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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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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이 인간의 고유 영역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SW 개발과 코드 작성은 물론 인간의 영역으로 알려진 

콘텐츠 제작과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AI가 

등장한 것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오픈AI(OpenAI)’에서 

지난 ‘22년 11월 출시한 ‘챗GPT(ChatGPT)’이다.

챗GPT는 IT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보니,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하는 것에 더해, 출시 

40일 만에 일일 사용자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이 챗GPT에 집중되고 있다.

게 다 가  ‘ A I  분 야 의  새 로 운  게 임  체 인 저 ( G a m e 

Changer)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양한 기업에서는 챗GPT라는 기술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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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챗GPT’

1.

산업 전반에서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챗GPT

‘챗GPT(ChatGPT)’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 마치 사람과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주는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오픈AI(OpenAI)에서 출시됐다. 오픈AI(OpenAI)는 ‘15년 샘 

알트만(Sam Altman)과 테슬라(Tesla)의 CEO인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 AI 개발을 위해 공동 설립한 연구소이다.

오픈AI는 챗GPT가 출시되기 4년 전인 ’18년, 주어진 텍스트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기술을 학습해 사람이 쓴 듯한 글이나 콘텐츠 등을 만들어내는 자연어 처리 AI 모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첫 번째 버전인 GPT-1을 선보였다. 그리고 

GPT-1이 등장한지 2년 뒤인 ‘20년, 오픈AI는 GPT-1 대비 약 1,500배 많은 1,750억 개의 

‘파라미터(Parameter)’가 적용된 GPT-3를 발표하며 크게 주목을 받았다.

GPT와 같은 AI 모델의 연산 능력은 인공신경망인 파라미터의 개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파라미터는 인간의 뇌에서 신경세포를 연결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시냅스(Synapse)’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쉽게 말해 AI 모델이 예측한 답과 정답의 

오차를 표현·판단하는 함수로,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GPT의 성능이 좋아진다.

IGLOO PLUS 2월 호에서는 IT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서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오픈AI의 

챗GPT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산업 전반에서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챗GPT

 1) 도대체 챗GPT가 뭐길래?

 2) AI 개발과 공개에 속도 내는 빅테크 기업

 3) 챗GPT로 인한 역기능

2. 챗GPT가 사이버 보안 업계에 던진 고민거리

 1) 챗GPT의 멀웨어 작성

 2) 챗GPT를 활용한 자동화 다크웹 시장 플랫폼 구축

 3) 챗GPT로 생성한 파이썬 스크립트의 위험성

 4) 챗GPT로 고도화될 기업 이메일 침해 공격(BEC)

[그림 1-1] GPT-2 · GPT-3 파라미터 비교 일러스트 (출처 : Sooftware)

1) 도대체 챗GPT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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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AI 모델을 개발하고도 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대신 AI 관련 분야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공개와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내부적으로 챗GPT와 

버금가는 AI 기술은 확보했지만, 자칫 불완전한 AI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챗GPT가 IT 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큰 인기를 누리면서 개발한 AI를 공개하는 것에 소극적이던 빅테크 

기업들도 AI 개발과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챗GPT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검색 시장 1위 기업인 구글(Google)은 챗GPT를 '코드 

레드(적색 경보)' 급 위협으로 규정했다. 챗GPT가 구글의 전체 매출 가운데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검색 엔진 사업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6일 구글은 자사의 AI 모델인 ‘람다(LaMDA)’를 활용한 챗봇 

‘바드(Bard)’를 출시했으며, AI 스타트업인 ‘앤스로픽(Anthropic)’에 4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구글 산하 AI 연구소인 딥마인드(DeepMind)는 

비공개 베타 형식으로 ‘스패로우(Sparrow)’라는 AI 챗봇을 ‘23년 봄에 출시 것을 예고했다.

메타(Meta)도 마찬가지다. 메타는 현재 AI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출시할 때 내부 승인 

절차를 기존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과도하게 사회적 논란을 

의식한 탓에 AI 서비스가 사용자의 질문에 뻔한 답을 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면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메타는 앞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AI 기술을 적용해 대중들로부터 주목받는 

제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22년 11월 말 오픈AI에서 발표한 챗GPT는 자연어 처리 AI 모델인 GPT-3에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적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보유한 GPT-

3.5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챗GPT는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대화 흐름이나 답변 완성도가 사람과의 대화라 해도 손색없을 만큼 

뛰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챗GPT는 완성도 부분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했지만, 기존의 챗봇이 

단순 정보 전달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비해 대화에 숨은 맥락을 이해하거나 질문 

내용을 기억해 답변에 활용하는 등 성능이 우수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챗GPT는 출시된 

지 40일 만에 일일 사용자 1,000만 

명을 돌파하며, ‘AI 산업에서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챗GPT는 이미 세상을 뒤집어 

놓은 애플(Apple)의 아이폰(iPhone) 

출시와 비교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지난 2월 2일, 

챗GPT는 출시 2달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Monthly Activity User, 

이하 MAU) 1억 명을 돌파하며 인터넷 

등장 이후 가장 빠른 MAU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챗GPT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콜센터 상담사 업무를 지원하는 솔루션인 ‘AI 컨택센터(AI Contact Center, 

AICC)’, 논문 및 소설 등의 ‘콘텐츠 제작’, 코드 분석과 논문 작성과 같은 ‘교육 분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빅테크(Big Tech)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에서는 챗GPT라는 기술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AI 전문가들은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가 검색 중심의 기존 인터넷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사용자들이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지금의 정보 

검색 창을 활용하는 것 아닌, 대화형 AI 창을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AI 개발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생성 AI 모델 활용 분야 (출처 : 앤틀러)

[그림 1-2] 서비스별 이용자 1억 명 달성 기간 
(출처 : UBS)

2) AI 개발과 공개에 속도 내는 빅테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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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L의 해당 조치는 바로 챗GPT가 만들어내는 문장들이 실제 논문이나 보고서에 쓰일 

만큼의 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연구진은 논문 사전 게재 

사이트인 ‘바이오아카이브(bioRxiv)’에 챗GPT로 작성한 의학 논문 초록이 표절 검사를 

통과했으며, 10편 중 3편은 관련 전문가들도 가려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 사람이 만든 모든 문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모든 문서에 검증 과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 단지 논문 등의 문서 작성 뿐만 아니라 챗GPT는 

합격하기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의사면허(USMLE), 경영대학원(MBA), 

로스쿨 시험도 큰 어려움 없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 경영 등 전문직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는 AI를 이용할 수 없는 구술시험 및 그룹 평가를 

늘리고 있으며, 미국 텍사스대학교는 자료가 적은 탓에 AI 모델에 적용하기 어려운 초기 

셰익스피어 작품을 수업 교재로 선정했다. 또한 미국 뉴욕시는 ’23년 1월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챗GPT의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챗GPT를 시험이나 과제에 활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 오픈AI는 챗GPT 등 AI로 작성한 텍스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앱 

‘클래시파이어(classifier)’ 베타버전을 공개했다. 해당 앱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 사람이 

쓴 텍스트와 AI 텍스트 데이터셋을 동시에 훈련 받은 언어 모델을 갖춰, 누가 텍스트를 

작성했는지 구별할 수 있다. 오픈AI는 "그동안 학계가 우려했던 표절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앱을 만들었다"라며 "AI가 작성한 글을 걸러내기 위해 최신 기술을 선별해 넣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오픈AI는 해당 버전은 텍스트 분량이 1천 자를 넘을 경우에만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천 자가 넘지 않는 텍스트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오픈AI는 

판단했는데, 사용자가 AI로 작성한 텍스트를 교묘하게 편집해 해당 앱을 속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MS는 지난 1월 24일, 오픈AI에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것에 이어, 지난 2월 7일 챗GPT를 MS의 검색 엔진인 ‘빙(Bing)’에 적용했음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월 2일, MS가 현재 챗GPT에 활용된 GPT-3.5의 성능을 넘어서는 

GPT-4를 빙 검색엔진에 적용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세마포(Semafor)’의 보도자료가 

공개되며 GPT-4 출시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오픈AI CEO 샘 알트만이 

테크크런치(TechCrunch)와 1월 13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GPT-4 출시와 관련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기술을 출시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한 만큼, GPT-4의 완성과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 AI 개발과 공개에 속도 내는 빅테크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표 1-2] 챗GPT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들 (출처 : 동아일보, 재구성 : 이글루코퍼레이션)

구분

구분

내용

내용

 · 오픈AI에 100억 달러 투자
 · 자사 검색 엔진 ‘빙(Bing)’에 챗GPT 도입

AI 도구를 사용한 논문 작성 제한

AI를 이용할 수 없는 구술시험 및 그룹 평가 확대

AI에 관련 자료가 적은 초기 셰익스피어 작품을 수업 교재로 선정

'표절’의 정의에 생성 AI를 포함하도록 학문적 정직성 정책 개정안 작성 

과제를 할 때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해 공립학교 내 챗GPT 접속 차단

미국

국제머신러닝학회

美 조지워싱턴대학교

美 텍사스대학교

美 버몬트대학교

美 뉴욕시

미국

미국

중국

네이버

 · 자사의 AI 모델인 ‘람다(LaMDA)’ 활용한 챗봇 ‘바드(Bard)’ 출시
 · AI 챗봇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에 4억 달러 투자

 · 직원들, 사측에 AI 관련 기술 승인 가속화 요구

 · 자사 AI 모델인 ‘어니(ERNIE)’를 활용한 챗봇 ’23년 3월 출시 예고
 · 출시 예정 챗봇 서비스를 바이두의 검색 엔진과 통합할 계획

 · ’23년 상반기 中 챗봇 기반 서비스 ‘서치 GPT’ 출시 예고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챗GPT가 비즈니스에 활용되며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챗GPT에 대한 부정적인 이면 또한 존재한다. 바로 챗GPT의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교육·연구 분야 등에서 ‘AI 대필’과 같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9일, 국제머신러닝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이하 ICML)은 ‘AI 도구를 사용해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교육, 연구현장에서 연구성과, 논문 등을 사람이 쓴 것인지, AI가 작성한 것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ICML은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 기반으로 생성된 텍스트를 포함하는 논문은 해당 텍스트를 실험 분석의 일부로 

제시하는 게 아닌 이상 금지된다”라고 입장을 냈다.

3) 챗GPT로 인해 찾아온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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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챗GPT가 
보안 업계에 던진 고민거리

이처럼 모든 신기술들이 다 그렇지만 챗GPT에도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그리고 

챗GPT를 사이버 보안에 접목시킨다면 챗GPT가 보유한 장점과 단점 모두 사이버 보안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당연해 보인다.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챗GPT는 우수한 코드 

분석 기능을 바탕으로 잠재적 위협 요소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데에는 강력한 성능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또한 보안 담당자와의 대화 데이터가 축적되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보안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버그바운티(BugBounty)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뛰어난 기술 그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챗GPT가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로는 ‘코드 작성 능력’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오픈AI가 제공 중인 버전 그대로의 챗GPT를 사용해 ‘멀웨어(Malware)를 

만들어라’라고 지시하면 챗GPT는 해당 명령을 거부한다. 챗GPT에는 지켜야 할 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서 △랜섬웨어 △키로거 △바이러스 또는 

피해를 입히는 SW 생성을 시도하는 콘텐츠를 악성으로 정의했으며, 사이버 범죄를 겨냥한 

사용과 스팸 생성 시도도 금지하고 있다.

[그림 1-4] 챗GPT와 사이버 보안 관련 이미지 (출처 : The420)

하지만 보안 업체 체크포인트(Check Point)는 지난 1월 6일 업로드한 ‘OPWNAI : 

CYBERCRIMINALS STARTING TO USE CHATGPT’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공격자들이 이미 

‘멀웨어를 작성하라’와 같은 명령을 챗GPT가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설정 사항을 우회하는 

방법을 공유 중인 것은 물론, 악성 사이버 공격에 활용한 실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표했다.

체크포인트가 발견한 사례 중 하나는 한 멀웨어(Malware) 개발자와 관련된 것이다. 해당 

개발자는 다크웹 해킹 포럼에서 챗GPT를 활용해 예전부터 잘 알려진 멀웨어를 개발하는 

실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챗GPT가 자신의 명령에 따라 개발한 파이썬(Python) 기반 

정보 탈취 멀웨어의 코드 일부를 공유하기도 했는데, 해당 멀웨어는 12가지 종류의 파일을 

시스템에서 훔쳐내는 멀웨어였다. 해당 개발자는 챗GPT에게 명령을 내려 PuTTY SSH와 

텔넷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는 Java 코드를 만들었고, 파워셸(PowerShell)을 통해 

피해자 시스템에서 몰래 실행시키는 것까지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크웹에서 공유된 챗GPT를 활용한 멀웨어 작성법이 널리 퍼진다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다양한 멀웨어가 등장할 것이다. 사이버 공격자들이 멀웨어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실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이버 범죄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AI 기반 멀웨어가 쉴 새 없이 사이버 위협을 

가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도 있을 것이다.

