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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화이트 해커가 밝히는 해커들의 정보 해킹 방법

현직 화이트 해커의 보고서 프롤로그

포티가드 1차 보고서 발행 후 많은 분이 새로운 공격 동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포티넷은 설
문 조사로 독자들의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현직 화이트 해커가 밝히는 해커들의 정보 해킹 방법 ‘라는 이름의 보고서가 탄생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직 화이트 해커인 필자가 보안 트렌드 및 AI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격자의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해커들이 얼마나 손쉽게 공격을 하는 지 알아 보는
가운데 2021년 보안 트렌드와 방어 전략에 대해 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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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화이트 해커가 밝히는 해커들의 정보 해킹 방법

2021년 공격 트렌드 예측 및 주요 정보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조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에 대응해야 했고, 기술적으로는 5G 초연결 시대를 맞아 빠르게 확산하는 지능

형 엣지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자 컴퓨팅, AI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위협의 지능 지수도 함께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해커는 어떤 수단과 방법
을 통해 위협을 가할까요?
엣지를 노리는 트로이 목마

공격자는 알려진 공격 목표 외에 엣지 장치를 대상으로 트로이 목마를 심어 침입 활동을 위한 새로운 루트를 확
보할 것입니다.

사회, 경제 기반 시설과 설비를 공격 목표로 삼은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자들의 공격 목표가 IT를 넘어 OT 환경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역시 이제 사회, 경제 기반

시설을 볼모로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을 노린 공격보다 파장이 더 큽니다. 때에 따라 사람
의 생명이 오가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컴퓨팅 자원을 노리는 검은 손길

암호 화폐 채굴을 위해 사이버 범죄자는 일반 사용자 장치의 CPU, GPU 같은 리소스를 노릴 것입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몰래 남의 컴퓨팅 자원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5G 통신을 활용하는 공격

AI와 ML 기술을 활용한 스웜 공격의 침투 목표로 5G망이 떠오를 것입니다. 공격자들은 봇을 통해 수집하는 실시
간으로 인텔리전스를 공유하며 5G망에 침투해 목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위성 시스템을 이용한 공격

위성 통신망은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표적입니다. 이 네트워크로 악성 코드를 확산하거나, DDoS 공격
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팅으로 무장 해제 위기를 맞은 암호화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은 보안의 기본입니다. 오랜 기간 애용한 암호화 기술이 양자 컴퓨팅 기술
발전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컴퓨팅 성능으로 암호화를 풀 연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직
은 앞으로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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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들의 전성시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해커가 될 수 있다.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전문가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해킹은 고도의 전문

역량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주요 보안 사고의 배후에는 국가 주도 공격자(Nation-State Ac-

tors)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돈벌이 목
적으로 해킹을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가 갈 수록 해킹의 문턱이 낮아 지고 있기 때
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킹 커뮤니티는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정찰, 공격 코드 작성

등 사이버 킬 체인의 각 부문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초반 정찰

에 필요한 정보 수집의 경우 집단 지성의 산물인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을 이용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킹 전문가가 아니라도 OSINT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MaaS(Malware
as a Service)를 이용해 악성 코드를 구해 타깃을 공략하면 됩니다. 이마저도 어렵게 느껴진
다면? HaaS(Hacker as a Service)를 이용해 전문가를 고용하면 됩니다. 조직은 사이버 위협
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해킹의 문턱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이버 킬 체인
측면에서 해커의 목표와 활동 그리고 해킹이 얼마나 쉬운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1]
➊ 멀웨어 개발자가 TOR 네트워크에서
랜섬웨어를 퍼뜨릴 악성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멀웨어 코더

➍ 피해자의 기기가
감염됩니다.
TOR 네트워크

➋ 멀웨어 구매자가 TOR에서
랜섬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➌ 랜섬웨어가 확산됩니다.

피해자

멀웨어 확산자

➏ 랜섬의 일부가 멀웨어
개발자에게 지급됩니다.

피해자

피해자
➎ 피해자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 화폐로
지정된 TOR 사이트에서 랜섬을 지불합니다.

랜섬을 지불했지만, 복호화 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암호화됩니다!

FortiGuard Report February

3

현직 화이트 해커가 밝히는 해커들의 정보 해킹 방법

해커들의 정보 수집 방법: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해커의 침투 경로를 추적하는 가장 유명한 방법은 사이버 킬 체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정찰, 공격 코드 제작, 전달, 취약점 공격, 설치, 명령 & 제어, 목적 달성으로 구성됩니
다. 사이버 킬 체인의 시작점인 정찰 단계에서 해커는 정보 수집에 집중합니다.

