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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월간지 이글루 플러스(IGLOO PLUS)를 통해,

정보보안·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를 아우르는 다양한 IT 콘텐츠를 전달합니다. 

깊은 지혜와 영리함, 장수, 풍요 등 긍정적인 뜻이 

담긴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도래했다. 계묘는 

육십갑자(六十甲子) 중 40번째인 흑(黑) 색을 뜻하는 

계(癸)와 토끼를 뜻하는 묘(卯)가 합쳐진 단어로, 검은 

토끼를 의미한다.

계묘년을 맞이해 정부부처는 최저임금의 5% 인상, 

한국식 나이 계산법의 폐지,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등 

다양한 분야의 법과 제도에 변화가 찾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특 히  I T  분 야 에 서 는  △ 클 라 우 드  서 비 스  보 안 

인증제도(CSAP) 등급제 △국산 AI 반도체 적용한 

‘K-클라우드’ 추진 △디지털 경제 성장 위한 ‘디지털 

플랫폼’ 조성 △개인정보 분야에 찾아오는 새로운 변화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등이 이뤄지고 있어, ’22년에 

이어 올해도 IT 분야에는 변화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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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이슈

1.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도 (CSAP) 등급제

2023년 IT 분야에 찾아오는 다양한 정책·제도의 변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2년 12월 29일 발표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도(Cloud Service 

Assurance Program, 이하 CSAP)’의 등급제 추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행정예고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기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되었던 공공영역을 개방하여 클라우드 시장 전반을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단일 인증 체계에서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등급제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이다.

CSAP 등급제 도입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공공기관은 시스템 

중요도 분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상·중·하' 등급으로 자체 분류된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인 ‘하’ 등급에 대한 논리적 

망 분리가 허용됨에 따라, 국내에 리전(Region)을 보유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loud 

Service Provider, 이하 CSP)도 논리적 망 분리만으로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국내로 한정하는 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 항목이 추가됐다.

공공 기관에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없는 

기능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국제 규격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 해외에 공공 

기관이 제작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다만 상승세에 있는 국내 CSP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이슈와 더불어 데이터 주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문건 배포 시기와 정책 발효 시기의 차이로 인한 세부 내용 변화 발생 가능

이번 IGLOO PLUS 1월 호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IT 분야에 찾아오는 다양한 정책·제도의 변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도(CSAP) 등급제 

2. 국산 AI 반도체 적용한 ‘K-클라우드’ 추진

3. 디지털 경제 성장 위한 ‘디지털 플랫폼’ 조성

4. 개인정보 분야에 찾아오는 새로운 변화 

5.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대상 평가기준구분 시행 시기

민감정보를 포함하거나
행정 내부업무 운영 시스템

비공개 업무자료를 포함
또는 운영하는 시스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현행수준 보완 · 강화

현행수준 유지

현행수준 완화
(논리적 망분리 허용)

상

중

하

2023년 내

2023년 내

1월 중

[표1-1]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개편안 (출처 : 과기정통부, 재구성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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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성장 위한
‘디지털 플랫폼’ 조성

국산 AI 반도체 적용한
‘K-클라우드’ 추진

클라우드와 IDC 분야에 찾아오는 변화에 이어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도 변화가 찾아온다. 

바로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이 지난 12월 29일,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으로 

△플랫폼 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 사회 구현 3대 추진전략과 

9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었다.

우선 대규모 AI컴퓨팅 자원 및 중소기업 대상 AI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등 플랫폼의 

AI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며,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차세대 플랫폼 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통해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앱마켓 경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다같이 누리는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IDC·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설비분산·다중화 등 생존성·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이 조성된다.

CSAP 등급제 추진과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23년 클라우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정책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12일,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 이를 인터넷 데이터센터(Internet Data Center, 이하 IDC)에 적용하여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 고품질의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0년까지 약 

8,262억 원이 투입되는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K-클라우드’ 추진방안은 △국산 AI 반도체 3단계 고도화 △AI 반도체 IDC 

적용 위한 SW 예타사업 추진 △국산 AI 반도체 IDC 적용 및 AI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산 학 연 협력 강화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등 4단계로 구분된다.

AI 반도체는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저전력으로 실행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특화된 비메모리 반도체로, 클라우드 경쟁력의 근간인 IDC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년 

230억 달러에서 ’25년 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통해 국산 AI 반도체의 국내 IDC 점유율을 

8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IDC 성능이 확충되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인프라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의료·교육·국방 등 분야 인공지능화를 

가속할 방침을 발표했다.

[그림 1-2] 디지털플랫폼 신질서체계 및 추진전략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림 1-1] K-클라우드 추진 전략 (출처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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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개인정보 분야에
찾아오는 새로운 변화

IT 분야에 찾아오는 다양한 정책·제도의 변화를 뒤로하고 최근 IT 업계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최대의 화두는 바로 ‘근무제’에 찾아오는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월 12일,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週)’ 단위에서 최대 ‘연(年)’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따른다면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는 허물어지고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되며, 만약 휴일 수당을 받고 일주일 내내 일하면 주 

80.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지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최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주 52시간 근무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크런치 모드(Crunch Mode)’를 겪어온 IT 업계 종사자들은 크게 반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허용시간을 늘리게 되면 크런치 모드의 일상화로 과로 및 업무 과중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이와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 체제에서 자리를 잡은 근무 환경이 변화되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또한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해 주 4일 근무제 등을 적용해오던 상황에서 근무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굳이 IT 

업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23년 상반기 중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수립하여 데이터 형식 및 전송체계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데이터 주권이 

보장되는 마이데이터 사용 환경을 누리게 되며, 정부와 기업은 혁신 서비스를 창출해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에서 현재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관리 시스템 및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맞춰 1,670개 법령을 정비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마이데이터 활용처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또한 1월부터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3월 중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신고, 분쟁조정 등을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원(One)포털’ 시행, 4월 중에는 온라인에 퍼진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인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23년 개인정보 분야의 다양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 '23년 개인정보위 새로운 변화 (출처 : 개인정보위, 재구성 : 이글루코퍼레이션)

[표 1-3]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출처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재구성 : 이글루코퍼레이션)

구분

구분

내용

1주(현행)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년)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

총량 12시간

X

X

52시간
(감소없음)

140시간
(156시간 대비 90%)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연장근로 시 당사자간 합의(현행과 동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시 부여 등

250시간
(312시간 대비 80%)

440시간
(625시간 대비 70%)

신기술·신산업 기반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

도입

디지털 개인정보
국제규범 형성 주도

실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규제 혁신

건강보호

투명하고 안전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조성

알파세대
맞춤형 지원 강화

국민 일상생활에서
프라이버시 불안 해소

-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 수립
- 데이터 형식 및 전송체계 표준화 및 마이데이터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 인공지능,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및 종합 플랫폼 고도화

- OECD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주요국 감독기구 국제 공공조사 강화
- ’25년 국제 개인정보 감독 기구 협의체(GPA) 총회 한국 유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및 「개인영상정보법」 제정 추진
- 민관협력 자율규제 5대 분야 확대

- 1,515개 시스템 집중 관리 및 1,670개 법령 전면 정비
-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디지털생태계 핵심 7개 분야 예방 점검(다크패턴, 애드테크 등)
- 법 위반 사업자 엄정 제재

-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 게시한 개인정보 삭제권 행사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추진

-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기기(월패드, IP카메라 등) 인증제 시범 실시
-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생성

'크런치 모드(Crunch Mode)'
개발 마감 기한에 임박해 밤샘 근무 등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것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게임업계에서 게임 출시를 앞두고 게임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개발자들이 장기간 연장 근무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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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매년 새해에는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다이어트 결심 그리고 금연·금주 등 지나간 한 해 동안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에 있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의지를 

다잡곤 한다. 이러한 개인의 새해 다짐은 앞서 설명한 IT 분야의 정책·제도에 찾아오는 

5가지 변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개선이 필요했던 정책·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여 결심한 수많은 다짐들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2023년을 맞이하여 IT 분야를 포함해 정책·제도에 찾아오는 변화가 개개인 모두에게 

‘성공적’인 변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새해 다짐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 단계를 거치기 마련인 만큼, 앞으로 우리의 삶 그리고 IT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 또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차 발전해 나갈 것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앞둔 제도·정책들이 하루빨리 보다 많은 이들에게 ‘성공적’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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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뉴스

1. 2022년 공격자가 가장 많이 노린 표적은 ‘윈도(Windows)’

2. 북한 IT 공작원이 우리 회사에?

3. 로그인 전에 URL 사전 확인 ‘필수’

4. 서민들 울리는 사칭 대출 앱의 등장

5. 세계적인 레스토랑 털리다 … 고객 정보 427GB 유출

6. 40만 가구 들여다본 ‘월패드‘ 해킹범, 잡고 보니 ‘보안 전문가’

7. 영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 공격하는 피싱 발견

8. 2억 명 트위터 개인정보 깔끔하게 무료 제공

9. 동국대, 랜섬웨어 공격 받아 서버 마비

1. 2022년 공격자가 가장 많이 노린 표적은 ‘윈도(Windows)’

2. 북한 IT 공작원이 우리 회사에?

3. 로그인 전에 URL 사전 확인 ‘필수’

 · VPN 업체 아틀라스 VPN(Atlas VPN)의 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이 2022년 1~3분기 동안 새로 발견한 윈도 

멀웨어 샘플은 5,958만 개이며, 동 기간 총개수의 95.6%를 차지했다고 함.

