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드프레스 기반 웹사이트 노리는 무작위 패스워드 입력 방식의 계정 탈취 공격 등장

워드프레스는(WordPress)는 웹 사이트 또는 블로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 비교적 사용법이 쉬워 웹 사이트 구축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가 낮아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

- 실제 2013년 4월 기준 전 세계 웹 사이트의 17.6%가 워드프레스 기반 웹 사이트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워드프레스 기반 웹사이트 확산과 맞물려 최근 해당 웹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에 

접근하기 위한 대규모 해킹 공격이 발생해 주의를 요하고 있는 상황

- 보안업체 호스트게이터(HostGator)와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에 따르면 

관리자 계정 ID가 ‘admin'인 워드프레스 기반 웹 사이트에 대해 패스워드 

탈취 공격이 발생

- 해당 공격은 암호 해독 공격의 일종으로 사전적인 단어들로 구성된 아이디와 

패스워드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사전 기반 

공격(Dictionary -Based Attack)' 방식으로 진행

- 해커들은 워드프레스 기반 웹사이트 관리자들이 대부분 자신의 계정을 ‘admin’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 해당 계정에 접근해 가능한 모든 값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패스워드를 탈취

- 예컨대 관리자 ID가 ‘admin', 패스워드가 ’1234‘인 워드프레스 기반 웹 사이트는 

해커들이 손쉽게 계정 권한을 획득

- ‘사전 기반 공격'은 ’브루트 포스 공격(Brute Force Attack)‘이라고도 불리며, 해킹

기법 중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편이나 보안 프로그램이 존재해도 일반 

사용자로 위장해 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공격 기법 중 하나로 평가

해당 공격은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9만 개의 IP가 사용되는

등 그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

- 클라우드플레어의 매튜 프린스(Matthew Prince) CEO는 현재 발생 중인 공격에 

약 10만 개의 해킹 봇(Hacking Bot)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

워드프레스 기반 홈페이지, 대규모 해킹 공격으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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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특정 유형의 웹 사이트에 치중한 공격이 아닌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

워드프레스 기반 웹 사이트는 이미 2012년에도 대규모 해킹 공격으로 대량의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가 노출

- 그러나 클라우드플레어는 2012년과 달리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격의 목적이 

단순히 암호 탈취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 향후,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활용하기 위해 관리자 권한을 얻어낸 웹 

사이트들의 서버 자원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보안 전문가, 철저한 계정 관리와 함께 인증 방식 강화 플러그인 설치 권고 

한편, 클라우드플레어와 호스트게이터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한 

계정 ID와 암호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

- 워드프레스를 개발한 매트 뮬렌웨그(Matt Mullenweg) 역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admin' 계정 대신 흔치 않은 관리자 ID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

- 또한 동일 IP에서 반복적인 로그인이 발생할 경우 해당 IP의 접근을 차단하는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설치한 것을 권고

그러나 IT 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다수의 IP가 해킹 공격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단순 플러그인 설치로는 계정 탈취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

- 따라서 웹 사이트 관리 상의 불편함이 더해지더라고 워드프레스가 제공하고 

있는 2단계 보안 인증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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