공격 목표에 대한 정보 수집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많은 조직이 우리 회사의 중요 정보는 외

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CIA 국장 제임스 울
시 주니어는 “모든 정보의 95%는 공개된 출처에서, 나머지 5% 미만이 비밀 출처에서 나온
다.” 라고 말합니다. 해커가 개인, 기업, 정부 등에 침투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정보는 생각보
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커는 무차별 공격 또는 무차별 스캐닝을 통해 필요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공개된 서비스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그림3]과 같이 공개된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에 노출된 민감한 정보를 검색하면 해

당 조직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정보를 활
용해 해당 조직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은 지난 해에 이해 2021년에도 코로
나19로 인한 원격 근무 강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림2] 사이버 킬 체인

Reconnaissance

Weaponization

Delivery

Exploitation

Installation

정찰

공격코드 제작

전달

취약점 공격

설치

공격 대상에 대한
취약점을 찾아냄
•사회공학 기법
•스캐닝

공격 대상에
필요한 악성코드
개발, 구매
•MaaS
•악성코드 개발

공격 대상에
필요한 악성코드
개발, 구매
•스피어 피싱
•이메일 전송
•홈페이지 공격

악성코드를
실행하기 위하여
취약한 부분을 공격
•CVE
•제로데이
•스크립트
•쉘코드

공격 대상에
악성코드를 설치

Command & Control

명령 & 제어
원격 조작, 악성
명령 배포
•봇넷
•백도어
•RAT

Action

목적 달성
해커가 원하는
목적 달성
•기밀정보 추출
•랜섬웨어 행위
•서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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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업무 전환 대상과 범위를 넓힐 것인데, 이는 해커에게 있

어 엄청난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조직이 무차별 대입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의 AP(Access Point)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자가 운영하는 SSH(Secure Shell) 서버의 로그를 확인하면 [그림4]와 같이 매우

빈번하게 무차별 대입 공격 시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로그를 분석해 보니 특정IP와

사용자 이름으로 공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필자가 포트 번호를 22번에서 2288번으
로 바꾸어 보았지만, 상식적으로 무차별 대입 공격이 줄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
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가 이정도인데, 기업의 서버라면 더 많은 시도가 있다는 것을 자
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정보의 95%는 공개된 출처에서, 나머지 5% 미만이 비밀 출처에서 나온다.”
-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 주니어 -  

[그림3] 공개되어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약한 기업 컴퓨터 검색

[그림4] SSH Brute Forcing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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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nmap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 스캔

해커들은 nmap 같이 누구나 알고 있는 도구를 이용해 포트 변경 사실을 재빨리 파악해 공
격을 다시 시도합니다. nmap을 이용하면 포트 번호는 물론이고 SSH 버전, 운영체제 종류까

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림5]는 참고를 위해 필자가 운영 중인 홈 네트워크를 nmap으로 스캔
한 것입니다.

정찰 단계부터 정보 측면에서 취약하지만, 기업 대부분은 데이터센터 내 서버의 보안에 자

신감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이버 킬 체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해
커는 처음부터 최종 목표를 향해 돌진하지 않습니다. 이중, 삼중 보안 대책이 마련된 서버를
처음부터 공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신 해커는 조직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인 사용
자를 노립니다. 보통 코로나19, 재택 근무 같은 모두의 관심사를 주제로 사용자와 이들이 사

용하는 장치를 공략합니다. 해커는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중 애용하는 것이

OSINT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간단한 검색으로 공격 목표에 어떤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취약점 찾기가 얼마나 쉬운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형 유통기업의 POS가 랜
섬웨어에 감염되는 보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 매장 운영 중단이라는 큰 피
해를 준 이번 사고의 출발점은 해커가 POS 취약점 정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약점을

찾는 것이 어려울까요? OSINT를 이용해 한국에서 운영 중인 취약 OS 기반 POS와 공격 가능
한 POS를 찾아보면 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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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OSINT로 찾은 국내 취약 OS POS 개수 및 공격 가능 POS

OSINT에서 찾은 정보는 꽤 자세합니다. 공식 지원이 종료되어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가 이

루어지지 않는 Windows Embedded POS Ready 2009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POS가 한국에
서 5,000 여대나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해커는 이 버전의 운영체제

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인 CVE 2019-0708(https://www.exploit-db.com/exploits/46946)을
악용하는 코드를 작성해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CVE 2019-0708은 원격 데스크톱 관련

취약점입니다. 이를 악용하면 공격자는 RDP를 사용해 대상 시스템에 연결해 랜섬웨어, 백도
어, RAT 같은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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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커’s Pick:
진화 중인 랜섬웨어와 새로운 공격 목표 OT
2021년 랜섬웨어의 파괴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랜섬웨어

는 조직 곳곳에 전파되어 비즈니스 중단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랜섬웨어로 인한 피
해 역시 IT를 넘어 OT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Ekans 랜섬웨어는 주요 자동차 제조사

들의 미국 생산 라인을 공격해 공장을 마비시켰습니다. Ekans 랜섬웨어는 Go 언어로 컴파일
되었으며, 보안 분석가들이 분석하기 어렵게 난독화 되어 있는 매우 정교한 악상 코드로 산
업 제어 시스템(ICS)과 SCADA를 모리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OT는 IT와 비교해 상

