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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015년 9월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양측 정부 모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이버 지적 재산 절도를 수행하지도 또 고의적으로 지원하지도”1 않기로 합의했다. 일부는
이 합의가 미중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영한 반면, 회의론자들은 이 합의가
외교적인 형식상의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합의가 수년 간 지속되어 온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적 재산 절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2 3 이 합의 이래로, 이것이 중국의
사이버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수많은
논의와 추측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파이어아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우리는 13개의

iSIGHT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또는 중국

중국 기반 그룹이 미국, 유럽, 일본 기업의 네트워

의 국익을 지원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72개 그룹

크를 침해한 여러 사례를 보아왔다. 동일 기간 동

의 활동을 조사하였다. 우리는 거의 3년 반 전인

안 또 다른 중국 기반 그룹들이 러시아와 아태지

2013년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석을 토대로 아

역의 조직들을 표적으로 공격을 수행하였다. 그러

주 복잡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

나 2014년 중반 이래로 중국 기반 그룹이 미국 및

로 오바마-시진핑 합의가 있기 약 1년 이상 전부

기타 25개국의 조직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침해에

터 다양한 정치, 경제 및 기타 요소들로 인해 이미

성공한 사례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중국의 사이버 작전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중국에서 추진 중인

고 평가했다.

정치 및 군사 개혁, 중국 사이버 활동에 대한 광범
위한 노출 및 미국 정부의 유례 없는 대응과 시기
를 같이 한다.

1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9/25/fact-sheet-president-xi-jinpings-state-visit-united-states
2 http://www.cnn.com/2015/09/25/politics/us-china-cyber-theft-hack/
3 https://freedomhouse.org/blog/obama-xi-agreement-will-not-resolve-china-cybersecurity-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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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견

2015년 말부터 2016년 중반 사이, 13개의 중국 기반 추정 그룹이 미국, 유럽, 일본 기업의 네트워크를 침해

하였고 중국 인근 국가의 정부, 군사, 민간 조직을 표적으로 공격을 수행하였다.

2014년 중반 이래로, 우리는 미국 및 기타 25개국의 조직을 표적으로 한 중국 기반 그룹의 전반적인 침투 활

동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인 군사 개혁, 광범위하게 노출
되어 버린 중국의 사이버 활동, 미국 정부의 조치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2012년 말 정권을 잡은 이래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의 사이버 요소를 중앙집중화하고 사이버 작전을 보

다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사 개혁을 시행하였다.

최근 몇 년 간 대중에 공개된 여러 보고서는 중국의 사이버 활동을 노출시키고 중국의 경제 스파이 행위 가담
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였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공개적으로 맞설 수 있는 정
치적 지지를 얻게 되었을 것이다.

2014년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사이버 경제 스파이 행위에 가담했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유례 없는 조

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비록 많은 미국인들이 처음엔 이러한 조치가 사실 상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
만, 이 조치들이 중국 정부가 사이버 작전의 수행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중국 기반 그룹의 최근 행위에서 조직적인 변화의 증거를 찾아볼 수는 없었고, 전술 상의 변
화는 각 그룹의 미션 및 자원에 따라 또한 그 그룹의 사이버 작전이 얼마나 대중에 노출되었는가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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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이버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국의 국내 개혁
시진핑의 지도 아래 중국은 대통령 권한의 중앙집권화, 군의 역량에 대한 구조조정 개혁, 증가하
는 지역 안보 우려 등의 대대적인 변화를 거쳐왔다.4 시 주석의 절대적인 권력은 중국 인민해방군
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가능케 했다. 이 개혁은 중국의 합동 작전 수행 및 “정보화된”5 전쟁에서 승
리할 수 있는 역량을 증강하기 위해 육군보다는 사이버 및 해상 역량과 우주 자산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이래로 시진핑은 국가 자원을 사익을 위해 전용하는 정부 및

변화하는 중국: 시진핑의 군사 및
국내 개혁이 사이버 작전을 중앙집중화하다

군의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왔다.6

시진핑의 집권 하에서 중국군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 수행과 관련

대”에 대해 묘사7

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전략 및 컨셉들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

2013년 1월 22일

개혁은 사이버 활동과 관계된 군 및 정부 요소를 중앙집중화하고 강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연설에서 시진핑이 부정부패 척결 방안을 논의하던 중, “우리는 호

