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udFix Introduction 
(사회공학적 해킹 [머드픽스] 대응 훈련 솔루션 ) 



“ ” 
사회공학적 해킹 



1. 사회공학적 해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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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공격으로 파급효과와 피해는 더욱 증가  

1. 사소한 요청에서 큰 요청으로 발전 
2. 감정 호소 
3. 신속한 결정 요구 

1. 실직적인 피해 발생  

    (ex. 랜섬웨어감염, 보이스피싱) 

2. 정보 유출 
3. 보안 사고 

관계형성 공격 실행  정보수집 

Gathering  

Developing Relationship 

Exploitation 

Execution 
1. 정부 기관의 고위 공무원 
2. 도움이 필요한 인물 
3. 컴퓨터 시스템 지원부서 

1. 사회적 활동  
2. 정보 수집 
3. 관계 형성을 위해 사용 

인간 상호 작용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속여 정상 보안 절차를 깨뜨리기 위한 비기술적 침입 수단으로써,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취약점을 공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 공격 기법을 뜻합니다.  

 



1-2. 사회공학적 해킹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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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기반  

직접적인 접근이나 
전화 등을 통해  

접근 

컴퓨터 기반 

악성코드,  
이메일 첨부파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접근 

악성코드 유포 

감염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대규모 스팸발송,  
Ddos공격 가능 

보안기술의 발달로 시스템의 보안성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연결 노드 중 사람이 가장 

보안에 취약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중심의 공격 방식은 줄어들고 사용자를 공격하는 사회공학적 해킹이 다양

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사례 2] [사례 3] [사례 1] 

1-3. 사회공학적 해킹 피해 사례   

국내 주요 기관으로 발송된 악성메일은 ‘2017년도 연말정산 안내’, ‘2017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등의 제목으로 사용자

의 랜섬웨어 감염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사회공학적 기법은 특정 타깃에 맞춤화된 표적 공격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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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 “개인정보 유출”사칭 S공공기관 “랜섬웨어” 피해 전자금융 “피싱” 사기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장 메일 전송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첨부파일  
위장한 랜섬웨어 

 은행의 피싱사이트에 이용된 조작된 팝업 
화면을 이용한 악성파일 



“ ” 
실태 



2. 사회공학적 해킹 대표 사례 – 랜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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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Ransom 
(몸값) 

Ware 
(소프트웨어) 

사회공학 기법과 악성코드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  

랜섬웨어란,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 제품을 뜻하는 웨어(Ware)가 합쳐진 단어로 사용자가 데이터

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고 사용하고 싶다면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3. 랜섬웨어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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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AhnLab 자체 통계 

AnnLab 자체 랜섬웨어 통계  
(2016.10 ~ 2017.03) 

Sample 수 

Report 수 

5개 기업 중 1개 
20%의 SMB가 대가를 지불하지만 

현실은 데이터 복구 실패  

2016년 하반기부터 랜섬웨어 유포에 악성 메일을 이용하거나 취약점과 메일을 병행해서 이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

니다. 이와 같이 근래 들어 교묘한 사회공학기법을 이용한 해킹 기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랜섬웨어 주요 감염 경로 – 이메일  

9 

2017년 5월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가 발표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침해 보고서에 따르면 

 ‘랜섬웨어 방어를 위한 글로벌 표준 ‘ 6개 항목 중  

이메일 첨부파일 열람에 주의  

를 기울일것’. 

 

2016년 을지연습 사이버태러대응 분야에 

해킹메일 및 악성메일 대응 훈련  

포함 

2017년 5월 랜섬웨어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에 이어 미래부 및 관계

기관 대책회의에서 ‘해킹메일 유포 등 민간분야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 의지 표명  

랜섬웨어 피해 확산에 따른 악성메일 주의 요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성메일 대응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통의 현안

입니다. 

 

 



4-1. 랜섬웨어 주요 감염 경로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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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첨부파일 실행  9% 

악성 링크 클릭  29% 

악성 메일 열람  59% 

전 기관 및 기업 대상 이메일 보안 인식 제고 훈련 필요! 