 · 흐름만 따지고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멀웨어의 수가 감소 추세지만, 이미 개수가 너무 많아 줄어드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님.

 · 윈도 다음으로 많은 공격을 받은 건 리눅스였으며, 최근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겨냥한 멀웨어 공격이 증가 추세에 

있고 전체의 1.5%를 차지했음.

 · 보안 외신 핵리드(Hackread)에 따르면, 멀웨어를 이용한 공격 중 랜섬웨어 공격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 지난 8일, 정부가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공작 인력이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 주의보’를 발표함.

 · 외교부·통일부·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 부처·기관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며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고, IT 분야 구인·구직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함.

 ·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들에게 이들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앞서 지난 5월, 미국 국무부·재무부·연방수사국(FBI) 등에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주의보를 공동 발표했었음.

 · 최근 카카오의 로그인 페이지를 위장해 특정인의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는 정황이 확인됨.

 · 피싱 메일을 통해 접속한 페이지가 웹 로그인을 유도하고, 심지어 웹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카카오 계정의 

아이디가 자동 완성으로 입력되는 경우도 발생함.

 · 로그인 페이지의 URL 주소가 ‘accountskakao’로 시작하기 때문에, 웹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는 무심코 

비밀번호를 입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안랩의 분석에 의하면 자동완성으로 입력된 아이디가 언론사 기자, 대북사업 지원 단체 등인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됨. 특히 일부 URL에서는 일정 기간마다 사용자의 아이디를 변경해 

로그인을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됨.

 · 공격자가 제작한 서버에 로그인을 시도하면 GET메소드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기 때문에, 접근한 

페이지의 URL이 정상적인 도메인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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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민들 울리는 사칭 대출 앱의 등장

5. 세계적인 레스토랑 털리다 … 고객 정보 427GB 유출

6. 40만 가구 들여다본 ‘월패드‘ 해킹범, 잡고 보니 ‘보안 전문가’

 · 보안 외신 해커 뉴스(Hacker News)에 따르면 대출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장한 정보 탈취 멀웨어가 발견됐음.

 · 분석에 따르면, 최소 지난 5월부터 안드로이드를 대상으로 한 멀웨어 유포 캠페인이 시작된 것으로 유추됨.

 · 이 가짜 대출 애플리케이션들은 피해자의 장비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했음.

 ·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활용된 것은 플러터(Flutter)라는 이름의 구글이 오픈소스로 전환한 앱 구축용 

프레임워크임. 다양한 플랫폼과 호환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로그래밍 

언어 다트(Dart)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글로벌 보안 기업 짐페리움(Zimperium)에 의하면 발견된 애플리케이션은 총 33개이며, 전부 공식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서드파티 스토어를 통해 설치됐음.

 · IT  외신 블리핑컴퓨터(Bleeping Computer)에 의하면 레스토랑 고객 관리 플랫폼인 세븐룸즈 

(SevenRooms)에서 데이터 침해 사고가 발생함. 세븐룸즈는 MGM리조트, 블루민 브랜드(아웃백), 만다린 

오리엔탈, 울프강 퍽 등 유명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고객 관리 플랫폼임.

 · 세븐룸즈 공격자는 427GB의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으며, 샘플로 공개한 스크린샷에는 세븐룸즈의 

고객 아이디, API 키, 프로모션 코드, 지불 관련 보고서, 예약자 명단 등 다량의 고객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공격자는 이 고객 정보를 다크 웹(Dark web)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음.

 · 하지만 세븐룸즈는 시스템에 공격을 받은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격자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빼돌릴 수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힘.

 · 지난 14일, 2021년 11월 월패드 해킹 사건의 피의자가 1년여 만에 검거됐음.

 · 피의자는 지상파 방송사 인터뷰에서 직접 월패드 해킹 위험성에 관해 설명한 이력이 있는 IT 보안 전문가였음.

 ·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 4,847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 사진 약 40만 장의 자료를 확보함.

 · 경찰은 실제로 영상이 거래되지는 않았으나, 구매 희망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을 확인한 결과 판매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음.

 · 전문가는 월패드 해킹을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카메라 렌즈를 스티커로 가리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음.

7. 영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 공격하는 피싱 발견

8. 2억 명 트위터 개인정보 깔끔하게 무료 제공

9. 동국대, 랜섬웨어 공격받아 서버 마비

 · 보안 외신 해커뉴스에 의하면 영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타깃으로 1년 넘게 피싱을 감행한 

레드제이(RedZei) 캠페인이 발견됨.

 · 공격자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영국 이동통신사들의 심(SIM)을 번갈아 사용하는 점을 노림. 유학생의 영국 

전화번호에 한 달에 한두 번 잠재적 공격 대상에게 전화를 걸고, 부재 중인 상태로 남아 있으면 비정상적인 자동 

음성 메일을 남김. 이 음성 메일은 중국 은행 및 중국 모바일 회사, 중국 대사관을 사칭해 유학생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만드는 사회공학적 방법임.

 · 보안 연구원 윌 토마스(Will Thomas)의 조사에 따르면 RedZei가 부유한 중국 유학생 그룹을 신중하게 선택해 

공격을 감행했다고 함.

 · 최근 트위터 사용자 2억 명 이상의 정보가 다크웹에서 무료로 공개된 것으로 나타남. 계정 이름, 계정 생성일, 

팔로워 수 등 계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깔끔하게 정돈된 형태임.

 · 보안 업체 프라이버시 어페어즈(Privacy Affairs)에 의하면 이 데이터 용량은 63GB이며 1월 4일 다크 웹에 처음 

등장함.

 · 이 데이터를 업로드한 사이버 공격자는 사용자의 공개 프로필을 스크래핑(scraping)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사용자가 공개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 해킹이 의심됨.

 · 이메일 주소를 추적하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 또한, 

스팸 마케팅이나 사기 공격, 협박 공격을 하는 데에도 이메일이 활용될 수 있음.

 · 보안 업체 시놉시스(Synopsys)의 컨설턴트 제이미 부트(Jamie Boote)는 업무용 및 개인용 이메일 주소와 

소셜미디어 전용 이메일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함.

 · 지난 21일 동국대학교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함.

 · 공격자가 학기 성적 공시와 입학 전형 입시 등 중요 일정이 몰려 있는 시기를 노린 것으로 보이며, 동국대는 

공격자가 누구인지 발표하지 않음.

 · 동국대는 해커를 통해 이메일을 받고 랜섬웨어 공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이메일에는 금전적 

요구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함.

 · 국가와 기업이 해킹에 대비해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기 때문에 다소 방심하고 있던 대학교를 노린 것으로 

분석되며, 동국대의 서버가 복구되는데 총 5일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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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통계분석.

2023년 01월 전체 공격 건수가 전월 대비 약 

0.98배가량 감소하였고, 이에 반해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은 전월 대비 약 300건가량 증가하였다. 

Command Injection(LinkSys E-series Routers 

Vulnerability) 공격 건수의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확인된다.

보안 관리자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최신 

버전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적절한 문자열 

필터링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

2023년 01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대한민국 출발지 IP로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미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불가리아, 영국, 

홍콩, 네덜란드, 독일 출발지 IP로부터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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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코퍼레이션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월간 보안 위협
동향 및 분석.

www.igloo.co.kr

01 월간 공격 유형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표 2-1] 월간 공격 유형

패턴 건수 비율(%) 등락

시스템 취약점 (System Vulnerability)

정보수집(Information Gathering)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웹 취약점(Web Vulnerability)

비인가접근 (Unauthorized access)

악성코드(Malware)

정보노출 (Information Exposure)

총 합계

2,422

1,982

140

73

2,115

555

99

27

7,269

32.7

26.7

1.9

1.0

28.5

7.5

1.3

0.4

100

-

▲1

▲2

▼1

▼1

▼1

-

-

-

2023년 1월 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전체 공격 합계가 전월 대비 약 0.98배가량 감소하여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감소하였다.

이 중에서 정보 수집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300건가량 

감소하였고, 이는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공격 

건수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시스템 취약점 관력 공격은 전월 대비 약 

300건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Command Injection(LinkSys 

E-series Routers Vulnerability) 공격 건수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02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2023년 1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확인 결과, Command Injection(LinkSys E-series Routers Vulnerability), 

phpMyAdmin 샘플 페이지 접근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하였으며,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감소한 것에 반해, 

Command Injection(LinkSys E-series Routers Vulnerability) 공격 건수는 800건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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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탐지 명

Total Threats In SOC

건수순위 비율(%) 등락

Command Injection
(LinkSys E-series Routers Vulnerability)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Command Execution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GPON Router Vulnerability

SQL Injection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Command Injection(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총 합계

869

431

660

394

583

372

250

459

293

228

1

5

2

6

3

7

9

4

8

10

4,539

12.0

5.9

9.1

5.4

8.0

5.1

3.4

6.3

4.0

3.1

62.4

▼1

▼1

▼1

▼2

▲1

▲1

▲1

NEW

NE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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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

2023년 1월 기준 출발지 IP TOP 10 확인 결과, 대한민국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미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은 11.5%, 약 800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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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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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IP 공격정보국가순위 IGLOO_CTI

14.36.39.167 Apache Log4j RCE(CVE-2021-44228)

81.17.22.106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185.7.214.218

85.31.44.156 Command Execution

15.235.118.56

165.232.160.6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Fortinet FortiOS Directory 
Traversal(CVE-2018-13379)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Directory Traversal