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개혁은 국가 자원의 불법적 사용을 단속
하는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과 결합되어 사이버 작전에 대한 더 정교
해진 접근방식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2013년 12월
인민해방군이 발간하는 Science of Military Strategy에서 “전문화된 엘리트 네트워크 부

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아야 한다. 고위 관료의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조사하고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건전한 경향 및 부정부패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8
2014년 2월 27일
시진핑이 중앙 인터넷 보안 및 정보화 추진 조직(Central Internet Security and Informatization Leading Group)을 발족하고 직접 지휘9
2014년 6월 26일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사이버공간 전략 인텔리전스 연구 센터(PLA Cyberspace Strategic
Intelligence Research Center)를 설립10
2015년 5월
중국의 국방부가 발간한 중국의 군사 전략에 사이버에 대한 논의가 포함: “사이버공간이 점점 더
군사 안보에서 중요해짐에 따라 중국은 대규모 사이버 위기를 방지하고 국가의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부대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이 사이버 부대의 사이버 상황 인식 역량, 사이버 디펜스 역량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중국의 노력
및 중국의 국제 사이버 공조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11
2015년 7월 6일
사이버 보안법 초안이 의견 수렴을 위해 제출 됨12
2015년 12월 31일
시진핑의 인민해방군 개혁으로 전략지원군(Strategic Support Force) 산하의 사이버 작전
이 군의 다른 부대와 같은 지위를 갖도록 격상됨13
2016년 3월 26일
시진핑이 중국사이버공간보안협회(Cyber Security Association of China)를 창립14
2016년 4월 21일
사이버 역량을 군사 작전에 보다 원활히 통합시키기 위해 시진핑이 합동군 사령부(Joint Force
Command)를 신설하고 직접 지휘15

사이버 작전에 미칠 기대 효과
•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정부 및 군의 요소가 이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례가 줄어들고 보다
조직화 될 것임
• 사이버 작전이 군사 활동에 의도적으로 통합될 것임
• 국가 자원의 불법적 및 무허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자원의 사용이 엄격히 통제될 것임
4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4-10-20/chinas-imperial-presidents
5 http://eng.mod.gov.cn/Press/2015-05/26/content_4586805.htm
6 http://www.globaltimes.cn/content/902639.shtml
7 http://www.cnas.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pdf/CNAS_WarringState_Chang_report_010615.pdf
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3/jan/22/xi-jinping-tigers-flies-corruption
9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chinese-president-takes-charge-of-new-cyber-effort/2014/02/27/a4bffaac-9fc9-11e3-b8d8-94577ff66b28_story.html
10 http://freebeacon.com/national-security/chinese-military-creates-high-level-cyber-intelligence-center/
11 https://news.usni.org/2015/05/26/document-chinas-military-strategy
12 http://www.jamestown.org/programs/chinabrief/single/?tx_ttnews%5Btt_news%5D=44924&cHash=db05078399a49339345c2957196d4073
13 http://blogs.cfr.org/cyber/2016/01/20/chinas-strategic-support-force-the-new-home-of-the-plas-cyber-operations/
14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tech/tech-news/China-launches-first-cybersecurity-organisation-Report/articleshow/51561355.cms
15 http://www.nytimes.com/2016/04/22/world/asia/china-xi-jinping-military-commander.html

특별 보고서 / 레드라인은 그어졌다: 중국,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재검토하다

