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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간 위협 보고서: 

사이버위협의 역설



법적고지

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일반적 정보와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조언을 위해 쓰일 수 없습니다. 

아래에 포함된 정보는 모든 상황에다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에 

언급된 어떠한 내용도 법적 효력이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트렌드마이크로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본 

문서의 내용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문서의 다른 언어로 번역된 모든 자료는 편의성으로만 

간주됩니다. 번역의 정확도는 보장되지 않으며 암시적 의도 

또한 없습니다. 번역의 정확도와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경우, 

공식적인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으로 인해 생긴 

불일치 또는 차이점은 구속력이 없으며 규정 준수 또는 

집행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트렌드마이크로는 정확한 최신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렌드마이크로는 어떠한 

종류의 보증이나 통화 또는 완전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이나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문서에 대한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액세스는 귀하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트렌드마이크로는 일체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문서를 작성, 생산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 트렌드마이크로 또는 그 누구도 직접적, 

간접적, 특수함, 결과적, 사업 수익 손실 또는 특별 손해 

등을 포함한 어떠한 결과,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의 사용에 대한 접근, 사용 또는 

사용 불능, 또는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한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트렌드마이크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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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모순의 소용돌이 — 이것이 바로 2017년의 사이버보안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내린 트렌드마이크로의 결론입니다.

금품 갈취형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 랜섬웨어의 수가 지난 해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시스템과 디바이스들을 표적으로 하는 

사이버범죄자들은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기존의 취약점들을 지속적으로 

악용했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BEC)이 이미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BEC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자들은 네트워크화된 사물 인터넷의 처리 능력을 무차별 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들의 합법적인 화폐 주조를 위해 제작된 오픈소스 

암호화폐 채굴도구는 가장 대표적인 악성 멀웨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 2017년도의 정보 유출 사고의 공개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피해 규모는 공개된 내용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규모 공격을 비롯한 점차 감소하듯이 보이는 공격들이 사실상 더욱 표적화 

되고 파괴적인 공격으로 진화하고 있었으며, 2017년은 사이버범죄의 역설을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모든 사이버보안 사례에 적용되는 

공통된 연결 고리는 바로 공격에 대한 감수성 이었습니다. 사이버범죄자들은 

방어 시스템을 해제시키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이러한 인간의 감수성을 끊임없이 공략합니다. 이는 시스템, 플랫폼 및 

사람들이 금품 갈취 공격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해 우리는 유명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정보와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건들을 접했습니다. 이는 

갈수록 공격성이 심화되는 위협들과 불완전한 보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야기된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고객들은 보안 침해를 입은 적이 있는 기업들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격을 경험한 기업들은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방대한 데이터 뿐만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고객의 신뢰와 

지지도 잃게 됩니다.

본 보고서는 2017년의 주요 사이버보안 사례와 동향을 살펴보고 사이버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보안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드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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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주요 랜섬웨어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랜섬웨어가 어떤 식으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었는지 명확해졌습니다.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랜섬웨어는 사이버보안 환경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전 세계를 감염시킨 대규모 공격이 일년 내내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랜섬웨어는 개인 및 기업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트렌드마이크로가 예측한 바와 같이2 2017년 상반기에는 랜섬웨어의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1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랜섬웨어 패밀리의 수는 32% 나 증가하였지만 주요 랜섬웨어의 수는 2016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WannaCry와 Petya와 같은 공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적은 수의 주요 랜섬웨어가 대규모 보안 위협을 주도하였고,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킨 이 주요 랜섬웨어 패밀리로 인해 미화 50만 달러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3

그림1. 2017년에 더 증가한 랜섬웨어 패밀리 수 : 전체 신종 랜섬웨어 패밀리 수의 비교 자료

20172016

247

327



TrendLabs 2017 Annual Security Roundup

6 | 2017 Annual Security Roundup: The Paradox of Cyberthreats

그림2. 새로운 랜섬웨어 패밀리는 증가했지만 감소한 주요 랜섬웨어의 수: 탐지된 랜섬웨어 관련 위협의 수 

20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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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상위 랜섬웨어 패밀리: 2017년 상위권을 차지한 랜섬웨어 패밀리는 2016년부터 이어졌습니다.

