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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냉전으로 치닫게 되면서 강대국은 핵무기로 무장을 시작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핵 전쟁이 될 것이며, 이후 세계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 예견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러 세상은 크게 바뀌었고, 현재 시점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미 사이버 세상에서는 국가 단위의 해킹 그룹이 상대 국가에 대한 해킹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어 진격하기에 앞서 러시아 해킹 그룹은 국경 대신 네트워크를 넘고, 탱크 

대신에 악성코드를 보내며 물리적인 침공에 앞서 우크라이나의 사이버공간에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처럼 현대 전쟁은 물리적 공간만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공격, 심리전 등을 동원한 

하이브리드전(戰)의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는, 전쟁 

당사자인 양국뿐만 아니라 양국을 옹호하는 해커집단들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전쟁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양상을 보여 줬다.

사이버보안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립 등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 정책이 담겨 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이버보안이 핵심 의제로 등장하여, 양국은 국제 사이버보안 정책에 관한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는 등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군인이 국토를 지키 듯, 대한민국의 민·관·군 사이버보안 인력들은 현재도 총성 없는 전쟁을 

수행 중에 있다. 정부의 사이버보안 강화 기조가, 이러한 사이버보안 인력들에게 더욱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 본 보고서에 사용되는 통계데이터는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에서 SIEM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표 2-1]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Summary

월간 핫이슈▶

 · 2022년 6월 전체 공격 건수는 전월 대비 약 1.2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은 

전월 대비 약 1,300건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공격이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확인 된다.

 · 보안 관리자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최신 버전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적절한 문자열 필터링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

 · 2022년 6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중국과 인도, 브라질, 대만, 영국, 독일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미국과 대한민국, 러시아, 이집트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월간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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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 금월 이글루코퍼레이션 통합보안관제센터(I2SOC)에서 탐지 및 침해대응 보고서 발송된 취약점 이벤트 Top 10 및 비율

2022년 6월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전체 공격 합계가 전월 대비 약 1.2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각각의 공격 패턴 건수 또한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1,300건 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공격 

건수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1,000건 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Command 

Injection(NVMS-9000 DVR Vulnerability) 

공격 건수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월간 공격 유형01.

2022년 6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Method(Connect) 과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증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Command 

Injection(NVMS-9000 DVR Vulnerability)  공격이 전월 대비 900건 가량 대폭 증가하였다.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02.

[표1-2]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표1-1] 월간 공격 유형

월간 보안위협동향 및 분석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는 사이버 위협을 예측하기 위해 월간 공격 유형, 취약점 별 공격 건수와 비율, 공격 출발지 국가 

및 IP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패턴

탐지 명

Total Threats In SOC

건수

건수순위

비율(%)

비율(%)

등락

등락

웹 취약점 (Web Vulnerability)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Command Injection (NVMS-9000 DVR Vulnerability)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GPON Router Vulnerability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Method (Connect)

Web Vulnerability Scanner (Zgrab)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정보수집 (Information Gathering)

악성코드 (Malware)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시스템 취약점 (System Vulnerability)

비인가접근 (Unauthorized access)

정보노출 (Information Exposure)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총 합계

총 합계

6,753

3,935

815

1,272

750

1,243

692

437

1,126

545

433

1

5

2

6

3

7

9

4

8

10

2,179

203

37

5,799

877

49

25

15,922

11,248

42.4

24.7

5.1

8.0

4.7

7.8

4.3

2.7

7.1

3.4

2.7

13.7

1.3

0.2

36.4

5.5

0.3

0.2

100

70.6

-

-

▲2

▲6

NEW

▼1

▼1

-

▼1

▼4

NEW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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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중국과 인도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미국과 대한민국, 

러시아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공격 비율 합이 전체 대비 약 45%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해당 출발지 IP 의 유해성은 IGLOO_CTI, OSINT 정보 등 에서 확인한 결과이다.

* 하기 표를 참고하여 방화벽 혹은 타 보안 장비에서 차단을 권장한다.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월간 위협 IP 주소 TOP 1003.

위협 IP 공격정보

Total Countries

국가순위 IGLOO_CTI

195.3.221.30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192.64.113.244
Fortinet FortiOS Directory Traversal

(CVE-2018-13379)

45.134.144.140

143.244.35.193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45.9.20.101

213.226.123.30 Application Vulnerability (PHPUnit)

Directory Traversal

Fortinet FortiOS Directory 
Traversal(CVE-2018-13379)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164.90.204.15 Method (Connect)

49.143.32.6

3.21.162.140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109.237.103.9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PL

US

US

US

RU

RU

NL

KR

US

GB

1

5

2

6

3

7

9

4

8

10

8/106

12/106

19/106

7/106

7/106

10/106

1/106

16/106

1/106

12/106

▶ 금월 공격 IP, 국가 순위 상세 Top 10 표 및 비율

33.8%

러시아

인도

대한민국

미국

중국

5.1%

8.8%

11.5%

40.8%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04.

[표 1-4]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상세 분석

6월에 발생한 취약점 패턴 중 TOP 10을 중심으로 공격패턴에 따른 상세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각 탐지 패턴 별 상세분석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시스템의 취약점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상세 분석 결과

ThinkPHP의 취약한 문자 필터링으로 인해 부적절한 컨트롤러 클래스가 호출되어 
원격 코드 실행 공격이 가능한 취약점입니다. \think\* 클래스를 호출하여 취약한 
객체를 통해 공격자는 임의의 PHP코드 및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S h e n z h e n  T V T  사 의  N V M S - 9 0 0 0  DV R  장 비 의  다 중  취 약 점 이 
탐지되었습니다.공격자는 해당 DVR 장비의 기본 계정정보를 하드코딩하여 
인증 후, BOF(Buffer OverFlow), XML 패킷을 이용한 RCE(Remote Code 
Execution) 공격이 가능합니다.

NetGear DGN 시리즈 라우터 내 웹서버가 일부 URL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취약점으로, "setup.cgi" 스크립트의 "syscmd"기능을 활용하여 임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Connect Method를 이용하여 HTTP TLS(Transport Layer Security) 터널링을 
통해 내부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Connect Method를 사용하며,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공격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HTTP 요청을 처리할 때 사용자가 제공한 입력의 유효성 검사가 불충분하여 원격 
공격자가 웹 인터페이스의 \'shell\' 파일을 이용하여 쿼리 문자열에서 임의의 
시스템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공격자는 시스템의 정보 획득을 위해 Directory Traversal 취약점 등을 이용하여 
/etc/passwd나 *.conf /.env와 같이 계정, 환경변수 등 설정 정보가 담긴 주요 
시스템 파일에 접근을 시도한다.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은 웹서버의 설정페이지 또는 허용 메소드, 
비허가된 웹페이지 또는 비허가 포트 등 취약점한 부분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워드프레스 로그인 페이지인 wp-login.php, wp-admin.php, wp-config.php 
등 민감한 샘플페이지로 접근하는 이벤트로 주로 페이지의 존재 유무 확인을 위한 
접근이다.

phpMyAdmin은 MySQL을 웹서버에서 관리할 목적으로 PHP로 작성한 오픈 소스 도구이며, 
My-SQL서버를 대상으로 취약점을 찾고 데이터베이스를생성/삭제, 테이블 생성/삭제, 필드 
생성/삭제, SQL 문장실행, 권한 관리 기능실행이 가능한 공격입니다. 해당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phpMyAdmin의 script/setup.php파일에 `?` 인자를 이용하여 임의의 함수를 삽입하여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Dasan GPON 가정용 라우터에서 발견된 취약점으로 ?images라는 문자열을 
기기의 URL에 입력함으로써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공격 패턴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Command Injection
(NVMS-9000 DVR Vulnerability)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Method
(Connect)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Web Vulnerability Scanner
(Zgrab)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GPON Router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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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2022년 5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31,364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정보는 

382,194건 수집되었다.

수집 대상별 순서는[해외-Malware(333,234건)], [해외-Phishing(42,854건)], [국내 (31,364건)] 으로 

집계되고 있다. 

침해지표(IOC)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격을 탐지했을 때 공격자를 신속하게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외 기업·기관에서 수집한 보안 위협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고객을 노리는 보안 위협에 맞서 공격의 맥락과 목적 

등을 간파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집한 위협 정보 중 고객사와 연관이 있는 상세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그림1-1] 최근 3개월 국내외 위협 정보 수집 건수

* 상세한 정보는 IGLOO CTI(Cyber threat intelligen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1-2] 위협 IP 국가 현황 [그림1-3] IoC별 수집 현황

월간 사이버위협탐지정책 통계▶

2022년 5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13건 이다. 

5월 한달 동안 WolfRAT Malware, MS사의 MSDT(CVE-2022-30190)에 대한 탐지 정책이 배포 되었다.

탐지 정책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사이버 공격을 신속히 식별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기관에서 수집 또는 자체 제작한 사이버 

위협탐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사이버 공격을 효율적으로 탐지, 대응하고 보안관제 센터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Snort Rule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탐지 패턴을 보유한 Security Device에 적용 함으로써  

조직의 보안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표 1-5] 월간 주요 사이버위협 탐지정책

[그림 1-4] 최근 3개월 공유 건수 [그림 1-5] 월간 공유 건수

탐지 정책 설명Code 태그

IGRSS.8.05794

alert tcp $HOME_NET any -> $EXTERNAL_NET $HTTP_PORTS 
(msg:"IGRSS.8.05794 Malware, WolfRAT ,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Filesend/
delete_file"; fast_pattern:only; http_uri; content:"user_id"; nocase; 
http_client_body; content:"token"; nocase; http_client_body; 
content:"eyJhbGciOiJSUzI1NiJ9"; nocase; http_client_body; 
sid:805794;)

WolfRAT Malware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Malware,

WolfRAT 

IGRSS.2.05795

alert tcp $EXTERNAL_NET $FILE_DATA_PORTS -> $HOME_
NET any (msg:"IGRSS.2.05795 MS, MSDT, CVE-2022-30190,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client,established; file_
data; content:"ms-msdt|3A|"; fast_pattern; nocase; content:"id"; 
distance:0; nocase; pcre:"/ms-msdt\x3a.*?([\x2f\x2d]?id\
s*PCWDiagnostic|IT_BrowseForFile)/is"; sid:205795;)

MS MSDT의

CVE-2022-30190 취약점을 

악용한 사용자 권한획득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MS, MSDT,

CVE-2022-30190

IGRSS.2.05804

alert tcp $EXTERNAL_NET any -> $SMTP_SERVERS 25 
(msg:"IGRSS.2.05804 MS, MSDT, CVE-2022-30190,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file_data; content:"ms-msdt|3A|"; fast_pattern; nocase; 
content:"id"; distance:0; nocase; pcre:"/href\s*=\s*[\x22\
x27]?\s*ms-msdt\x3a/i"; sid:205804;)

MS MSDT의

CVE-2022-30190취약점을 

악용한 사용자 권한획득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MS, MSDT,

CVE-2022-30190

IGRSS.8.05805

alert tcp $HOME_NET any -> $EXTERNAL_NET $HTTP_PORTS 
(msg:"IGRSS.8.05805 Malware, WolfRAT ,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Authen/verify_
token"; fast_pattern:only; http_uri; content:"user_id"; nocase; 
http_cl ient_body; content:"token"; nocase; http_cl ient_body; 
content:"eyJhbGciOiJSUzI1NiJ9"; nocase; http_client_body; sid:805805;)

WolfRAT Malware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Malware,

Wolf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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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코인러 두 번 울리나요’… ‘잃은 코인 찾기’ 파일 가장한 악성코드 주의보▶

 ·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분실 코인 찾기 도움말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메일을 통해 ‘코인분실자료.zip’이라는 압축 파일을 유포하고 있었음. 