5

중국의 안보 우려
중국은 역내에서 특히 대만, 일본 및 남중국해의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로부터 긴급한 안보 문제
를 직면하고 있다. 최근 대만의 선거에서 친독립 성향인 민진당이 선출된 점은 거의 확실히 중
국 정부의 우려를 촉발시켰을 것이다. “중국과 현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대만 대통령의 약속에
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민진당의 친독립적 성향을 중국의 영역주권과 미래 안보의 위협으로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게다가 일본이 특히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점점 더 적극적
으로 자국의 지역적 이권을 지키려고 함에 따라 일본이 중국을 훨씬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중국
의 영향력과 지역적 야심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의 영토분
쟁은 지난 수년 간 미국의 군사력을 행사 및 중국의 인공섬 건설 추진으로 인해 고조되어 왔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영토분쟁 지역인 동중국해의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 인근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17
2013년 12월 17일
일본이 새로운 안보 전략을 승인하고 국방 예산을 증액하자, “중국은 일본의 안보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상적인 해상 활동에 대한 일본의 비합리적인 비난과 중
국 위협에 대한 과장은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고 발언18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홍 레이
2014년 3월 31일
필리핀이 UN 상설 중재 재판소에 남중국해의 영역주권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며,19 “이는 정
당하게 우리 소유인 것을 방어하는 것이자 모든 국가의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또한 역
내 평화, 안보, 및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20 필리핀 외교부 장관 델 로사
리오는 “잘못된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멈추어서 양국과의 관계에 더 이상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21
외교부 대변인 홍 레이
2014년 8월 5일
아세안 지역 포럼 중 미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활동을 “동결”하도록 제안했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 22
2014년 9월 10일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묘사하며, “중국의 난사 군도의 섬과 암초에 대한 중국의 활동
은 완벽히 중국의 주권 내에 들어가는 행위이며 매우 정당한 것이다. 이는 이 도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업무 및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23
외교부 대변인 화 춘잉
2016년 1월 16일
대만의 선거 결과 친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집권하게 되자, “우리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민진
당을 대만독립이라는 꿈에서 깨워주길 바라며 대만과 본토의 평화로운 공동 발전에 기여해주
길 바란다.”24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즈에 게재된 사설
“세계에는 오직 단 하나의 중국이 있고 본토와 대만 모두 이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중국의 주권
과 영토 보전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대만 선거 결과가 이 근본적인 사실과 국제 사회의 합
의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25
중국 외교부 성명

16 http://bigstory.ap.org/article/7255da3434534074b870e8264fb7ac9e/pro-chinaparty-likely-lose-taiwans-election
17 http://www.bbc.com/news/world-asia-25062525
18 http://www.bbc.com/news/world-asia-25411653
19 http://www.bbc.com/news/world-asia-26781682

사이버 작전에 미칠 기대 효과

20 http://www.bbc.com/news/world-asia-26781682
21 http://www.bbc.com/news/world-asia-26781682

• 중국의 안보 이익을 지원하는 스파이 작전이 계속될 것
• 아시아 지역의 정부 및 군 요소들이 계속해서 표적이 될 것
• 지역의 안보 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시 군사적인 초점이 필요하게 되었고, 아마도 사이
버 작전에 의해 지원받게 될 것

22 http://thediplomat.com/2014/08/china-rejects-proposed-freeze-on-provocativesouth-china-sea-moves/
23 http://thediplomat.com/2014/09/why-is-china-building-islands-in-the-south-china-sea/
24 http://www.reuters.com/article/taiwan-election-idUSKCN0UV02I
25 http://www.reuters.com/article/taiwan-election-idUSKCN0UV0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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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중국: 2013년 보고서와 폭로가 정부 사이버 작전을 미국 안보 대화의 최우선순위로 올려놓다
중국 정부가 사이버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함에 따라

고서들은 중국 사이버 작전의 툴, 전술 및 표적을 상세하게 묘사하였고 중국

미국 정부와 국방 관료들은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관련해 효과적으

의 대규모 사이버 스파이 행위에 대해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을 뒷받침해

26

로 중국에 맞설 방안을 고심해 왔다.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은 이미 수

주는 기본적인 증거를 제공해주었다.

년 간 관료들의 논의 대상이었지만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3년 초 언론사를 표적으로 한 침해 사건들에 대해 많은 사실이

중국 정부는 이 보고들에 대해 격분하여 부정했지만 미국 정부 관료들은 이

공개되고 파이어아이의 APT1 보고서 및 광범위한 기업 지적 재산 절도를

조사 결과들이 “본질적으로 정확하고” “상당 기간 동안 목격해 온 활동의 종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의 소행으로 보는 보고 등이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중

류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묘사했다.28 29 중국 사이버 작전에 의해 제기되는

국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대중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아마도 미국

위협은 수많은 미국 지도자 및 연방 기관의 연설, 선명, 보고서의 주요 주제

정부는 이로 인해 중국 정부와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게 되었을

가 되었다. 2013년 5월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는 미

것이다. 하지만 이 모멘텀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사이버 활동을 폭로

국 기업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중국에 대한

함에 따라 금방 사라지고 만다.

