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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제언

해킹대응과기술사의역할
Professional Engineer’s Role to Respond to Haeker Attacks

1. 머리말

정보통신은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의 다양화,

인터넷의보편화등으로우리일상생활의편의성

을 향상시켜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활용은 정

부의 민원 처리, 전자상거래, 실시간 뉴스, 업무

처리등에서사이버공간활동의의존도를높여가

고 있다. 반면에 그에 대한 위협 및 위험요인도

커져서 악의적인 해킹 등의 침해사고가 자주 발

생하고 있다.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또는고출력전

자기파등의방법으로정보통신망또는이와관련

된정보시스템을공격하는행위를하여발생한사

태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2조]. 이러한참해사고사례로는

지난 4월에 농협전산망 마비, 7월26일에는 네이

트와 싸이월드 회원 약 3,50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 그리고 정부주요기관 등을 공격하는 3.4

DDoS 공격 발생 등이 있는 대형 해킹공격 등의

침해사고에대한대응방안과이에대한기술사의

역할을살펴보고자한다.

2. 침해사고현황및동향

가가..  해해킹킹사사고고현현황황

“2011 국가정보보호백서”자료에 의하면 2010

년도국내민간부문유형별해킹사고발생현황은

<표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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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넷 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2010년 12월)

The hacking attacks as a DDoS attack on a
telecommunications network has depleted the
network resources. When hacking attack occurs a
user can not access to the network and can not
use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s. Professional
Engineers with expertis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to respond to the hacking
attacks. Professional Engineers will buil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system
for the hacking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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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주주요요악악성성코코드드출출현현

2010년에는 다양한 신변종 악성코드의 출현과

대량의악성코드가자동으로유포된사례가발견

되었다. 특히, 국가 주요기반시설 공격용 악성코

드‘스턱스넷’의 출현과 SNS를 C&C로 악용한

트윗봇이새롭게등장하 다.

○ARP스푸핑 악성코드와 검블러(Gumblar)

등자동화된악성코드유포

○스턱스넷에 의한 독일 지멘스(Siemens)사

의 SCADA 시스템침투및이란·중국등의

핵·산업시설시스템에대한공격발생

3. 해킹(Hacking) 공격

가가.. 해해킹킹기기법법의의변변화화

해킹 기법 및 기술의 발전추세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웜 바이러스 공격, 웜과 해킹

기법이 결합된 형태나 해킹기술과 바이러스기술

의통합등복합적인공격형태로발전되고있다.

나나.. 해해킹킹의의유유형형

일반적으로해킹의유형은침입(Intrusion), 서

비스거부, 정보유출및파괴등으로나눌수있

으며, 공격과 피해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있다.

○네트워크및네트워크시스템

- 서비스거부공격(DOS), IP 위조(IP Spoofing),

웜(Worm) 공격

○DNS, PMS, 인증서버, 메일서버, 서비스서

버등

- 용량초과공격(SYN Flooding), 논리폭탄, 트

로이목마등의공격

○어플리케이션

- 비인가자접근, 사용자 실수, 트로이목마, 자

료복사, 파괴, 변조등의피해

○데이터베이스

- DB 변조, 파손, 유출, 로그삭제, 자료의위치

변경등의공격

○개인PC 및단말장치

- 비인가자접근, 바이러스침투, 기 자료 유

출, 불법장비부착등에의한피해

다다.. 해해킹킹공공격격

침해사고를 일으키는 공격은 일반적으로 다음

과같이6단계로이루어진다. 

① 보안취약점을탐색하는스캐닝단계.

②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패스워드 추

측및해독단계

③관리자(root)권한을 획득하는 취약점 이용

단계

④백도어(Backdoor) 프로그램설치단계

⑤정보의 불법적 획득 또는 시스템을 파괴하

는단계

⑥침입흔적삭제단계

해킹대응과기술사의역할

<그림 1> 해킹기법의 발전

01_9월호_기술사  2011.8.31 3:12 PM  페이지27



∷ 긴급제언

4. 해킹사례

가가.. 농농협협전전산산망망마마비비

2011년 4월 12일 농협 전산망에 있는 자료가

대규모로 손상되어 수일에 걸쳐 서비스 이용이

마비되었고, 4월 30일에정상화되었다. 농협해킹

의 원인에 대하여 검찰은 사이버 테러에 의한 것

으로결론냈다. 조사결과에따르면

①서버유지보수를맡은한국IBM 직원이2010

년 9월 4일 서버관리업무용 노트북에 화

를 내려받다가 북한 정찰총국이 심은 악성

코드에감염되었다.

②범인들은 그 노트북에 각종 악성프로그램을

심고7달동안최고위관리자의비 번호등

각종 전산망관리 정보를 빼냈고, 도청 프로

그램을설치했다.

③2011년 4월 12일 08시 20분 경 좀비 PC가

된 노트북에 공격명령 파일을 설치하고, 16

시50분 경 인터넷 원격제어로 공격명령 프

로그램을실행했다.

④ '삭제 명령'에 따라 1차 공격을 받은 전산망

서버들이 좀비 컴퓨터로 변해 다른 서버들

을잇따라공격하면서, 30분만에서버절반

이파괴됐다.

