿐만 아니라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유료로 판매되는 
툴도 포함됩니다.  

비공개 툴 또는 코드 패밀리는 
무료이거나 유료이거나에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비공개로 개발, 보유 
또는 사용되는 툴뿐만 아니라 
제한된 특정 고객 집단에게만 
공유되거나 판매되는 툴도 
포함됩니다.

공개

비공개

19%

81%

2020년 새롭게 추적된 멀웨어 패밀리의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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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비공개

22%

78%

관찰된 멀웨어 패밀리의 가용 여부
새롭게 추적된 멀웨어 패밀리의 가용 여부와 유사하게, 2020년에도 Mandiant 전문가는 공격자가 침입 
과정에서 사용한 멀웨어 패밀리의 78%가 비공개 소프트웨어였고 22%는 공개 소프트웨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관찰된 멀웨어 패밀리의 가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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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빈도가 가장 높은 멀웨어 패밀리 
Mandiant 전문가가 조사한 침입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이 발견된 5개 멀웨어 패밀리는 BEACON, 
EMPIRE, MAZE, NETWALKER, METASPLOIT입니다. BEACON은 2020년에 크게 
유행하여 Mandiant 조사에서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사례들에서 관찰되었습니다. Mandiant  
전문가는 또한 다수의 침해 사고를 넘나들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멀웨어는 많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멀웨어 패밀리 중 단 3.4%만이 10건 이상의 침입 사례에서 발견되었으며, 70%는 단일 침입 
사례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 BEACON은 네트워크 환경의 침투 테스트에서 흔히 사용되는 Cobalt Strike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일부로서 시중에 판매 중인 백도어입니다. 이 멀웨어는 임의 코드 삽입 및 실행,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셸 커맨드 실행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Mandiant는 BEACON이 APT19, APT32, 
APT40, APT41, FIN6, FIN7, FIN9 및 FIN11과 거의 300개의 UNC 그룹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명명된 위협 그룹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EMPIRE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PowerShell 후속 공격 프레임워크로, 이를 통해 사용자는 
powershell.exe를 사용하지 않고도 PowerShell 에이전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자는 
PowerShell Empire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후속 공격 모듈을 실행하는 한편 탐지를 회피하면서 
상황에 맞게 통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Mandiant 전문가는 APT19, APT33, FIN10, FIN11 및 
86 UNC 그룹을 비롯하여 EMPIRE를 활용 중인 90개의 위협 그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MAZE는	로컬	및	네트워크	공유에 저장된 파일을 암호화하는 랜섬웨어 패밀리입니다. MAZE는 원격 
및 이동식 드라이브를 감염시킨 다음 HTTP를 통해 기본 시스템 정보를 전송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Mandiant는 금전적 동기로 활동하는 수십 개의 개별 위협 그룹이 MAZE 랜섬웨어를 활용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 NETWALKER는 피해 호스트 및 모든 매핑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볼륨 섀도 복사본(volume 
shadow copy)을 삭제하고 SALSA20 및 Curve25519 암호화 알고리즘의 조합을 사용하여 
파일을 암호화할 수 있는 랜섬웨어 패밀리입니다. Mandiant는 금전적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NETWALKER 랜섬웨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 8개의 위협 그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METASPLOIT는 사용자가 직접 취약점을 발견, 익스플로잇 및 검증해 볼 수 있는 침투 테스트 
플랫폼입니다. Mandiant는 APT40, APT41, FIN6, FIN7, FIN11 및 40 UNC 그룹 등이 스파이 
활동과 금전 탈취 목적의 활동부터 침투 테스트에 이르는 다양한 최종 목표를 위해 METASPLOIT를 
사용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발견 빈도가 가장 높은 멀웨어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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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별 효과성
새롭게 추적된 멀웨어 패밀리의 대다수는 Windows에서 효과를 발휘했고, 이는 이전에도 유사한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새롭게 추적된 멀웨어 패밀리 중 단 8%와 3%만이 Linux와 MacOS에서 각각 효과를 
보였습니다.

새롭게 추적된 멀웨어 패밀리에서 나타난 추세와 유사하게, Mandiant의 조사 과정에서 관찰된 대다수의 
멀웨어 패밀리는 Windows에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Linux와 MacOS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멀웨어 
역시 관찰되었지만, 그 비중은 멀웨어 패밀리 중 각각 13%와 5%에 불과했습니다.

89% Windows 전용

94% Windows에�작동

8% Linux에�작동

3% Linux 전용

3% MacOS에�작동

1% MacOS 전용

514
개의�새롭게 

추적된�멀웨어 
패밀리

2020년 운영 체제별 새롭게 추적된 멀웨어 패밀리의 효과

86% Windows 전용

95% Windows에�작동

13% Linux에�작동

4% Linux 전용

5% MacOS에�작동

0% MacOS 전용

294
개의�관찰된 

멀웨어�패밀리

2020년 관찰된 멀웨어 패밀리와 관련한 운영 체제별 효과성

멀웨어 패밀리의 운영 체제별 
효과성이란 멀웨어 공격이 용이한 
운영 체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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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기술 
Mandiant는 조사 결과를 MITRE ATT&CK 프레임워크에 매핑함으로써 보안 커뮤니티와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하위 기술을 도입하고 Enterprise ATT&CK에  
PRE-ATT&CK를 통합하는 등 MITRE ATT&CK 프레임워크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비롯한 데이터 모델의 지속적인 개선에 힘입어 Mandiant는 그동안 1,800개 이상의  
Mandiant 기술과 후속 조사 결과에 MITRE ATT&CK 기술을 매핑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직이 보안 관련 결정을 내릴 때는 침입 과정에서 특정 기술이 사용될 개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0년에 
Mandiant 전문가는 공격자들이 MITRE ATT&CK 기술의 63%와 하위 기술의 24%를 사용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5% 이상의 침입 사례에서 관찰된 기술은 단 37%였고 모든 기술을 놓고 보았을 때 
23%였습니다.

Mandiant는 2020년에 조사된 침입 사례의 절반 이상에서 공격자가 탐지 및 후속 분석을 더욱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파일 또는 정보에 암호화나 인코딩과 같은 난독화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T1027). 
공격자는 추가 침입을 위해 정기적으로 커맨드나 스크립트 인터프리터를 사용했으며(T1059), 이러한 
사례들 중 80%는 PowerShell(T1059.001)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서비스(T1569) 역시 침입 
사례의 31%를 차지하는 선호도가 높은 실행 방법이었고, 이들 모두는 Windows 서비스(T1569.002)를 
사용했습니다. 공격자는 또한 원격 서비스(T1021)를 사용하여 추가 침입을 시도했으며, 그중 88%는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T1021.001)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공격자는 종종 피해 조직의 환경에 이미 
있는 요소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공격자가 PowerShell, Windows 서비스 및 원격 데스크톱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MITRE ATT&CK®란 실제 
사례에서의 관찰을 토대로 축적되어 
전 세계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공격 
전술 및 기술 관련 지식 기반을 
말합니다. ATT&CK 지식 기반은 
민간 부문, 정부, 사이버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커뮤니티가 특정 위협 
모델 및 방법론을 개발하는 과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andiant 
조사�시�발견

5% 이상의�침입 
사례에서�발견

63%

23%

2020년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MITRE ATT&CK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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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적 빈도가 높은 기술

80% PowerShell(T1059.001)  커맨드 또는 스크립트 인터프리터(T1059)를 이용한 침입 시

100% Windows 서비스(T1569.002)  시스템 서비스(T1569)를 이용한 침입 시

88%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T1021.001)  원격 서비스(T1021)를 이용한 침입 시

전체 침입의 31%에서 사용됨

전체 침입의 25%에서 사용됨

전체 침입의 41%에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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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정찰

정찰

T1595: 능동적 스캐닝 0.2%

리소스 개발

T1588: 역량 획득 21.3% T1588.003: 코드 서명 
인증서

21.0%

T1583: 인프라 확보 7.8% T1583.003: 가상 사설 서버 7.8%

T1584: 침해 인프라 5.1%

T1587: 역량 개발 1.2% T1587.003: 디지털 인증서 1.2%

초기 침해

초기 액세스

T1190: 공개 이용 
애플리케이션 익스플로잇

21.0%

T1566: 피싱 14.2% T1566.001: 스피어피싱  
첨부 파일 8.1%

T1566.002: 스피어피싱 링크 7.1%

T1566.003: 서비스 매개 
스피어피싱

0.5%

T1133: 외부 원격 서비스 11.5%

T1078: 유효한 계정 6.8%

T1199: 신뢰 관계 3.2%

T1189: 드라이브에 의한 침해 1.5%

T1091: 이동식 미디어 장치를 
통한 복제

0.5%

T1195: 공급망 침해 0.5% T1195.002: 소프트웨어 
공급망 침해

0.5%

T1200: 하드웨어 추가 0.5%

Mandiant 공격 라이프사이클

MITRE ATT&CK 프레임워크

20+
10~19.99
5~9.99
2~4.99
0~1.99

2020년 공격 라이프사이클과 관련된 MITRE ATT&CK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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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확보

지속성

T1053: 예약된 작업 15.2% T1053.005: 예약된 작업 6.6%

T1505: 서버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12.2% T1505.003: 웹 셸                     12.2%

T1133: 외부 원격 서비스 11.5%

T1098: 계정 조작 9.0%

T1543: 시스템 프로세스 생성 
또는 변경

9.0% T1543.003: Windows 
서비스

9.0%

T1078: 유효한 계정 6.8%

T1136: 계정 생성 6.1% T1136.001: 로컬 계정 0.2%

T1136.002: 도메인 계정 0.2%

T1547: 부팅 또는 로그온 자동 
시작 실행

4.2% T1547.001: 레지스트리 실행 
키/시작 폴더

4.2%

T1547.009: 바로가기 수정 0.2%

T1546: 이벤트 트리거 실행 3.2% T1546.008: 사용성 관련 
기능

1.2%

T1546.011: 애플리케이션 
시밍(Shimming)

1.2%

T1546.003: Windows 
관리 도구 이벤트 구독

0.7%

T1574: 실행 플로우 하이재킹 3.2% T1574.001: DLL 검색 순서 
하이재킹

2.4%

T1574.002: DLL 사이드로딩 2.4%

T1574.008: 검색 순서 
하이재킹에 의한 경로 차단

0.2%

T1197: BITS 작업 0.7%

T1542: 사전 OS 부팅 0.2% T1542.003: 부트킷 0.2%

권한 상승

권한 상승

T1055: 프로세스 주입 18.1% T1055.003: 실행되는 스레드 
하이재킹

1.0%

T1055.012: 프로세스 공동화 0.5%

T1053: 예약된 작업 15.2% T1053.005: 예약된 작업 6.6%

T1543: 시스템 프로세스 생성 
또는 변경

9.0% T1543.003: Windows 
서비스

9.0%

T1078: 유효한 계정 6.8%

T1134: 액세스 토큰 조작 5.9% T1134.001: 토큰 모방/도용 0.2%

T1547: 부팅 또는 로그온 자동 
시작 실행

4.2% T1547.001: 레지스트리 실행 
키/시작 폴더

4.2%

T1547.009: 바로가기 수정 0.2%

T1546: 이벤트 트리거 실행 3.2% T1546.008: 사용성 관련 
기능

1.2%

T1546.011: 애플리케이션 
시밍(Shimming)

1.2%

T1546.003: Windows 
관리 도구 이벤트 구독

0.7%

T1574: 실행 플로우 하이재킹 3.2% T1574.001: DLL 검색 순서 
하이재킹

2.4%

T1574.002: DLL 
사이드로딩

2.4%

T1574.008: 검색 순서 
하이재킹에 의한 경로 차단

0.2%

T1548: 권한 상승 제어 
메커니즘 남용

0.7% T1548.002: 사용자 계정 
제어 우회

0.5%

T1548.001: Setuid 및 
Setgid

0.2%

T1068: 권한 상승을 위한 
익스플로잇

0.2%

T1484: 도메인 정책 수정 0.2% T1484.001: 그룹 정책 수정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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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 내 이동(Lateral Movement)

내부망 내 이동(Lateral Movement)

T1021: 원격 서비스 28.4% T1021.001: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

24.9%

T1021.002: SMB/
Windows 관리자 공유

3.9%

T1021.004: SSH 3.2%

T1021.006: Windows 
원격 관리

1.0%

T1021.003: 분산 구성 요소 
개체 모델

0.2%

T1091: 이동식 미디어 장치를 
통한 복제

0.5%

T1550: 대체 인증 자료 사용 0.5% T1550.002: 해시 전달 0.2%

T1550.003: 티켓 전달 0.2%

T1563: 원격 서비스 세션 
하이재킹

0.5% T1563.002: RDP 하이재킹 0.2%

T1534: 내부 스피어피싱 0.2%

내부 정찰

정보 탐색

T1082: 시스템 정보 24.2%

T1083: 파일 및 디렉터리 21.8%

T1012: 쿼리 레지스트리 13.0%

T1016: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13.0%

T1497: 가상화/샌드박스 회피 12.7% T1497.001: 시스템 점검 1.5%

T1057: 프로세스 12.0%

T1518: 소프트웨어 11.5%

T1033: 시스템 관리자/사용자 9.8%

T1049: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 
정보

5.4%

T1007: 시스템 서비스 4.9%

T1482: 도메인 트러스트 4.9%

T1087: 계정 4.2% T1087.004: 클라우드 계정 0.2%

T1087.002: 도메인 계정 0.2%

T1010: 애플리케이션 윈도우 2.4%

T1069: 권한 그룹 2.4% T1069.003: 클라우드 그룹 0.2%

T1046: 네트워크 서비스 
스캐닝

1.7%

T1124: 시스템 시간 1.0%

T1018: 원격 시스템 0.2%

T1135: 공유 네트워크 0.2%

T1217: 브라우저 북마크 0.2%

T1538: 클라우드 서비스 
대시보드

0.2%

T1580: 클라우드 인프라 0.2%



SPECIAL REPORT  M-TRENDS 2021       33

공격 목적 달성

정보 수집

T1560: 저장된 수집 데이터 15.2% T1560.001: 유틸리티를 통한 
수집

3.4%

T1560.002: 라이브러리를 
통한 수집

1.5%

T1056: 입력 캡처 4.9% T1056.001: 키로깅 4.9%

T1213: 정보 리포지토리의 
데이터

4.2% T1213.002: Sharepoint 0.2%

T1113: 화면 캡처 3.2%

T1114: 이메일 수집 3.2% T1114.003: 이메일 전달 규칙 1.5%

T1115: 클립보드 데이터 2.7%

T1530: 클라우드 스토리지 
개체의 데이터

0.5%

T1074: 스테이징 데이터 0.2%

T1123: 오디오 캡처 0.2%

T1125: 비디오 캡처 0.2%

유출

T1567: 웹 서비스를 통한 유출 0.2%

피해

T1489: 서비스 중단 13.4%

T1529: 시스템 셧다운/재부팅 3.2%

T1490: 시스템 복구 억제 2.7%

T1486: 침해 대상 데이터 
암호화

2.2%

T1496: 리소스 하이재킹 2.0%

T1565: 데이터 조작 1.7% T1565.001: 저장된 데이터 
조작

1.7%

T1531: 계정 액세스 삭제 1.0%

T1491: 변조 0.7% T1491.002: 외형 변조 0.7%

공격 활동 지속

지속성

T1053: 예약된 작업 15.2% T1053.005: 예약된 작업 6.6%

T1505: 서버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12.2% T1505.003: 웹 셸 12.2%