직접적 비난이 포함되어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한 달 후 예정되어 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다.30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벌

2013년 1월 뉴욕 타임즈는 중국군의 소행으로 보이는 뉴욕 타임즈 기자들을

어진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사이버 활동에 대한 폭로는 대중의 관심을 미

표적으로 한 네트워크 침해의 세부사항을 공개한다.27 수 주 후 파이어아이

국의 비밀 작전으로 옮겨갔고 미국이 경제 스파이 활동과 관련해 중국을 비

는 수년 간의 기업 지적 재산 절도의 범인을 인민해방군 61398부대로 지목

난하기 위해 가졌던 모멘텀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31

하는 APT1 보고서를 발표한다. APT1 보고서와 잇달아 나온 여러 폭로 보

“이 보고서는 정보 위원회가 상당 기간 목격해온 활동의

“이 보고서의 결과는 ‘본질적으로 정확’하다”

종류와 완전히 일치한다”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
하원의원 마이크 로저스

상원 특별 정보위원회 위원장

하원 상설 특별 정보위원회 위원장

2013년 3월 1일

2013년 2월 18일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미국
APT1 보고서 발표

2013년 2월 18일

국방부의 연례 보고서에서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첩

미국 정부 및 민간 네트워크

보 작전에 대한 정보를 포함

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수행

한 문서들을 유출

한 사실에 대해 중국 정부와
군을 비난

2013년 5월 20일

미-중 정상 회담

2013년 6월 8일

2013년 5월 6일
“예비적인 결과를 기반으로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어떤 근거 없는 비난과

“스노든의 폭로는 사이버 공간, 특히 미국이 수행하는 사

무책임하고 전문가답지 못하다”

추측도 단호히 반대한다.”

이버 공격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고 이는 아마도 미국의

홍 레이

화 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

2013년 2월 18일

2013년 5월 7일

전통적인 군사력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일 것이다. 이 무
기는 미국의 위선과 오만에 대한 증거이다”
중국의 관영 시문인 글로벌 타임즈에 게재된 사설
2014년 5월 19일

26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china-cyber-idUSTRE7934L220111004
27 http://www.nytimes.com/2013/01/31/technology/chinese-hackers-infiltrate-new-york-times-computers.html?_r=0
28 https://www.technologyreview.com/s/511981/unmasked-but-unfazed-chinese-hacking-group-is-still-active/
29 http://www.nytimes.com/2013/02/19/technology/chinas-army-is-seen-as-tied-to-hacking-against-us.html
30 http://www.bbc.com/news/world-asia-china-22798572
31 http://www.bbc.com/news/world-asia-china-2279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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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제재: 미국, 중국 경제 스파이 행위에 맞서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하다
2014년 미국 정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장교 5명을 기소하고 제재의 가

게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사법부는 8월에 또 한 명의 중국 시민

능성을 제기하는 것 등 중국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인 수 빈을 미국 방위 산업체들을 표적으로 한 사이버 경제 스파이 작전을 조

유례 없는 조치들은 비록 미국 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중국에

직한 혐의로 기소한다.34 35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

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듯 같다.

교 정책, 경제 또는 금융 안정에 상당한 위협”을 제기하는 사이버 활동에 관
계된 개인 및 조직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승인한다.36 그 해 말 여러 뉴

2014년 5월, 미국 법무부는 인민해방군 소속 장교 5명을 기소했고 이는 국

스 보도에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유례 없는 경제 제재

정부가 외국 정부 관료를 상업적 사이버 스파이 행위와 관련한 범죄로 기소

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등장한다.37

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32 33 비록 중국은 이 행보가 중-미 공조를 위태롭

32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02304422704579571604060696532
33 http://www.nytimes.com/2014/05/20/us/us-to-charge-chinese-workers-with-cyberspying.html
34 http://www.nytimes.com/2014/05/20/us/us-to-charge-chinese-workers-with-cyberspying.html
35 https://www.fbi.gov/losangeles/press-releases/2014/los-angeles-grand-jury-indicts-chinese-national-in-computer-hacking-scheme-allegedly-involving-theft-of-trade-secrets
36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4/01/executive-order-blocking-property-certain-persons-engaging-significant-m
37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administration-developing-sanctions-against-china-over-cyberespionage/2015/08/30/9b2910aa-480b-11e5-8ab4-c73967a143d3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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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중국의 경제 스파이 행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치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미 법무부가 보잉의