 · 이 압축 파일은 ‘잃은 코인 찾기.rar’라는 압축 파일과 ‘코인분실신고.docx’라는 제목의 문서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잃은 코인 찾기.rar’의 압축을 해제하면 ‘lost.chm’이라는 윈도우 도움말 문서가 나옴. 이를 열면 
가상자산 해킹 관련 소송 사례 기사가 나타나면서 사용자 몰래 악성코드가 실행되게 됨. 이 악성코드는 특정 링크에 
접속해 추가 악성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안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와 실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OS), 인터넷 브라우저에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할 것을 당부함. 

‘NFT 놓치지 않을 거예요’… NFT 관련 사이버 공격 증가 ▶

 · 최근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NFT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발생한 ‘사이버펑크 에입(Cyberpunk Ape)’ 사기극이 대표적임. 

 · 공격자들은 스스로를 NFT 프로젝트인 사이버펑크 에입(Cyberpunk Ape)의 운영진 인양 가장하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글을 올렸음. 이들은 “새로운 NFT 캐릭터를 만들어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캐릭터를 만드는 데 참여하면 매일 350달러를 지급하겠다”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링크를 하나 걸어 두었음. 

 · 피해자가 이 링크를 클릭하면 한 사이트로 접속이 되면서 NFT 아트로 가장한 여러 이미지들이 다운로드되는데, 이 
이미지 중 하나는 정보 탈취 기능이 있는 실행 파일임. 공격자는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획득해 또 다른 
피싱 메일을 보내고 있었음. 

 · 보안 업체 멀웨어바이츠(Malwarebytes)는 “현재는 이와 같이 NFT 산업 종사자들이 주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NFT를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의 범위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함. 

‘미안해, 나 사실은 북한 해커야’… 미국 정보 당국, 악의적 활동 위해 국적 숨기고 
취업한 북한 IT 인력 주의보

▶

 · 고도로 숙련된 북한 IT 개발자들이 정권의 지시에 따라 국적을 숨기고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남.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 IT 개발자를 고용할 경우, 회사의 데이터 및 자산 도난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음. 

 · 5월 18일 더해커뉴스를 비롯한 사이버 보안 전문 외신들은 지난 16일 미국 국무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IT 인력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의 공동 권고문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보도함. 

 · 권고문에 따르면 이러한 북한 IT 개발자들은 신원과 위치 등을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한국 시민 인양 위장하여 미국 
기업에 잠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북한 IT 근로자들이 참여한 영역 중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암호화 플랫폼, 
그래픽 애니메이션, 온라인 도박, 모바일 게임, 데이팅 서비스, 인공지능(AI) 및 가상현실 (VR) 앱, 하드웨어 및 
펌웨어 개발, 생체인증,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암호화폐 등 고도의 IT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 취업에 성공한 북한 IT 개발자들은 획득한 접근 권한을 남용하여 북한 정부가 후원하는 단체에 물류를 지원하고, 
가상 인프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유하며, 자금 세탁 및 암호화폐 이체를 지원하는 등의 악성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대상 버그바운티 ‘화이트햇 투게더’ 참가자 모집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컨설팅 및 CC인증 컨설팅 무료 지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제2회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총 6개 스타트업 선정  

 · 윤 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오태석 1차관·박윤규 2차관·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 2022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ICT GROWTH) 15개 기업 선정… 보안 기업 중 ‘시큐레터’ 포함 

 · 소속·산하기관(65개) 대상으로 5-11월 동안 5종류의 사이버공격 모의훈련 실시

 ·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2년도 신규 실증과제 선정

 · 스마트 공장 현장 보안점검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안리빙랩’ 서비스 시행 

 · 연내 원격개발 플랫폼 개발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윤 대통령-조 바이든 미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 선언

 · 윤 대통령, 국가정보원장으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CBPR)’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련 대국민 소통 서비스 ‘개인정보 온(On)마당’ 오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 확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1회 개인정보보호페어 & CPO워크숍(PIS FAIR 2022)’ 개최 

 ·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개편… 보안 전략, 사이버 대응, 디지털 혁신 3개 분과로 구성

 · 금융보안원,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FSI 데이터 챌린지 2022’ 개최

 · 대한민국 ‘NATO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 가입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 증거 확보 위한 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

기타

 · KOTRA와 함께 ‘RSA Conference 2022’ 한국관 운영

 ·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2022 정보보호 해외진출 인앤아웃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기업 모집

 · KISA와 함께 ‘정보보호 클러스터 투자전문가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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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분기에 북한 해킹 그룹의 활동이 더욱 활발했다는 분석이 나왔음. NSHC가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해킹 그룹인 ‘SectorA’의 1분기 활동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SectorA 그룹 중 총 6개의 해킹그룹이 
한국과 관련된 정치·외교 정보 수집 및 금전적 수익 확보를 위해 활발한 해킹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SectorA그룹은 외교, 정치 분야 종사자와 함께 탈북 관련 인권단체 및 관련 종사자, 언론인, 교직원, 그리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투자자들까지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스피어 피싱 및 피싱 이메일 공격, 워터링홀 공격, 한글 
파일(HWP)과 MS 워드(Word) 파일 형태의 악성코드 유포 등 다양한 전략과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됨. 

‘새정부 출범 특별 지원금 받고 싶니?’…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주의보▶

 ·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정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전금’ 및 ‘새정부출범 특별지원금 
안내’로 위장한 악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 이 문자는 “귀하께서는 4월 시행된 위드 코로나 정책에 발맞춰 시장경제와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민생 경제회복 정책지원 대출 신청 대상이오나, 현재까지 미신청으로 확인되어 
재안내드립니다”라며, 대출한도 1000만-2억 원 이내에 연 2-3%대 고정금리, 12개월간 이자상환 유예한 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격자는 문자 하단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라는 내용까지 포함하며 
금융 소비자의 의심을 차단했음.  

 ·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기 문자 및 전화의 증가를 알리며 
정책지원 대상에게 주의를 당부했음. 

 · 최근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가 됐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공격자들은 일반적인 스미싱 문자와 달리 별도의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고 직접 전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음.

 · 평소라면 그냥 무시할 수 있겠지만, 최근 비슷한 물품을 산 사람이라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 차 전화를 걸 수 
있음. 공격자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실제 존재하는 쇼핑몰처럼 위장한 웹사이트 주소를 직접 
음성으로 알려주었음. 

 · 공격자가 알려준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배송 조회 버튼을 누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위장한 페이지가 나타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데, 이 앱은 사실상 △문자 전송 △문자 탈취 △연락처 탈취 △위치정보 탈취 △설치된 앱 리스트 
탈취 △앱 삭제 △녹음 △전화 가로채기 △페이크 전화 △각종 명령제어(C&C, C2) 서버 명령 수행 등을 행위를 할 
수 있는 악성 앱인 것으로 나타남. 

 · 지금까지 확인된 위장 쇼핑몰의 이름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쇼핑몰을 위장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GOLF MALL, 타오반점, LT MALL, LK쇼핑, PAY쇼핑, 타임쇼핑, 이지유에스, 아이포터, 
BEST직구, OK MALL, 대성물류, LF몰, 이지몰, 세계 직구, PAY SHOP, 샵투월드, LUXY몰, GL몰, YOOX, 
이베이, JK몰, X몰, 다다몰, hello쇼핑, 현대물류, 바이스트몰, 재팬스타일, 월드물류, 페이팔, IQ, DK몰, 몰테일”. 

‘러시아, 선 넘었어’…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통신망 마비시킨 러시아 
공식 규탄 

▶

 · 5월 12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규탄함.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인공위성 인터넷 망을 노린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임. 

 ·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애시드 레인(AcidRain)’이라는 삭제형 멀웨어를 사용해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망과 라우터들을 마비시켜 우크라이나 군이 제대로 통신을 할 수 없게 만든 뒤, 군사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으로 나타남. 

‘폴란드 갱단들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장기를 노린다’ … 우크라 여론 흔드는 
친러시아 발 가짜 뉴스 기승 

▶

 · 보안기업 맨디언트(Mandiant)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세컨더리 인펙션 캠페인’과 
‘고스트라이터 캠페인’ 등의 내용을 담은 분석 보고서를 공개함. 

 · 세컨더리 인펙션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시작된 러시아의 인플루언스 캠페인임. 이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실패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키이우의 군사 벙커에서 자살했다’ 등의 내용이 유포된 바 
있음.

 · 고스트라이터 캠페인은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로 피난을 갔을 당시 ‘폴란드 갱단들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장기를 노리고 있다’라는 소문을 퍼트린 캠페인임.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에서 실행되었음. 

 ·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퍼트려 여론을 뒤흔드는 것은 러시아 정보기관과 해킹 부대의 오래된 전략이자 
특기라고 강조함. 

北 해킹그룹 김수키, 인터넷 공유기 설치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 ‘AppleSeed’ 유포 중  ▶

 · 최근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애플시드(AppleSeed)’ 백도어 악성코드가 
유포된 정황이 포착됨. 파일명은 ‘firmware upgrade installer.exe’로 특정 공유기 회사의 펌웨어 업그레이드 
인스톨러로 위장한 것이 특징임. 

 · 사용자가 해당 EXE 파일을 실행시키면 펌웨어 업그레이드 설치로 위장한 팝업창이 나타남. 이 팝업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할 시에는 마치 정상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 실제로는 웹사이트 접속과 동시에 사용자 PC의 백그라운드에 정보 탈취, 추가 악성코드 생성 등의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애플시드’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음. 

 · 보안 전문가들은 “주로 스피어피싱 이메일을 통해 최초 유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열람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자본주의는 이메일도 요란하구만 이깟 세련됨에 현혹되지 말라’… 올 1분기 북한 해킹 
그룹의 정보수집 활동 증가 

‘엥? 나 이거 지른 적 없는데 이 쇼핑몰 결제 문자 뭐지?’… 개인정보 노린 무차별 스미싱 
문자 주의보 

▶

▶

‘니들이 아이스 사과 맛을 알아?’… 모듈 구성의 파일리스 멀웨어 ‘아이스애플’ 주의보▶

 · 최근 모듈 구성의 파일리스 멀웨어인 ‘아이스애플’이 발견되었음. 현재까지의 피해 규모나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해킹 그룹에 의해 늦어도 지난가을부터 캠페인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 보안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의 분석에 의하면, 아이스애플은 18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 
크리덴셜 수집, 파일 삭제, 디렉터리 삭제, 데이터 유출 등 다양한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모듈들은 전부 메모리 안에서만 돌아가게 되어 있고 탐지와 분석을 회피 및 방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 피해자 
시스템에서 흔적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아이스애플은 모듈 구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격자들은 필요한 기능을 그때 그때 모듈 형태로 개발해 쉽게 
추가할 수 있음.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보안 전문가들은 “아이스애플의 경우, 이미 실전 공격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임에도 활발히 개선 및 기능 추가가 이뤄지고 있고 주로 마이크로스프트 익스체인지 서버만 공격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공격 도구들과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함. 

 · 크라우드스트파이크는 이러한 ‘아이스애플’의 특성 상 정확한 피해 규모와 탐지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며, 
보안업체들이 각자의 고객사 네트워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아이스애플로 의심되는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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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SOA)01.