109.237.97.180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14.36.38.179

109.237.98.226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195.178.120.130 Web-CGI Vulnerability

KR

CH

RU

US

CA

SG

GB

KR

GB

US

1

5

2

6

3

7

9

4

8

10

1/106

6/106

5/106

10/106

4/106

5/106

12/106

0/106

11/106

7/106

Total Countries

▶ 금월 공격 IP, 국가 순위 상세 Top 10 표 및 비율

[표2-3] 월간 출발지 IP 주소 TOP 10

24.0%

러시아

인도

중국

대한민국

미국

5.2%

6.7%

21.6%

42.4%

2023년 1월에 발생한 취약점 패턴 중 TOP 10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에 따른 상세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각 탐지 패턴 별 상세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시스템의 취약점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상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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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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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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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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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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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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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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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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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 입력 값이 운영체제 명령어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되어 실행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시스템 명령어가 실행되어 
부적절하게 권한이 변경되거나 시스템 동작 및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령어 라인의 파라미터나 스트림 입력 등 외부 입력을 사용하여 
시스템 명령어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존재하나, 이러한 경우 외부 입력 
문자열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공격자가 원하는 
명령어 실행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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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SQL Injection

GPON Router Vulnerability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Network Scan

Command Execution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표2-4]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상세 분석

03 월간 위협 IP 주소 TOP 10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Rank Source IP Country

1 14.36.39.167 KR

2 185.7.214.218 RU

3 15.235.118.56 CA

4 14.36.38.179 KR

5 81.17.22.106 CH

Rank Source IP Country

6 85.31.44.156 US

7 165.232.160.6 SG

8 109.237.98.226 GB

9 109.237.97.180 GB

10 195.178.120.130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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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코퍼레이션 은 국내외 기업·기관에서 수집한 보안 위협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기관을 노리는 

보안 위협에 맞서 공격의 맥락과 목적 등을 간파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세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의 사이버 위협 탐지정책은 사이버 공격을 

효율적으로 탐지, 대응하고 보안관제센터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스노트 룰(Snort Rule)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탐지 패턴을 보유한 '보안 장비'에 적용함으로써

 조직의 보안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침해지표(IOC). 탐지정책.

www.igloo.co.kr

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2022년 12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 정보  13,267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 정보는 

159,334건 수집되었다.

수집 대상별 순서는 [해외-Malware(112,283건)], [해외-Phishing(41,464건)], [국내(13,267건)] 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2-1] 최근 3개월 국내외 위협 정보 수집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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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위협 IP 국가 현황 [그림 2-3] IoC별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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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사이버위협탐지정책 통계

2022년 12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 위협 탐지 정책은 14건이다. 

12월 한 달 동안 구글 크롬(CVE-2022-2998), 윈도우(CVE-2022-44673), 리눅스(CVE-2022-47939), MS 

익스체인지(CVE-2022-41040, CVE-2022-41082)등에 대한 탐지 정책이 배포되었다.

[그림 2-4] 최근 3개월 공유 건수

[표 2-3] 월간 주요 사이버위협 탐지정책

[그림 2-5] 월간 공유 건수

탐지 정책 설명Code 태그

IGRSS.2.06051

alert  tcp $EXTERNAL_NET any -> $SMTP_SERVERS 25 
(msg:"IGRSS.2.06051 Google, Chrome, CVE-2022-2998,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file_
data; content:".contentWindow.getSelection().selectAllChildren("; 
content:".contentDocument.addEventListener("; within:500; 
content:"focus()|3B|"; distance:0; content:"setTimeout("; 
within:500; content:".remove()|3B|"; within:500; sid:206051;)

Google Chrome의 CVE-

2022-2998 취약점을 악용한 

UAF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Google, Chrome, 
CVE-2022-2998

IGRSS.1.06056

alert tcp $EXTERNAL_NET $FILE_DATA_PORTS -> $HOME_NET 
any (msg:"IGRSS.1.06056 MS, Windows Client Server, CVE-
2022-44673,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
client,established; file_data; content:"|89 75 C8 89 74 24 60 48 89 
75 B0 48 89 75 F8 89 75 00 FF 15 1C 1E 00 00 66 0F 6F 05 74 22 
00 00|"; fast_pattern:only; sid:106056;)

MS Windows Client Server의 

CVE-2022-44673 취약점을 

악용한 권한상승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MS, Windows 

Client Server, CVE-

2022-44673

IGRSS.2.06063

alert tcp any any -> $HOME_NET 445 (msg:"IGRSS.2.06063 Linux, 
SMB2, CVE-2022-47939,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FE|SMB"; depth:4; offset:4; nocase; 
content:"|04 00|"; within:2; distance:8; byte_extract:4,22,tree_
id,relative,little; byte_extract:4,0,session_id,relative,little; 
content:"|FE|SMB"; distance:0; nocase; content:"|04 00|"; 
within:2; distance:8; byte_test:4,=,tree_id,22,relative,little; byte_
test:4,=,session_id,26,relative,little; content:"|04 00 00 00|"; 
within:4; distance:50; sid:206063;)

Linux SMB2의 CVE-2022-
47939 취약점을 악용한 UAF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Linux, SMB2, 

CVE-2022-47939

IGRSS.1.06064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1.06064 MS, Exchange, CVE-2022-41040, CVE-
2022-41082,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owa/"; nocase; http_uri; content:"@"; 
distance:0; http_uri; content:"/powershell"; distance:0; fast_
pattern; nocase; http_uri; sid:106064;)

MS Exchange의 CVE-2022-

41040, CVE-2022-41082 

취약점을 악용한 원격 코드 실행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MS, Exchange, 

CVE-2022-41040, 

CVE-2022-4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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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쉘을 이용한 공격 패러다임 변화 및 대응전략

2022년 3월 30일, JAVA 플랫폼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Spring Framework 취약점이 

공개되었다. Spring Core Framework에서 노출된 'class' 객체의 자식 객체인 'class.module.classLoader' 

매개변수에 접근하면 ‘AccessLogValve’ 객체를 통해 웹쉘을 업로드하고 원격코드 실행 취약점으로 연결되게 

된다. 2022년 6월 2일 미국 정보 보안 전문 업체 볼렉시티(Volexity)는 중국 APT 그룹인 하프늄(Hafnium)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China Chopper 웹쉘이 Atlassian Confluence Server에 업로드되어 조사 중 취약점이 

발견되어 조치된 바 있다. 웹쉘 공격의 원인이 파일 업로드나 SQL Injection과 같이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제한되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등 소프트웨어 

생태계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Microsoft 365 Defender에서 발표한 ‘Web shell attacks continue to 

rise’에 따르면 2022년과 2021년에 발견된 웹쉘은 14만 건으로 2019년부터 2년간 발생된 웹쉘 평균 개수의 

7만 7천 건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다. 웹쉘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복잡성의 증가에 따라 신규 취약점 등을 악용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공격만으로도 쉽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웹쉘 공격에 대해서 다시한번 분석해보고 최근 웹쉘 공격이 악용되는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림 3-1]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견된 웹쉘 비교 
(출처 : Web shell attacks continue to rise , Microsoft security 블로그) 

01 개요

웹쉘을 이용한 공격 패러다임
 변화 및 대응전략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권구환
웹쉘은 웹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한 웹서버 환경에서 지원 가능한 웹 애플리케이션 언어를 기반으로 동작되는 

파일을 의미하여, [표 3-1]과 같은 확장자 목록의 파일을 이용해 정상 비정상적인 접근 경로로 접근하여 서버 정보 

및 권한을 탈취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웹쉘은 주로 외부망에 있는 공격자가 시스템 내부에 명령 수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표 

3-2]와 같이 시스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포함하고 있거나, 업로드된 웹쉘 파일을 숨기거나 기능 분석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화나 압축을 수행하게 된다.

웹쉘은 시스템 제어 및 장악을 통한 시스템 가용성 저해나 데이터 탈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인 

공격으로 그치지 않고 다수 접속하여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웹쉘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한 

공격 방식은 웹 페이지에 구현되어 있는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업로드하게 되기 때문에 SmartEditor, 

DaumEditor, Namo Crosseditor 등의 에디터 취약점은 웹쉘이 업로드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02 Web Shell 공격 표면(Attack Surface) 및 공격 방식

스크립트 언어

구분

확장자 종류

함수 종류

PHP

시스템 명령어

JSP

암호화 및 압축

ASP

파일 생성 또는
내용 포함 함수

ASP.NET

PHP, PHP3, PHP4, PHP5, phtml, inc

system, passthru, shell_exec, exec, popen, proc_open

jsp, jspx, jsv, jsw

eval, assert, call_user_func,base64_decode, gzinflate, gzuncompress, 
gzdecode, str_rot13

asp, asa, cds, cer

require, require_once, include, include_once, file_get_contents,
file_put_contents, fputs, fwrite

aspx, asax, ascx, ashx, asmx, axd, config, cs, csproj, licx, rem, resources, 
resx, soap, vb, vbproj, vsdisco, webinfo