T1133: 외부 원격 서비스 11.5%

T1098: 계정 조작 9.0%

T1543: 시스템 프로세스 생성 
또는 변경

9.0% T1543.003: Windows 
서비스

9.0%

T1078: 유효한 계정 6.8%

T1136: 계정 생성 6.1% T1136.001: 로컬 계정 0.2%

T1136.002: 도메인 계정 0.2%

T1547: 부팅 또는 로그온 자동 
시작 실행

4.2% T1547.001: 레지스트리 실행 
키/시작 폴더

4.2%

T1547.009: 바로가기 수정 0.2%

T1546: 이벤트 트리거 실행 3.2% T1546.008: 사용성 관련 
기능

1.2%

T1546.011: 애플리케이션 
시밍(Shimming)

1.2%

T1546.003: Windows 
관리 도구 이벤트 구독

0.7%

T1574: 실행 플로우 하이재킹 3.2% T1574.001: DLL 검색 순서 
하이재킹

2.4%

T1574.002: DLL 사이드로딩 2.4%

T1574.008: 검색 순서 
하이재킹에 의한 경로 차단

0.2%

T1197: BITS 작업 0.7%

T1542: 사전 OS 부팅 0.2% T1542.003: 부트킷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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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라이프사이클

크리덴셜 액세스 커맨드 및 제어

T1003: OS 크리덴셜 덤핑 8.8% T1003.001: LSASS 메모리 4.4% T1105: 인그레스 툴 전송 24.2%

T1003.003: NTDS 3.4% T1573: 암호화 채널 15.9% T1573.002: 비대칭 암호화 
방식

15.9%

T1003.002: 보안 계정 
관리자

0.7% T1095: 비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

13.0%

T1003.006: DCSync 0.2% T1071: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

9.5% T1071.001: 웹 프로토콜 7.6%

T1003.008: /etc/
passwd 및 /etc/shadow

0.2% T1071.004: DNS 1.7%

T1110: 무차별 대입 6.1% T1110.003: 암호 스프레이 2.0% T1071.003: 메일 프로토콜 0.5%

T1110.001: 암호 추측 1.2% T1071.002: 파일 전송 
프로토콜

0.2%

T1056: 입력 캡처 4.9% T1056.001: 키로깅 4.9% T1572: 프로토콜 터널링 5.4%

T1555: 저장된 비밀번호의 
계정

1.7% T1555.003: 웹 브라우저의 
크리덴셜

1.0% T1090: 프록시 4.9% T1090.003: 멀티홉 프록시 3.2%

T1552: 무방비 상태의 
크리덴셜

1.0% T1552.004: 개인 키 0.5% T1090.004: 도메인 프론팅 0.2%

T1552.001: 파일로 저장된 
크리덴셜

0.2% T1102: 웹 서비스 1.0%

T1111: 2단계 인증 차단 0.7% T1219: 원격 액세스 소프트웨어 0.7%

T1558: Kerberos 티켓 도용 
또는 위조

0.7% T1558.003: 
커버로스팅(Kerberoasting)

0.2% T1001: 데이터 난독화 0.2%

T1187: 강제 인증 0.2% T1568: 동적 해상도 0.2% T1568.002: 도메인 생성 
알고리즘

0.2%

T1539: 웹 세션 쿠키 도용 0.2% T1571: 비표준 포트 0.2%

실행

T1059: 커맨드 및 스크립트 
인터프리터

51.3% T1059.001: PowerShell 40.8%

T1059.003: Windows 
커맨드 셸

15.4%

T1059.005: Visual Basic 5.9%

T1059.007: JavaScript/
JScript

2.7%

T1059.006: Python 1.0%

T1569: 시스템 서비스 30.6% T1569.002: 서비스 실행 30.6%

T1053: 예약된 작업 15.2% T1053.005: 예약된 작업 6.6%

T1204: 사용자 실행 11.5% T1204.001: 악성 링크 7.3%

T1204.002: 악성 파일 4.2%

T1203: 클라이언트 실행을 
위한 익스플로잇

4.9%

T1047: Windows 관리 
도구

2.7%

T1106: 네이티브 API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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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라이프사이클

보안 회피

T1027: 난독화된 파일 또는 
정보

52.6% T1027.001: 바이너리 패딩 0.2% T1140: 파일 또는 데이터 
복호화/디코딩

2.7%

T1027.004: 사후 컴파일 0.2% T1218: 서명된 바이너리 프록시 
실행

2.4% T1218.010: Regsvr32 1.0%

T1027.005: 툴에서 지표 제거 1.0% T1218.002: 제어판 0.5%

T1027.002: 소프트웨어 패킹 8.1% T1218.005: Mshta 0.5%

T1027.003: 
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hy)

0.5% T1218.003: CMSTP 0.2%

T1070: 호스트의 지표 제거 24.4% T1070.004: 파일 삭제 18.1% T1218.011: Rundll32 0.2%

T1070.006: 
타임스톰프(Timestomp)

5.9% T1564: 아티팩트 숨김 2.2% T1564.003: 숨겨진 창 2.0%

T1070.001: Windows 이벤트 
로그 삭제

4.2% T1564.004: NTFS 파일 
속성

0.2%

T1070.005: 공유 네트워크 연결 
제거

1.2% T1036: 가장 1.5% T1036.003: 시스템 유틸리티 
이름 바꾸기

0.7%

T1553: 신뢰 기능 무력화 21.3% T1553.002: 코드 서명 21.0% T1036.001: 잘못된 코드 서명 0.5%

T1055: 프로세스 주입 18.1% T1055.003: 실행되는 스레드 
하이재킹

1.0% T1036.005: 실제 이름 또는 
위치 대조

0.2%

T1055.012: 프로세스 공동화 0.5% T1480: 실행 가드레일 1.5%

T1112: 레지스트리 수정 15.6% T1197: BITS 작업 0.7%

T1497: 가상화/샌드박스 회피 12.7% T1497.001: 시스템 점검 1.5% T1548: 권한 상승 제어 
메커니즘 남용

0.7% T1548.002: 사용자 계정 
제어 우회

0.5%

T1562: 보안 약화 9.8% T1562.001: 툴 비활성화 또는 변경 5.9% T1548.001: Setuid 및 
Setgid

0.2%

T1562.004: 시스템 방화벽 
비활성화 또는 변경

5.1% T1578: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변경

0.5% T1578.002: 클라우드 
인스턴스 생성

0.5%

T1562.007: 클라우드 방화벽 
비활성화 또는 변경

0.2% T1578.003: 클라우드 
인스턴스 삭제

0.2%

T1078: 유효한 계정 6.8% T1550: 대체 인증 자료 사용 0.5% T1550.002: 해시 전달 0.2%

T1134: 액세스 토큰 조작 5.9% T1134.001: 토큰 모방/도용 0.2% T1550.003: 티켓 전달 0.2%

T1202: 간접 커맨드 실행 3.7% T1127: 신뢰된 개발 유틸리티를 
이용한 코드 실행

0.2% T1127.001: MSBuild 0.2%

T1574: 실행 플로우 하이재킹 3.2% T1574.001: DLL 검색 순서 
하이재킹

2.4% T1211: 보안 기능 회피를 위한 
익스플로잇

0.2%

T1574.002: DLL 사이드로딩 2.4% T1484: 도메인 정책 수정 0.2% T1484.001: 그룹 정책 수정 0.2%

T1574.008: 검색 순서 하이재킹에 
의한 경로 차단

0.2% T1542: 사전 OS 부팅 0.2% T1542.003: 부트킷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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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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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랜섬웨어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랜섬웨어는 공격 수행 
방식이 바뀌었고 비즈니스에 초래하는 피해 규모와 내용도 달라져 기존의 보안 방법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와 리스크 담당자들은 ‘랜섬웨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멀웨어가 
파일을 암호화하여 합법적인 사용자의 액세스를 막고 결국 일정 기간 동안 비즈니스가 중단되는 시나리오를 
흔히 떠올립니다. 또한 랜섬웨어 관련 공격에 대한 최선의 보안 방법은 확실한 오프라인 백업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지만, 여전히 랜섬웨어가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침해 사고가 발생해서 공격의 본질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러한 갈취 사고에 더 잘 대처하고 완화하기 위해 Mandiant는 ‘다각적 갈취(multifaceted 
extortion)’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진화한 형태의 랜섬웨어의 특징을 기술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인 랜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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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 갈취의 여러 측면
랜섬웨어 인크립터 배포 
표적이 된 조직의 파일이 암호화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격자는 암호 해독 툴과 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기밀 데이터 도난 
조직의 파일이 도난당한 상태에서 공격자는 민감한 데이터를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갈취 사례는 첫 번째 유형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공격자는 더 많은 협상 수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각적 갈취에서는 공격자가 서비스 중단 사고를 데이터 유출 사고로 만들어버립니다. 데이터 
유출은 서비스 중단보다 더 심각한 비즈니스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은 심각한 이미지 훼손, 
규제 위반 과징금, 집단 소송,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피해는 2019년 이전의 랜섬웨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다각적 갈취 형태의 
공격을 여전히 랜섬웨어 중심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조직은 그러한 피해를 예상할 수 없게 됩니다.

훔친 데이터를 ‘평판 훼손(name-and-shame)’용 웹 사이트에 게시 
다각적 갈취를 저지르는 공격자들은 이러한 사이트를 토르(Tor) 네트워크에서 운영합니다. 공격자는 공격 
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보안 및 기술 미디어 조직을 끌어들인 다음 피해 조직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각적 갈취의 경우, 공격자는 랜섬웨어 암호기를 배포하고 비즈니스 운영을 방해하는 것 외에도 데이터를 
훔쳐 게시하고 피해 조직의 평판을 훼손합니다. 온전한 백업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추가적인 강압 전술 
피해 조직이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공격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	 뉴스 및 미디어 조직이 피해 조직의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유도 

•	 직원에게 전화로 협박 

•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데이터 도용에 대해 알림으로써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고 유출 사실을 외부로 알릴 
것을 촉구 

•	 사업을 더욱 방해할 목적으로 분산적으로 서비스를 차단 

다각적 갈취로 인한 혼란 및 기업 평판 손상
공격자가 보안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공격 기술과 스파이 행위 기법을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다각적 갈취는 계속해서 조직의 주요 현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Mandiant는 이러한 공격자들이 공격의 
규모만 극대화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캠페인으로부터 훨씬 복잡한 수법이 요구되는 캠페인으로 이동해가는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툴, 전술, 절차(Tools, Tactics, Procedures, TTP)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공격 행동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보다 진보된 위협 그룹의 특성입니다. 보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각적 갈취 공격에 대한 전략 역시 진화합니다. 공격하는 측은 운영을 유지하고 금전적 이익을 늘리려는 
강력한 동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로 무장하고 훨씬 더 영향이 큰 갈취 전략을 수립합니다. 공격자의 
목표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방법은 진화하여 공격자에게 더 큰 금전적 이익을 안겨주었고, 이는 
공격에 가담하려는 더 많은 위협 그룹의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1.  

2.  

3.  

4.  



SPECIAL REPORT  M-TRENDS 2021       39

Mandiant는 공격자들이 랜섬웨어 공격과 데이터 갈취 수법을 결합하고 있음을 관찰했고, 이러한 추세는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어 2020년 내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 유형에서는 네트워크상에 
랜섬웨어를 배포하기에 앞서 기밀 데이터부터 유출해 낸 다음 랜섬을 지불하지 않으면 훔친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공격자는 협상 과정에서 기밀 데이터 공개를 볼모로 요구 액수를 높이고 피해 
조직이 이를 제때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고지 의무를 수반하는 데이터 유출 사고는 종종 조직의 
침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에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됩니다. 도난당한 데이터가 규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유형의 공격자는 흔히 파트너와 고객으로부터의 신임과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초래되는 
잠재적인 기업 이미지 훼손을 먹잇감으로 노립니다.