나날이 늘어나는 보안 데이터 홍수에 앞서 보안관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1 세 대  단 일  보 안 장 비 의  관 제 부 터  2 세 대  E S M 과  TM S  그 리 고  종 합 분 석 시 스 템 을  통 한  관 제 는 

빅데이터보안관제(SIEM) 중심의 3세대 관제로 페러다임이 변화 되었으며 현제는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이라는 

자동 분석 및 자동 대응 중심의 4세대 관제로 진화 하였다.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란 Security Orchestration and Automation이라 하며 2017년 

‘가트너＇사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보안 시스템 운영 시 유입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 레벨을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글루코퍼레이션에서는 각각의 시스템 별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의 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구현 된 사이트의 

사례를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SPiDER TM V5.5은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 관제 경험과 빅테이터 활용 역량이 집약된 통합보안관리 솔루션으로 최초 

탐지부터 로그/네트워크 패킷 분석까지 일원화된 관제 환경 구성을 통해 관제업무의 기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술지원센터 분석기술팀 조우균

보안 오케스트레이션을 이용한 관제 적용 사례 

[그림 3-1] 보안관제 트렌드의 변화

[그림 3-4] Unified Dashboard

[그림 3-3] SPiDER-TM5.0 운영 현황

[그림 3-2] 이글루코퍼레이션 플랫폼 별 역할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구축 적용 사례02.

1) 빅데이터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현황

해당 사이트는 그 동안 이글루코퍼레이션의 SIEM(SPiDER-TM5.0)과 UD(Unified Dashboard)를 이용하여 

보안관제를 운영한 사이트 입니다.

일 평균 16억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균적으로 500여건의 경보가 발생하며 보안관제 인력의 처리 이벤트는 

하루 평균 40개의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Ai + SOAR를 도입 후 보안관제에 얼마나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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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인공지능기반보안관제) + SOAR(자동화대응시스템) 3) AI+SOAR 사이트 적용 후 보안관제의 변화

이글루코퍼레이션의 AI와 SOAR의 관계도와 솔루션의 데이터 흐름도를 확인 할 수 있다.

SOAR의 상세 SIEM 활용 가이드 5월호 “SOAR, 피할 수 없는 길! 지능적 자동화로 대응한다.“를 참고 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SIEM의 역할은 데이터 수집 및 경보 / AI의 역할은 Payload 분석을 통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 SOAR의 

역할은 Playbook을 통한 자동화 분석 및 자동대응, 전문가 모드 침해대응분석 / UD의 역할은 솔루션별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의 역할을 유연하게 표현 할 수 있다. 

평균 500건의 경보를 SOAR를 이용하여 동일 이벤트의 

중복조건을 적용하면 300여건으로 경보가 축약 되었으며 

자동화된 Playbook 처리를 통하여 관제는 최종 결과의 

검증 진행으로 관제 처리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 

되었습니다.

[그림 3-5] AI시스템과 SOAR의 관계도

[그림 3-6]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 흐름도

[표 3-1] AI시스템 연동 현황

[그림 3-7] 경보의 변화

구분 비고

지도학습 대상

비지도학습 대상

Payload 수집

방화벽 로그

WAF 수집 로그

Combine Web 로그 수집

IPS

WAF

FW

WEB

▶ AI + SOAR  적용 후 관제 변화 (1)

▷ 인공 지능 적용 대상

[표 3-2] SOAR 시스템 Playbook 적용 현황

Playbook 의미

DDX 장비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APT 장비에서 이벤트가 멀웨어 탐지되는 이력 분석

내/외부를 판단하여 내부는 무시하며 외부의 페킷중 IPS,웹 방화벽의 5일전 데이터
비교 분석하여 이벤트 발생시 Playload 특정 패턴을 탐지하고 CTI의 데이터 이력 분석

CTI 출발지/목적지 기준으로 출발지는 취약 포트+IPS+WAF 이벤트의 5일전 데이터 분석
      목적지는 백신탐지+IPS 이벤트 5일전 데이터 분석

DMZ와 인터넷 영역을 판단하여 DMZ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아이피를 분석하며
인터넷 영역이면 백신과 APT의 5일전 데이터 분석

방화벽의 3Way Hand Shake 기준의 허용값 분석을 통하여
웹포트 접근 및 3분간 지속성을 판단하는 분석

백신에서 출발지와 목적지 기준 분석을 하며 백신이 탐지되지 않으면 CTI를 추가 분석하고
백신이력이 존재하면 APT의 멀웨어를 추가로 분석

Playbook 명

▷ SOAR Play book 현황

[웹해킹] Playbook

[서비스거부] Playbook

[단순침입시도] Playbook

[정보수집] Playbook

[비인가접근] Playbook

[악성코드] Pla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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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SIEM운용의 경보는 일평균 40개의 이벤트를 처리 하였는데 SOAR Playbook 도입을 통하여 이벤트 

처리는 60건으로 20여건 추가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인공지능 도입을 통하여 이상행위 분석에 이벤트를 

평균 20여건씩 처리하여 더 많은 이벤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위 사례는 인공지능기반시스템에서 이상행위 탐지로 방화벽 이벤트의 “특정서버로 과다접속 탐지”에 탐지가 

되어 분석한 결과로 목적지 서버의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었으며 출발지는 확인 결과 유지보수 업체의 유지보수 

목적으로 공인IP를 Open하여 이용중이 였다. 해당 업체의 NAS서버를 이용하고 있어 해당 Page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에 해당기관으로 취약점 조치 요청을 한 사례이다.

[그림 3-8] 일일 경보 처리 현황

AI와SOAR를 도입하면 AI와 SOAR가 업무를 자동화를 해주어 관제요원의 역할이 줄어드는지 문의를 받곤 

한다.  그러나 인력이 줄어드는 효과는 미비하며 주요 효과는 관제 대응력이 향상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관제 요원의 영량이 상향 평준화 된다는 것이 주요 효과이다.

마치며04.

결론03.▶ AI + SOAR  적용 후 관제 변화 (2)

[그림 3-9] 인공지능기반시스템 이상행위 탐지 사례

[그림 3-10] 보안오케스트레이션의 효과

▶ 인공지능기반시스템 비지도 모델의 탐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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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취약점 자동 점검의 이상과 현실

인프라사업본부 대전사이버분석팀 김태섭

웹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다보면 종종 고객으로부터 해당 업무에 대한 설명을 요청 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자료를 

준비하고 따로 자리를 마련해 업무 프로세스나 진단 범위 등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하고나면, 고객 담당자는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게 아니었냐며 놀라곤 한다. 그러면 필자는 웹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동점검을 통해 일일이 수행하고 있다 답변한다.

사실 이렇게 고객 담당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게, 필자가 속한 대전사이버분석팀은 통상 10명 

내외의 인력으로 연간 3,000여개의 홈페이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자마다 하루에 2개의 홈페이지는 점검 

완료하여야 각 홈페이지 별로 연 1회의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민서비스 홈페이지만을 염두했을 때의 

수치이기 때문에 업무망 홈페이지로 그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점검 인력 역시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점검 인력을 필요한만큼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없기에 고객 담당자는 자동점검 도입을 

통해 수동점검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대체할 수 있길 바란다. 자동점검을 통해 수동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을 중요 홈페이지에 투자하여 연 1회가 아닌 분기 혹은 반기로 점검 횟수를 

늘림으로써, 전반적인 웹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을 기대한다. 또 자동점검 솔루션을 활용한다면 예약점검과 같은 

기능을 통해 야간에도 취약점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웹 취약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동으로 수행했던 취약점 점검을 자동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취약점 자동진단 기능을 탑재한 솔루션들이 하나둘 출시됨에 따라 이런 추세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솔루션들이 수동점검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웹취약점 자동점검 테스트를 수행해보았다.

웹 취약점 자동 점검의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01.

1) 자동 점검 솔루션 테스트 1차 사전 준비

웹 취약점 자동점검 솔루션의 기능성 테스트를 위해 먼저 상용 제품 3개를 선정하였다. 그 후 필자의 팀이 취약점 

점검 시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항목 21개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 

업체에게 사전 준비를 요청했다.

이번 테스트의 목적은 웹 취약점 수동점검을 자동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을 찾는데 있으므로, 

수동 및 자동점검을 병행수행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그 가능성과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웹 취약점 자동 점검 테스트 1차02.

[표 4-1]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항목 21개 (출처: 행정안전부)

점검항목 점검항목순 순

운영체제 명령어 실행

SQL 인젝션

XPath 인젝션

디렉토리 인덱싱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변조

자동화 공격

파일업로드

경로 추적 및 파일다운로드

1

2

3

4

12

13

14

15

정보누출

악성콘텐츠

불충분한 인증 및 인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XSS)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약한 문자열 강도(브루트포스)

불충분한 세션 관리

관리자페이지 노출

위치공개

웹 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데이터 평문전송

URL/파라미터 변조

쿠키 변조

5

6

9

7

10

8

11

16

17

20

18

21

19

업체들과 의견 조율 중,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 및 삭제, 취약한 변조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동점검이 가능한 아래의 8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표 4-2] 웹 취약점 자동점검 가능항목 8개 (출처: 행정안전부)

점검항목 점검항목순 순

운영체제 명령어 실행

디렉토리 인덱싱

약한 문자열 강도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관리자페이지 노출

위치공개

웹 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데이터 평문전송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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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자동점검 기능 테스트 진행 프로세스 (출처: 이글루코퍼레이션)

실제 서비스 중인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테스트이다보니 2개의 홈페이지에서는 도메인 정보 수집에 상당 

시간 소요되어 점검이 미완료로 마무리되었고 접속 장애 및 서비스 지연 현상도 발생하였다. 그와 동시에 1개 

홈페이지에서는 두 솔루션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발견하는 유의미한 결과도 있었지만, 수동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 수를 비롯한 전반적인 진단 결과를 비교했을 때, 정확도의 차이는 매우 컸다. 이에 자동점검 

솔루션이 존재하는 취약점들을 식별해내지 못한 사유를 분석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앞서 선정한 솔루션들을 활용해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 3개를 대상으로 취약점 자동점검을 수행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2) 자동점검 솔루션 테스트 1차 결과

[표 4-3] 자동점검 솔루션 테스트 1차 결과 (출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상 소요시간 발견 취약점제품

4시간 53분 중단

(미완료)
미완료A

Home

1

Home

3

Home

2

6시간 52분

미완료

0개

미완료

비고

정보수집 미완료

-

접속장애 발생

B

C

1시간 32분 1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정탐B

1시간 54분 1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정탐A

1시간 55분 0개 -C

수동
(8개)

수동
(전체)

3개 5개

4개 5개

4시간 53분 중단

(미완료)
미완료A 웹서비스 지연발생

6시간 53분 중단

(미완료)
미완료B 웹서비스 지연발생

1시간

(미완료)
미완료C 정보수집 미완료

1개 3개

미발견 사유대상 취약점

Home

1

Home

2

Home 3

로그인 실패 시 메시지를 통해 계정 존재여부 파악에 대한 패턴 부재로 발견되지 않음정보 누출

관리자페이지 주소에 admin단어가 포함되지 않아(/oz70/server) 발견되지 않음관리자페이지 노출

관리자페이지 진단 패턴 미흡으로 인한 페이지 미발견과 로그인 영역이 규격화 

되지 않아 자동진단으로 발견하지 못함
데이터 평문전송

이미지 업로드 샘플 주소에 대한 패턴 부재로 발견되지 않음파일업로드

샘플페이지에 대한 패턴 부재로 발견되지 않음위치공개

에디터 샘플페이지에 대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아 발견되지 않음위치공개

진단 미완료로 비교 불가

디렉토리 인덱싱 진단 시 인젝션에 문제되는 구문까지 점검하므로 패턴을 

제외하고 점검하여 검출되지 않음
디렉토리 인덱싱

게시물 열람 시 파라미터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구문 실행 부분은 진단이 

되었으나, 게시물 및 작성 영역의 진단은 발견되지 않음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자동화공격
게시물의 댓글 작성에 대한 자동진단 시 서비스에 영향을 주므로 제외

이미지 업로드 샘플 주소에 대한 패턴 부재로 발견되지 않음

[표 4-4] 자동점검 솔루션 취약점 미발견 사유 (출처: 이글루코퍼레이션)

그러나 1차 테스트의 경우 표본이 너무 적고 점검이 미완료로 마무리되는 케이스도 발생하면서, 수동점검을 

자동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자동점검의 취약점 발견 정확도를 확인하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표본을 8개로 확대해 2차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웹 취약점 자동점검 테스트 2차02.