[표 3-1] 주요 웹 서비스 언어 확장자 목록

[표 3-2] 대표적인 웹쉘 사용 함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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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쉘을 업로드하는 방식이 반드시 파일 업로드 기능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파일 업로드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파일 업로드 공격 시도를 대응하기 위해 파일 확장자를 필터링하거나 파일 사이즈를 제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업로드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도 서버 환경에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앞서 설명한 프레임워크나 CMS 이외에도 다수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웹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Wordpress, Drupal, Aapceh Struts2, Spring,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등의 웹 개발 프레임워크 취약점을 사용하거나, IIS 파일 확장자 우회와 같이 WEB/WAS의 취약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인 웹 취약점 중에는 Cross-Site Scripting(XSS), RFI(Remote File Inclusion)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3-2]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한 확장자 우회 공격 예시

파일업로드 기능여부 구분 공격방법

파일업로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확장자 우회)

파일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약점 이용)

파일 확장자 우회

정상파일 우회

CMS

Web Editor

WEB/WAS

Source Code

Application

(OS, DBMS 등)

[표 3-3] 웹쉘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공격 방법

 - NULL byte를 이용한 파일 업로드
 - HTML 인코딩
 - 숨겨진 확장자명 이용

 - Encoding Web Shells in PNG IDAT chunks
 - Hiding Webshell Backdoor Code in Image Files

 - Atlassian Confluence 원격코드실행 취약점(CVE-2022-26134)
 - Wordpress 파일 관리자 플러그인 파일 업로드 취약점(CVE-2020-25213)
 - Drupal 임의 코드 실행 취약점 (CVE-2018-7600)
 - 맥스보드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CVE-2021-26628)

 - Namo Crosseditor 샘플 페이지 파일 업로드 취약점
 - SmartEditor 파일업로드 취약점 

 - IIS File Parsing Bypass Attack
 - Apache Struts2 원격 임의 코드 실행 취약점 

(CVE-2013-2251, CVE-2016-3081, CVE-2016-4438 등 다수)
 - Spring4shell 원격 임의 코드 실행 취약점 (CVE-2022-22965)

 - injection(XSS, SQL, OGNL 등) 취약점을 이용한 파일 업로드
 - RFI(Remote File Inclusion) 취약점을 이용한 파일 업로드

 - Java Vulnerability
 - SwiftMailer, PHPMailer, ZendMail RCE 

(CVE-2016-10045, CVE-2016-10074)

구분 상세 구분 예시

단독 파일

기타

one-line-
Webshell

All-in-one 
Webshell

Injection 
Webshell

Multi Division  
Webshell

- ASP : <% eval request(“cmd”) %>
- PHP : <?php echo passthru($_GET[‘cmd’]);?>
- JSP : <% Runtime.getRuntime().exec(request.getParameter(“cmd”)%>

- ASP : ASPyder, Zehir Asp Shell, ASPXSpy, ASPX Shell
- PHP : b374k-shell, WSO, Iron Shell, c99shell, FaTaLisTiCz_Fx, r57shell,
   phpFileManager, DAws, ALFA TEaM Shell
- JSP : JspSpy, JspSpyWeb, jFolder, shack2, devilzShell, JSP File Browser, jshell,
  JspWebshell, Godzilla

- 기존에 존재하는 소스코드에 웹쉘 구문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
- Image파일의 구조 내에 웹쉘 구문 삽입

- 공격자가 전송하는 다중분할 파라미터를 웹서버에서 재 조합하는 방식

[표 3-4] 대표적인 Web shell 유형

웹쉘 파일이 업로드되기 위해서는 파일 형태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다. 일반적인 웹 프로그래밍 확장자로 제작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필터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모리나 이미지 파일 등에 덮어쓰기 해도 무관한 

영역을 이용하여 웹쉘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다. ASPXSpy, b374k-shell, JspSpy 등 웹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유명한 웹쉘 파일의 경우에는 파일 기능을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웹쉘 공격을 하기 위한 실제 공격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웹 어플리케이션 언어의 시큐어코딩 미흡으로 인한 파일 업로드 공격 사례가 다수의 보고서에서 분석 된 바 있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나 드루팔(Drupal)과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CMS 취약점을 악용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웹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접점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패킷 암호화, 소스코드 

인코딩 및 난독화 등을 통해 웹쉘 파일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번 

파트에서는 특히 파일리스 웹쉘 공격과 인젝션 웹쉘 공격 사례를 분석해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최근 PHP 언어 기반의 CMS 중 하나인 드루팔(Drupal)에서 파일리스(Fileless) Webshell 공격을 설명하고자 

한다. 해당 공격은 PHP를 실행할 수 있는 드루팔 7.x 버전을 사용하는 대상을 기반으로 공격이 발생된다. 드루팔에 

웹쉘을 삽입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파일리스 웹쉘 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시스템에서 웹쉘 파일을 

검색한다고 해도 파일을 검색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데 유용하게 된다.

03 최신 Web Shell 공격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1) Fileless Web shell Attack



30 31www.igloo.co.kr

04 Tech Note 웹쉘을 이용한 공격 패러다임 변화 및 대응전략

구분 Drupal 7.22 Drupal 7.28 Drupal 9.4.1 Drupal 10

PHP실행여부

비고

PHP실행

EOL : PSA-2022-02-23(2023.11.01.) 9.5.1(최신버전) 10.0.1(최신버전)

PHP실행 PHP실행불가 PHP실행불가

[표 3-5] drupal 버전별 PHP 실행 가능 여부 및 버전 관련 정보

[그림 3-3] Drupal Fileless Web Shell 공격 개요도

[그림 3-4] PHP 모듈 활성화 및 웹쉘 코드 작성 예시

드루팔에서 발생한 파일리스 웹쉘 공격의 경우에는 공격자가 파일을 저장하는 형태가 아닌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고, 블록 설정 메뉴에서 PHP 코드를 반환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웹쉘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웹쉘 코드는 드루팔의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블록의 pages 컬럼에 삽입되었고, 해당 페이지에 다시 접근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웹쉘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웹쉘 코드 삽입 및 웹쉘 정상 실행

[그림 3-6] 웹쉘 업로드 공격 로그 기록

이렇게 블록에 포함되는 내용은 웹 서버 루트 디렉터리 하위에 파일 형태로 저장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후 실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웹쉘 파일과 관련된 정보가 남지 않아 탐지나 추적에 매우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공개된 드루팔 취약점(관리자 권한 탈취, 원격 코드 실행 등)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PHP가 실행되지 

않는 버전(9.x 버전 이상)을 사용하고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공격에 사용된 ALFA TEaM shell은 PHP 언어 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웹쉘이다. ALFA TEam shell은 2017년에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2022년 9월 기준 4.1버전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일 PHP 파일 내에 많은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all-in-one” 웹쉘로 알려져 있다. Alfa-TEaM-shell의 경우에는 변수명, 페이로드 등의 

코드가 모두 난독화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웹쉘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PHP 함수나 OS 명령어 실행 등에 대한 코드 

검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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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난독화 되어 있는 Alfa TEaM shell v 4.1

[그림 3-8]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Alfa TEaM shell v 4.1

[그림 3-9] base64로 인코딩된 네트워크 패킷

Alfa-TEaM-shell의 일부 기능을 실행해 보면  패널의 기능을 선택하거나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전송할 때, 

네트워크 Base64로 인코딩된 상태로 패킷이 전송되는 특징이 존재하며, Alfa TEaM shell에는 CMS Hijacker, 

Add New Admin(CMS 전용) 등 CMS 관련 기능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APT 그룹인 “Driftingcloud”가 방화벽에 웹쉘을 삽입하여 공격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공격자는 CVE-

2022-1040 취약점을 이용하여 방화벽을 공격하였으며, 처음 웹쉘을 삽입하여 방화벽을 공격한 후,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웹쉘을 삽입하여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자는 방화벽의 정상적인 구성요소인 Class 파일에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하고 직접 생성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Class 파일의 파일스탬프를 변경하여 같은 폴더의 다른 파일들과 마지막 수정 

시간을 동일하게 만들었다.

또한, 변조된 class 파일을 살펴보면, ① Request URI 또는 Accept 헤더에 “Applicationssid”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②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으면 서버 Request가 POST 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③의 부분은 

①과 ②의 조건이 만족하면 AES 암호화와 base64로 encoding 되어 있는 POST 본문을 string var13의 변수 

값(a918c0e8d8153bfc)을 이용하여 decoding 한다. 

2) Injection Web Shell Attack

[그림 3-10] 방화벽 웹쉘 공격 개요도

[그림 3-11] 변조된 SessionCheckFilter.class 파일 
(출처 : DriftingCloud: Zero-Day Sophos Firewall Exploitation and an Insidious Breach, vo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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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에서 변조된 Class 파일의 코드는 Behinder Web shell 코드와 비슷한 것으로 Behinder Webshell은 

Atlassian Confluence zero-day(CVE-2022-26134) 공격에서도 사용되었던 웹쉘로 알려져 있다. 실제 

Behinder Webshell을 살펴보면 Class 파일에서 본 것처럼 L2의 Key 값을  사용하여 AES 암호화와 base64로 

encoding 되어 있는 POST 본문을  decoding 한다. 

Behinder 웹쉘에 직접 접근해 본 결과, 네트워크 패킷을 보면 페이지에 접근할 때, POST 방식으로 난독화 된 

본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 Behinder Webshell의 PHP 파일

[그림 3-13] Behinder Web shell 난독화 통신 이력

또한, Behinder은 .jar 파일 형태의 C&C 패널을 통해 피해자의 웹 서버에 [그림 3-13]과 같은 코드로 구성된 웹쉘 

파일을 업로드하여 컨트롤 한다는 특징이 있다. 

