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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들어 개인용 PC의 보급이 시작되며 이를 

이용한 사이버 침해 사고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9년 전세계 6천만대 컴퓨터를 감염시켜 약 

10억 달러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CIH 바이

러스는 파일의 빈 공간에 악성코드를 포함시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속여 

그 피해가 더 컸다. CIH 바이러스는 MBR을 덮어

쓰던 이전 방식과 달리 바이오스를 덮어써 시

스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당시 대만의 대동 대학에 재학 중이던 첸잉하오는 

인터뷰에서 백신프로그램이 값은 비싸지만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바이러스를 

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인해 대만 정부는 

컴퓨터 범죄에 대한 법규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19년이 지난 지금 사이버 공격은 어떻게 변화

하였을까? CIH 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던 그 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졌을 

것이다. 2018년 현재 국가 간 사이버전, 정치적 

목적의 불만 표출, 금전 획득 등 다양한 이유로 

사이버 공격이 활용되면서 현대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생활 영역으로 포함되었다. 본 기고문에서는 

국내․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사이버 위협 동향

2.1 사이버 공격을 통한 정치적 불만 표출

최근 해커 조직은 정치적 불만을 사이버 공격으로 

표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 러시아 해커 

조직, 펜시베어(Fancy Bear)는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문제를 문제 삼아 출전을 금지시키자 세계반

도핑기구(WADA)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해

킹하고 수집한 이메일과 문서를 공개하였다. 보

안 전문가는 해당 문서가 해킹을 통해 수집한 것

인지 여부는 확인해야겠지만 해킹을 시도한 사

실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아래 이미지는 러시아 

해커 조직 펜시베어(Fancy Bear)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제작한 홈페이지다. 펜시베어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해킹한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가 스포츠 관련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사이버 위협 동향 :
사이버 공격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전략

한국인터넷진흥원/침해사고분석단 | 이동은

그림1. CIH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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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들의 돈과 권력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

했다.

‘17년 3월, 국내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가진 중국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

하였다. 당시 중국 해커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면세점”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 공격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대용량 트래픽이 “◯◯면

세점” 홈페이지에 집중되면서 홈페이지 접속 지

연 현상이 발생하였다. 연이어 외교부 홈페이지에

도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중국 해커 조직인 

‘훙커’ 연맹은 사드 배치에 보복하기 위해 대규모로 

한국 웹사이트를 무차별 공격하겠다며 해커 모집 

공고를 내기도 하였다. 실제 중국 해커 조직 ‘판다

정보국’이나 ‘1937CN’ 등은 민간 및 공공기관 홈

페이지 25개를 변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

진흥원은 홈페이지 해킹 원인 파악 및 취약점 조치에 

나섰다. 국가 간 정치적 갈등 상황이 기업 및 기관 

대상 디도스 공격 및 웹 변조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엄중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2.2 국가 간 사이버 전 확대

현대 들어 국가 중요 정보들이 디지털 형태로 

저장 관리되면서 이에 대한 보안도 중요해지고 

있다. 해커는 국가 이익을 위해 악성코드를 활용,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국가 간 사이버전을 위해 

해킹 기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20년까지 미국 잠수함에 배치될 초음속 대함 

미사일 설계 정보 등 미 해군의 일급 기밀 데이터 

약 614GB 정도가  중국 해커에게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인 약 13만명의 

사이버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년 미국 보안업체, Mandiant社는 APT1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06년부터 141개국 여러 

분야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한 기관의 경우 

10달에 걸쳐 최대 6.5TB의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밝혔다.

’16년에는 미국 민주당전국위원회(DNC)의 지도부 

인사 7명의 이메일이 해킹되어 폭로되었으며 

이메일에 버니 샌더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경선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

이메일 스캔들로 힐러리 클린턴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그 배후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러시아 해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17년 EU 집행위는 

프랑스와 독일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선거 

운동 중 러시아의 해킹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국내에서도 ‘13년 3월 20일 KBS, MBC, YTN,

그림2. 펜시베어 해커 조직 홈페이지

그림3. Mandiant社가 밝힌 중국해커 61398 부대 조직도



[특 집] 4차산업과 정보보안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제22권 제2호 2018년 6월

