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정보통신 기술(ICT)이 발 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침

해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데이터 괴, 서비스 단 등 인

이득을 취하거나 정치 혼란을 야기한다. 사이버 범죄

자는 각종 보안 장비의 탐지 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공

격 수법을 개발하는데 암호화 기술을 악용하여 명령

제어 코드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여 탐지가 어려워진

만큼 피해 역시 증가 할 것으로 측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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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공공 민간부문의 2017

년도에 침해사고 신고 수는 287건이었으며 2018년도에

는 500건으로 213건이 증가했다[2]. 침해사고를 경험한

사업체의 2016년도 유형을 보면 악성 코드에 의한 공격

(75.5%), 랜섬웨어(25.5%), 애드웨어/스 이웨어 감염

(13.0%)으로 악성코드에 의한감염이가장 높게나타났

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기 으로 만들어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 취약 분석 평가 방

법 상세가이드가 있어 이를 참고하여 검한다[3]. 2017

년 12월에 업데이트가 되었지만, PC 보안 항목은 업데

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신 취약 에 한 정보가 없

다. 이러한 문제는 백신 로그램 과 운 체제 보안 업

데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백신 과 보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거나 제로데이 공격에는 응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사이버보안 요소에

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 황과 사고 사례를 살펴

본다. 제4장에서는 국내와 국외의 기술 취약 검

항목을 비교 분석을 한 후 개선된 항목을 제시한다. 제5

장에서는 연구를 마무리 짓는다.

2. 련 연구

2.1 선행 연구

한경희[4]는 융권의 사이버 보안과 련된 법

응 체계 PC 보안 에 한 황과개선된 응방

안을 제시한다. 주요 응 방안으로는 보안 USB 사용,

문서보안, 개인정보 통제 솔루션 활용과 물리 인 디스

크 미사용 시 데이터 구삭제, 네트워크보안솔루션을

통해 인가되지 않은 근을 차단하도록 한다. 개선방안

으로는 자동 검시스템을 용하여 업무 종료 시 바이

러스 업데이트 정 검사를 수행하여 악성 코드 감지

시 자동 치료, 운 체제보안업데이트, 문서암호화 정책

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처럼 운 했을 때 기존보다 바이

러스 검 암호화 수행 확률 15% 향상된 결과를 얻

는다고 말한다. 한, 사 방을 한 검과 이벤트

기록, 보안 교육과 감사 제도를 통한 직원들의 보안 인

식이 향상된다고 설명한다.

김상 [5]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 취약

검 가이드를통해 검에 한의견을 100명을 상으로

평가하 다.

공공기 종사자 41%, 정보보안 회사 종사자 23%가

응답한 결과 재 가이드로는 보안 수 을 정확히 악

이 안되며 취약 조치를 하여도사이버침해 응에는

많은 부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 다. 해킹 메일이나

특정 OS 취약 , 로그램의 취약 , 피싱· 과 같은

사회공학 기법에 한 검 항목이 없어 응할 수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 방식에 한 연구가 지속 으

로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2.2 사이버보안 분류

미국의 비 리 단체 하나인 Center for Internet

Security(CIS)에서는 세계 으로 IT 문 지식을 활

용한 CIS Controls V7을 만들어서 사이버보안 과

완화하는 방안에 해 설명한다. 크게 기본 보안 통제,

기 인 보안 통제, 조직 인 보안통제로 3가지로 구분

하고 총 20개의 항목을 정의 한다[6]. 첫 번째 기본 보안

통제 항목에서는 하드웨어/소 트웨어 자산 리, 지속

인 취약 리, 근권한 통제, 모바일, 노트북, 서버

와 같은 산장비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구성을 안

하게 보호, 감사 로그와 모니터링을 통한 분석을 요구

한다. 두 번째로 기 인 보안 통제에서는 이메일

웹 라우 보호, 악성 코드 방어, 네트워크 포트, 로

토콜, 서비스 통제, 데이터백업 복구, 방화벽, 라우터,

스 치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구성, 인가된 네트

워크 역만 허용, 데이터 보호, 무선 네트워크 통제, 계

정 리 등을 요구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조직 인 보

안 통제항목에서는 직원들의 보안 인식을 한 교육

로그램 구 , 소 트웨어 개발 시 필요로 하는 보안 요

구 사항(secure cording, 동 정 분석을 통한 검증

등) 소 트웨어의 사고 응 차 보안 이슈,

시나리오 리, 침투 테스트 응 훈련을 요구한다.

2.3 악성코드

악성 코드는 맬웨어(malware, malicious software),

악성 로그램(malicious Program)이라고도 한다. 마이

크로소 트에서는 악성 코드를 하나의 컴퓨터, 서버

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도록 설계된 모든 로

그램 이라고 통칭 한다. 악성 코드의 주요 감염경로는

웹 사이트, P2P 서비스 이용, 셰어웨어, 불법복제 로그

램을 사용, 내부자(해커)가 직 설치, 이메일, 메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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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일을 열 때 침투 한다[7,8].