과거에는 침해 후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대상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줄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데이터 도난을 주로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갈취 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추가적 유형의 데이터를 
찾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자가 다각적 갈취를 주도하게 되면서 이들은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여줄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찾고 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Mandiant는 
이러한 공격자가 계약 해지 합의서, 계약서, 의료 기록 및 암호화 인증서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대상 
시스템 환경으로부터 훔쳐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직의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데이터 유형이 보관되어 있는 저장공간에 액세스하려면 여러 단계의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다수의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각각의 시스템은 민감한 데이터의 도용이나 암호화 툴 활성화 실행 이전에 
공격자를 탐지하고 네트워크에서 퇴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각적 갈취 주도자는 데이터 도용 피해 조직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MAZE 랜섬웨어 공격자는 훔친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적화된 스팸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위협했고, Ragnar 
Locker 랜섬웨어 공격자는 피해 조직의 평판을 훼손시키기 위한 목적의 Facebook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전술은 이러한 공격자가 피해 대가 지불을 거부한 피해 조직으로부터 훔친 데이터를 게시할 수 
있는 평판 훼손(name-and-shame) 용도의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다양한 기업 평판 훼손 웹사이트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피해 조직들 간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도난 데이터에 대한 대가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던 대상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정보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트상에 나타난 피해 조직의 수(그림 1)와 피해 조직에 가하는 압박 
수단으로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그룹의 수 모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와 데이터 탈취를 결합한 방식은 여러 성공적인 다각적 갈취 위협 사례에서 확실한 공격 
수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공격자들 역시 이를 모방한 범죄를 시도했습니다. MAZE 운영자가 2019년 
12월에 이미지 훼손 웹사이트를 유행시키자 2020년 2월에는 SODINOKIBI와 DOPPELPAYEMER가 
이를 따라하며 자체 버전의 피해 조직의 평판 훼손용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3월이 되자 
NEMTY, NEFILIM, CLOP, Sekhmet 및 m1x 운영자도 이미지 훼손 웹사이트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2020년 9월까지 매달 평균 하나 이상의 유사한 웹사이트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평판 훼손용 웹사이트, 언론 매체 및 Mandiant 침해 사고 대응 활동을 토대로 Mandiant Threat 
Intelligence는 데이터를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800곳 이상의 다각적 갈취 피해 조직을 찾아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공격자들이 대가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기업을 압박하고 도난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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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훼손용 웹사이트상에 열거된 대부분의 피해 조직은 미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있었는데, 이는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줍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제조사들이 다른 산업의 기업들보다 더 많은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제조사의 경우 생산라인 
다운 타임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인식과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 태세 등이 여러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용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 킬 리스트가 포함된 스크립트에 더해 여러 랜섬웨어 
패밀리가 배포되었습니다. 다각적 갈취 공격을 자주 경험하는 다른 산업 분야로는 전문 서비스, 리테일,  
기술, 금융 서비스, 헬스케어, 건설 및 자재 산업 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멀웨어 기반의 랜섬웨어는 최근 수년간 조직과 정부 기관에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작전을 거치면서 다각적 갈취로 발전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조직은 무차별적 
암호화가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자체적 재해 복구 계획에 유사 시나리오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으로 암호화된 파일은 다각적 갈취 침해 사고에서 피해 조직이 당하는 
여러 공격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보안 기술과 개선된 공격에 대한 가시성은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었습니다. 보안 기술이 발달하고 조직이 보다 다양한 보안 기능 도입을 
위한 투자를 이어감에 따라 공격자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공격 작전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갈취 공격이 법적 규제와 보안 정책 개선을 통해 확실하게 중단될 때까지는 여전히 기업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보안 담당자들은 지속적으로 방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림 1.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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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2021년까지 랜섬웨어 출현이 급증했음을 감안할 때, 조직은 랜섬웨어 
배포 시의 잠재적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 환경을 사전에 강화해두어야 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랜섬웨어에 대응한 지원 사례들을 검토한 후 Mandiant 전문가는 랜섬웨어 침해 
사고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조직이 우선순위를 둬야할 몇 가지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을 포함한 관찰된 몇 가지 공통적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	 액티브 디렉터리 내 다수의 높은 권한 계정

•	 서비스 사용자 이름(Service Principal Name, SPN)으로 구성된 높은 권한의  
Non-Computer(컴퓨터 사용자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 계정

•	 엔드포인트 전반에서 권한 있는 계정의 노출 및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은 보안 제어

•	 랜섬웨어 배포를 위해 그룹 정책 개체(Group Policy Object, GPO)를 수정하는 공격자

액티브 디렉터리 내 다수의 높은 권한 계정
Mandiant에서 랜섬웨어 공격자가 대상 환경 내에서 초기 정찰을 수행할 때 ‘자급자족식 공격(living 
off the land)’, 즉 cmd.exe, PowerShell, WMI와 같은 기본 제공 네이티브 툴을 이용하여 액티브 
디렉터리에서 정보를 쿼리하는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공격자는 종종 AdFind와 BloodHound 같은 
오픈 소스 툴을 사용하여 권한 있는 계정과 도메인 관리자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액티브 디렉터리 내의 권한이 있는 계정은 단지 기본 제공된 도메인 기반의 권한 그룹(도메인 관리자, 
엔터프라이즈 관리자, 스키마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및 서버 운영자)의 구성원 자격이 할당된 계정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조직은 도메인 기반의 권한 그룹 외에도 액티브 디렉터리 전체에 걸쳐 
추가 그룹 및 계정들에 권한을 위임했으며, 이로 인해 권한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리소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공격자가 유효한 크리덴셜을 캡처하거나, 심지어 특별 액세스 권한이 할당된 계정을 
통한 액세스를 가장할 수 있다면, 더 용이하게 내부망 내 이동이 가능하고 데이터에 액세스하며 여러 
엔드포인트에 랜섬웨어를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랜섬웨어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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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기본 도메인 기반 권한 그룹에 상주하는 계정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계정과 관련한 액티브 
디렉터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DS-Replication-Get-Changes 및 DS-Replication-Get-Changes-All(DCSync 
공격의 시작 용도로 활용 가능함)에 대한 권한을 비롯하여 도메인의 루트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계정

•	 도메인 컨트롤러에 대한 상승된 권한이 명시적으로 할당된 계정

•	 많은 컴퓨터 및 사용자 개체를 포함하는 조직 구성 단위(Organizational Unit, OU)에 대한 명시적 
권한을 위임받은 계정

•	 다수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로컬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계정

•	 제한되지 않거나 제한된 Kerberos 위임을 위해 구성된 계정

•	 위임 시도로부터 보호하도록 구성되지 않은 계정(보호된 사용자 보안 그룹의 구성원이 아니거나 
‘민감하고 위임할 수 없음(Sensitive and Cannot Be Delegated)’ 속성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 AdminSDHolder로 보호된 계정

•	 그룹 정책 개체(Group Policy Object, GPO)를 편집, 연결 또는 연결 해제할 수 있는 계정

•	 여러 계정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는 계정(User-Force-Change-Password 권한)

•	 유효 범위가 넓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원격 로그온 기능을 허용하는 사용자 권한 할당 권한이 그룹 정책에 
구성되어 있는 계정

서비스 사용자 이름(Service Principal Name, SPN)으로 구성된 높은 권한의  
Non-Computer(컴퓨터 사용자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 계정
서비스 사용자 이름(Service Principal Name, SPN)은 Kerberos 인증을 위한 서비스 로그온 
계정을 통해 고유한 서비스 인스턴스를 식별할 목적으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적법하게 사용됩니다. 
SPN으로 구성된 Non-Computer(컴퓨터 사용자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 계정은 랜섬웨어 공격자가 
커버로스팅(Kerberoasting)을 위해 처음 표적으로 삼는 계정에 해당합니다.1 특정 계정의 비밀번호가 
커버로스팅(Kerberoasting) 기술을 사용하여 무차별 대입될 수 있는 경우, 공격자가 해당 계정을 
내부망 내 이동(lateral movement), 권한 상승, 랜섬웨어 스테이징(staging) 및 배포에 이용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조직이 SPN으로 구성된 높은 권한의 계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격 경로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조직은 SPN으로 구성된 계정의 유효범위를 PowerShell을 사용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get-aduser -filter {(ServicePrincipalName -like “*”)}

2. The MITRE Corporation(2015~2021년). Kerberos	티켓	도용	또는	위조:	커버로스팅(Kerberoasting)

그림 2.  
SPN이 할당된 비 
컴퓨터 계정 식별을 위한 
PowerShell 커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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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서비스 계정은 이러한 구성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액티브 디렉토리 내에 SPN으로 구성된  
Non-Computer(컴퓨터 사용자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 계정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은  
이러한 계정에 할당된 권한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특별 권한 및 내부망 내 이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 제어를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엔드포인트 전반에서 권한 있는 계정의 노출 및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은  
보안 제어
엔드포인트 보안 제어 권한이 있는 계정의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사례의 경우, 
랜섬웨어 공격자는 메모리에서 유효한 크리덴셜을 캡처한 다음 액세스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Mandiant는 최신 백서인 ‘랜섬웨어 보호 및 방어 전략(Ransomware Protection and 
Containment Strategies)’3에서 권한 있는 계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방적 강화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	 보호된 사용자 보안 그룹을 사용하여 권한 있는 비 서비스 계정 간수

•	 엔드포인트의 메모리에 평문(clear-text)으로 된 크리덴셜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예: WDigest 및 
Windows 자격 증명 관리자)을 비활성. 여기에는 공격자가 로컬 엔드포인트에서 이를 수정한 경우 
해당 설정을 자동으로 재적용해 주는 그룹 정책 구성을 사용하는 것 역시 포함됨

• Windows 10 및 Windows Server 2016+ 엔드포인트에서 자격 증명 보호 및 원격 자격 증명 
보호 적용. 보다 오래된 엔드포인트에서는 권한 있는 계정을 사용하여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시작할 때 
제한된 관리자 모드를 사용해야 함

• Microsoft LAPSx4나 기타 서드파티 툴을 이용하여 엔드포인트상의 기본 제공 로컬 관리자 계정용 
암호를 무작위로 지정

•	 권한 있는 계정의 사용 범위와 방식을 정의해주는 가드레일의 적용을 유도하는 계층형 모델을 구현. 
가드레일 적용은 그룹 정책 개체(Group Policy Object, GPO) 내에서나 인증 사일로를 사용  
시 정의할 수 있음

•	 권한 있는 작업이 오직 지정된 권한 있는 액세스 워크스테이션(PAW)이나 점프 박스에서만 시작될  
수 있도록 함

•	 위임 시도로부터 권한 있는 계정을 보호(예: ‘민감하고 위임할 수 없음’ 적용)

•	 엔드포인트 전반에서 내부망 내 이동(lateral movement), 원격 액세스 및 랜섬웨어 배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한하도록 Windows 방화벽 적용

•	 엔드포인트 전반에서 내부망 내 이동을 허용하도록 권한이 구성되어 있는 계정 및 그룹의 유효범위 제한. 
구체적으로, 권한 있는 계정이 1단계 및 2단계상의 엔드포인트에 로그온(로컬 또는 그룹 정책 설정을 
통해)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거부되어야 함

	– 네트워크에서 이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 거부(SeDenyNetworkLogonRight)

	–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를 통한 로그온 거부(SeDenyRemoteInteractiveLogonRight)

	– 로컬에서의 로그온 거부(SeDenyInteractiveLogonRight)

	– 서비스 자격 로그온 거부(SeDenyServiceLogonRight)

3. FireEye(2020년). 랜섬웨어 관련 보호 및 방어 전략. 
4. Microsoft(2021년). Microsoft 로컬 관리자 암호 솔루션(LAPS).

https://www.fireeye.com/content/dam/fireeye-www/current-threats/pdfs/wp-ransomware-protection-and-containment-strategies.pdf
https://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46899
https://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4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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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도록 할당된 사용자 권한을 포함하여, 권한 상승 및 데이터 액세스에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 및 그룹의 유효범위 제한

	– 프로그램 디버그(SeDebugPrivilege)

	– 파일 및 디렉터리 백업(SeBackupPrivilege)

	– 파일 및 디렉터리 복원(SeRestorePrivilege)

	– 파일 또는 기타 개체의 소유권 가져오기(SeTakeOwnershipPrivilege)

랜섬웨어 배포를 위해 그룹 정책 개체(Group Policy Object, GPO)를 수정하는 
공격자
그룹 정책은 공격자가 랜섬웨어를 여러 엔드포인트에 배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공격자들은 GPO 편집 권한을 가진 계정을 침해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도메인 루트(예: 기본 도메인 
정책)에 연결된 GPO를 표적으로 삼았고, 그런 다음 인크립터를 대량 배포하고 실행할 목적으로 예약된 
작업, 로그온 스크립트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패키지를 추가했습니다.

조직은 기존 GPO에 대한 편집 기능이 포함된 계정을 파악하기 위해 액티브 디렉터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도메인 내의 어떤 계정이 GPO를 연결 및 연결 해제할 수 있는 계정인지 식별해야 
합니다.

Mandiant가 최근에 발간한 백서5에 GPO 권한 검토와 관련한 구체적인 참조용 커맨드뿐 아니라  
GPO 생성 및 수정을 탐지하기 위한 이벤트 로그 모니터링 전략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5. FireEye(2020년). 랜섬웨어	관련	보호	및	방어	전략.

https://www.fireeye.com/content/dam/fireeye-www/current-threats/pdfs/wp-ransomware-protection-and-containment-strategi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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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이후의 비즈니스 운영 지속성은 시스템, 데이터 및 액세스를 
안전한 방식으로 복원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복구 및 정상화는 공격자가 어떻게 액세스 권한을 획득하여 내부망 내 이동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훔치거나 
랜섬웨어를 배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구 및 정상화 단계가 안전하게 
수행되지 않는다면, 공격자가 액세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리스크가 이어지고, 다운 타임이 연장되며, 추가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한 조사 단계
Mandiant에서는 복구 및 정상화 노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조직의 경우, 조치를 취하기 전에 랜섬웨어 
침해 사고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근거 데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랜섬웨어 침해 사고에 대응 시 안전한 복구 및 정상화 계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공격자는 환경 내에서 액세스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지속 메커니즘(백도어)을 사용했습니까?

•	 공격자는 인그레스(ingress) 및 이그레스(egress) 지점에서 차단되거나 호스트 기반 엔드포인트 
방화벽을 사용하여 차단되어야 하는 액세스에 대비하여 어떤 커맨드 앤 제어(Command and 
Control, CnC) 채널을 사용했습니까?

•	 랜섬웨어는 어떻게 배포되었습니까(PsExec, 그룹 정책 수정, 예약된 작업 또는 로그온 스크립트와 
같은 툴을 이용한 수동 전파)?

•	 랜섬웨어 전파 벡터에 대한 중지 및 방어가 가능합니까?

•	 어떤 종류의 침해된 계정이 내부망 내 이동 및 랜섬웨어의 배포에 사용될 수 있습니까?

랜섬웨어 공격 이후의 
복구 및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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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엔드포인트에서 인크립터(encryptor)가 여전히 실행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까?

•	 초기 액세스에 사용된 기본 벡터는 어떤 종류였습니까?

•	 어떤 계정이 환경 내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 사실과 관련성이 밝혀지고 나면, 적절한 격리 및 강화 단계를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한 워크플로우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랜섬웨어 이벤트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주요 지속 방법 및 백도어, CnC 채널, 
랜섬웨어 전파 메커니즘 및 침해된 계정의 유효 범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직은 강화 및 복구 
조치에 대한 분류 및 검토를 시작하고 이를 안전하게 계획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끊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엔클레이브(Secure Enclaves)의 사용
운영을 성공적으로 복구하고 재구축할 수 있었던 조직의 경우, 시스템을 안전하게 복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VLAN과 같은 보안 엔클레이브의 사용이 포함된 프로세스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엔클레이브에 
탑재된 시스템을 환경 내에서 신뢰와 보안이 보장된 클린(녹색) 소스로 지정하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시스템과의 통신을 제한했습니다.

