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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OO Threat Insight

Summary

▶ 월간 핫이슈
2022년 8월은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곳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이번 폭우 피해는 사람이 대응할 수 없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배수구
정비 등 사전에 할 수 있었던 예방(豫防)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가 커졌기에 인재(人災)라고 할
수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호우 발생 시 배수구의 청소 여부에 따라 범람하는 지역의 범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실험으로 보여줬고, 뉴스에서는 용감한 시민들이 물에 잠겨 있는 배수구의 쓰레기를 치우자 잠겨있는
일대의 물이 순식간에 빠지는 모습도 보여졌다. 이는 이번 폭우에 미리 대비를 했더라면 피해가 확연히
줄었을 수도 있었으리라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계기가 되었다.
보안의 영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안담당자의 일과를 보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하지만 이보다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지 않은지 사전에 진단 및 패치를
하고, 최신 공격을 대응할 수 있도록 경보 정책을 정비하는 등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쏟아지는 공격을 모두 대응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보안의 특성상 하나만 뚫려도 모든 것이 뚫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피해는 더욱 커 질 것이다.
이번 호우로 인해 입은 피해가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철저한 예방활동을 바탕으로 똑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월간 통계분석
·· 2022년 8월 전체 공격 건수가 전월 대비 약 1.05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은
전월 대비 약 100건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ThinkPHP 원격코드실행(RCE, Remote Code Execution)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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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과 인도, 홍콩, 대한민국, 러시아, 대만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중국과 영국, 독일, 멕시코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2-1]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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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통계 자료는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에서 SIEM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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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월간 보안위협동향 및 분석

2022년 8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웹 취약점 스캐너(Zgrab)과 네트워크 스캔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증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MVPower DVR Shell 미인증 명령어 실행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는 사이버 위협을 예측하기 위해 월간 공격 유형, 취약점 별 공격 건수와 비율, 공격 출발지

공격이 전월 대비 700건 가량 대폭 증가하였다.

국가 및 IP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01. 월간 공격 유형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패턴

건수

비율(%)

등락

웹 취약점 (Web Vulnerability)

5,780

40.2

-

시스템 취약점 (System Vulnerability)

4,950

34.4

-

정보수집 (Information Gathering)

2,587

18.0

-

비인가접근 (Unauthorized access)

700

4.9

-

악성코드 (Malware)

231

1.6

-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70

0.5

-

정보노출 (Information Exposure)

42

0.3

-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32

0.2

-

총 합계

14,392

100

-

순위

탐지 명

건수

비율(%)

등락

1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2,573

17.9

-

2

MVPower DVR Shell 미인증 명령어 실행

1,208

8.5

▲6

3

명령어 삽입 (Netgear 라우터 취약점)

1,168

8.1

-

4

웹 취약점 스캐너 (Zgrab)

769

5.3

NEW

5

SQL 삽입

767

5.3

▲5

6

GPON 라우터 취약점

750

5.2

-

7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608

4.2

▲2

8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546

3.8

▼3

9

명령어 삽입 (D-Link HNAP 취약점)

536

3.7

▼2

10

네트워크 스캔

406

2.8

NEW

9,349

65.0

-

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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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1] 월간 공격 유형

2022년 8월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전체 공격 합계가 전월 대비 약 1.05배 가량
증가하여, 각각의 공격 패턴 건수 또한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100건 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공격 건수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200건 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MVPower DVR
Shell 미인증 명령어 실행 공격 건수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6

[표1-2]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www.igloo.co.kr

7

IGLOO Threat Insight

03. 월간 위협 IP 주소 TOP 10

04.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

2022년 8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과 인도, 홍콩, 대한민국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8월에 발생한 취약점 패턴 중 TOP 10을 중심으로 공격패턴에 따른 상세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중국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공격 비율 합이 전체 대비 약 45%로, 절반에 살짝 못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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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해당 출발지 IP 의 유해성은 이글루 CTI, 공개위협정보(OSINT) 정보 등 에서 확인한 결과이다.

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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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ower DVR Shell
미인증 명령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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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 삽입
(Netgear 라우터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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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취약점 스캐너(Z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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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 삽입

SQL Injection 공격은 웹 페이지에서 특수문자나 Union, Select 등 쿼리에
사용되는 문자를 필터링하지 않고 입력된 값이 쿼리문에 사용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다. 공격자는 DB에 연결된 계정이 가진 권한 내에서 다양한 쿼리를 사용하여
저장된 정보의 획득, 수정, 삭제 및 시스템 접근 등이 가능하다.

GPON 라우터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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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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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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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 삽입
(D-Link HNAP 취약점)

D-Link 제품 설치 시 사용되는 HNAP(Home Network Administration
Protocol) 관련 스크립트에 존재하는 취약점으로 인해 인증을 우회하여 서비스
중지, 백도어 설치 등의 명령어 실행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스캔

네트워크 취약점 스캔 공격은 원격지에서 다수의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의 자체
버그, 시스템 구성상의 문제점 등 해킹 가능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알아내고자
하는 공격이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공격이다.

* 하기 표를 참고하여 방화벽 혹은 타 보안 장비에서 차단을 권장한다.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순위

위협 IP

국가

IGLOO_CTI

공격정보

1

141.255.162.201

CH

5/106

아파치 로그포제이(Log4j) 원격코드실행
(CVE-2021-44228)

2

49.143.32.6

KR

16/106

명령어 삽입 (Netgear 라우터 취약점)

3

92.255.85.38

RU

4/106

포티넷 FortiOS 디렉터리 접근 공격 (CVE-2018-13379)

4

95.161.131.235

RU

16/106

웹 취약점 스캐너 (Zgrab)

5

13.89.48.118

US

3/106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PHPUnit)

6

45.134.144.140

US

15/106

포티넷 FortiOS 디렉터리 접근 공격 (CVE-2018-13379)

7

185.53.90.45

NL

3/106

네트워크 스캔

8

65.49.27.190

US

0/106

아파치 로그포제이(Log4j) 원격코드실행
(CVE-2021-44228)

9

103.145.13.58

NL

3/106

SIP 취약점 스캐너 (Sipvicious)

10

52.18.4.40

IE

0/106

네트워크 스캔

Total Countries
▶ 금월 공격 IP, 국가 순위 상세 Top 10 표 및 비율
대한민국
홍콩
인도
중국
미국

7.7%
9.0%
10.5%
32.4%
40.4%

[표1-3] 월간 출발지 IP 주소 TOP 10

8

[표 1-4]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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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지표(IOC)

탐지 정책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사이버 공격 사전 예방 및 공격 탐지 시 신속한 공격자 식별을 위해, 국내외 기업 기관에서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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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많은 정보 중 고객사와 연관이 있는 핵심 정보, 즉 공격의 맥락과 목적 등을 간파할 수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사이버 공격을 효율적으로 탐지, 대응하고

있는 상세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안관제 센터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스노트 룰(Snort Rule)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탐지 패턴을
보유한 “보안 장비”에 적용 함으로써 조직의 보안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 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 월간 사이버위협탐지정책 통계

2022년 7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19,618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정보는

2022년 7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33건 이다.

140,837건 수집되었다.

7월 한달동안 Atlassian Confluence(CVE-2022-26138), Apple Safari(CVE-2022-22620), CrimsonRAT

수집 대상별 순서는 [해외-Phishing(69,867건)], [해외-Malware(64,428건)], [국내 (19,618건)] 으로

등에 대한 탐지정책이 배포 되었다.

집계되고 있다.

[그림 1-4] 최근 3개월 공유 건수

Code

탐지 정책

설명

태그

IGRSS.2.05845

alert tcp $EXTERNAL_NET any -> $SMTP_SERVERS 25
(msg:"IGRSS.2.05845 Apple, Safari, CVE-2022-22620,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file_data;
content:"history.pushState"; fast_pattern; content:"location";
within:50; content:"|23|"; within:50; content:"|2E|focus";
distance:0; content:"|2E|onblur"; distance:0; content:"history.
replaceState"; within:100; content:"setTimeout"; distance:0;
content:"history.back"; within:100; sid:205845;)

Safari 브라우저의
CVE-2022-22620 취약점을
악용한 UAF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Apple, Safari,
CVE-2022-22620

IGRSS.8.05852

alert tcp $HOME_NET any -> $EXTERNAL_NET any
(msg:"IGRSS.8.05852 Malware, CrimsonRAT,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00 00 00
00|Chairtabkjh-"; fast_pattern:only; sid:805852;)

CrimsonRAT Malware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Malware,
CrimsonRAT

IGRSS.10.05869

alert tcp any any -> any $HTTP_PORTS (msg:"IGRSS.10.05869
Atlassian, Confluence, CVE-2022-26138, Web Application Attack";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disabled1system1user6708";
fast_pattern:only; http_uri; content:"disabledsystemuser"; nocase;
http_uri; sid:1005869;)

Atlassian Confluence의
CVE-2022-26138 취약점을
악용한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Atlassian,
Confluence,
CVE-2022-26138

IGRSS.8.05874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8.05874 Webshell, php, Cybershell,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
php?downloadfile="; fast_pattern:only; http_uri; sid:805874;)

Cybershell PHP Webshell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Webshell, php,
Cybershell

[그림1-1] 최근 3개월 국내외 위협 정보 수집 건수

[그림1-2] 위협 IP 국가 현황

[그림1-3] IoC별 수집 현황

* 상세한 정보는 IGLOO CTI(Cyber threat intelligen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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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월간 공유 건수

[표 1-5] 월간 주요 사이버위협 탐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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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의 날’ 유래가 된 7.7 DDoS 사태, 현재진행형인 디도스 공격 – 중소기업

이달의 주요 ISSUE

공격 대응책은?
·· ‘정보보호의 달’과 ‘정보보호의 날’의 지정은 2009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정부 기관, 포털, 은행
홈페이지 등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을 당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사건이 근거가 됨.
·· 2009년 7.7 디도스 공격을 시작으로 2011년 10월 정부 사이트 공격과 2013년 6.25 사이버테러, 2020년 8월
금융권 공격과 2021년 3월 포털 공격에 2022년 6월 30Gb의 토스 공격까지 디도스 공격은 지금도 계속 발생.
특히, 해외에서는 2016년 10월 딘(Dyn)의 1.2Tb 공격과 2021년 11월 MS 애저(Azure)의 3.47Tb 공격 등
테라바이트 공격을 넘는 대규모 공격이 발생하고 있음.

··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에 326개 기업 참여··· 정부 “재참여 기업들 보안 수준 향상”
·· 인공지능과 해킹 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치안 역량 높인다, ‘과학 치안 공공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추진
·· 새 정부의 5대 핵심 과제 발표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 체계 혁신, 미래 혁신 기술 선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0년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를 개소, 공격이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에 착안, 도메인과 연계되는 물리적 시스템 주소를 대피소 시스템 접속 지점 주소로
변환하여 공격 차단
··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는 2010년 이후 가입 기업 수는 연평균 56.7% 증가하였으며, 디도스 공격 방어실적은
2010년 25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 누적 1,351건, 연평균 113건에 이른다고 밝힘

기술 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등)
·· 정보보호제품 개발자부터 화이트 해커까지, ‘사이버 10만 인재’ 육성체계 발표
·· 보안 '뭉텅이' 규제 푼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CC인증 등 제도 손질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ISMS 예비인증으로 시장 진입 가능해져

▶ '사이버 예비군 창설해 하이브리드 전 대비하겠다.' 윤 정부,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 사이버보안 분야 특화 AI 학습 데이터셋 8억 건 공유
··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월패드, 보안관리 실태 미흡

·· 윤석열 대통령이 '제 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하이브리드 전으로 변모하는 전쟁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과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히며,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공개함.
·· 41개 해외국가 도메인까지 확대해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나선다
·· 블록체인 기술 도입 지원... 시범 사업 경험과 전문가 자문 등 담아 첫 가이드북 나온다
··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 중소기업 디도스 공격 연평균 100건 이상 방어
·· “창립 13주년 기념식 행사 및 혁신경영 선포식” 개최, ‘상생·윤리·효율’ 혁신경영을 위한 선언
·· 인도네시아 국가사이버암호원,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AI가 지킨다…최신 보안기법 도입으로 '新보안체계' 구축

·· 스타트업 육성·지원 목적으로 '정보보호 성장기업 도약 네트워킹' 행사 개최
··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보호 기업 '보안 기능 확인서' 발급 제도 개선 요청

·· 국가정보원, ‘2022 국가정보보호백서’ 발간, 10대 이슈와 함께 대응책 제시
·· 국가정보원, 산업계-학계-연구계 보안 전문가들을 모아 사이버보안 정책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사이버안보 민관 합동 협의체’ 발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교육·유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5개 분야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

기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온라인쇼핑 10곳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 정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시작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DB) 구축 시 적용하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631개 추가 제정
··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국가안보의 핵심”,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정책 발표

·· 융합보안대학원, 정보보호특성화대학 확대 지정 및 사이버 부사관 특화 정보보호 전문 대학을 신설하여 인력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
·· 여기에 더해 최고급 수준의 보안제품 개발자를 육성하는 'S-개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사이버보안 인력 저변
확대를 위한 상시 교육 체계도 확대할 예정.
·· 윤석열 대통령은 행사에 직접 참석해 국가적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며 "2026년까지
10만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 안보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함.