추가적으로 공격자는 원격에서의 접근을 위해 VPN 사용자 계정을 생성한 후, 다른 사용자의 자격 

증명(Credential)과 세션 쿠키 값 탈취를 목표로 웹사이트에 대한 DNS 응답을 수정했다. 이후 추가적인 공격과 

정보 탈취를 위해 Linux에서 제공하는 Weevely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난독화 된 두 번째 웹쉘을 업로드하였다.

해당 웹쉘 공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공격 표면과 다르게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악의적인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화벽에 웹쉘을 업로드한 특이한 유형이다. 또한, 일반 웹쉘 파일 업로드가 아닌 기존에 

방화벽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class 파일과 동일한 파일명을 사용하여 공격을 수행하였으며, Behinder 웹쉘과 

같이 네트워크 패킷이 난독화 되어 있는 공격으로 인하여 추적 및 탐지가 굉장히 어렵다.

[그림 3-14] Behinder Webshell의 C&C 패널 화면

[그림 3-15]  두번째로 업로드 된 난독화 웹쉘 
(출처 : DriftingCloud: Zero-Day Sophos Firewall Exploitation and an Insidious Breach, vo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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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웹쉘이 사용된 취약점과 최근 공격에 사용되었던 웹쉘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웹쉘 공격은 

IoT 장비, 방화벽, CMS 등 다양한 공격표면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웹쉘 공격은 웹 서비스, 웹 서버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정보수집과 공격 지속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웹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지 보수까지 △ 기술적 측면과 △ 관리적 측면 등 다양한 부분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먼저, ‘사전 대응 관점’에서 바라본 대응 전략이다. 웹쉘의 경우에는 다양한 공격의 첫 수단이자 공격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웹쉘 공격이 행해지는 공격 표면에 대한 사전 대응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공격자의 초점이 점차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호가 중요하다.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설계, 구현, 테스트 단계에 보안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KISA에서 발간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기반으로 보면 설계 단계에서의 보안 설계 기준은 크게 △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 보안 기능, △ 에러 처리, △ 세션 통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웹쉘 공격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달되는 입력 값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입력 값 검증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들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진행한다면 웹쉘  공격의 

원인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3-6]은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에서 웹쉘 공격의 

원인이 되는 취약점과 대응 방안을 일부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04 Web Shell 대응전략

1) 사전 대응 관점에서의 전략 

웹쉘 공격의 원인이 되는 취약점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개발 및 구현 단계에서 시큐어 코딩 적용도 매우 

중요하다. 시큐어 코딩 적용은 [표 3-6]에 작성된 모든 취약점에 대하여 대응해야 하고, 시큐어 코딩을 적용 

방식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실제 개발 환경에서 무수히 많은 코드에 대하여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좀 더 안전하고 빠른 시큐어 코딩 적용을 위해 시큐어 코딩 점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먼저 

시큐어 코딩 점검 도구에는 다양한 상용 도구와 무료 도구가 존재하지만, 이번 파트에서는 무료 라이센스 도구 중 

국내에서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JAVA 코드를 점검할 수 있는 △ Spotbugs 그리고 이것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 Find Security Bugs 플러그인을 선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Spotbugs’는 오픈 소스 기반의 시큐어 코딩 점검 도구이며, Linux, Windows, MacOS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GUI 기반의 프로그램 방식과 Eclipse, NetBeans, IntelliJ IDEA, SonarQube 등에 대하여 플러그인 방식을 

지원하여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구분 상세 구분 공격의 원인 대응 방안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 값 검증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업로드, 다운로드 
파일 검증

 - 애플리케이션에서 DB연결을 수행할 때 최소 권한 계정 사용
 - 외부 입력 값이 삽입되는 SQL질의문 동적으로 생성
 - 외부 입력 값을 이용해 동적으로 SQL쿼리문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 입력 값에 대한 검증을 수행

 - SQL injection

 - 외부 입력 값을 이용하여 시스템 자원(IP, PORT번호, 
프로세스, 메모리, 파일 등)을 식별하는 경우 허가되지 않은 
자원 사용 방지 

 - 서버 프로그램 안에서 쉘을 생성하여 명령어를 실행해야 
하는 경우, 외부 입력 값에 의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

 - Code Injection
 - SSRF
 - OS Command  

Execution
 - OGNL Injection

 -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값을 동적으로 생성되는 응답페이지 
및 DB조회 결과를 동적으로 생성되는 응답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경우 HTML encoding 또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XSS) 필터링 수행

 - XSS

 - Back-end에서 request의 referer를 확인하여 Domain이 
일치하는지 검증

 - 사용자의 세션에 임의의 난수 값을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청마다 해당 난수 값을 포함시켜 전송 

 - 이후 Back-end에서 요청을 받을 때마다 세션에 저장된 토큰 
값과 요청 파라미터에서 전달되는 토큰 값이 같은지 검증

 - CSRF

 - 파일의 타입, 크기, 개수, 실행 권한 제한
 - 파일 다운로드 요청 시, 요청 파일 이름에 대한 검증 작업 

수행
 - 소스코드나 실행 파일은 무결성 검사 실행

 - File Upload  
vulnerability

 - File Download 
Vulnerability

[표 3-6]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에서의 취약점과 대응방안
(출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일부 재구성,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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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구는 JAVA 바이트 코드 (byte code)를 정적 분석하여 버그 패턴을 발견하고 Java 프로그램에서 발생 

가능한 100여 개의 잠재적인 에러에 대하여 scariest, scary, troubling, concern 등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탐지하고 결과를 XML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potbugs에서는 Bad practice, Correctness, 

Experimental, Experimental, Internationalization 등 10개 이상의 카테고리와 400개가 넘는 규칙이 등록되어 

있고 룰셋(ruleset)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그림 3-16] Spotbugs 구동 화면
 (출처 : Spotbugs Official Manual , https://spotbugs.readthedocs.io)

번호 탐지 유형 상세 설명

1

2

3

4

5

6

7

8

9

10

Bad practice null 처리 실수, 직렬화 문제, 클래스 명명규칙 등 탐지

개발자가 의도 한 것과는 다른 코드가 될 명백한 코딩 오류 탐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버그 패턴 탐지

인코딩을 지정하지 않은 코드 탐지

보안 코드에 취약한 가변적인 배열이나 콜렉션 , Hashtable 탐지

멀티쓰레드에 안전하지 않은 객체 사용 탐지

소프트웨어에서 실제 버그를 찾는 것이 아닌 데이터 마이닝 실험에서 
컨트롤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

미사용필드 , 비효율적 객체생성 등 성능에 영향을 주는 코드를 탐지

CSS, DB 패스워드 누락 등 보안에 취약한 코드를 탐지

int의 곱셈결과를 long 으로 변환하는 등 부정확하거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코드를 탐지

Correctness

Experimental

Internationalization

Malicious code vulnerability

Multithreaded correctness

Bogus random noise

Performance

Security

Dodgy code

[표 3-7] Spotbugs에서 제공하는 탐지 유형 
(출처 : Spotbugs Official Manual , https://spotbugs.readthedocs.io)

[그림 3-17] Eclipse에서 Find Security Bugs 플러그인 구동 화면 
(출처 : https://find-sec-bugs.github.io/)

그러나 Spotbugs는 단순히 코드에 대한 오류를 탐지해 주기 때문에 보안 적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Spotbugs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Find Security bugs 플러그인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Find Security Bugs는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감사를 지원하는 플러그인이다. 832개 이상의 API 

시그니처를 활용하여 OWASP TOP 10 및 CWE 커버리지가 가능한 141개의 버그 패턴을 탐지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log4shell 취약점에 대한 탐지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구의 장점은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Spring MVC, Struts 등 다양한 SW 개발 

프레임워크와 Eclipse, IntelliJ, Android Studio 등의 통합개발 환경(IDE) 도구, Jenkins 와 SonarQube와 같은 

도구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시큐어 코딩 점검 도구는 개발 단계에서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 

도구도 프로그램에 한정적으로 등록된 공격 패턴과 오류 탐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웹쉘 공격에 대하여 

완벽한 대응책이 될 수는 없다. 시큐어 코딩 적용뿐만 아니라 웹 서버 또는 웹 서비스에 대한 안전한 설정값을 

적용하고 더 나아가 웹쉘 탐지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의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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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Tech Note 웹쉘을 이용한 공격 패러다임 변화 및 대응전략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자의 웹쉘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웹쉘 공격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웹 로그 모니터링, 서버 이상 행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등의 공격이 발생한 것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본 문서에서는 웹 서비스 로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다.