엔클레이브 내 시스템과의 통신이 허용된 대상은 오직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와 보안 툴(EDR), 그리고 
엔드포인트가 작동 중인 인크립터나 기타 악성 활동의 징후를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조사 
도구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엔클레이브 내에서 확보되는 첫 번째 엔드포인트는 복원되거나 새로 구축된 도메인 
컨트롤러였으며, 초반의 랜섬웨어 확산이 성공적으로 격리되고 나면 추가적인 엔드포인트에 대한 연결로 
확대되었습니다.

복구 및 정상화 프로세스 저하의 공통 원인
액티브 디렉터리 폐쇄
Mandiant는 공격자가 단지 피해 조직 환경에 랜섬웨어를 배포할 뿐만 아니라, 액티브 디렉터리에서 
관리자를 차단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2020년 전반에 걸쳐 확인했습니다. 도메인 컨트롤러가 작동 중인 
상황에서도, 공격자는 도메인 관리 권한을 얻고 나면 유효한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조직은 복구 및 정상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액티브 디렉터리 내 액세스 및 후속 제어 권한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직이 액티브 디렉터리에 다시 액세스하기 위해서 물리적 미디어를 통해 
도메인 컨트롤러를 부팅하고 유틸리티 매니저 바이너리(utilman.exe)를 cmd.exe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가 유틸리티 매니저를 클릭하게 되면, 실제로는 
알려진 계정에 대해 새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는 커맨드 프롬프트가 실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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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컨트롤러 복원 문제
랜섬웨어가 환경 내에 배포되면, 도메인 인증을 비롯하여 도메인 기반 리소스에 연결하는 기능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복구 및 정상화 작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직은 도메인 컨트롤러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메인 컨트롤러 백업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손상된 경우라면, 도메인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흔히 SYSVOL의 훼손이 도메인 인증 및 도메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일 때가 
많습니다. SYSVOL이란 각 도메인 컨트롤러상에 존재하고 복제되는 폴더 및 파일의 집합을 말합니다. 
SYSVOL에 담긴 그룹 정책 템플릿 및 설정과 스크립트를 포함한 콘텐츠가 암호화되거나 손상되고 
복제가 일어나면, 해당 콘텐츠가 모든 도메인 컨트롤러에 전달되어 도메인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백업이 미리 준비되지 않은 경우라면, SYSVOL을 재구축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SYSVOL을 완전히 재구축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백업 프로세스에 
도메인 컨트롤러의 시스템 상태 백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스템 상태 백업이 불가능한 경우, 조직은 
최소한 SYSVOL 디렉터리 및 데이터 트리(%SYSTEMROOT%\SYSVOL)와 액티브 디렉터리 
데이터베이스(%SYSTEMROOT%\ntds\ntds.dit)만이라도 백업해두어야 합니다. 도메인 컨트롤러 
백업을	오프라인이나	논리적으로	분할되어	있고	도메인	계정을	사용한	직접	액세스가	제한되어	있는	스토리지	
클러스터에	저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도메인 컨트롤러의 백업으로부터 액티브 디렉터리를 복원하는 것이 도메인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 조직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상화가 필요한 스키마 및 도메인 서비스의 가용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상적이고 테스트를 거친 백업 계획과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조직이 사전에 검토해두어야 할 도메인 컨트롤러 복구 및 정상화의 모범 사례입니다.

•	 오프라인 백업—오프라인 도메인 컨트롤러 백업은 온라인 백업과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암호화—백업 데이터는 전송 도중(유선상)에도, 대기 상태이거나 오프사이트 저장을 위해 미러링될 때도 
암호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DSRM 암호 유효성 검사-디렉터리 서비스 복원 모드(Directory Services Restore Mode, 
DSRM) 암호는 각 도메인 컨트롤러에 알려진 값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암호는 신뢰할 수 있는 
또는 신뢰할 수 없는 도메인 컨트롤러 복원을 수행할 때 필요합니다.

•	 백업 작업에 대한 경고 구성—백업 관련 제품 및 기술은 백업 데이터의 가용성 및 무결성을 좌우할 수 
있는 작업(예: 백업 데이터 삭제, 백업 메타데이터 제거, 복원 이벤트 및 미디어 오류)을 감지하고, 진행 
시 경고를 보내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데이터 백업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백업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의 
경우, 저장된 데이터 및 설정 파라미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계정을 제한하기 위해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	 테스트 및 검증—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 복원 프로세스와 신뢰할 수 없는 도메인 컨트롤러 복원 
프로세스 모두를 문서화하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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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지 않은 백업 및 복원 프로세스
효과적인 백업 및 복원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한 조직의 경우, 적시에 비즈니스 운영을 재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다운 타임이 연장되고, 재정적 손해와 규제 문제가 발생하며, 기업 평판 전반에 걸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직이 비즈니스 운영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이터 복원 및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거나, 핵심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재구축해야만 했으며, 이는 비즈니스 연속성에 
더욱 영향을 미쳤습니다.

효과적인 백업 및 복원 프로세스를 갖춘 조직의 경우, 안전한 복원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가동함으로써 
전반적인 위협 조사와 조직 환경 강화를 위한 워크플로우가 모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백업 및 
복원 프로세스 사례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백업의 관리 및 검증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술

•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해 복구 계획에 맞게 조정이 이루어진 백업 및 복원 프로세스

•	 시작, 빈도, 검증 및 테스트를 다루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데이터 백업 보존 정책(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모두에 해당)

•	 환경 내에서 구획화되어 있고, 오직 백업 플랫폼 및 스토리지와의 인터페이스 및 관리에 할당된 전용 
계정을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백업 인프라

•	 비즈니스 운영 유지를 위해 우선순위에 맞게 백업, 장애조치(failover) 및 복원 프로세스에 맞게 조직의 
기밀 데이터 및 사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잘 정의된 형태로 이해

•	 데이터 백업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백업 미디어를 비롯하여, 저장된 데이터 및 설정 
파라미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계정의 유효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	 데이터뿐만 아니라 핵심 자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장애조치 및 복원 작업 
관련 교육 및 검증을 위한 교육

•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공급업체와 맺고 있는 서비스 수준 계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요약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보안 업무는 기술과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준비를 갖추지 않은 조직의 
경우, 피해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Mandiant는 2020년 전반에 걸쳐 많은 
조직과 협력했고, 랜섬웨어 퇴치를 위한 예방적 방어를 검토, 테스트 및 강화했습니다.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모범 사례를 적용하면 복구 및 정상화 노력을 흔들림 없이 실현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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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명명된 
위협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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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Eye는 수천에 달하는 공격자를 추적하고 조직을 넘나들며 반복적인 침입을 수행하는 
그룹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공격자 그룹은 때로는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격자들은 네트워크에서 이들을 제거하려는 
피해 조직의 시도에 빠르게 적응하며, 네트워크의 권한을 상실한 경우에도 같은 피해 조직을 
계속 표적으로 삼습니다.

2020년에 FireEye는 기존에 추적된 TEMP 그룹 중 공격 그룹 한	곳을 FIN 그룹으로 승격시켰습니다.

FI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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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11: 만연한 랜섬웨어와 갈취 공격
FIN11은 금전적 동기를 가진 공격 그룹으로서 최소한 2016년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이 그룹은 
FlawedAmmyy 및 FRIENDSPEAK와 같은 멀웨어를 사용하는 피싱 캠페인을 널리 퍼트렸고 
광범위한 부문과 지역에 걸친 수많은 조직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FIN11은 피해 조직에게 CLOP 
랜섬웨어를 배포한 다음 훔친 데이터를 자체 불법 유출 사이트를 통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며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취합니다. Mandiant Threat Intelligence는 FIN11이 POS(Point-of-Sale) 
멀웨어를 사용하는 사례를 한 건 이상 발견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는 그룹은 아니지만, 
FIN11은 멀웨어 배포 전술 및 기법을 끊임없이 진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당 공격 
그룹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그림 3).

FIN11은 일부 보안 연구원 사이에서 TA505라고 부르는 그룹의 활동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Dridex Trojan 및 Locky 랜섬웨어와 같은 멀웨어 패밀리를 유통시키는 대규모 스팸 공격을 
지칭하는 용도로 2014년 무렵부터 보안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TA505의 초기 
공격 활동을 FIN11과 연결 짓지 않고 있으므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협 활동 클러스터가 ‘APT’ 또는 ‘FIN’ 그룹으로 분류되는 방식
Mandiant 분석가는 FireEye 보안 제품의 원격 측정 기능(telemetry), Mandiant 침해 사고 대응 업무 
및 연구조사와 같은 다양한 소스를 통해 위협 활동 데이터를 검토하고 주목할 만한 클러스터를 식별해 냅니다. 
기술 및 위협 분석 연구원, 분석가 및 리버스 엔지니어로 구성된 팀이 알려진 지표에서부터 출발하여 관련 지표, 
활동 또는 기타 데이터를 찾아내려고 시도합니다. 발견된 활동 정보가 적을 경우, Mandiant Advantage나 
외부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들에 전달되는 완성된 인텔리전스(Finished Intelligence, FINTEL)에 공식 
이름이 없이 정보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에 기반한 국가 후원(nation-state)을 받는 
공격자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스피어 피싱 이메일 발송 사례…”와 같은 형태입니다.

미분류(Uncategorized, UNC) 그룹은 정리되지 않은 형태의 분석 정보로 관리된 채 기존에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UNC란 공격 인프라(adversary infrastructure), 툴 및 스파이 기법 등의 가시적 
아티팩트를 포함하는 사이버 침입 활동의 클러스터를 말합니다. UNC 그룹은 하나의 침해 사고 사례를 
통해서도 종종 발견되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지기도 합니다. 적극적 수집 노력을 통해 다른 침해 사고 등에서 
새로운 연관 아티팩트가 발견됨에 따라, UNC는 여러 별개의 근거 데이터를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뼈대가 
되어줍니다.

일부 공격 집단은 연구 조사를 통해 식별된 그룹 특성의 전술, 기술, 절차(TTP)를 통해 확인되어 집니다. 이 경우, 
‘TEMP.<xxx>’라는 그룹명이 임시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APT37의 이전 알려진 명칭은 ‘TEMP.Reaper’ 
그룹이었습니다.

TEMP 그룹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 FireEye Mandiant는 일관되고 엄격한 방법론을 통해 
해당 공격자에게 공식 APT 또는 FIN 번호를 할당합니다. 지능형 지속 공격 그룹(APT)은 일반적으로 스파이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금전적 목적의 공격 그룹(FIN)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신용카드 데이터 도용, 업무용 
이메일 사기, 갈취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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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11의 조직이 구성된 시점을 알려주는 근거 데이터는 없습니다. FireEye Mandiant는 2017년부터 
FIN11(또는 UNC902)을 추적해 왔습니다(그림 4). 최소 2014년 과거의 TA505 활동은 FIN11(또는 
FIN11의 일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이들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Dridex 및 Emotet와 같은 서비스는 이들 위협 그룹의 속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직접 당사자로부터 확인된 사실이 없고 수시로 바뀌는 범죄 집단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룹의  
조직 시점에 대한 모든 알려진 사실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FIN11은 활발히 위협 활동을 하고 있고, 다수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인 공격 사례, 해당 그룹의 
공격 라이프사이클 전반에서 사용 중인 툴, 전술, 절차(Tools, Tactics, procedures, TTP)에 대한 
인사이트 확보, FireEye 고객들의 FIN11과 랜섬웨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기존 그룹에서 전환시키게 
되었습니다. 2019년 가을에 이 결정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중반까지는 FIN11의 침해 후반 단계와 관련한 인사이트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Mandiant는 2019년 
초가을 무렵 다수의 FIN11 CLOP 배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그룹은 2019년 9월에 FlawedAmmyy 백도어를 FRIENDSPEAK 및 MIXLABEL로 
교체하였는데, 이는 고객들의 관심을 추가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FIN11의 캠페인은 광범위한 산업 부문과 지역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FIN11의 
스팸 캠페인은 주로 금융, 리테일, 요식업 부문의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대상을 확대했고, 일반적인 금융 미끼를 사용하는 등 더 큰 규모의 다양한 산업과 국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FIN11은 2019년과 2020년의 일부 캠페인에서는 특정 산업 또는 지역의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해 가짜 이메일 표시 이름과 주소 등의 조작된 이메일 
발신자 정보를 사용하는 한편 표적 대상의 모국어로 이메일을 전송했습니다. 지난 2년간 관찰한 결과 표적 
대상이 바뀌었는데, 이는 FIN11이 주요 수익화 방법을 POS(Point-Of-Sale) 멀웨어에서 랜섬웨어로 
전환한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멀웨어 FIN11

도메인 등록 
서비스 

코드 서명 
인증서 

 

방탄 
호스팅 

그림 3.  
FIN11이 사용하는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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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11의 활동에서 최소 2019년 1월부터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피싱 캠페인 툴, 전술, 절차(Tools, 
Tactics, procedures, TTP)의 발전 속도입니다. 2019년과 2020년의 피싱 캠페인에서 FIN11은 
피해 조직의 위협 탐지에 대한 보안 체계를 우회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초기 배포 메커니즘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에는 공격자들이 매크로가 포함된 Office 파일을 피싱 이메일에 
직접 첨부했지만, 이후의 몇 달에 걸쳐 그러한 감염 체인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2020년 3월경에는 
대부분의 FIN11 피싱 캠페인이 HTML 첨부 파일을 사용하게 되었고, 감염된 URL에서 다운로드 도메인으로 
리디렉션을 로드한 다음 매크로가 포함된 Office 파일을 유포했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사소하고 새롭지 않게 
시도되는 방법들은 이들의 공격 수법이 정교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비록 FIN11이 특별히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정교함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수법은 꽤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그림 5). FIN11은 익스플로잇(exploit)을 초기 감염 벡터로서 사용하는 대신 주로 피싱 
이메일과 사용자 실행파일(매크로가 포함된 Microsoft Office 파일 열기)에 의존하여 초기 침투를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평범한 취약점 공격 프레임워크와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개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정찰, 권한 상승 및 내부망 내 이동(lateral movement)을 수행합니다.

