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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사이버위협 동향 과

중소기업 정보보호현황 및 대응방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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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유출방지

• 내부정보(연구자료, 개인정보 등) 유출

사고로 인한 비즈니스 위험 증가

• 국내기업 중 20% 이상이 내부정보

유출 피해 경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강화

• 정보보호 : 집단적, 추상적 이슈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적, 구체적 이슈

개발 보앆

• 정보보호 홖경변화, 컴플라이얶스의 등장으로

SI 개발방법론에 정보보호 프로세스가 필요

• SDLC 단계에 정보보호 요소의 프로세스

내재화를 통한 Secure Product 산출

통합 보앆 관리

• 관리해야 하는 보앆 솔루션 및 데이터 양의 증가

• 기업보앆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아웃소싱 서비스 수요 확대

정보보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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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이버 위협 동향

1) 가상 통화 채굴 : 랜섬웨어보다 더 은밀하게, 돈은 더 많이!

• 광풍이 불었던 랜섬웨어는 백신 회사들의 탐지 기법 발달로 실행이 까다로워진데다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PC, 브라우저에 숨겨서 동작하는 악성코드가 성행

• 세계 각국의 월별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 탐지 비율은 0.12%, 랜섬웨어 탐지 비율은 0.05%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임

2018년 랜섬웨어 탐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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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이버 위협 동향

2) 모바일 뱅킹 악성코드 58% 증가
• 모바일 뱅킹 트로이목마’는 악성코드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발젂하고 있으며 변종이 많고 위험한 유형으로 꼽힌다. 트로이목마는

대개 모바일 사용자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데 사용되지만 로그인 계정 정보를 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 이런 악성코드는 보통 은행 앱과 같이 정상적인 앱처럼 위장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해당 은행 앱을 이용할 경우 진짜

정보를 해커가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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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이버 위협 동향

3) 피싱 공격의 여전한 강세

• 피싱은 제로데이 및 APT 공격을 위한 주요 악성코드 유포 수단이며 방어 기법이 정교해짐에 따라 공격자들은
단일 URL, IP 주소 대신 다양한 인프라와 공격 진입점,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 등을 사용하여 탐지를 회피함.

피싱 메일은 2018년 전반기 대비 후반에 250% 증가



6
By KGH

한국인터넷짂흥원(KISA) 7대 사이버 공격 전망

https://www.youtube.com/watch?v=aRZJJoFsNQs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2359&kind=1&search=title&find=supply+chain+attack
https://www.youtube.com/watch?v=WBzgy1ZNV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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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짂흥원(KISA) 7대 사이버 공격 전망

https://www.youtube.com/watch?v=O3uGvCoOmQs
https://www.youtube.com/watch?v=FqibWHfn_Yc
https://www.youtube.com/watch?v=iUZFeZ8I4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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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피싱을 홗용한 사이버 공격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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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를 홗용한 사이버 공격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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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을 통한 사이버 공격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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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앆과 경영의 밀접함

 ISMS(ISO27001)와 같은 정보보호체계 인증

도입필요

 거래소가 처음 해킹을 당한 것은 2017년 4월 22
일. 해커의 공격으로 3,831 비트코인, 약 55억원
(당시 시세)을 탈취당함

 2017년 12월 19일 두 번째 해킹을 당하고 전체
자산의 17% 를 탈취당하여 파산을 선얶

시사점

쟁점사항거래소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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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정보보호인식제고 및 관리체계, 시스템이

미비할 경우 금전적 손해를 볼수 있음.

 지방의 00무역업종 중소기업이 이메일 해킹
사기로 거래 대금 약2억을 탈취당함

 원인은 거래 기업을 가장하여 보낸 한 통의
이메일 이었음. 

시사점

쟁점사항이메일 해킹

“바뀐계좌로
0억 자금이체”

이메일전송

00 무역업종 중소기업

※ 거래 기업을 가장한 이메일 젂송

“ 대금결제계좌가 변경
됨” 

금전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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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기업 사이버 침해사고 중 중소기업이 98% 차지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 따르면 젂체 기업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조사 건수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8%에 달하며 3년갂 해킹으로 기술이 유출돼 입은 피해액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6.9%

11.6%

보앆정책 수립

50인 이상 50인 미만

75.9%

14.1%

정보보호 책임자 임명

50인 이상 50인 미만

22.4%

2.0%

전담조직 운영

50인 이상 50인 미만

88.7%

11.3%

전담조직 운영

1% 미만 1% 이상

출처 : KISA(정보보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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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 정보보안교육/훈련 투자수준

출처 : 국가통계포탈/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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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인터넷짂흥원/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

네트워크보안 시스템(단말)보안
콘텐츠/정보유출

방지
인증 보안관리 기타

2015 62.7% 81.9% 24.6% 33.0% 40.2% 22.1%

2016 82.4% 74.1% 19.3% 20.3% 28.3% 21.9%

2017 83.5% 74.8% 25.4% 35.9% 34.9% 65.2%

10.0%

30.0%

50.0%

7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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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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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아 -에프원시큐리티
http://www.dimoa.co.kr/

http://www.dimoa.co.kr/
http://www.dimoa.co.kr/
http://www.dimoa.co.kr/
http://www.dimoa.co.kr/
http://www.dimoa.co.kr/
http://www.dimo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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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PC돌보미
https://www.boh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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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f1security.co.kr
www.ahnlab.co.kr,  www.kisa.or.kr
채널A뉴스,노컷뉴스,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주)LDCC, ICNCast , ㈜해커스랩 ,㈜푸름넷 외

보안관련 교육 및 세미나 안내 : www.cissp.co.kr
보안관련 포털 : 보안닷컴(www.boan.com)

연락처: 010-4319-1422김 기 홖 본부장

http://www.f1security.co.kr/
http://www.ahnlab.co.kr/
http://www.cissp.co.kr/
http://www.bo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