WannaCry 변종 (트렌드마이크로 탐지명: RANSOM_WANA.A와 RANSOM_WCRY.I)은 2017년 개인 및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악명 높은 랜섬웨어 중 하나였습니다. 자가 전파되는 특성을 가진 이 새로운 변종은 5월 중순에 

발생했던 최초의 웜 기반 랜섬웨어 공격의 기반이 되었고4, 마이크로소프트가 3월에 이미 패치를 발표한 취약점까지도 

EternalBlue 익스플로잇을 이용하여 악용하였습니다.5  WannaCry는 단 몇 일 만에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300,000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켰고 파일을 암호화한 후 암호 해독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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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naCry 탐지 건수는 지속성 측면에서 볼 때 Cerber와 Locky 및 그 밖의 결합형 랜섬웨어 패밀리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WannaCry는 2017년 탐지된 전체 랜섬웨어의 57%를 차지하였고 기타 랜섬웨어 패밀리, Cerber, Locky가 

각각 31%, 7%, 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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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2017년 급성장한 WannaCry: WannaCry 탐지 수는 

Trend Micro™ Smart Protection Network™ 보안 인프라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전파형 랜섬웨어의 확산에 일조한 또 다른 특성은 해당 변종이 지하 시장에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는 

점입니다. 트렌드마이크로 연구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랜섬웨어의 최초 발생 후 이틀 후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하 시장에서 업그레이드 가능한 WannaCry 변종을 미화 50달러에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7 따라서 사이버범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랜섬웨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malware as-a-

service(MaaS.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멀웨어)는 북아프리카 지하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사이버공격 상품이 

되었습니다.8 중요한 점은 랜섬웨어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사이버범죄자들 

간의 독특한 유대감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WannaCry와 마찬가지로 Petya도 위협 환경에서 악명 높은 랜섬웨어입니다. 이 새로운 랜섬웨어 변종 (트렌드마이크로 

탐지명: RANSOM_PETYA.SMA)은 시스템의 하드 디스크를 변경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있고 블루 스크린을 메시지 

알림으로 사용하여 2017년에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9

해당 랜섬웨어는 우크라이나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그 직후 다른 국가로 전파되어 많은 정부 부서와 공익 사업체 및 

일반 기업체를 공격하였습니다.10 2017년 중반까지 Petya는 65개국에서 12,500대 이상의 기기들을 감염시킨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11

10월에는 동유럽 기업들이 새로운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Petya와 유사한 점이 많은 Bad Rabbit은 해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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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를 통해 가짜 어도비 플래시 업데이트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랜섬웨어를 전파합니다.12 이는 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WMI. 윈도우 관리 도구)와 윈도우 Server Message Block (SMB. 서비스 제어 

관리자 원격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본을 드롭한 후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해킹한 네트워크 전체에 전파됩니다.13 

또한 Windows의 SMB 파일 공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파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관리 공유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시도하고 악성 파일 사본을 매우 공격적으로 드롭합니다. 공격이 실패하게 되면 EternalRomance를 이용하여 공격 한달 

전에 패치된 SMB 취약점을 악용합니다.14

6월 초 Erebus의 새로운 변종이 한국의 웹 호스팅 회사 ‘나야나’를 공격하였고, 공격자는 파일 암호 해독을 조건으로 

550 비트코인(당시 시세로 미화 162만 달러)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랜섬웨어 (트렌드마이크로 탐지명: RANSOM_

ELFEREBUS.A)는 153대의 리눅스 서버와 나야나가 호스팅하던 3,400개의 기업 웹사이트를 해킹하였습니다.15

트렌드마이크로가 예측한 바와 같이 2017년도 리눅스 시스템을 표적으로 한 새로운 Erebus 변종의 출현은 공격 방식과 

표적이 다양해졌습니다.16 또한 구형 랜섬웨어들도 새로운 기술로 무장하여 재등장하였으며, 단 기간 동안 그 규모와 

파괴력이 더욱 강화된 위협으로 진화하였습니다.

트렌드마이크로가 RANSOM_CERBER 패밀리로 탐지한 Cerber는 지난 한해 동안 가장 빠르게 진화한 위협들 중 하나였으며 

다양한 버전의 변종들을 만들어냈습니다.17 3월에는 Cerber에 사전 실행 머신 러닝 솔루션의 탐지를 회피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로더(loader)가 도입되며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18 8월에는 트렌드마이크로가 RANSOM_HPCERBER.