1) 챗GPT의 멀웨어 작성

[그림 1-5] 챗GPT를 사용해 Malware를 개발하는 방법을 공개한 사례 (출처 :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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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하나는 챗GPT를 활용해 사이버 공격자가 완전 자동화된 다크웹 시장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이다. 해당 사이버 공격자가 구축한 다크웹 시장 플랫폼은 탈취한 은행 계좌 

및 지불 카드 데이터를 거래하는데 특화된 시장이었으며, 멀웨어는 물론 불법 약품과 

탄약과 같은 물건들 또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해당 사이버 공격자는 

자신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서드파티 API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공개했다. 아직 챗GPT의 

기능이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공격자들에게 선호되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될 

것에 대한 여부를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챗GPT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악성코드를 

생성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변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2년 12월 1일, USDo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이버 공격자는 

챗GPT를 사용해 생성한 파이썬 스크립트를 다크웹에 공개했다. 해당 스크립트는 

‘블로피시(Blowfish)’와 ‘투피시(Twofish)’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해당 스크립트가 그 자체로 악성으로 분류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USDoD는 공개한 스크립트를 사이버 공격자들이 악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해당 스크립트를 분석한 결과, 

스크립트 및 구문을 일부 수정하면 컴퓨터를 완전 암호화 시키는 것과 더불어 잠재적으로 

랜섬웨어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챗GPT를 활용한 자동화 다크웹 시장 플랫폼 구축

3) 챗GPT로 생성한 파이썬 스크립트의 위험성

[그림 1-6] 챗GPT를 사용해 자동화 다크웹 플랫폼 구축 방법을 공개한 사례 (출처 : 체크포인트)

[그림 1-7] 챗GPT를 사용해 생성한 다계층 암호화 도구 (출처 : 체크포인트)

문제는 USDoD의 발언인데, USDoD는 “해당 암호화/복호화 스크립트는 챗GPT로 처음 

만들어 본 것”이라며 별다른 경험 없이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악성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활용한다면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체크포인트는 “챗GPT와 같은 챗봇은 ‘코드를 작성해라’라는 명령만 인간의 

언어로 내릴 줄 알면 SW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물론 ‘코드를 작성해라’라는 

명령으로 SW가 완성되지는 않지만, 이는 코딩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고 

전하며, 챗GPT와 같은 챗봇이 악성 행위에 활용되는 등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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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제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챗GPT의 특정 이메일이나 텍스트를 

찾아달라는 등의 ‘콘텐츠 관련 요청’에 정확하고 빠르게 응답하는 성능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이 더욱 고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챗GPT의 우수한 기능은 일반 업무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기업 이메일 침해 공격(Business Email Compromise, 이하 BEC)을 

감행하는 사이버 공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BEC 공격자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진짜 같아 보이는’ 이메일을 다량 제작하기 위해 템플릿을 활용한다. 그리고 보안 

업계는 이러한 템플릿을 탐지 및 추적하는 솔루션을 통해 BEC 공격을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챗GPT를 활용한다면 사이버 공격자들은 템플릿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진다. 

챗GPT는 표준 언어 구사력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사이버 공격 대상자에게 적합한 템플릿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럴 경우 템플릿을 기반으로 한 탐지 기술은 소용없게 된다.

사이버 공격자들이 전송하는 가짜 이메일을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문법과 철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다. 사이버 공격자들이 직접 작성한 이메일에는 문법과 철자의 오류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자들이 챗GPT를 활용해 이메일을 작성한다면, 

더욱 사람이 쓴 것과 같은 이메일이 완성되기 때문에 BEC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챗GPT로 고도화될 기업 이메일 침해 공격(BEC)

3.

마무리

오픈AI에서 공개한 챗GPT와 관련해 AI 분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열풍이 더욱 

가속화되며 AI 챗봇 시장 또한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챗GPT와 같은 AI 챗봇은 점차 

다양하게 출시될 것이고, 챗봇이 보유한 고유 장점은 금융, 의료, 콘텐츠 제작 등의 분야는 

물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이다.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챗GPT는 악성코드 

분석, 위협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는 사이버 

공격자들 또한 악성 행위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도구들이 무수히 등장할 것이라는 

예고를 포함한다.

물론 아직 챗GPT와 같은 AI 알고리즘 기술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오픈AI 또한 사이버 

공격자들이 챗GPT를 악성 행위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했기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가 온전히 

구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자들이 챗GPT와 같은 놀라운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포기할 리가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크웹에서 현재 공유되고 있는 

챗GPT의 교란 방법 등을 보안 업계에서 학습해, 각종 AI 알고리즘이 사이버 공격자들의 

악의적 명령을 판단해 거부할 수 있도록 훈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8] 챗GPT가 사이버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의 답변 (출처 : 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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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뉴스

1. ‘급여 대장’으로 위장해 유포되고 있는 악성 파일 주의!

2. 구글 키워드 검색 결과 최상단에 ‘피싱 페이지’ 노출 논란

3. 북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 … 공정위 사칭 피싱 

4. 러시아, 美 핵 연구소 사이버 공격 시도하다

5. 피해 규모 선박 1천 대 규모 대형 랜섬웨어 사건 발생 

6. 페이팔 사용자 3만 5천여 명 개인정보 ‘들튀’

7. “[기업명] 제품 견적 의뢰의 건” … 견적서 위장 악성 메일 기승

8. 대만 국영항공사 해킹 … 유명 인사 개인정보 유출

9. 안드로이드 사용자 감염시킨 가짜 텔레그램

1. ‘급여 대장’으로 위장해 유포되고 있는 악성 파일 주의!

2. 구글 키워드 검색 결과 최상단에 ‘피싱 페이지’ 노출 논란

3. 북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 … 공정위 사칭 피싱 

 · 세무사무실에서 발송한 급여 대장으로 위장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됨.

 · 악성 이메일 내부에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급여대장.chm’이라는 이름의 압축파일이 첨부되어 있는데, 

chm은 윈도(Windows) 도움말 파일로, 파일 내부에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html 파일이 포함되어 있음.

 ·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실행했을 때 정상 파일처럼 급여 내역을 보여주지만, 백그라운드에서는 악성 명령어가 

실행되어 악성 스크립트가 작동하게 됨.

 ·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파일은 no4.bat으로, 다운로드 목록, 문서, 하위 폴더 파일 목록, 공인 IP 정보, 프로세스 

목록, 시스템 정보, 바탕화면 캡처 등의 정보를 공격자 서버로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함.

 · 이와 유사한 위협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수상한 이메일에 대한 열람 및 다운로드에 

주의가 필요함.

 · 최근 구글 키워드 검색을 통해 피싱 페이지가 노출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구글 검색 결과를 통한 피싱 페이지 노출은 저비용 고효율 해킹으로, 공격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공격 방식 중 

하나로 꼽힘. 검색 엔진을 통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사용자들이 최상단에 노출되는 검색 결과를 의심하지 않고 

클릭하는 심리를 악용했음.

 · 공격자들이 실제 페이지와 매우 유사하게 피싱 페이지를 제작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피싱 사이트임을 인지하기 

어려움. 이 피싱 페이지는 가상화폐 지갑 사이트로 둔갑하고 있었으며, 사이트에 복구 구문(Recovery Phrase)을 

입력하면 지갑에 있던 모든 가상자산이 공격자에게 넘어가게 됨.

 · 이스트시큐리티에 의하면, 검색 결과 앞에 ‘광고’ 문구가 붙어있을 경우 공식 페이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됨.

 · 북한 해킹조직 ‘코니(Konni)’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사칭해 악성 이메일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됨.

 · ‘[공정거래위원회] 서면 실태조사 사전 예고 안내통지문’이라는 메일 제목의 이 악성 메일은 공정거래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사용자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소명자료 요청서류’의 파일명을 가진 압축 파일이 

첨부되어 있음.

 ·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압축 파일 내부의 4개 파일 중 2개는 한글 파일로 위장한 바로가기(.lnk) 파일임. 이 

파일은 파일명에 .hwp 확장명을 넣고 아이콘까지 한글 아이콘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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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 美 핵 연구소 사이버 공격 시도하다

5. 피해 규모 선박 1천 대 규모 대형 랜섬웨어 사건 발생 

6. 페이팔 사용자 3만 5천여 명 개인정보 ‘들튀’

 · 보안 외신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콜드리버(Cold River)’라는 러시아 해킹그룹이 미국의 

주요 핵 연구소 3곳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됨.

 · 콜드리버가 공격을 시도한 핵 연구소는 브룩헤이븐, 아곤, 리버모어에 있는 국립연구소임. 콜드리버는 이 

연구소들의 연구원들에게 피싱 메일을 발송해 로그인, 비밀번호 등의 크리덴셜 정보 탈취 시도를 했음.

 · 해킹을 시도한 2022년 8~9월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공격에 대해 언급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핵 

관련 정보를 캐내기 위한 공작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 콜드리버는 ‘칼리스토(Callisto)’로도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5월 영국의 첩보기관(MI6) 전 수장과 정치인 이메일 

해킹에 성공하며 이름을 알린 해킹그룹임.

 · 다만, 로이터 통신은 해당 연구소가 표적이 된 이유나 공격 성공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힘.

 · 보안 블로그 시큐리티어페어즈(Security Affairs)에 의하면 선박 1천 대에게 동시에 영향을 준 랜섬웨어 사건이 

발생함.

 · 랜섬웨어에 감염된 곳은 노르웨이의 거대 해운사 ‘디엔브이(DNV)’이며, DNV는 선박·해양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중 하나로 전 세계 선박 선급 시장의 약 21% 점유율을 갖고 있음.

 · DNV에 따르면 DNV는 1월 7일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으며, 안전을 위해 선박 관리 시스템에 연결된 IT 서버와 

자사 제품인 쉽매니저(ShipManager)를 즉시 종료해 접근을 차단했음.

 · DNV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를 입은 고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랜섬웨어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 페이팔이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받아 이용자 3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됨.

 · 페이팔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이 시작된 날은 12월 6일이며, 공격 정황을 파악한 날은 12월 20일임. 

이 15일 동안 34,942명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납세자 식별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공격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파악됨.

 · 페이팔은 도난당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한 내역이나 탈취된 계정들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시도가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밝힘. 또한, 공격 징후를 발견함과 동시에 피해 계정의 비밀번호를 전부 재설정하였으며, 추가 보안 

장치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함.

 · 보안 업체 노비포(KnowBe4)의 보안 전문가 에릭 크론(Erich Kron)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함.

7. “[기업명] 제품 견적 의뢰의 건” … 견적서 위장 악성 메일 기승

8. 대만 국영항공사 해킹 … 유명 인사 개인정보 유출

9. 안드로이드 사용자 감염시킨 가짜 텔레그램 

 · 제품의 견적 의뢰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수신되는 악성 메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해당 악성 메일들은 

공통적으로 제조업체 혹은 주물공장의 팀장, 부장과 같은 높은 직책의 관리자가 보낸 것처럼 위장하고 있음.

 · 메일에는 첨부파일과 관련한 견적을 의뢰하니 확인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html’ 혹은 ‘.htm’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첨부되어 있음.

 · 이 첨부파일을 열면 계정 로그인을 요구하는 화면과 함께 ‘Orders’라는 내용의 엑셀 시트가 뜸.

 · 해당 화면에 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넘어갈 위험이 있음.

 · 안랩 분석팀에 따르면 견적 의뢰 외에도 이력서, 구매발주서 등으로 위장한 악성 메일이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열람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 대만 신문 자유시보(自由時報)에 따르면 대만 국영항공사인 ‘중화항공(CAL: China Airlines)’이 지난달 해킹 

공격을 받아 항공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

 · 해커들은 1월 4일, 1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사건의 피해 명단에 대만 부총통, TSMC 설립자 모리스 창, 교통부 왕궈차이 장관, 외교부 우자오시에 장관 

등의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음.

 · 중화항공은 해당 공격을 경찰과 관할 당국에 신고했으며, 중화항공 회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공지했다고 밝힘.

 · 대만 민간항공관리국(CAA)은 중화항공에 시스템 보안체계 재점검과 자세한 해명을 요청했음. 또한, 

민간항공산업의 개인정보 파일 보안 유지계획서와 향후 보안 강화 조치 등을 포함한 개선 보고서 제출을 요구함.

 · 보안 외신 해커뉴스(Hacker News)에 따르면 APT 단체 ‘스트롱피티(StrongPity)’가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타깃으로 가짜 텔레그램 앱을 통해 사용자의 핸드폰을 감염시키는 중이라고 함.

 · 가짜 텔레그램 앱이 유포되는 곳은 ‘섕글(Shangle)’이라는 영상 채팅 서비스를 똑같이 흉내 낸 악성 사이트임. 

가짜 텔레그램 앱에는 스트롱피티가 직접 만든 백도어가 추가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에서 

피해자들이 발견되고 있음.

 · 미네르바랩스(Minerva Labs)는 스트롱피티가 실제 사이트와 흡사한 허위 사이트를 제작하여 여러 가지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하는 전략을 자주 구사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스트롱피티는 APT-C-41 혹은 프로메튬(Promethium)이라고 불리는 APT 단체이며,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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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통계분석.

2023년 2월 전체 공격 건수가 전월 대비 약 0.97배 

가량 감소하였고, 이 중에서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은 

전월 대비 약 400건 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Command 

Injection(LinkSys E-series Routers Vulnerability) 공격 

건수가 감소함에 따른 영향으로 확인된다.

보안 관리자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버전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적절한 문자열 

필터링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

2023년 2월 기준 출발지 IP TOP 10 확인 결과, 미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네덜란드, 불가리아, 영국, 이집트, 

브라질 출발지 IP로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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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취약점, 

33.1%

정보수집, 29.5%

웹 취약점, 26.2%

비인가접근, 7.7%

악성코드, 2.1%

이상 탐지, 0.8%

서비스 거부

공격, 0.4%

정보노출, 0.2%

01 월간 공격 유형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표 2-1] 월간 공격 유형

패턴 건수 비율(%) 등락

시스템 취약점 (System Vulnerability)

웹 취약점(Web Vulnerability)

악성코드(Malware)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

정보수집(Information Gathering)

비인가접근 (Unauthorized access)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정보노출 (Information Exposure)

총 합계

2,349

1,859

150

30

2,093

550

54

17

7,102

33.1

26.2

2.1

0.4

29.5

7.7

0.8

0.2

100

-

▲1

▲1

▲1

▼1

▼2

-

-

-

2023년 2월 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전체 공격 합계가 전월 대비 약 0.97배 가량 감소하여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감소하였다.