인
텔

리
전

스
�수

준
(단

위
)

4만

초기�침해�사고 FlawedAmmyy 
백도어

ServHelper 
백도어

유포된�피싱�및 
다운로더

새로운�멀웨어 
유포�방법 CLOP 

랜섬웨어

수법:
Bluesteal 

POS
멀웨어

피싱�캠페인

수법: 다운로드, 
무기화된 O�ce 

및 zip 파일

새로운�침해�사고 
및�공격�유형�조사

MIXLABEL 
백도어

FRIENDSPEAK 
다운로더

MINEDOOR 
드로퍼

@@ @@

공격�대상: 숙박업, 
리테일�및�금융

공격�대상: 지역

2만

FIN11
• 공격자�개요
• 프로필
• TTP

• 감염�시스템
• 지표�목록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TEMP.WarlockUNC902 확인

그림 4.  
FIN11 타임라인

운영 인텔리전스

머신 인텔리전스

침해 인텔리전스

공격 인텔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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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수의 멀웨어 패밀리가 FIN11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FIN11이 툴을 자체 개발하는지 아니면 
아웃소싱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FIN11이 활동을 재개한 직후부터 새로운 버전의 MIXLABEL 
백도어가 배포되는 것이 수시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피싱 활동의 공백기는 툴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연구원은 CLOP이 Cryptomix의 변형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해당 툴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Mandiant가 두 랜섬웨어 패밀리 사이에서 중복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확인했음에도 CLOP이 
Cryptomix의 변형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근거 데이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FIN11 전용이라고 보이는 멀웨어 패밀리를 다른 공격자들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정황은 없습니다. 
FlawedAmmyy의 경우 FIN11 전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FIN11이 2019년경에 사용을 중단한 
이후로는 FlawedAmmyy 백도어 활동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2018년부터 
BARBWIRE 및 MIXLABEL을 사용해 왔으며, 다른 그룹도 이러한 툴을 사용한다는 근거 데이터는 
없습니다.

FIN11은 FRIENDSPEAK나 BARBWIRE와 같은 멀웨어를 유포하기 위해 MINEDOOR, 
SPOONBEARD 및 FORKBEARD 등 여러 유사한 드로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로퍼는 
통상적으로 다른 위협 그룹과 연결되는 멀웨어를 패키징하는 데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FIN11 전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FIN11이 광범위하게 수행해온 대규모 피싱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보한 근거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 수익화에 성공한 사례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2018년 말에 Mandiant는 FIN11이 한 요식업 
기업을 대상으로 POS(Point-of-Sale) 메모리 스크래핑 툴인 BLUESTEAL을 사용한 수익화를 
시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FIN11은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CLOP 랜섬웨어를 배포했고,  
피해 조직에 대한 협박의 강도를 높여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데이터 탈취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2020년 들어 FIN11은 피해 조직이 갈취 요구에 따르도록 압박하기 위해 랜섬웨어와 데이터 탈취 활동을 
결합하는 형태의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데이터 도용이 실제로 관찰된 사례에서 공격자는 수십 개 시스템에 
액세스하고, RAR 압축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스테이징(staging)하고, 그 파일을 MegaSync 서버에 
업로드하고, CLOP 랜섬웨어를 배포한 다음,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유출된 
해당 데이터는 이후에 CL0P^_- LEAKS라는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FIN11이 배포한 
CLOP만이 관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이트 또한 FIN11이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Mandiant는 파일 메타데이터가 러시아어로 되어 있다는 점, CIS 국가들에는 CLOP이 배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 신년과 러시아 정교회 크리스마스 휴일 기간에는 활동이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FIN11의 
근거지가 독립 국가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일 가능성이 높다고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FIN11의 빈번한 대규모 피싱 캠페인은 수많은 피해 조직을 동시에 침해하여 금전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수의 조직을 대상으로 공격에 대한 미끼를 던져 피해 조직을 걸려들게 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성공 확율이 비교적 낮을 뿐더러, FIN11은 탐지되기 전에 각 공격으로부터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FIN11은 지리적 위치, 산업 부문 또는 확인된 
보안 상태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추가 공격할 피해 조직들을 선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Mandiant는 
FIN11의 스팸 캠페인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이들이 스팸 배포 전술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하여 단속을 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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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침해 거점�확보 권한�상승 내부�정찰 공격�목적�달성

내부망�내�이동지속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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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B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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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ER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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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 Amad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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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B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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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KBEARD
• FRIENDSPEAK
• MAD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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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Y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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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BWIRE
• FORKBEARD
• Metasploit
• Mimikatz
• 도메인�관리자�권한을 
 획득한�공격자
• CVE-2018-8120
• 수정된 Windows DLL
• 수집된�크리덴셜

• EMASTEAL
• Metasploit
• Mimikatz
• SPOONBEARD
• TINYMET
• AdFind
• Windows 내장 
 커맨드
• NetScan
• PingCastle
• PowerShell
• ProcessHacker

• BLUESTEAL
• CLOP
• MBRKiller
• NAILGUN
• SALTLICK
• SPOONBEARD
• WinRAR를�사용한 
 데이터�압축
• 추후�침해�목적의 
 데이터�도용

• BARBWIRE
• BEACON
• FORKBEARD
• Metasploit
• Meterpreter
• SPOONBEARD
• TINYMET
• PuTTY
• RDP

그림 5.  
FIN11의 표적 공격 
라이프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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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관련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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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은 거의 모든 기관과 지역사회의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렸고, 
이로 인해 각국의 지도자는 질병 확산과 경제 침체를 탈피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판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증상 
치료를 위해 수립되어 검증된 전략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Mandiant는 정부/공공기관들이 
자국의 피해 복구 및 백신 개발 노력에 도움이 되고 국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코로나19 정보 수집 및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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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ant는 
Kimsuky가 
PENCILDOWN으로 
미국 제약 회사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공개한 해당 활동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Mandiant는 
CUTELOOP로 미국 
제약 회사를 표적으로 삼은 
TEMP. Hermit 연계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Mandiant는 라우터 
및 VPN 취약점 
공격을 통해 제약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대규모 APT41 활동을 
추적했습니다

WHO는 한국과 
연계된 공격자가 
WHO 직원을 
노렸다는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연구 
내용을 노리는 중국과 
연결된 캠페인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APT29가 
코로나19 데이터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데이터를 
표적으로 삼은 
중국인 2명을 
고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나선 조직을 
노리는 정부 지원 암호 
스프레이 공격에 대해 
경고하며, Citrix 
및 Pulse Secure 
VPN 취약점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FBI는 국가와 
연계되어 금전적 동기로 
활동하는 공격자들이 
헬스케어, 의료 연구 
및 관련 조직을 추가 
표적으로 삼기 위해 
리소스를 동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andiant는 SIXPLUS 
백도어를 이용한 북미 의료 
연구기관 침해 사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정 
코로나19 관련 키워드와 
매칭되는 지적 재산을 
표적으로 삼아 유출 전 
데이터를 압축하는 공격자 
UNC2062(APT29로 
의심되는) 관련 근거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Mandiant Threat 
Intelligence는	
APT32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리 및 
모니터링 관련 인사이트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캠페인에서 중국 공공 
기관 및 민간 기관을 
표적으로 삼았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Mandiant는 이란 
국적의 UNC788이 미국 
제약 기관의 2단계 인증 
코드와 웹메일 크리덴셜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WHO 직원의 
개인 이메일을 노렸다고 
보도되었던 사례 역시 
UNC788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Mandiant Threat Intelligence는 베트남, 중국, 북한, 이란 및 러시아의 위협 그룹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 관련 데이터를 찾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많은 사이버 스파이 캠페인을 2020년 
전반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이러한 위협 그룹 중 다수는 공격에 실패 없이 수년간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 연구 및 대응 전략이 표적일 가능성이 있는 정부 후원을 받는 공격 그룹에 대한 움직임은 
Mandiant가 라우터 및 VPN 취약성 정보(그림 6)를 통해 제약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중국계 
APT41 활동을 추적했던 1월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베트남의 APT32는 코로나19 
확산 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중국의 공공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3월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과 연결된 공격자가 WHO 직원을 표적으로 했음을 밝혔으며, 
5월에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연구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중국과 연결된 캠페인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4월에는 이란의 UNC788이 미국의 제약 관련 기관들을 표적으로 삼았고, 2020년 봄에는 
의료 연구 시설을 표적으로 한 UNC2062의 소행으로 보이는 공격이 관찰되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을 표적으로 삼은 정부의 후원을 받는 사이버 공격 캠페인과 관련된 여러 
성명과 권고를 발표했으며, 그중 일부는 동맹국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가을에는 러시아의 APT28이 
코로나19 치료 및 백신 연구소를 표적으로 삼은 혐의로 공개 보도를 통해 지목되었습니다. 이 기간과 
2021년까지 Mandiant는 북한 관련 활동이 미국의 제약 회사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림 6.  
코로나19 연구를 
잠재적 표적으로 
삼는 정부 후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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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32
APT32는 상용 툴을 사용하여 공격 표적으로 삼은 대상의 국내외 활동을 감시하는 베트남계 사이버 스파이 
공격 그룹입니다. FireEye는 2012년부터 APT32를 추적해 왔으며, 베트남의 제조, 소매 및 숙박업 
부문에서 이권을 가진 해외 정부와 기업, 언론인, 반체제 인사를 표적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APT32는 최소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침입 캠페인을 수행했으며, Mandiant는 이것이 코로나19에 
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진원지인 베이징과 
우한의 피해 조직 몇 곳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표적 대상에게 발송된 스피어 피싱 이메일에는 악성 
첨부 파일과 추적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 이메일은 코로나19 테마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표적이 된 조직 가운데는 중국의 비상관리부(Ministry of Emergency)와 우한 정부도 있었습니다.

APT32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추가 표적에 대해 코로나19 테마의 악성 첨부 파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체 공격 체인을 저희가 밝혀낸 것은 아니지만, 페이로드를 전송하는 동안 중국어 제목이 
포함된 코로나19 미끼 문서를 화면에 표시하는 METALJACK 로더가 확인되었습니다.

APT41
APT41은 중국 정부 후원 스파이 활동과 잠재적으로 정부의 통제 밖에서 금전적 동기의 공격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들이 사실상의 정부 후원 활동으로 확장하기 이전의 활동은, APT41의 개별 구성원들이 
비디오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주로 금전적 동기의 공격을 2012년 수행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1월과 3월 사이에는 Mandiant는 APT41이 75곳 이상의 고객사에서 원격 액세스 및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의 취약성을 악용하려 했던 시도를 확인했습니다. APT41은 VPN 기능(CVE-2019-19781), 
Cisco 라우터 및 Zoho ManageEngine Desktop Central(CVE-2020-10189)이 포함된 
Citrix NetScaler/ADC를 표적으로 삼고 헬스케어, 공공기관, 교육기관, 항공우주 및 국방 산업, 운송업, 
공공 및 비영리 부문의 조직에 대한 액세스 수단을 얻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UNC788
UNC788은 이란 정부를 대신하여 사이버 스파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위협 집단입니다. 
또한 ClearSky 및 CERTFA가 ‘Charming Kitten’이라는 이름으로, Microsoft가 ‘Phosphorus’라는 
이름으로 보고하기도 했던 UNC788은 기업 및 개인 이메일 계정을 대상으로 크리덴셜을 탈취해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UNC788은 미국의 제약 산업을 포함한 다수의 표적에 대해 크리덴셜 탈취 공격 캠페인을 
감행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개인용 웹메일 크리덴셜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 스푸핑된 웹메일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된 스피어피싱 이메일로 피해 조직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룹은 또한 
유사한 전술을 사용하여 글로벌 의료업체 직원을 표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SPECIAL REPORT  M-TRENDS 2021       60

UNC2062
2020년 7월에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NCSC), 캐나다 
통신보안기구(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 CSE) 및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서 발간한 공동 보고서는 영국, 미국 및 캐나다 소재의 의료 연구 업체들을 
침해하는 데 사용된 3종의 멀웨어 패밀리의 사용 방식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관찰된 
활동의 배후로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 위협 그룹인 APT29를 지목했습니다. 신빙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 이를 
확실시할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APT29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ederal Security Service, FSB) 
또는 러시아 외교정보국(Foreign Intelligence Service, SVR)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andiant는 관련 활동을 UNC2062라는 이름으로 추적하던 중, 이들이 2020년 봄에 SIXPLUS 
백도어(공식적으로는 WELLMESS라고 지칭됨)를 사용하여 의료 연구 기관들을 공격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또한 이 위협 그룹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툴을 사용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자가 야기하는 위협
Mandiant Threat Intelligence는 여러 북한 공격자들이 기존에 표적으로 삼았던 산업을 벗어나 제약 
및 의료 연구로 공격 포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2020년 10월부터 관찰해 왔습니다.

