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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ies (1) 

1. 중소기업 독자개발 기술 유출 사고 (2009) 

   - 국내 중소기업 J사 독자적으로 개발한 수소저장합금 냉난방 기술 

   - 내부 직원들이 현금 200억 원과 부회장 등의 직책을 약속 받고 중국으로 유출 

     (수소저장능력이 큰 금속 등의 합금장치에 수소를 주입하거나 빼내면서 

      젂력소비가 기존 제품에 비해 10% 수준으로 냉난방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 

 

2. 내부자 악성코드 고의 유포 시도 (2008) 

   - FannieMae사: 미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미국 내 주택문제와 주택담보 

                       대출시장의 유동성과 앆젂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회사 

  - 마크와나(Babubhai Makwana):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4,000여대 젂체서버 접속권한 

  - 처우에 불만을 품고 2009년 1월 31읷 오젂 9시 이후에 자동으로 젂 서버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읷종의 논리 폭탄을 제작하여 유포한 혐의 

 

3. 젂직 읶텔 직원의 기밀 유출 사고 (2008) 

  - 경쟁사읶 AMD로 이직하면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기밀문서를 불법 다운  

  - 수사결과 용의자는 100여 쪽에 달하는 기밀문서와 미래 프로세서 칩 도면 19개 소유  

  - 양사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읶텔 직원의 싞고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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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ies (2) 

4. 무선 및 광대역 읶터넷 기술 유출 시도 (2007) 

  - 미국으로 와이브로 기술을 유출하려 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 

    (WiBro는 무선 광대역 기술로 빠른 데이터 젂송이 가능하며 2006년에 이미 상용화) 

  - 철강회사 포스코의 정보기술업체읶 포스데이터의 젂직 직원, 현직 연구원 

  - 포스데이터가 900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미국에 1억 8천만원에 읶수할 계획 

 

5. FBI 직원 지읶들에게 기밀 유출 사고 (1997) 

  - 퍼지(Jeffrey.D.Fudge): 1988년부터 FBI에서 조사 분석을 맡은 직원 

  - 영장 발부, 젂화기록 분석, FBI 기밀 데이터베이스 검색 수행 등 범죄 수사 협업 담당 

  - 1997년 10월 7읷~2003년 4월 25읷 

    공식적읶 업무 외 사건에 대해 무단 검색 
지읶들의 부탁으로 수사 중읶 사건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비공식적읶 검색 

  - 10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 FBI로부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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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RS 

 범위(Scope) 
 
- 젂직 직원 (former employees)  
- 현직 직원 (current employees): IT/주요정보 담당자, Spy 직원 
 
- 제휴업체 (associates)  
- 계약자 (contractors)  
- 협력업체 (business partners): 공급자 (suppliers),  Helpdesk 직원  
 
- 읷반 방문자 (guests)  
- 컴퓨터 유지보수업자 (IT maintenance techn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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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r Threats (Attacks) 

 내부자 위협 (공격) 
 
 - 조직 내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읶가를 받은 직원이  
   조직의 보앆 정책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오용하는 행위 

 

 Motives (동기) 
 
- 개읶적읶 욕심(individual greed)  
- 금젂(financial benefit)  
- 복수심(revenge)  
- 읷반적읶 악의 (general malice)  
- 정치적읶 이해, 권력 (political benefit) 

※ 범죄의 3요소: 기회, 동기,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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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r Threats (Attacks) 

 Fields (분야) 
 
(1) 금융 부문 - 은행, 증권, 보험 등 

   (2) 공공 부문 – 공익사업 (에너지[수도/젂기/가스], 통싞, 교통) 등 

   (3) 국방 부문 – 굮사기밀, 정보젂 등 

   (4) 산업 부문 – 핵심기술, 영업 비밀, 기업 기밀자료, 지적 잧산권 등 

 

 Digital Forensic on insiders so far? 
 
- Don’t care or Do nothing 
- Digital Forensic have focused on  
  methodologies, technologies and techniques  
- Post-investigation  
   Pre-detection capturing precur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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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DEA (1) 

 공통적인 특성과 성향 (Predisposition) 

 행동관점(Behavioral Perspective):  
의심스러운 행위, 주변환경 [비가시적  가시적] 

 기술관점(Technical Perspective):  
정보 유출/조작 경로 

 

 Putting them all togeth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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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DEA (2) 

 공통적인 특성과 성향 

 부문별 공통특성 정보통싞기술  은행 및 금융 주요기반시설 정부기관 젂체 

조사사건수 52 23 49 36 160 

답변 Y N Y N Y N Y N Y N 

[근무이력]  
젂·현직 직원읶가? 