이 중에서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400건 

가량 감소하였고, 이는 Command Injection(LinkSys 

E-series Routers Vulnerability) 공격 건수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보수집 관력 공격은 전월 대비 약 250건 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공격 

건수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02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2023년 2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확인 결과,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Method(Connect)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하였으며,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감소한 것에 반해,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공격 건수는 600건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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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Method(Connect)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Command Injection(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SQL Injection

GPON Router Vulnerability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Command Execution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총 합계

1,024

364

716

362

603

337

275

442

282

272

1

5

2

6

3

7

9

4

8

10

4,677

14.4

5.1

10.1

5.1

8.5

4.7

3.9

6.2

4.0

3.8

65.9

▼1

▼3

▼2

▲1

▲7

▲5

NEW

NEW

-

-

-

14.4%

10.1%

8.5%

6.2%

5.1%

5.1%

4.7%

4.0%

3.9%

3.8%

0.0% 2.0% 4.0% 6.0% 8.0% 10.0%12.0%14.0%16.0%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Command Injection(Netgear Routers…

SQL Injection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GPON Router Vulnerability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Method(Connect)

Command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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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기준 출발지 IP TOP 10 확인 결과, 미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네덜란드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대한민국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은 13.5%, 약 1000건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 해당 출발지 IP의 유해성은 IGLOO_CTI, OSINT 정보 등에서 확인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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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IP 공격정보국가순위 IGLOO_CTI

112.47.34.246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51.161.197.46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152.89.196.211

195.133.40.81
Alcatel-Lucent OmniPCX MasterCGI 

Command Execution

45.12.253.180

89.248.168.235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Apache httpd ap_normalize_path Directory 
Traversal(CVE-2021-41773)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179.43.143.186 Method(Connect)

80.85.241.15

173.201.19.193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147.185.239.98 Method(Connect)

CN

AU

GB

NL

NL

NL

CH

RU

US

US

1

5

2

6

3

7

9

4

8

10

18/106

8/106

17/106

10/106

13/106

12/106

9/106

8/106

9/106

6/106

Total Countries

▶ 금월 공격 IP, 국가 순위 상세 Top 10 표 및 비율

[표2-3] 월간 출발지 IP 주소 TOP 10

30.2%

네덜란드

러시아

인도

중국

미국

6.2%

7.0%

8.2%

48.3%

03 월간 위협 IP 주소 TOP 10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Rank Source IP Country

1 112.47.34.246 CN

2 152.89.196.211 GB

3 45.12.253.180 NL

4 80.85.241.15 RU

5 51.161.197.46 AU

Rank Source IP Country

6 195.133.40.81 NL

7 89.248.168.235 NL

8 173.201.19.193 US

9 179.43.143.186 CH

10 147.185.239.98 US

04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

2023년 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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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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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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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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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 Injection(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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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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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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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ON Router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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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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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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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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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 Injection

[표2-4]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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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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 정보 11,826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 정보는 

123,591건 수집되었다.

수집 대상별 순서는 [해외-Malware(84,125건)], [해외-Phishing(32,375건)], [국내(11,826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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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위협 탐지정책 통계

2023년 1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 위협 탐지정책은 32건 이다. 

1월 한 달 동안 샤오치잉(Xiaoqiying) 해커그룹, VM클라우드(CVE-2022-31678, CVE-2021-39144), 

리눅스(CVE-2022-47942)대한 탐지정책이 배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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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73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1.06073 Vmware Cloud Foundation, NSX Manager, 
CVE-2022-31678, CVE-2021-39144, Attempted Administrator 
Pr iv i lege Gain";  f low:to_server,establ ished;  content:"/
services/usermgmt/password/"; fast_pattern:only; http_uri; 
content:"java|2E|"; nocase; http_client_body; pcre:"/<\w+\
s+class\s*?\x3D\s*?[\x22\x27]java\x2e/Pi"; sid:106073;)

Vmware Cloud Foundation 

NSX Manager의 CVE-2022-

31678, CVE-2021-39144 

취약점을 악용한 원격 명령어 

실행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Vmware Cloud 
Foundation, NSX 

Manager, CVE-2022-
31678, CVE-2021-

39144

IGRSS.2.06075

alert tcp any any -> $HOME_NET 445 (msg:"IGRSS.2.06075 
Linux, ksmbd, CVE-2022-47942,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FE|SMB|40 00|"; 
content:"|11 00|"; within:2; distance:6; content:"|21 00 03 00|"; 
within:4; distance:50; byte_math:bytes 4, offset 0, oper -, rvalue 
8, result SetInfoSizeMinus8, relative, endian little; byte_test:4, >, 
SetInfoSizeMinus8, 44, relative, little; sid:206075;)

Linux ksmbd의 CVE-2022-

47942 취약점을 악용한 BOF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Linux, ksmbd, 

CVE-2022-47942

IGRSS.1.06090

alert tcp any any -> [$HOME_NET,$HTTP_SERVERS] any 
(msg:"IGRSS.1.06090 WordPress, Oturia Smart Google Code 
Inserter, CVE-2018-3810,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established,to_server; content:"POST"; nocase; http_
method; content:"/options-general.php?page=smartcode"; 
nocase; fast_pattern; http_uri; content:"sgcgoogleanalytic="; 
nocase; depth:35; http_client_body; sid:106090;)

Xiaoqiying 그룹의 WordPress 
Oturia Smart Google Code 
Inserter 플러그인의 CVE-

2018-3810 취약점을 악용하는 
공격 탐지 정책

Xiaoqiying, 晓骑营

IGRSS.1.06091

alert tcp any any -> [$HOME_NET,$HTTP_SERVERS] any 
(msg:"IGRSS.1.06091 phpMyAdmin,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established,to_server; content:"/scripts/
setup.php"; nocase; fast_pattern; http_uri; content:"action="; 
nocase; depth:7; http_client_body; content:"configuration="; 
nocase; http_client_body; content:"PMA_Config"; nocase; 
http_client_body; content:"source"; nocase; http_client_body; 
sid:106091;)

Xiaoqiying 그룹의 

phpMyAdmin의 기본 설정파일 

접근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Xiaoqiying, 晓骑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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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트는 공격기법(Red Team) 및 대응기법(Blue Team)과
  CVE 등 공격에 대한 상세 분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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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시나리오를 통한 OT/ICS 환경의 보안이슈 분석 및 강화방안

18세기 영국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되던 제품들은 기계화를 통한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으로 대량화가 

시작되었다. 인간이 직접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작업이나 마이크로 단위로 세밀화된 작업들이 기계를 통해 

가능해지면서 산업 자동화를 촉발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에서 인간을 대체하였다. 3번의 

산업혁명을 거쳐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차세대 기술들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기술의 고도화는 물리적인 제어 환경을 원거리에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면서 ‘산업 제어 시스템(ICS, 

Industrial Control System)’을 변화하였다.

산업 제어 시스템(ICS)는  ‘OT(Operation Technology)’환경의 세부 요소 중 하나를 의미한다. 산업 제어 시스템 

내부에는 [그림 3-1]과 같이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등의 하위 세부항목들이 존재한다. 

[그림 3-1] OT/ICS 구성요소 및 설명

01 OT/ICS 개요 및 환경 분석

공격 시나리오를 통한 OT/ICS 
환경의 보안이슈 분석 및 강화 방안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조한익

구분 설명

OT
(Operation Technology)

ICS
(Industrial Control System)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ICS, SCADA, DCS 등을 포괄하는 산업용 기계나 공정의
운영을 위한 기술 및 시스템을 의미

공장의 각종 기계나 공정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HMI,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RTU, PLC등 포함
산업체의 공정시설과 설비를 제어하기 위해 원격제어 시스템과 

통신시설기반의 산업제어 및 감시시스템

자동제어프로그램이 내장된 제어용 컴퓨터를 기능별로 
분산시켜 중앙관리 및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 OT/ICS 환경 개요

[표 3-1] 공격목적에 따른 OT/ICS환경의 보안사고 사례 분석

OT/ICS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고 사례를 분석해 보면 [표 3-1]과 같이 △ 국가간 이해관계 충돌(정치적 이슈), 

△ 불법자금 획득 및 경제적 피해 유발, △ 취약점 및 관리 소홀 미흡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OT/ICS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 중 자주 발견되는 공격 형태는 국가간 이해관계 충돌(정치적 이슈)의 공격 

형태다. 에너지, 통신, 수도, 석유, 가스 등 국가 주요 인프라에 쓰이는 ICS 환경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다. 

국가 주요 인프라는 사회기반시설(SOC) 환경이기 때문에 국가 전산마비와 같은 사이버 보안 이슈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의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사이버 공격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주요 핵심시설의 중요 정보를 탈취하거나 사회기반시설인 OT/ICS 환경에 악성코드를 유포 및 

설치하여 시스템 가용성을 저해하는 공격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공격이 성공하게 되면 시스템 파괴나 시스템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해당 국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되기 때문에 공격 

대상과 공격 시스템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장기간 사이버 공격 및 캠페인이 진행되게 된다.

2) OT/ICS 보안위협 증가 환경 분석

공격목적 피해시점 피해기관

국가간 이해관계 
충돌

(정치적 이슈)

불법자금 획득 및 
경제적 피해 유발

취약점 및 관리소홀 
미흡 악용

2010 Iran's nuclear centrifuges

2012 Saudi Aramco

2015 Energy in ukraine

2017
industrial control systems 
of a Saudi petrochemical

facility

2022 Indian energy system

2012
An unnamed electrical utility 

in Puerto Rico

2018 TSMC

2019 Norsk Hydro

2020 Honda

2021 Colonial Pipeline

2000 Maroochy shire

2022 Indian energy system

공격현황

‘Stuxnet’ 멀웨어 감염

‘Shamoon’ 멀웨어 감염

우크라이나 전력 기업들이
‘black energy 3’  멀웨어 감염

‘Triton’ 멀웨어 감염

2005년에 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Boa’ 웹 서버를 

이용하여 공격

스마트 계량기 해킹으로 
수치 조작

‘WannaCry’ 랜섬웨어 감염

‘LockerGoga’ 랜섬웨어 
감염

‘EKANS’ 랜섬웨어 감염

미국 송유관 업체 
랜섬웨어 감염

무선으로 SCADA 제어

2005년에 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Boa’ 웹 서버를 

이용하여 공격

피해규모

핵 원심분리기 파괴

약 3만 대의 시스템 
하드 디스크 데이터 제거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정전 발생

Triconex 코드 조작하여 
안정 장치 파괴

인도 일부 지역 
전력 공급 차질

연간 400억 달러
 손해 추측

약 3,000억 손실

생산 시스템 가동 중단

생산 시스템 가동 중단

약 440만 달러 지불

원격 명령을 통해 대량 
하수 방류

인도 일부 지역 전력 
공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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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OT/ICS 환경에서 자주 보이는 공격 형태는 불법자금 획득 및 경제적 피해 유발하는 공격이다. 북한, 

러시아, 이란 등 국가 기반의 사이버 공격 그룹이나 금전적 목적의 공격을 수행하는 MaaS 해킹 그룹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격 방식으로 랜섬웨어와 같이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득할 수 있는 공격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OT/ICS 환경을 타깃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협상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취약점 및 관리 소홀 미흡은 IT 환경 이외에도 OT/ICS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격 방식이다. 일반적인 IT 

환경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서비스 가용성이 미치는 영향과 시스템의 생애 주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보안 이슈 

발생 시 미치는 영향도나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에코 시스템에 대한 환경적인 이해가 수반돼야 한다.  [표 3-2]는 

IT 환경과 OT 환경의 보안 우선순위나 보안패치와 같은 환경적인 차이를 분석한 내용이니 향후 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적용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OT 환경을 구성하는 인프라나 시스템의 생명주기는 보통 15년에서 20년 이상이다. OT 환경을 구성하는데 단일 

시스템이나 플랫폼, 디바이스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다수의 시스템이 단일 

에코 시스템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 생명주기가 IT 환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따라서 보안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 생명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한번 구축된 시스템은 교체나 변경, 수정 등의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된 EOS, EOL 등의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 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실제로 2022년 인도의 전력 공급망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사례에서는, 2005년에 관리 서비스가 중단된 ‘Boa’ 

웹 서버가 공격의 트리거로 작용되었다. 장기간의 생명주기는 잠재적인 보안 위험들이 연쇄적으로 보안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연쇄적인 구조로 인해 단일 시스템이나 디바이스의 보안패치가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된다. IT 환경에 비해 가용성이 최우선 과제인 OT 환경에서는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데이트하는 일반적인 보안조치도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구분 IT System OT System

보안 우선순위

가용성

보호대상

운영체제

시스템 생애주기

패치 관리

기밀성 > 무결성 > 가용성

재시작 허용, 상대적으로 낮음

정보, 핵심 IT 자산

개방형/범용 운영체제

3~5년

보안정책에 따라 자동 적용

가용성 > 무결성 > 기밀성

고가용성 요구, 계획된 중단만 허용

설비, 프로세스, 필드장치 등

전용 운영체제

15~20년

사전 시험 후 점진적 적용, 계획된 정지시기에 사용

[표 3-2] IT 환경과 OT 환경 차이 (출처: 주간기술동향 1981호, 이글루코퍼레이션 재구성)

IT 환경을 구성하는 기술 스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OSI 7 Layer나 TCP/IP 모델 등을 이용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OT/ICS 환경에서는 Purdue 모델을 통해 기술 스택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Purdue 모델은 1990년대 기업 

구조에 대한 참조 모델로 제시된 ‘Purdue Reference Architecture(PERA)’기반의 모델로, IT 환경을 의미하는 

Level 4와 Level 5의 인터넷망과 OT 환경을 의미하는 Level 0에서 Level 3의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의 

기술 스택 구성 방법에 따라서 해당 구성은 상이할 수 있음)

OT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 이슈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공격 시나리오를 통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OT 환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 시스템 구성 요소 긴 수명주기, △ 사용자 인증 절차 미흡, △ 기본 

계정 정보 사용, △ 미흡한 망 분리 등의 시나리오로 분류할 수 있다. 공격 시나리오를 통해 확인된 보안 위험들에 

대해서는 △ ISA/IEC 62443 표준 내 보안 요구사항과 △ KISA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가이드(이하 

KISA 취약점 가이드) 내 항목들, 그리고 △ NIST에서 제공하는 800-series를 통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02 OT/ICS 환경의 보안이슈 분석

1) OT/ICS 환경 보안이슈 분석 개요

[그림 3-2] Purdue 모델 기반의 OT 환경 가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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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격자는 히스토리안(Historian) 서버를 장악한 상태다. 본격적인 공격 시나리오를 설명하기에 앞서 

히스토리안 서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히스토리안 서버는 산업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정보 분석 

및 모니터링을 위한 서버로 IT나 OT 환경에서 모두 접근이 가능한 DMZ 환경에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폐쇄 

망으로 구성되는 OT 환경에 접근하기 위한 초기 접점으로 히스토리안 서버를 공격하게 되면 이후 추가적인 

피해 시스템의 측면 이동(Lateral Movement, 동일 네트워크 및 기술 스택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공격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하는 공격 방식)을 통해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장악된 히스토리안 서버를 이용하여 OT 환경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OT 망에 존재하는 서버와 해당 서버에서 구동 

중인 서비스를 확인하고자 스캐닝을 진행하였다. 이후 SMB 서비스를 사용해서 제어 시스템을 찾아 주요 정보를 

탈취하게 된다. 공격자는 OT 환경에서 제어 장비 도입 시에 장비 운용이나 가용성을 목적으로 초기 도입 환경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공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격 방식이다.