정책 및 경제에 위협을

C-17 및 록히드마틴의

제기하는 상당히 악의적

미국 정부가 사이버 경

미국 법무부가 북한 인민

F-22, F-35와 관련된

인 사이버 활동에 가담

제 스파이 행위로 인해 중

해방군 소속 장교 5명을

기술 정보를 빼내려 한 혐

한 개인의 재산을 동결하

국에 대한 제재를 고려

중국의 경제 스파이 행위

의로 중국인 사업가 수빈

도록 허용하는 행정 명령

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언

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

을 기소

이 발효

론 보도

2014년 5월 19일

2014년 8월 18일

2015년 4월 1일

2015년 9월 17일

“이번 사건은 중국군 소

“이 유죄 인정은 미국과

“오늘 우리는 미국의 중

“우리는 중국에게 이는 단

속의 인물들이 경제 스파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절

요한 인프라를 공격하거

순히 살짝 화가 날 정도의

이 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도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나, 미국의 컴퓨터 네트워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종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

크를 파괴 또는 하이재킹

않을 경우 양자 관계에 상

류의 해킹과 관련해 국가

를 전달한다. 우리는 이런

하거나, 이윤을 위해 미

당한 부담을 가할 수 있는

공격자를 상대로 한 최초

범죄자들을 찾아낼 능력

국 기업이나 미국 시민의

사안이라는 메시지를 보

의 기소라는 의미를 가진

이 있으며 반드시 찾아낼

개인 정보를 훔침으로써

낼 수많은 조치를 준비하

다. 이 사례에서 도난 당

것이고 그들이 법의 심판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상

고 있다”

한 기업 비밀과 기타 민감

을 받게 할 것이다.”

당한 위협을 가하는 이들

한 비즈니스 정보들은 상
당한 범위에 이르며 이는

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
존 P 칼린 법무 차관보

적극적인 대응을 요하는

수 빈의 유죄 인정 답변에 대한 코

일이다. 우리 행정부는 미

멘트 중

국 기업을 불법적으로 망

2016년 3월 23일

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의 방미 일주일 전 미국 기업
가들과의 분기 라운드테이블 연설 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 명령 발표 중

가뜨리고 자유 시장 경제
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려
고 한다면 어떤 국가의 어
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 장관
인민해방군 장교 5명 기소 발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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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이버 작전에서
관찰되는 변화들
계속되는 네트워크 침해; 2014년 중반 중국 기반
추정 그룹에 의한 전반적인 활동의 감소
우리는 중국 기반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에 의한 네트워크 침해 사건
이 약 3년 반 전인 2013년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우리의 데이터는 우리가 확보한 가시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 이 가시성은 우리에게 폭넓고 깊이 있는 조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출처(맨디언트 서비스, FaaS, 파이어아이 DTI(Dynamic
Threat Intelligence) 데이터)의 정보를 결합한 결과이다. 이 가시

성은 고객 베이스에 따라 지역 별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중
국 사이버 활동에 대해 타당한 그림을 제공해준다고 믿는다.

월별로 본 중국 기반 추정 그룹 72개에 의해 수행된 네트워크 침해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4년 중반부터 이러한 활동
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동안 우리는 중국 기반 추정 그룹
72개에 의해 수행된 262건의 네트워크 침해를 찾아냈다. (이 때 네

트워크 침해의 정의는 피해 네트워크에 대한 원격 접근의 성공으로
한다.) 데이터 분석 결과 우리는 2014년 중반 이래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중국 기반 침투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음
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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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반’에 대한 근거
사이버 활동이 수행된 지리적인 위치를 밝히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다.
대부분 결정적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
하게 다양한 조각의 증거들을 오랫동안 충분히 모은다. 우리가 구체적
인 활동에게 대해 더 많이 밝혀냄에 따라 필연적으로 우리는 종종 이

총 침해 건수
미국 조직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건수

런 활동들 사이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연결고리들을 찾아내게 되고 이
전에는 서로 다른 그룹이라고 생각했던 두 그룹 뒤에 동일한 공격자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그룹의 위치나 잠재적 후원자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
들은 아래를 포함하지만 아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국가의 조직을
공격한 건수

• 작전: 작전의 범위/규모 및 정교함(예를 들어, 적용성, 잠복성, 지
능형 툴 및 익스플로잇에 대한 접근)의 수준. 어떤 종류의 그룹이

총 262건의 침해 중 182건은 미국 조직의 네트워크를 공격했고 80건은

이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자원(인력, 자금, 시간)을 가지고 있을까?