▶ 보안 '뭉텅이' 규제 푼다... CSAP·CC·위성 영상 활용 제도 손질

·· 정부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와 공통평가기준(CC)인증 등 산업 파급효과가 지대한 보안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힘.
·· 국정원은 단일 인증인 CSAP를 중요도별 복수 인증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미국 클라우드
보안인증인 페드램프(FedRAMP)처럼 잠재적 영향 수준에 따라 낮음, 보통, 높음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고심
중임.
·· CC인증은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별도 평가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보안 신기술도 CC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함.
·· 위성 영상 사용 제한 규제 완화도 논의 중임. 국정원은 위성 영상 활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간해상도 규정 완화
등 다수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금융보안원, 2022년 버그 바운티 실시··· “취약점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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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만 노린다? 한글 사용하는 ‘귀신 랜섬웨어’가 대한민국을 노린다

▶ 꼬리 내린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약관 철회

·· 한국형 랜섬웨어 ‘귀신(Gwisin)’이 최근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피해기업도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 메타가 “기존 한국 사용자에게 요청되고 있는 이번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밝히며,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함.

·· 올해 국내 대형 제약사들을 공격해 내부망을 장악하며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첫 번째 공격은 2021년 9월경으로,
이때는 주로 금융권과 IT분야 기업들을 공격.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이용자들은 기존대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으며, 이미 동의를 표시한 사용자라도 기종과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함.

·· 귀신 랜섬웨어는 한글 사용과 한글 키보드 사용 정황, 한국 기업과 한국 공공기관을 정확히 아는 점은 물론,
공격에 사용된 서버 등이 일반적인 공격과 달리 과거 북한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곳들의 공격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하지만 7개 시민단체는 “그동안 메타는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이용자의 활동기록, 행태정보, 기기정보, 위치정보,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등 세밀한 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해왔다”며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함

·· 보안전문가들은 "귀신 랜섬웨어는 한국 기업에 특화된 공격을 하고 있으며, 공격 기법 자체도 수준이 매우 높아
기업들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함

·· 앞서 메타는 국가기관 및 제 3자 등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세분화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시하면서 업데이트 적용
시점까지 이들 항목에 동의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계정 이용을 제한할 것임을 예고해 논란이 됨.

▶ 교사 PC에 악성코드 심어 해킹! 기말시험 답안지 빼낸 간 큰 고교생들

▶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정보 팔아요~ 원하는 건 다 있어요~ 해킹 포럼서 세계 각국

데이터 유출 중
·· 광주 모 고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 고교생 2명이 교무실에 무단침입해 4개 과목 시험문제의 답안을 사전에
빼돌린 사고가 발생함. 이러한 가운데 답안지를 유출하는 데 사용한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범행에는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화면을 정기적으로 자동 캡처해 특정 폴더에 저장하는 악성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악성코드로 알려짐.

·· 유명 해킹 커뮤니티 '브리치드 포럼'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중국, 미국, 캐나다, 터키 등 여러 국가의
정보를 판매한다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업로드되는 중.

·· 악성코드로 캡처한 시험지와 답안지 말고 실제 시험지 문서 파일도 빼돌렸는데, 이 가운데 암호가 걸리지 않은
파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험지를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교육청 지침을 교사들이 어긴 것으로
확인됨.

·· 해당 포럼은 지난 6월 말 중국 상하이 경찰 데이터베이스(DB) 유출로 주목받았는데, 데이터 유출 규모는 약 10억
명으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유출일 것이라고 평가하는 중임.

·· 반면 유출되지 않은 유일한 과목인 '영어'는 출제 교사 컴퓨터의 '핀 번호' 설정과 악성코드 미작동으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남.

▶ "죄송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해킹으로 택시 이용이 어렵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국 곳곳서 ‘콜택시’ 먹통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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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에는 한국의 정보도 종종 유출되곤 하는데, 작년 화제가 됐던 아파트 월패드 해킹 자료는 해당 포럼의
전신이었던 곳에서 유출되었으며,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정보도 드물지 않게 유출됨. 올해 초 한 차례 폐쇄됐던 포럼은
이름을 바꿔 새롭게 운영 중.

▶ '콘티' 대신 '블랙 바스타'?? 활동 중단했던 러시아 해커조직, 이름 바꿔 재등장

·· 콜택시 배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가 해외 해킹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강원도와 대전을 비롯해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 배차가 중단됨

··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해킹조직 중 하나로 꼽히는 러시아 해킹조직 '콘티(Conti)'가 지난 5월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가 사라져 안심하려는 찰나, 콘티의 조직원이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한
정황이 포착됨.

·· 콜센터 관리업체는 18일 새벽 해커와 접촉해 해커들이 요구하는 암호화폐를 지급하고 데이터 복구를 위한 복호화
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복구해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블랙 바스타(Black Basta)는 지난 4월경 등장한 신생 랜섬웨어 그룹으로 등장 초기부터 수십 개 기업을 랜섬웨어에
감염시키며 주목받았는데, 지나치게 능숙한 운영에 ‘중고 신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음. 또한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전술·기술·절차(TTP), 웜(Worm) 기능 등이 콘티와 거의 유사하다는 분석.

·· 이번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국 30여 개 지자체에서 콜택시 시스템이 마비된 것과 관련해 경찰 사이버안전국이 본격
수사에 나섰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사고 대응 조사에 착수함.

·· 한편, 콘티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러시아 정부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일부 조직원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나서며 내분이 발생하여 활동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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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hy ?
고객사가 목표하는 방향에 대해 사전 인터뷰를 진행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도출 할 수 있었다.

기술지원센터 분석기술팀 진창덕, 노수지

① 내부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전사적 인식 확산 및 기술적 · 관리적인 정보보호강화
② 개인/기밀정보 부정사용 및 오 · 남용에 대한 감시 및 사전적 예방
③ 최근 국내/외 정보유출해킹 사고에 따른 대응 체계 마련

01. SPiDER TM AI Edition 구축 사례
03. How
보안사고는 조직이나 업무 등에 파급효과가 없는 개인이 국한된 단순한 사고와 달리, 조직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승인되지 않은 정보 자산에 대한 접근, 변경, 유출 등의 사건을 말한다. 외부자의 침입에 의한

이제부터 SPiDER TM AI Edition 구축으로 내부자의 이상행위감지와 외부로 반출 되는 자료에 대한 위험

침해사고보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사고의 방어와 관리는 막막한 현실이다. 최신식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

평가를 통해 선제적 정보유출 대응 체계를 어떻게 구현 할 수 있었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

기업이라도 내부자의 밀반출 하나를 막지 못해 대량의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실제 내부 위협에 대응 하기 위한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솔루션 현황 파악 (메타데이터정의)
자료가 반출 되는 경로를 파악 하여 연관 된 보안 솔루션 간의 데이터 정형화 시키는 것을 최우선 시 해야 한다.
각 보안 솔루션은 인사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를 대비 하여 인사정보의 주체와 연계
하는 것 또한 필수 요건이다.

[그림 3-1] KISA “CERT 구축 운영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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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메타데이터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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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분석 (베이스라인 설정)

3) 업무 현황 및 문제 사항 도출

과거 데이터를 통해 기초 분석을 진행 하고 부서별 업무 현황 파악 및 베이스라인 설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고객사의 업무 현황을 파악 하고 누락 되는 사항은 없는지 문제가 발생 될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 하고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

[그림 3-3] 기초 분석 1

[그림 3-5] 업무현황 파악을 위한 인터뷰

[그림 3-4] 기초 분석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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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나리오 생성

5) 정보 유출 대응 체계 구현

내부 반출 경로를 감시 하고 자료에 대한 위험도 판단 및 사용자 행위 탐지를 4W2H 기반으로 모델 생성

부서별, 사용자별 위험도 스코어를 통하여 이상행위자를 실시간 쉽고 빠르게 식별 할 수 있다.

부서 및 사용자의 상세 분석 화면이 제공 되며, 아래와 같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① 사용자가 반출 한 파일에 대한 위험도 산출 결과
② 사용자, 부서별 위험도 산출 결과 및 추이
[그림 3-6] 4W2H기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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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나리오 기반 이상 행위 모델 탐지에 따른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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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What
내부자의 이상행위감지와 외부로 반출 되는 자료에 대한 위험 평가를 통해 선제적 정보유출 대응 체계를 구현 한
사례를 소개 하였다. 이처럼 잠재 된 내부 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정보 유출 행위(이상징후)를 감지 하고
사전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탐지 시나리오 체계화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내 핵심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우를 통한 처우 개선, 퇴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통해 올바른 보안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기업 내 문화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3-7] AI 기반 정보 유출 강화 프로세스

앞으로도 인프라를 보호 함에 있어 ‘케이스 스터디’ 할 수 있는 다양한 예를 소개 할 예정이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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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템플릿 엔진 기반의 SSTI 취약점 분석

02. Web Template Engine 구조와 적용방안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박수성

01. SSTI 취약점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단계
SSTI(Server Side Template Injection)취약점은 웹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 있는 웹 템플릿 엔진(Web
Template Engine)에 공격자의 공격 코드가 템플릿에 포함된 상태에서 서버 측에서 템플릿 인젝션이 발현되는
공격을 의미한다. SSTI 취약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약점이 발현되는 템플릿의 용도와 활용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SSTI취약점을 소개하기에 앞서 템플릿 엔진의 등장배경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990년경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에 의해 세계 최초의 브라우저인 월드와이드웹(WWW)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는 현재의 웹 브라우저처럼 사용자의 동작에 반응하는 기능들이 현저히 낮았다. 단지 정적인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HTML, CSS로 구동 되었으며, 이후 인터넷의 대중화로 사용자와 상호작용 및 접근성과
유연성을 갖춘 동적 페이지 형태의 웹 브라우저로 발전하였다. 웹 브라우저의 발전의 기반에는 자바스크립트 등
프레임워크 및 라이브러리 등의 브라우징 기술과 템플릿 엔진의 기술이 존재한다.
템플릿 양식과 특정 데이터 모델에 따른 입력자료를 합성하여 결과 문서를 출력하는 소프트웨어 및 컴포넌트를

[그림 4-2] HTML의 4가지 구조

템플릿 엔진이라고 하는데 웹 템플릿 엔진은 브라우저에서 출력되는 웹 문서를 위한 템플릿 엔진을 의미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웹 문서를 템플릿으로 미리 작성해 두고 동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
영역만 필요 시에 결합해서 웹 문서를 구성하고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 웹 템플릿 엔진이
무엇인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사용 목적과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본
문서에서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웹 템플릿 엔진을 템플릿으로 지칭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먼저 Template을 설명하기 전에 잠시 HTML 구조를 살펴보겠다. HTML 문서의 구조는 △ 문서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html> 태그, △ 문서의 형태, 타이틀 정보, 스타일 정보 등이 들어가 있는 <head> 태그,
△ 인터페이스 요소를 구성해 브라우저로 출력되며, 정보 전달을 위한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body> 태그,
마지막으로 △ 서버와의 비동기 통신 등 동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script> 태그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웹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그림 4-2]와 같이 4가지의 큰 틀 안에서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단순히 소개 글 하나만 보여주려는 사이트가 아니라면 목적에 따라 위와 같은 웹 문서 여러 개를 작성하게 되는데
웹 문서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head> 태그에 들어가는 <meta>, <title>
태그와 외부 script 파일을 불러오는 <script src=> 태그가 일반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되는 코드들이다.