2) OT/ICS 환경 보안이슈 시나리오 및 대응 방안

CASE 01 공격시나리오 : 히스토리안 서버, SMB 서비스를 이용한 OT 망 접근 공격 시나리오

[그림 3-3] CASE 01 시나리오

[그림 3-4] CASE 01 시나리오 1 – Historian 서버 접근

[표 3-3] Historian 서버 환경

구분 Historian Server 환경

OS

Web Application

IP Address

제조사

CentOS 7

Tomcat-9.0.30

172.168.40.105

igloo (가명)

공격자는 히스토리안 서버의 웹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목적으로 [그림 3-5]와 같이 톰캣 (Tomcat) 9.0.30이 

구동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톰캣 관리자 페이지(/manager/html)의 접근제어 미흡을 통해 해당 페이지에 

접근을 하고, 임의의 히스토리안 서버 제조사가 변경하지 않은 계정을 통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였다(계정과 

패스워드가 ‘igloo’로 설정된 상태). 톰캣 관리자 페이지에는 [그림 3-6]과 같이 WAR 파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는데, [그림 3-7]와 같이 웹쉘 기능이 포함된 WAR 파일을 통해 웹쉘기능을 배치(Deploy)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TEP 1. 히스토리안 서버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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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Historian 서버 내 에러 및 관리자 페이지 접근

[그림 3-8] CASE 01 시나리오 1 – OT 망 내 취약 환경 접근 시나리오

[그림 3-6] 톰캣 관리자 페이지 내 WAR 파일을 배포할 수 있는 Deploy 기능

[그림 3-7] Deploy 기능을 사용하여 업로드된 웹 쉘 내 ‘ls –al’ 명령 실행 결과

[표 3-4] OT 망 내 제어 서버 환경

구분 Control Server 환경

OS

SMB

IP Address

제조사

Windows Server 2008 R2

SMBv1 (mrxsmb10)

172.168.40.113

Control (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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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을 통해 공격자는 DMZ 영역에 존재하는 히스토리안 서버를 장악하여 OT 망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후 

[그림 3-9]와 같이 공격자는 히스토리안 서버를 사용하여 OT 망에 스캔 공격을 진행하여 존재하는 서버와 구동 

중인 서비스 목록을 파악하고 OT 망 내 제어 서버에서 SMB 서비스가 구동 중인 점을 이용하여 제어 서버에 

접근하였다. 접근 시 사용한 계정 정보는 장비 제조사 명을 통하여 추측한 ID:control, PW:control을 사용하였다. 

[그림 3-10]에서는 서버 내 공유 폴더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폴더 내에서 중요 정보로 추측되는 파일 목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9] 네트워크 스캔 도구 사용, 공유 폴더 목록 확인

[그림 3-10] 주요 정보로 추측되는 정보 내용

앞서 설명한 공격 시나리오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안 위배 사항들을 

도출해야 한다. 먼저 기술적인 보안 위험은 크게 △ 히스토리안 서버 보안 취약, △ SMB 서비스 사용, △ 유추하기 

쉬운 계정 사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리적·물리적인 보안 위험은 △ 정보 보안 관리체계 수립 여부와 △ 

정보 보안 내규 정책 수립 여부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5] CASE 01 시나리오 내 취약사항 항목 별 매칭 사항

구분 취약점 보안가이드

기술적 측면

KISA 가이드

KISA 가이드

KISA 가이드

KISA 가이드

ISA/IEC 62443

ISA/IEC 62443

ISA/IEC 62443

ISA/IEC 62443

히스토리안 
서버 보안

SMB 
서비스 사용

유추하기 
쉬운 계정 

사용

관리적, 물리적 측면

NIST 800-Series

NIST 800-Series

NIST 800-Series

NIST 800-Series

대응 방안 상세 항목번호

 · ISA/IEC 62443 3-3 SR 3.5 Input validation
 · ISA/IEC 62443 3-2 CR 3.5 Input validation

-

-

-

-

 · ISA/IEC 62443 3-3 SR 7.7 Least functionality
 · ISA/IEC 62443 3-2 CR 7.7 Least functionality

 · SA/IEC 62443 3-3 SR 1.5 Authenticator management
 · ISA/IEC 62443 3-2 CR 1.5 Authenticator management
 · ISA/IEC 62443 3-3 SR 1.7 Strength of password-based 
authentication

 · ISA/IEC 62443 3-2 CR 1.7 Strength of password-based 
authentication

 · NIST 800-Series – 6.2.7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 NIST 800-Series – 6.2.7.1 Password Authentication

 · ISA/IEC 62443 2-1을 참고하여 보안성 강화 계획 수립

 · NIST 800-Series – 3. ICS Risk Management and Assessment

 · KISA 취약점 가이드 C-05. 제어 시스템에 불필요한 서비스 및 
취약한 서비스 제거 또는 보완대책 수행 

 · KISA 취약점 가이드 C-47. 제어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보안 
정책, 지침을 수립

STEP 2. OT 망 내 제어 서버 접근 CASE 01 대응 방안 : 히스토리안 서버, SMB 서비스를 이용한 OT 망 접근 공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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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시나리오에서 처음 공격의 시작점으로 활용된 히스토리안 서버는 DMZ에 존재하기 때문에 OT 환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격 지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히스토리안 서버를 이용해 직접적인 사이버 공격 

사례나 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지만, 히스토리안 서버는 OT 환경의 진입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ISA/IEC 62443 표준에서 히스토리안 서버 보안에 대한 대책 가이드로 ‘SR 3.5, CR 3.5 Input validation’를 

제시한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입력값을 검증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안 위험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항목이다. 공격 시나리오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값(파라미터)가 아닌 부적절한 

설정(Misconfiguration)에 의한 관리자 페이지 접근 및 유추 가능한 접속 계정을 사용한 취약점이었으나 

일반적으로 OWASP 등과 같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안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SMB 서비스는 서버 간 자원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SMB 서비스에 대한 알려진 취약점으로는 

권한 상승, 인증 우회, 원격 코드 실행 등이 있으며 지금도 SMB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OT 

환경의 경우 SMB 서비스에 대한 알려진 취약점 패치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공격자가 

SMB 서비스를 이용한 침투 행위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SMB 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KISA 취약점 가이드에서 SMB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C-05. 제어 시스템에 불필요한 서비스 및 

취약한 서비스 제거 또는 보완대책 수행‘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어 시스템 구성요소 중 불필요한 서비스나 

취약한 서비스가 구동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SMB 서비스가 불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에서 ‘취약‘ 판정을 

받게 되지만,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알려진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버전의 SMB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유추하기 어려운 정보를 이용한 계정 정보 설정을 권고한다. 또한 자체 설정 파일 내 값을 통하여 접근 제어가 

가능할 경우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권고하며, 설정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안 

장비를 통하여 접근 제어를 설정하여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ISA/IEC 62443 표준에서 SMB 서비스 사용에 대한 내용은 ‘SR 7.7, CR 7.7 Least functionality’ 영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SMB 서비스에 대한 사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불필요한 기능, 

포트, 프로토콜, 서비스 등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SMB 프로토콜이 제어 시스템 환경을 운영하는데  

불필요하다면 이 영역을 참고하여 제한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조사로부터 ICS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공급받을 때, 보통 기본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계정이나 추측 

가능한 단순 문자열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계정을 발급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발급받은 계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장비 사용자의 편의성과 장비의 가용성으로 인하여 패스워드 변경 정책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할 경우 공격자가 장비에 접근 가능하다고 할 때, 무작위 대입 공격이나 사전 공격, 사회공학적 공격을 

통하여 계정 탈취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계정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ISA/IEC 62443 표준에서  유추하기 쉬운 계정 사용에 관한 내용은 ‘SR 1.5, CR 1.5 Authenticator 

management’ 영역과 ‘SR 1.7, CR 1.7 Strength of password-based authentication’ 영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영역에서는 장비 구성 설치 시 디폴트 인증에 대한 설정들을 바꾸라고 명시되어 있고, 1.7 영역에서는 

패스워드 기반 인증을 진행할 경우 패스워드에 대한 여러 설정(패스워드 복잡도 설정, 패스워드 수명 제한, 

패스워드 최소 수명 주기, 패스워드 재사용 제한 등)을 통하여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영역들을 참고하여 패스워드 기본 값 변경 및 관리 체계 설립을 수행하여 제어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계정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NIST 800-series 가이드에서 유추하기 쉬운 계정 사용에 관한 가이드 내용은 ‘6.2.7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영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가이드 내 ‘ICS 별 권장 사항 및 가이드‘ 영역에서 제어 시스템 

장비 도입 시, 기본 패스워드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6.2.7.1 Password Authentication’ 

영역에서는 보다 안전한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영역을 참고하여 제어 

시스템 내 사용 계정들에 대한 관리를 권고한다.

관리적 측면에서 정보 보안 관리체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진행하여야 하고, 수립되어 있다면 OT 영역이나 DMZ 영역 내 자산들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KISA 취약점 가이드에서 관리적, 물리적 측면은 ‘C-47. 제어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 보안 정책, 지침을 

수립‘ 항목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실제 ICS 환경에 적합한 보안 정책 및 지침이 수립되어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항목에서 보는 사항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취약점 진단 및 보호대책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권고한다.

ISA/IEC 62443 표준에서는 ‘2-1 Requirements for an IACS security management system’에 보안 구성, 

보안 정책 및 절차, 물리적 및 환경적 보안 등의 영역을 통해 관리적 점검 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NIST 

800-series 가이드에서는 ‘3. ICS Risk Management and Assessment’ 영역을 통하여 가이드하고 있다. 이 

영역에는 ICS 환경에 맞게 보안 프레임워크를 구성 및 위험 관리 절차에 대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다.

히스토리안 서버 보안 유추하기 쉬운 계정 사용

정보 보안 관리체계 수립 여부, 정보 보안 내규 정책 수립 여부 

SMB 서비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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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는 스캐닝을 통해 IT 망과 OT 망의 부적절한 망 분리를 확인하였다. IT 망에서 OT 망으로 직접접근이 

가능하고, OT 망에서는 파일전송을 위해서 FTP 서비스가 구동 중이었다. 제어 시스템에서 구동 중인 FTP는 

편의성을 목적으로 Anonymous 계정을 활성화하였으며, 시스템 디렉터리에서 접근이 가능하였다. 공격자는 이와 

같은 환경을 통해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사전 대입 공격(Dictionary Attak)을 통해 단순한 

패스워드 규칙이 적용된 패스워드를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RDP 프로토콜을 통해 제어 시스템을 장악하게 

된다.

[그림 3-11] CASE 02 시나리오

[그림 3-12] IT 망과 OT 망 내부 IP 사용 대역

Source Address

Any

Any

…

192.168.0.0/24

192.168.0.0/24

…

Any

destination address

172.168.40.0/24

172.168.40.0/24

…

172.168.40.0/24

172.168.40.0/24

…

Any

Port

80(HTTP)

443(HTTPS)

…

21(FTP)

3389(RDP)

…

Any

Protocol

…

…

-

TCP

TCP

TCP

TCP

rule

…

…

Deny

Allow

Allow

Allow

Allow

[표 3-6] IT 망과 OT 망 사이 방화벽 외부 허용 정책

CASE 02 공격시나리오 : FTP Anonymous 계정을 이용하여 시스템 정보 획득 후 RDP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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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192.168.0.0/24 대역의 사무망 IP 주소

[그림 3-14] Anonymous 계정을 사용하여 접근 및 시스템 정보 획득

[그림 3-15] FTP 사전 공격 패킷과 사전 공격 결과

공격자는 [표 3-6]과 같이 잘못 구성된 방화벽 정책을 이용하여 OT 망에 접근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OT 망의 

제어 시스템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FTP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동 중인 FTP가 잘못된 보안 설정으로 인하여 

Anonymous 계정을 사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공격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그림 3-14]와 같이 

제어 시스템 내 FTP 서버를 Anonymous 계정으로 접근하고, 디렉터리 설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시스템 

정보까지 탈취하게 된다. 공격자는 계정 탈취를 위해 Users 폴더에 접근한 뒤 존재하는 계정 정보 목록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공격자는 [표 3-6]과 같이 잘못 구성된 방화벽 정책을 이용하여 OT 망에 접근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OT 망의 

제어 시스템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FTP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동 중인 FTP가 잘못된 보안 설정으로 인하여 

Anonymous 계정을 사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공격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그림 3-14]와 같이 

제어 시스템 내 FTP 서버를 Anonymous 계정으로 접근하고, 디렉터리 설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시스템 

정보까지 탈취하게 된다. 공격자는 계정 탈취를 위해 Users 폴더에 접근한 뒤 존재하는 계정 정보 목록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표 3-7] CASE 02 시나리오 내 취약사항 항목 별 매칭 사항

‘CASE 02’의 공격 시나리오의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 네트워크 정책 점검, △ FTP 프로토콜 사용, △ 