Fig. 1. Malicious code classification Description

표 인 악성 코드는 Fig. 1. 와 같이 Trojan Horse,

Worm, Spy-ware, Bot, Backdoor, Ransomware, Virus,

AD-ware 가 있다[9,10].

2.3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s)

지능형지속 공격은 공격 상이 치를 채지 못하도

록 은 하게 침투하여 오랜 시간 동안 잠복하면서 정보

를 천천히 살펴본 후 공격을 한다. 침투가 성공하면 사

내 보안서비스를 무력화시키고 은 하게 정보를 유출하

는 것과 동시에 공격 흔 을 지우면서 정보를 탈취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침투

방법에는 웹을 통한 Watering-Hole과 Spear Phishing

등이 있다. 공격 상이웹 페이지 속이나 이메일을 통

해 악성 일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게 되는 데, 이 과

정을 드랍퍼 단계라 한다.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

C&C 서버와 통신이 이루어진다. 즉, 이때부터 악성

일을 받은 PC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해커가 획득함

으로써 정보유출이 가능해진다[11].

3. 분석

3.1 사이버침해 사고 황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년 하반이 악성 코드 은닉사

이트탐지동향 보고서에따르면, Fig. 2. 와같이정보유

출(기기정보)이 25.1% 비율로 가장 많이 탐지되었으며

랜섬웨어 20.1%, 정보유출(계정정보) 19.1%, 다운로더

13.1%, 가상통화 채굴 7.5% 순으로 다양하게 탐지가 되

었다[12].

Fig. 2. Rate of types of malware

3.1.1 A사 융정보 탈취

2018년 3월 구체 인 피해규모에 해서는 밝 지지

않았지만, 공격자는 거래처 발신자로 장하여 악성 링

크가 포함된 메일을 A사 직원에게 보냈다. 이 메일에는

악성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고 업무 담당자가 이 악성 링

크를 열람한 후 MS 워드 일을 다운로드 열람을 하

다. 이 문서를열람 시매크로 기능(콘텐츠 사용)을사

용하도록 유도 한다. 매크로 기능을활성화하면 악성 코

드가 실행이 된다. 코드가 실행되면 PC의 시스템 정보

를 탈취한 후 두번째 해킹 공격을 비한다. 악성 코드

유포지에 속하여 추가로 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고

공유 폴더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의 다른 PC 20여 에도

악성 코드에 감염시켰다. 추가로 다운로드 하는 모듈에

는 네트워크 , 융정보탈취모듈이 존재하 다.

최근에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s, 지능

지속 ) 공격 특징을 가진다. 특정 기업으로 상

이 확 되고 발신자 정보를 조한 해킹 메일을 송하

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격은 이메일

보안솔루션,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을 통해서 악성 메일

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13].

3.1.2 B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암호화폐거래소인B사는 2017년 4월에최 에직원

PC가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탈취되었다. 탈취된 개인정

보는 이용자 정보 31,506건과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6,487건으로 밝 져 과징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 부과했다. 감염 경로는 공격자는 B사직원 채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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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4월 29일에 회사와 자문계약 계에 있는 A 씨

에게 원격제어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력서 일을 첨부

한 Spear Phishing 메일을 발송하 으며 이를실행한A

씨의 개인용 컴퓨터가 감염되었다. 감염에 성공한 공격

자는 개인정보 일을 포함한 다수의 일을 획득하

으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 입공격을 하여 266개의

이용자의 계정이 탈취되어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던 가

상화폐가 탈취되었다[14].

4. 기술 취약 가이드 개선 방안

4.1 국내 황

국내는 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기술 취약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를 제공

한다. 이는 국가·사회 으로 요한 제어시설에 한 해

킹에 해 보호하기 해 국가에서 정보통신기반 보호

법 제정하 고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15]. 하지만

2014년에 나온 이후 2017년 12월에 개정되었지만, PC

보안 항목에 해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최신 취약

에 한 항목을 다루고 있지 않다. 재는 기술 취

약 요도를 상 14개, 5개, 하 1개로 구분하여 총

20개 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6].

4.2 미국 국방성 황

미국국방성(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DoD)

에서는 국방정보시스템국(Defense Information Systems

Agency, DISA)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술 실행 지침인

STIG(Security Technical Implementation Guides)를 통해

보안체계를강화하고있다. PC보안을 해Windows Client

OS별로가이드를만들어서제공하고있으며본논문에서는

Windows 10을참고로한다. Windows 10 가이드를 다루

는 이유는 해당 버 부터 새로운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Windows 7 의 공식 지원 기간이 2020년 1월 14

일에끝나기 때문이다. 이 가이드에서는 요도 상 26개,

232개, 하 22개로 총 28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와는 다르게 분류 없이 상세 검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17].

4.3 호주 황

호주정부는사이버보안센터(Australian CyberSecurity

Center)를 설립하여사이버보안을주도하고있다. 호주도

미국 국방성과 마찬가지로 PC 보안을 해 Windows

Client OS 별로 가이드를 만들어서 제공한다. 동일하게

Windows 10 가이드를참고하 으며 요도상20개, 52

개, 하 6개로총78개로구성되어있으며세부항목은총300

개를가이드 하고 있어 국내와 미국 국방성과 비교하 을

때 가장 많은 항목을 가이드 하고 있다[18].

