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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에서 2021년 2분기 심층 분석 보고서로 “국내·외 의료분야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해킹을 수행하는 공격그룹”에 대한 분석한 결과와 대응방법을 제공합니다.

Ⅰ

(현황) 의료분야 타겟형 공격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해당 공격을 수행
하는 공격그룹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미 보건복지부(HHS), 의료분야 타겟형 공격그룹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
및 랜섬웨어, 웹서버 정보 탈취 등 국내 의료분야 해킹 공격 확산
☉ 2020년 7월 23일, HHS 산하 HC3(의료분야 사이버 보안 협력 센터)에서 의료분야
대상 해킹 공격을 수행하는 공격그룹에 대한 분석1) 결과 발표
☉ 글로벌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랩에서도 과거 공격 기법, 대상 등을 기반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격과 대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힘
1) HC3는 MITRE ATT&CK을 기반으로 의료분야 공격그룹 분석 결과를 제공
* MITRE ATT&CK는 사이버 공격에서 발견된 해킹 전술과 기법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식 기반 모델

< HPH-Sector Cyber Threat Actor Modeling with Mitre ATT&CK®(출처:
ATT&CK®(출처: HC3)>

< 북한 해킹 그룹 공격에 대한 특징 분석(출처:
분석(출처: 바이라인 네트워크,
네트워크,
카스퍼스키랩) >
카스퍼스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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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위협) 의료분야 타겟형 공격으로 코로나19 검사 및 일반 진료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위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타겟형 공격그룹에 의한 의료서비스 공격으로
의료기록 접근 및 의료서비스 중단 발생, FBI는 관련 공격에 대한 긴급권고 발표
☉ 2021년 5월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의료 서비스(HSE)가 Wizard Spider2)
라는 공격그룹에 의해 공격당해 환자의 의료기록 접근이 불가한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발표
☉ 2021년 5월 20일 FBI는 Conti 랜섬웨어3) 공격이 의료분야와 국가안전망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FBI로 신고해 달라고 긴급 보안권고를 발표
☉ 2021년 2월 의료분야 타겟형 공격그룹이 주로 사용하는 공격기법이 국내 OO병원,
의료분야 관련 단체 등에서 발견되어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데이터 암호화 등 피해 발생
2) Wizard Spider 공격그룹은 공격 대상 네트워크에 무단접근 하는데 악성 이메일 링크, 첨부파일, 원격
데스크탑(RDP) 자격증명을 악용함
3) Conti 랜섬웨어는 공격대상의 정보를 탈취하고 파일을 암호화하여 금전을 요구, 금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탈취한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해 버림

< 아일랜드 의료분야를 공격한 Wizard Spider 공격그룹(출처:Lastesthackingnews.com)
공격그룹(출처:Lastesthackingnews.com) >

< Conti 랜섬웨어 관련 FBI 긴급 보안 권고(출처:aha.org)
권고(출처:ah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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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내용) 과거에 발생한 공격 행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공격 수행
주체를 판별, 유사한 공격에 참고 및 예측자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MITRE ATT&CK에서 과거 공격 이력을 기반으로 의료분야 타겟형 공격그룹을
확인, 해당 공격 그룹의 주요 공격기법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공격기법을 추출
☉ APT41, FIN4, Wizard Spider 등 과거 의료분야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공격그룹을 MITRE ATT&CK을 통해 확인
☉ 의료분야 타겟형 공격그룹이 수행한 공격 전술 및 기법을 확인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한
공격 기법을 추출한 결과 원격 서비스 악용, OS 자격 증명 덤핑4), 피싱 공격 등이 확인
4) OS 자격 증명 덤핑(OS Credential Dumping)은 OS 계정 로그인을 위한 자격 증명 데이터를 탈취하는 공격

< APT28 ATT&CK 개체 모델 관계
관계(출처:ATTACK.MITRE.ORG)
(출처:ATTACK.MITRE.ORG) >

< MITRE ATT&CK에서
ATT&CK에서 공개한 의료분야 공격그룹 일부 발췌 >

그룹명

설명

APT41

중국의 지원을 받는 스파이 그룹, 금전 목적의 공격 수행, 의료, 통신, 기술,
비디오 게임 등의 분야와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를 목표한 것으로 관찰됨

FIN4

의료 및 제약 회사와 관련 기밀 정보 및 금전 탈취 목적의 공격 그룹, 이메일
시스템 등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격 증명을 탈취하여 공격에 악용

Tropic Trooper

대만, 필리핀, 홍콩 대상의 공격을 주도한 공격 그룹으로 정부, 의료, 교통,
하이테크 산업을 주요 대상으로 2011년부터 활동함.

Wizard Spider

대기업부터 병원까지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공격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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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치권고) 의료분야 타겟형 공격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주요 공격기법에 대한 선제적 보안대책 적용이 필요 합니다.

▶ 사용자 계정 관리를 통한 공격 악용 도구의 원격접속시 실행권한 차단,
프로그램 디버깅 권한 제어를 통한 OS 자격증명 덤핑 공격 방지 등 적용
☉ WMI는 윈도우 관리 프로토콜로 공격에 자주 악용되는 도구로 관리자 권한에서 원격
시작 및 원격 활성화를 해제하여 공격자의 원격접속시 WMI 실행권한 차단
☉ 로컬 보안 정책(secpol.msc)에서 대상이 아닌 사용자의 프로그램 디버깅 권한을 제거
하여 OS 자격증명 덤핑 공격 방지

< Administrators의
Administrators의 원격 액세스,
액세스, 시작 및 활성화 권한 해제 >

< 로컬 보안 정책에서 디버그 권한 제거 >

☞ 세부내용은 “국내·외 의료분야 타겟형 사이버 공격그룹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 원문 참고

※ 본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KHCERT(진료
정보침해대응센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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