[그림 4-1] Web Template Engine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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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Web Template Engine을 적용한 샘플용 직원 게시판

[그림 4-4] Template이 적용된 ‘[그림 5-2]’의 소스코드 상세내역

Template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 4-3]과 같이 게시글 작성 기능, 회원가입, 로그인, 검색, 질문 등록하기
등의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샘플 게시판을 활용하였다. [그림 4-3]의 상단에 출력되는 네비게이션바는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웹 페이지 상단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지원한다. 웹 문서를 구성할
때마다 네비게이션바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면 반복 구문수행으로 인해 편의성과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반복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Web Template Engine라고 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바와 같이
반복적인 요소를 템플릿화 시켜서 미리 작성해 두고 동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 부분만 결합해서 출력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소스코드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의 복잡성이
낮아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Template의 기본적인 기능 및 사용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는 Template의 구성
방법을 간략히 알아보고 공격자 관점에서 Template구문에 공격 코드를 삽입하는 SSTI취약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림 4-4]는 [그림 4-2]를 Template으로 구성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성한 <body>태그는 {% block
content %}구문에 삽입되고 <script>태그의 코드는 {% block script %} 구문을 통해 고정 Template에
삽입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을 Template 문서로 구성하고 그 외 동적인 요소들은 따로 작성해
후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Template의 구조와 적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Template에 어떤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 것일까? 한 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만약 Template을 구성하는 코드에 우리가 입력한 값이 삽입되고 삽입된 코드가 Template구문이라서
서버의 주요 설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은 상상만으로도 무서운 일이다. SSTI는 이러한 Web Template
Engine을 공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Web Template Engine기반의
SSTI 취약점의 공격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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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STI (Server Side Template Injection) 취약점 분석

[그림 4-5] SSTI 공격 구성도

SSTI(Server Side Template Injection)취약점은 서버 측에 Template이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 입력 값이 기존
Template에 삽입되는 경우 공격자는 Template 구문을 이용해 악성 페이로드를 삽입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액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격이다. [그림 4-5]의 SSTI 공격 구성도와 같이 공격자가 kw코드에 {{ 2*2 }}라는
Template구문을 입력하면 사칙연산 결과인 4라는 값이 회신되면서 공격자가 삽입한 Template구문이 실행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CVE

취약점이 발생한 플랫폼

CVE-2022-22954

Vmware Workspace ONE

CVE-2021-46362

Magnolia CMS <= 6.2.3v

CVE-2021-46063

Mingsoft Mcms 5.2.5v

CVE-2021-22570

Jetbrains Youtrack 2020.5.3123v

CVE-2018-14716

Craft CMS SEOmatic plugin 3.1.4v

CVE-2018-13818

Symfony Twig < 2.4.4v

[그림 4-6] Template Engine 별 사용되는 Template 문법

[그림 4-6]은 Template Engine별로 사용되는 Template문법유형을 정리한 내용이다. 정리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하는 웹 언어나 프레임워크 종류에 따라 다양한 Template 문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문법체계는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괄호나 중괄호 안의 값이 동적으로 실행되여 화면에
출력해준다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백엔드(Back-end)시스템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표 4-1] 최근 5년간 공개된 CVE 중 SSTI 취약점이 발생된 목록

Template문법을 삽입하여 서버로부터 회신되는 결과값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게 된다. 본 문서에서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Template환경 중에서도 ‘Jinja Template’ 사용 시 발생될 수 있는 SSTI

SSTI 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 Server-Side 측의 웹 문서 로드 시 동작하는 렌더링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단순히 Client-Side 취약점 공격(XSS, CSRF) 뿐만 아니라, Server-Side의 취약점 공격(RCE, SSRF)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서 위험도가 높다. SSTI 취약점 점검 시 사용하는 악성 페이로드는 Template마다 구문이 상이해
Template 별 문법을 숙지하고 있어야한다. 다음 장에서는 Template 별 문법과 특징 및 공격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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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a Template은 Flask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Python 웹 프로그래밍 Template Engine이다. Flask는
Python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Django에 이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로 본 문서에서도 취약점
테스트 진행을 위해 Python Flask 모듈을 사용했다. 먼저 Jinja Template의 간단한 문법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4-7] SSTI 테스팅을 위한 코드 예시

구분

설명
1. {% if <조건> %}
2.

제어문
(if)

<실행코드>

3. {% elif <조건> %}
4.

<실행코드>

5. {% else <조건> %}
6.

<실행코드>

7. {% endif %}

반복문
(for ~ in …)

표현식

주석

1. {% for item in navigation %}
2. <li><a href=“{{ item.href }}”>{{ item.caption }}</a></li>
3. {% endfor %}

1. {{ … }}

1. {{# … #}}

[표 4-3] Template 구문 해석 예시

[표 4-2] 자주 사용되는 Jinja Template 문법 예제

표현식 ‘{{ … }}’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예시를 준비했다. [그림 4-7] 코드는 사용자에게 입력 받은 값이 age
Template 구문에서 사용하는 제어문(if 구문)은 Python에서 사용하는 제어문 문법과 동일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제어문의 끝을 명시하는 ‘{% endif %}’문을 항상 제어문 마지막 줄에 작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복문(for 구문)도 Python의 문법 체계와 동일하지만 제어문과 마찬가지로 반복문의 종료지점을 명시하는
‘{% endfor %}’를 반복문 마지막 줄에 작성해줘야 한다. 표현식 ‘{{ … }}’은 중괄호 안의 변수나 표현식의
결과를 출력하기 때문에 연산의 결과값이나 객체의 속성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주석의 경우 일반적인 언어의

변수에 삽입되고 삽입된 age 값이 Template 구문에 의해 해석되어 HTML 문서에 삽입되는 구조이다. [표
4-3]는 [그림 4-7] 코드에 사용자가 상수와 사칙 연산을 입력 했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가 상수를
입력했을 때는 age 변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반면에 사칙 연산을 입력했을 때는 변수에 입력된 값 5*5를
반환하는 것이 아닌 사칙 연산 결과를 반환한다. 이렇듯 Template 구문은 단순 호출 뿐만 아니라 사칙 연산도
가능하며 중괄호 안의 값을 동적으로 화면에 표현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주석표현과 동일하게 ‘#’을 사용하여 주석처리를 할 수 있다.
지금 소개한 문법 이외에도 공백제거나 이스케이프 표현식 등의 문법들이 존재하지만 본 문서에서 SSTI취약점을
이해하는데는 [표 4-2]에서 설명된 문법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다음으로는 SSTI공격시에 공격구문의
핵심요소인 ‘{{ … }}’표현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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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Template 구문이 어떻게 해석되어 표현되는지 살펴봤다. ‘{{ … }}’ 구문은 단순 연산도 가능하지만 클래스
객체의 속성(함수, 변수)을 이용한 명령어 실행도 가능하다. 이제는 샘플용 직원 게시판 사이트를 이용해 SSTI
취약점을 점검해보고 발현된 취약점을 이용해 원격코드 실행이 가능한 RCE공격까지 테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하자.

[그림 4-10] render_template_string() 함수에 의해 해석된 템플릿 구문

[그림 4-10]을 보면 {{5*5}}로 검색한 키워드가 render_template_string() 함수에 의해 템플릿 구문이
해석되어 5*5 연산의 결과가 HTML 코드에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SSTI 취약점 진단 시 [그림
[그림 4-8] Template을 적용한 샘플용 직원 게시판

4-10]와 같이 계산식을 넣어 서버의 리턴 결과를 토대로 취약점 발현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검색 기능이 SSTI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서버의 중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config 클래스를 출력해 보겠다.

[그림 4-3]에서도 잠시 소개했던 샘플 직원 게시판 사이트이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가입, 로그인, 게시글
작성, 댓글 작성, 검색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중 검색 기능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화면에 그대로
출력해준다. [그림 4-9]는 이와 관련된 검색 기능 코드 중 일부이다.

[그림 4-9] 직원 게시판의 검색 기능 코드 중 일부

[그림 4-9]의 코드를 살펴보면 6~8번 라인에서 사용자에게 입력 받은 값이 kw 파라미터에 삽입되어 GET
방식으로 요청이 보내진다. 요청에 의해 1~4번 라인의 _list() 함수가 동작해 kw 파라미터 값이 kw 변수에
삽입되어 지며, kw 변수는 format 함수에 의해 문자열과 합쳐져 search 변수에 삽입된다. 그 후 filter 함수를

[그림 4-11] Template 구문에 의해 해석되어 출력된 config 클래스

통해 kw 변수 값이 포함된 게시글을 찾게 된다. 그리고 9~11 라인에 의해 2번 라인에서 선언된 kw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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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코드에 삽입되고 13번 라인 render_template_string() 함수에 의해 템플릿이 해석되어 화면에

대체로 Flask의 경우 app.n에 저장되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config 클래스에 포함되어 진다. 출력된

출력된다. render_template_string() 함수는 별도의 파일을 만들지 않고 소스 내에서 템플릿을 출력하기 위해

SECRET_KEY, BASE_DIR, SQL ALCHEMY_DATABASE_URI 변수를 통해 CSRF Token, 웹

사용되며, 삽입되어 있는 Template 구문을 자동으로 해석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실제 경로 및 DATABASE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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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str 클래스 접근

[그림 4-15] subprocess 모듈의 Popen 클래스 확인

다음으로 빈 문자열(“”)에 __class__ 속성을 사용하면 문자열 인스턴스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을 받게
된다. str 클래스는 Python 내장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문자열로 반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환된 object 서브 클래스 목록 중 index 428번에 subprocess.Popen 클래스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index 값은 서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Popen 클래스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입출력
파이프를 연결하여 리턴 코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서 우리는 원격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 값을 받기
위해 해당 클래스를 사용할 것이다.

[그림 4-13] 문자열 인스턴스 클래스 접근

str 클래스에 __base__ 속성을 사용하면 부모 클래스(super class)를 알 수 있으며, 부모 클래스가 object라는
응답을 받게 된다. object 클래스는 Python의 최상위 클래스로 특별한 메소드와 속성을 가지고 있다. built-in
되어있는 메소드 및 속성은 시스템 설정 확인부터 명령어 실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원하는 동작을
하게끔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림 4-16] dir 명령을 통해 출력된 현재 디렉터리의 파일 목록

작성한 Popen 클래스의 구문을 확인해보면 첫 번째 인자 args는 명령 행 문자열을 받고, 두 번째 인자인
shell=True는 별도의 서브 쉘을 실행하고 해당 쉘 위에서 첫 번째 인자로 받은 args 명령 행을 실행할 수
[그림 4-14] object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 목록 출력

있도록 해준다. 마지막 세 번째 인자인 stdout은 표준 출력을 뜻하며, 명령 실행 결과를 반환하게 된다. 추가로
communicate 메소드는 Popen 생성자가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자식 프로세스의 출력을 읽어와 종료할 때 까지

__subclasses__()를 사용하면 해당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 목록을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 받을 수 있는데 [그림
4-14]은 object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 목록이 출력된 것이다.

34

대기하게 된다. 여기서는 첫 번째 인자 값으로 dir 명령어를 입력해줌으로써, 현재 디렉터리의 목록 결과 값을 리턴
코드로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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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dir 명령을 통해 출력된 현재 디렉터리 목록

os 모듈이 제공하는 기능 중에는 명령 파이프를 통해 시스템 명령을 실행시켜 결과 값을 출력해주는 popen
메소드가 있다. 첫 번째 인자 값으로 명령어를 전달해주면 바이너리 값으로 출력 해주는데 이때, read() 메소드를
[그림 4-17] codecs.IncrementalDecoder 클래스 사용

codecs.IncrementalDecoder 클래스(index 109번)를 사용하면 raw bytes로 encode된 문자열을
decode하여 출력할 수 있다.

