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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이버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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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킹, 뉴노멀이 되다(최근 3대 해킹 사건)

∙ 사상 최악의 해킹사건
∙ ’20년 12월 발견
∙ 주체: 러시아 배후
∙ 제재

- 관련 인물 제재
- 외교관 10명 추방

솔라윈즈
(SW 공급망 해킹)

∙ 송유관 해킹
∙ ‘21년 5월 발생
∙ 주체: 다크사이드
∙ 랜섬웨어 공격
∙ 몸값 57억원 지불
*바이든: 사이버보안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에너지 공급망 해킹)

∙ 정육업체 해킹
∙ ’21년 6월 발생
∙ 주체: 러시아 배후
∙ 랜섬웨어 공격
∙ 몸값: 123억원 지불
*’21.6.16 미러정상회담
주요의제로 논의

JBS
(식품 공급망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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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었다
기업과 국가에 대한 해킹 공격이 새로운 일상(뉴노멀)이 되었다

해킹공격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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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고객사 30만 곳, 미국포춘지선정
500대기업가운데 425개, 미국상위 10
대통신업체, 미국상위 5대회계법인, 
미군, 미국방부및국무부, 전세계수백
개의대학등 총 1만 8,000여 곳 피해

선버스트 또는 UNC2452로 명명

I 솔라윈즈 해킹(’20.12)

(’21.5.31)

http://m.ddaily.co.kr/m/m_article/?no=206748

http://m.ddaily.co.kr/m/m_article/?no=206748


6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7135880

(’21.5.14)

다크넷블로그에 '사회에문제를일으키려고한것이아니다’,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이있다'라며공격의목적을설명

바이든 대통령은연방정부차원에서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향후공격으로부터미국을안전하게만들기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콜로니얼파이프라인: 텍사스주에서 뉴저지주까지
8천850㎞의 송유관을 운영(동부일대 석유 45% 공급)

I 송유관 해킹(’21.5)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713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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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I 식품공급망 해킹(’21.6)

https://news.joins.com/article/24079106#none

https://news.joins.com/article/24079106#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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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해킹의 특성



9

⚫ 첨단무기체계 기술적 격차 해소

⚫ 적대국 무기체계 플랫폼의 취약점 식별

⚫ 연구개발 비용 감소, 기간 단축, 신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

⚫ 공급망 회사 장악을 통해 다른 방산업체에 우회접속

⚫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I 방산업체 해킹의 목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

출처 : 2016년 FireEye보고서
https://www.fireeye.kr/current-threats/reports-by-industry/aerospace-threat-intelligence.html

https://www.fireeye.kr/current-threats/reports-by-industry/aerospace-threat-intellige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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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정보

•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 장비 유지보수 기록 및 사양

• 조직도 및 회사 디렉토리

• 개인 신원 확인 가능 정보

• 제품 설계/청사진

I 방산업체에서 유출되는 정보

출처 : 2016년 FireEye보고서

• 생산 공정

• 독점 제품 또는 서비스 정보

• 연구 보고서

• 안전 절차

• 시스템 로그 파일

• 테스트 결과 및 보고서

https://www.fireeye.kr/current-threats/reports-by-industry/aerospace-threat-intelligence.html

https://www.fireeye.kr/current-threats/reports-by-industry/aerospace-threat-intellige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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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의 대미 무기체계 기술 해킹 효과

(미군 고위 관계자) “중국이미국의첨단무기설계도를입수해
25년의개발기간을단축하게됐다”(WP)
- 미국과중국의상호총영사관폐쇄등 갈등의원인(201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9/2013052900239.htm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9/20130529002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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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방산업체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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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북한의 주요국가 방산업체 해킹

한국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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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북한에 의한 한국 방산업체 해킹(1)

F15 전투기 날개 설계도명, 중고도 무인정찰기 부품사진, 
연구개발(R&D) 자료(한진), 군 통신망 관련 자료(SK)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6061390301

(’16.6. 보도)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60613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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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북한에 의한 한국 방산업체 해킹(2)

장보고 III

SLBM, KVLS 관련기술 유출(추정)

방산업체 1,200억원 규모 망분리 사업 추진

(’17.10. 보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71031/87033528/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71031/87033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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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북한의 한국 원자력 연구원 해킹(3)

● VPN  취약점을통해승인되지않은총13개의외부 IP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망에무단으로접속(‘21.4)

* 문정인 전 대통령 특보의 이메일 아이디 사용 흔적 확인

● 공격주체: ‘김수키’(추정), 북한정찰총국소속해커조직

● 긴급 보안 조치: VPN 운영중단, 공격자 IP 차단, VPN     

시스템보안업데이트

● 피해현황: 조사중

● 작년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해킹이 있었음

*원자력 연구원: 원자력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 연구기관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6/20/G2AMOWA5WFFNHHVYPWGBU2YQGI/