총 8개의 홈페이지를 선정해 2차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자동점검 솔루션 테스트 2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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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Home7에 대한 자동점검 수행 시 A솔루션에서는 자체적인 정체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사유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로 홈페이지를 개발한 경우, 파라미터 인자값에 취약점 패턴을 입력하면 

에러페이지로 리다이렉션된다는 데에 있다. 이 현상을 A솔루션이 통신 오류로 감지하여 취약점 진단 패턴마다 

일정 시간 정지 후 전송하게 됨으로써 정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메뉴 및 배치된 

콘텐츠의 양이나, 각 솔루션의 진단 패턴이 많고 적음도 전체 진단 시간에 영향을 주었으며 에러페이지, SSL 

관련 문제점으로 자동점검이 지연되거나 미완료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상 소요시간 발견 취약점제품

Home

1

Home

2

Home

3

Home

4

Home

5

Home

8

Home

6

Home

7

9시간 37분 2개A

19분 1개B

1시간 42분 1개C

4시간 6분 0개B

20시간 42분 1개A

3시간 16분 0개C

3시간 8분 1개B

7시간 59분 1개A

5분 0개C

3시간 32분 2개B

3시간 20분 1개A

3분 0개C

1시간 56분 1개B

8시간 3분 1개B

5시간 3분 1개A

2시간 20분 1개A

미완료 미완료C

18분 0개C

5분 1개B

26분 0개A

33분 0개C

미완료 미완료B

23시간 41분 1개A

2시간 21분 1개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정탐
- 데이터 평문전송 정탐

비고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정탐
- 데이터 평문전송 정탐

- 데이터 평문전송 정탐

- 데이터 평문전송 정탐

-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정탐

-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정탐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정탐

-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정탐

-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정탐

- 데이터 평문전송 정탐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정탐

- 데이터 평문전송 정탐

- SSL 관련 문제점으로 미완료

-

- 데이터 평문전송 정탐

- 

-

- 정체현상은 없으나 조치기반 탐색   
   및 분석 패턴이 많아 미완료됨

- 자체 정체현상 발생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정탐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정탐C

수동
(8개)

2개

3개

1개

4개

2개

2개

4개

3개

수동
(전체)

6개

3개

3개

5개

3개

2개

5개

5개

[표 4-5] 자동점검 솔루션 테스트 2차 결과 (출처: 이글루코퍼레이션)

1) 자동점검 솔루션 테스트 결과

이와 같이 두 차례의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상용화되어 있는 자동점검 기능의 전반적인 성능을 파악해보았다. 

앞서 선정한 기능항목 8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체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나 데이터 평문전송 취약점은 

자동진단이 가능했지만 그에 반해 관리자페이지 노출, 위치공개 취약점은 발견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더불어 운영체제 명령어 실행과 웹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취약점의 경우엔, 표본으로 삼은 홈페이지 상에서 

발견되지 않아 자동진단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했다.

웹 취약점 자동점검 테스트 결과 분석03.

2) 자동점검 솔루션이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동점검 솔루션이 존재하는 취약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이자 현실적인 

한계를 크게 2가지로 도출해볼 수 있었다.

첫번째로는, 테스트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솔루션 개발 및 운영업체에 따르면 

실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자동점검은 진행되기 어렵고 또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다.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자동점검을 수행하다보면 수많은 점검 패턴을 단시간에 전송하게 되면서 홈페이지 서비스에 지장을 

줄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해킹 파일을 올리는 파일 업로드, 서버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파일 다운로드, 

인증 및 인가를 검증하는 불충분한 인증 및 인가와 같이 서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취약점들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수행할 수 없었다.

두번째로는, 자동점검 솔루션에 포함된 점검 항목별 점검 패턴이 실제 발생하는 취약점 현황과 상이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관리자페이지 노출 취약점의 경우 URL에 admin.jsp, admin.do처럼 단순한 URL 패턴만 

전송하여 취약점 존재 여부를 파악하다보니 다양한 제품의 관리자페이지를 발견해내지 못했다. 물론 솔루션에 

패턴을 추가할수록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기에, 해당 부분을 고려한 개발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완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웹 취약점 점검 항목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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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점검 항목별 개선 필요 사항 (출처: 이글루코퍼레이션)

점검항목 점검항목개선필요사항 개선필요사항순 순

1) 자동점검 솔루션의 점검 환경 개선

오늘날 클라우드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홈페이지 구축 시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취약점 자동점검을 실현할 수 있는 첫번째 방안은 바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서버군에 점검 

영역을 만들고, 점검 대상 홈페이지를 복제하여 기존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구성한 후, 솔루션을 통해 자동점검을 

수행한다. 이는 실제 운영 중인 홈페이지 상에서 이뤄지는 점검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홈페이지를 복제하여 세팅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구성 프로그램들의 

라이선스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2) 자동점검 솔루션의 점검 패턴 개선

자동점검 솔루션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가장 먼저 확보돼야 하는 건 단연 취약점 발견 정확도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 점검 항목별 점검 패턴을 추가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솔루션 

개발 업체의 입장에서는 점검 패턴의 업데이트 및 관리 등이 부가적인 기술지원으로 여겨져 고민될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현황을 반영하는 점검 패턴의 개선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웹 취약점 자동점검의 현 주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쉽게도 자동점검 솔루션이 수동점검을 

대체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렇지만 대체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실현해나간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최근 인공지능을 통해 사이버 보안의 다양한 분야가 하나 둘 자동화 되고 

있는 만큼, 취약점 점검 분야 역시 자동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이며, IT기술의 빠른 발전에 힘입어 차후에는 

수동점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운영체제 명령어 실행 관리자페이지 노출세부 진단패턴 선택
점검패턴

추가기능개선
1 5

디렉토리 인덱싱 위치공개
점검패턴

추가기능 개선

점검패턴

추가기능개선
2 6

약한 문자열 강도 데이터 평문전송
점검패턴

추가기능 개선
비규격화 진단 개선3 7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비규격화 진단 개선4 -

그렇다면 결국 자동진단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일까? 솔루션을 활용해 수동점검의 일부분이라도 대체하여 보다 

효율적인 웹 취약점 진단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생각해보았다.

효율적인 웹 취약점 진단을 위한 방안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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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 테스팅 도구 Cobalt Strike Part.2 실전편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오원보

Cobalt Strike에서 사용되는 Beacon의 경우 Part.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Malleable C2 profile’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통신 및 공격실행에 필요한 설정들을 공격자인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이 가능하다. Beacon의 

구동방식은 외부 C2 또는 공격자의 Teamserver에서 Beacon 데이터를 전달받아 사용하는 Stager 방식과 

공격에 필요한 설정내용을 Beacon 실행파일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Stageless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Stageless 방식으로 실행되는 경우 Beacon 실행파일의 .data영역에 Beacon의 설정값이 포함되어 있으며, 

4byte 키로 XOR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data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복호화 하기 위해서는 

GitHub등 오픈소스 레파지토리에 공개되어 있는 복호화 도구를 사용하여 Beacon의 설정값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호에서는 .data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 복호화 도구로 미국 정보보안전문업체인 Sentinel-One에서 

배포한 ‘CobaltStrikeParser’를 이용하여 [표 5-2]의 Beacon 샘플을 분석하여 실제 공격환경에서 Beacon을 

어떤식으로 활용하는지 상세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CobaltStrikeParser 실행 결과 최초로 확인되는 데이터는 Beacon의 통신방식, C2 서버 주소 및 

PublicKey_MD5 값 등 통신에 필요한 값을 포함하고 있다. BeaconType은 Beacon의 통신 프로토콜을 

정의하며 DNS, HTTP, HTTPS 중 1개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DNS의 경우 HTTP 통신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지원하여 DNS로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HTTP 통신을 지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변수는 PublicKey_MD5로 Cobalt Strike의 Teamserver를 최초 실행 시 통신에 관련된 

공개키(Public key)를 가지고 실행하며 Beacon의 공개키 해시와 Teamserver의 공개키 해시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통신을 시작하므로 만약 다수의 Beacon 샘플을 분석하는 경우 PublicKey_MD5 항목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동일한 공격자가 유포 중인 샘플로 유추 가능하다.

월간정보보호동향 5월호에서는 ‘침투 테스팅 도구 Cobalt Strike Part.1 기본편’을 통해 Cobalt Strike에서 

사용되는 Beacon의 방식과 주요기능, 그리고 주요 기능에 따른 공격기법과 적용기능을 매핑하는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APT 공격 및 침해사고 상황에서 Cobalt Strike가 활용되는 사례들을 분석하기 위해 앞선 기본편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확인된 기능으로는 스피어 피싱, 네트워크 탐지 우회를 위한 도메인 위장, 

Beacon을 이용한 C2와의 통신, 권한 상승을 통한 SYSTEM 권한 확보 및 계정 정보 탈취, 측면 이동, 지속성 

작업 등 Beacon으로 활용 등 기능은 무궁무진하며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 추가를 통해 공격자가 원하는 기능, 

취약점을 손쉽게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기능이 무수히 존재하는 만큼 공격자가 해당 기능들을 

악용하여 자신들이 행하는 공격에 추가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현재 Cobalt Strike는 랜섬웨어 유포를 포함, 추가 PC감염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다방면의 

공격에서 공격 경로 확보를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Part.2에서는 Beacon이 포함되었거나 C2에서 Beacon 

데이터를 내려 받는 시도를 하는 악성코드를 수집하여 파일 데이터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Beacon 상세 분석을 

통해 Cobalt Strike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침투 테스팅 도구 Cobalt Strike Part.1 기본편 Summary01.

Beacon 상세 분석02.

