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2019. 1)

359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2018년에 성횡한 악성코드에 대한 피해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특

히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해킹 사고 및 가상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해킹 시도가 탐지되면서 관련 소식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PC 및 서버 자원을 몰래 훔쳐 가상통화 채굴에 사용하는 크립토재킹 공격기법도 함께 주목받

았다. 랜섬웨어 부문은 갠드크랩 관련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또한 미국 법무부에

서 최초로 북한 해커조직의 일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해커 그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2018년 전반적으로 이러한 가

상통화 거래소 해킹, 크립토재킹, 랜섬웨어, 해커 그룹의 4가지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이 중 해커 그룹은 북한과 중국의 경우

를 나누어 총 5가지 주제를 통해 악성코드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악성코드의 공격을 근본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클라이언트 측에 USB형태의 BBS(Big Bad Stick) 하드웨어를 통하여 제안하는 환경을 제안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됨을 증명하여 본 연구가 새로운 보안성을 갖춘 시스템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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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18년에 가장 주목받은 사이버 공격은 ‘랜섬웨어’와 ‘가상화폐 

해킹’ 이다. 지난 12월 8일 과학기술정통부 주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

원을 포함한 보안 기업들이 2018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을 발표했다. 

그 중 랜섬웨어와 가상화폐 해킹이 포함돼 있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가 자신의 시스템에 접근을 인질로 삼는 공격이

다. 사용자는 해커에게 금전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2018년 상반기에 랜섬웨어가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워너크라이와 패트야 때문이다. 작년 5월 워너크라이로 인해 150개국

의 30만대 기기가 랜섬웨어 피해를 보았고, 이어 7월에는 패트야로 

2,000여 기관이 피해를 보았다.

가상화폐 해킹도 큰 이슈였다.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면서, 이를 

노리는 해킹이 급증한 것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시세가 20배 이상 폭증했다. 1월 시세는 100만 원가량이었는데 12월

에는 2,000만 원을 넘어선 것이다. 가상화폐 지갑을 노리거나, 개인기

기를 가상화폐 채굴로 이용하는 공격이 많았다. 랜섬웨어와 가상화폐 

해킹은 사이버 공격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기존에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많았다. 해킹의 가장 큰 목적은 ‘금전 

이득’인데, 개인 대상으로는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공격 수법도 정교했다. 지능형 지속 공격 (APT – 

Advanced Persistent Threat)은 특정 대상을 목표로 장기간에 걸쳐서 

가하는 사이버 공격이다. 특정 대상의 관련 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여러 해커가 모여서 침투 방법을 끊임없이 논의한다. 그런데 랜섬웨어

와 가상화폐 해킹은 개인을 대상으로도 금전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한다. 랜섬웨어의 경우, 개인의 컴퓨터와 데이터를 인질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가상화폐의 경우, 

개인 가상화폐 지갑을 탈취하거나 기기를 채굴로 활용해서 금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리하면, 랜섬웨어와 가상화폐 등장으로 개인 

대상으로 한 해킹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의 보안 수준은 기관과 비교했

을 때 상당히 낮다. 대규모 보안 장비를 갖춰서 사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기관과 달리, 개인은 고작해야 기기에 설치한 백신이 전부이

다. 그러므로 개인 대상 시스템 침투 시에는 정교한 사이버 공격 

수법이 필요 없다. 단지, 악성코드를 가장 많이 감염시킬 방법이 

최선의 전략이다. 많이 감염시킬수록, 얻을 수 있는 금전 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에 가장 적합한 공격 수법은 ‘익스플로

잇 (Exploit)’이라고 할 수 있다. 익스플로잇은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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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수법이다. 개인 대상 공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악성코드 배포가 쉬운 ‘익스플로잇’이 2018년 최대 

사이버 위협이 되었다.

Fig. 1. Keyword in Cyber Hacking

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 

구성은 해킹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아무리 많은 보안장비를 서버 앞에 설치를 하더라도 취약점이 

발생하면 해킹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해킹을 원천차단하고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랜섬웨어 부문에서는 2분기까지 널리 악용된 갠드크랩 랜섬웨어가 

더욱 진화된 모습으로 변신을 거듭하며 3분기에도 독보적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7월에는 NSA 툴에 탑재된 이터널블루(EternalBlue) 

취약점을 활용하는 변종이 나타났고 북한 폰트파일로 위장하여 유포된 

바 있으며, 9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하는 유포 방식이 발견되었다. 일부 버전에서는 안랩의 V3 

Lite 제거를 유도하는 기능도 발견된 바

있다. 갠드크랩은 10월 2일 5.0대 버전까지 발견되면서 끊임없이 

변종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를 통해 해킹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III. Conclusions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서비스의 구조를 변경하고 특정 

프로토콜을 통해 암호화 통신을 수행할 경우 기존의 해킹방법으로는 

해킹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한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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