대적으로 격리된 안전한 환경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OSINT에서 OT 환경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센서, PLC를 검색해 보면 해당 내용이 노출
된 공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 그림에 나온 것처럼 얼마든지 몇번
의 조작으로 실제 운영 중인 공장을 가동 중지 시키거나 추가적인 내부 PC 스캐닝으로 랜섬
웨어를 배포하여 공장 전체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7] 노출 되어 있는 공장 시스템

⁎본 이미지는 민감한 내용이므로 일부 내용을 숨김 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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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노출 되어 있는 시설물 원격제어 시스템

한편, OT 환경을 노린 공격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

은 사회 기간 시설 공격입니다. 중요 공공 시설물

관리 시스템 중 원격 접속이 가능한 경우 공격 대

상이 되기 쉽습니다. 필자는 몇번의 클릭으로 시설

물 원격 제어 시스템을 찾아 냈습니다. 이렇듯 해커
들은 아주 간단히 이런 시스템에 접근하여 제어권
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론을 펼 수도 있습니다. 중요 시스템의 원
격 접속은 VPN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는 기업이 어
떤 VPN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버전은 무엇인지 같

은 중요 정보를 OSINT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습
니다. 특히 해커들은 CVE(Common Vulnerabili⁎본 이미지는 민감한 내용이므로 일부 내용을 숨김 처리 하였습니다.

[그림9] 회사의 보안 접속 서비스

ties and Exposures) 공통 취약성 및 노출을 검색
하여 공개된 취약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

니다. 즉, VPN 취약점 또한 노리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림9]는 OSINT로 한 회사의 접속 시스템을 찾은
내용입니다. 이는 이미 공격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이
며, 공격 코드가 인터넷에 노출 되어 있는 점을 통

해 해커는 특별한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VPN 시스
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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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강화를 위한 해킹 방어 전략:
R(정찰)에서 A(목적 달성)까지
해커는 정찰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어 침투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때 활용

하는 주요 정보는 OSINT에서 어렵지 않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개된 다양한 도구

로 불법 스캔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보안 강화 역시 이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를 위한 도구가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함정을 설치해 해커들이

사용하는 공격 방법 및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보통 허니팟(디셉터)라는 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디셉터는 비인가
자가 정상적인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탐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스템입니
다. 포티넷은 이러한 정찰 단계서부터 해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디셉터 제품을 제공합
니다. 포티넷의 디셉터 제품의 놀라운 점은 함정 풀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VPN 서버 함정

이 존재하여 해커가 VPN으로 무차별 공격 또는 취약점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해당 해커
의 IP와 공격 방법 등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SCADA 시스템에 대한 OS가 있어서 OT를

운영 중인 기업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포티넷 제품이 그렇듯이 포티
게이트와 패브릭 연동을 통해서 해당 IP를 자동 차단 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림10]

물론, 허니팟만 있다고 보안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보안 강화를 위한 접근은 사이

버 킬체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사
이버 킬 체인에서의 ‘전달’, ‘취약점 공격’, ‘설치’, ‘명

령 & 제어’, ‘목적 달성’의 부분을 방어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아직도 해커들은 단순한 클릭 몇 번으

로 개인의 정보를 받을 수 있었으며, 기업으로 침
투할 수 있는 통로도 매우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

다. 대분분의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보안을 진행하
여서 한 군데의 보안이 높을지 몰라도 다른 측면

의 보안이 낮으면 전체적인 보안이 위험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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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포티넷 제품과 사이버 킬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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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정찰

공격코드 제작

전달

취약점 공격

설치

공격 대상에 대한
취약점을 찾아냄
•사회공학 기법
•스캐닝

공격 대상에
필요한 악성코드
개발, 구매
•MaaS
•악성코드 개발

공격 대상에
필요한 악성코드
개발, 구매
•스피어 피싱
•이메일 전송
•홈페이지 공격

악성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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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부분을 공격
•CVE
•제로데이
•스크립트
•쉘코드

공격 대상에
악성코드를 설치

Command & Control

명령 & 제어
원격 조작, 악성
명령 배포
•봇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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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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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넷은 Security Fabric을 통해서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방어 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
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설명할 수 없겠지만 사이버 킬 체인에 빗대어 말해보자면 ‘정찰’, ‘공

격 코드 제작’에서는 포티디셉터, ‘전달’ 부분에서는 포티게이트, 포티샌드박스, 포티AI이 존
재합니다. ‘취약점 공격’, ‘설치 부분’, ‘명령 & 제어’에서는 포티클라이언트, 포티EDR이 존재 합

니다. 맨 마지막으로 ‘목적 달성’ 부분에서는 DLP 사용자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보
호하기 위한 포티인사이트, 포티심, 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상 현직 화이트 해커로서 2021년 해커들의 공격 트렌드 및 방어 전략에 대한 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지면의 제약상 포티넷 제품과 이에 따른 방어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티가드

리포트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자분들의 궁금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포티
넷 제품을 활용한 최적의 방어 방법을 서술할 예정이오니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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