SMALY5A로 탐지한 Cerber 변종이 탐지되었는데, 이는 구글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질라 파이어폭스와 같은 웹 

브라우저의 암호를 해킹할 뿐 아니라 암호화폐 지갑(wallet)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갑 파일을 해킹하였습니다.19 이러한 

혁신적인 전술 덕분에 Cerber는 2017년 지하 시장에서 가장 거래 실적이 높은 랜섬웨어로 부각되었습니다.20

트렌드마이크로가 RANSOM_LOCKY 패밀리로 탐지한 Locky 역시 새로운 캠페인을 통한 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Locky의 다양한 전파 방식은 악성 파일이나 링크가 포함된 가짜 음성 이메일 알림,21 랜섬웨어가 포함된 HTML 파일이 

첨부된 가짜 송장 이메일,22  그리고 암호화된 DLL(dynamic link libraries)를 이용하여 공격 방식에 기술적 변화를 주는 

은폐 전술로 발전하였습니다.23  FakeGlobe라는 다른 랜섬웨어와 함께 Locky를 유포하고 70여 개국의 사용자들을 해킹한 

캠페인도 있었습니다.24   가장 큰 규모의 랜섬웨어 캠페인들 중 하나인 Locky 변종은 2천3백만 건의 가짜 이메일을 이용하여 

단 24시간 만에 전 세계로 유포되었습니다.25

지난 해에는 위협들이 파일리스(fileless) 방식과 같은 새로운 공격 루틴을 도입하며 다양하게 진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렌드마이크로가 RANSOM_SOREBRECT.A와 RANSOM_SOREBRECT.B라고 탐지한 Sorebrect가 

바로 이러한 사례입니다. 파일리스 랜섬웨어가 정상적인 시스템 프로세스에 악성 코드를 주입하여 파일들을 암호화합니다. 

잠행적 위협은 이벤트 로그 및 자신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을 삭제하며, 5월 초까지 최소 9개 국가의 제조, 

기술 및 이동통신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을 공격하였습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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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에 비해 랜섬웨어 관련 위협들은 이메일을 더욱 정교하게 공략하였습니다. 사이버범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파 

방식이 스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20172016

Email

URL

File

79%

94%

5%

1%

20%

1%

그림5. 랜섬웨어의 시대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이메일 방식: 2016년과 2017년 랜섬웨어 관련 위협 비교

랜섬웨어 시대의 이러한 변화는 사이버범죄자들이 더 큰 수익 창출을 위해 얼마나 신속하게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TTP(

전술, 기술 및 절차)를 통해 위협을 발전시키고 있는 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위협들은 지속적으로 코스를 변경하여 기존의 

보안 방식으로는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의 구축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협 방어를 위해선 

개인과 기업 모두 다계층의 보안 방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엔드포인트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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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형 위협들이 기존의 취약점을 

새로운 방식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2016년 대규모 데이터 해킹 공격을 주도했던 해커 집단인 Shadow Brokers가 시스템, 네트워크 및 방화벽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미국 국가안보국(NSA)으로부터 해킹 툴을 포함한 여러 툴들을 유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익스플로잇에는 지난 해의 주요 위협 활동에 사용되었던 EternalBlue와 EternalRomance, 그리고 악명 높은 WannaCry, 

Petya 및 Bad Rabbit 랜섬웨어 공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급격히 늘고 있는 모바일 사용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기존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격자들이 표적 시스템에 관리자 권한으로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권한 상승 취약점인 Dirty COW (CVE-2016-5195)

가 2016년 10월에 처음 발견되었고,27 12월에는 Redhat과 같은 리눅스 플랫폼과 리눅스 기반 커널 안드로이드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28  2017년에는 트렌드마이크로 연구원들이 안드로이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최초의 멀웨어인 ZNIU (

트렌드마이크로 탐지명: ANDROIDOS_ZNIU)를 탐지하였습니다. 당시 이 멀웨어는 40여 개국에서 최소 5000명 이상의 

사용자들을 감염시켰고, 1,200개 이상의 악성 앱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29 

2017년에는 기존 취약점에 대한 악용 사례가 오히려 더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해 200,000대의 패치 되지 않은 시스템들이 

2014년 4월에 발견된 기존의 Heartbleed 취약점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30

이 외에도 트렌드마이크로가 DOWNAD 패밀리라고 명명한 Downad는 2008년 처음 발견될 당시에는 Conficker

로 불렸으며, 그 동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지난 해에는 가장 많이 발견된 웜들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2017년에도 발견된 지 9년이 지난 CVE-2008-4250 취약점을 악용하는 멀웨어의 변종이 매월 20,000건 

이상 발견되었습니다.31

제로데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000명 이상의 독립 연구원들의 도움으로 2017년에는 1,008건의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해에 비해 2017년에는 Adobe, Google 및 Foxit 제품들의 취약점이 증가하였고, 