S기관에서는 직원 283명을 대상으로 한 악성메일 모의훈련에서 59%가 악성메일을 열람했고, 악성링크 클릭 율은 

29%에 달했으며, 악성 첨부파일 실행 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이메일 관련 보안 사건의 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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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 
해킹 경위 

I’m a 
HACKER! 

1 
악성코드가 포함된  
악성메일 발송 

직원 A 

2 
파일공유서버에 접속 및  
악성코드 설치 

DB서버 

파일공유서버 

DB서버 직원B 
(개인정보 취급자) 

3 
악성코드 감염확산 및  
정보 수집 

4 
기존 연결상태를 이용하여 
DB서버로 접속 5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시만텍의 인터넷 보안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메일을 통한 표적공격이 전년대비 91%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이메일 발생 경로는 악성코드를 포함한 첨부파일 및 URL을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6. 발생 원인 –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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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학적 해킹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기관명을 도용해 회원정보 변경을 유도하거나 악성 코드가 삽입된 메일

의 첨부파일 발송 등 거짓된 정보를 통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 

3 

무조건적인 이메일 첨부파일 클릭 NO! 
THINK BEFORE YOU ACT! 

1 집주인(사람) 

2 

이메일 클릭 전 의심 필수! 
반복적인 보안 인식 훈련으로 대비! 

현관문 방범 렌즈 

3 

무조건적인 신뢰는 금물! 
클릭 전 스스로에 반문은 필수! 

택배 기사 

1 



6-1. 발생 원인 – 보안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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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랜섬웨어의 피해를 경험했다 해도 재 피해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안담당자는 보안에 대한 인

식은 있지만 훈련 솔루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태입니다.  



7. 반복 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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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식 

확립 

보안 인식 제고 반복훈련 MudFix 로 대비! 

실질적인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으로 보안 인식 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안 인식 

반복 훈련  

다양한 2차,  

3차 피해 대비 





1. 사회공학적 해킹 피해 방지 최적화 솔루션, MudFix  

MudFix는 이메일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안인식을 제고시키는 훈련 서비스입니다. 

16 



2. MudFix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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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dFix는 크게 대상관리, 발송, 결과보기라는 3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 3 

발송 (훈련 실시) 

대상관리 

결과 보기 

개별등록 
엑셀 일괄등록 
대상자 태그 등록 
API 연동 

 발송 전 준비사항 확인 
 훈련 명 및 일시 등록 
 대상자 선택 
 템플릿 등록  

 전체 및 개별  
 훈련 진행 사항 
 통계 및 그래프 
 감염  대상 재훈련 

 
 



2. 주요기능- 대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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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리 탭에서 에서 훈련을 실시할 대상을 선택한 후 훈련을 시작합니다. 대상관리 탭에서는 대상자를 등록, 정보 확

인, 및 태그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태그 현황/검색/필터 
     - 태그별 관리 가능 
     - 감염 대상 태그 설정으로 인한 
       감염자 재훈련 수행  

 

 태그 설정은 이곳에서 
      - 대상자 태그 추가  
       - 대상자 태그 수정/삭제 

 대상자 등록 필드  
     - 단일/일괄 추가  



2. 주요기능 – 훈련실시 

훈련 시작을 위한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필수요소를 최소화 함으로써 템플릿 등록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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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환경검사 

관리자 실행 

Step2   옵션 등록 

Step3   대상자 선택 

Step4   템플릿 등록 



Ex.) 19명의 PC중 6대감염을  

확인 가능! 