4.4 기술 취약 개선 항목 도출

국내, 미국 국방성, 호주에서 각각 가이드 하고 있는

항목을 분석하여 Fig. 3과 같이 분류하고 기존에 검

항목 20개에서개선 후 총 58개로 39개의 새로운 항목을

생성했다. 이 에서는 기존 항목에서 불필요하여 제거

하거나, 항목을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41개

를 생성했다.

Fig. 3. Summary of vulnerability improvements lists.

한, Table. 1과 같이 기술 취약 항목을 개선하

다.

Table 1. vulnerability improvements lists.

Title Severity Etc

Admin rights management High new

Multi-factor authentication High new

Password Management High

Eliminate unnecessary services High

Do not use commercial

messenger(Windows Messenger,

MSN, NET Messenger)

High

Install the latest operating system

security patch
High

Install the latest service pack High

Install the latest security patches

and vendor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s

High

Remove unused ActiveX High

Controlled Folder Access High new

Memory protection High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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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 antivirus programs and

update periodically
High

Enable real-time protection

provided by antivirus programs
High

Establish security measures

against removable media such as

CD, DVD, USB memory, etc.

High

Setting the screen saver wait time

and setting password protection on

restart

High

Enabling the OS-provided Intrusion

Prevention
High

Application hardening High new

Application white listing High new

Credentials setting for credentials High new

Manage credential items High new

Rights Management High new

Prevent automatic logon from the

Recovery Console
Medium

Account lockout Medium new

Disable guest Account Medium new

Set the file system to NTFS format Medium

Do not allow multibooting with

other operating systems
Medium

Disable Microsoft Account Medium new

Microsoft Windows system

information communication settings
Medium new

Prohibit Remote Assistance Medium

Use BIOS and UEFI password Medium new

Controlling the use of removable

storage devices
Medium new

Prevent file and print sharing Medium new

Local Disk Encryption Medium new

Power Shell Security Settings Medium new

Remote Desktop Services security

settings
Medium new

Windows Remote Management

settings
Medium new

Safe mode access prohibited Medium new

System encryption settings Medium new

Attack Surface Reduction Medium new

Microsoft Edge Security Settings Medium new

Installation Application

Management
Medium new

Set anonymous connection limits Medium new

Set backup and recovery

permissions
Medium new

Set user permissions Medium new

Bridging networks settings Medium new

Secure channel communication

settings
Medium new

Disable Wi-Fi Sense Medium new

SMB Security Settings Midium new

Session locking Midium new

Disable Bluetooth Midium new

Checking for misidentified

drivers at boot time
Midium new

Using Measured Boot Midium new

Using Secure Boot Midium new

Non-primary hard disk

non-boot settings
Midium new

Audit log settings Midium new

Delete the contents of the

Temporary Internet Files folder

at browser shutdown

Low

Disable the Hide file extensions

setting
Low new

Hide file and folder security

attributes
Low new

5. 결론

5.1 결과

국외에서 PC 보안 가이드와 국내를 비교하여 41개의

개선된 검항목을 제시했다. 개선된 가이드에서 PC 보

안 에 한취약 에 응하기 한 요사항첫 번

째는 PC의 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용자권한 계정으로 사용할 경우 로벌 보안

회사인 Avecto는 2016년에 530건의 Microsoft 취약

에서 94%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하 다.

두 번째는 2017년에 가장 많이 발생하 던 SMB 취약

을 통한 취약 공격에 응할 수 있다.

세 번째는 Application을 White List로 통제하면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메일이나 메신 , 인터넷 등을

통한 피싱 공격 응에 효과 이다. 이러한 공격 행 의

공통 은 악성 일을 다운로드 후 실행 하 을 때 부

분 유 역에서 다운로드 되고나서 실행이 되기 때문

에 다운로드는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실행 일, 스크립

트 등을통해 감염을 시작하려고했을 때공격이차단되

기 때문에 사용자의 실수나 백신 로그램이 탐지를 못

하더라도 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네 번째는 Windows 10의 메모리 보호 기능을 활용하

여 Buffer Overflow와 같은 메모리의 취약 을 이용한

공격과 폴더 근 통제를 통해 Ransomware 공격에

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Windo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감사

설정을 통해 침해사고 발생 시 이벤트를 통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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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데 유용할것이다. 이처럼 Windows PC의보안

설정을 강화하게 되면 다양한 보안 으로부터 완화

시킬 수 있다.

5.2 보완 사항

아직알려지지 않은 공격방식에 해서 응할 수 있

는지는 취약 이 공개 된 후에 검증할 수 있다. 향후 지

속 인 사례 수집과 취약 스캐 를 활용하여 이러한

보안 설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구가 계속 수행될

것이다. 한, 공격이 다양해지는 만큼 취약 을 보완하

기 한 가이드의 지속 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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