사용하면 문자열로 읽어와 출력해준다.
Module

Method

subprocess

run()

subprocess

call()

subprocess

popen()

os

system()

os

popen()
[표 4-4] Python 외부 명령 호출 모듈 및 메소드

[그림 4-18] globals 클래스를 통해 선언된 os 모듈 확인

추가적으로 다른 공격 구문도 살펴보겠다. globals 클래스는 선언된 변수 객체 정보와 함수 객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os 모듈도 포함되어 있다. os 모듈은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여러 기능을 Python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며 파일 이동, 복사, 디렉터리 생성, 목록 출력 등이 가능해진다. Flask 경우 웹 어플리케이션
구축 시 DB 연결, 파일 업로드 기능을 위해 일반적으로, os 모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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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Jinja Template에서 사용되는 Payload

[그림 4-20]는 Jinja Template 환경에서 SSTI 취약점 발생 시 자주 사용되는 공격 페이로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더 자세한 공격 구문을 보고 싶거나, 다른 Template의 공격 구문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4.참고 자료’의
12,13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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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STI 취약점 대응방안

[그림 4-21]은 샘플 직원 게시판의 구현된 코드 중 일부이다. 34번 라인을 보면 template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해당 변수에는 Template 구문이 포함된 HTML 코드가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template 변수는 201번 라인의

SSTI 취약점은 대다수 Injection 종류의 공격과 동일하게 Sanitization, Input Validation, Sandbox을

render_template_string() 함수의 첫 번째 인자 값으로 전달되어 Template 구문이 해석되고 사용자에게

다중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의 대응방안이다. 본 문서에서는 구축된 환경 특성상 소스코드 레벨

출력된다. 이때, 렌더링한 문자열을 반환하면서 사용자가 입력한 Template 구문도 해석되기 때문에 취약점이

단위에서의 대응방안만을 다루며 SandBox는 다루지 않는다.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render_template() 함수는 templates에 저장된 HTML 문서를 렌더링하게 되며, 이미
작성된 Template 구문 외 삽입되는 Template 구문은 모두 문자열로 치환되어 안전하다.

1) Sanitization
Sanitization의 영어사전 뜻은 살균이지만,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코드 안전성 검사를 뜻한다. 쉽게 말해,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값을 검사해서 DOM 또는 HTML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값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 SSTI 취약점 대응 관점으로는 사용자 입력으로 부터 Template을 생성하고 해석되어 삽입되지
않도록 처리해야한다. Jinja Template 경우 render_template_string() 함수가 아닌 render_template()
함수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Template 구문을 명령어가 아닌 문자열로 해석해준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render_template() 함수를 알아보겠다.

[그림 4-22] 샘플 직원 게시판의 HTML 문서 코드 중 일부

[그림 4-22]는 templates에 저장된 샘플 직원 게시판의 HTML 문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templates는
render_template() 함수와 연동되는 디렉터리를 말하며, Template 문서 렌더링 시 참조하는 기본
경로(디렉터리)이다.

[그림 4-23] render_template() 함수를 사용하도록 구현된 샘플 직원 게시판

[그림 4-23]의 16~33번 라인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포함한 게시글이 존재하는지 찾는 로직이다. 34번
[그림 4-21] 취약한 샘플 직원 게시판 코드 중 일부

라인을 보면 render_template() 함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리 작성된 HTML 문서를 렌더링해서 읽어와
사용자에게 출력해 준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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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render_template() 함수가 적용된 페이지

[그림 4-24]를 보면 이전과 다르게 연산 결과가 출력되는게 아닌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그대로 출력되는

[그림 4-27] 정규 표현식 필터링 로직에 의해 제거된 특수문자

[그림 4-27]은 특수문자 필터링 로직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입력한 특수문자들이 제거되어 출력된 모습이다.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render_template()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HTML 문서 내에 작성된 Template 구문
외 Template 구문은 해석되지 않고 문자열로 받아들이게 된다.

2) Input Validation
Input Validation은 사용자 입력 값 유효성 검증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특수문자 구문들을 Escape 처리하는

[그림 4-28] 403 Error Page 리다이렉트 로직

것을 말한다. SSTI 공격 구문에 사용되는 핵심 특수문자로는 ‘{}’, ‘[]’ 등이 있으며, 일부 XSS, SQLi에
대응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공격 구문에 사용되는 특수문자들을 필터링 치환해야 한다. 하나의 예시로 문서가

[그림 4-28]은 이전 특수문자 제거 로직과 동일하게 re 모듈을 사용해 명시된 특수문자가 사용자 입력 값에

Template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 입력 값을 받는 폼이 존재한다면 [그림 4-26]의 SSTI 공격에 주로

존재할 경우 403 Error Page로 리다이렉트 시키는 로직을 추가한 것이다.

사용되는 대표적인 특수문자들을 정규 표현식으로 필터링해 Error Page Return 또는 문자열(String, Hex 등)로
치환 및 제거할 수 있는 로직을 추가한다.

[그림 4-25] re 모듈을 사용한 정규 표현식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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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정규 표현식에 의해 필터링 되고 있는 특수문자

[그림 4-25]는 Python 내장 모듈인 re를 사용해 SSTI 공격에 자주 사용되는 특수문자들을 필터링해 제거하는
로직을 추가해 준 것이다. re 모듈은 Python에서 정규 표현식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모듈로 주로 변수 값에 특정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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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리다이렉트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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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마무리
지금까지 Web Template Engine 기반에서 발생될 수 있는 SSTI 취약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SSTI취약점은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발생하는 XSS, SQLi와 같이 사용자의 입력값 검증누락으로 인해 발생되는 취약점들처럼
자주 사용되는 공격방식은 아니다. 하지만 웹 브라우징 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에
사용되는 기술요소들을 악용한 공격기술들도 발전하면서 나타난 공격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SSTI취약점은 공격
접근성과 비례하여 공격영향도도 높은 취약점이므로 웹 어플리케이션의 구현기술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본 문서에서는 ‘Jinja Template’환경을 기반으로 발생될 수 있는 SSTI공격기법에 대해서만 소개하였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Web Template Engine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Web Template Engine을 악용한
공격기법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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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북한 공격 그룹 공격동향
Part.1 : 문서형 기반 악성코드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오원보

[그림 5-1] 북한발 사이버 공격을 경보하는 경고 내용 일부(출처 : CISA)

북한 공격 그룹이 국내를 타깃으로 공격하는 주요 공격 기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22년 상반기에

01. 북한발 사이버 공격의 현황분석
2022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사이버 공격을 넘어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 전 세계 국제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김수키(Kimsuky), 라자루스(Lazarus) 등 북한발 사이버 공격 그룹들의

발생한 악성코드를 문서형 기반의 악성코드와 비문서형 기반의 악성코드로 분류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 호인 ‘Part.1 : 문서형 기반’ 에서는 HWP, DOC 등 문서형으로 분류되는 형식을 가진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마이터어택 매트릭스(MITRE ATT&CK Matrix)’를 이용한 공격자의 TTPs(Tactics, Techniques,
Procedures)를 생성하여 북한 공격 그룹의 공격 방식을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공격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공, 민간 다양한 범위에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IT
환경을 넘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정보 탈취 형태의 공격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월 초에 발생한
울진 산불 사태를 키워드로 ‘산불 피해 기부영수증’ 문서로 위장한 APT 공격 등과 같이 사회 이슈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들은 자주 이용되는 방법임에도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북 관련 원고 내용을
포함하거나 코인 등의 암호화폐 내용으로 위장하거나 보도자료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들의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사회공학적 기법 이외에도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들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2021년 12월 전 세계를 강타한
로그포쉘(Log4Shell)(CVE-2021-44228)취약점을 이용하여 백도어인 뉴크스페드(NukeSped) 설치를
시도하거나, 정상적인 보안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DLL 삽입 공격으로 악성 행위를 시도, 가상화폐 지갑을
관리하는 디파이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트로이 목마를 숨겨 업로드하는 등 다양한 공격 타깃을 활용하고
있다. 2022년 4월 18일, 미국 정부에서는 북한 관련 공격 그룹의 블록체인 업체의 공격 시도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경보(AA22-108A, TraderTraitor: North Korean State-Sponsored APT Targets Blockchain
Companies)를 발령하였으며, 7월 6일에는 공중보건 분야를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경보(AA22-187A, North Korean State-Sponsored Cyber Actors Use Maui Ransomware to Target
the Healthcare and Public Health Sector)를 통해 마우이(Maui), 홀리고스트(H0lyGh0st)등 북한 관련 공격
그룹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랜섬웨어에 대한 사용자 주의를 권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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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북한발 문서형 악성코드 상세 분석 : HWP 문서

메일에 첨부된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 대상 의견수렴_설문지.hwp (905745E2A196D7F8D
7C2F9547F5B9E67)’를 최초 실행 결과 상위버전에서 작성된 문서라는 팝업이 생성되나 실제 팝업 이외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으로 특정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을

이미지로 작성된 팝업이 추가로 확인된다.

이용하여 정보 탈취 또는 추가적인 악성코드 실행을 목표로 한다. 보통 HWP 실행 시 미끼 문서를 통한 추가적인
실행 시도를 포착하지 못하게 하며 OLE 개체에 숨겨둔 쉘코드를 실행하여 파일 리스(Fileless) 기반으로 탐지를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목록

내용

MD5

905745E2A196D7F8D7C2F9547F5B9E67
A5E4D92C27FB4F8308F77A3833451801
29307065FC17BA422C93B790AC723A90

파일명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 대상 의견수렴_설문지.hwp
KTV 최고수다 섭외 요청 건.hwp
북한 코로나 사태 분석.hwp
[표 5-1] HWP문서형 악성코드 파일 정보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 대상 의견수렴_설문지.hwp(905745E2A196D7F8D7C2F9547F5B9E67) 악성코드가
발견된 메일 원본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관련 메일 내용으로 위장하여

[그림 5-3] HWP 악성코드 최초 실행 시 화면

배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 이슈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타깃형 악성코드를
배포하기 때문에 공격 성공률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WP 문서 내에 OLE개체로 생성된 데이터가 2종류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Zlib 인코딩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BIN0003.OLE를 추출하여 디코딩 작업을 진행한다.

[그림 5-2] 북한관련 이슈를 활용한 피싱 메일 내용의 일부 (출처: 360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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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HWP 문서 내 저장된 OLE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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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딩 결과 bat 파일로 생성하여 특정 조건 만족 시 Powershell 코드로 실행시키려는 시도가 확인된다.

[그림 5-7] 실제 문서파일 실행 시 바꿔치기된 문서

[그림 5-5] BAT 파일 내 존재한 Powershell 코드

해당 샘플에서 발생된 이벤트를 MITRE ATT&CK의 MATRIX로 맵핑한 결과는 [표 5-2]와 같다.

ID

NAME

T1598.002

Phishing for Information: Spearphishing Attachment

T1059.001

Command and Scripting Interpreter: PowerShell

T1204.002

User Execution: Malicious File

T1053.005

Scheduled Task/Job: Scheduled Task

T1218.005

System Binary Proxy Execution: Mshta

T1074.001

Data Staged: Local Data Staging

추가적으로 실행된 Powershell 코드의 경우 현재 실행된 HWP의 프로세스를 검색하여 강제 종료하며 prob.pib
파일을 새로 실행시켜 위장 문서를 업데이트 한다.

T1041

[그림 5-6] 두번째로 실행되는 Powershell 코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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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filtration Over C2 Channel

[표 5-2] HWP 샘플이 사용한 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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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북한발 문서형 악성코드 상세분석 : DOC 문서

최초 실행 결과 Windows Word 보안 경고창 확인 가능하며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DOC 문서 역시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을 이용하여 정보 탈취 또는 추가적인 악성코드 실행을 목표로
한다. 미끼 문서를 통한 추가적인 실행 시도를 포착하지 못하게 하며 매크로 및 MS OFFICE 취약점을 악용하여
공격 코드를 실행하거나 C2에서 파일 다운로드 시도 등을 통해 획득한 악성코드 실행을 목표로 한다.