[그림 5-1] Cobalt Strike 동작 구성도

[표 5-2] beacon.exe 파일 정보

MD5

571b8c951febb5c24b09e1bc944cdf5f

파일명

beacon.exe

[표 5-1] Cobalt Strike 동작에 사용되는 기능

기능목록

· Teamserver에 접속하여 명령을 내리는 주체Client

· Beacon과 연결되며 C2서버 역할을 수행하는 모듈Listener

· Listener가 설치된 서버

· Beacon 관리

· Malleable C2 Profile을 이용한 Beacon 커스터마이징

· Webserver 내장

Teamserver

· 공격 기능을 제공하는 Cobalt Strike의 Payload (Agent)

· Teamserver에 설치된 Listener 와 통신 및 명령 수행
Be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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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CobaltStrikeParser 동작 결과

[그림 5-3] CobaltStrikeParser 동작 결과 중 Metadata 파트

[그림 5-4] CobaltStrikeParser 동작 결과 중 Spawn 파트

[그림 5-5] CobaltStrikeParser 동작 결과 중 Injection 관련 파트

Malleable C2 profile에서는 통신에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설정이 가능하며, HTTP의 메소드(GET, 

POST)유형에 따라 Cookie, SessionID, 통신경로 등 정상통신으로 위장하기 위한 다수의 기능들이 포함되고 

있다.

[그림 5-4]에서 주목할 변수는 Spawnto_x86, Spawnto_x64으로 추후 Beacon이 실행되는 운영체제의 

비트에 따라 Injection 진행 대상을 미리 지정한 변수다. 샘플의 경우 실행 이후 권한 상승 작업등의 이유로 

Injection이 필요한 경우 그룹 정책 설정을 업데이트에 사용되는 gpupdate.exe에 Injection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CryptoScheme는 데이터 전송 시 AES 암호화 사용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HttpPostChunk는 

전송하는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나눠서 보내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Ref lec t i ve  DLL  In jec t i on  기법을 통해 In jec t i on  작업 시 사용될 메모리 최소 할당크기, 

RtlUserThreadStart를 통한 Thread 초기화 이후 SetThreadContext를 이용한 Injection 대상 코드섹션 지정, 

LoadLibraryA 함수 주소를 구한 이후 RtlCreateUserThread를 이용하여 대상 프로세스에 Injection된 코드가 

실행되게 된다.

Cobalt Strike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한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공격 유형 중 자주 

발생되는 유형과 새롭게 발생된 유형을 포함하여 총 7가지 행위로 정리하였다. [표 5-3]은 7가지 대표적 유형을 

정리한 내용으로 공격에 많이 사용되는 피싱, 트로이목마, 랜섬웨어부터 가짜(fake) 프로그램을 이용한 위장, 

백도어 설치, 취약점 악용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최근에 발생한 Python 패키지 Repository에 업로드된 

pymafka의 경우 사용자가 많은 Repository에 고의적으로 유사한 이름의 패키지를 업로드하면서 유포시키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Part.2의 공격 사례 분석에서는 [표 5-3]에서 확인되는 7개의 행위 중 확보 가능한 샘플을 대상으로 공격에 

사용된 포인트와 Beacon 설정값을 통해 공격자들의 공격 패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Cobalt Strike를 이용한 공격사례 분석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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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금융 정보 탈취에 사용되는 트로이목마인 IcedID DLL을 첨부파일에 포함시켜 메일을 전송하는 

“Stolen Image Evidence” 캠페인 내용의 일부에서 Conti Ransomware가 포함되어 유포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IcedID DLL 동작 이후 Cobalt Strike를 이용한 PC 권한 상승, Process Injection 등 거점 확보 및 

Conti Ransomware를 다수의 PC에 실행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공격에 사용된 파일 중 

Stageless로 동작한 Beacon 샘플을 확보하여 Beacon에서 사용된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Conti Ransomware 감염에 사용된 공격 구성도는 [그림 5-6]과 같다.

1) Cobalt Strike를 이용한 Conti Ransomware 감염사례

[표 5-4] Faicuy4.exe 파일 정보

[그림 5-6] 스피어피싱,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혼합 공격 구성도

MD5

fe4fb0b3ca2cb379d74cd239e71af44f

파일명

Faicuy4.exe

행위  공격그룹 공격사례NO

피싱

스피어피싱

악성 프로그램

(Fake Program)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Python 패키지 

Repository 

업로드

백도어 설치

UAC-0098

Emotet, Zloader,

Qakbot, IcedID,

FormBook

Conti, Ryuk, Revil

Quantum, Hive

공격주체 미확인

A41APT

우크라이나 정부 대상으로 한 스피어피싱 메일에 

Cobalt Strike Beacon을 첨부하여 대량 유포

트로이목마, Cobalt Strike Beacon을

이용한 랜섬웨어 감염 시도

Pypi에 PyKafka와 유사한 이름인

pymafka 패키지 내 Cobalt Strike Beacon을

내려받는 파이썬 코드를 포함시켜 업로드

Ecipekac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 최종 단계에 

QuasarRAT 또는 Cobalt Strike Beacon 설치

공격주체 미확인
COVID-19 테마로 한 스피어피싱 메일에

Cobalt Strike Beacon을 첨부하여 대량 유포

UAC-0056
가짜 번역 프로그램, 가짜 백신 업데이트 파일 내 

Cobalt Strike Beacon을 포함하여 대량 유포

공격주체 미확인

CVE-2022-26809, CVE-2022-24500

취약점 검증 도구 내 Powershell 코드를 추가하여 

Cobalt Strike Beacon 다운로드 시도

Mustang Panda, 

UNC1151, SCARAB

러시아 반체제 인사 대상 스피어피싱 메일에 

Cobalt Strike Beacon을 첨부하여 대량 유포

1

5

Log4Shell 취약점

(CVE-2021-44228, CVE-2021-45046)을

악용하여 VMware Horizon 장비에

Cobalt Strike Beacon 설치 시도

취약점 악용

DEV-0401

DEV-0413,

DEV-0193,

DEV-0365

MS OFFICE 취약점(CVE-2021-40444)을

악용하여 Cobalt Strike Beacon 설치 시도

7

2

3

4

6

[표 5-3] Cobalt Strike Beacon을 포함시켜 공격에 사용된 공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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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alt Strike Beacon 실행 이전의 행위는 IcedID DLL이 최초 실행된 이후 약 1시간 대기하면서 C2와 통신, 

자기 자신을 작업 스케줄러에 등록, 시스템 정보 수집 등 정보 탈취성 행위를 보인다. 이후, 공격자가 C2에서 

전달받아 설치된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 프로그램인 ‘Atera’를 이용하여 감염된 PC에 접근하여 Cobalt Strike 

Beacon을 내려받아 실행하게 된다.

Beacon이 포함된 EXE 파일의 경우 64비트 MFC 파일로 확인된다. EXE 상태에서 Beacon Parser를 사용할 

경우 내부 연산 방식이 달라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버거에서 실제 메모리에 적재된 Beacon 데이터를 

추출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신 과정에서 Base64 및 XOR를 이용하여 통신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으며 [그림 5-9]에서 사용된 User-

Agent 이외에 Header, Metadata, SessionID까지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Cobalt Strike 기능 중 Process Injection 기능이 필요한 경우 dllhost.exe를 이용하며 사용에 따른 API가 

미리 선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Beacon의 경우 explorer.exe에 Injection 하여 실행되며 DC(Domain 

Controller)정보 획득, 권한 상승 및 네트워크 내 다른 PC로의 Lateral Movement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추출된 Beacon 파일에서 설정값 확인 시 HTTP 80 포트로 통신 및 C2 주소 확인되며 Part.1에서 사용된 샘플과 

유사하게 Beacon 통신을 위장하기 위해 jQuery 요청 및 특정 User-Agent를 이용한 통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림 5-7] Faicuy4.exe 파일 정보

[그림 5-8] Faicuy4.exe 파일에서 추출한 Beacon 데이터의 일부

[그림 5-10] Injection 작업에 사용되는 Beacon 데이터

[그림 5-9] 네트워크 통신에 사용되는 Metadata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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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패키지 인덱스인 PyPI 사이트에 pymafka 1.0이 업로드되어 다운로드된 사실이 2022년 5월 20일경 

공급망 공격 보안 전문 업체인 Sonatype 블로그에 공개되었다. 공격자는 Kafka 클라이언트를 Python에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유명한 도구인 PyKafka를 노려 유사한 이름인 pymafka로 생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공격에서 사용된 공격 기법은 타이포스쿼팅 공격(Typo-squatting attack)이다. 타이포스쿼팅 공격은 

사회공학적 기법의 일종으로, 비슷한 모양의 텍스트를 이용해 오타를 유발하여 공격하는 기법이다. 대표적인 

공격사례로 2021년 'UA-Parser-JS' NPM 라이브러리 하이재킹으로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와 계정탈취 

악성코드 삽입 시도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 현재 PyPI 사이트에서 pymafka 1.0는 삭제되었으나 공격에 사용된 

샘플을 확보하여 실제 설치 이후 어떤 방식으로 Beacon이 설치되는지 알아보려 한다.

실제 다운로드 가능했던 pymafka 패키지 내 파일은 [그림 5-12]와 같으며 setup.py 실행 시 설치를 진행하게 

된다.

setup.py 실행 시 운영체제의 종류를 확인하며 Windows, MacOS(Linux/Unix는 제외)에 따라 서로 

다른 파일을 내려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Windows의 경우 특이하게 temp 폴더가 아닌 Public 폴더 하위에 

iexplorer.exe로 저장 및 실행하게 된다.타이포스쿼팅 공격을 이용한 공격 구성도는 [그림 5-11]과 같다.

2) PyPI Repository에 업로드 된 악성 패키지(Fake Program)

[그림 5-13] setup.py 스크립트 내용[그림 5-11] 가짜(fake) 패키지를 이용한 공격 구성도

[그림 5-12]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Beacon 데이터

[표 5-5] 분석에 사용된 파일 정보

MD5파일명

8f0cb7613421c4aa8523a190164a80a7pymafka-1.0.tar

b81001487f3bfef91025c4c1b4961c12Win.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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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exe 파일 확보 후 확인 결과 64비트 실행 파일로 확인된다.

[그림 5-14] win.exe 파일 정보

[그림 5-17] 정상 PoC 도구로 위장한 파일을 이용하여 Cobalt Strike Beacon 유포 시도를 공유하는 트윗

[그림 5-18] 페이지 저장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한 GitHub 페이지 화면

[그림 5-19] CVE-2022-26809 취약점 정보 (출처: US NIST)[그림 5-16] 메모리에서 추출한 파일 정보

현재 Beacon Parser로 확인 불가능하나 39.106.227[.]92 IP의 update.rss 요청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한 User-Agent를 이용한 통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메모리에서 추출한 파일의 경우 

Stager 방식의 Beacon으로 최초 설정된 파일명 역시 beacon.dll로 확인된다.

[그림 5-15] Stager 방식의 Beacon 데이터 다운로드 시도

2 0 2 2 년  5 월  2 0 일  취 약 점 

테스트에 사용되는 PoC 코드를 

이 용 하 여  C o b a l t  S t r i k e 

B e a co n 을  유 포 하 는  시 도 가 

트위터(@haxor31337)를 통해 

공유되었다. 

실제 유포에 사용되었던 페이지는(https://github.com/rkxxz/CVE-2022-26809) 삭제되어 확인 불가능하나 

페이지 기록을 저장하는 WayBack Machine 사이트에서 확인 결과 CVE-2022-26809 취약점 관련한 PoC 

테스트 파일을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된다.

CVE-2022-26809는 Microsoft의 원격 프로시저 호출(RPC) 런타임 라이브러리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RPC 

서비스 권한으로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PoC 테스트 파일로 위장한 공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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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확보 가능한 파일은 CVE-2022-26809.exe으로 [표 5-6]의 샘플을 이용하여 Cobalt Strike를 전파하는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CVE-2022-26809.exe는 .NET 기반 파일로 확인되며 난독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CVE-2022-26809.exe 최초 실행 시 취약점 테스트 중인 텍스트가 확인되며 Exploit Failed! 문자열과 함께 

테스트가 실패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CVE-2022-26809 취약점 테스트 파일로 위장한 공격 구성도는 [그림 5-20]과 같다.