(’21.6. 보도)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6/20/G2AMOWA5WFFNHHVYPWGBU2YQGI/


17

I 북한에 의한 미국 방산업체 해킹

⚫ 공격대상: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보잉, 영국의 방산기업 BAE시스템즈

⚫ 공격목적: 한국과미국의공군력정보파악

⚫ 공격주체: 라자루스, 북한해커조직

⚫ 공격방법: 사회공학적 공격, Dream Job 캠페인 활용

▪ 구직공고를사칭한Blindingcan이라는악성코드를유포

▪ 공격에 특정 기업 로고와 제품 이미지를 활용

▪ 감염 시 정보 유출과 시스템 파괴 우려

미국 DHS 산하 CISA (사이버·인프라안보국) 및 FBI,

최근 북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멀웨어 분석 보고서(MAR) 발표, 침해지표(IOC) 공개

https://www.etnews.com/20200821000140 (’20.8. 보도)

https://www.etnews.com/20200821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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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북한에 의한 이스라엘 방산업체 해킹
⚫ 공격대상: 이스라엘주요방산업체

⚫ 공격주체: 라자루스, 북한정찰총국소속

⚫ 공격방법: 사회공학적공격

▪ LinkedIn에국제적유명인사로 위장한프로필구축

▪ 취업제안을미끼로방산업체직원들에게접근, 악성코드첨부취업제안서발송

▪ 컴퓨터장악, 민감정보탈취시도

⚫ 피해현황(이스라엘국방부발표)

▪ 공격 시도 실시간 포착 및 차단

▪ 민감 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훼손 없음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israel-lazarus-hack

(’20.8. 보도)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israel-lazarus-h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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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북한에 의한 독일 방산업체 해킹

⚫ 공격대상: 라인메탈, 렝크AG

⚫ 공격목적: 기술 또는 회사 운영과 관련 정보 탈취

⚫ 공격주체: 라자루스, 북한정찰총국소속

⚫ 공격방법: 사회공학적 공격(전문적인 팀이 작업)

▪ 수 주간 공들여 직원들과 온라인채팅으로 신뢰 확보

▪ 다른 회사에 영입 명목으로 인적 사항 요구, 아이디와 패스워드 탈취

⚫ 독일의 평가

▪ 공격 이유는 독일의 고도화된 기술과 전문인력 때문일 것으로 추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195752Y (’20.12. 보도)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19575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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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북한에 의한 러시아 방산업체 해킹

⚫ 공격대상: 방산업체(국영기업인 로스테흐 포함)

⚫ 공격목적: 우주·항공 분야 기업들의 기밀정보 탈취

⚫ 공격주체: '김수키'(Kimsuky), 북한의 해커조직

⚫ 공격방법: 코로나19나 구인 광고를 담은 피싱 메일 발송

⚫ 로스테흐 산하 보안업체의 평가

▪ 공격은 수준이 높지 않아 심각한 위협은 없었음

▪ 상대의 보안 수준을 탐색하기 위한 '맛보기 공격'일 수 있음

⚫ 특이사항(러시아 언론이 보도) 

▪ 북한 해킹그룹이 기밀 정보를 얻기 위해 우방인 러시아 방산업체까지 공격

https://news.joins.com/article/23898290 (’20.10. 보도)

https://news.joins.com/article/2389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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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북한에 의한 방산업체 해킹기술 분석(종합)

⚫ 공격대상: 러시아, 유럽, 북미, 중동및아시아등광범위

⚫ 공격의시작: 사회공학적 공격(스피어피싱: 특정목표대상악성코드첨부이메일을보내장악)

▪ 일정기간신뢰형성후해커가원하는행동유도

▪ 취업제안을미끼로악성코드첨부한이메일발송

⚫ 문서파일의매크로기능을통해다단계배포절차진행

⚫ ThreatNeedle (장치제어가능백도어)가 활용됨

⚫ 공격자가 네트워크 세분화를 극복

▪ 분리된망을관리하는라우터를해킹함으로써망분리도무력화

라자루스의방위산업에대한해킹공격수행보고서발표(카스퍼스키)

http://m.ddaily.co.kr/m/m_article/?no=210007 (’21.2. 보도)

http://m.ddaily.co.kr/m/m_article/?no=210007


22

해킹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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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공격] 정보를빼가는해킹수준에서방위산업체통합네트워크와

부품공급(supply chain)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으로 변화

⚫ [공격범위 확대] 산업체 네트워크만이 아닌, 영업전략, 부품재고 리스트

그리고 진행 중인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 무력화 등의 분야로 확대

⚫ [하청업체 공격] 대형 방산업체 보안강화에 따라 취약한 하청업체를 먼저

공격하여 관련 방위산업체 네트워크에 치명상을 주는 전략 채택

I 최근 방산업체 해킹의 트랜드(Janes 국제방위리뷰)