미국 외 국가의 조직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다. 여기에는 중국 기반 추정

• TTP(전술, 기법, 절차): 일반적이고 대중적으로 입수 가능하거나

그룹이 비상장 중국계 대기업의 정보를 유출해 간 사례도 포함된다. 이러

널리 알려진 툴과 방법론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독창적이고 새롭

한 침해는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의 총 25개국에 영

거나 전형적으로 보아오던 것이 아닌 TTP를 사용하는가? TTP는

향을 미쳤다. 아래는 피해를 입은 나라들의 구체적인 리스트로 침해사고의

어떤 그룹을 다른 그룹과 구분되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잠재적으

빈도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로 우리가 이질적인 사건들을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지문”
의 역할을 한다.

영국

브라질

일본

중국

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이집트

르다. 한편에는 사용하는 툴 및 작전을 숨기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스위스

프랑스

않으면서 성공 여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무능력에

독일

홍콩

네덜란드

이스라엘

인도

한국

존재에 대한 증거를 가능한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

호주

노르웨이

는 공격자들이 있다. 그러나 가장 신중한 공격자도 주요 세부사항을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웨덴

튀니지

대만
비록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중국 기반 추정 그룹들이 미국, 유럽 및

• 작전의 세부사항: 이 그룹들의 잠복성 및 익명성의 수준은 각기 다

의존하는 공격자들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악의성을 숨기고 그들의

노출시킬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른다. 악성코드 내의 언어 설정, 작전
에 소요된 시간, 바이너리 내의 빌드 경로, 또는 특정한 지리적 장소
의 인프라나 서비스의 사용과 같은 단서들은 특정 지역을 가리킬 수
있다. 이런 지표들이 “가짜 깃발(위장)”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

일본 기업의 네트워크를 침해하고 중국 인근 국가의 조직을 표적으로 하는

용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실수는 종종 이런 작전을 노출시키는

공격이 있어왔지만 우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중반, 즉 시진핑-오

이상(anomaly) 현상을 일으키곤 한다. 이러한 지표가 다른 종류의

바마의 합의가 있기 1년 반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침해의 전반적인 감

증거와 결합되면 공격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소세를 볼 수 있었다. 이후 시 주석의 2015년 9월 방미를 앞두고 아마도

• 동기: 우리는 개인, 조직, 또는 표적이 되는 데이터 및 피해자와의 커

회담 기간 동안 부정적 언론 보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감소하였는데, 이 역시 이미 진행 중이던 네트워크 침입 감소 추세의 중간

뮤니케이션 상에서 드러나는 주제(스피어 피싱 메시지, 첨부파일 컨
텐츠, 공격에 이용되는 웹 사이트) 등을 기반으로 동기를 파악한다.

에 일어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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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상 중국 기반 추정 공격, 2015년 말-2016년 중반:
앞서 말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반 공격 그룹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우리는 중국 기반 추정 그룹들이
미국, 유럽, 일본의 기업 네트워크를 침해하는 것을 목격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 인근 국가의 정부, 군사, 및 민간 조직들을 표적으로 하는 것도 보았다.

3개의 그룹이 미국, 유럽 및 아시아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제조업 및 반도체 생산에 이용되

는 화학 성분 제조업에 관련된 4개 기업의 네트워크를 침해했다. 우리는 이 사례 중 어느
2016년 4월~5월

것에서도 데이터 유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2012년에 이 그룹 중 한 그룹
이 한 반도체 회사를 침해하고 R&D 업무에 관계된 한 주요 개인의 컴퓨터를 표적으로 삼
았던 공격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중국 기반 그룹들도 가장 최신 건인 2015년 7월 공격을
포함해 과거에 여러 차례 반도체 기업들을 침해하고 데이터를 유출해 갔다.