Apple과 Microsoft 제품의 취약점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제시하는 내용에 상관 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취약점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보안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제품들은 사무실이나 그 밖의 여러 환경 및 사물 인터넷 기기와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취약점을 악용하는 위협들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보안 전략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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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취약점 수의 변화: 2016년과 2017년 업체 별 탐지된 취약점 수

제로데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2016년 177건이었던 SCADA(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의 취약점 수가 지난 

해에는 144건으로 19%나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로데이 취약점은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은 2016년보다 98% 증가하였고 이들 중 여섯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SCADA 관련 

취약점이었습니다. 2016년 46건이었던 SCADA 관련 제로데이 취약점은 지난 해 113건으로 무려 146%나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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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제로데이 취약점의 급격한 증가: 

2016년과 2017년에 발견된 제로데이 취약점과 SCADA 관련 제로데이 취약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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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에는 사이버범죄자들이 시스템과 기기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성 높은 사이버 범죄 활동을 

벌일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범죄자들은 서비스 거부 공격뿐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확보하고 권한을 상승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결함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및 기기 취약점으로 인해 기업들은 정보 유출 위기에 놓이고 범죄자들의 부당 착취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되거나 지원이 만료되어 취약점 패치나 업데이트가 중단된 운영 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하는 기업들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점점 더 많은 취약점들이 발견되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강력한 안티멀웨어 및 위협 방어 솔루션을 도입해야 

합니다. 업무상 중요한 시스템들 특히 구형 시스템들은 사전 대응이 가능한 가상 패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여러 플랫폼들의 취약점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협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러 기술이 

융합된 방식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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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
(BEC)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널리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트렌드마이크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하반기의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BEC) 발생 건수는 상반기 대비 1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BEC)은 상대적으로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자들이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2017

년 예측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32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 공격으로 인해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으며 피해 

규모도 전 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의 성과는 매우 높았으며 2013년 이후로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국제적 누적 손실이 미화 53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한 FBI는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을 “50억 달러 사기”

라고 불렀습니다.33 (2016년 6월 FBI가 보고한 누적 손실 금액은 미화 23억 달러였습니다.34 )

2H1H

6,533

3,175

그림8.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 공격 시도가 하반기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 공격 시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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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이메일 해킹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의 위협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4월에 발생한 협력사 부정(supplier swindle) 이메일 해킹 사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업체들조차도 소셜 엔지니어링 전술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곳의 유명 기술 업체가 위조 송장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의 직원이라고 속인 한 남자에 의해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손실 비용은 사고 직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35

7월, 독일 사이버보안국은 5,000여 곳의 표적 기관과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기 메시지를 이용하여 기업들을 속이고 

수백만 유로의 손실을 야기시킨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에 주의 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36 그리고 10월에는 비즈니스 이메일 

해커가 부동산 중계 업체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부동산 구매자의 계약금을 사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37

그로부터 한달 뒤에는 위조 송장으로 영국과 미국의 미술관을 속이고 일부 미술품 중개인들로부터 수십만 파운드를 갈취한 

이메일 기반의 사기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38 12월에는 아시아의 운송회사가 자동차 임대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가짜 

대금결제요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해커의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하여,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으로 인해 미화 34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39

지난 해 상반기에 발생된 사기 활동에서 사기 행위자들이 가장 많이 도용한 직함은 CEO(최고경영자)였으며 가장 많은 

표적이 된 직함은 CFO(최고 재무 책임자)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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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2017년 BEC 공격에 도용된 직함 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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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0. 2017년 특정 직함을 표적으로 한 BEC 공격 시도 횟수

사이버범죄자들이 금품 갈취를 위해 사용하는 소셜 엔지니어링 전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킴에 따라 기업들 역시 이에 맞춰 

사이버보안을 꾸준히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위협에 대비하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은 경영진과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을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스팸 및 스피어 피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Others

Accountant

Director of Finance

Finance Manager

Finance Controller

CFO

62.09%

3.27%

5.63%

6.63%

6.8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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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급성장으로 

새로운 멀웨어와 위협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 사용자들의 관심도 급증했으며 암호화폐 사용 인구가 늘면서 이를 악용하기 위한 

위협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암호화폐는 지난 해 전 세계를 휩쓸었으며 연말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화 19,783.21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40  그리고 

