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사이버 위험
보고서

HP 보안연구소의 연례 사이버 위험 보고서는 조직이 각종 위협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올해 보고서는 고급 데이터 분석에서
도출한 전망을 특집으로 다루는 한편, 오픈 소스, 모바일 및 사물
인터넷을 포함하여 여러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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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사 대상 기업이 IDS 를
86% 의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스캔된 애플리케이션 중의 1/3 이상 (35%)
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심각 또는 고위험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오픈 소스
컴포넌트 사용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14%

80%
153% 매일 10,000 개

이상의 새로운 위협이
안드로이드 플랫폼
상에서 발견되었으며,
전년 대비 153%
증가하였습니다.

80% 이상의 오픈 소스 및 상용
애플리케이션에 보안 기능
취약점이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 정보 유출 문제를 겪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분실하기
쉬운 기기에 비즈니스 크리티컬 정보의
저장과 관련된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95%의 새로 발견된 멜웨어
샘플과 42% 의 공격이 집중된
Windows OS 는 여전히 공격의 주
대상 플랫폼입니다.

2015년에 발견된 전체 공격 샘플의
29%가 두 차례 패치 되었던 2010
Stuxnet 감염

29%

벡터를 여전히 사용하였습니다.

부수적 피해가 발생한 해
데이터 유출은 더 이상 지불 카드 정보 입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정보의 입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안 연구를 음성화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
사이버 보안에 관한 다양한 규제 안은 합법적인 보안 연구를 한층 음성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안 연구를 막을 것이 아니라
장려해야 합니다.

일부분의 수정 방식에서 보다 효과적인 솔루션으로의 전환
2015 년에는 벤더들이 모든 종류의 공격을 방지하는 방어 수단의 개발에
치중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활동을 분리하려는 정치적인 압력
미국, 영국 등의 다수 입법자들은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권리와 정당한 법 절차가
축소되어야만 보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5 년의 보안 패치에 관하여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업계
2015 년에 가장 많이 악용된 취약점은 벤더가 두 차례나 보안 패치를
실시한 적이 있는 이미 5 년이 지난 취약점이자, 2014 년에 가장 많이
악용된 취약점이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직접 공격으로 활동을 전환한 공격자들
현재 애플리케이션은 공격자들이 민감한 기업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경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멀웨어의 수익 추구
ATM 관련 멀웨어가 더욱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범죄자들이 더 빠르게 많은
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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