[그림 5-20] 가짜(fake) PoC 도구 업로드를 통한 공격 구성도

[그림 5-21] CVE-2022-26809.exe 파일 정보

[그림 5-22] CVE-2022-26809.exe의 동작 화면

[표 5-6] 분석에 사용된 파일 정보

MD5파일명

b4f43137b05f62f05b8a689858a9800dCVE-2022-26809-main.zip

7e0c8be0d03c75bbdc6fd286a796434aCVE-2022-26809.exe



46 47

IGLOO Analysis Report - 침투 테스팅 도구 Cobalt Strike Part.2 실전편Tech Note

www.igloo.co.kr

난독화 해제 후 확인 결과 실제 실행 화면과 동일한 텍스트가 출력되는 중간에 Powershell 코드가 실행되며 

32비트 또는 64비트에 따라 다른 코드가 실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Powershell 코드 디코딩 결과 gzip으로 압축된 파일을 메모리에서 압축 해제 후 직접 실행 시도하려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그림 5-23] CVE-2022-26809.exe 코드 난독화 해제 이후 실제 동작 코드의 일부

[그림 5-24] Powershell 코드 실행 후 확인되는 gz 내부 데이터

Shellcode 실행 결과 Stager 방식의 Beacon을 사용하기 위한 요청 시도로 확인된다.

[그림 5-25] Shellcode 실행 결과 확인되는 C2 접근 시도 이력

[그림 5-26] CVE-2021-40444를 이용한 공격 추이 (출처: Microsoft Blog)

Microsoft Office MSHTML의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CVE-2021-40444가 최초 발표된 2021년 9월 8일 

이전에 이미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 진행되고 있었다. 2021 년 8 월 21 일 Mandiant가 업로드한 내용 중 특정 

MS Word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내부 절차를 통해 Microsoft에 전달되었다. 최초 발표일인 9월 8일 

이후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시도가 급증하였다.

Microsoft 보안팀의 분석 결과 DEV-0413 그룹이 CVE-2021-40444 최초 발표 이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개발자 모집, 소액 청구 관련 내용의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 방식의 피싱 메일을 주로 

사용하였고 BazarLoader 및 Trickbot 페이로드 전달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CVE-2021-40444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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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E-2021-40444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구성도는 [그림 5-27]와 같다.

Word 파일에 포함된 document.xml.rels에서 mhtml 요청 시도를 악용하여 공격자가 미리 설정한 C2로의 

접근 시도가 확인된다.

[그림 5-27] CVE-2021-40444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구성도

[그림 5-28] Word 파일 내부에 포함된 mhtml 주소 및 실제 접근 결과

최종적으로 내려받는 파일은 differ.cab 파일이며 압축 해제 결과 research.inf 1종 확인되나 실제 inf 파일이 

아닌 dll 파일로 확인된다.

[그림 5-29] differ.cab 내부 research.inf 파일 및 파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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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켓 통신을 이용하여 sagoge.com/get_load 페이지를 대상으로 통신으로 시도하며 user-agent 값으로 

bumblebee를 사용한다. 현재 C2(sagoge[.]com)로 연결 시도에 대한 응답값 확인이 불가능하며 정상 통신 

가능 시 Windows Mail 클라이언트 실행 파일인 Wabmig.exe에 Code Injection를 진행하여 Stager 방식의 

Beacon을 실행하게 된다.

[그림 5-30] C2 요청관련 코드 및 메모리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Injection 대상 프로세스

[그림 5-31] Shellcode에서 추출한 Beacon 데이터

동일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시도에서 확보된 Shellcode 내용 확인 결과 rundll32.exe를 Injection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HTTPS 통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상 동작 여부와 관계없이 Powershell 명령어를 이용하여 research.inf 자기 자신을 삭제하는 명령을 

수행한다.

[그림 5-32] research.inf 삭제를 위한 Powershell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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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에서는 침투 테스팅 도구인 Cobalt Strike의 전반적인 기능 및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해 서술하였으며 

Part.2에서는 Cobalt Strike Beacon 설치를 위한 다양한 시도 중 일부를 분석하여 공격 방식에 관해 

서술하였다.

공격자는 Beacon 유포를 위해 특정 취약점이나 공격 방식을 가리지 않으며 Beacon을 악성코드에 포함하거나 

공격자가 설정한 C2에서 내려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유포한다. 또한, 최근에 정상 파일을 위장한 악성코드 및 

정상 패키지 이름과 유사한 이름으로 제작된 악성코드를 업로드하여 사용자의 입력 실수 등의 휴먼 에러(Human 

Error)로 인해 악성코드가 다운로드 및 실행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Cobalt Strike Beacon이 통신하는 방식에서 jQuery 요청을 비롯한 정상 통신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네트워크 통신 모니터링에 있어 [표 5-7]의 Snort 탐지 룰을 이용하여 Beacon 실행에 따른 통신 

시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마무리04.

[1] Sentinel-One/CobaltStrikeParser

https://github.com/Sentinel-One/CobaltStrikeParser

[2] Stolen Images Campaign Ends in Conti Ransomware

https://thedfirreport.com/2022/04/04/stolen-images-campaign-ends-in-conti-ransomware/

[3] New 'pymafka' malicious package drops Cobalt Strike on macOS, Windows, Linux

https://blog.sonatype.com/new-pymafka-malicious-package-drops-cobalt-strike-on-macos-

windows-linux

[4] Wayback Machine - GitHub rkxxz/CVE-2022-26809

http://web.archive.org/web/20220519043444/https://github.com/rkxxz/CVE-2022-26809

[5] Analyzing attacks that exploit the CVE-2021-40444 MSHTML vulnerability

https://www.microsoft.com/security/blog/2021/09/15/analyzing-attacks-that-exploit-the-

mshtml-cve-2021-40444-vulnerability/

참고자료05.

[표 5-7] Beacon 탐지를 위한 Snort Rule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CTI)

Code 내용순번

IGRSS.8.04254

IGRSS.8.04312

IGRSS.8.04255

IGRSS.8.05034

alert tcp $EXTERNAL_NET $FILE_DATA_PORTS -> $HOME_NET any 
(msg:"IGRSS.8.04254 Hacking Tool, CobaltStrike,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client,established; file_data; content:"|FC E8 19 00 00 

00 5E FF F1 09 07 81 6B D8 CF AD 8F 95 2D 09 F9 73 43 28 3D 2B 09 5D 
91 44 AF EB|"; fast_pattern:only; sid:804254;)

alert udp $EXTERNAL_NET 53 -> $HOME_NET any (msg:"IGRSS.8.04312 
CobaltStrike,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client; dsize:>282; 

byte_test:1,&,0x80,2; content:"|57 5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37 51 5A 6A 41 58 50 30 41 30 41 6B 41 41|"; fast_

pattern:only; sid:804312;)

alert tcp $EXTERNAL_NET any -> $SMTP_SERVERS 25 
(msg:"IGRSS.8.04255 Hacking Tool, CobaltStrike,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file_data; content:"|FC E8 19 00 00 
00 5E FF F1 09 07 81 6B D8 CF AD 8F 95 2D 09 F9 73 43 28 3D 2B 09 5D 

91 44 AF EB|"; fast_pattern:only; sid:804255;)

alert udp $HOME_NET any -> any 53 (msg:"IGRSS.8.05034 Malware,  
Cobalt Strike,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 

content:"|03|aaa|05|stage"; nocase; content:"|00 00 10 00 01|"; 
distance:0; sid:805034;)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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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3.0 시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및 도입 시 
고려사항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권구환

개요01.

2021년 12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I’m not suggesting web3 is real”이라는 멘트의 트윗을 시작으로 

트위터 CEO 잭 도시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 역시 WEB 3.0은 탈중앙화를 지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고도의 중앙화된 시스템 구조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공개하며 Web 3.0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반해 Web 3.0 지지자들은 Web 3.0이야 말로 탈중앙화를 위한 기술의 발전이라며 Web 

3.0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인터넷의 미래라는 입장과 사기라는 설전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Web 환경의 

뜨거운 감자로 이슈를 몰고 있는 Web 3.0이 무엇이고 어떻게 웹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은 1989년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CERN)에서 근무하던 컴퓨터 과학자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가 여러 대학의 과학자들과 문서나 동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환경으로 WWW(World Wide Web)을 태동 시켰다. 1990년대 중반까지 Netscape Navigator와 같은 웹 

브라우저는 ‘Web 1.0’시대로 음악이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사용이 제한되는 텍스트와 링크를 제공하는 

일방향 플랫폼 구조였다. 미디어 사용의 증가 및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SOA(Service-Oriented 

Architecture),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등 차세대 웹 기술을 반영하여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Web 2.0’으로 발전하면서 △ 공유(Sharing), △ 개방(Openness), △ 참여(Participation), △ 

협력(Collaboration)의 4가지 서비스 철학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Google, Meta(구 Facebook), Youtube등 대규모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 웹 환경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웹은 데이터의 중앙집중화와 폐쇄적인 운영 구조로 변화하였다. 사용자들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로 

발생되는 수익과 지식 소유권으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은 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웹 환경을 독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중앙집중화된 데이터의 축적인 활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및 정보유출로 인한 보안 이슈 등은 웹 생태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를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Web 3.0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소유권을 기업이 아닌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탈중앙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Web 3.0’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데이터 분석기업 메사리(Messari)의 ‘Crypto Theses 2022’에 따르면 ‘Web 3.0’을 미래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신탁펀드 투자회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 역시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과 연계된 ‘Web 3.0’시장이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함에 

따라 국내외 다수의 기업들이 관련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의 투자전문 자회사인 

삼성넥스트가 미국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반 Web 3.0인프라 개발 기업인 ‘미스트랩스’에 투자하였으며, 

국외에서는 Facebook이 메타버스의 ‘메타(Meta)’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메타버스 기반의 Web 3.0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탈중앙화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을 목표로 메타버스, NFT, 

암호화폐, 디파이(DeFi), 탈중앙화 앱(DApp)등의 기반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웹 생태계인 ‘Web 

3.0’을 위한 생태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Web 3.0’의 정확한 정의나 구현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스펙 등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웹 생태계를 위한 기술투자 증가 및 정부정책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새로운 웹 생태계인 Web 3.0을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표 6-1] Web 생태계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시기

운영 주체

소통 방식

네트워크

추구가치

기술적 특징

핵심 인프라

주요 사례

상호작용 방식

Web 1.0 Web 2.0 Web 3.0

1989년 ~ 1999년 2000년 ~ 2009년 2010년 이후

회사 플랫폼 네트워크

읽기 읽기, 쓰기 읽기, 쓰기, 소유

WWW 모바일 블록체인

기술, 정보 전달 효율성 개방, 참여, 협력, 공유
탈중앙화, 투명성,

데이터 소유, 보상

HTML, Active X 등 XML, AJAX, RSS 등 시맨틱 웹 기술, VR, AR

개인컴퓨터 초고속 인터넷, 클라우드
블록체인, 모바일,

분산형 클라우드

인터넷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 등
크롬, 페이스북, 트위터 등

스팀잇, 스테이터스,

세타 렙스 등 

단방향 양방향 다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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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Web 3.0’의 개념 및 특징