점차 많은 개인, 조직41,42,43  및 정부 기관들이44,45  이러한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지불 방식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암호화폐의 급성장과 더불어 사이버범죄자들도 새로운 활동을 개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환전소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강탈하기도 하였는데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유빗의 

경우 8개월 동안 두 번이나 해킹을 당한 후 결국 12월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46 이 외에도 피해자의 기기에서 몰래 

암호화폐를 채굴해가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암호화폐를 노리는 방법

마이닝 (채굴) 멀웨어가 있는 앱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이닝 봇 전파

암호화폐 지갑 해킹

“tech support” 웹사이트 공격

마이닝 스크립를 이용한 웹사이트</>

마이닝 멀웨어를 드롭시키는 익스플로잇 키트

Ad 네트워크를 통한 마이너 전파

그림11. 다양한 암호화폐 공격 방식: 2017년에 사용된 암호화폐 공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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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공격자들은 악성 암호화폐 채굴기능을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 앱을 이용하는 모바일 기기들을 표적으로 하였습니다. 

ANDROIDOS_JSMINER와 ANDROIDOS_CPUMINER로 탐지된 이 암호화폐 채굴 앱들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JavaScript 로딩과 자연어코드(native code) 주입 기법을 이용합니다.47

암호화폐 멀웨어는 소셜 미디어도 이용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우리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널리 유포되고 있는 Digmine

이라는 암호화폐 채굴 봇을 발견하였습니다. 비디오 파일을 가장한 모네로 채굴 봇은 최대한 많은 암호화폐를 채굴할 때까지 

장기간 사용자의 기기에 머물렀습니다.48

다른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사용된 적이 있는 멀웨어의 변종들도 암호화폐 채굴을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병원에서 

발견된 Retadup 웜은 채굴을 위해 감염된 기기의 컴퓨팅 처리 능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49

하지만 암호화폐 채굴 자체가 불법 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Coinhive는 기업들이 웹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모네로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이러한 플랫폼의 프로그래밍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11월 Coinhive 채굴기의 변종이 전 세계 멀웨어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으며 이로써 Coinhive와 같은 웹 광고 플랫폼 역시 

공격에서 벗어나지못했습니다.50 이 외에도 지난 해 EITest 캠페인이 Coinhive의 암호화폐 채굴기를 제공한다는 기술 지원 

사기 방식을 이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51

암호화폐 채굴의 상승세는 2017년 채굴 탐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우리의 조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마지막 분기에는 악명 높은 WannaCry 랜섬웨어보다도 더 많이 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악성 

도구이건 합법적이건 상관없이 채굴 도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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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채굴 탐지 증가: 2017년 채굴 도구와 WannaCry 랜섬웨어의 월별 탐지 수

(Trend Micro Smart Protection Network 보안 인프라 수집 자료)

점차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가상의 법정 통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도입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협들에 대한 

보안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기업 및 정부 기관들은 기존의 보호 방식에 최신 지능형 보안 기능이 결합된 보안 솔루션을 

구현해야 합니다. 머신 러닝 기술, 행위 모니터링, 응용프로그램 제어, 웹 및 모바일 보안, 이메일 보안이 효율적으로 통합된 

올인원 솔루션이라면 암호화폐 관련 위협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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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자들은 

네트워크화된 IoT 기기들의 

제한적인 처리 능력을 악용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사물 인터넷 기기들은 203억대에 달하였습니다.52 개인, 기업 및 도시 전체에 제공하는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 기회는 IoT 로 인해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들도 이러한 기기들의 상호연결성을 범죄에 악용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라이(Mirai) 봇넷 공격은 연결된 기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2016년 

미라이 봇넷은 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연결된 기기들을 감염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트위터와 넷플릭스와 같은 유명 웹사이트를 

대규모 서비스 거부 공격(DDoS)으로 마비시켰습니다.53 그 이후 출현한 미라이 변종들 중 하나는 Deutsche Telekom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900,000대의 홈 라우터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54 지난 해 11월 29일에는 남미와 북아프리카에서 

탐지된 새로운 미라이 캠페인의 경우, 단 몇 시간 내에 9,000개의 IP 주소를 이용하여 371,640건의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55

Trend Micro™ Smart Home Network 솔루션에서 수집한 2017년 네트워크 사건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IoT에 대한 

공격이 점차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범죄자들은 DDoS 공격에 주력하기 보다는 암호화폐 채굴을 

목적으로 IoT 기기들을 타깃으로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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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암호화폐 채굴 활동과 WannaCry 관련 사건들은 주로 데스크톱과 랩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건들은 IoT 기기를 이용한 