웹쉘 공격은 보통 웹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웹 접근 로그(access.log)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웹 접근 로그에는 초 단위로 웹 페이지에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어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18]의 예시는 극단적으로 웹쉘을 통해 공격을 수행한 로그 기록이지만 이처럼 

단 시간 내에 비정상적으로 임의의 웹 페이지에 대한 접근 기록이 존재한다면 웹쉘 공격으로 의심을 해봐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웹쉘 공격은 POST 메소드 방식으로 패킷을 전송하고 정상적인 페이지와 비슷한 파일명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웹 접근 로그를 통해 완전한 웹쉘 공격을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error.log를 분석해 보는 것도 웹쉘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error.log에는 웹 서비스가 구동되면서 발생하는 Syntax 에러와 같은 주요한 에러에 대한 기록이 저장되어 

있으며, 아래의 [그림 3-19] 처럼 에러 메시지를 이용하여 웹쉘 파일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사후 대응 관점에서의 전략

[그림 3-18]  Apache access.log에 존재하는 웹쉘 공격 징후

[그림 3-19]  Apache error.log에 존재하는 웹쉘 공격 징후

위에서 설명한 로그 데이터가 완벽한 대응 방안으로는 활용될 수 없다. 웹쉘에 의해 추가적인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Windows event log,  웹 방화벽 로그, 구동 중인 프로세스 목록 등 다양한 부분을 유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지금까지 최근에 사용된 웹쉘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웹쉘 공격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매우 기초적인 공격 방식이고 많은 대응 방법이 존재하지만 웹 프레임워크나 서비스, 플랫폼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을 통해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매우 영향력 있는 공격 방식으로 웹쉘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에 

관심을 가지고 패치 관리, 소스코드 관리, 로그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보안 대책 사항들을 적용하면 웹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CVE-2022-41040 and CVE-2022-41082 – zero-days in MS Exchange

https://securelist.com/cve-2022-41040-and-cve-2022-41082-zero-days-in-ms-exchange/108364/

2) Alfa TEaM Shell Github

https://github.com/PhenaxGod/Alfa-Shell

3) Ensiko: A Webshell With Ransomware Capabilities

https://www.trendmicro.com/en_us/research/20/g/ensiko--a-webshell-with-ransomware-

capabilities.html

4) 취약한 Atlassian Confluence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 사례

https://asec.ahnlab.com/ko/36563/

5) DriftingCloud: Zero-Day Sophos Firewall Exploitation and an Insidious Breachhttps://

www.volexity.com/blog/2022/06/15/driftingcloud-zero-day-sophos-firewall-exploitation-and-an-

insidious-breach/

6) What are Web Shell Attacks? How to Prevent Web Shell Injection?

https://www.ssl2buy.com/cybersecurity/web-shell-attacks

7) Attackers Exploit New Zero-Day Vulnerabilities on Exchange Server

https://www.stellarinfo.com/blog/attackers-exploit-new-zero-day-vulnerabilities-on-exchange-server/

8) Detect and Prevent Web Shell Malware

https://media.defense.gov/2020/Jun/09/2002313081/-1/-1/0/CSI-DETECT-AND-PREVENT-WEB-

SHELL-MALWARE-20200422.PDF

05 마무리

0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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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컨설팅사업부 컨설팅4팀 권희원

SBOM을 이용한 공급망 보안

솔라윈즈 사건과 Log4Shell 취약점은 SW 공격망 공격의 파급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SW 공급망 

보안 정책에 변곡점이기도 하다. '20년 12월 공격 사실이 알려진 솔라윈즈 사건은 SW 기업 내부망에 침투한 

후 악성코드를 제품 업데이트에 심어 유포하는 방식으로 미국 주요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이버 공격 중 하나로 꼽히며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21년 2월 발표한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에서 주요 SW 보안조치 지원, 공급망 보안 점검도구 보급 등의 SW 

개발·공급망 보안 강화 계획을 밝혔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해 5월 발령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서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

그리고 '21년 12월  공개된 Log4Shell 취약점은 Log4j 라이브러리와 같은 오픈소스 SW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반면 SW 구성요소에 대한 가시성 부족으로 식별이 어려워 대응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SW 자재명세서인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SW 재사용률이 높아져 SW 공급망을 통한 위협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이 SBOM 도입을 검토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SBOM을 이용한 공급망 보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01 개요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 국가 사이버안보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표 4-1]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과 미국
"국가 사이버안보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중 공급망 보안 부분

 - 주요 SW·서비스 보안진단·조치 

 - SW 자가 보안진단 도구 및 가이드 보급 

 - 주요 SW·서비스 기업 개발환경 보안점검 및 기존 
인증제도를 활용한 공급망 검증체계 구축 

 - 공급망 보안점검 기준 및 점검도구 개발·보급

 - 주요 SW 정의 및 보안조치 지침 발행

 - SBOM 최소 요소 공표

 - SW 소스코드 테스트 최소 기준 공표

 -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 발행

 - 소비자 SW 및 IoT 제품에 보안등급 표시

SBOM을 이용한 공급망 보안

최소 요소 설명

요구사항분석 SBOM 제출 명시

설계 SBOM 검토 및 추가 요구사항 반영

구현
소스코드의 SBOM 검증을 통해 취약점 
사전 파악 및 통제

SBOM과 연계하여 업데이트된 취약점 
추가 확인

SBOM을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취약점 및 유지보수 정보 업데이트

테스트

유지보수

SBOM은 제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재명세서 또는 부품표(Bill of Materials, BOM)의 개념을 SW 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제조업 BOM은 특정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을 목록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양산체제 유지를 위한 공급망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SBOM은 SW를 이루는 구성요소의 세부 정보와 

의존관계에 대한 정형화된 기술한 목록을 의미한다. 

SW 수요자·공급자는 SBOM을 연계하여 SW 제품이 아닌 SW 구성요소 수준에서 취약점 추적·식별, 라이선스 

준수, SW 자산 관리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다. SW 개발 생애주기 상에 SBOM을 도입하여 SW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SBOM과 CVE의 정보를 대조하여 취약점 식별 자동화가 가능하다. 참고로 '22년 5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 연구: SBOM 정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에는 기본 SW 개발보안 방법론에 SW 공급망 검증을 위한 SBOM 적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02 SBOM이란

[그림 4-1]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 따른 SBOM 정보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림 4-2] SBOM을 이용한 취약점 식별 자동화
(출처 : 네덜란드 NCSC)

[표 4-2] SBOM을 이용한 SW개발보안 방법론
(출처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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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통신정보청(NTIA)는 행정명령에 따라 '21년 7월 SBOM의 최소 요소로 데이터 필드, 자동화 지원, 지침 

및 절차를 제시했다. 데이터 필드에는 SW 구성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SBOM에 포함해야 하는 기본 정보를 SBOM 

작성자, 작성 일시, 공급자 이름, 구성요소 이름, 버전, 구성요소 해시, 고유 식별자, 종속성 관계로 정의했다. 그리고 

자동화 지원의 경우 SBOM을 생성하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에 SPDX, SWID, CycloneDX를 채택했다. 

SPDX(Software Package Data Exchange)는 '11년 리눅스 재단에서 개발해 ’21년 국제표준(ISO/IEC 

5962/2021)으로 등록되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와 SBOM 활용에 용이하며 SW 패키지와 관련된 구성요소, 

라이선스, 저작권 및 보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SPDX SBOM 자동 생성 도구를 제공하며 Dotnet(.NET), 

Maven(Java), PIP(Python) 등의 패키지 매니저를 지원하여 SW가 어떤 하위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SBOM으로 만든다.

03 SBOM 데이터 형식

[그림 4-3] SPDX 문서 구조 (출처 : 리눅스 재단)

SBOM을 이용한 공급망 보안

[그림 4-4] CycloneDX 문서 구조 (출처 : OWASP)

SWID(Software Identity)는 '09년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으며 '15년 국제표준(ISO/IEC19770-2)으로 

등록되었다. SW 제품의 특정 릴리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SW 정보에 대한 태그를 생성하여 장치에 

설치된 상용 및 오픈소스 SW 인벤토리를 지원한다. SWID 태그는 SW 생애 주기와 연계되어 SW 구성요소에 

대한 식별 정보, SW 산출물에 대한 파일 및 암호화 해시 목록, SBOM 작성자 및 SW 구성요소에 대한 출처 정보를 

제공한다. 

CycloneDX는 OWASP 주도로 '17년부터 시작되었다. 자체적으로 "사이버 위험 감소를 위해 고급 공급망 기능을 

지원하는 풀스택 BOM 표준"이라고 정의한다. 처음부터 BOM 형식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며 SaaSBOM을 

포함한 다양한 사양을 지원한다. JSON, XML 언어로 작성되며 빌드 시스템에 구현하여 유연하고 쉽게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메타데이터, 구성요소, 서비스, 종속성, 구성, 취약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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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 SBOM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1년 5월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연방정부에서 조달한 SW 제품에 SBOM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행정명령에 따라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SBOM을 최소 요소 공표부터 가이드 배포, 제도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14년 하원에서 SBOM 유사 체계 입법을 시도했지만 SBOM 제출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경험이 

있는 미국은 행정명령 이전부터 SBOM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8년 NTIA는 SW 구성요소 

투명성 이니셔티브에서 구성한 워킹그룹을 민간 중심으로 구성하고 SBOM 개념 정립, 실증사업 추진, 표준화된 

SBOM 활용을 위한 가이드 배포 등을 추진하여 산업에서의  혼란과 저항을 최소화하고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였다. 