목록

내용

MD5

00a63a302dcaffc9f28826e9dba30e03
340fb219872ce3c0d3acf924f4f9e598
d2f08e227cd528ad8b26e9bbe285ae3c

파일명

Abies VC Presentation.docx
Venture Labo Investment Pitch Deck.docx
Union Square Ventures Partnership - Mutual NDA Form.docx
[표 5-3] DOC문서형 악성코드 파일 정보

[그림 5-9] 샘플 실행 시 확인되는 보안 인증서 관련 경고

[그림 5-8]과 같이 일반적인 분야가 아닌 가상화폐 관련한 피싱 메일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가상화폐 탈취를 통한 금전적인 이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안 경고창에서 예를 눌러 계속 진행 시 특정 도메인에서 파일 다운로드를 시도하며 이후 [그림 5-10]과 같이
Azure 관련 미끼 문서를 실행한다.

[그림 5-8] 실제 수신된 피싱 메일 내용의 일부 (출처: securelist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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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외부 C2와 파일 다운로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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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2로의 접근은 불가능하나 문서파일 내부의 데이터 확인 결과 비정상적으로 용량이 높은 XML 파일 1종이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데이터는 백도어로 확인되며 Themida 패커로 패킹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확인된다.

[그림 5-11] DOC 파일 내부에서 확인되는 비정상적인 xml 파일

[그림 5-14] 최종 실행되는 백도어 파일 내 패킹 정보

추가적으로 settings.xml.rels 파일 내용에서 이전에 접속 시도한 C2 주소가 추가로 확인된다.

일부 언패킹 결과 rundll32를 통한 백도어 실행 시도 및 운영체제 정보, 사용자명, 설치된 시간, 부팅된 시간을
비롯한 시간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12] settings.xml.rels 파일 내용

연결된 C2에서 다운로드된 파일은 매크로가 포함된 워드 문서 파일로 확인되며 [그림 5-9]의 item1.xml 파일을
디코딩하여 실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5-15] 수집 시도하는 정보 목록

[그림 5-13] C2에서 다운로드 된 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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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샘플에서 발생된 이벤트를 ATT&CK Matrix로 맵핑한 결과는 [표 5-4]과 같다.

ID

NAME

T1598.002

Phishing for Information: Spearphishing Attachment

T1059.005

Command and Scripting Interpreter: Visual Basic

T1204.002

User Execution: Malicious File

T1106

추가적으로 수집된 악성코드의 경우 윈도우 업데이트 위장하여 공격을 시도하는 케이스 또한 발생되었다.
목록

기능

MD5

0d01b24f7666f9bccf0f16ea97e41e0bc26f4c49cdfb7a4dabcc0a494b44ec9b
0160375e19e606d06f672be6e43f70fa70093d2a30031affd2929a5c446d07c1

파일명

Lockheed_Martin_JobOpportunities.docx
Salary_Lockheed_Martin_job_opportunities_confidential.doc

[표 5-5] 파일 정보

Native API

문서 최초 실행 시 Lockheed Martin로 위장한 문서로 확인되며 매크로 사용을 위해 콘텐츠 사용 버튼 클릭
유도를 시도한다.
T1497.001

Virtualization/Sandbox Evasion: System Checks

T1218.011

System Binary Proxy Execution: Rundll32

T1055.001

Process Injection: Dynamic-link Library Injection

T1027.002

Obfuscated Files or Information: Software Packing

T1140

Deobfuscate/Decode Files or Information

[표 5-4] DOC 샘플이 사용한 TTP
[그림 5-16] 샘플 파일 최초 실행 화면

콘텐츠 사용 버튼 클릭 시 바꿔치기할 문서 다운로드를 시도하나 현재 C2가 닫혀있어 다운로드는 불가능하다.

[그림 5-17] 매크로가 실행되어 C2로 파일 다운로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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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코드 확인 결과 WMIsAvailableOffline 함수 주소 검색 이후 해당 함수를 이용하여 메모리 보호 권한

Windows Update에 사용하는 wuauclt.exe를 이용하여 악성 dll 파일을 우회 실행한다. 해당 방법을 이용하여

변경을 통해 공격자가 원하는 Shellcode로 덮어쓰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백신 및 탐지 우회를 진행한다.

[그림 5-18] 실행된 매크로 코드의 일부
[그림 5-21] wuauclt.exe를 이용한 악성 DLL 우회 실행 시도

실행된 Shellcode는 WinWord.exe에 Injection을 포함한 다른 공격에 사용되는 파일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WinWord.exe에 Injection된 파일 데이터 확인 결과 이전에 사용된 WMIsAvailableOffline 함수를
이용하여 변경된 항목을 원상복귀 시킨다.
최종 실행된 코드의 경우 악성 실행파일이 실행된 프로세스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며 wuauclt.exe에서 실행된
경우 explorer.exe의 현재 PID를 조회한 다음 explorer.exe에 외부 통신용 데이터 코드를 Injection하며
explorer.exe에서 실행된 경우 자기 자신에게 Injection 작업을 진행한다.

[그림 5-19] WMIsAvailableOffline 함수 사용 이후 이전 값으로 복구

이후 explorer.exe의 Process ID 확보를 통해 explorer.exe에 추가적인 Injection 시도 확인된다.

[그림 5-22] 조건문을 이용한 추가적인 Injection 시도

[그림 5-20] explorer.exe PID 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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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Injection된 코드의 경우 사용자 이름, 저장소 이름, 폴더, 토큰 값을 이용하여 특정 Github 저장소에 HTTP

해당 샘플에서 발생된 이벤트를 ATT&CK Matrix로 맵핑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

PUT 요청을 이용하여 이미지 폴더 내 데이터를 검색한다.(계정명: DanielManwarningRep)
ID

NAME

T1598.002

Phishing for Information: Spearphishing Attachment

T1059.005

Command and Scripting Interpreter: Visual Basic

T1204.002

User Execution: Malicious File

T1055.001

Process Injection: Dynamic-link Library Injection

T1106

Native API

T1102

Web Service

T1140

Deobfuscate/Decode Files or Information

[표 5-6] DOC 샘플이 사용한 TTP

[그림 5-23] Github 저장소와 통신하여 특정 파일 다운로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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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MITRE ATT&CK를 통한 북한발 사이버 공격 아티팩트
HWP, DOC 등 문서형 악성코드에서 발견된 TTP를 종합하여 중복되는 TTP를 [표 5-7]에 정리하였다.
ID

NAME

T1598.002

Phishing for Information: Spearphishing Attachment

T1204.002

User Execution: Malicious File

T1106

Native API

T1140

Deobfuscate/Decode Files or Information

T1055.001

Process Injection: Dynamic-link Library Injection

[표 5-7] 샘플간 중복된 TTP

중복된 TTP에서 눈여겨볼 점은 스피어 피싱을 주로 사용하며 문서 파일의 특성상 사용자가 실행할 경우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현혹될만한 내용을 삽입한다. 내부 동작의 경우 쉘코드, 매크로 코드 작동으로 인해 동작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실행되는 파일은 DLL 파일로 PC에 정상적인 API를 로드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행위를
진행한다. 추가적으로, 코드 일부에 BASE64등의 난독화를 일부 사용하여 악성 행위 탐지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문서형 기반의 악성파일 분석 및 TTP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사용 중인 공격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문서형이 아닌 실행파일을 비롯한 비문서형 기반 악성코드는 다음 호인 ‘2022년 상반기 북한 공격
그룹 공격동향 Part.2 : 비문서형 기반 악성코드’에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다.

0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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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을 통해 살펴보는 액티브 디렉토리 보안 강화 방안

Special Column

[그림 6-1]과 같이 마이터(MITRE)의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취약점을 통해 살펴보는 액티브 디렉토리 보안
강화 방안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정윤희

2022년 상반기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AD취약점 51종을 분석해본 결과 5가지의 공격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보안 기능 우회 (Security Feature Bypass)가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Elevation of
권한 상승(Elevation of Privilege),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정보 공개(Information Disclosure),
원격 코드 실행(Remote Code Execution)순으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취약점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취약점은 보안 기능 우회와 권한 상승으로 XSS 및 응답 우회를 통해 AD의 보안기능을 우회하거나 잘못된
권한으로 인한 서비스 계정 암호 변경 및 케르베로스(Kerberos) 인증 우회 등을 통해 AD 관리자 계정으로
권한상승하여 AD를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앙에서 하위서버들의 인증과 관리를 담당하는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높은 권한을 가진 그룹 및 디렉토리를 이용하여 최소 권한(Least-Privilege)관리 모델을
우회하는 형태의 공격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기업 및 조직 보안의 핵심요소인 AD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D
취약점 2종(CVE-2021-42287, CVE-2022-26923)을 분석하여 AD구조 및 권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보다 안전한 AD운영을 위한 최소 기준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AD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01. Active Directory 개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논리적이고 계층적인 디렉터리 정보 구성을 위해 구조화된 데이터 저장소를 통한 분산된
자원들을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된 액티브 디렉토리(Active Directory, 이하 AD)는 대규모

02. 취약점 분석을 통한 Active Directory 이해

자원들의 접근 관리를 위한 사용자 인증 및 권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재택근무 및 대규모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버의 증가로 인해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됨에 따라 단일화된 인증 및 관리가 가능한 AD

AD의 보안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 발생한 AD 취약점 2종(CVE-2021-42287, CVE-

사용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IT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격자들 역시 AD를 타깃으로

2022-26923)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취약점 발표시점이 서로 상이하나 ‘AD Domain Services

하는 공격이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간한 ‘TTPs#5 AD 환경을 위협하는 공격 패턴

Elevation of Privilege Vulnerability’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취약점에 악용되는 속성 및 설정이

분석’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랜섬웨어의 상당수가 AD환경을 이용하는 환경의 미숙한 계정관리 및 관리자

유사함에 따라 취약점 설명에 앞서 각 속성 및 설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표 6-1]은 AD Domain Service에서

권한 탈취로 인한 문제였다는 점을 통해 AD환경의 보안강화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용되는 속성 및 설정 값을 정리한 내용이다.
속성

설명

sAMAccountName

· MMC 계정 탭의 사용자 로그인 이름(Windows 2000 이전)에 해당하는 값으로
Windows 95/98 등의 이전 버전의 운영 체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로그온 이름

dNSHostName

servicePrincipalName(SPN)

Ms-DS-MachineAccountQuota

[그림 6-1] 최근 10년간 발생한 AD 취약점 유형 별 발생 비율(출처 : MITRE, CVE 2013~2022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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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에 따른 로컬 컴퓨터의 이름으로 인증서 요청 시 사용되는 이름

· sAMAccountName, dNSHostName을 수정하면 SPN 값 업데이트 됨
· SPN 값은 계정 주체 권한으로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여 값 삭제 시
sAMAccountName, dNSHostName 값의 업데이트 시에도 반영되지 않아
중복된 sAMAccountName, dNSHostName 값 업데이트 가능

· Computer 계정을 등록할 수 있는 값 (기본 값 : 10)

[표 6-1] AD Domain Services Elevation of Privilege Vulnerability에서 사용되는 속성 및 설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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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 1 : CVE-2021-42287, KDC 인증 시 권한 상승 취약점

[그림 6-3]부터 [그림 6-8]까지의 설명을 통해 CVE-2021-44287취약점 발현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그림 6-3]과 [그림 6-4]는 [그림 6-2]의 공격 흐름도 중 ①, ② 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머신계정(sAMAccountName)인 ‘IGLOOTEST$’ 계정을 생성한다. 이후 [그림 6-4]와 같이
sAMAccountName값을 ‘AD-DC-IGLOO’으로 변조해준다.