RDP 프로토콜 사용, △ 유추하기 쉬운 계정 사용과 같은 기술적인 보안 이슈를 대응해야 한다. 이 외에도 △ 

정보보안 관리체계 수립 여부, △ 정보보안 내규 정책 수립 여부, △ 보안 관제 등 보안 위험 모니터링 여부와 같은 

관리적·물리적인 보안 이슈도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구분 취약점 보안가이드

기술적 측면

관리적, 물리적 
측면

KISA 가이드

KISA 가이드

KISA 가이드

KISA 가이드

KISA 가이드

ISA/IEC 62443

ISA/IEC 62443

ISA/IEC 62443

ISA/IEC 62443

ISA/IEC 62443

네트워크 정책 
점검

FTP 프로토콜
사용

RDP 프로토콜 
사용

유추하기 쉬운 
계정 사용

NIST 800-Series

NIST 800-Series

NIST 800-Series

NIST 800-Series

NIST 800-Series

대응 방안 상세 항목번호

 · ISA/IEC 62443 3-2 NDR 5.2 Zone boundary protection

 · NIST 800-Series – 5. ICS Security Architecture

-

-

-

 · KISA 취약점 가이드 C-11. 제어 네트워크에 무선인터넷,  
테더링, 외부 유선망 등의 외부망 연결을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 KISA 취약점 가이드 C-35. 제어 네트워크를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접근제어를 수행하여 제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시스템 간의 통신만 허용

 · KISA 취약점 가이드 C-47. 제어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보안 정책, 지침을 수립

 · KISA 취약점 가이드 C-37. 이상 트래픽 발생 탐지 등 제어 
시스템 내의 보안 관리를 위해 적합한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구축 및 운용하고, 구축된 보안 솔루션 및 보안장비에서 
탐지한 보안 이벤트에 대해 모니터링 수행

 · ISA/IEC 62443 3-3 SR 7.7 Least functionality
 · SA/IEC 62443 3-2 CR 7.7 Least functionality

 · ISA/IEC 62443 3-3 SR 7.7 Least functionality
 · SA/IEC 62443 3-2 CR 7.7 Least functionality

 · NIST 800-Series – 6.2.7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 NIST 800-Series – 6.2.7.1 Password Authentication

 · ISA/IEC 62443 2-1을 참고하여 보안성 강화 계획 수립

 · NIST 800-Series – 3. ICS Risk Management and Assessment

 · ISA/IEC 62443 3-3 SR 1.5 Authenticator management
 · SA/IEC 62443 3-2 CR 1.5 Authenticator management
 · ISA/IEC 62443 3-3 SR 1.7 Strength of password-based 
authentication

 · ISA/IEC 62443 3-2 CR 1.7 Strength of password-based 
authentication

 · KISA 취약점 가이드 C-05. 제어 시스템에 불필요한 서비스 
및 취약한 서비스 제거 또는 보완대책 수행

 · KISA 취약점 가이드 C-05. 제어 시스템에 불필요한 
서비스및 취약한 서비스 제거 또는 보완대책 수행

STEP 3. 유추 가능한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제어 시스템 접근

STEP 1, 2. FTP 서비스를 통해 OT 망으로 접근 CASE 02 대응 방안 : FTP Anonymous 계정을 이용하여 시스템 정보 획득 후 RDP 연결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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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네트워크 망 영역은 기본적으로 폐쇄 망으로 구성하여 외부 통신이 불가능하도록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OT 망 내 특정 장비를 유지 보수할 경우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작업을 하는 방법이 아닌 원격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할 경우 작업 이후에 작업 진행을 위하여 IT 망과 OT 망 사이 통신을 허용한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규모가 크거나 오래된 OT 환경의 경우 제어 시스템 내 장비 관리 및 망 분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림 3-16]의 내용을 참고하여 네트워크 장비 정책을 점검하여 적절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KISA 취약점 가이드에서 네트워크 정책 점검과 관련된 항목인 ‘C-11. 제어 네트워크에 무선인터넷, 테더링, 

외부 유선망 등의 외부망 연결을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C-35. 제어 네트워크를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접근제어를 수행하여 제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시스템 간의 통신망 허용‘ 항목이 존재한다. 이 

항목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접근 제어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와,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 영역에서 세분화된 망 

분리와 접근통제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ISA/IEC 62443 표준에서 네트워크 정책 점검에 대한 대책 내용은 컴포넌트 영역 3-2 내 ‘NDR 5.2 Zone 

boundary protection’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항목에서는 영역이 나눠진 네트워크에서 모니터링 및 접근 

제어에 대한 내용이 존재한다. 

NIST 800-series 가이드에서는 ‘5. ICS Security Architecture’영역에 네트워크 관련 내용이 존재한다. 이 

영역에서는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하는데 도움 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네트워크 영역을 나누는 것과 네트워크 

영역 간 보호, 방화벽에 대한 내용 등이 반영되어 있다. 

[그림 3-16] 방화벽 정책 관리 문제 및 정책 관리 최적화 알고리즘
(출처: CISCO Korea Blog 내 ‘[칼럼] 방화벽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한 고려사항‘)

FTP 프로토콜은 제어 시스템 영역에서 파일을 전송하는데 많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제어 시스템 영역에 접근 

가능하다면 FTP 프로토콜은 알려진 취약점들이 많이 존재하고 평문 통신을 하므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RDP 

프로토콜 역시 유지 보수 용으로 사용 시 편리하게 장비를 제어할 수 있지만 다양한 알려진 취약점이 존재하여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장비 운영에 필요한 프로토콜인지를 확인하고 불필요할 경우 제거하고, 필요할 경우 

접근제어를 통해 인가된 사용자만 해당 프토로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KISA 취약점 가이드에서 FTP 프로토콜 사용과 RDP 프로토콜 사용의 경우 [CASE 01]의 내용과 동일하다.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알려진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버전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유추하기 어려운 정보를 이용한 계정 정보 설정이 권고된다. 또한, 자체 설정값을 통하거나 보안 

장비를 통하여 접근 제어를 설정하여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권고된다. 

ISA/IEC 62443 표준에서 FTP 프로토콜 사용과 RDP 프로토콜 사용은 [CASE 01] 내 SMB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며 유추하기 쉬운 계정 사용에 대한 내용 역시 [CASE 01]과 동일하다. 

유추하기 쉬운 계정 사용 영역은 [CASE 01]과 동일하다.

정보 보안 관리체계 수립 여부 및 정보 보안 내규 정책 수립 여부의 경우 [CASE 01]과 동일하다. 보안 관제 등 보안 

위험 모니터링 여부의 경우 OT 망 침입 공격이 단기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IT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상 트래픽 발생 여부 및 위협 행위 탐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KISA 취약점 가이드에서 정보 보안 정책 수립 여부, 정보 보안 내규 정책 수립 여부는 [CASE 01]와 동일하다. 

보안 관제 등 보안 위험 모니터링 여부는 ‘C-37. 이상 트래픽 발생 탐지 등 제어 시스템 내의 보안 관리를 위해 

적절한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구축 및 운용하고, 구축된 보안 솔루션 및 보안장비에서 탐지한 보안 이벤트에 대해 

모니터링 수행‘ 항목을 통해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 영역에서 이상 트래픽 발생 여부 및 보안 위험 행위 탐지 여부 

점검이 가능하다.

ISA/IEC 62443 표준에서는 [CASE01]과 동일한 ‘2-1’ 영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NIST 800-series 가이드 내 네트워크 정책 점검 항목은 ‘5. ICS Security Architecture’에 관련 내용이 존재한다. 

이 영역에서는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네트워크 영역을 나누는 것과 

네트워크 영역 간 보호, 방화벽에 대한 내용 등이 반영되어 있다. 

네트워크 정책 점검 FTP 프로토콜 사용, RDP 프로토콜 사용

정보 보안 관리체계 수립 여부, 정보 보안 내규 정책 수립 여부, 보안 관제 등 보안 위험 모니터링 여부

유추하기 쉬운 계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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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는 보안이 되어 있는 ICS 환경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ICS 환경에 장비 및 소프트웨어(펌웨어)를 제공하는 

제조사를 공격하였다. APT 공격을 통하여 업데이트 및 배포에 사용되는 설치 파일을 개발하는 개발자의 PC 

권한을 탈취하였고, 설치 파일 소스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다. 공격자는 악성코드를 준비한 뒤 설치 

파일 소스코드에 삽입한다. 그리고 제어 시스템 업데이트 시기를 기다린다. 제어 시스템 장비 담당자는 새로운 

업데이트 파일을 패치 서버를 통해 다운로드한 후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악성코드는 실행되고 공격자는 제어 

시스템 제어 권한을 얻게 된다.

[그림 3-17] CASE 03 시나리오

[표 3-8] CASE 03 시나리오 내 취약사항 항목 별 매칭 사항

공격자는 제어 시스템에 공급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 회사를 공격하여 소스코드 수정 권한을 획득했다. 이후 

소스코드에 악성코드를 삽입하였고 해당 악성코드가 반영된 업데이트 파일이 실행되기를 기다렸다. 제어 시스템 

내 업데이트 기간이 오고, 관리자는 업데이트 파일을 테스트 없이 바로 실행하게 된다. 악성코드가 실현되면서 

제어 시스템은 망가지게 된다. 

해당 공격 시나리오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 백신 프로그램 설치 여부, △ 업데이트 파일 확인 여부, △ 패치관리 

정책 수립 여부와 같은 기술적인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구분 취약점 보안가이드

기술적 측면

KISA 가이드

KISA 가이드

KISA 가이드

ISA/IEC 62443

ISA/IEC 62443

ISA/IEC 62443

백신 프로그램 
설치 여부

업데이트 파일 
확인  여부

관리적, 물리적 측면

NIST 800-Series

NIST 800-Series

NIST 800-Series

대응 방안 상세 항목번호

 · ISA/IEC 62443 3-2 HDR 3.2 Protection from malicious 
code

 · NIST 800-Series – 6.2.17.1 Virus and Malicious Code 
Detection

 · KISA 취약점 가이드 C-15.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제어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해 악성코드 감염 및 차단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

 ·  ISA/IEC 62443 3-2 각 항목 별 3.10 Support for updates

 · NIST 800-Series - 2.4 Comparing ICS and IT Systems Security

 · ISA/IEC 62443 2-1을 참고하여 보안성 강화 계획 수립

 · NIST 800-Series – 6.2.17.3 Patch Management

 · KISA 취약점 가이드 C-07. 외부 업체,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등의 
경로로 반입된 각종 패치, 업데이트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및 클린 
PC를 통한 악성코드 존재 여부 검사 수행

 · KISA 취약점 가이드 C-06. 제어 시스템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보안패치를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한 제조사 협력방안, 테스트 방안 
등의 절차 수립

STEP 1. 패치 파일을 통한 공급망 공격

CASE 03 대응 방안 : 공급망 공격을 통해 악성코드가 감염된 패치 파일 대응 방안

CASE 03 공격시나리오 : 공급망 공격을 통해 악성코드가 감염된 패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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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시스템 내에 있는 장비에도 백신이 설치 가능한 장비가 존재한다면 설치하여 악성코드를 예방하는 것이 

보안성 향상에 좋다. 그러나 제어 시스템의 특성상 부하에 예민하여 설치가 불가하거나, 노후화된 장비로 인하여 

호환성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백신을 대신하여 악성코드 및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KISA 취약점 가이드 내 백신 프로그램 설치 여부는 ‘C-15.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제어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해 악성코드 감염 및 차단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어 시스템 내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 가능한 장비에서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알려진 악성코드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제어 시스템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불가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ISA/IEC 62443 표준에서는 컴포넌트 영역인 ‘3-2’ 영역에서만 백신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백신 

프로그램 설치 여부의 경우, 백신이 설치 가능한 호스트 영역 내에서 ‘3.2 Protection from malicious code’가 

존재한다. 이 항목에서 공급 업체는 제어 시스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는 메커니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NIST 800-series 가이드에서 백신 프로그램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6.2.17.1 Virus and Malicious Code 

Detection’ 내에 관련 내용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IT 환경과 달리 제어 시스템에서는 백신 프로그램 도입 시 호환성 

여부, 성능 영향 측정 지표 확인, 관리 변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공급 혹은 제조사로부터 제어 시스템 업데이트 파일을 받은 경우, 해당 파일 내 악성코드가 존재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업데이트 파일 무결성 검사를 통해 파일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공급망 

공격을 통해 공급 당시에도 악성코드가 존재할 수 있어 무결성 검사로는 탐지가 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테스트 환경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악성 행위가 탐지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업데이트 파일 내 

악성코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방안 중 하나이다.

KISA 취약점 가이드 내 업데이트 파일 확인 여부는 ‘C-07. 외부 업체,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등의 경로로 반입된 

각종 패치, 업데이트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및 클린 PC를 통한 악성코드 존재 여부 검사 수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항목을 통해서 패치, 업데이트 파일의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는 데, 공급망 공격의 경우 무결성 검사를 

우회할 수 있다. 그 경우 클린 PC를 구축하여 패치, 업데이트 파일 내 악성코드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ISA/IEC 62443 표준에서 업데이트 파일 확인 여부 항목에서는 기존 하나의 영역이 아닌 소프트웨어 영역, 

임베디드 영역, 호스트 영역, 네트워크 장치 영역 모두 존재한다. 이 항목의 경우 항목 명이 ‘Support for 

updates’로 되어 있으나 설치 전 업데이트 파일의 무결성 체크 내용이 존재하여 이 영역과 매칭했다.

OT 환경에서 여러 보안 이슈 중 하나는 패치 관리이다. 가용성이 최우선시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보니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패치, 업데이트에 예민하며 노후화된 장비들 사용으로 인해 업데이트 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 취약한 환경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체계적인 패치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가용성과 시스템 내 호환성 여부를 체크하여 알려진 취약점을 없애는 패치 관리가 필요하다.