봇넷 공격이었으며 이 때 사이버범죄자들은 기본 설정된 암호로 기기에 액세스를 시도하거나 무차별 로그인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림13. 암호화폐 채굴과 TELNET 사건의 발생 횟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2017년 네트워크 사건들에 대한자료는 Trend Micro™ Smart Home Network 솔루션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소형 IoT 기기들의 경우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 기기들은 암호화폐를 생산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자들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기기들을 대거 좀비화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상당히 많은 

시스템 리소스를 소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IP 카메라 및 스마트 TV와 같은 IoT 기기들의 제한적 처리 능력으로는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림14. 암호화폐 채굴 활동이 탐지된 기기는 컴퓨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채굴 활동이 탐지된 기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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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TELNET 로그인 관련 사건들이 SMB 취약점을 악용한 WannaCry 랜섬웨어 관련 사건들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WannaCry 랜섬웨어로 인해 전 세계가 술렁거리긴 했지만 IoT 봇넷 관련 사건들은 

훨씬 더 많은 기기들을 감염시켰기 때문에 기업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인터넷에 연결된 스피커와56 최신 자동차 보안 

기술로는 방어할 수 없는 자동차 해킹의 보안 문제에 대한 IoT 사례 연구를 전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57 대형 자동차 

회사들을 다루고 있는 이번 사례 연구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설명하고 모든 유형의 IoT 기기 

제조업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안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기술의 한계가 끊임없이 극복되어감에 따라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기기들처럼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의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공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TS는 편리함과 시간, 리소스 및 비용 절감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연결된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은 출퇴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교통시스템은 매우 빠른 속도로 기능이 결합되고 

민첩 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터넷과 연결된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들과 함께 스마트 로드를 달리게 될 것이고 

사이버범죄자들은 이러한 진보적 기술에 의존하는 시스템들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지난 해 우리는 IT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 무선 및 네트워크를 통한 공격에 대해 보고한 바 있습니다.58  ITS 공격은 

교통단속카메라, 지불 단말기 및 탄소 배출 또는 공기 품질 센서59 와 같은 소소한 기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공격자는 

ITS 업체나 이동통신회사뿐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기업들에도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ITS 위협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운전자의 생명의 위협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IoT 공격은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업무상 중요한 기기들이 마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모범 사례를 구현하는 것 외에도, 엔드포인트를 보호하고 인터넷 트래픽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여 지능형 위협과 타깃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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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Root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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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ch period: June 1-14, 2017
Disclosure date: June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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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공개 사례는 줄었지만 
유출된 기업 정보의 양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대기업들의 이름이 지겨울 정도로 헤드라인을 장식하였습니다. 수백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던 여러 기업들이 

해킹을 당해 방대한 데이터가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Yahoo는 2013년 8월에 있었던 네트워크 공격으로 30억에 달하는 사용자 계정이 유출되었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처음 공개한 피해 규모보다 3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60 개인신용조사기관인 Equifax 역시 1억455만 명의 미국 

사용자와 1천520만 명의 영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2017년 5월부터 유출되기 시작한 사실을 공개하며 9월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였습니다.61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인 Uber는 2016년 10월의 데이터 유출 사고로 5천7백만 고객 및 운전자 기록이 

유출되었고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이은 악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62

.

그림15. 30억 계정이 유출된 Yahoo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 공개된 최대 규모의 데이터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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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Data breaches 

disclosed
Affected 
records

2016 813 3,310,435,941

2017 553 4,923,053,245

참고: 2017년 10월에 공개된 Yahoo의 데이터 유출 사건은 2017년의 데이터 해킹 집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의 프라이버시 권리 정보센터인 Privacy Rights Clearinghouse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된 것입니다.63

표1. 정보 유출에 대한 공개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해킹된 자료의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데이터 정보 유출 

공개 횟수와 해킹된 자료의 수

정보 유출 공개 사례의 감소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되는 EU GDPR(유럽 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전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64 개인정보보호법 (GDPR)은 데이터 유출 통보 의무에 관해 상당히 엄격한 법 조항을 적용할 것이며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기업에게는 엄청난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유럽 연합 외에 중국65, 싱가폴66 및 미국67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데이터 보호 및 관리법을 통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해킹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겠지만, 해킹 방법은 성과가 검증된 방식이 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68  2017년에도 가장 널리 사용된 방법은 해킹이었습니다.69 553건의 정보 유출 사례들 중 