[그림 6-3] 머신계정(IGLOOTEST$) 생성

[그림 6-4] servicePrincipalName, sAMAccountName 값 변조 전(위), 변조 후(아래)

[그림 6-4]와 같이 servicePrincipalName, sAMAccountName 값을 변조한 후에는 공격 흐름도 중 ③,
④에 해당하는 [그림 6-5]와 같이 KDC에 변조된 sAMAccountName값인 ‘AD-DC-IGLOO’로 티켓 발급을
요청하게 된다. 티켓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sAMAccoutName을 원래 값인 ‘IGLOOTEST$’으로 변경하거나
‘AD-DC-IGLOO’와 다른 계정 값으로 변경해주면 된다.(동일 계정 명이 AD상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계정 명은 어떤 값으로 변경 하든 무관)

[그림 6-2] CVE-2021-44287 취약점 발현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림 6-2]는 CVE-2021-42287취약점이 발생되는 과정을 정리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CVE2021-42287은 사용자가 Kerberos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 인증을 하기 위한 방식인
S4U2Self(Kerberos Service-for-User-to-Self)를 이용해 서비스 인증 시도 시 Kerberos를 사용한 것처럼
권한이 부여된 Ticket을 획득 가능한 취약점이다. S4U2Self 과정에서 KDC(Key Distribution Center)에
요청한 Machine Account(sAMAccountName)인 ‘AD-DC-IGLOO’가 AD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KDC에서는 sAMAccountName인 ‘AD-DC-IGLOO’에 ‘$를 붙여서 TGS(Ticket-granting service)를
발급해주게 된다.
[그림 6-5] 변경된 sAMAccountName값(AD-DC-IGLOO)으로 Ticket 요청 후 발급

[그림 6-6] Ticket 발급 후 sAMAccountName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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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은 [그림 6-2]의 공격 흐름도에서 ⑥~⑨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그림 6-5]에서 발급된 티켓을 이용해

2) CASE 2 : CVE-2022-26923, AD DS 인증서 발급 시 권한 상승 취약점

S4U2Self 요청을 KDC로 전송한다. KDC에서는 요청된 티켓의 sAMAccountName를 기존의 AD목록에서
확인하게 되고 AD내에 sAMAccountName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붙여 계정을 생성하게 된다. 이후

CVE-2022-26923은 AD 인증서비스인 AD CS(Active Directory Certificate Service)가 설치된 AD 환경에서

KDC에서는 권한이 부여된 TGS가 발급되게 된다.

권한이 낮은 사용자가 Domain Controller로 권한 상승이 가능한 취약점이다. 취약점에서 악용되는 AD CS는 파일
시스템 암호화부터 디지털 서명 및 사용자 인증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PKI구현기술이다. 도메인 컴퓨터 계정
등록 시 등록 계정이 컴퓨터 계정의 소유자가 되며 dNSHostName, servicePrincipalName(SPN) 속성값을
변경하여 속성이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의 우회가 가능하다. 인증서의 경우 계정의 암호가 재설정되더라도
인증서는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격이후에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7] 변경된 sAMAccountName(AD-DC-IGLOO)로 TGS발급 완료 화면

[그림 6-9] AD CS 인증서 발급 구조

[그림 6-7]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CVE-2021-42287에서 목표로 했던 TGS가 발급되게 되면서 이를 이용한

[그림 6-10]과 같이 임의의 컴퓨터 계정(IGLOOPC$) 생성 후 [그림 6-12]와 같이 servicePrincipalName과

추가 공격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림 6-8]은 ‘AD-DC-IGLOO’의 TGS를 이용하여 권한 탈취 공격에 사용되는

dNSHostName 값(AD-DC-IGLOO)을 변조한다.

Mimikatz를 이용해 Domain Controller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하고 도메인 복제를 통해 암호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DCSync공격의 수행 결과다. 해당 공격에서 사용된 DCSync는 Mimikatz의 공격명령으로 MSDRSR(Directory Replication Service Remote Protocol)를 사용해 AD의 정보를 복제할 때 사용되게 된다.
[그림 6-10] 컴퓨터 계정 생성

[그림 6-11] servicePrincipalName, dNSHostName 변조 전

[그림 6-8] CVE-2021-42287로 발급된 TGS를 이용한 DCSync 공격 성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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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servicePrincipalName, dNSHostName 변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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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은 Domain Controller로 기존의 IGLOOPC$에서 변조된 계정인 AD-DC-IGLOO로 인증서 발급

03.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Active Directory 보안 강화방안

시 dNSHostName 값을 읽어 들여 Domain Controller의 인증서(ad-dc-igloo.pfx)를 발급해준다.
앞서 AD 취약점 2종(CVE-2021-42287, CVE-2022-26923)을 통해서 AD환경에서 인증관리부재 및
미흡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취약점들을
관리하고 보다 안전한 AD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해서 KISA에서 발간한 ‘당신의 AD는 안녕하십니까? Season2: 관리자가 피해야 할 AD
운영 사례’와 Dnsstuff의 ‘The Ultimate Guide to Active Directory Best Practices’를 기반으로 [표 6-2]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표 6-2]에서는 △ 설정관리, △ 계정관리, △ 접근관리리, △ 백업관리, △ 패치관리, △
로그관리의 6가지 카테고리로 재그룹핑하여 보안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6-13] 인증서 발급 시도 시 Domain Controller로 인증서 발급

구분

점검항목

설정 관리

Active Directory의 기본 설정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그룹 명명 규칙이 존재하는가?
불필요한 계정을 관리하고 있는가?

발급된 인증서(ad-dc-igloo.pfx)를 통해 [그림 6-14]와 같이 Domain Controller의 NT Hash 값 획득을

계정 관리
서비스 관리를 위해 서버에 ‘관리자 그룹’ 계정으로 로그온 하는가?

시도 후 획득한 NT Hash 값을 통해 [그림 6-15]와 같이 서버 내 모든 계정들의 해시값을 덤프 할 수 있게 된다.

긴급 상황 시, Active Directory ‘관리자 그룹’ 계정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바꿀 수 있는가?

AD환경에서는 앞서 CVE-2021-42287에서 사용된 DCSync공격이나 NT Hash획득 이외에도 Kerberos
Golden/Silver Ticket 공격, SSP, DSRM남용 등의 다양한 도메인 지속성 공격을 활용할 수 있다.

시스템에 불필요하게 ‘관리자 그룹’ 계정으로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가?
접근 관리
Active Directory 내 자원 접근 시 사용자 인증 정책 및 접근 제한 정책이 존재하는가?
백업 관리

조직 내 백업 관리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패치 관리

조직 내 패치 관리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로그 관리

주기적으로 로그 관리 및 분석을 하고 있는가?

[표 6-2] 안전한 AD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출처 : KISA, 당신의 AD는 안녕하십니까? Season2 및 Dnsstuff,
The Ultimate Guide to Active Directory Best Practices 일부 재구성 )
[그림 6-14] Domain Controller 인증서를 통해 NT Hash 획득

[표 6-2]에서 언급되고 있는 ‘관리자 그룹(Privileged Accounts and Groups)’은 AD환경에서 가장 높은
권한의 그룹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 Domain Admins(DA), △ Enterprise Admins(EA), △ Group
Policy Creator Owners, △ Schema Admins(SA)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표 6-3]은 앞으로 설명할
관리자그룹에서 명시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을 설명한 내용이다.
그룹명

설명

Domain Admins(DA)

Forest의 각 도메인에는 해당 도메인의 Administrators 그룹, 구성원이자 도메인에
가입된 모든 컴퓨터의 로컬 Administrators 그룹 구성원인 고유한 DA 그룹 존재

Enterprise Admins(EA)

Forest 루트 도메인에만 존재하는 그룹, 기본적으로 Forest의 모든 도메인에 있는
Administrators 그룹의 구성원

Group Policy Creator Owners
Schema Admins(SA)
[그림 6-15] NT Hash 값을 이용하여 AD 내 계정 정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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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정책을 생성할 수 있는 그룹,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유일한 구성원으로 존재
Forest 루트 도메인에만 존재하며, EA 그룹과 유사한 기본 구성원으로 해당
도메인의 기본 제공 관리자 계정만 존재

[표 6-3] 체크리스트 내 ‘관리자 그룹(Privileged Accounts and Groups)’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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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관리

따라서 servicePrincipalName값이 공격에 의해 변조 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AD내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그룹’의 ‘속성’ 내 ‘고급 보안 설정’에서 속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그룹에서 상속할 수 있는

구분
설정 관리

내용
Active Directory의 기본 설정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속성을 거부 설정하는 것이다. 다만 거부 권한 설정 시에는 두 그룹의 구성원일 경우 거부 권한이 우선적용되기
때문에 거부설정시에는 등록할 그룹의 사용자 특성이 선행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이처럼 계정에 부여될 속성
또는 설정을 그룹 또는 도메인 단위로 제한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조직 내 업무 유형을 파악하여 그룹에
적용되어 있는 불필요한 속성 및 설정을 제한해야 한다.

설정관리는 AD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보안설정(Security Setting 및 Configuration)의 안전하지 않은
보안설정(Misconfiguration)에 관련된 항목을 의미하게 된다. AD에서 제공하고 있는 설정은 다양하지만 CVE2021-42287에서 살펴본 설정의 취약점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AD에서는 사용자의
컴퓨터 계정 생성 속성(MachineAccountQuota)을 기본적으로 10(Default)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10개의 컴퓨터 계정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림 6-16]과 같이 MachineAccountQuota값을 기존
10에서 0으로 설정한다면 계정생성으로 인한 공격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18] servicePrincipalName 속성 거부 설정
[그림 6-16] ADSI 편집 내 MachineAccountQuota 설정 변경

다음은 CVE-2022-26923취약점에서 사용된 계정의 속성값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CVE-202226923취약점에서 악용한 sAMAccountName, dNSHostName값을 변조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servicePrincipalName값을 먼저 변조하여 제약조건위반을 우회할 수 있게 된다. servicePrincipalName값을

2) 계정 관리

변조할 수 있게된 근간은 [그림 6-17]과 같이 컴퓨터 계정의 소유자 였던 ‘Client_03’의 권한 내 ‘서비스 사용자
이름에 유효한 쓰기’의 허용 설정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분

내용
그룹 명명 규칙이 존재하는가?
불필요한 계정을 관리하고 있는가?

계정 관리
서비스 관리를 위해 서버에 ‘관리자 그룹’ 계정으로 로그온 하는가?
긴급 상황 시, Active Directory ‘관리자 그룹’ 계정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바꿀 수 있는가?

계정관리에서는 계정명의 명명규칙이나 로그인 방식, 위급상황 발생시 조치 방안 등에 대한 항목들이 필요하다.
먼저 그룹 명명 규칙 및 불필요한 계정의 경우에는 조직의 IT자산관리방안 내에 자산 명 네이밍 규칙을 지정하여
그룹 명을 통해 그룹 사용자의 업무 파악 및 불필요한 사용자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AD처럼
그룹을 기준으로 정책을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그룹 명명 규칙의 부재는 AD의 복잡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될
[그림 6-17] servicePrincipalName 속성 변경 가능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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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근 관리
구분

내용
시스템에 불필요하게 ‘관리자 그룹’ 계정으로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가?

접근 관리
Active Directory 내 자원 접근 시 사용자 인증 정책 및 접근 제한 정책이 존재하는가?

접근주체(Subject)가 접근객체(Object)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방법 및 정책 등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인
접근관리는 AD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D에서 운영중인 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시도 및 비인가 접근 등 사용자에 대한 인증정책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정책을 현행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비스 구동계정이 ‘관리자 그룹’에 속한 계정인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서비스가
‘관리자 그룹’에 속한 계정일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시키고 추가적인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분석을 해야한다.

[그림 6-19] ‘관리자 그룹’ 계정 로그온 기록 확인에 따른 공격 구성도

[그림 6-19]는 AD환경에서 ‘관리자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계정이 일반 사용자PC의 로그인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 사용자PC가 공격자에 의해 접근이 가능한 경우 ‘관리자 그룹’의 계정이 파악될 수 있는 공격
시나리오다. 이처럼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로그일지라도 공격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계정을 이용해서는 일반 사용자PC나 권한이 낮은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직접적으로 로그인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확보된 ‘관리자 그룹’의 계정 정보는 관리자 계정의 접근권한(Credential)을 확보하기

[그림 6-21] AD 내 Administrator 계정으로 구동 중인 서비스 목록

위한 추가공격(Post-Exploitation)에 활용되어 권한 탈취에 악용되게 된다.
불필요한 서비스 구동 등의 이상행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AD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 및 데이터에 접근하는
이와 같이 ‘관리자 그룹’의 계정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AD의 ‘제어 위임’ 기능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책과 접근 제한이 필요하다. AD환경에서 사용자 인증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통제

내에 ‘사용자 암호를 원래대로 설정하고 다음 로그온 시에 암호 변경 강요’ 정책을 설정하여 모든 사용자의 암호

방법으로 권고되는 것은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방식이다.