2016년 4월~5월

2016년 3월~5월

2015년 8월~2016년 3월

2016년 3월

네트워크를 침해한 후, 이 그룹은 네트워크 내부에서 이동하며 인증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하이테크 기업의 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하였다.

미국의 군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 공격에서, 한 그룹이
미국 정부 서비스 외주업체의 웹 서버에 백도어를 설치하고 인증정보를 수집하였다

미국 하이테크 기업의 네트워크를 침해한 후, 데이터를 환경 밖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RAR 파일에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한 그룹이 미국 의료 조직을 침해하고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백도어를
설치하였다.
2012년 12월 한 그룹이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의 네트워크를 참해했다. 2014년 이 그룹

은 이 네트워크로 다시 돌아와 내비게이션 프로젝트에 관한 데이터를 팩키징하였는데, 이
2012년 12월~2016년 3월

는 이 데이터를 네트워크에서 삭제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인다. 동일한 그룹이 2016
년 초에 또 다시 돌아와 동일 프로젝트와 관련된 파일들을 살펴보았지만 어떤 데이터도
네트워크 밖으로 이동시키지는 않았다.

2015년 10월~2016년 2월

2016년 1월

2015년 10월~11월

2016년 초, 한 그룹이 유럽계 컨설팅 회사의 네트워크에서 파일들을 이동시킬 준비를

했다. 이 파일들은 미국 군사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 그룹이 유럽계 물류 회사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사용자 인증정보를 수집하였다.

한 그룹이 주요 언론사의 네트워크를 침해한 후 사용자 인증정보를 유출해 갔는데 이는
추후에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한 그룹이 미국 우주항공 기업에 백도어를 설치하고 네트워크 정찰을 수행하고 사용자

2015년 9월~10월

인증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추후 활동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그룹
이 네트워크 밖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것은 관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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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6년 아시아 지역 스피어피싱 활동은 안보 우려를 반영
앞서 기술한 네트워크 침해 사례 이외에도 우리의 조사는 중국 기반 추정

밀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유사하다. 공격의 표적 및 유출해 간 데이터의

그룹이 중국 인근 국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정부 및 민간 조직에 스피어피싱

종류를 보면 우리는 보통 전통적인 스파이 행위를 기업 지적 재산 절도와 구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 중

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룹이 내비게이션 기술 같이 군사적, 안

인 외교적 긴장 국면 속에서 주로 정치 및 안보적 동기를 가지고 수행된 전통

보적, 경제적인 목적으로 다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표적으로 삼고 유출하

적인 스파이행위로 보인다.

는 것 또한 종종 목격한다.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스파이 행위와 국가
의 안보를 위한 스파이 행위 사이의 이 애매한 영역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결

우리가 APT30이라고 부르는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룹에 대해

국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가시성 없이는 스파이 행위의 특성을 명확

우리가 작성한 프로필에서 보여지는 바를 포함해 우리는 중국 기반 그룹들이

하게 구분 짓기는 어렵다.

이 지역에서 10년 이상 동안 스파이 활동을 수행해왔다는 강력한 단서들을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목적의 스파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사

아래 지도에는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안보적 표적에 대한 중국 기반 그룹의

이버 작전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사이버 수단을 이용해 국가적 기

관심을 보여주는 2015년 및 2016년의 사례가 나와있다.
러시아

2015년 중반-말
러시아의 여러 방위 산업체 및 에너지
부문의 엔지니어링 기업에 대한 스피
어피싱 공격

몽골

2015년 말
몽골 정부 표적에 대한 스피어피싱 공격

한국

2015년 12월
한국의 IT 서비스 업체에 대한 스피어피싱 공격
일본

2016년 3월
일본 정부 및 민간 부문에 대한 스피어피싱 공격
대만

2015년 12월 & 2016년 2월
대만 언론사, 정부 기관, 민간 조직에 대한
베트남

스피어피싱 공격

2015년 12월

홍콩

베트남 정부 및 민간 조직

2016년 2월

에 대한 스피어피싱 공격

홍콩 내 중국 반체제 인사에 대한 스피어피싱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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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돌기둥의 신화
일부는 공격을 개선하는 반면 일부는 원래 공격을 그대로 진행
우리는 비록 각 그룹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지시 및 지원의 정도가 얼마나