‘Web 3.0’을 구성하는 기술 요구와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Web 3.0’이 추구하는 웹 

생태계의 특징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독과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보안 이슈를 탈피하기 위해 분산화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탈중앙화 방식의 웹 

생태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용어 적인 측면으로 봤을때 ‘Web 3.0’은 갑자기 등장한 용어는 

아니다. WEB 3.0은 초기의 WWW환경을 구축한 팀 버너스-리가 차세대 지능형 웹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 최근에는 개별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멘틱 웹(Semantic Web)기술을 사용하는 ‘개인화된 

웹’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의미론적인 웹’이라는 의미의 시멘틱 웹은 인터넷과 같은 분산환경에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온톨로지(Ontology)형태로 표현하고 처리하는 기술로 ‘Web 3.0’에서는 컴퓨터의 개입 없이 데이터를 스스로 

처리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만 보여줄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분산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소유권이 빅테크와 같은 기업 중심이 아닌 개인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보안사고위험도 낮아질 

수 있다. ‘Web 3.0’에서는 탈중앙화 이외에도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의 기술이 활용되면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생태계의 변화는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운영, △ 탈중앙화로 인한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이슈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1)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생산 및 공유하는 ‘Web 2.0’환경은 Google, Youtube, Meta(구 Facebook)등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환경에서 중앙 관리되면서 사용자 데이터가 플랫폼에 귀속되어 관리되면서 데이터 독점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러나 ‘Web 3.0’에서는 탈중앙화된 서버 구조로 블록체인에 의해 분산화 된 데이터 

저장 방식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1-2)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운영

데이터의 가치를 창출하여 독점적인 시장 우위를 점유한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소유하면서 시장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Web 3.0’은 탈중앙화된 운영방식인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구성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운영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데이터 소유권 및 운영 권한이 이전되면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함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지게 된다.

1-3) 탈중앙화로 인한 데이터 유출 및 보안이슈 감소

중앙 관리의 장점은 의사결정에 대한 빠른 처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강점을 갖게 된다. 이에 반해 단일장애지점 

(single point of failure, SPOF)구조이기 때문에 해킹, 데이터 탈취 및 유출 등 보안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Web 3.0’은 탈중앙화를 통해 분산원장으로 공격 지점이 확대됨에 따라 해킹 공격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된다.

‘Web 3.0’ 의 개념과 기술 요소02. 2) ‘Web 3.0’의 아키텍쳐(Architecture) 및 기술 요소

현재까지 구체적인 ‘Web 3.0’의 기술스택이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Coinbase)에서 제시한 ‘Web 3 Stack’에 따르면 [그림 6-1]과 같이 △ Protocol Layer, △ Infrastructure/ 

Category Primitives, △ Use Case Layer, △ Access Layer인 4개의 레이어로 구분된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있다.

[표 6-2]는 [그림 6-1]에서 제시된 4개의 레이어를 구현하기 위한 상세 기술 요소 및 기술 요소를 기반으로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업체들을 매핑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Web 3.0’에서 제공해야 하는 기술 요소 및 서비스 

범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6-1] ‘Web 3.0’ 기술 구조 (출처 :Coinbase)

[표 6-2] ‘Web 3.0’ 기술 레이어 주요 기술 설명 및 활용 서비스 (출처 : Coinbase 일부 재구성)

구분 기술 요소 주요 서비스

Access
Layer

· Aggregator
· 암호화폐 지갑
· 브라우저

· Brave
· DappRadar
· Zepper

Uss Case Laye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접검

(entry point)의 어플리케이션 구성

Infrastructure/ 
Category 
Primitives

· DAO 거버넌스 
· 스마트 계약 감사 소프트웨어
· 데이터 저장 공간
· 데이터 분석 플랫폼
· 인증 솔루션

· IPFS
· Filecoin
· OpenZeppline
· Tally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매우 안정적으로 상호 운용이 가능한 

프리미티브로 구성

Use Case 
Layer

· 메타버스 
· VR/AR/MR/XR
· NFT
· 디지털 트윈
· 인공지능

· AXIE
· Opensea
· Roblox
· ZEPETO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

Protocol 
Layer

· 블록체인
· SOLANA
· Polygon
· BitCoin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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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그림 6-1]과 [표 6-2]에서 살펴보았듯이 ‘Web 3.0’의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기술 요소와 

서비스 등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Web 3.0’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 요소인 △ 

블록체인, △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 △ 인공지능의 특징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Web 3.0’의 핵심목표는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Blockchain)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블록(Block)이라는 데이터 집합을 체인 구조로 연계함으로써 분산환경에서 원장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체인에 연결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려워 

중앙관리구조에 비해 보안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게 된다. 블록체인은 [표 6-3]의 주요 특징을 

기반으로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형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과 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는 

폐쇄형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으로 운영방식을 구분할 수 있다. ‘Web 3.0’은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성되게 될 것이다.

구분

보안성

안정성

투명성

익명성

내용

거래 기록 및 데이터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소유하고,

암호화를 통해 거래 데이터의 무결성과 부인 방지를 보장

분산형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네트워크가 손상되어도 안정적으로 연결 유지 가능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 기록 및 데이터 확인 가능 

계정 생성, 거래 등에서 제 3자의 신원 인증이 필요 없음

이와 같은 개방형 블록체인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분산 

어플리케이션(DApp)구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더리움(Ethereum)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로 지목되고 있는 튜링 불완전성(Lack of Turing-Completeness), 낮은 확장성을 보완하고 제 3자의 

개입없이 프로그래밍된 동작을 수행하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Web 

3.0’생태계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체불가토큰(NFT)이나 탈중앙화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과 연계된다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Web 3.0’은 탈중앙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산 저장을 통한 새로운 매커니즘이 

요구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많은 노드에 저장하고 P2P(Peer-to-Peer)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저장방식인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이 필요하다. IPFS는 BitSwap Protocol를 

이용한 P2P를 구현하기 때문에 고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erkel DA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파일의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Web 3.0’이 추구하는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소유 및 안전한 관리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Web 3.0’을 구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주요한 기술 요소는 ‘인공지능’이다. 문제 해결 및 패턴 인식 등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을 컴퓨팅 환경에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적용하고 구현하기 위한 기술인 인공지능은 구현 방법에 

따라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단연 

딥러닝(Deep Learning)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층을 가진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학습(Training)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은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RNN(Recurrent Neural 

Network),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등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이미지, 비디오, 문서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의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를 학습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신약개발, 

자연어 처리, 얼굴인식, 시각 인식, 음성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Web 3.0’을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의 처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0 61

Special Column Web 3.0 시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및 도입 시 고려사항

www.igloo.co.kr

‘Web 3.0’기반의 서비스 활용방안 : 메타버스와 NFT03.

‘Web 3.0’이 사용자들의 요구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요소나 비즈니스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으나 상당수의 빅테크 기업에서는 ‘Web 3.0’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로 메타버스와 

NFT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유통, 금융, 교육 뿐만 아니라 정서적 유대관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메타버스는 ‘Web 3.0’이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1992년 미국의 공상 과학 소설 작가인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 ’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가상 및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 ’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즉,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적인 가상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 기술연구단체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에서는 

증강(Augmentation)과 시뮬레이션(Simulation), 사적인 영역(Intimate)과 외적인 영역(External)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라이프로깅(Life Logging), △ 거울 세계(Mirror Worlds), △ 

가상 세계(Virtual Worlds)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6-4]와 같다.

[표 6-4] 메타버스의 유형별 주요특징 및 문제점 비교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Metaverse,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  일부 재구성)

구분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

(Life-logging)
거울세계

(Mirror Worlds)
가상세계

(Virtual Worlds)

정의
현실공간에 가상의 2D 
또는 3D 물체가 겹쳐져 

상호작용하는 환경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 저장, 

전송하는 기술

실제 세계를 그대로 투영한 
정보가 확장된 가상 세계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가상세계

구현 가치
(니즈)

현실세계와 판타지, 편의성을 
결합한 몰입 콘텐츠 제공

방대한 현실세계의 경험과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가능하며 

타인과 공유 가능

외부정보를 가상공간에 통합, 
확장함으로써 활용성 극대화

다양한 개인들의 활동이
가능한 현실에 없는 새로운 

가상공간을 제공

주요
대표 기업

· 마이크로소프트
· 아마존
· 페이스북
· 잉그레스
· 나이앤틱

· 나이키
· 삼성, 애플
· 페이스북, 트위터
· 마이크로소프트
· 아마존

· 구글, 네이버, 카카오
· 에어비앤비
· 마이크로소프트
· 아마존
· 페이스북

· Epic Games
· X-box game studio
· 네이버Z
· 닌텐도
· 마이크로소프트
· 페이스북 

부작용
(도전 요소)

· 현실이 중첩된 증강현실
 공간 속의 혼란

· 증강현실 속 캐릭터 등에
 대한 소유권

· 프라이버시 침해
· 내부기밀 유출 및
 겸업금지위반

· 현실세계와의 고립현상
 발생

· 정보조작의 문제
· 거대플랫폼 락인 효과로  
   불공정거래

· 현실세계의 회의
·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무질서 우려

장점
실제 환경과 같은

다양한 경험이 가능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정보의 확장성

실제 환경과 같은
다양한 경험이 가능

핵심기술

· 비정형 데이터 가공
· 3D 프린팅
· 5G 네트워크
· 위치/ 방향 추적 기술

· 온라인 플랫폼
· 유비쿼터스 센서
· 5G 네트워크

· 블록체인 기술
· GIS 시스템
· 데이터 저장 기술
· 3D 기술

· 그래픽 기술
· 5G 네트워크
· 인공지능
·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사례

· 포켓몬 GO
· HUD (Head Up Display)
· SNOW 앱 등

· S-health, Apple
· 나이키+러닝
· SNS  매체의 블로그, 
  Vlog 등

· Google Earth, 카카오,     
   네이버 지도
· 에어비앤디비
· Zoom 회의실
· 배달의 민족 등

· 마인크래프트
· 로블록스
· 제페토
· 포트나이트 등

[표 6-4]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확장현실(eXtended Reality,XR)과 데이터, 5G, 

6G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융합기술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라는 특징 이외에도 [표 6-5]와 같이 ‘5C’라고 불리는 △ 창작자(Creator), △ 세계관(Canon), 

△ 디지털 통화(Currency), △ 일상의 연장(Continuity), △ 연결(Connectivity)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창작자(Canon)와 디지털 통화(Currency)라는 특징은 ‘Web 3.0’생태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가 ‘Web 3.0’의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메타버스가 실세계의 실물경제와 유사한 경제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대체불가능토큰인 NFT(Non-Fungible Token)를 통해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및 서비스 등 

컨텐츠의 소유권과 희소성을 부여함으로써 메타버스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NFT는 2015년 10월 

29일 이더리아(Etheria) 프로젝트에서 처음 등장하여 그해 11월 런던에서 열린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개되었다. NFT는 이더리움의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721 표준 기반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에 고유 아이디와 메타데이터 정보를 할당해 파일의 

진위여부 및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ERC-721 표준은 소유권과 대체불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해 

소스코드에서 토큰 ID(Token-ID)와 소유자(Owner)를 토큰의 발행부터 토큰의 소멸까지 모든 거래단계에 

적용하여 소유권과 대체불가능을 구현하게 된다.