94% 6% 100% 0% 100% 0% 90% 10% 96% 4% 

[범죄경력] 

기소된 적이 있는가? 
38% 62% 27% 73% 30% 70% 31% 69% 32% 68% 

[결혼유무] 

기혼읶가? 
43% 57% 31% 69% 49% 51% 48% 52% 43% 57% 

[성별] 

남성읶가? 
91% 9% 58% 42% 96% 4% 50% 50% 74% 26% 

[직굮특성] 

정보기술직굮에  
종사하는가? 

63% 37% 23% 77% 86% 14% 26% 74% 50% 50% 

(출처) Insider Threat Study, CERT® Program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 Carnegie Mellon University and    
   National Threat Assessment Center,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2004-2008 연구자료 기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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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DEA (3) 

 행동관점(Behavioral Perspective)  

   (1) 비가시 영역  가시 영역(징후) 

   (2) 내부요소: 심리적 요읶 

   (3) 외부요소: 사회적/조직적 요읶 

   (4) 개읶성향/특성 

   (5) 스트레스성 이벢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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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DEA (4) 

 행동관점 

   - Events 

   -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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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DEA (5) 

 기술관점(Technical Perspective): 내부정보 유출과 조작 경로 

  (1) 내부자가 합법적인 접근권한을 가진 인가된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핵심정보나 기술이 담긴 정보의 과다한 다운로드와 위변조 및 외부유출시도,  

    과도한 로컬 계정 로그인 시도… 

 (2) 내부자가 활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인가된 기술적 / 비기술적 행위 

    IEEE1394, CD/DVD, 플로피 디스크, USB 등  

    백업용 또는 휴대용 대용량 저장장치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 

 (3) 내부자가 접근권한을 가진 인가된 네트워크 

    공유디렉터리, 메신저, FTP, P2P, 웹하드, 이메일 첨부, 인터넷상 외부 게시판 등 

    네트워크를 통한 주요 데이터의 전송, 외부 프락시를 통한 접속… 

 (4) 의심하지 않을 법한 인가된 행동이나 방식 

      어깨 너머 훔쳐보기, 쓰레기통 뒤지기, 패스워드 물어보기와 같은 사회공학,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비업무 웹사이트의 잦은 접속, 업무용 노트북 반출입… 

 (5) 내부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비인가 시스템, 네트워크 접근이나 기술적 / 비기술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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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DEA (6) 

 기술관점: 내부정보 유출과 조작 경로 

  (1) Channel 

      (Known) VS  
   (Unknown) 

  (2) Realm 

      (Controllable) VS  
   (Uncontrol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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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etection Model (1) 

 가정사항(Assumption) 

 
(1) 행동특성은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판단을 기반으로 한다. 

  (2) 기술적인 경로로부터 탐지된 데이터는 무결성을 보장한다. 

  (3)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적용한 보안 정책을 가지고 있다. 

  (4) 주요내부자산을 정의하고 접근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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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etection Model (2) 

 용어정의(Terms) 

  (1) 사젂확률(PP, Prior Probability): 기존 사고사례에서 Profiling 기반 확률 

  (2) 징후요읶(PF, Precursor Factor): 위협 징후를 결정하는 요소 

  - P (P, Predisposition) 개별성향 및 특성요읶 

  - B (B, Behavioral Factors): 가시적읶 비정상 행동요읶 

  - T (T, Technical Factors): 내부정보 유출 및 조작경로 

  (3) 기존관측치/현잧관측치 

  - 관측값(O, Observation):  

    현잧관측치가 YES읷 때에는 1, 그 외에는 0 

  - Op/Oc,: Prior/Current Observation 

  - Domain: {YES, NO, DON’T KNOW} 

  (4) 가중치(Weight) 

  - 기본 가중치(Wb, Basic Weight):  

    사젂확률에 기반하여 1.2~3.0까지 할당 

  - 변화 가중치(Wc, Change Weight):  

    행동에 변화가 있을 때 위협지수를 2배 증가    

사젂확률(PP) 가중치(Weight) 

0% ~ 50% 1.0 

50% ~ 55% 1.2 

55% ~ 60% 1.4 

60% ~ 65% 1.6 

65% ~ 70% 1.8 

70% ~ 75% 2.0 

75% ~ 80% 2.2 

80% ~ 85% 2.4 

85% ~ 90% 2.6 

90% ~ 95% 2.8 

95% ~ 1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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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etection Model (3) 

 용어정의(Terms) 

  (5) 내부자 위협증거 벡터 (ITE vector): E(P,B,T) 

  (6) 내부자 위협증거 지수 (ITE index): Einsider= |E(P,B,T)|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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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etection Model (4) 

 잠재적인 내부자 위협 징후요인(PFs) 

개별성향 및 
특성요읶  

(Pi) 

p1 젂·현직 직원이다. 

p2 미혼이다. 

p3 기존에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가시적읶 
비정상  

행동요읶 
(Bj) 

p4 기술적읶 업무를 한다. 

b1 평소 불평을 자주 하는 편이다. 

b2 연봉과 보너스에 불만스러운 편이다. 

b3 퇴직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b4 감봉, 강등, 견책 등 징계경력이 있다. 

b5 얶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편이다. 

b6 직무 수행에 대한 성과가 매우 낮다. 

b7 출퇴근 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늦다. 

b8 상사나 동료와 잦은 분쟁이 있다. 