- 15 -

등 방송·금융기관 6개社의 내부시스템이 파괴되고 

웹 접속 및 금융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다. 해커는 

피해 기관의 취약한 서버 또는 직원 PC를 장악한 후,

백신 등 S/W 배포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PC·

서버·ATM으로 특정 시각(3.20 14시) 이후에 

하드디스크가 파괴되는 악성코드를 일괄 유포

하였다. 당시 모든 피해 기관에서 HASTATI문자열로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피해기관에서 PRINCPES와 PR!NCPES로 

덮어쓰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

같은 해 6월 25일에서 7월 1일 사이 총 69개 정부

기관, 언론, 방송사 등 에 대한 웹변조, 시스템 파괴,

디도스(DDoS) 등 연쇄적 사이버 공격이 발생

하였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경찰청 

등 18개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군 합동 

대응팀은 6월 25일 서버 파괴 공격을 위해 활용된 

국내 경유지 등에서 북한 아이피가 발견된 점, 악성

코드 특징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해킹 기법과 일치

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3 사이버공격을 통한 금전 탈취

상거래, 계좌 개설 및 이체 등의 금전 흐름이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면서 이를 노린 해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초기에는 게임에서 거래되는 

아이템 등을 노리고 게임 계정 및 패스워드를 탈

취하는 악성코드가 기승을 부렸다. 이 후 인터넷 

뱅킹하는 사용자를 노리고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해 

보안카드 번호,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

하는 사이버 공격이 지속되었다. ‘17년 3월에는 

국내에서 ATM을 노린 공격도 발견이 되었는데  

ATM 기기 관리 운영사의 백신 업데이트 서버가 

해킹되어 ATM 기기 6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23만건의 신용카드 정보가 탈취되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해커는 악성코드를 통해 

수집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대만, 태국, 일본 등 

총 6개국에 유통시켰으며 인출책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복제카드를 제작하고 해외 

ATM 기기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국내외 현금

인출은 8천833만원, 대금결제 1천92만원, 하이

패스충전 339만원으로 96명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악용되어 총 1억 264만원이 결제 승인되었고, 509명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악용해 이뤄진 3억 2천 

515만원 가량 결제대금은 승인 거절되었다. 해당 

사건을 통해 금융 결제 및 현금 인출과 관련된 

임베디드 시스템도 해커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중앙 관리 서버와 금융 결제 관련 

임베디드 시스템의 보안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이 

또다시 입증되었다.

‘17년 초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1,000달러 대에 

거래되었으나 11월 27일 기준 9600달러를 넘어서며 

그림5. ATM 기 해킹 사고 개요도

그림4. ‘13년 발생 3.20 사이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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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되지 않아 가격이 850% 넘게 상승하였다.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도 큰 주목을 받으며 

이런 추세는 해킹으로도 이어졌다. ‘17년 4월 비트

코인 거래소 ‘◯◯◯’社 인터넷망 서버에 저장된 

비트코인 계좌 정보가 탈취되어 회원 총자산의 

37%인 한화 약 5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社 비트코인 거래소는 피해 균등 부담 원칙

으로 개별 회원들의 잔고에서 각각 37.08%을 차감

하고 ‘◯◯◯’社 자체 비트코인 화폐를 지불하였다.

연이어 ‘17년 6월에 비트코인거래소 ‘◯◯’社의 

직원 PC가 해킹되어 전체 회원 수의 3% 가량인 

약 3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17년 9월에는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이 4개 비트코인 

거래소 업체 직원 25명에게 발송된 사실이 확인

되었다. 다행히도 비트코인은 탈취되지 않았으나 

해커가 비트코인 거래소 직원 PC를 해킹하여 비트

코인 탈취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악성

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의 발신자는 도용된 

계정이 4개였으며 해커가 직접 생성한 계정이 5개

였다. 사칭한 이메일 계정에는 네이버 7개 계정,

지메일 1개 계정, 기타 해외 계정 1개였다.

2.4 주요 인물 감시를 위한 악성코드 유포

세계적 보안 회사 McAfee社에 따르면, 지난 1월 

탈북자,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해커는 구글플레이에 악성 앱을 등록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앱 유포 URL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감염을 시도하였다고 밝혔다. 악성 앱에 

감염된 스마트폰은 사진, 연락처, 문자메시지와 

같은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하고 해커가 

내리는 명령(감청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는 스피어피싱 이메일에 첨부된 

아래한글 악성코드 사례에서도 발생하였다. 아래

한글 악성코드는 악성 앱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한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였다.