나나.. 분분산산서서비비스스거거부부공공격격((DDDDooSS AAttttaacckk))

2011년 3월 4일 10:00 및 18:30, 대한민국 주

요 정부기관, 포털, 은행 등 40개 웹사이트가

DDoS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사건(3.4 DDoS 공격)이 발생했다. 좀비PC에서

멀웨어를채취해분석한결과, 추가공격예고및

4일이나 7일이 지나면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어있었다. 그러나 3월 6일 추가명령으로

하드디스크를파괴하 다. 그외에많은DDoS공

격이 있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10G이상의

공격이 40%를차지할정도로공격규모가증가하

는데 이중 일부는 공격규모가 140Gbps∼

150Gbps에달하 다.

○발신지 위조트래픽을 이용한 10Gbps∼

100Gbps DDoS 공격지속발생

○키워드광고 이용업체에 대한 순차적인

DDoS 공격발생(2010년 10월) 

○ SYN과 HTTP의 Data사이즈를 증가시켜

대역폭을채우는공격발생

다다.. 악악성성봇봇((bboott)) 

해킹공격 등에 동원되는 좀비 PC자제를‘봇

(bot)’이라고도하며, 봇끼리형성된네트워크를

‘봇넷(botnet)’이라 한다. 사이버공간의 위협

중 DDoS공격, 대량 스팸메일 발송, 개인정보

유출등대부분악의적행위가봇넷을통해이루

어진다.

○ IRC프로토콜 기반 봇 비중은 감소, HTTP

를통해제어하는봇넷은증가

○계정탈취 목적의 제우스 봇의 유행, 트위터

를통한봇넷의제어사례발견

5. 대응방안

최근의사이버공격은보다더지능적으로고도

화되고 있으며, 악성코드 제작 및 공격도구의 자

동화 등으로 공격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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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대응과기술사의역할

일반적으로 새로운 해킹기술이나 수단이 나타나

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시스템이나

장비, 솔루션 등을 증설하거나 보강하게 되는데,

대부분임시방편적인조치가되어전체적인시스

템 성능이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발생한다.

해킹 대응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근의 기

술 발전 동향과 해킹기법의 변화 등을 분석·반

하여 침해사고 예방활동과 대응조치를 강화하

는 등의 전통적인 대응방법을 지속적으로 보강

발전시켜가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DDoS등의

해킹공격에도 가용성(avail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구조적

인부분과네트워크대역폭, 트래픽·트랜잭션처

리능력, 유통 트래픽 등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역의 요소들을, 네트워크 및 시스템

설계에 반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

이적용할수있다.

가가..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법법 등등관관련련 법법령령이이나나 규규정정,, 지지

침침 등등에에 의의한한 관관리리적적,, 기기술술적적 보보호호조조치치,, 전전

문문기기관관 또또는는 전전문문가가의의 권권고고사사항항 등등을을 반반

하하여여,, 적적정정한한 보보안안정정책책을을 수수립립하하여여 적적용용한한

다다.. 이이에에 대대한한 정정기기적적인인 보보안안 감감사사도도 효효과과

적적이이다다..

나나.. 수수립립된된 보보안안정정책책 및및지지침침 등등을을 시시스스템템 운운

에에적적용용하하고고항항시시현현행행화화한한다다..

○ Signature, Filtering, IP 제한 및 차단 정

책등

○미사용포트/ 불필요한서비스삭제, 패스워

드관리등

○해커관점(해커팀 구성 등)에서 취약점을 찾

아보안체계에반

○유해트래픽탐지, 자원변화, 서비스상태변

화등의모니터링및대응조치다. 

다다.. 정정보보통통신신 기기획획,, 설설계계,, 구구축축,, 운운 상상의의 문문제제

점점이이나나 보보완완사사항항,, 미미비비한한 사사항항들들을을

ffeeeeddbbaacckk시시키키고고 향향후후 해해킹킹 발발생생가가능능성성에에

대대한한대대응응책책을을마마련련하하여여반반 한한다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네트워크 자원고갈 등

을 반 한 트래픽 산출, 보안정책을 반 한

네트워크 구조 등의 설계기준 및 지침 재설

정, 적용

○설계, 구축, 운 단계의해킹관련보완사항

등을기획단계에반

○유통정보및트래픽을충분히처리할수있

는여유도를설계에반

○정보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구축시에, 새

로운해킹기법, 유해/무효/이상트래픽등을

네트워크 접속단계에서 걸러내는 방안을 설

계에반

○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완료단

계의 종합시험 및 시운전 시에 모의 해킹이

나 트래픽 과부하, 이상트래픽에 의한 스트

레스테스트등

6. 맺음말

정보통신의 발전과 SNS의 확산, 무선인터넷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사이버공격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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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정책적 대

응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우리 기술사들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대응방안에

서제시한바와같이정보통신기획및설계등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적

용할필요가있다.

따라서 해킹공격에 관한 유해트래픽의 예측,

보안요소를 반 한 네트워크 구조 등의 기준 설

정, 보안정책 및 설계 등에 반 할 보안 요소들

및 가중치, 유해·무효 트래픽의 차단방법, 서비

스거부공격 트래픽의 우회 및 폐기 방법 등을 제

시하는 역할을 우리 기술사들이 하여야 할 것이

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들이 보다 안

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

는정보통신전문지식과노하우를갖춘정보통신

기술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다. 기술사의 경

험과 기술력을 응용하여, 기존의 사이버공격 대

응방법의 보강과 함께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유

해, 무효, 비정상 트래픽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반 하면, 해킹대응에 대

한 적응력이나 확장성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응

용력이뛰어난정보통신네트워크시스템을구축

할수있을것이다.  

<원고접수일 2011년 8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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