320건, 즉 58퍼센트가 해킹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Yahoo,70 Equifax71 및 Uber72의 사례 역시 해킹을 통해 발생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범죄자들은 멀웨어를 이용하여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를 빼내어 갔습니다. 드라이브 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Sonic의 경우 멀웨어로 인해 5백만 고객의 데이터가 유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73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IHG) 역시 고객의 신용카드정보에 액세스한 멀웨어 공격을 당했으며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소재의 수천 여 호텔이 피해를 입었습니다.74

모든 데이터 유출 사고가 정교한 침투 공격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부주의나 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메일 마케팅 회사인 River City Media의 경우,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13억 7천만 개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고,75 Deep Root Analytics는 1억 9,80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에 대한 1.1 테라바이트의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실수로 공개 서버에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발생된 사고였습니다.76 America’s JobLink는 애플리케이션 코드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를 악용한 해커가 미국 10개 주 480만 건의 구직자 정보에 접근하였습니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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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 및 기업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데이터 유출은 엄청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과 벌금을 감수해야 하고 더 나아가 수백만 고객 기반을 잃거나 그들의 분노를 살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은 구제받기 힘들 사건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시스템 패치를 비롯하여 조직의 모든 부문에서 

광범위한 보안 위생(security hygiene)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형 시스템이나 지원이 만료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기업 시스템을 위협들로부터 보호하는 주요 패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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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환경 리뷰

2017년 Trend Micro Smart Protection Network 보안 인프라78는 660억 건의 위협들을 차단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810건 이상의 위협들을 차단하였는데 위협의 수가 줄어든 것은 공격 방식이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후 희생자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spray and pray” 방식에서 표적 공격으로 변화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16. 2016년보다 2017년에는 차단된 위협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 2016년과 2017년 Trend Micro Smart Protection Network 인프라가 차단한 총 위협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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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2017년에는 고객 문의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문의 횟수는 Trend Micro Smart Protection Network infrastructure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동안 스팸 첨부 파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파일은 .PDF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총 108,926,882건의 

스팸 첨부파일 중 가장 많이 사용된 파일 유형이 .XLS였습니다.

그림18. 가장 많이 사용된 스팸 첨부파일은 .XLS였습니다: 

2017년 가장 많이 사용된 스팸 첨부파일 상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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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CRYPFUN REBOLOCK VXLOCK NETIX

YUHAK CRYPRAAS HAVOC MABORO

SPORA EVILWARE CRYPTOPIC BLEEDGREEN

EXMAS

Feb

CRYPPYT CRYPCYR CZCRYPT VANGUARD

OSX_CRYPPATCHER TUSIKSLOCK PYLEET KASISKI

CRYPNTK HERMES ONCRYPT JOBCRYPTER

FAKEGLOBE WCRY PABLUKLOCK SERBRAN

SOFADE CRYPTCONSOLE URCRYP EREBUS

CUTSOME JAVAWARE

NEDSOM NARLAN NXCRYP CRYPDNC

HAPPYDAYZZZ BATHIDE DARKLOCKER METEORITAN

Mar LELELOCK KRYPTA CRYPDEVIL CRPTX

STUP ROZALOCK GGCRYP KIRK

WEOGO VORTEX KAENLUPUF CRYPJACKY

CRYPDANGER CRYPDAMG YAFCOOKIE

Apr

DEADSEC EXTRACTOR TESTLOCKER DONTSLIP

ZIPIAC BTCWARE CRYPCTF KAHAS

PSHCRYPT MEDLINZ LOLI GOSHIFR

CONFICKER SHWERER CRADLE RUSHQL

SHIKEY ALKA TRESORAS LAMBDALOCKER

GXFORTY FLUFFY JANLOCKER SALSA

May

MAYKOLIN AMNESIA CRYPEC VCRYPT

WANTMYFILES CLOUDED BITKANGROO VIKI

CRYPJAFF ANIMESCREENLOCK UIWIX LOCKOUT

FAKEWCRY LOKTROM DTOD VISIONCRYPT

MEMELOCKER WIDIALOCKER EGLUELOCKER XORDEOS

MOWARE DEADDS RIMALOCKER THORNIA

MANCROS ROBLOCKER LIGHTNING WIRA

QRLOCKER MISORRY FAKERA TESLAWARE

GOMME ZIPRAMEN BRICKR XORGOT

CUT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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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BLACKMAIL BLUEHOWL JOSKY SNEKUD