특이한 점은 화면 캡처(메시저 대화 내용, 이메일 

내용 등)를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여 

해커는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대상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해외의 경우, 티베트와 중국 정부 간의 독립 문제로 

인해 정치적 갈등 상황이 사이버 공격으로 연계

되었다. ‘11년부터 중국 해커는 티베트 독립 운동가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였으며 이들이 맥(Mac)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취약점이 포함된 

워드 파일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당시 보안 전문가는 

맥(Mac) 운영체제에서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한 

문서 파일 취약점은 매우 희귀한 경우로 중국 

정부가 티베트 운동가 해킹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스피어 피싱 이메일은 “중국의 

티베트 인권 침해”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킹 

대상을 현혹시키기 위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7. 티베트 운동가 대상 스피어피싱 이메일

그림6.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악성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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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물인터넷(IoT) 기기 악성코드 증대

‘17년 가트너社에 따르면 전세계 사물인터넷

(IoT) 기기는 전년(64억대) 대비 31% 증가한 84

억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트너社는 급속도로 

사물인터넷(IoT) 시장이 팽창하며 ’20년에 204억

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의 경우,

LG U+ 등 주요 통신사가 고객의 음성에 따라 

조명, 가스밸브, 공기청정기 등의 전원이 켜지거나 

꺼지는 사물인터넷(IoT)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커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사물

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16년 9월 

유명 보안전문가 브라이언 크렙스의 블로그 크립온

시큐리티와 프랑스 인터넷 호스팅 업체 OVH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이 발생하였다. 이어 ’16년 

10월 21일 DNS 서비스 제공업체 다인(Dyn)이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트위터, 넷플

릭스, 뉴욕타임즈 등 76개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의 

배후에 미라이(Mirai) 악성코드가 있으며 간단한 

원리로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라이(Mirai) 악성코드 

제작자는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관리자 아이디 

와 비밀번호를 공장 출하 후 잘 변경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였다. 미라이(Mirai) 악성코드는 CCTV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텔넷 포트(23번 포트)

스캐닝 후 수집한 계정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악성코드를 설치하였다. 감염된 사물인터넷(IoT)

기기는 해커가 구성한 봇넷의 좀비로 동작하였으며 

원격 조정지 에서 명령을 수신 받아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디도스(DDoS) 공격을 수행하였다.

지난 5월에는 러시아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

되는 소호용 공유기 타겟 VPNFilter 악성코드가 

출현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해당 악성코드는 

이전 사물인터넷(IoT) 악성코드와는 다르게 재

부팅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첩보 수집,

디도스 공격 기능과 함께 분석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감염된 기기 파괴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안 전문가는 이를 두고 러시아 해커의 사물

인터넷(IoT) 기기 활용 가능성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3. 결 론

인터넷의 본래 목적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연결

되어 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

아이디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
root xc3511 guest 12345

root vizxv admin1 password
root admin administr ator 1234
admin admin 666666 666666
root 888888 888888 888888
root xmhdipc ubnt ubnt
root default root klv1234
root juantech root Zte521
root 123456 root hi3518
root 54321 root jvbzd
support support root anko
root (none) root zlxx.
admin password root 7ujMko0vizxv
root root root 7ujMko0admin
root 12345 root system
user user root ikwb
admin (none) root dreambox
root pass root user
admin admin1234 root realtek
root 1111 root 0
admin smcadmin admin 1111111
admin 1111 admin 1234
root 666666 admin 12345
root password admin 54321
root 1234 admin 123456
root klv123 admin 7ujMko0admin
Administr ator admin admin 1234
service service admin pass
supervisor supervisor admin meinsm
guest guest tech tech
guest 12345 mother fucker

< 미라이(Mirai) 악성코드가 활용한 아이디 및 패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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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 

투명성이 일부분 보장되었으며 오프라인에 존재

하던 문서들은 시스템 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현대 온라인 상 금전을 노리고 사이버 범죄를 

행하는 해커가 늘어나고 국가 간 사이버 전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한 국가의 해킹 능력이 

경쟁 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으로 인식되면서 각 국은 해킹 부대를 대규모 

증원하고 있다. 장기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방어 관점 뿐 아니라 공격 

관점에서 사이버 전략을 짜야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실제 미국 사이버 사령부는 지난 17일  기존 

방어 우선 전략에서 훨씬 더 공격적인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내에서도 기술 

개발에 투자한 만큼 해킹에 취약하지 않도록 

보안에 투자하여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기술 유출에 

철저히 준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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