재설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림 6-20]의 조치는 사후대응방법이기는 하나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자 그룹’의 계정 및 비밀번호

지식, 소유, 생체 등의 인증방식을 사용하여 MFA를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 Microsoft에서 발표한 ‘It＇s Time

관리이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to Hang Up on Phone Transports for Authentication’에서는 SMS 및 통화 등을 통해 다중 디바이스를
통한 패스워드리스(Passwordless)방식의 인증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패스워드리스방식은 사전에 이름 및
이메일 주소 등의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 다음 등록한 장치 및 토큰을 통해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Microsoft에서는
‘Authentication App’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룹에 대한 제한 정책을 설정해 그룹 내 구성원
모두에게 사용 권한의 허용/거부 설정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

[그림 6-20] 비밀번호 재설정 정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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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그룹 구성원의 사용 권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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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관리 시에 사용자 인증정책의 관리항목만큼 중요한 것은 AD에서 운영되는 서비스의 접근관리 역시

4) 백업 관리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CVE-2022-26932에서 권한탈취에 사용되었던 AD CS의 웹 인증서 사이트를 통해
접근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AD에서는 웹 인증서 서비스를 통해 인증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웹 인증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IIS 웹 서비스가 구동될 수 밖에 없다. 웹 인증서 서비스의
접근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 및 SSL설정을 통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림 6-23]을 통해 ‘IIS 관리자

구분
백업 관리

내용
조직 내 백업 관리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서비스’의 ‘인증’에서 제공하는 ‘Windows 인증’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23]과 함께 적용해야 하는
것은 [그림 6-24]의 web.config 파일 내 <extendedProtectionPolicy>를 ‘Always(항상)’로 변경 후 저장하면

일반적으로 IT인프라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버넌스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백업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된다.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웹 인증서 서비스 사용시에 항상 ‘Windows 인증’기능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AD환경은 다수의 서버들이 디렉터리 형태로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백업정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그림 6-26]은 AD구성 중 백업서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AD의 Domain Controller가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경우 백업서버까지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공격 구성도이다.
이처럼 조직 내 백업 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법, 보완 주기 등 백업대상의 관리 미흡 및 부재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6-23] IIS 관리자 서비스 내 인증서 웹 서비스 확장된 보호 설정

[그림 6-26] 백업 서버 위치에 따른 공격 구성도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건성(Resillience)을 보유한 백업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서비스 유형 및
[그림 6-24] IIS 관리자 서비스 내 인증서 웹 서비스 확장된 보호 설정 후 web.config 업데이트

조직규모에 따른 백업절차를 수립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림 6-27]은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크게 △백업 시스템 구축, △백업 방식 선택, △백업 시스템 보호 관리, △백업 수행 점검의 4가지

추가적으로 웹 인증서 서비스의 접근통제 이후에는 [그림 6-25]와 같이 SSL을 적용하여 HTTP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들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25] IIS 관리자 서비스 내 인증서 웹 서비스 SSL 설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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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구성되게 된다. 백업 관리를 위해 다양한 요소들이 중요할 수 있으며 본 문서에서는 조직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가용성을 고려한 백업용량의 크기, 편의성, 백업매체의 저장공간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6-27] 백업 관리 절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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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관리의 가장 첫 번째 절차는 백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백업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후 선정된 백업

5) 패치 관리

대상을 어떻게 백업 할 것인지 백업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표 6-4]는 백업 방식에 대한 간단한 장·단점의
예시이며, 이 외에도 클라우드 백업 방식 등을 고려하여 백업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방식

장점

구분

단점

패치 관리

내용
조직 내 패치 관리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앞서 살펴본 AD 취약점 2종(CVE-2021-42287, CVE-2022-26932)은 모두 ‘AD Domain Services

직접 연결 백업

· 소규모 백업 장치 활용 (테이프 등)

· 시스템 별 별도의 백업 장비 필요

· 네트워크상에 있는 백업 장비 활용
· 구현이 간편함

· 백업 시 네트워크에 부하를 줄 수 있음
· 대형 환경일 경우 별도의 백업
네트워크 구축 필요

CVE-2022-26923의 경우 조직이 운영하는 AD 내 인증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약점의 영향도가

네트워크 백업
(원격 백업)

· SAN상의 장비 공유를 통해
백업 장비의 활용성이 뛰어남

· 별도의 SAN 네트워크 구축 필요

[그림 6-28]은 패치 관리 절차의 예시이다. 패치 관리 절차의 첫번째는 패치 대상 분류이다. 조직 내 운영하고

SAN 백업

Elevation of Privilege Vulnerability’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인증서 서비스를 통한 권한 상승 취약점인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패티 우선순위를 판단 및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패치관리 절차를 수립하여
서비스 유형별 취약점 패치 방안을 관리해야 한다.

있는 IT 자산의 용도를 분류하고, 중요 자산을 재 분류 하여 관리한다. 패치 대상 분류는 두번째 절차인 패치

[표 6-4] 백업방식별 장단점 비교

우선순위 분류를 위한 기준이 되는데, IT 자산의 중요도, 패치 영향도 등의 지표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업 시스템 구축 후에는 백업 주기 및 백업 범위를 선택한다. 산정된 백업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별 백업
주기를 선택하고 전체 백업, 증분 백업 등 백업 범위를 선택한다. [표 6-5]는 백업 범위에 대한 간단 설명으로
조직이 구성하고 있는 백업 매체 저장공간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백업 범위
전체 백업
(Full backup)

설명

· 백업 시 모든 데이터의 복사본 생성

[그림 6-28] 패치 관리 절차 예시

[그림 6-29]는 Microsoft의 패치 중요도 구분(‘Security Update Severity Rating System’) 및 NIST의
‘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NVD)’의 취약성 지표를 기반으로 패치 우선순위를 재그룹핑한
자료이다. 우순순위 구분은 크게 △ Critical, △ Important, △ Moderate, △ Low의 4가지로 분류되며 CVSS

증분 백업
(Incremental
backup)

· 최종 전체 백업 이후 변경된 파일만 복사
· 빠른 백업이 가능하나, 최종 전체 백업 복구 후 증분 된 이미지 복구 작업에
의해 작업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표 6-5] 백업 범위별 설명

v3.0기준과 매핑하였을때 수치가 높을수록 높은 패치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구분

9.0-10.0

Important

A vulnerability whose exploitation could result in compromise of the
confidentiality, integrity, or availability of user data, or of the integrity or
availability of processing resources.

7.0-8.9

Moderate

Impact of the vulnerability is mitigated to a significant degree by factors such as
authentication requirements or applicability only to non-default configurations.

4.0-6.9

Impact of the vulnerability is comprehensively mitiga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ffected component. Microsoft recommends that customers evaluate
whether to apply the security update to the affected systems.

0.0-3.9

백업 시스템 내 계정 등록, 삭제 등의 기록 및 사용자 별 접근 권한 관리, 접근 로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접근

앞선 백업 시스템 구축, 백업 방식 선택한 뒤 백업 시스템을 보호 관리 시 마지막으로 수행해야하는 단계는 백업
수행 점검이다. 백업 수행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조직의 시스템 위협 시 재빠른 백업을 통하여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백업 대상의 점검을 통해 백업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복구 훈련을 통해 백업
데이터 복구 시간을 산정하여 복구 시간 단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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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SS v3.0

A vulnerability whose exploitation could allow code execution without user
interaction.

Critical

백업 방식을 도입한 백업 시스템 구축 후에는 백업 시스템 보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시도 및 비인가 접근을 제한하고 백업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해야한다.

설명

Low

[표 6-6] 패치 우선순위 결정 구분에 대한 설명 (출처: NIST, ‘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NVD)’ 및
Microsoft, ‘Security Update Severity Rating System’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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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에서 제시한 Microsoft의 패치 중요도 구분 및 NVD의 취약성 지표에 대한 심각성 기준 외에도

6) 로그 관리

CVSS 점수 산정 시 제공하는 Vector를 참고하여 우선순위를 분류할 수 있다. [그림 6-30]은 CVE-202226923의 Base Score 및 Vector이며, Vector의 정보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CVSS의 버전, AV(공격 벡터),
AC(공격의 복잡성), PR(필요한 권한), UI(사용자 참여 정도), S(공격 범위), C(기밀성), I(무결성), A(가용성)의
정도 등을 알 수 있다. 패치 우선순위 적용 시 Vector 내 공격의 복잡성 기준 또는 필요한 권한 등의 정보를
추가해 적용할 수 있다.

구분
로그 관리

내용
주기적으로 로그 관리 및 분석을 하고 있는가?

로그란 인프라 및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의 기록으로 운영 환경에 대한 감사 및 모니터링을 위해
수집하며, 사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증적 자료로 사용된다. 로그 관리에서는 AD 환경에서 수집할 수
있는 이벤트 로그에 대해 알아보고 수집 된 로그에 대한 이상 행위 분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Windows
환경에서는 △ 개체 액세스, △ 계정 관리, △ 계정 로그온 이벤트, △ 권한 사용 감사, △ 디렉터리 서비스
액세스, △ 로그온 이벤트, △ 시스템 이벤트, △ 정책 변경, △ 프로세스 추적 정책으로 총 9가지 감사 정책을

[그림 6-29] CVE-2022-26923 의 Base Score 및 Vector (출처 : NIST, CVE-2022-26923)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며, 조직 내 수립한 감사 정책을 통해 성공/실패에 대한 이벤트 로그 기록에 따라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상 행위를 수집 할 수 있다.
조직에서 로그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로그 관리 솔루션을 통한 로그 수집, 자동 분석, 로그 보관 기간 관리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AD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로그 수집기(Windows Event Collector) 기능을 통해 특정

패치 우선순위 분류 뒤에는 우선순위에 따른 패치 적용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만일 중요 자산의 긴급한 패치가

이벤트 ID를 수집하고, ‘로그 덮어씀 기간’ 등 로그 보관 기간 설정을 통해 운영 환경에 맞게 관리할 수 있다.

나왔을 경우 재빠른 패치 우선순위 결정 후 일정을 수립해 패치를 적용하여야 조직이 운영하는 서비스의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31]은 우선순위 기준 및 우선순위 별 적용 일정에 대한 기준이다.

EVENT ID

Description

[그림 6-31]을 기준으로 중요 자산에 대한 패치의 우선순위가 3일 경우 ‘Placement in Patch Cycle’내 일정

4741

컴퓨터 계정 생성

기준에 따라 최대 1분기 이내 패치를 적용해야 하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일 경우 최소 4시간에서 24시간

4742

컴퓨터 계정 수정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7일 이내에 패치 적용을 완료해야 한다.