예를 들어 ‘18년 표준 및 형식 워킹그룹은 기존 SBOM 형식과 표준을 조사하여 SW 식별자, 자동화 도구 등 

SBOM에 요구되는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 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의 SBOM 실증을 통해 SBOM 

생성·처리 및 제품 조달 과정에서의 이슈를 점검하고 의료를 포함한 산업에서의 SBOM 정착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04 미국 SBOM 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강점(Strengths)

기회(Opportunities)

약점(Weaknesses)

위협(Threats)

[표 4-3] NTIA 의료 SBOM 실증 결과 분석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SBOM을 내부 시스템에 이식해 질의, 외부정보 연계 등을 

통한 양적·질적 분석을 성공적으로 수행

 - SPDX, SWID로 SBOM 생성

 - 조달 및 자산·위협·취약점 관리에서 SBOM 보안 이점 

확인

 - HW BOM 포함

 - 하나의 표준 포맷 식별

 - SBOM에 대한 취약점 정보 포함

 - 구성요소에 대한 범용 유일 식별자 및 문맥

 - 프로그래밍된 방식으로 SBOM 데이터 접근

 - 표준 포맷 준수

 - 의료기기에 대해 제조사마다 다르게 SBOM 생성

 - SBOM 데이터 도구를 설정관리DB와 미연계

 - 의존관계 정보 추출의 어려움 존재

 - SBOM 설정 취약점의 한계

 - 패치 상태에 대한 관리 부재

 - SBOM 속성에 대한 범용 자원 식별자(URI)의 부재

 - SBOM 정보 정확도·완성도를 확인하는 검증 방법 부재

SBOM을 이용한 공급망 보안

SW 공급망 공격은 피해 규모가 커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들은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SBOM 도입을 검토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SBOM을 SW 

생애주기 전반에 적용하여 SW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취약점을 추적·식별하기 위해서는 SW 개발 단계에서 

SBOM 자동 생성을 통해 배포 및 전달이 용이할 수 있어야 하며, SW 구현 시 SBOM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 위협을 

분석하고 구성요소 내의 취약점을 식별하여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W 유지관리 활동 전반에 

SBOM을 연계하여 취약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2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포럼을 출범했다. 공급망 

보안 포럼은 2개 분과로 구성되어 각 분과별로 정책·산업, 기술·표준 등의 관점에서 추진전략, SBOM 보안 방안, 

보안점검 가이드라인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국가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SW 

공급망 보안 강화와 SBOM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소프트웨어 보안 관점에서 본 미국 사이버보안 행정명령과 우리의 대응방안“

 -보안뉴스, (2022) "소프트웨어 물자표(SBOM), 공급망 공격 안전장치", https://www.boannews.com/media/

view.asp?idx=11096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2), "미국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정책 분석 및 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2), "주요국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정책 동향 분석"

 -손효현, 김동희, & 김소정, (2022),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 연구: SBOM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 9-20

 -NTIA. (2021). "Framing Software Common Software Bill of Materials(SBOM) – Second Edition"

 -Riel. B., Kuijpers. S., & Koning. R. (2021). "Using the software Bill of Materials for Enhancing 

Cybersecurity".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NCSC). 

 -SPDX Document, https://spdx.github.io/spdx-spec/v2.3/composition-of-an-SPDX-document

 -CycloneDX Document, https://cyclonedx.org/capabilities/sbom

05 결론

0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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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이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1967년 뉴욕에서 처음 개최돼 올해로 56회를 맞이한 CES는 전 세계 내로라하는 ICT 

기업들이 한데 모여 미래 혁신 기술을 뽐내는 무대다. 소비가전제품을 넘어 신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매년 초 개최돼 다가오는 한 해의 IT·가전 트렌드를 한 발짝 먼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CES는 

언제나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아왔다. 

더욱이 이번 CES 2023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실상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화되어 열린 만큼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전환돼 개최됐으며, 지난해에는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일부 재개됐으나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하며 3일간 축소 진행된 바 있다.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맞이한 CES 2023에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BMW, 제너럴모터스(GM)와 

같은 대표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해 삼성전자, LG전자, SK, 현대모비스 등 약 170여 개국에서 3,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며 그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CES 2023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자, 올해의 기술 트렌드로 

아래의 5개를 꼽았다. 

①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세계의 도래, 메타버스를 앞세운 웹 3.0(Metaverse & Web3)

②자율주행, 전기차, 커넥티드 카, 개인 이동수단 등을 포괄하는 모빌리티(Mobility)

③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④식량 부족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첨단 기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⑤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같이 질병이나 범죄 등 근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로부터 인간을

    지켜내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

이에 이러한 주요 트렌드에 발맞춰 CES 2023에서 어떤 첨단 제품과 서비스가 소개됐는지 되짚어보며, 그 혁신의 

흐름에 함께 빠져들어보는(Be in it)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0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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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미래 기술의 집약체로 여겨지는 만큼, CES 2023에서 ‘모빌리티’가 

차지하는 위상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완성차 업체부터 부품 업체,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다수의 빅테크들까지, 너도 나도 고유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며 참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만 

이전과 사뭇 달라진 점은, 그동안의 CES가 아직은 먼 미래의 모빌리티 비전, 기술, 트렌드에 대한 것이었다면 

올해는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한 기술들이 주를 이뤘다는 점이다. 

‘라스베이거스 모터쇼’의 스타트를 끊은 건 BMW였다. 개막 하루 전 열린 CES 2023 기조연설 행사에서 

BMW는 차세대 전기차 ‘디(Dee)’를 공개했다. ‘디(Dee)’는 ‘디지털 이모셔널 익스피리언스(Digital Emotional 

Experience)’의 약자로, 감정적인 경험과 교류를 선사하면서 운전자인 사람과 자동차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디 모델은 투영 범위가 차량 전면 유리 전체로 확대된 ‘어드밴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Advanced Head-

Up Display)’가 최초 적용돼 운전자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전달하며, 음성 언어로 운전자와 대화할 수 있고, 

전조등으로 기쁨이나 슬픔 등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 BMW는 앞으로 선보일 미래 모빌리티 비전으로 전동화, 

순환, 그리고 디지털을 꼽았다. 이번에 공개된 디 모델은, 그중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 BMW가 추구하는 ‘인간 같은 

자동차’에 대한 방향성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02 CES의 또 다른 이름, ‘라스베이거스 모터쇼’ 

[그림 5-1] 인간 같은 자동차, BMW i 비전 디 (출처: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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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던 소니는 혼다와 합작하여 설립한 소니-혼다 모빌리티(Sony-Honda Mobility, 

SHM)를 통해 전기차 ‘아필라(AFEELA)’를 선보였다. 게임, 음악,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소니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에 운전자에게 남다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표방한다. 주행 중 게임이나 영화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아필라의 핵심은 자율주행이다. 

소니는 이를 위해 퀄컴과 손을 잡고, 최신 자율주행 플랫폼 ‘스냅드래곤 디지털 섀시(Snapdragon Digital 

Chassis)’를 적용했다. 요시다 소니 회장은 소니의 엔터테인먼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차별화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실현하면서, 모빌리티 시장 속 파이를 키워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그림 5-2] 달리는 플레이스테이션, 아필라 (출처: SHM)

[그림 5-3] 현대모비스 이 코너 시스템(e-Corner System) (출처: 현대모비스 유튜브)

[그림 5-4] CES 2023 최고 혁신상 수상작 중 하나인 존디어의 자율주행 트랙터 (출처: CES)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는 '통합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서의 도약 의지를 담은 전동화 시스템 기반 자율주행 콘셉트카 

'엠비전 TO(M. Vision TO)'를 공개했다. 엠비전 TO는 차의 전, 후, 측면 4개 기둥에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의 

센서, 4개 바퀴에 e-코너 모듈, MR(혼합현실) 디스플레이 등의 신기술을 총집합했다. 특히 e-코너 모듈은 차의 

바퀴를 90도까지 꺾어 제자리 회전이나 평행 주행 등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움직임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이동의 자유를 크게 확장시키는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이에 좁은 도심지 주행이나 화물 운송 등 운전자의 목적에 

따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현대모비스의 설명이다. 

모빌리티에 대한 빅테크들의 관심은 여전했다. 구글은 자동차 전용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오토’를 전면에 

내세우며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키를 공유하는 ‘키 셰어링’ 기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아마존도 

터치 없이 음성만으로 조작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알렉사(Alexa)’가 탑재된 차량을 선보였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빌리티의 5가지 미래를 제시하고, 모빌리티 관리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을 

소개했다.

그 외에도 이번 CES는 모빌리티의 범위가 보다 확장된 양상을 보였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 휠체어, 

유모차 등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총망라돼 첨단 모빌리티의 다양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 

농기계 회사인 존디어(John Deere)의 자율주행 트랙터를 들 수 있다. GPS, 스테레오 카메라,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해당 트랙터는 운전자 없이도 작업 수행이 가능하고, 관리자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트랙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HD현대는 자율운항 시스템이 탑재된 미래형 선박을 

선보였으며, 길이 10.2m에 전체 높이 3.7m에 달하는 대형 모형을 설치해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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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3.0과 메타버스는 올해 첫 선을 보인 테마다.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초반에 비해 많이 사그라든 건 사실이지만, 메타버스 그 자체뿐 아니라 이를 이루고 있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의 첨단 기술이 향후 미래 ICT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다. 

코닉 CTA 시장조사 담당 부회장은 메타버스를 또 하나의 인터넷이라 칭하며, 사물인터넷(IoT)에서 차용한 

‘MoT(Metaverse of Things)’ 컨셉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MoT의 핵심은 ‘가상화와 몰입’이라 강조하고, 메타버스 

기술과 더불어 사업 전망에도 주목하기를 조언한 바 있다.