2020년 11월에 Mandiant는 취업을 테마로 한 미끼로 CUTELOOP 다운로더를 배포하고 있는 
사이버 스파이 캠페인의 존재를 인텔리전스 구독자에게 공유했습니다. 해당 그룹은 자신들의 툴세트를 
약간 업데이트한 데 이어 최소한 2020년 4월부터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에서 미국의 제약 회사로 표적을 
확장했습니다. 저희는 이 활동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TEMP.Hermit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북한 공격자와 잠재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핵 또는 국제 외교 관련 정보를 노리는 
또 다른 북한 공격 집단 역시 동일한 미국 제약 회사를 표적으로 PENCILDOWN 다운로더를 배포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Mandiant는 독일과 한국의 대학교, 한국 제약 회사 및 미국 백신 개발 회사를 
비롯하여 제약 연구와 관련된 조직 역시 이러한 공격 활동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과 10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제약, 생명공학, 연구소 및 기타 의료기관을 
스푸핑하는 연관 도메인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PENCILDOWN을 사용하는 이 공격자가 제약회사와 헬스케어 회사를 스푸핑하는 도메인을 2020년 
10월에 연이어 등록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들은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한국 
내 코로나19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VENOMBITE 로더를 배포했습니다. 이 공격 그룹은 통상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전략 정보를 노리고, 공개적으로 보고된 ‘Kimsuky’의 공격 작전과 가장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Mandiant는 해당 집단의 소행으로 보이는 다수의 침해 사고를 탐지했으며, 여러 산업 
분야를 표적으로 삼은 북한 스파이 활동 규모가 2020년에 증가한 것은 일부 이 그룹으로 인한 것입니다. 
언급된 북한의 공격 집단들은 TEMP.Hermit 및 APT38과 리소스를 공유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연결된 그룹들 간의 경계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VENOMBITE와 
관련된 인프라 또한 대학 연구소 및 제약 업계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그룹의 빠른 
추진력과 의료 및 보건 기관에 집중되는 공격은 코로나19 감염 및 치료와 관련된 북한의 급박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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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및 분석
Mandiant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헬스케어, 제약, 의료 연구 및 밀접한 연관 산업을 표적으로 삼는 공격이 
팬데믹이 지속되는 한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해서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격 목표가 되는 대상의 
규모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표적이 되는 정보의 유형과 침입의 깊이는 팬데믹 이전의 수많은 침해 
사고보다 더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관련 공격의 대부분은 계속해서 스파이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금전적 목적의 공격이나 랜섬웨어는 훨씬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배포하거나 여러 기업에서 개발 및 운영하는 확진자 추적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되는 정보들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는 첩보 수집, 암시장 거래, 그리고 피싱 캠페인 등에서 활용 가치가 
높으며 스파이 활동과 금전적 동기로 활동하는 공격자 모두에게 또 다른 관심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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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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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공격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에 매핑해 본 
UNC2452의 활동 

2020년 12월 13일 FireEye는 SolarWinds Orion 플랫폼을 침해한 
SUNBURST 공급망 공격에 대한 상세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Mandiant는 해당 
활동을 UNC2452의 소행으로 보고 추적했고, 이들이 정부의 후원을 받는 공격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망 공격이 정보 보안 분야에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격의 경우에는 매우 복잡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스파이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UNC2452는 네트워크 침입을 통해 시스템 내부로 침투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공격 패턴과는 다른 
유형이었습니다. Mandiant는 UNC2452가 침해 환경 내에서 다소 낮은 비중을 두고 모니터링되는 
영역을 노려 탐지되기까지 시간을 벌어 가능한 한 긴 시간	동안 침투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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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ant 분석가는 표적 공격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공격자 행동 패턴을 모델링합니다. 수천 
건의 침해 대응 활동을 통해, 해당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개별 침해 사고와 공격 방식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공통의 명명법을 마련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Mandiant 컨설턴트는 종종 표적 공격자 라이프사이클의 특정 
단계들과 관련된 포렌식 아티팩트를 수집하게 됩니다. Mandiant 컨설턴트는 또한 상황별로 정리된 형태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Mandiant 컨설턴트는 여러 복잡하고 다른 환경에서의 SUNBURST 공격 초기 단계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특정 지표와 공격 방법을 표적 공격자 라이프사이클에 대입하여 잠재적 침해 
사고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UNC2452의 활동을 모델링하게 
되면, 컨설턴트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조직이 어떻게 UNC2452에 대비하고 
잠재적으로 이를 탐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잡한 침입 사고 도중에 숙련된 공격자의 사용 기술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FireEye Mandiant는 최근 Azure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UNC2452 활동을 
조사하고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6

초기 침해
초기 침해 단계에서 공격자는 환경 내 하나 이상의 시스템에서 악성 코드를 성공적으로 실행시킵니다. 
UNC2452는 SolarWinds를 표적으로 삼은 다음 SolarWinds Orion 제품의 빌드 사이클에 
SUNBURST를 이식했습니다. UNC2452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에 걸쳐 SolarWinds 
Orion의 빌드 프로세스를 철저히 와해시켰고, 트로이 목마를 탑재한 바이너리는 정상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일반적인 트래핑을 유지했습니다. SolarWinds는 약 33,000명의 Orion 고객 중 18,000명이 
SUNBURST를 구성하는 트로이 목마를 탑재한 동적 로드 라이브러리(Dynamic Load Library, 
DLL)를 다운로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NC2452는 커맨드 앤 제어(CnC) 노드에 제출된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을 선별하여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7 UNC2452가 피해 조직의 
산업 분야를 기준으로 표적을 정하는지, 아니면 특정 조직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해당 
라이프사이클 단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보안 업무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침해 거점�확보 권한�상승 내부�정찰 공격�목적�달성

내부망�내�이동지속성�유지

7. SolarWinds(2021년 1월 29日). SolarWinds 보안 권고

6. FireEye(2021년 1월 19일). UNC2452 관련 방어를 위한 Microsoft 365용 복구 및 강화 전략

그림 7.  
표적 공격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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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설치 후 SUNBURST는 잠재적으로 최대 14일 동안의 잠복기를 유지하다가, 실행을 앞두고 
보안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한 다음 avsvmcloud.com에 대한 DNS 요청을 통해 
비커닝(beaconing)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SUNBURST가 비커닝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인코딩된 정보도 포함됩니다. 1단계로 SolarWinds Orion을 사용 중인 기업들은 트로이 목마를 탑재한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최소한 DNS 요청 시도 정도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엔드포인트의 관점에서 초기 침해 단계의 범위를 파악하는 과정은 SolarWinds Orion 엔드포인트 
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보안 담당자는 SolarWinds 업데이트 프로세스에서 제공하는 악성 핫픽스가 
SolarWinds Orion 엔드포인트에서 다운로드되고 활성화되었다는 근거를 찾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보안 담당자가 SolarWinds Orion 시스템을 이미지화한 상태에서 해당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포렌식으로 검증된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DR) 역량을 활용하여 엔드포인트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SUNBURST의 호스트 기반 지표(Host Based Indicator, HBI)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업데이트 진행 과정에서 핫픽스 패키지가 %PROGRAMDATA%\SolarWinds\Installers\ 
디렉터리에 다운로드되고, 여기에 상응하는 SolarWinds-Core-v2019.4.5220-Hotfix5.msp.
log file이 %PROGRAMDATA%\SolarWinds\Logs\Installer\<YYYY-MM-DD_HH-
MM_SS> 디렉터리에 다운로드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SUNBURST와 연계되어 트로이 목마를 
탑재한 DLL이 %PROGRAMFILES(x86)%\Solarwinds\Orion\ 디렉터리에 덮어씌워집니다.

SUNBURST 인스톨러의 식별을 통해 후속 조사에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SUNBURST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해의 초기 근거 자료를 정의함으로써 
조사 진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SUNBURST는 설치 후 14일 동안 잠복 상태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검사는 BusinessLayer DLL의 NTFS 표준 정보 수정(Standard Information 
Modified)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경우에서는 이 타임스탬프가 아카이브의 생성 
시점부터 남아있던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 날짜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BusinessLayer DLL에 
대한 NTFS 생성 타임스탬프가 SUNBURST를 초기 벡터로 사용한 UNC2452 침해 사고에 대한 
타임라인의 시작 지점으로서 적용됩니다.

패시브 DNS 로깅을 사용하면 1단계 SUNBURST 요청의 범위 파악(Scoping)이 아주 쉬워집니다. 
요청 내역을 조직 내 로컬 DNS 서버에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DNS 요청의 패시브 네트워크 수집 
등이 보다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일반적으로 요청의 소스 및 대상, 요청 시간, 그리고 
쿼리, 응답 및 두 가지 모두의 다양한 상태 지표와 같은 관련 DNS별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센서의 배치, 그리고 센서의 배치가 캡처되는 데이터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패시브 센서의 배치에 따라, 캡처된 데이터의 가시성이 부족해지고 로그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센서가 DNS 및 반복적인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로컬 서버의 상위에 배치된다면, 서버에서 나오는 
DNS 요청이 도메인 조회에 사용된 실제 소스를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로컬화된 SolarWinds의 배포를 통해 극복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배포 시에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개별 엔드포인트와 불특정 DNS 서비스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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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확보
거점 확보 단계에서 공격자는 방금 침해한 엔드포인트에 영구적인 백도어를 설치함으로써 환경 내 거점을 
확실시하려고 시도합니다. SUNBURST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관리자 권한과 모든 기능을 가진 백도어 
역할을 가지며, SolarWinds Orion 엔드포인트상에서 SYSTEM 자격으로 실행됩니다. 결과적으로, 
UNC2452는 SolarWinds Orion 시스템이 활성 상태인 동안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SUNBURST는 실행 시작 시점에 SolarWinds.Orion.Core.BusinessLayer.dll.config 
파일에서 ReportWatcherRetry 값을 확인합니다. 이를 3이 아닌 임의의 값으로 설정하면 
SUNBURST가 실행되며, ReportWatcherRetry 값이 3인 경우에는 SUNBURST 프로세스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킬 스위치(kill switch)가 됩니다. SUNBURST를 분석한 Mandiant 전문가는 
멀웨어의 동작을 제어하는 하드코딩된 IP 주소 블록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블록 내에서 값을 
반환하는 DNS 기록은 멀웨어를 먼저 종료하고 난 후 ReportWatcherRetry 값을 업데이트하여 
추가적인 실행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UNC2452가 환경에 대한 보조 액세스 수단을 성공적으로 획득한 
다음에 ReportWatcherRetry 값을 3으로 설정하는 인스턴스가 있다는 것을 Mandiant 컨설팅 
업무 과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비활성 상태인 ReportWatcherRetry 값을 확인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설정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add key=”ReportWatcherRetry” value=”3” />

2단계에서는 침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UNC2452는 avsvmcloud.com에 대한 DNS 
확인 요청을 SUNBURST가 이후에 통신하려는 도메인이 포함된 CNAME record에 대한 응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UNC2452 캠페인을 현재까지도 속속들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공격 집단일지라도 18,000개의 네트워크가 침해된 상태에서의 워크로드는 관리할 수 
없다는 점만은 확실합니다. 2021년 3월 현재 2단계에 진입한 침해 환경의 개수는 천 단위보다는 백 단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안 담당자는 CNAME record 응답 이력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DNS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데이터가 다를 수 있지만, 최적의 모니터링 결과로는 
쿼리, 응답 및 응답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안 담당자가 SUNBURST 2단계와 관련된 
CNAME 응답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조사 과정이 크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단계 CNAME DNS 요청은 환경 내에서 패시브 DNS 로깅을 통해 캡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방화벽 로그와 같은 부차적인 소스도 환경 내 잠재적인 2단계 활동을 식별할 수 있지만, 이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위협 인텔리전스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알려진 2단계 도메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방화벽 로그상에서 검색하면 환경 내 2단계 활동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2단계에 해당하는 
모든 도메인이 공개되어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Mandiant는 개별 환경에서의 2단계 
SUNBURST 활동 도중 복수의 도메인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보안팀은 자사의 환경 
내에서 표적 공격자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UNC2452와 유사성을 나타나는 공격자 활동과는 다른 
징후를 찾아내야 합니다.

몇 차례의 대응 과정에서 Mandiant는 UNC2452가 Cobalt Strike BEACON을 실행하는 메모리 
전용 드로퍼인 TEARDROP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UNC2452가 Cobalt Strike 
BEACON을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CnC 인프라는 SUNBURST에서 사용하는 인프라와 별개입니다. 

그림 8.  
ReportWatcherRetry용 
샘플 설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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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2452는 SUNBURST를 발각시킬 수 있는 행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러한 
패턴은 TEARDROP이 배포된 인스턴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obalt Strike는 발각이 어렵기로 
유명하지만, UNC2452는 Cobalt Strike가 탐지되는 경우에도 SUNBURST 백도어가 그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을 들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UNC2452는 보안 운영과 침해 사고 대응 방법 모두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개 침해 사고의 초기 
공격 벡터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UNC2452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SUNBURST를 
유지시키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했을 것입니다. Cobalt Strike가 이식된 것이 탐지되고 해당 
이벤트를 전후하여 침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가 가동된 경우, UNC2452는 SUNBURST와 BEACON을 
분리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비용이 들고 효과가 큰 툴인 전자를 지속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권한 상승
권한 상승 단계에서 공격자는 대상 환경의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추가 액세스 권한을 획득하려고 
시도합니다. 보통 크리덴셜 획득, 키스트로크(keystroke) 로깅 또는 인증 시스템 침해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크리덴셜 획득의 성공 여부는 공격자의 기술력에 달려있습니다. UNC2452는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취약성을 분석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UNC2452는 SolarWinds Orion 
엔드포인트에서 제공되는 SYSTEM 권한을 벗어나 내부망 내 이동(lateral movement)을 시도합니다. 
경우에 따라 Mandiant는 메모리에서 암호 해시를 채집하는 데 사용되는 Mimikatz의 개조된 버전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밖의 경우에서 Mandiant는 UNC2452가 권한 없는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Windows 도메인 컨트롤러(DC) 복제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인 DCSync를 사용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표적 공격자 라이프사이클 주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멀웨어 공격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잘 정립된 모니터링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안 운영 센터와 침해 사고 대응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UNC2452와 같은 그룹은 포렌식 데이터에 대한 비중을 최소화하여 공격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DCSync 공격 도중에 수행되는 작업은 액티브 티렉터리(AD) 환경 내에서는 정상적인 
작업으로 간주됩니다. AD 개체를 복제할 수 있게 되면 AD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안 담당자가 DCSync 공격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때로는 DC와 다른 엔드포인트 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이나 작업을 벗어나 있는 이벤트를 확인해 봐야할 때가 있습니다. 디렉터리 
서비스 개체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Windows 이벤트 ID 4662가 활성화된 경우, 
이를 이용하여 DCSync 활동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벤트 ID 4662 전체를 추적하는 것은 방대한 
양의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디렉토리 변경 사항 복제(Replicating 
Directory Changes All)나 그림 9에 나열된 전체 고유 식별자(Globally Unique Identifier, 
GUID)를 조합하여 Operation(작업) > Properties(속성) 필드에 나와 있는 값을 포함하는 ID 4662의 
이벤트만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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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 제어 액세스 권한 부호

1131f6ad-9c07-11d1-f79f-00c04fc2dcd2 DS-Replication-Get-Changes-All

9923a32a-3607-11d2-b9be-0000f87a36b2 DS-Install-Replica

1131f6ac-9c07-11d1-f79f-00c04fc2dcd2 DS-Replication-Manage-Topology

그림 9.  
DCSync와 관련된 제어 
액세스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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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이벤트 ID 4662는 작업 요청에 대한 어떠한 소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이벤트 
ID 4662의 분석을 통해 식별된 의심스러운 이벤트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DCSync의 소스와 관련된 
모든 연관 이벤트를 식별해야 합니다. SolarWinds 시스템부터 도메인 컨트롤러까지의 액세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찾아 잠재적 연관 데이터 세트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UNC2452는 SUNBURST에 
감염된 시스템뿐 아니라 다른 엔드포인트에서도 DCSync를 실행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DCSync는 도메인 컨트롤러의 DRSUAPI RPC 인터페이스와 승인되지 않은 시스템 
사이의 DCE/RPC 세션을 통해서 실행됩니다. 다른 기능을 호출하는 데 필요한 컨텍스트를 생성해주는 
DSBind와 같은 DCE RPC 호출, 그리고 도메인 컨트롤러로부터 AD 개체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DSGetNCChanges는 모두 DCSync를 식별하는 데 이용되는 주요 지표입니다. 안타깝게도, RDP/
DCE를 네트워크 전반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매핑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내부 모니터링 체계가 모든 고객 
환경에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그레스(egress) 모니터링이 지난 10년 동안 더욱 보편화되기는 
했지만, 내부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은 그동안 포괄적인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UNC2452 공격은 기존 기업들의 네트워크 모니터링에서 허용한 리스크 범위에 
대해 허점을 이용하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정찰
내부 정찰 단계에서 공격자는 조직의 인프라, 기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 및 저장 위치, 핵심 사용자의 
역할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조직의 환경을 탐색합니다. 공격자가 발각 위험에 신경쓰지 않았던 일부의 
경우를 보면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보안 툴의 탐지도 가능한 정찰 관련 유틸리티를 공격자가 자주 
사용하는 것을 Mandiant가 관찰했습니다. UNC2452의 경우에는 여러 조직에서 정확히 그 반대의 
상황이 관찰되었습니다. UNC2452는 평범한 Microsoft Windows 도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UNC2452는 공유 파일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찾느라 드물게 주의를 끌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UNC2452는 원격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꼼꼼히 
살폈는데, 장황한 SMB 프로토콜로 인해 해당 작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SMB 모니터링이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 이 때문입니다.