[그림 6-30] 패치 우선 순위 분류 및 패치 적용 일정 수립 기준 예시
(출처: Gartner, Example of patch prioritization and timing, 2016.03 재구성)

패치의 중요도가 높을 수록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적용 시 시스템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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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

컴퓨터 계정 삭제

4662

사용자가 Active Directory 개체에 액세스

5136

디렉터리 서비스 개체 수정

5137

디렉터리 서비스 개체 생성

5138

디렉터리 서비스 개체 삭제되지 않음

5139

디렉터리 서비스 개체 이동

5141

디렉터리 서비스 개체 삭제

4776

도메인 컨트롤러가 계정에 대한 자격 증명의 유효성을 검사하려고 함(NTLM)

4732

구성원이 로컬 보안 그룹에 추가됨

4733

구성원이 로컬 보안 그룹에서 제거됨

4728

구성원이 글로벌 보안 그룹에 추가됨

4729

구성원이 글로벌 보안 그룹에서 제거됨

4756

구성원이 유니버설 보안 그룹에서 추가됨

4757

구성원이 유니버설 보안 그룹에서 제거됨

7045

새 서비스가 설치됨

Log Name

Required Server Roles

Active Directory
domain controller

Security
no specific requirements

None
(Domain Controller에만
기록 필요)

System

Windows Server

[표 6-7] Active Directory 운영 시 감사에 필요한 이벤트 ID 목록

높으므로 패치 적용이 마무리 된 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패치가 적용된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정상 동작을

[표 6-7]은 AD 운영 시 수집할 수 있는 이벤트 ID이며, 컴퓨터 계정의 생성, 삭제 및 관리자 그룹에 구성원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직은 시스템 또는 서비스에 발견될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한 재빠른 대응을 위해 조직의

추가 및 삭제, AD에서 개체 접근에 대한 이벤트 로그이다. 조직에서 AD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이벤트 ID를

IT 자산 특성에 맞는 패치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수집하고자 할 경우 [표 6-6]과 같이 AD에서만 수집할 수 있는 이벤트 ID를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www.igloo.co.kr

79

취약점을 통해 살펴보는 액티브 디렉토리 보안 강화 방안

Special Column

[표 6-7]처럼 특정 이벤트 ID를 수집했을 경우 [그림 6-32]와 같은 이상 행위 탐지가 가능하다. 이벤트 ID

05. 참고자료

4742는 머신 계정이 수정될 경우 남게 되며, 시간 및 로그 내용 확인 시 짧은 순간에 머신 계정의 $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Exploiting the CVE-2021-42278 (sAMAccountName spoofing) and CVE-2021-42287 (deceiving
the KDC) Active Directory vulnerabilities, 4sysops, Feb/10/2022
https://4sysops.com/archives/exploiting-the-cve-2021-42278-samaccountname-spoofingand-cve-2021-42287-deceiving-the-kdc-active-directory-vulnerabilities/
2) Certifried: Active Directory Domain Privilege Escalation (CVE-202226923), Oliver Lyak,
[그림 6-31] 이벤트 ID 4742 로그 확인

May/11/2022
https://research.ifcr.dk/certifried-active-directory-domain-privilege-escalation-cve-202226923-9e098fe298f4

만약 특정 이벤트 수집 알림 등이 존재할 경우 [그림 6-32]와 같은 이벤트 ID 발견 시 이상 행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취약점 발현 전에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또는 정기적인 로그 분석이 이루어 지고 있을 경우 이상 행위 판단
후 공격 성공 여부 파악, 악용한 계정 정보 확인, 공격 시도 시간 등을 확인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계획되지 않은 관리자 그룹 내 구성원의 추가, 삭제 같은 행위의 로그가 탐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3) AD(Active Directory) 관리자가 피해야 할 6가지 AD 운영 사례, KISA, 2019.04.02
https://www.krcert.or.kr/data/reportView.do?bulletin_writing_sequence=34988
4) The Ultimate Guide to Active Directory Best Practices, Dnsstuff
https://www.dnsstuff.com/active-directory-best-practices
5)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안전한 정보시스템 백업 가이드, KISA, 2018.02.28
https://www.krcert.or.kr/data/guideView.do?bulletin_writing_sequence=27049
6) Configure Windows Event collection, Microsoft, 06/17/2022
https://docs.microsoft.com/en-us/defender-for-identity/configure-windows-event-collection

04. 마무리

7) Appendix B: Privileged Accounts and Groups in Active Directory, Microsoft, 07/30/2021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server/identity/ad-ds/plan/security-bestpractices/appendix-b--privileged-accounts-and-groups-in-active-directory

이번 문서를 통해 AD 권한 상승 취약점 2종(CVE-2021-42287, CVE-2022-26923) 분석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안전한 AD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취약점 분석에서 보았듯 공격자들은 운영 체제 또는 서비스가

8) Patch Management Can Save Your Business: Here's How, PTG, 03/04/2022

가지고 있는 기본 설정에 의한 정보 노출 및 데이터 접근 권한을 놓치지 않고 취약점으로 악용하기 위해

https://blog.goptg.com/how-patch-management-can-save-your-business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한다. 공격자들의 다양한 공격의 예방을 위한 쟁점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주체(Subject)에
대한 불필요한 권한 제거 및 예정되지 않은 모든 작업에 대한 정상 여부 검증이다. ‘안전한 AD운영을 위한

9) Privileged access security levels, Microsoft, 12/02/2021

체크리스트’를 따라 현재 운영중인 환경을 점검하고 미흡한 항목의 보안 강화를 통해 안전한 AD 운영 환경을

https://docs.microsoft.com/en-us/security/compass/privileged-access-security-levels

구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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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를 얘기 하기 위해서는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의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BCP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조직이 각종 재해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핵심 업무 기능 수행의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연속성을 유지하여 고객 서비스의 지속성 보장과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신속한 절차와 체계를 구축해

RC.RP 복구계획 / RC.IM 개선 / RC.CO 커뮤니케이션

보안관제센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 보안관제센터만의 BCP 역시 수립하여 운영을 하게 된다.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 해주는 방법론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조직이라면 반드시 수립 되어 있고,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이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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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연속성계획은, 업무 영향을 분석(BIA)하여 업무·시스템의 원상회복을 위한 범위 및 필요조건을 정의하고,
복구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재해 별 재해복구계획(DRP)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각종 침해 대응
프로세스도 포함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수립 되었는지 주기적인 모의 훈련과 개선작업이 병행 된다.

01. 카테고리 소개 : RC.RP 복구계획/ RC.IM 개선/ RC.CO 커뮤니케이션
RC(Recover) > Recovery Planning, 복구계획
: 관제대상 정보시스템 또는 자산을 적시에 복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복구 프로세스 및 절차를 실행
및 유지한다.

세부 활동 중 RC.RP(Recovery Planning, 복구계획)은 BCP흐름 전체를 아우르게 되며, RC.IM
(Improvements, 개선)은 재해복구 모의 훈련과 유지관리·개선 부분을, RC.CO(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은 복구조직구성 및 재해복구계획(DRP)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안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센터의 BCP를 수립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훈련과 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RC(Recover) > Improvements, 개선
: 복구 계획과 프로세스는 복구 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RC(Recover) >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 복구 활동 관련인원은 내·외부 관계자(유관기관, ISP, 공격 시스템 소유자, 피해자, CSIRT, 벤더)를
아우르며,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계획이 필요하다.

02.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
1) 보안관제방법론 프로세스

2) 대응(Respond) 기능 로직 모델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의 다섯째 기능(Function)은 『복구(Recover)』로, 이에 속한 세부활동(Category)은
『복구계획(RC.RP, Recovery Planning)』, 『개선(RC.IM, Improvements)』, 『커뮤니케이션(RC.CO,
Communication)』이다.
* 복구 기능의 3가지 세부활동은, 내용 흐름 상 한 지면에 동시에 설명 드립니다.

복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1)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함’으로 정의가 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2)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때, 문제가 생기기 바로 앞의 상태로 회복시켜 프로그램의
처리를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 정의 되어 있다. 정보보안 또는 IT업계의 종사자들은 보통 2)번의 의미로
복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보안관제방법론 상의 ‘복구’는 1)번의 의미에 가깝다.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서의 ‘복구’는 침해사고 또는 장애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대응’ 활동을 통해
침해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등 제반활동을 모두 수행한다. 그리고 침해사고 또는 장애 발생 이전의 상태로
시스템 및 환경을 원상복구 시키는 일체의 활동을 뜻한다. 대응 기능에서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사전 준비
작업(프로세스 수립, 조직 구성, 모의훈련 등)을 수행하듯, 복구 기능에서도 사전 준비 작업이 사후 복구
행위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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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문서
IG.SOC-051-02 재난유형별 위기경보판단기준, IG.SOC-051-05 재해 유형별 조치 방안,
IG.SOC-051-03 재해복구 모의훈련 계획서, IG.SOC-051-04 재해복구 모의훈련 결과보고서,
IG.SOC-051-06 모의훈련 평가양식, IG.SOC-051-01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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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이글루코퍼레이션,
KISA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 사업 수주

-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데이터셋(능동형 보안관제 분야)’ 구축 사업 수주
- 이글루코퍼레이션, 데이터 중심 AI 역량 토대로 데이터 사업 전개 박차

[2022년 8월 2일] 이글루코퍼레이션이 KISA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데이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붙인다. 시큐리티·인텔리전스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대표 이득춘, www.igloo.co.kr)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주한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데이터셋(능동형 보안관제 분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2021년 담당한 침해사고 분야 구축 사업에 이어 능동형 보안관제 분야까지 수행하며, 양질의 AI 데이터
구축 역량을 또 한 번 인정받게 되었다.
본 사업은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공유·활용을 통해, 민간의 AI·빅데이터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악성코드와 침해 사고 분야 AI 데이터셋을 구축했던 2021년에 이어
올해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IT서비스 보안관제용 AI 데이터셋, ▲최신 공격 전술 대응 자동화를 위한 AI 데이터셋,
▲최신 위협 이슈 대응 우선순위 식별을 위한 AI 데이터셋을 포함해, 2억 1백만 건 이상의 능동형 보안관제 데이터셋 구축을
추진한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다년간의 AI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해 12월 중 국내외 최신 사이버 침해사고
및 트렌드를 반영한 양질의 AI 데이터셋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기종 보안 장비에서 생성된 원시 데이터와 최신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수집하고, 공격의 특징을 추출·선별해 레이블링 한 뒤, 이 레이블링 데이터를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형태로 가공한다. 이후 국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기관에 AI 데이터셋을 적용하여 실효성 검증도 완료한다.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고품질의 보안 데이터 수집·가공·검증의 어려움이 해소됨에 따라, 보안 스타트업·기업은 물론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산업 분야의 조직들 역시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제된 양질의 AI 보안 데이터 활용을 통해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최신 신·변종 보안 위협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을 연이어 수행하게 되어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AI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이터 중심의 AI 역량을 토대로, 기존의 보안 사업과 더불어 데이터
사업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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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 노리는 보안 위협 게 섰거라
㈜이글루코퍼레이션, 자율주행 보안 특허 취득

- 이글루코퍼레이션, 자율주행 보안성 높이는 원천 기술 확보 노력 지속
- 자율주행 보안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경보 처리 효율성 향상

[2022년 8월 9일] 이글루코퍼레이션이 고유의 보안관제 노하우를 토대로 자율주행 보안 기술력 확보에 속도를 붙인다.
시큐리티·인텔리전스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대표 이득춘, www.igloo.co.kr)은 자율협력주행 도로인프라의 보안성을
높이는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본 특허 적용을 통해, 고도화된 자율주행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율협력주행 도로인프라는 자율주행 차량이 다른 차량 및 관련 시스템과 상호 통신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통신 시설, 정밀 지도, 현장 센서 등이 긴밀히 연결된 국가 기반시설이다. 보안 위협 발생 시 탑승자와 보행자, 교통
물류 인프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대한 자율협력주행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수집·분석을 토대로 보안 위협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번에 이글루코퍼레이션이 획득한 특허는 자율주행에 특화된 데이터 추출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자율협력주행
도로인프라를 노리는 보안 위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된 트래픽을 라우팅 처리하여 맥락(context) 기반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고,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 및
인증과 관련된 국내외 보안 위협 별 탐지 정책으로 데이터를 상관분석하는 방식이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C-ITS, 현장 인프라 및 중앙시스템을 둘러싼 보안 위협 탐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본 특허
적용을 통해, 자율협력주행 도로인프라의 보안성을 한 단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통한
기존의 데이터 수집 시에는 통신 암호화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협이 아니지만
위협이라고 판단하는 오탐(False positive) 발생률을 낮춰 고위험군 경보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자율주행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바로 선진화된
보안관제 정보 수집 및 분석에 기반한 안전한 자율주행 보안관제 체계 구축이다. 자율주행 보안 데이터의 품질 및 수집
용이성, 경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본 특허 기술 적용을 통해, 날로 지능화되는 자율주행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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