중국 기반 공격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러 그룹들이 여전히 적극적

일관성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풀지 못했지만, 우리가 관찰해 온 72개

으로 네트워크 침투를 수행해오고 있고 또 다른 그룹들은 미래의 네트워크

그룹이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또는 중국의 이익을 지원한다고 믿을 만

침투 작전을 위해 인프라로 사용될 서버에 대한 침해를 계속해오고 있다. 우

한 강력한 단서를 가지고 있다. 종종 큰 돌기둥과 같은 단일체로 되어 있으며

리는 우리가 추적하는 그룹에서 몇몇 전술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지만 이 그

엄격하게 정부의 지시를 따른다고 묘사되곤 하는 중국의 상황은 다양한 정

룹들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조직화된 광범위한 변화의 증거는 찾아볼 수

부 그룹, 군사 그룹, 계약업체, 애국적인 해커, 심지어 범죄적인 요소까지 포

없었다. 작전 상의 변화는 개별 그룹의 구체적인 상황, 자원 및 필요사항에

함하는 다양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종 두 종류의 그룹 사이의 공통된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관심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정부의 후원을 받는 활동과 독립적인 활동 사이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는 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토 분쟁
과정에서 애국적인 해커들이 정부 해커들의 공격과 구분하기 어려운 표적 공
격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특정 공격이 어느 정도로 중국
정부에 의해 지시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종종 어려워진다.

• 2014년 중반부터 2016년 6월까지 한 그룹은 독일, 일본, 미국의 화학 회
사들을 침해하기 위해 사용한 툴과 인프라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 그룹은 다양한 산업의 기업을 침해하기 위
해 동일한 툴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2014년 말 이 그룹이 가장 흔히 사
용하는 툴에 대해 공개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이로 인해 이 그룹은 탐

우리가 추적하는 그룹들 사이에서 최근 몇 년 간 관찰되어 온 다양한 변화

지 방지 기법이 포함된 대체 툴을 개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그

(혹은 변화의 부재)는 그들이 받는 정부 지시 및 후원의 범위를 보여준다고

룹이 여러 대체 툴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일부 노출된 툴도 사

할 수 있다. 이 보고서가 정치, 경제 및 기타 요소들이 중국 사이버 활동 전

용하고 있다.

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특정 요인(중국 정부의 사

• 2014년 미국의 많은 조직을 침해한 그룹은 이제 미국의 조직을 대상으로

이버 부대 구조조정 등)에 대한 반응으로 각 그룹이 얼마나 활동에 변화를

하는 공격은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 위치한 서버들

주는가는 그 그룹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

은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다른 공격의 인프라로 사용하

라 달라질 것이다.

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2015년과 2016년 3월 사이 이 그룹은 대만, 인
도, 일본의 조직들을 침해하였다.

결론
2013년 우리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폭로하는 APT1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이는 마치 글로벌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자원이 풍부한 끈질

긴 군사 작전을 막으려는 무모한 시도처럼 보였다.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위협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훨씬 집중적이고 계산적으로 변했으며 여전히 기
업 네트워크 침해에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는 시진핑-오바마 합의를 분수령의 순간으로 보기 보다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극적인 변화의 한 지점이라고 결론짓고 싶다. 우리는 우리가 중국 기반 그룹들 중에서 관찰해 온 변화를 일으킨 요인이 시진핑 주석의 군사 및 정치 개혁, 중국
의 사이버 작전에 대한 광범위한 노출 및 점점 증가되는 미국 정부로부터의 압력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공격자가 중국만은 아니다: 우리는 국가 후원을 받거나 혹은 다른 경로로 자원이 풍부한 다양한 그룹들이 기업 및 정부 네트워크를 표
적으로 하는 공격을 더욱 발전시키고 연마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중국 발 공격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더욱 다양한 범죄 및 국가 공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별 보고서 / 레드라인은 그어졌다: 중국,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재검토하다

15

이 보고서 및 다른 FireEye iSIGHT 보고서를 다운로드하길 원하시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fireeye.com/reports.html

FireEye 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20층
02.2092.6580 / korea.info@fireeye.com
www.fireeye.kr
© 2016 FireEye, Inc. 저작권 소유.
FireEye는 FireEy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브랜드, 제품 또는 서비스 명칭은
각 소유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