이번 CES에서는 몰입도를 높여 실제 현실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기술이 대거 등장했다. 먼저 소니는 차세대 

가상현실 헤드셋 ‘플레이스테이션 VR2(PlayStation VR2)’를 공개했다. 약 7년 만에 공개되는 신제품으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는 컨트롤러와 고해상도 VR 헤드셋을 통해 여러 메타버스 콘텐츠를 

이전보다 한층 실감 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3 CES가 새롭게 주목한 테마, 웹 3.0과 메타버스(Web3 & Metaverse) 

[그림 5-5]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2 (출처: SONY)

[그림 5-6] 니콘 언리얼 라이드 (출처: Nikon)

니콘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상의 미래 도시를 질주하는 모습을 찍을 수 있는 '언리얼 라이드(Unreal ride)' 체험관을 

선보였다. 부스에 설치된 바이크 모형에 올라타면 바람과 각도를 현실적으로 느끼며 가상현실을 질주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모습을 니콘의 미러리스 카메라 Z9와 Bolt X의 로봇 모션 컨트롤러가 촬영해 가상현실 속 풍경과 합성된 

실감 나는 영상을 받아볼 수 있다. 

시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미국 테크 기업 OVR 테크놀로지스(OVR Technologies)는 가상현실에서 후각을 

구현해 내 참관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향기 카트리지가 장착된 VR 기기 ‘아이온2’를 통해서라면, 가상현실 속 

눈앞에 놓인 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 한국 스타트업 비햅틱스(bHaptics)는 진동을 활용해 

촉감을 전달하는 VR 기기 ‘택트수트’와 ‘택트글러브’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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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헬스케어의 디지털화는 

이제 CES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CES 2022가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면, 올해에는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과 결합되는 등 한층 고도화된 모습을 보이며 

본격적인 헬스테크 시대의 개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미국에 출시한 SK바이오팜은 생체 신호를 감지해 뇌전증 발작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5종을 공개했다. 안경의 모양을 하고 있는 ‘제로 글래스’와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하는 

‘제로 와이어드’는 뇌파, 심전도, 환자의 움직임 등의 여러 복합 생체신호를 측정해 뇌전증 발작을 감지 및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 나아가 ‘제로 앱’을 통해 이러한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 

현재 SK바이오팜은 뇌전증 환자의 발작 완전 소실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 제로’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약인 

세노바메이트와 웨어러블 기기의 연계를 중심으로 뇌전증 영역에서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04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DX),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그림 5-7] SK바이오팜의 제로 글래스 (출처: SK바이오팜)

[그림 5-8] 반려동물 건강관리 앱 티티케어 (출처: TTcare)

헬스케어의 디지털화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춰준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CES에서도 자가 진단형으로 진화한 여러 헬스테크들이 주목받았다. 미국 

덱스콤(Dexcom)은 피를 뽑지 않고도 몸에 간단히 부착하는 방식으로 혈당 수치 측정이 가능한 제품을, 프랑스 

위딩스(Withings)는 변기에 센서를 설치해 자동으로 소변 검사를 진행하고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다. 캐나다 뉴럴로직스(Nuralogix)는 얼굴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빅데이터 기반으로 심박수, 호흡, 

혈압은 물론 여러 질환의 발병 가능성까지 알려주는 체험 부스를 마련해 이목을 끌었다.

반려동물 건강관리를 위한 제품도 있었다. 에이아이포펫(AIFORPET)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반려동물 

건강관리 앱 ‘티티케어’는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 사진만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건강 상태, 질병 증상 여부를 

제공해 준다. 또 반려동물의 활동량이나 식사량을 기록하면 이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도 받아볼 수 있다. 

에이아이포펫은 사진 판독 방식에서 더 나아가 영상 기반의 펫 헬스케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며 수의사, 

훈련사, 영양사와의 비대면 상담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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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CES를 대표하는 주제이자, 여러 산업과 기술 분야를 관통하는 주된 흐름은 지속가능성이었다. 한 마디로 

기술 발전이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 

소비의 확산, 인간 중심 기술의 재조명, 순환 경제 패러다임의 도래로 비롯되는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하듯 여러 

혁신 기술들을 수단으로 삼아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 이제는 전 산업을 통틀어 필수적인 과제이자 최종 

지향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에서 ESG 경영이나 탄소 감축, 친환경 등을 주제로 부스를 꾸린 기업들이 

돋보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친환경과 기기 간의 초연결성을 강조한 삼성전자가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출시된 

수많은 기기들의 연결을 통해 사람의 일상과 지구 환경 모두를 위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기술 

비전을 제시하면서, 부스를 ▲지속가능 ▲홈 시큐리티(Home Security) ▲패밀리 케어(Family Care) 

▲헬스&웰니스(Health&Wellness)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스마트 워크(Smart Work)의 6가지 

구역으로 나누고, 초연결 경험을 극대화해줄 스마트싱스(SmartThings) 기술을 총집합시켰다. 

특히 그 중심이 되는 IoT 플랫폼 스마트싱스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삼성전자의 탄소중립 의지를 찾아볼 수 

있었다. 기기들의 유기적인 연결로 단순히 생활 편의를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결된 기기들의 에너지 소비량과 

총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보여주는 '스마트싱스 에너지'로 계획적인 전력 소비를 도와주고, 스마트싱스 내 

인공지능(AI) 에너지 절감 기능을 통해 전력량을 줄일 수도 있다. 

05 CES 2023을 관통하는 주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그림 5-9] SK그룹 CES 전시관의 ‘퓨처마크’ 구역 (출처: SK그룹)

작년 CES에서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를 줄이겠다고 공표한 SK그룹은 올해 

'행동(Together in Action: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을 주제로 내걸고, 탄소 감축 기술과 제품을 

총망라했다. SK와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함께 구축한 탄소 감축 벨류체인과 40여 개의 관련 친환경 기술을 

선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넷 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CES에서 공개된 제품들 중 SK온의 현재 상용화된 배터리 중 가장 충전이 빠른 전기차 배터리 

‘SF(Super Fast) 배터리’와 SK에코플랜트의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관리자가 앱이나 PC에서 바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 ‘웨이블’은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SK그룹은 부스 입구에 뉴욕 자유의 여신상, 파리 에펠탑, 영국 빅벤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물에 잠기는 형상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퓨처마크(Futuremarks)’ 구역을 마련해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시에 이러한 친환경 움직임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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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도 가전뿐 아니라 배터리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시작하면서, 에너지와 환경에 초점을 둔 부스를 선보였다. 

특히 파나소닉의 친환경 비전을 담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나무(Perovskite Solar Tree)'가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나무의 핵심은 차세대 태양광 전지라고 불리는 페로브스카이트로 만들어진 잎사귀다. 

페로브스카이트는 가볍고 유연한 덕분에 활용도가 높아 상용화만 된다면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잎사귀 패널이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고, 

참관객들은 실제로 나무 아래 설치된 콘센트를 통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조성함으로써 재생 에너지 

사용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 기업 라이트이어(Lightyear)는 태양광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기차 '라이트이어 0'를 

선보였다. 태양광을 사용해 충전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주차했을 때는 물론 달리면서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아직 태양광만으로 완전 충전은 어렵고 전기 충전과 병행해야 하는데, 

라이트이어에 따르면 배터리를 한번 완충하면 최장 625km를 달릴 수 있는데 여기에 태양광 충전을 더하면 

70km까지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한다. 

[그림 5-10] 파나소닉 CES 전시관에 설치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나무’ (출처: 파나소닉)

결국엔 인간을 위한, 더 나아가 인간 안보를 위한 기술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물가 상승, 공급망 불안과 

같이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위기에 맞서 다양한 방향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 기술이 각광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보다 세부적으로는 식량 안보, 의료 접근성, 경제 안보, 환경 보호, 개인 안전, 공동체 안전, 그리고 

정치적 자유 등를 위해 첨단 기술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프랑스 기업 ACWA로보틱스는 수도관 탐사 로봇 '클린 워터 패스파인더(Clean Water Pathfinder)’를 선보였다. 

ACWA에 따르면 현재 수도관을 통해 운송되는 음용수의 약 20~40%가 낭비되고 있다. 이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은 채 수도관 속을 스스로 돌아다니며 수도관 상태 및 수질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클린 워터 

패스파인더'를 통해서라면, 관리자는 물을 절약하고 최적화된 물 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06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 속,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그림 5-11] 인간 같은 자동차, BMW i 비전 디 (출처: BMW) 

[그림 5-12] ACWA로보틱스의 클린 워터 패스파인더 (출처: 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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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아이언맨의 슈트를 연상케 하는, 독일 기업 저먼바이오닉시스템(German Bionic System)의 

‘크레이엑스(Cray-X)’도 큰 관심을 받았다. 크레이엑스는 건설이나 물류 등의 산업 현장에서 리프팅 동작 시 

착용하는 웨어러블 장치로, 엑소스켈레톤(Exoskeleton) 기술이 적용돼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최대 30kg의 

지지력을 부여해 준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피로감과 더불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농촌 노동력 감소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 안보에 대한 경각심은 ‘푸드테크((Food-

tech))’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CES에서는 노동집약적인 농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자동화 

기기들이 눈에 띄었는데, 일본 기업 아그리스트는 과수원 수확 로봇을 개발해 혁신상을 받았다. 이 로봇은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과일이나 채소를 인식하고, 수확하기 적합한지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판단, 직접 

수확까지 해 바구니에 담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해 준다. 

[그림 5-13] 저먼바이오닉시스템의 크레이엑스 (출처: German Bionic System)

[그림 5-14] 아그리스트의 과수원 수확 로봇 (출처: AG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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