KISA 취약점 가이드에서는  ‘C-06. 제어 시스템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보안패치를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한 

제조사 협력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의 절차 수립‘ 항목에 패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어 시스템 업데이트의 

경우 영향도 파악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사와 협업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항목에서 그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납품 계약 문서, 유지 보수 계약 문서 등 문서화된 서류 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적용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ISA/IEC 62443 표준에서 ‘2-1’ 영역 내 패치 정책 관련 내용이 존재한다. ‘4.3.4.3.7 사이버 보안 정책 및 절차 

검토 및 업데이트’, ‘4.3.4.3.8 바이러스 백신/악성 프로그램 관리 절차 수립 및 문서화‘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제어 시스템을 유지,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NIST 800-series 가이드에서는 ‘6.2.17.3 Patch Management’ 영역에 패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영역에선 패치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 조치할 순 있지만 부작용이 생겨 생산 및 주변 안전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패치 관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NIST 800-series 가이드 내  업데이트 파일 확인 여부의 경우 ‘2.4 Comparing ICS and IT Systems Security’ 

영역에서 ICS 환경 특별 고려 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Change Management’ 영역에 업데이트는 공급자와 

프로그램 사용자가 철저하게 검증한 후에 적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재검증 및 패치 불가 시 복구 등을 

고려하여 패치 계획을 수립한 후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공급망 공격에 대한 가이드는 2022년 5월 NIST에서 ‘NEW EO Guidance for Cybersecurity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내용으로 NIST 800-161r1가 배포되었다. 

백신 프로그램 설치 여부

업데이트 파일 확인 여부

패치관리 정책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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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Tech Note 공격 시나리오를 통한 OT/ICS 환경의 보안이슈 분석 및 강화방안

컴퓨터와 기계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수행하기에 위험하거나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업무들을 기계들이 

대체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스마트 팩토리 등 산업 제어 시스템 환경이 증가하고 있다. 제어 

시스템 환경은 IT 환경과 달리 물리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더욱 꼼꼼한 

보안 요구사항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선 장 들을 통하여 ICS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들로 인한 공격 시나리오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KISA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제어 시스템’, ‘ISA/IEC 62443 

2-1, 3-3, 3-2’, ‘NIST 800-Series’를 통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시나리오를 통해 확인한 

보안 이슈 외에도 ‘이동식 저장 장치 관리‘, ‘제어 시스템 내 물리적 연결 포트 관리‘,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 영역 

무선 네트워크 망 관리‘ 등 존재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위협들이 존재한다. 구성된 환경 및 운영 환경을 확인하여 

잠재적인 위협들을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산업 제어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03 OT/ICS 환경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제언

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1981호 

https://www.itfind.or.kr/WZIN/jugidong/1981/file951785555153445161-1981(2021.01.27)-

03.pdf

2. CISCO Korea Blog, [칼럼] 방화벽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고려사항 

https://gblogs.cisco.com/kr/considerations-for-efficient-integrated-management-of-firewalls/

amp/

3. KISA,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 

https://www.krcert.or.kr/filedownload.do?attach_file_seq=2736&attach_file_id=EpF2736.pdf

4. 산업통신네트워크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 제 2-1부: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보안 프로그램 

설정(KS X IEC62443-2-1) 

https://e-ks.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197573807853

5. 산업통신네트워크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 제 3-3부: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등급 

(KS X IEC62443-3-3) 

https://e-ks.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34793329412

6. 산업통신네트워크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 제 3-2부: 산업제어 시스템 컴포넌트의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KS X IEC62443-3-2) 

https://e-ks.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198514135222

7. KISA, NIST-800-82r2 산업제어 시스템 가이드 한글교차번역본 

https://www.boho.or.kr/filedownload.do?attach_file_seq=2428&attach_file_id=EpF24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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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활성화로 인한 보안위험 및 대응전략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김미희

오픈소스 활성화로 인한 
보안위험 및 대응 전략

오픈소스는 디지털 정부,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파괴적인 혁신을 초래하며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 주도의 오픈소스 기술 성숙도 향상은 비즈니스 생태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리어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공격 벡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오픈소스 생태계 발전에 따른 사이버 보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응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픈소스와 사이버 보안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의 발전 현황과 사이버 공격 패러다임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초기 SW 상업화에 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오픈소스는 저항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가진 구조로 발전하였다.  라이선스 분화 및 커뮤니티 조직화를 통해 생태계 자생력을 확보하면서 

텐서플로, 파이토치, 쿠버네티스, 아폴로 등 빅테크 기업 주도의 시드 기술과 공유의 토대가 되었다. 오픈소스의 

기술적·구조적 성숙도 향상은 디지털 전환의 촉매제로 산업 간 연계와 융합이라는 빅블러를 가속화한다.

01 오픈소스 생태계와 사이버 보안 상관관계 분석

[표 4-1] 오픈소스 생태계 발전 단계별 주요 특징
(출처 : 오픈소스 4.0 : 협력과 경쟁을 위한 혁신의 도구(기술정책 이슈 2020-15), ETRI)

1) 오픈소스 생태계와 사이버 보안의 관점별 환경분석 : 오픈소스 관점 환경분석

구분
오픈소스 1.0

(태동기)
오픈소스 2.0

(확립기)
오픈소스 3.0

(촉진기)
오픈소스 4.0

(성장기)

시기

변화

동인

주요

변화

내용

구분

특징

기술환경

핵심참여자

프로젝트
성격 및 수준

비즈니스
모델

시장환경

대표
프로젝트

전개과정

 · SW상업화에 저항한  
자발적 참여운동

 · PC대중화→SW상업화, 
해커문화위축→개발자저항 
운동

 · 리눅스공개→자유SW운동 
동력확보

 · 라이선스 분화
 · 커뮤니티 조직화

 · 라이선스 정립→기업  
상업적 활용촉진

 · 커뮤니티조직화→지속 
가능성 강화

 · 상용화 라이선스 등 오픈 
소스 외형 확립

 · 지원서비스, SW판매 등 
다양한 모델 출현

 · 기업 재단후원 대형화 
플랫폼기반 수익모델 
등장(모바일/클라우드)

 · 빅테크 기업 플랫폼 
수익모델 가속화

 · 신규개발수요, 빅테크 
기업 오픈소스 
참가증대→오픈소스진영 
신규개발자 편입증가

 · 오픈소스 개발자 생태계 
자생력 확보

 · 오픈소스 기술/시장 우위 
증명

 · 빅테크기업의 시드기술 
제공, 커뮤니티 운영 등 
적극 참여

 · 오픈소스의 ICT산업 
영향력 증대

 · 다양한 분야로 오픈소스 
방식 확대

 · 생태계 자생력 확보
 · 일부 기술 시장 우위

 · 빅테크 기업 주도
 · 혁신 도구화

GNU선언 이후
(1983~1997)

PC 대중화

개발자 커뮤니티

유닉스계열 모방, 대체로 
열위

 · 의도적 수익모델 없음
 · 배포사업 등 일부 개시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

리눅스

인터넷 성장

재단

일부대등, 틈새시장

웹 서버 시장 성장

LAMP
*Linux, Apache, MySQL, PHP

모바일, 클라우드 확산

재단 및 빅테크

일부 선도 & 시장표준

SW산업 패러다임 전환, 
신규 개발수요 폭증

안드로이드, 도커, 오픈스택,  
하둡 등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확산

빅테크 기업

기술 산업 혁신선도, 보편적 
개발방식

디지털전환(X+AI) 수요 성장

텐서플로, 파이토치, 
쿠버네티스, 아폴로 등

OSI 창설 이후
(1998~2005)

Git 공개 이후
(2006~2014)

텐서플로우 공개 이후
(2015~현재)

사이버 공격 역시 오픈소스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발전되었다. [그림 4-1]과 같이 사이버 공격 요소들을 통해 

사이버 공격 패러다임을 분석해 보면 △공격 대상의 표적화, △ 공격 그룹의 조직화, △ 공격 기법 다양화의 

양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ne), 카세야(Kaseya), JBS 푸드(JBS 

Foods),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MS Exchange Server)의 공격 사례를 통해 해킹그룹들이 큰 규모의 

조직에 표적화된 공격(Big Game Hunting)을 감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해킹그룹의 조직 규모와 기술 성숙도가 

높아졌다.

표적화된 사이버 공격 확산의 이면에는 북한,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사이버 

범죄(Cybercrime), 핵티비스트(Hacktivists)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원형 사이버 공격(State-sponsored  

Cyber attack)이 있다. 국내 역시 2022년에 귀신(Gwisin) 랜섬웨어, 비트락커(BitLocker), 매기(Maggie), 

매스스캔(Masscan)등 국내 타깃의 사이버 공격사례들이 발생하였다.

국가지원형 사이버 공격의 대표적인 사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키네틱(Kinetic)과 비키네틱(Non-

kinetic)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공격이다. 대규모 해킹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국가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체계화된 조직운영과 모듈화된 공격 도구가 요구되기 때문에 공격 그룹의 고도화 조직화는 당연한 

수순이다.

공격 기법은 환경적 기술적 영향도가 높다. 최근에는 공격 탐지 우회 및 공격 도구 양극화가 눈에 띈다. 

익스플로잇(Exploit) 및 탈취한 크리덴셜(Credentials) 등을 이용한 권한 상승(Privilege escalation)을 통해 중요 

정보 탈취 및 시스템 파괴 등의 공격을 한다. 공격자들이  ‘APT-like’공격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사이버 공격 탐지 

패러다임을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원격에서 타깃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VPN, MS 

Exchange Server, 아틀라시안 컨플루언스 서버(Atlassian Confluence Server) 등의 보안 취약점 악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 관리 미흡은 대규모 보안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인증 솔루션 및 탈취한 인증서는 무결성 우회 공격 방식이다. 취약점을 통해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파일 및 인자가 있는 경우에만 구동하게 설계되어 분석 지연을 노리고 있으며, 분석 저해 및 공격 증거 

삭제를 위해 백업파일 삭제나 복구 불능 등을 통해 공격 파괴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림 4-1] 사이버 공격요소를 통한 공격 패러다임 분석(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2) 오픈소스 생태계와 사이버 보안의 관점별 환경분석 : 사이버 보안 관점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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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도구 양극화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공격 양상이다. Mimikatz, AdFind, Process Hacker, MegaSync 등의 

오픈소스 공격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Cobalt Strike 등의 상용 공격 도구를 적절히 활용해 공격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 공격은 체계화·조직화·고도화를 바탕으로 공격 벡터(Attack Surface, Attack 

Vector)를 확보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활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오픈소스로 인한 보안 위험을 소프트웨어의 공격 

벡터로 악용될 수 있는 관계를 갖게 된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 라이브러리, 패키지 등 소프트웨어 구성요소가 

공개 레파지토리나 비공개 레파지토리를 통해 다수의 참여자가 협업 작업을 하므로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오픈소스가 사이버 공격의 공격 벡터로 악용되거나 라이선스 이슈 등이다.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험은 [표 4-2]와 같이 관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02 오픈소스 생태계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험 요소

[표 4-2] 오픈소스 생태계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험 요소(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구분 관리방안

관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관리 부재

조직 내 오픈소스
활용수준 
판단 미흡

오픈소스 
전담조직 부재

오픈소스 양립성
(Compatibility) 

문제

오픈소스 내 
보안위협요소 

검증 
프로세스 부재

오픈소스 취약점 
조치방안

오픈소스 종속성
(Dependency) 

문제

주요내용

 · OSS Ecosystem과 조직의 환경을 고려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부재로 인한 리스크 발생
 · 정책, 프로세스, 도구 등을 통한 일원화된 오픈소스 라이프 사이클을 통한 라이선스 양립성 및 
컴플라이언스 위배 등 대응 필요

 · 조직 내 오픈소스 역량수준(Level of open source capability)에 대한 자체 진단기준 미존재 및 역량 
파악 미흡

 · 국내 상당수 기업에서는 외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가공해서 사용(상당수는 
OS, WEB/WAS등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DevOps나 DataOps, MLOps등으로 프로젝트 
생태계가 확장되어 사용)

 ·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기술 성숙도가 높은 신기술의 경우 프로젝트내 소스코드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라 프로젝트의 기술 종속성 문제 우려(빅테크 기반의 오픈소스 Lock-In현상 발생)

 · 오픈소스 적용현황 및 모니터링, 법적 분쟁대응, 정책수립, 공개절차 등 라이선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조직 미비

 · 예산부족 및 운영경험 미흡 등 오픈소스 활용으로 인해 수반되는 이슈(보안, 정책, 공개 등)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부재

 · 협업방식(Open collaboration)에 기반한 안전성 확보 방식으로 보안위협 검증 프로세스 누락 및 부재로 
인한 보안문제

 · 오픈소스 프로젝트 내에서 정적분석 및 동적분석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배포되는 경우 취약한 버전의 
오픈소스 배포(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CC인증, GS인증, 조직별 CI/CD 프로세스 등 보안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주체가 존재)

 · 취약한 버전의 오픈소스 대응 시 보안 업데이트 방안 및 완화를 위한 기술적 역량 부재
 ·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EOS(End of Sale), EOD(End of Development), EOL(End of Life)등 보안이슈 
대응 부재

 ·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 및 라이브러리 등의 경우 신규 프로젝트로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체에 시간이 소요

 · 오픈소스 프로젝트 상의 설계상의 문제 및 연계로 인한 문제로 인해 연쇄적인 보안이슈 발생 가능성 
존재

 · 3rd Party, API, 라이브러리, 패키지 등 오픈소스간의 종속성(Dependency)문제로 인한 연쇄적인 
보안이슈 발생가능

 · 비공개 패키지 사용으로 인해 종속성 문제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 감사(Risk Audit) 필요

 · 무분별한 오픈소스 도입으로 인한 오픈소스 계약조건 위배 및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 등 
라이선스 충돌 및 양립성 문제로 인한 분쟁요소 대응 미흡

관리적 측면에서는 △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관리 부재, △ 조직 내 오픈소스 활용 수준 판단 미흡, 

△오픈소스 전담 조직 부재, △ 오픈소스 양립성(Compatibility) 문제는 보안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오픈소스가 

무료(Free)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복제 및 배포 권한, 저작권 고지 및 고지사항 유지, 특허소송 시 

라이선스 종료, 상표 및 상호에 대한 사용 제한, 보증 부인, 책임 제한 등의 쟁점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전담 조직과 관리 역량을 구체화하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관리가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 △ 오픈소스 내 보안 위험 요소 검증 프로세스 부재, △ 오픈소스 취약점 조치 방안, △ 

오픈소스 종속성(Dependency) 문제가 보안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공통으로 오픈소스에서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Vulnerability)으로 인한 문제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오픈소스 공격 벡터로 사용되는 사례는 △ 의존성 

혼동(Dependency Confusion), △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 △ 권한 유출(Privilege Leakage, 유출된 

권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 △ 레파지토리 패키지 내에 악의적인 코드(Malicious Code  via Repository 

Package), △ 알려진 취약점  및 위협(Known Vulnerability and Threat)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공급망(Software Supply Chain)이나 도커(Docker)나, 컨테이너(Container)가 공격 벡터로 

이용된다.