(1K파일 / 41MB 크기의 파일 유출) 

2. 주요기능 – 결과보기 1 

개별 및 전체 훈련의 진행 상황, 훈련 정보 및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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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현황에 대한 통계 그래프 



2. 주요기능 – 결과보기 2 

훈련결과를 통해 감염 대상자를 따로 태그로 관리하여 손쉽게 재훈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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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B팀 

C팀 

: : 



감염 대상의 데이터 추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훈련 양식 

합리적인 가격 

고객맞춤형 서비스 

1 

2 

3 

4 

5 

보안수준의 상향평준화 

3. MudFix 특장점 

MudFix는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2 



3. 특장점 –감염 대상의 데이터 추출  

단순한 감염 여부가 아닌 유출 PC 및 파일의 크기의 리스트를 불러와 훈련 대상자에게 보안의 경각심을 고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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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PC 리스트를 한눈에! 

 유출 파일의 정보를 한눈에! 



3. 특장점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훈련 양식 1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템플릿 제공은 물론, 언제든지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훈련양식을 생성 및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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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양식  

취소 저장 

메일 제목 : Ex.) 오늘 단 하루 X호텔 1박 무료!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XX호텔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XX호텔의 10주년을 맞아  
오늘 단 하루 무료 숙박을 제공하려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숙박 예약 시 아래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www.hotelthebest.com 
PROMO CODE : 01930402 
 
감사합니다. 

Fashion Company 

Hotel Game 

다양한 
업종 별 

http://www.hotelthebest.com/


3. 특장점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훈련 양식 2 

훈련 양식은 유효성검사, 대용량 첨부 형태, RTL Override 확장자 페이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첨부파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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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PC 

삭제 올리기 

파일명 업로드 상태 용량 첨부방식 

기술개발팀 Ready  2.02GB 대용량 첨부 

 확장자 유효성 검사로 인한 정확성 탑재 

 RTL 로 변환된 파일명으로 치밀성 탑재 

 대용량 첨부 형태 탑재 



3. 특장점 – 보안 수준의 상향평준화 

지속적인 반복훈련 및 훈련관리를 통해 보안 수준의 상향평준화가 가능하며, 향상된 보안 수준을 가시성 있게 확인하

여 훈련 및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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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PC의 감염수를 통해 지속적인 진단 및 관리 가능!! 

1월 정기훈련 2회차 

1월 정기훈련 1회차 

1월 정기훈련 3회차 

대상 :  50 발송 :  50 

열람 :  32 감염 :  20 

대상 :  50 발송 :  50 

열람 :  25 감염 :  12 

대상 :  50 발송 :  50 

열람 :  15 감염 :  4 

20 
유출 PC 

(감염률 : 40%) 

12 
유출 PC 

(감염률 : 24%) 

4 
유출 PC 

(감염률 : 8%) 



3. 특장점 – 합리적인 가격 

회사 직원 규모(직원수)별 가격 테이블을 구성하여 절감된 비용으로 MudFix를 이용 가능하며, 5명 이하의 인원에게 

무료 라이센스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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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라이센스 

1 ~ 5 
Users 

5 ~ 10 
Users 

10 ~ 100 
Users 

100 ~ 300 
Users 

300 ~ 500 
Users 

500 ~ 700 
Users 

700 ~ 
1000 
Users 

1000 ~ 
Users 

Starter Experience Basic Standard Advanced Pro Premium Enterprise 



3. 특장점 – 고객맞춤형 서비스  

기업의 규모 및 성향, 형태에 따라 SaaS방식(Software as a Service) 또는 구축형 방식을 선택하여 고객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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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Software as a Service)  

방식 

구축형 
(Standard alone) 

방식 

웹상에서 쉬운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빠르고 유동적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방식 

대규모 인프라가 구축된 기업에 적합하며 

기업 내부에 서버를 구축하여 
보안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둔 방식 

& 

각 특장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의 서비스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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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보안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컴퓨터 바이러스,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잘못 설정된 방화벽이 아니다.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당신이다. " 
                                                                                                                                                  - 케빈 미트닉(Kevin Mitnick) 
 

보안 인식 제고 훈련 



CONTACT US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606호 

Tel. 02) 6959-0126~7 

E-mail : service@ssrinc.co.kr 

행정안전부 지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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