출처: 제인스국제방위리뷰 (Jane‘s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2019년 11월호

각국 국방부가 자국 방위산업체와 사이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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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핵심정보체계 제정
▪ 핵심적 정보만을 취사선택해 보호함으로써 방위산업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향상

⚫ 범방위산업체 사이버 대응팀 운용
▪ 글로벌 차원의 사이버 공격 식별, 대응 우선순위 부여, 해결방안 등에 대해 협의

⚫ 사이버안보 인증제 도입
▪ 대응장비공통허가, 정보의외부로허용기준, 방위산업정보보호수준등에대한인증

⚫ 사이버 공동 저장소 운용
▪ 은행과 같은 사이버 공동 저장소를 구축하여 선별적으로 저장하고 자료를 활용

⚫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ML) 등의 활용
▪ 외부 개입 없이 시스템과 네트워크상 문제를 스스로 해결

I 일반적인 대응방안(Janes 국제방위리뷰)

출처: ‘제인스국제방위리뷰’ - 미국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사, 영국 BAE사, 프랑스 탈레스(Tales)사,   
이탈리아 레오나르도(Leonardo) 그리고 이스라엘 IAI사의 사이버 대응방안을 참고하여 제안한 대비책



I 미국의 사이버안보전략: 선제방어(defend forward)

방어에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 전환

미국에 대한 해킹 방어를 위해 사이버사령부에
타 국가에 대한 사이버공격 개시 권한을 부여
(2018년 매티스 국방장관 서명)

미국 사이버사령부

지속적 개입(persistent engagement)
• 위협 지표, 해커 신상, 해킹 방법 적극 공개

- 북한의 악성코드 공개
- 박진혁 등 북한 해커 3명 공개수배 및 기소

• 공격적 사이버전(역추적, 감시)

• 사이버 정보작전(사이버 심리전)

북한 등 법적, 도덕적 제한없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 대응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임

방향 변화

핵심 내용

추진 주체

이행 방안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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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부의 방산업체에 대한 사이버보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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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방산업체 망분리 사업

⚫ 관련근거: 방산기술보호법(2015.12 시행)

⚫ 대상업체: 100여개(의무대상)

⚫ 시장규모: 1,200억원

⚫ 국방부는모든 방산업체들에게 물리적 망분리 방식을 강제

▪ 보안성 측정시 물리적 망분리만을 인정

▪ 논리적 망분리 대비 비싼 물리적 망분리만을 강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

⚫ 방사청: 수주 시 망분리 비용 원가에 반영, 대출 이자 지원 등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73686619172184&mediaCodeNo=257

(’18.4. 보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7368661917218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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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방사청,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 추진

⚫ 방산업체 인터넷 서버(이메일 등)에 대해 모의해킹 등 취약점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업체에제공, 취약점을보완하는사업

⚫ 대기업 2개, 중소·중견기업 8개 업체 선정, 향후 전 방산업체로 확대 예정

⚫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 업체 중에서 진단 수행업체 선정

⚫ 방산업체의기술보호수준향상,기술유출사전예방으로국가안보에기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333

(’21.1. 보도)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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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정원, 방산업체에 사이버위협정보 제공
⚫ 사이버위협정보제공협약체결(13개방산업체, 방사청, 방위산업진흥회, ‘20.10)

▪ 공공기관 200여곳을 대상으로운영해온 NCTI정보를방산업체에제공

⚫ 방법: 인터넷기반정보공유시스템(KCTI)을 별도로구축하여방산업체지원

▪ NCTI에축적된 사이버위협정보를 민간영역용시스템(KCTI)에자동전송
(제공 정보: 해킹공격 유형과 IP 주소, 최신악성코드 등)

정보당국이공공기관과공유하던사이버위협
정보를민간에제공하는 것은처음
(박지원 국정원장의 뜻을반영한조치)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10/14/OOBDMZUYXBFKJLBNX3IG5QBYOA/

(’20.10. 보도)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10/14/OOBDMZUYXBFKJLBNX3IG5QBY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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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ISA, AI 기반 악성코드 분석 노하우 민간 공개

https://ebn.co.kr/news/view/1486813 (’21.6. 보도)

⚫ 실제 침해사고 현장서 수집·분석한
6개 항목 72개 특징정보 제공
▪ MetaData(파일의일반적인 속성)
▪ Dynamic Info 
▪ Static Info(파일의악성행위 정보)
▪ Network 
▪ ATT&CK Matrix(악성코드공격의전략·기술) 
▪ ETC(그외부가적인주요데이터)

https://ebn.co.kr/news/view/148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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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방산업체 해킹방지 대책 검토

인식전환: 방산업체 사이버보안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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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방산업체 사이버보안 공유플랫폼(안)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플랫폼 운영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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