TUBELAW DARKENCRYPTOR DELSCARE OGRE

ZILLA MALHUNT DESUI DYNACRYPT

SAWORSED MRLOCKER BEETHOV XXLECXX

SPECTRE GPAA CASHOUT PROTONOSX

CRYPAYSAVE XINTI ADLITTLE FREEZESCARE

SCARAB SKULLSCREEN FAKECERBER KTZWARE

WINBAM LIXLOCKER QUAKEWAY PSCRYPT

DARKSCARE REETNER MARKOLOCK KRYPTONITE

GOJDUE GRIFFINLOCK RUBY KARO

VIACRYPT EXECUTIONER TRIPM BUBBLE

PIRATE RANPHP RANSIX PYTHOCRYP

WIRUSLOCKER

Jul

RANRANS TAKEM RADIATION ZERO

SHELOCKER EIGHTZLOCK CRYPTER HOWLLOCK

SUPALOCK MAMOSHII FAKEPETYA STUPURGE

MEGA MALKI SCARENOTE BLACKOUT

RANSED STRIKED REYPTSON KCAUF

OOPS ASNONE STUPALOISA CRYPTOMIX

CHIYUNLONG BITSHIFT BAM SNAKELOCK

DCRY VINDOWSCARE RDW ABCLOCKER

INVISCARE SPONGESCARE STORM GRYPHON

FILEREKT SIFRELI DEMON FCPSCARE

Aug

TPSCARE DAYSCARE PASTMONTH WANNAPAY

SHELLSKULL NODEAD CRYPSTAHL GOLANG

CONHOOD JCODER LOCKBOX EBWALL

ISRABYE LOCKERPAY PEYDAY HELLSCRYPT

CRYPZABLO TOOLCRYP BITPAYMER SHREKLOCK

SHINIGAMI INFINITETEAR LOCKCRYPT CRYPTWELVE

SYNCRYPT CLICOCRYP DYNAMITE BRANGG

WOODLOCK CYRON DZSPLITTER FLATTENWARE

ERROR PASIEM MINDSYS STRAWHAT

WOOLY SURERAN CYBER AKIRA

H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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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CATLOCKER HACKBIT APOLLO HAKKED

DILMALOCKER FAKELOCKY HAPPYCRYPTER LOCKED

BLACKHAT MYSTIC MATROSKA INFINITYLOCK

ENTREPED PENDOR CRYPGG DEKFOS

CRYPMOD CRYPROTO BUD SAPNUPUAS.A

SOLDIERSCARE CLONE DEATHMSG REDBOOT

MBRLOCKER ZONE LOCKSCARE CYPHERPY

BLACKMIST LASERLOCK

Oct

POLSKY ENDER CRYPTROTCOD AESBAT

ALLCRY BADRABBIT LOSERS WANNAHAPPY

XIAOBA XRANSOM RYZERLO

Nov

KRISTINA SAD WAFFLE HSDFSDCRYPT

FOXY SIGMA XMAS CYBERPOLICE

JCANDY LOCKON RASTAKHIZ WANNASMILE

WANADIE KATAFRACK SCRAM NETCRYPT

HCSIX WPEACE

Dec

MAURI WMONEY HANDSOMEWARE BLIND

HALLOWARE PAYMENT MRCYBER XSCAREWARE

PURGEN ETERNITY FILESPIDER NOBLIS

NOWAY DYNACRYPT CYCLONE SITER

PULPY ROZLOK MADBIT

표2. 300개 이상의 새로운 랜섬웨어가 출현하였습니다: 2017년 출현한 새로운 랜섬웨어 패밀리

지난해에는 익스플로잇 킷의 사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조한 감염율로 인해 사이버범죄자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스팸, 피싱 또는 특정 취약점을 표적으로 하는 안정적인 전술로 전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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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익스플로잇 킷의 감소:   

2017년 상반기에 비해 줄어든 익스플로잇 킷 공격 횟수

트렌드마이크로의 Mobile App Reputation Service (MARS) 데이터에 의하면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모바일 

기기를 악용하는 랜섬웨어 패밀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Locker 모바일 랜섬웨어 패밀리에는 499,634개의 

샘플이 패킹되어 있었고 가장 작은 규모의 랜섬웨어 패밀리는 LeakerLocker로 단 16개의 샘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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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한 모바일 랜섬웨어: 

2016년과 2017년 MARS가 탐지한 모바일 랜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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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가장 많이 이용된 모바일 랜섬웨어는 SLocker였습니다:  

2017년 MARS가 제공한 모바일 랜섬웨어 패밀리 및 샘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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