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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후 유실 파일

복구된 파일

*그는 당시 유출된 총 235GB(A4용지 1500만여 쪽 분량)의 군사기밀
내용에 대해선 “데이터가 복구된 게 53GB니까 어떤 문건이 나간 건
지는 정확하게 22.5%만 확인된 것” 이라며 “나머지는 뭐가 나갔는
지도 모르니 제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北 김정은 참수작전 해킹, 국방부 어이없는 실수
때문” (17년 10월 10일자)

*이창훈 카스퍼스키랩코리아 지사장은 “표적형 공격 환경은 끊임없
이 진화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공격자들이 치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새로운 빈틈과 기회를 찾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위협 인텔리전
스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 기
업은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1분기의 위협 동향을 살펴 보면 파일리스 악성 코드 공격 방
지를 위한 사건 대응 및 메모리 포렌식의 필요성을 비롯해 네
트워크 전반에 걸쳐 비정상적 활동을 탐지할 수 있는 보안의 필요성
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데일리시큐] “최근 APT 공격, 흔적 지우는 와이퍼와 파일
리스 악성코드 사용 증가” (17년 5월2일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날로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 징후를 인지하고
사고 발생 후 빠르게 원인을 분석하는 사이버 블랙박스 개발을
시작했다.
지난해 3월 20일 금융권과 언론사를 마비시킨 사이버테러 발생 후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사고 발생 후 20일이 지나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이 늦어지면서 방송사와 금융권은 피해 복구에 우왕좌왕했고
사회 혼란은 계속됐다. 분석 결과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많다.

[출처: 전자신문] “사이버테러 신속하게 분석하는 ‘사이버 블랙박스’ 
나온다” (14년 3월 23일자)

0202



Recent cyber attacks can go completely unnoticed and leave no trace.
A forensic examination finds no trace with the existing logging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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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BlackBoxTM 관련 지식재산권Server BlackBoxTM 관련 지식재산권

LAN SFTP

국제 특허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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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리적 전자기적 파손 및 훼손 방지 설계

b. 장비 집적도 향상 으로 공간 효율성 달성

c. FPGA 및 SIP (Security.exe in Place) Engine 개발로

다양한 IoT/ Mobile 적용 가능 제작

Degree of Integration

Miniaturization

Performance 

Efficiency

STEP 1

STEP 3

STEP 2

STEP 4

1U 기준 SBB 2EA

1U 기준 SBB 8EA

Integrated with server

Integrated with IoT

전용 하드웨어 및 범용서버

어플리케이션 제품군

ODM 개발

메인보드 소형화

NAND Flash Embedded 

PCIE card type

Stand Alone Type 

자체 개발

FPGA 설계 및 SIP Engine 개발

IoT 응용제품 적용

Mobile 응용제품 적용

Connected Car 응용제품 적용

Hardware-Assisted 
Distributed Append-only-Storage*

[US & Korea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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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Call은 커널단의 가장 낮은 단계의 Function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system call을 통해서만 시스템의

자원에 접근 가능

모든 해커들도 system call을 사용하지 않고는

시스템에 접근 불가

따라서 system call trace를 수집하는 것은 해커 및

유저의 모든 기록을 저장하는 것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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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System call arguments System call sequence

아키텍처

설명
 Input layer: 4개의 뉴런으로 구성
 Hidden layer: 수십개의 뉴런으로 구성
 Output layer: 1개의 뉴런으로 구성

 서울대에서 구현한 LSTM을 활용하여 자사의 인공지능을
구현하고자 함

구조 장점  수많은 패러미터 조율을 통한 정확도 향상  비지도학습 러닝으로의 전환 가능

이점  타 인공지능에 비해 짧은 러닝 학습 시간 시계열(Time Series) 데이터 학습에 강함

특이점  데이터 양의 증가에 따른 성능 저하가 없음  인간의 메모리를 모방한 학습 모델

장점  재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짧음  순열(sequence) 처리에 매우 강함

…

Input 

Hiddenlayer

Output

Normal
Anormal

Input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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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블록체인을 통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할 경
우 데이터의 무결성을 멀티 팩터 인증(Multi-fac
tor authentication) 방식을 통해 다중으로 보장
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보안이 매우 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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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 및 UV로 대표되는 컴퓨터 기반 자율 주행기술의 상용화 및 대중화
– 안전한 주행 (또는 비정상적 상황 분석)을 위해서는 차량 외부의 상황 뿐 아니라 복잡하게 연동되는 모

든 입력/제어/출력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 및 모니터링 필요
– 위/변조, 허가되지 않은 접근, 물리적 파손 등의 비정상적 상황으로부터 기록된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

보장
– 분석을 위한 다양한 도구 (기록된 데이터의 자동분석, 상황 Replay등)
– 제어용 컴퓨터에 비정상적 상황 발생에 대한 독립적 감시 실시간 알림 기능

• SBB-UV (Server BlackBox for Unmanned Vehicle)
– 독립된 전용 하드웨어를 이용한 차량 제어용 컴퓨터(Server)에 대한 독립적이고 안전한 감시, 기록 및

탐지
– 소테리아 SBB (Server BlackBoxTM)의 경우 기존 서버에 대한 독립적 시스템을 이용한 감시 및 기록 저

장에 대한 기술 보유
– 기존 SBB 기술을 자율주행 자동차영역으로 확장 가능 (대부분 기존 기술들에 대한 활용 가능)
– SIP (Security-exe In-Place) 지원

• 외부(제어용 컴퓨터 포함)에서 블랙박스로의 접근 원천불가
• 제어용 컴퓨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제어용 컴퓨터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접근 해킹 탐지/경고
• 모든 기록에 대한 암호화, Hybrid Security (Challenge-Response Pair) 통한 정보유출 및 기록된 정보에 대한 위/변

조 방지
– Append-only storage 구조

• 대량의 NAND Flash 메모리 사용
• 대부분의 Traffic이 Sequential로서 경량화된 FTL 사용이 가능
• TLC (Triple-Level in a Cell) 또는 QLC (Quad-Level Cell)의 사용 가능
• 기록된 내용에 대한 임의적인 변경/삭제의 원천적 차단







Technology Headlines가 선정한
Top 10 Leading Cyber Security 
Solution Providers!

로이터 통신 World's First Server BlackboxTM

Winner of Asia Startup Battle Competition 2017, 10/26
대만 정보산업협회 상금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