현재 NFT는 이러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The 

sandbox)는 가상 공간에서는 부동산 개발, 인테리어 디자인, 대체불가능토큰(NFT) 구매, 패션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 계열사 

SNOW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ZEPETO(제페토)를 중심으로 NFT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Web 3.0’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6-5] 메타버스의 5가지 주요 특징

구분 내용

창작자

(Creator)
메타버스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의도대로 설계하고 소유하는 설계자

디지털 통화

(Currency)

메타버스에서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가상 자산에 대한 가치를 저장 및 교환하기 위한 디지털 화폐가 통용됨

세계관

(Canon)
메타버스에서의 가상 공간으로 창작자에 의해 채워지는 확장 공간

일상의 연장

(Continuity)
사회적 교류와 사회의 경험이 현 세계와 가상 세계가 동일하게 연장

연결

(Connectivity)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메타버스의 세계를 연결하여 또 다른 세계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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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NFT는 기업과 개인 사용자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관심이 높은 기술이다.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는 5G 네트워크의 고도화, 디바이스의 대중화, 컴퓨팅 성능의 향상 등 기술이 발전하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가상융합기술(XR),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웹 3.0 플랫폼 

메타버스를 디지털 뉴딜 2.0 정책에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전문기업 육성 등 해당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정책을 신설하였으며, 메타버스는 교육, 의료, 

국방,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의 주요 산업으로 꼽힌다. 

[그림 6-2] 한눈에 보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2022.01.21)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5대 강국의 도약’을 선언하며, 

‘110대 국정과제와 521개 실천과제’중 주요 요소로 메타버스 관련 부처 신설을 제시한바 있다. 의료,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 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관련 법률 및 

활용방안이 미비함에 따라 이러한 정부 정책은 매우 반가운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메타버스나 NFT등의 

‘Web 3.0’주요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표 6-6]과 같이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직면한 과제들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

[표 6-6] 메타버스 활성화 저해 요소 및 설명

구분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설명세부항목

법·제도의 공백

(Compliance)

· 디지털 공간 속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의 부재

· 가상 공간 속에서의 범죄(사기, 절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

· 가상 자산, 가상화폐에 대한 효력 인정 문제      

윤리적 인식 부재

(cyber bullying)

· 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의 성희롱·성폭행,

   명예훼손 등 범죄에 대한 윤리 인식 부재 

AI 기술에 의한

신원 도용

(Spoofing Identity)

· AI 기술을 악용한 개인식별 정보(신원 사칭, 딥페이크

   (Deep Fake) 등) 복제 또는 변조

정보 유출

(Information Disclosure)

·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의

  민감정보(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및 프라이버시(생체정보, 

  활동정보 등) 유출

빅브라더 문제

(Big Brother)
· 가상세계 플랫폼 기업에서 데이터 수집 및 독점 문제 발생 가능성

서비스 거부

(Denial of Service)

· 플랫폼과 사용자 사이의 네트워크 통신 취약점(DoS, DDoS, 

   DRDos 등)을 이용한 플랫폼 서비스 가용성 저해

데이터 변조 및 복제 

(Tempering with Data)

· 사용자가 소유한 가상 자산(NFT, 부동산, 아바타 등)에 대한

   탈취, 복제, 삭제 

· 플랫폼, 서비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콘텐츠 등 데이터 위·변조

권한 상승

(Elevation of Privilege)
· 플랫폼 또는 콘텐츠 생성자 권한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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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3.0’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04.

‘Web 3.0’은 아직까지 기술에 대한 정의와 서비스 등이 정확하게 확립되지 못한 초기 단계이다. 그러나 

메타버스,블록체인, 6G, 인공지능, 분산 저장 환경 등의 기술 투자 및 개발을 통해 ‘Web 3.0’ 생태계로의 진입이 

시작됐고,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설명한 ‘Web 3.0’  생태계에서 사용할 대표적인 서비스인 

메타버스와 NFT를 토대로 △ 법·제도적 측면, △ 정부 측면, △ 기술적 측면, △ 보안 기술 측면에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내용구분

법·제도적 측면

· ‘Web 3.0’ 플랫폼 및 기술 개발을 위한 MPEG-v, IEEE 2888 등의 표준 확립 

· ‘Web 3.0’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 등 법률 개선 

· 가상세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관련 법안 개선

· 가상 자산(암호화폐, NFT) 관련 법안 마련 및 개선

정부 측면

· ‘Web 3.0’ 주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육성

· ‘Web 3.0’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시장 현황 모니터링

· ‘Web 3.0’의 글로벌 기술선도를 위한 정책마련 및 예산지원 강화

· 가상 자산의 생성,유통,거래 등 프로세스 지원

기술적 측면

· 차세대 폼팩터(Form Factor) 및 프레임 워크 기술 개발

· 가상 자산 활성화를 위한  응용 기술 개발

·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 개발

· 만물 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 시대를 위한 5G, 6G 개발 및 상용화

인프라

및 

네트워크

· DevSecOps를 통한 ‘Web 3.0’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분산 데이터 환경 보안을 위한 보안 액세스 서비스 에지(Secure Access Service  

   Edge, SASE),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ZTNA) 등의 네트워크 솔루션 도입

· ‘Web 3.0’ 플랫폼 오픈소스 보안 이슈 최소화를 위한 보안 테스트 강화

개인 정보

및

데이터 

·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 재현데이터(Synthetic Data) 등의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PET)을 이용한 데이터 보호

· 가상 자산 거래 및 개인 아바타 정보 보호를 위한 FIDO, DID 등의 차세대 인증

   기술 개발

·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Anti-Tempering 기술 적용

보안

기술

측면

[표 6-7] Web 3.0 생태계 도입 시 고려사항

마무리05.

지금까지 ‘Web 3.0’ 시대 그리고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Web 3.0’은 인공지능, 초고속 

네트워크(5G/6G 등),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들이 혼합된 영역이다. 아직 생태계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고,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주제이므로 실제로 구현이 될지, 아니면 허구와 허상에 불과한 

단어인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Web 3.0’ 시대에서 사용될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 등의 기술들은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수립, 규제 완화와 민간.공공 기업의 기술 투자 등이 이루어져 ‘Web 3.0’의 

생태계가 구현된다면, ‘Web 2.0’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와 미래의 문화, 사회, 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해본다.

앞으로 다가올 ‘Web 3.0’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부, 기술적, 보안 기술 측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체계적이고 다각화된 준비가 필요하다. ‘Web 3.0’은 개인화된 웹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제도적 불확실성 등 다수의 쟁점들이 표면화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암호 화폐와 관련된 규제와 같이 

강한 규제가 존재할 경우 시장 활성화를 저해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법·제도적 확립과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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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GAN 적대적 생성 신경망과 이미지 생성 및 변환 기술 동향

https://ettrends.etri.re.kr/ettrends/184/0905184009/35-4_91-102.pdf

13)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Generative Adversarial Nets 분석과 적용사례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CFKO2017362570966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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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18) RS.MI 확대방지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이규환

카테고리 소개 : RS.MI 확대방지01.

 대응(Respond) > Mitigation, 확대방지

: 침해사고 발생 시 이벤트의 확산 방지, 영향 완화, 사건 근절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의 20여년 간의 보안관제 노하우가 담긴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의 
세부항목(Category)을 월간보안동향을 통해 매월 하나씩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글루시큐리티의 보안관제방법론 – 관제기술에 관리를 
더하다(월간보안동향 2018년 9월호)” 에서 다루었음으로 참고 바란다.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의 네번째 기능(Function)은 『대응(Respond)』으로, 그 중에서 네번째로 소개될 
세부활동(Category)은 『확대방지(RS.MI, Mitigation)』이다. 

*본 문서에서 수행하는 『대응』 기능(Function)은 『탐지』 업무 수행 시의 대응과는 다른, 침해사고 발생 시의 대응을 뜻함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보안관제센터에서 침해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는, 침해사고대응 조직에 의해 침해사고대응 절차가 수행 되게 
된다. 침해사고대응 시, 해당 침해가 확대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절차는 침해를 대응하는 만큼 중요하다. 

이글루의 보안관제방법론에서는 확대방지를 위한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침해사고의 완화 및 확대방지 절차 수립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격 유형 별 침해사고 대응 가이드가 작성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대응 가이드에는 공격의 유형, 공격 발생 시 탐지 방안, 공격 중 대응 방안, 침해 발생 시 대응 
방안, 사후 대응 방안 등이 포함 되어 있다. 특히 침해 발생 시 대응 방안에는, 해당 침해가 확산 되지 않기 위한 
확대방지 방안이 반드시 포함 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확대방지 방안은 공격 이벤트 확산 방지, 침해 영향 완화, 침해사고 근절 등을 위한 활동 방안이 공격 유형 
별로 정의가 되어야 한다.

3) 관련 문서

IG.SOC-042-05 각 상황 별 침해사고 대응 가이드

침해사고 후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해서는 RC.RP (Recovery Planning, 복구계획)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며, 

이번에는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다. 모든 보안관제센터는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가 

수립 되어, 비상 상황 발생시의 복구 방안이 수립 되어야 한다. 특히 BCP에는 재해 별 DRP(Disaster Recovery 

Plan, 재해복구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DRP는 각 재해/장애/침해 별 대응 및 복구 절차가 포함 되어 있으며, 

상기한 공격 유형 별 공격대응 가이드 역시 DRP에 포함 되어 운영 된다.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1) 보안관제방법론 프로세스 2) 대응(Respond) 기능 로직 모델

[그림 7-1] 공격 유형 별 공격대응 가이드

[그림 7-2]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 BCP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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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6일] ㈜이글루코퍼레이션(대표 이득춘, www.igloo.co.kr)은 보안 오케스트레이션·자동화·대응(Security 

Orchestrat ion, Automation and Response, SOAR) 솔루션인 ‘SPiDER SOAR (스파이더 쏘아)’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GS(굿소프트웨어)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GS 인증은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사용 편의성,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한다. SPiDER 

SOAR의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실제 운영 환경 재현 하에 테스트를 수행하여 소프트웨어의 기술성과 

경제적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았다. 

SPiDER SOAR는 이글루코퍼레이션이 20여 년 이상 수많은 고객사에서 보안관제를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지식을 

토대로 국내 보안 조직의 상황에 부합하는 자동화된 공격 탐지와 대응 기능을 제공한다. 보안 위협 유형별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매뉴얼화한 플레이북(Playbook)에 기반해, 국내 보안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기종 보안 솔루션을 연동하여, 자동화된 침해 

대응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다. 

보안 조직들은 보안관제 대응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SPiDER SOAR 도입을 통해, 경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요한 

상세 분석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증된 플레이북 도입을 통해 보안 인력 역량 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상향된 

수준의 대응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보안 위협 탐지에서 대응에 이르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SOAR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뛰어난 기술성과 효율성을 검증받은 SPiDER SOAR 도입을 통해, 

보안관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글루코퍼레이션 SPiDER SOAR,

GS 인증 1등급 획득

- SPiDER SOAR, 국내 보안 조직에 최적화된 자동화된 공격 탐지와 대응 기능 제공

발행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www.igloo.co.kr)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7 한스빌딩 6층

             T. 02-3452-8814, 02-554-1911(HOT CALL)

편집인 : 이글루코퍼레이션 사업총괄 전략사업부 마케팅팀 

Copyright  © IGLOO Corp. 2022. All rights reserved

본 간행물의 저작권은 ㈜이글루코퍼레이션에 있습니다. 본사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간행물의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 복제, 복사, 배포 

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본 문서에 수록된 정보는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