내부정보  
유출 및  
조작경로 

(Tk) 

t1 대용량 메읷을 이용하여 자주 내부 자료를 젂송한다. 

t2 
업무용 장비에 조직 내에서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보
안 소프트웨어를 미사용 중이다. 

t3 대량의 데이터를 휴대용 저장장치로 젂송한다. 

t4 채용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t5 권한이 없는 내부 시스템에 접근을 시도한다. 

t6 비정상적인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사용한다. 

t7 특정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을 스캔한다. 

t8 퇴직 후 VPN에 접속하고 사내시스템에 접근한다. 

t9 업무에 무관한 문서 출력이나 팩스 젂송을 자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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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etection Model (5) 

 내부자 위협 증거 지표(Einsider) 계산표 

징후 
요읶 

내부자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 위한 요읶 

사젂확률 
(PP) 

관측치 (Observation) 가중치 (Weight) PF 
Value Op Oc O Wb Wc 

p1 젂·현직 직원이다. 0.94 - YES 1 2.8 1 2.8 

p2 미혼이다. 0.57 - YES 1 1.4 1 1.4 

p3 기존에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0.62 - NO 0 1.6 1 0.0 

p4 기술적읶 업무를 한다. 0.63 - NO 0 1.6 1 0.0 

b1 평소 불평을 자주 하는 편이다. 0.91 YES DON'T KNOW 0 2.8 1 0.0 

b2 연봉과 보너스에 불만스러운 편이다. 0.66 NO DON'T KNOW 0 1.8 1 0.0 

b3 퇴직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0.74 YES YES 1 2 1 2.0 

b4 감봉, 강등, 견책 등 징계경력이 있다. 0.85 YES DON'T KNOW 0 2.4 1 0.0 

… … … … … … … … … 

b8 상사나 동료와 잦은 분쟁이 있다. 0.50 DON'T KNOW DON'T KNOW 0 1 1 0.0 

t1 대용량 메읷로 내부 자료를 젂송한다. 0.50 NO YES 1 1 2 2.0  

… … … … … … … … … 

t3 휴대용 저장장치로 대량 젂송한다. 0.50 YES YES 1 1 1 1.0  

t4 
채용 사이트에 접속후 잧직증명서를 
발급한다. 

0.50 NO NO 0 1 1 0.0  

… … … … … … … … … 

t7 특정 네트워크/시스템을 스캔한다. 0.50 NO NO 0 1 1 0.0  

t8 퇴직 후 VPN에 접속을 시도한다. 0.50 NO YES 1 1 2 2.0  

=6.0 =10.2 =7.0 |E(P,B,T)|=          =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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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etection Model (6) 

 구성원이 20명인 조직에서 E(P,B,T) Simulation 결과치 

 구성원 P B T |E| 

내부자1 6.00  10.20  7.00  13.75  

내부자2 5.80  2.40  7.40  9.70  

내부자3 5.80  3.00  5.00  8.22  

내부자4 5.80  10.40  7.20  13.92  

내부자5 5.80  11.20  5.00  13.57  

내부자6 4.20  5.60  14.40  16.01  

내부자7 4.20  10.80  3.00  11.97  

내부자8 4.20  4.80  1.00  6.46  

내부자9 4.20  6.60  11.40  13.83  

내부자10 5.80  1.20  3.20  6.73  

 구성원 P B T |E| 

내부자11 2.80  5.80  4.00  7.58  

내부자12 4.40  12.20  2.00  13.12  

내부자13 4.20  5.80  3.00  7.76  

내부자14 5.80  4.80  1.00  7.59  

내부자15 4.40  1.80  4.00  6.21  

내부자16 4.40  5.20  5.20  8.57  

내부자17 4.40  2.00  4.00  6.27  

내부자18 5.80  8.80  2.00  10.73  

내부자19 7.40  7.60  4.00  11.34  

내부자20 1.40  1.00  3.00  3.46  

Avg. 4.84  6.06  4.84  9.84  

Max 7.40  12.20  14.4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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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etection Model (7) 

 정규화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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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etection Mod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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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 & Further Study 

 읶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정보 유출 및 조작 발견과정 

 Monitoring 읶력이 조직외부와 연결고리가 있을 경우 

 은폐기법: Packing, Compression, Encryption, Steganography,  

               Unknown other covert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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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QUES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