공격 벡터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발생 가능성, 영향도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오픈소스 사용 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도가 높은 요소 중 하나는 ‘Dependency 이슈’다. Nicky Ringland의 발표에서 언급한 [그림 

4-2]에 따르면, deps.dev에서 지원하는 모든 패키징 시스템 중 직접적인 취약점 영향이 있는 패키지 버전은 

20만 개 이상으로 0.4%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한 패키지는 33%에 달하는 1,500만 

개 패키지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취약점 패키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속성 트리로 인한 간접적인 

취약점 패키지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다.

[그림 4-2] 종속성으로 인한 취약점의 영향도
(출처 : After the Advisory, Open Source Insight by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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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소프트웨어의 퍼펙트스톰을 유발한 Apache Log4Shell(CVE-2021-44228)은 취약점 

영향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Apache Log4j 라이브러리를 근간으로 하는 Apache Struts, Apache Sola, 

ElasticSearch, Logstash, Kafka, Apache Hadoop, Apache Spark 등의 다수의 프로젝트가 직간접적인 종속성 

트리(Dependency Tree)가 구성되게 된다. [그림 4-3]과 같이 악의적인 코드나 취약한 패키지가 발생하면 신규 

패키지에 삽입(Create New Package)되거나 기존에 감염되었던 패키지(Infect Existing Package)를 통해서 

연쇄적인 취약점의 연결고리가 생성되어 위험 체인화를 가속화한다.

‘Dependency 이슈’를 이용한 대표적인 공격이 의존성 혼동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공개 및 비공개 

레파지토리의 서드파티 패키지를 끌어오게 되는데, 비공개 레파지토리에 호스팅 된 커스텀 패키지 대신 

악의적으로 패키징 된 공개 레파지토리가 사용되는 공격 방식이다. NPM Registry의 ‘npm’, PyPI(Python 

Package Index)의 ‘pip’, RubyGems의 ‘gem’ 등 명령어를 통해 레파지토리에 있는 패키지들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Python의 ‘--extra-index-url’이나 Ruby 의 ‘--index-url’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개 레파지토리를 검색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공격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그림 4-4]는 악의적으로 패키징 된 코드나 취약점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한 자료다. 오픈소스 취약점이나 

종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CISA(US-CERT), NIST(NVD), MITRE(CVE) 등의 신뢰된 기관에서 취약점 정보를 

제공받고 있거나, 패키지 상의 알려진 취약점을 자동으로 모니터링(Automated monitoring of Packages for 

known vulnerabilities)하여 취약점을 식별하고 있다.

[그림 4-3] Attack tree to inject malicious code into dependency trees(출처 : Ohm M., Plate H., Sykosch A., Meier M. 
(2020) “Backstabber’s Knife Collection: A Review of Open Source Software Supply Chain Attacks”)

[그림 4-4] 오픈소스내에서 취약점 정보 확인 방안
(출처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 방법, OSCKorea)

MEND(구 WhiteSource)의 ‘Mend Open Source Risk Report’에 따르면, 신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공개되면 

취약점 역시 정비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까지 확인된 오픈소스 취약점은 작년 대비 33% 증가된 

수치로, 공격자들이 오픈소스의 구성 요소들을 공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픈소스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라이프 사이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즉각적인 

보안패치가 발생되지 않거나, 보안담당자 등이 취약점의 영향도를 확인해야 하므로 취약점에 따른 영향도 나 

종속성 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해킹그룹에서도 신규 취약점을 이용하기보다 기존에 

발견된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빈번하다.

[그림 4-5]는 2022년 1월부터 10개월간 발생한 패키지의 월별 악성 패키지 배포 수치로 평균 4.04%의 악성 

패키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에 따르면 악성 패키지의 공격 벡터는 앞서 설명한 타이포스쿼팅, 

브랜드잭킹(BrandJacking), 의존성 하이재킹(Dependency Hijacking), 의존성 혼동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4-5] Malicious packages published per month, January-October 2022
(출처 : Mend Open Source Risk Report, MEND)

[그림 4-6] Malicious packages attack vector trends(출처 : Mend Open Source Risk Report, 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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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생태계 발전으로 인한 사이버 보안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그림 4-7]과 같이 △ 오픈소스 생태계 확장 

및 영향력 급증(Open Source Ecosystem), △위협(Threat) 및 취약점(Vulnerability)을 이용한 공격 트리거 확보, 

△ 위험 체인화(Risk Chaining)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오픈소스는 새로운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확보함과 동시에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시드 기술의 노하우를 확보하여 체계화된 SW 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과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종횡으로 확장되는 생태계는 악의적인 공격 벡터로 악용되면서 종속성 트리 및 공급망 공격으로 

이어지는 위험 체인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4-7] 오픈소스 생태계와 사이버 보안 상관관계 Summary(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그림 4-8]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관리적·기술적 측면에서 오픈소스 생태계의 보안 위험 요소를 살펴보았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림 4-8]과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인프라 및 업무절차를 파악한 후 PDCA 기반의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03 오픈소스 보안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오픈소스로 인한 보안 위험 중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 및 업무절차, 도구 

등을 파악해야 한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정성적 관점으로 위험을 측정해야 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유발하는 요소를 식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은 비즈니스 목적에 따른 

산출물 구현을 위해서 방법론, 절차, 도구, 언어 등이 구성되기 때문에 조직의 현황을 이해해야 공격 벡터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오픈소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도구 및 절차는 보안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개발팀을 중심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개발 도구, CI/CD, 자동화 현황, 보안 취약점 식별 방안, 개발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 등을 더욱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에서 취약점을 유발하는 오류(Error), 

결함(Defects, Bug, Fault) 등의 보안 리스크를 검토할 수 있는 수동·자동의 방법 및 취약점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조치 기간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PDCA 기반의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먼저 Plan 단계에서는 관리적 측면으로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에 대응해야 하며, 

기술적 측면으로는 오픈소스 취약점 관리 도구 및 조치, 자동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먼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표 4-3]의 글로벌 주요 오픈소스 거버넌스 체계와 같이 조직의 오픈소스 전략 

및 정책, 절차와 가이드, 조직 구성 방안, 기술 인프라, 오픈소스 활성화를 위한 문화 조성, 보안 강화 및 오픈소스 

기여도 분석을 위한 평가와 통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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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글로벌 주요 오픈소스 거버넌스 체계
(출처 : 전략적 오픈소스 역량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연구, 2022.05.24,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오픈체인 프로젝트 TODO 그룹 리눅스 재단
구성
요소

전략 

및

정책

절차와

가이드

조직 

구조

개방형 

문화

평가와 

통제

기술 

인프라

구글 MS 레드햇

 · 내부 혁신 및 SW 
생태계 확산에 
기여

 · 오픈소스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걸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크게 
개발(Creating), 
사용(Using), 
성장(Growing) 
관련 다양한 절차 
소개

 · 2016년 이전 
OSPO 구축

 · 내부 관리와 
외부 협력 
업무(컨퍼런스 
발표, 홍보, 
마케팅 등)

 · 외부 협력 강화를 
위한 29개의 
단체 및 학교지원, 
학생 지원 
프로그램제공

 · 다양한 행사 개최

 · BigQuery, 
GH Archive 
활용하여 
오픈소스 활동 
분석

 · 70,000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 및 
40,000개 이상 
프로젝트 기여

 · 오픈소스 업무 
지원 도구 및 
자동화 추진* 
Arian(일정 
및 승인 관리), 
내부 저장소 
(Git-on-Borg), 
Cross (분석), 
google3(내부 
소스 저장소), 
이슈 
추적(GitHub 
Issue Tracking), 
등 다양한 도구 
활용

 · 깃허브 활용한 
공개 협업, 
Open Decision 
Framework, 
오픈소스 학습 
플랫폼, DevOps 
전사 적용, 등

 · 깃허브 활용한 
공개 협업, 
Open Decision 
Framework, 
오픈소스 학습 
플랫폼, DevOps 
전사 적용, 등

 · 오픈소스 업무 
지원 도구 및 
자동화 추진* 
Arian(일정 
및 승인 관리), 
내부 저장소 
(Git-on-Borg), 
Cross (분석), 
google3(내부 
소스 저장소), 
이슈 
추적(GitHub 
Issue Tracking), 
등 다양한 도구 
활용

 · 업무 관리 및 효율 
향상위한 애저  
기반 자동화 환경 
 * ClearyDefined 
(오픈소스 정보),  
CLAAssistant 
(기여지 관리),  
GHCrawler 
(깃허브 정보 
수집), 
Azure Board 
(비즈니스 점검)

 · 업무 관리 및  
효율 향상위한  
애저 기반 자동화 
환경 
* ClearyDefined 
(오픈소스 정보),  
CLAAssistant 
(기여지 관리),  
GHCrawler 
(깃허브 정보 수집), 
Azure Board 
(비즈니스 점검)

 · 2014년 CEO 
오픈소스 친화적 
전략공개 선언

 · 핵심 SW를 
오픈소스화

 · 오픈체인 2.0 
준수

 · Using,  
Contributing, 
Releasing 절차 
수립

 · Tools& 
Resources에 
대한 가이드 제공

 · OSPO를 중심으로 
명확한 정책, 체크 
리스트, 가이드 
제공

 · 오픈소스 집행 
위원회, 오픈소스 
챔스, 1ES

 · 절차 간소화, 업무 
환경 자동화, 
의사결정구조개선

 · 21개 오픈소스 
프로젝트 및 24개 
재단 공식 지원

 · 깃허브 정보 
분석을 통해 
오픈소스 관련 
부서 목표, 업무 
효율성 분석 및 
일일 관리를 
추진하여 오픈소스 
ROI 분석 추진

 · 오픈소스 기반으로 
상용SW 솔루션,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 오픈소스 개발 
모델 장려, 전문가 
구인, 개방형 조직 
문화

 · OSPO, 오픈소스 
추진/평가/참여/
이슈 추적, 보안 
취약점 관리, 등의 
절차 소개

 ·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CTO 
산하에 OSPO를 
조직

 · 오픈소스 업무 
체계화 및 부서간 
협업 체계 구축

 · 개방형 조직 
문화를 많이 강조 
* 오픈소스 문화와 
함께 조직의 절차, 
소통, 구조 등 체계 
혁신을 추진

 · 프로젝트 건강성 
체크리스크 공개

 · 비즈니스 성과 
측정(OKR) 및 
오픈소스 활동 
모니터링

 · 내부 혁신 및 SW 
생태계 확산에 
기여

 · 오픈소스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걸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크게 
개발(Creating), 
사용(Using), 
성장(Growing) 
관련 다양한 절차 
소개

 · 2016년 이전 
OSPO 구축

 · 내부 관리와 
외부 협력 
업무(컨퍼런스 
발표, 홍보, 
마케팅 등)

 · 외부 협력 강화를 
위한 29개의 
단체 및 학교지원, 
학생 지원 
프로그램제공

 · 다양한 행사 개최

 · BigQuery, 
GH Archive 
활용하여 
오픈소스 활동 
분석

 · 70,000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 및 
40,000개 이상 
프로젝트 기여

 · 2014년 CEO 
오픈소스 친화적 
전략공개 선언

 · 핵심 SW를 
오픈소스화

 · 오픈체인 2.0 준수

 · Using,  
Contributing,  
Releasing 절차  
수립

 · Tools& 
Resources에 
대한 가이드 제공

 · OSPO를 중심으로 
명확한 정책, 체크 
리스트,가이드 
제공

 · 오픈소스 집행 
위원회, 오픈소스 
챔스, 1ES

 · 절차 간소화, 업무 
환경 자동화, 
의사결정구조개선

 · 21개 오픈소스 
프로젝트 및 24개 
재단 공식 지원

 · 깃허브 정보 
분석을 통해 
오픈소스 관련 
부서 목표, 업무 
효율성 분석 및 
일일 관리를 
추진하여오픈소스 
ROI 분석 추진

 · 오픈소스 기반으로 
상용SW 솔루션, 
기술지원서비스 
제공

 · 오픈소스 개발 
모델 장려, 전문가 
구인, 개방형조직 
문화

 · OSPO, 오픈소스 
추진/평가/참여/
이슈 추적,보안 
취약점 관리, 등의 
절차 소개

 ·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CTO 
산하에 OSPO를 
조직

 · 오픈소스 업무 
체계화 및 부서간 
협업 체계 구축

 · 개방형 조직 
문화를 많이 강조 
* 오픈소스 문화와 
함께 조직의 절차, 
소통, 구조 등 
체계혁신을 추진

 · 프로젝트 건강성 
체크리스크 공개

 · 비즈니스 성과 
측정(OKR) 
및 오픈소스 
활동모니터링

[표 4-4]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고려사항
(출처 :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일부 재구성, 2022.12,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고려사항 설명 참고자료 및 실무적인 적용방안단계

개발 전

개발 중

개발 후

 · 사전 기능 및 
보안성 테스트

 · 오픈소스에 기능 보안성에 대한 사전검토, 
오픈소스 이슈 현황 확인

 · 해당 오픈소스 취약점 정보(CVE, NVD 등) 확인, 
기관(ex. RedHat)에 검토 요청하여 신뢰성 검증

 · Threat Intelligence(CVE, CWE NVD등)
 · OpenChain, ISO/IEC 5230:2020

 · 라이선스 검토

 · 코드 수정사항 발생 시 사용한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선스 정리를 통한 컴플라이언스 준수 검토

 · 상호 충돌하는 라이선스 존재 여부 검토, SCA를 
활용한 라이선스 의무사항 검토, 법무법인 및 사내 
법무팀에게 자문 요청

 · 기업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가이드(2021)