SMB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조직은 SolarWinds 시스템에서 가져온 네트워크 공유 정보에 대한 
정기적이고 세부적인 데이터가 비정상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UNC2452의 정찰 활동이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됩니다. Mandiant 컨설턴트는 이를 통해 UNC2452가 표적으로 삼는 파일 유형을 식별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격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피하려고 하는 데이터 소스에 관한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UNC2452가 고객 데이터, 개인 식별 정보 또는 재무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목표로 삼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UNC2452는 정보의 중앙 저장소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저장공간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Mandiant는 
UNC2452가 온라인 문서 저장소, 코드 리포지토리, IT 및 Infosec 파일 공유에 대한 액세스를 노리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저장소와 관련된 로깅 리소스는 정찰 활동을 식별하는 데 있어 유용한 
헌팅 장소입니다. 평소와 다른 소스나 SUNBURST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소스로부터 액세스를 
시도하는 활동은 헌팅 노력을 진전시켜주는 믿을 만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UNBURST에 
감염된 SolarWinds 엔드포인트와 파일 서버 또는 관리자 공유 사이에서 실행되는 SMB 세션의 경우, 
공격자가 특정 엔드포인트에서 유달리 활동적이었던 시간대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보안팀이 해당 시간 동안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계정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IP 주소가 지정된 기간 
내에 문서 저장소에 연속으로 액세스했던 경우를 정량화하면 UNC2452에 의해 침해된 시스템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초기�침해 거점�확보 권한�상승 내부�정찰 공격�목적�달성

내부망�내�이동지속성�유지



SPECIAL REPORT  M-TRENDS 2021       69

내부망 내 이동(Lateral Movement)
내부망 내 이동 단계에서 공격자는 이전 단계에서 수집한 해당 네트워크의 계정과 정보를 이용하여 침해 
환경 내 여러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SolarWinds Orion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은 UNC2452의 내부망 내 이동을 추적하는 작업을 매우 까다롭게 만듭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단계에서 공격자의 활동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해당 환경에서 수행되는 
로깅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격자의 환경 내 활동 시간대를 식별하여 타임라인을 생성해두면 분석할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별된 타임라인과 관련하여 집계된 Windows 이벤트 로그에서 통상적인 Windows 로그온 
이벤트 유형을 검토하면 내부망 내 이동이 이루어진 인스턴스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UNC2452가 
환경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타임라인을 생성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 및 헌팅하는 프로세스를 
반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경우라도, 보안팀이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지표에는 지속적으로 동기가 
변화하는 공격자의 관점을 통해 기존 데이터 세트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팀은 
UNC2452의 소행으로 보이는 패턴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내부망 내 이동이 식별된 모든 경우는 
UNC2452의 행동을 추가적으로 정량화하고 이들의 공격 방식 및 목적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속성 유지
지속성 유지 단계에서 공격자는 환경에 대한 지속적으로 액세스를 유지합니다. Mandiant는 
UNC2452가 SUNBURST를 하나의 지속 메커니즘으로서 활용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UNC2452는 평상시 정상적인 VPN 세션을 통해 침해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유지했습니다. VPN 액세스가 안정화된 이후로 UNC2452는 가끔 SUNBURST에서 킬스위치를 
활성화한 다음 VPN 액세스에만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UNC2452가 VPN으로 전환하는 것이 Mandiant의 일부 조사에서 뚜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공격 
라이프사이클의 다른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UNC2452는 VPN 세션에도 동일한 수준의 스파이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공격자는 특정 계정이 이를 사용하는 라이프타임 동안 계정 인증이 이루어진 개별 IP 
주소를 그대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IP 주소의 GeoIP 위치가 대상 환경의 로컬 주소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일부의 경우, Mandiant는 공격자가 스스로 사용 중인 Windows 기반 가상 머신의 호스트 
이름을 대상 환경 내부의 합법적인 호스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도 관찰했습니다. VPN 세션의 실제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이들이 취한 조치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조사 내용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침해 사고 대응 업무는 Windows 이벤트 로그를 신뢰할 수 있는 기본 
소스로서 활용했고, 이러한 로그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대량 삭제에 의존할 때가 많았습니다. 통상의 이러한 
전술은 보안 전문가가 특정 시간대에 걸쳐 공격자 활동을 정량화하기 어렵게 하지만, 공격자의 활동 조건을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Windows 엔드포인트는 이벤트 로그에 이벤트 로그 삭제 작업을 
기록하는데, 이는 조치가 가능한 침해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침해 사고 대응은 조사 
초기에 이러한 이벤트를 조사함으로써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UNC2452는 이러한 제약 사항을 
다른 관점에서 공격했습니다.

UNC2452는 로그를 삭제하는 대신, 보안 전문가가 중요한 침해 사고 대응 데이터 세트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분석가는 호스트 이름이 시스템에 일대일로 매핑된 경우보다, 호스트 이름이 시스템에 일대다로 
매핑되었는데 그 중 적어도 하나는 합법적인 호스트인 상황을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해당 조치로 로그 자체가 
원래 내포한 가치나 정확성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시나리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로 다른 매핑 양상을 보정하는 작업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공격자가 제어하는 시스템에서 위조된 
호스트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조사 결과는 더 심층적인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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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분석가가 호스트 이름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합법적인 호스트가 침해되었다는 가정 하에 후속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가 침해된 상태라고 
오식별된 엔드포인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공격자의 활동이 합법적인 시스템에서 비롯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자 활동과 합법적인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워크플로우는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리소스를 소진시키게 되고 이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UNC2452가 조사 과정을 방해할 수 있지만 이는 역으로 이들을 탐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UNC2452는 인그레스(ingress) IP 주소를 대상 조직이 상주하는 지역과 일치하는 위치 정보로 
제한하기 위해 가상 사설 서버(Virtual Private Server, VPS) 인프라에 의존했는데, 이는 VPN 
로그를 광범위한 분석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VPN 연결이 이루어지는 소스 IP 주소는 해당 
IP 주소가 속한 자율 시스템 번호(Autonomous System Number, ASN)를 비롯한 공개 데이터와 
대조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Mandiant는 VPN 로그에서 추출한 IP 주소와 이에 대응하는 ASN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는 획기적으로 감소된 이 데이터 세트에서 ASN 소유자 정보를 토대로 
VPN 세션들을 걸러낸 다음, VPS 제공업체와 관련된 ASN을 빠르게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급 사용자가 VPS를 통해 회사 VPN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UNC2452가 개별 환경 내에서 복수의 VPS 공급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Mandiant에 의해 
관찰된 바 있으므로 보안팀은 VPS 공급업체가 제공한 각 VPN 세션을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UNC2452가 정상적인 VPN 크리덴셜을 사용한 덕분에 Mandiant는 VPN 로그인 세션 각각이 
원래 가졌던 IP 주소를 해당 IP의 지리적 위치와 연관시켜 이에 대한 분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위치에서 이동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계정의 위치에서 연속으로 
로그인하는 경우를 분류하여 잠재적으로 의심스러운 VPN 세션의 데이터 세트 분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UNC2452 캠페인은 코로나19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국경 봉쇄 기간 동안 수행되었으며, 
이는 조직이 원격 근무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사용자 활동의 
기준선을 보다 정확하게 추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UNC2452는 합법적인 크리덴셜을 사용하고 
조직의 소재지와 큰 틀에서 일치하는 지역에서 로그온했지만, 이 기술에도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Mandiant는 UNC2452가 휴가 중인 사용자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와 해외 소속 사용자인데 미국 
지역에서 로그인하는 경우를 관찰했습니다.

대상 환경에서 가져온 호스트 이름을 VPS 호스트 이름으로 사용함으로써 조사 진행 속도를 현저하게 
저하시켰지만 이를 발견하게 되면서 새로운 분석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Mandiant 분석가는 인터넷 
전반에 걸친 데이터 수집 및 과거 내역 분석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잠재적인 관심 대상 
시스템을 식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RDP SSL 인증서는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캡처되는 
필드 중 하나인데, 이를 통해 엔드포인트에 구성된 호스트 이름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Mandiant 
컨설턴트는 유출된 호스트 이름이 고객사 환경 내의 합법적인 호스트 이름과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엔드포인트를 쿼리함으로써 의심스러운 VPN 세션을 식별한 데 이어서 VPN 로그 데이터를 검토하고 
공격자 활동의 타임라인을 생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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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목적 달성
공격 목적 달성 단계에서 공격자는 침입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는 지적 재산 탈취 또는 
비즈니스를 마비시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표적 공격자 라이프사이클의 이 단계에서의 조사는 분석가가 그동안 
마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해 놓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오류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UNC2452가 
VPN 액세스를 획득할 수 있었던 환경에서는 HTTP(S), SMB 및 SSH와 같은 공통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에 자유롭게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보안팀은 데이터 저장소에 액세스했던 로그 기록이 있는 
VPN IP 주소 등의 타임라인 데이터를 상호 참조함으로써 데이터 손실로 이어졌던 개별 액세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UNC2452의 공격 캠페인을 발견하고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공격자는 널리 보급되어 신뢰받고 
있는 SolarWinds Orion 플랫폼에 SUNBURST를 이식할 만큼 고도로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UNC2452가 운영 보안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침해 사고 대응 담당자가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것은 맞지만 보안 전문가로서의 임무는 모방 공격자의 유사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엄격한 조사 방법론을 갖춰 최적의 상태로 설계된 환경 모니터링 체계와 
절차는 숙련된 공격자의 활동을 즉시 인지하게 해 주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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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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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 관계자에 
의한 보안 리스크

2020년 중반에 한 기술 기업은 자사 환경에 대한 침입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Mandiant에게 의뢰했습니다. 해당 클라이언트는 어떤 권한 없는 사용자가 자사의 개발/테스트 및 
Amazon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 AWS) 환경에 원격으로 액세스했다고 Mandiant에 
알려왔습니다. 또한 권한 없는 사용자가 AWS 환경 내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백업을 삭제했음을 나타내는 근거 데이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내부자 
위협 조사팀은 다음과 같은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	 공격자 식별: 권한 없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전달

•	 클라이언트 데이터의 손실 파악: 데이터 도용과 관련한 모든 포렌식 정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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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ant 내부자 
위협 조사팀은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및 미국 내부자 위협 
테스크포스(National 
Insider Threat Taskforce, 
NITTF)의 방법론을 반영하는 
데이터 추적(Follow the 
Data) 모델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환경을 조사합니다. 
해당 팀이 집중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고객이 외부 기관의 법률 
고문과 협력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분석 
Mandiant 내부자 위협 조사팀은 AWS CloudTrail 로그 및 Linux 인증 로그 분석을 통해 의심되는 
내부 공격자의 로그인 활동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이벤트 타임라인을 식별했습니다(그림 10).

공격자가 자신의 행동에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해두기는 했지만, Mandiant 전문가는 
개별 아티팩트 간 상관관계를 세션 전반에 걸쳐 파악하고 해당 활동을 특정 사용자와 연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해고되기 15일 전에 x.x.x.121이라는 IP 주소에서 이루어진 원격 SSH 세션이 Linux 서버에 
기록되었는데, 해당 세션은 Ubuntu 기반의 Amazon 머신 이미지(Amazon Machine Image, 
AMI) 기본 계정에 해당하는 Ubuntu 계정의 SSH 키를 사용하여 인증을 수행했습니다. 분석이 이루어질 
당시, x.x.x.121이라는 해당 IP 주소는 가정용 인터넷 제공업체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해고되기 3일 전에 x.x.x.113이라는 IP 주소에서 합법적인 크리덴셜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인프라에 
인증을 수행한 것이 AWS CloudTrail 로그에 기록되었습니다. 분석이 이루어질 당시, x.x.x.113이라는 
해당 IP 주소는 익명화된 VPN 제공업체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션 동안에 AWS CloudTrail에는 
해당 직원에 의한 사용자 생성과 EC2 인스턴스가 기록되었습니다.

직원이 해고된 지 12시간이 지나자, AWS 클라우드 인프라 액세스 시 사용된 IP 주소와 동일한 
x.x.x.113에서 실행된 SSH 세션이 Linux 서버에 기록되었는데, Ubuntu 계정용 개인 키를 사용한 
인증이었습니다. Mandiant 컨설턴트는 여러 로깅 소스를 포함하여 개별 아티팩트 간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낸 결과, 익명 VPN IP와 인증서 기반의 인증 시 사용된 개인 키 모두를 최근에 해직된 해당 직원과 
연결 짓는 근거 데이터에 기반한 스토리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Mandiant 컨설턴트는 AWS CloudTrail 로그 및 호스트 기반 포렌식 아티팩트를 활용하여 최근 
해고된 해당 직원이 Ubuntu 계정으로 개발 서버 내 인증을 진행한 후 어떤 작업들을 수행했는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Ubuntu 기반의 EC2 인스턴스에 잔존하는 커맨드 라인 기록과 sudo 로그에서는 
AWS CloudTrail 로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척시켜주는 핵심 아티팩트가 발견되었습니다. Mandiant 
전문가는 API 요청을 AWS API에 제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awscli 툴세트가 설치된 사실을 로그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림 10.  
 내부자 위협 사례 연구가 
재구성한 이벤트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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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확인

T+16시간
직원이 이전 근무 

동안 생성된 

RDS 백업 및 

프로젝트 

데이터를 

삭제하기 시작

T+18시간
클라이언트에서 

다른 로그인이 

표시되면 직원이 

세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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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해고된 지 13시간 이후, 해당 Ubuntu 계정은 awscli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AWS 
테넌트 계정을 새로운 AWS IAM 사용자에게 프로비저닝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후, 해당 Ubuntu 계정은 새로운 AWS IAM 계정이 액세스하려는 EC2 인스턴스를 
찾는 데 실패하고 나자 RDS 백업을 삭제하는 API 호출을 수행한 다음 앞서 생성했던 계정을 제거하고 
세션을 종료했습니다.

결과
Mandiant 내부자 위협 조사팀은 승인되지 않은 활동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고, 고객에게 클라이언트 
데이터 손실의 근거 데이터가 없음을 보고한 데 이어 앞으로의 내부자 및 외부 위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환경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 업무가 완료된 이후, 기존의 고객 환경은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권고 사항
크리덴셜 파기
고객은 해당 내부자가 해고될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Mandiant는 클라이언트가 직원을 
면직할 때는 관련 고지와 함께 액세스 권한을 제거하는 절차를 갖춤으로써 조직과 직원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개인이 액세스 권한을 가졌던 모든 SSH 키, PEM 파일, 서비스 암호 및 애플리케이션 암호는 모든 환경에서 
교체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중 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 MFA) 내의 프로비저닝은 
직원이나 계약자가 조직을 떠나는 즉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Mandiant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네트워크가 최소한 기본 수준의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을 허용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개발 네트워크와 실제 네트워크 사이의 구분이 
모호할 때도 많습니다. 개발 및 실제 네트워크 간의 액세스를 통제하면 권한 없는 사용자가 영역을 
넘나들며 내부망 내 이동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Mandiant는 조직이 자사의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현황을 철저히 검토하고 민감한 환경과 신뢰할 수 없는 환경 사이의 불필요한 트래픽을 제한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 공격자가 내부망 내 이동을 수행하거나 내부 네트워크 세그먼트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연결이 불필요한 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분리하여 액세스를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로깅
이 사례에서 클라이언트는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SIEM) 시스템에 대한 로깅 및 이벤트 집계를 활성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로그의 정확성을 입증했습니다. Linux 기반의 운영 체제는 활동 로그를 일반 텍스트로 
기록하므로 공격자는 자신의 활동에서 생성된 로그 항목을 수동으로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를 보조 
소스로 스트리밍했던 해당 클라이언트는 모범 사례 로깅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심층 조사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유지했습니다.

최소 권한
이 고객은 자사의 실제 시스템 대부분에 대해 관리자 통제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네트워크상에는 클라이언트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환경 모두에서 계정 생성까지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존재했습니다. Mandiant는 조직이 자사 네트워크의 모든 환경에서 포괄적인 
사용자 액세스 제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개발자 및 관리자 계정이 오직 주어진 작업을 완료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권한만을 가지도록 조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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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 서비스 회사가 자체 정보 보안팀이 가진 탐지, 방지 및 대응 능력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Mandiant에게 의뢰했습니다.

Mandiant 레드팀의 목표는 다음 작업들을 수행하는 동안 보안 툴에 탐지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	 임원 이메일에 액세스

•	 민감한 실제 네트워크에 액세스

레드팀 컨설턴트는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Mandiant 침해 사고 대응 업무의 최일선에서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국가주도(nation-state)의 숙련된 공격자들을 모방했습니다.

초기 침해
레드팀이 클라이언트의 인터넷 연결 인프라를 식별, 분류 및 분석하기 위해 공개 출처 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 정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면접 후보자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채용 지원 포털이 발견되었습니다. Mandiant Threat Intelligence에 따르면, 소셜 엔지니어링은 
숙련된 공격자가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초기 공격 벡터 중 하나입니다. 이 업무를 위해 해당 채용 
지원 포털을 활용하기로 한 레드팀은 정규 비즈니스 운영 도중에 직원이 열어볼 수 있도록 악성 문서를 
전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레드팀은 이메일 기반 보안을 우회하지 않고서도 신뢰할 수 있는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열어볼 확률을 높이기 위해, 레드팀은 고객이 게시했던 일반적인 채용 공고를 
토대로 알맞은 채용 후보자를 만들어낸 다음 채용 지원 포털을 통해 지원 서류와 악성 파일로 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셜 엔지니어링 및 시스템 구성 
오류에 집중한 레드팀 활동

Mandiant 레드팀 컨설턴트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툴과 
내부적으로 개발된 툴을 다 사용하여 
도출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맞춤형 
평가를 수행합니다. 일단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고 나면, 레드팀은 
정상적인 직원이 워크스테이션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을 
관찰하여 해당 환경에서 통용되는 
행동 패턴을 모방함으로써 정체를 
감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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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력서에는 악성 매크로뿐 아니라 사용자가 매크로 콘텐츠를 활성화하여 엔드포인트에서 내장된 코드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레드팀은 소셜 엔지니어링 시도에 개인적인 접근 시도를 
더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레드팀은 지원자의 
열정을 보여주는 한편 이력서의 상태를 확인할 목적으로 인사 부서에 후속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거점 확보 및 액세스 유지
후속 이메일을 인사 부서에 보낸 직후, 고객사에서 근무 중인 한 채용 담당자가 악성 이력서를 열어보고 
콘텐츠를 활성화하게 되면서 Cobalt Strike 이식이 성공했습니다. 레드팀은 그럴듯한 구실로 매크로 
실행에 성공함으로써 공격 대상 환경에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거점이 확보되고 나면, APT 그룹은 대개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Cobalt Strike 세션 구축에 성공한 Mandiant 레드팀 역시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액세스를 유지시키기 위해 레드팀은 사용자가 침해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마다 백도어를 실행시키는 방식의 
스타트업 폴더(Startup Folder)의 지속 메커니즘(persistence mechanism)을 침해된 사용자의 
프로필 내에 설치했습니다.

권한 상승 및 내부망 내 이동
탐지되지 않은 채로 환경을 신속하게 정찰할 수 있게 하고 많은 경우에서 기회주의적 공격자와 숙련된 
공격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입니다. Mandiant 레드팀은 APT 그룹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스파이 기법을 통해 정상적인 사용자의 행동을 프로파일링하고 탐지 가능성을 줄입니다. 레드팀은 인사 
부서에서 사용 중인 워크스테이션에서 호스트 기반 정찰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사용자의 권한 및 액세스가 
허용된 시스템과 관련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로써 레드팀은 시스템상에 아직 인용되지 않은 서비스 
경로를 하나 찾아내어 이를 권한 상승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용되지 않은 서비스 경로를 사용하면 
공격자가 의도한 실행 파일보다 상위의 디렉터리에 바이너리를 배치하여 실행 플로우를 인터셉트할 수 
있습니다. 레드팀은 이 잘못된 구성의 취약점을 공격하여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승시켰습니다. 
이렇게 권한이 상승된 레드팀은 Mimikatz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로컬 관리자 암호 해시에 접근했습니다.

인용되지 않은 서비스 경로 취약점을 통해 획득한 권한은 로컬 호스트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액세스를 
제공했지만 해당 환경으로 더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Microsoft 
로컬 관리자 암호 솔루션(Local Administrator Password Solution, LAPS)가 개발되어 
도입되면서 로컬 관리자 암호의 재사용과 관련된 공격 표면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에 
일관되게 LAPS가 배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Mandiant 레드팀은 클라이언트의 액티브 디렉터리 
환경을 들여다보는 동안 ‘ms-Mcs-AdmPwdExpirationTime’ 컴퓨터 개체 속성이 없는 경우를 
쿼리함으로써 LAPS로 관리되지 않는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레드팀이 최근 획득한 로컬 관리자 
암호 해시를 사용하여 인증에 성공할 수 있는 잠재적 엔드포인트의 목록이 생성되었습니다. 레드팀은 침해된 
로컬 관리자 계정의 유효성을 테스트하는 한편 해당 크리덴셜이 유효했던 몇몇 서버를 식별했습니다. 이러한 
서버 중 하나는 관리자 액세스 권한을 가진 공격자가 해당 시스템상에서 인증이 통과된 계정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게 제한을 없애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레드팀은 클라이언트의 도메인 컨트롤러가 
방금 침해된 제한 없는 위임 서버를 인증하도록 만들 목적으로, 프린트 스풀러(Print Spooler)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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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중인 임의의 도메인 컨트롤러에 ‘RpcRemoteFindFirstPrinterChangeNotification’ 
요청을 보내는 ‘프린터 버그(printer bug)’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 요청의 결과로 해당 도메인 
컨트롤러는 연결 상태를 테스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도메인 컨트롤러 컴퓨터 계정에 Kerberos 티켓 
부여 티켓(Ticket-Granting Ticket, TGT)이 제공됩니다.

레드팀은 캡처된 Kerberos TGT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도메인 컨트롤러 시스템 계정을 가장한 
상태에서 DCSync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DCSync 공격에 성공할 경우, 도메인 관리자 사용자를 비롯한 
표적 도메인상의 모든 계정과 관련한 NTLM 암호 해시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레드팀은 DCSync로 
획득한 암호 해시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의 환경 내부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액세스가 가능했습니다.

고가치의 목표물 액세스
초반 요구사항 도출을 위한 고객 미팅에서 Mandiant 레드팀은 임원 이메일 계정에 액세스하고 주요 
네트워크상에 침투하여 내부망 내 이동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임원 이메일 액세스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재택근무 제도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해 고객사의 직원들은 
이전과 같이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Office 365 이메일 액세스는 다중 
인증(MFA)으로 보호되어 있었으므로 레드팀은 이메일 액세스를 위해 임원의 워크스테이션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DCSync 공격을 통해 수집된 NTLM 해시는 Mandiant가 자체 보유한 오프라인 암호 
해독 서버를 통해 처리되었으며, 여기에서 일반 텍스트로 된 임원 계정의 크리덴셜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레드팀은 임원 워크스테이션이 직접 또는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 
컨센트레이터(concentrator)를 통해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환경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임원의 워크스테이션이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나자, 레드팀은 C$ share를 
매핑함으로써 크리덴셜의 유효성을 테스트한 뒤 해당 임원의 침해된 크리덴셜을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및 
사용자 이메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민감한 실제 네트워크에 액세스
실제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확보하는 시도에도 레드팀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중 
인증(MFA)으로 보호되는 점프호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실제 네트워크 사이의 모든 연결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기업과 실제 환경 사이를 이어주는 점프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해 레드팀은 액티브 
디렉터리 내에서 정찰을 수행하였고, 인바운드의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Remote Desktop 
Protocol, RDP) 및 Windows 관리 도구(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WMI) 연결을 허용하는 점프호스트를 발견했습니다. RDP에는 다중 인증(MFA)이 필요했지만, WMI를 
통한 액세스에는 이런 식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레드팀은 도메인 관리자(Domain Administrator) 
계정을 사용하여 점프호스트상에서 WMI를 쿼리한 후, 최근에 서버에 인증된 사용자 목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레드팀은 최근 인증된 사용자 목록에 대해 DCSync 공격을 수행하여 각 계정과 관련한 NTLM 
해시를 얻었으며, 이는 Mandiant의 암호해독 서비스로 전달되었습니다. 암호 해독 서비스는 해당 
목록으로부터 일반 텍스트로 된 여러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성공적으로 식별하여 레드팀이 RDP 인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를 제공했습니다. 다중 인증(MFA)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환경 내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편의 기능을 제품에 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능 
중에는 사용자의 기기에 푸시 알림을 생성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 직원이 
넘치는 업무 처리로 바쁠 때 정상적인 요청으로 간주하고 승인하기를 노리는 방식으로서 숙련된 공격자를 
포함하여 레드팀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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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우, 레드팀은 최종 사용자가 수락한 Duo Push 요청을 보냈고, 이는 점프호스트에 대한 RDP 
연결을 통한 액세스 권한을 레드팀에게 부여했습니다. 레드팀이 후속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감한 
실제 네트워크로 더 깊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점프호스트상에 Cobalt Strike 비콘을 배포할 필요가 
있었지만, 점프호스트로의 파일 전송은 방화벽 정책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레드팀은 침해된 사용자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하여 회사 전체 파일 공유에 DLL 사이드로딩 페이로드를 임시 저장하였고, 그 
다음에는 RDP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프호스트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치된 
Cobalt Strike 비콘의 도움으로 레드팀은 점프호스트에 대한 액세스를 유지하면서도 클라이언트가 
주문한 목표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Mandiant 레드팀은 본 사례 연구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클라이언트 환경 내부에 거점을 마련하고 회사 
도메인에 대한 완전한 관리자 권한을 확보한 데 이어, 임원 이메일에 액세스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나 운영 
체제의 취약점 공격을 행하지 않고도 주요 사내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레드팀은 시스템 
구성 오류를 찾고,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 그리고 고객이 사용 중인 내부 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레드팀은 
고객의 다중 인증(MFA),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소셜 엔지니어링에 관한 직원들의 낮은 보안 인식 
등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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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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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일상 생활과 사이버 보안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얽혀있는지를 모두에게 상기시켜준 
한 해였습니다. 지난 M-Trends에서는 국가별 외교 정책이나 주요 현안과 이슈들이 사이버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2020년에 저희는 글로벌 팬데믹이 기존의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대다수 비즈니스의 공격 표면과 리스크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공격자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악용하여 공격을 일삼는 동안 전 세계의 여러 기업과 조직은 뉴노멀에 
적응하고 방어 태세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1년은 M-Trends 2013에서 공격자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 조직을 침해하는 방법을 다루면서 
처음 언급했던 트렌드인 공급망 공격의 복잡성과 영향을 모두에게 상기시켜주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 관찰된 많은 공격 트렌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분명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보안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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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또한 랜섬웨어가 어떠한 형태로 다각적 갈취(faceted extortion)로 발전하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지도 목격했습니다. 2020년에는 인크립터 배포 외에도 기업의 평판 훼손을 위한 웹사이트의 수가 
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격자는 새롭거나 오래된 취약점을 초기 액세스용으로 공격함으로써 원격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배포된 인프라를 악용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취약성 및 패치 관리, 최소 권한 부여 
및 환경 보안 강화와 같은 탄탄한 기초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보안 조직은 공격자와의 지속적인 긴장 확대에 대비하는 한편 자체 환경 및 공격 표면과 관련한 변화를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이 과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과거의 트렌드에서 계속해서 진화 중이며, 
따라서 사이버 보안도 역시 경계를 유지하고 적응하며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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