 · 취약점 최소화
 · 보안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중요기능(인증, 리소스 사용이 큰 기능 등)에 대한 
취약점 최소화

 · 라이선스 충돌 이슈 :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2021), 기업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공개SW R&D 실무 수행 
가이드라인(2022) 등 참조

 · 시큐어코딩 이슈 : 소프크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 참조

 · 대체수단 확보
 · 중요기능의 경우, 기능 실패 혹은 법적 이슈 발생 
시에 기능을 장애 없이 수행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

 · 개발 전에 이슈사항을 검토 하나, 현실적으로 개발 
중에 이슈가 확인되기 때문에 Agile한 기능확인 
필요

 · 자체 대응 및 추가 
개발 역량 확보

 · 중요기능의 경우, 단순 사 용뿐 아니라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커스터마이징 및 문제 
해결 능력 확보

 · 조직내 비즈니스 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대응역량 확보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코드리뷰등을 통한 내부역량강화 필요

 · 기능 및 보안성 
테스트

 · 테스트 부서, 보안부서 등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기능 및 보안성을 검사

 · 배포 전 오픈소스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통해 
기능 및 성능 점검오픈소스 취약점 이슈 검토 및 
자체적인 정적 동적 분석을 통한 보안성 확보

 · 프로젝트 오픈 일정 및 기타 환경적인 이슈로 인해 
보안점검 없이 배포된 경우에는 빠른시일내에 보안 
테스트 수행(정적·동적)

 · 종속성 검사
 · 프로젝트에 사용된 외부 패키지 종속성 검사, 
종속성 충돌 발생 시, 개발팀과 협의를 통해 빠른 
문제해결

 · 오픈소스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 자동화된 
종속성 검사를 통해 SBOM등 지원가능여부 확인

 · 모니터링
 · (운영팀) 사용된 오픈소스 현황 관리, (보안팀) 
사용된 오픈소스 취약점 정보 모니터링

 · 운영팀에서 사용는 소프트웨어 및 도구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조직 내 비보안 
솔루션 도입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필요

 · 보안패치
 · 사용한 오픈소스의 보안패치를 확인 및 적용하여 
취약점을 최소화

 · EPSS기반의 취약점 우선순위 반영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서는 금융회사에서 오픈소스 활용 시에 발생하는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관리 안내서’를 배포하였다. 사전 기능 및 보안성 테스트, 

라이선스 검토, 취약점 최소화, 모니터링 및 보안패치 등의 고려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오픈소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표4-4]는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금융 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고려 사항‘에 대한 내용과 함께 참고 자료 및 실무적인 적용 방안들을 추가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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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단계별 보안 취약점 진단 및 대응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4-9]는 SSDLC(Secure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를 기반으로 Dev 영역과 Ops 영역에서 

수행해야 하는 보안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Dev(Developmen, 취약점을 찾는 단계에 해당) 영역에서는 PLAN, CODE, BUILD, 

TEST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위협 모델링을 포함한 정적·동적 보안 진단을 의미하는 SAST(Stat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 DAST(Dynam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 SCA(Software Composition Analysis) 및 

SAST와 DAST가 함께 수행되는 IAST(Interactive Application Security Testing)을 수행하게 된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Ops(Operation, 사이버 공격을 차단) 영역에서 RELEASE, DEPLOY, OPEATE, 

MONITOR 단계를 통해 WAF, IDS/IPS, RASP(Runtime Application Self-Protection)로 실제 운영 중인 

서비스의 보안 위험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 4-10]과 같이 Gartner에서 제시하는 DepOps 단계별로 보안 취약점 검토 및 진단을 수행한다. 형태는 일부 

상이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단계별 보안 강화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해당 구성을 

기반으로 실제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탐지하는 활동을 수행하면 된다.

[그림 4-9] DevSecOps with Secure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출처 : Security along the SDLC for Cloud-Native Apps, 2020.02.10)

[그림 4-10] The DevSecOps Toolchain(출처 : The DevSecOps ToolChain(ID :l 377293), Gartner)

보안 강화 활동은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서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리스크로 야기되고 있는 GitHub, GitLab, NPM Registry, PyPI Repository 등의 레파지토리에서는 자체적인 

보안강화활동의 일환으로 [표 4-5]와 같이 취약한 패키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존성 봇(Depdendabot)이나 의존성 

스캐닝(Dependency Scanning) 등을 통해서 자동으로 진단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4-5] 오픈소스 레파지토리 보안기능 강화(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구분 대응 방안

GitHub

GitLab

NPM 
Registry

PyPl 
Repository

참고자료

 · https://github.com/
dependabot

 · https://docs.gitlab.com/
ee/user/
application_security/
dependency_scanning/

 · 유효성 검증으로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 패키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존성봇(Dependabot)을 통해 연쇄적인 보안이슈 해소

 · Dependabot Core에서 GitHub(Github Enterprise 포함), GitLab 및 
Azure DevOps에서 종속성 업데이트를 처리

 · 의존성 스캐닝(Dependency Scanning)을 통해 소프트웨어 
종속성으로 인한 보안취약성 자동검사를 지원

 · Auto DevOps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존성 스캐닝 이외에도 Auto 
Secret Detection, DAST(Dynam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 
SAST(Stat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 등을 추가 제공

 · GitLab CI/CD 중 보안관련 기능(Container Scanning, License 
Compliance, Automated solutions for vulnerabilities, Credentials 
Management)등을 통해 DevOps구현 가능

 · GitHub Advisory Database를 기반으로 의존관계인 패키지의 
취약점을 분석해주는 “npm audit”를 통해 취약한 패키지 영향도 분석

 · Python  소프트웨어 재단이 운영하는 PyPI에서 보유중인 
350,000개이상의 프로젝트 중 ‘Critical’태그로 분류되는 3,50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2FA요구사항 의무화 발표

 · https://pypi.org/
security-key-
giveaway/

 · https://
github.blog/2021-
10-07-github-
advisory-database-
now-powers-npm-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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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패키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보안패치를 하거나 해당 패키지를 삭제해야 한다. 직접적인 취약점 종속성 

구조라면 취약한 패키지를 즉시 보안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면 된다. 간접적인 취약점 종속성 구조인 경우에는 

[그림 4-11]과 같이 취약점에 영향받는 상위 패키지가 조치해야 하위 패키지가 취약점 영향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중간 패키지가 보안 업데이트하기 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러면 [그림 4-12]와 같이 해당 패키지를 

삭제해 버리거나 소프트웨어 레이어에 한정하지 않고 다중 보안 전략(Defense-in-depth 또는 Layered 

Security)으로 네트워크 등 다른 보안 레이어를 통해 취약점을 완화할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Check 단계에서는 정적·동적 진단 도구를 통해서 오픈소스에서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의 정량적 지표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유효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 취약점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시멘틱, 바이너리 등을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결함 여부 및 취약점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도구를 통해 분석하게 된다. [표4-6]과 [표4-7]은 KAIST CSRC에서 오픈소스 취약점 분석을 위해 Snyk, MEND 

Bolt(구 WhiteSource), ClackDuck, Labrador의 상용 도구 4종에 대한 진단 결과를 비교하고자 분석 대상 

오픈소스 및 평가 부문과 평가 항목을 정리한 자료다.

[그림 4-11] 종속성 트리 구조로 인한 종속적인 보안이슈 문제(출처 : After the Advisory, Google)

[그림 4-12] 종속성 트리 구조의 보안이슈 해결을 위한 취약한 패키지 삭제
(출처 : After the Advisory, Google)

NO Open Source

평가부문

Version

평가항목

Release Date Language

1 HtmlUnit

기능성

2.50.0 16-May-21 JAVA,JS,HTML

2 Decompress

사용성

v4.2.1 01-Apr-20 JS(Node.js)

3 Xstream

유지 관리성

XSTREAM_1_4_17 14-May-21 JAVA

4 Shadowsock 4.4.0.0 28-Apr-21 C#

5 scikit-learn 0.24.2 22-Mar-21 Python

6 React v17.0.2 01-Jan-21 JS

7 redis 6.2.3 04-May-21 C

8 mongodb r4.4.6 08-May-21 C++

9 opencv 4.5.2 03-Apr-21 C++

10 godot 3.3-stable 22-Apr-21 C

[표4-6] 오픈소스 취약점 분석 평가를 위한 오픈소스 항목
(출처 : 오픈소스 취약점 분석 누가 누가 잘하나?, 2022.03.04, 신강식 연구원, KAIST CSRC)

[표4-7]  평가 부분 및 평가 항목 
(출처 : 오픈소스 취약점 분석 누가 누가 잘하나?, 2022.03.04, 신강식 연구원, KAIST CSRC)

 · 정확성 : 단일 라이브러리, 함수단위, 등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코드레벨의 백포팅 방안 제시여부

 · 범용성 : 취약점 우선순위 및 원하는 정보 추출여부

 · 정확성 : 도움말 및 매뉴얼의 다언어 지원 및 기능제공여부
 · 분석데이터 입/출력 : 분석데이터 입력 다양화 및 레파지토리 버전관리, 다중분석, 분석소요시간, 
분석데이터 용량제한여부

 · 인터페이스 : 가시성, 취약점 분석정보 비교, SBOM, 맞춤형 UI/UX 설정, 분석결과별 사용자 코멘트 
작성여부

 · 운영환경 적합성 : 별도 관리 취약점 DB여부,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 횟수 제한
 · 사용방법 용이성 : 개발도구 및 API, 클라이언트 설치여부, 운영체제 지원

 · 문제진단/해결지원 : Q&A, FAQ, 오류발생 시 문제점 인지여부, 오류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업데이트 용이성 : 취약점 업데이트 주기 안내, 취약점 업데이트 추적관리 여부
 · 조직/프로젝트 관리 : 조직 및 팀별 작업공간 분리, 라이선스 정책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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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은 Snyk, MEND Bolt(구 WhiteSource), BlackDuck, Labrador의 상용 도구 4종을 임의로 A, B, C, 

D(순서 무작위)로 명명한 후 [표 4-6]의 점검 대상 10개 오픈소스 내에 존재하는 취약점 분석을 하여 CVE 탐지 

결과를 도출한 결과다. [표 4-6]의 결과를 살펴보면, A 솔루션과 D 솔루션의 오탐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재현율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CVE 탐지 부문에서는 D 솔루션의 CVE탐지 

능력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도구가 마찬가지로 CVE탐지율을 포함한 기능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등 도구마다 장단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구의 성능 및 점검 가능한 언어 및 

환경 등에 대해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Action 단계에서는 취약점 관리를 위한 표준 스키마, 종속성 추적 여부, 취약점 제거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오픈소스 코드 검토 및 소프트웨어 아티팩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안전한 빌드 프로세스 인지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레질리언스를 확보해야 한다.

도구

 전체CVE 탐지결과 CVE탐지결과 보조지표
(10개 평균)

CVE탐지결과 보조지표
(C/C++ 평균, 4개)

정답
지

탐지
수

정탐
수

오탐
수

재현
율

정밀
도

오탐
율

재현
율

정밀
도

오탐
율

재현
율

정밀
도

오탐
율

A

B

C

D

352

138 131 7 0.39 0.95 0.05 0.33 0.47 0.53 0.00 0.00 1.00

228 199 29 0.65 0.87 0.13 0.63 0.64 0.36 0.70 0.76 0.24

114 98 16 0.32 0.86 0.14 0.53 0.72 0.28 0.27 0.56 0.44

245 237 8 0.70 0.97 0.03 0.54 0.86 0.14 0.28 0.89 0.11

[표4-8]  오픈소스 취약점 분석도구 별 취약점 탐지결과
(출처 : 오픈소스 취약점 분석 누가 누가 잘하나?, 2022.03.04, 신강식 연구원, KAIST CSRC)

[그림 4-13]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미 행정부 정책 발표 현황(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오픈소스와 사이버 보안의 보안 이슈가 부각된 것은 오픈소스의 보안 이슈가 나비효과가 되어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보안 위험으로 연쇄적인 보안 이슈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은 오픈소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구성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13]과 같이 

솔라윈즈(SolarWinds), 익스체인지, 콜러니얼 파이프라인까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중요성으로 귀결되면서, SBOM이 포함된 사이버 안보 행정명령(Cyber Executive Order 14028)으로 이어졌다. 

04 오픈소스 보안 위험과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그림 4-14] 소프트웨어 공급망 환경의 공격방법 및 대응 방안
(출처 : CIS Software Supply Chain Security Guide, June 2022, CIS / Introducing SLSA, an End-to-

End Framework for Supply Chain Integrity, June 16, 2021, Google Security Blog 일부 재구성)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구성요소 등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및 

저작권, 라이선스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공식 명세서로 SW 복잡성에 따른 보안 취약점 

해소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 추적 및 컴포넌트 관리,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드웨어에서 판독이 

가능하도록 SPDX, SWID, CycloneDX의 표준화된 형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최신 상태를 보장하고 

종속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림 4-14]와 같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 방법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오픈소스의 보안 위험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상당수는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훼손하여 연쇄적인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환경에서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공격 방법들이 사용되게 된다. [표4-9]는 

[그림4-14]에 명시된 공급망 환경의 공격 방법과 대응 방안을 매핑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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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격방법 대응 방안

1

2

3

4

5

6

7

8

 · (A) Submit bad Code
 · 개요 : 잘못된 코드를 소스코드 저장소에 제출하는 경우 / 예시 : Linux hypocrite 
commits, 메일링 리스트 패치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Linux커널 취약점 악용 시도

 · (1) Prevent Commit 
Malicious Code

 · (2) Secure SCM

 · (3) Eliminate 
Connectivity Blind 
Spots

 · (4) Secure Build

 · (5) Dependencies 
Integrity

 · (6) Pipeline Analysis

 · (7) SecurArtifacts

 · (8) Release Integrity

 · (B) Compromise source Control
 · 개요 : 소스코드 제어 플랫폼 손상 / 예시 : PHP, 공격자가  PHP 자체 호스팅 중인 
Git서버를 손상시켜서 악성 Commit 을 삽입

 · (C) Modify Code
 · 개요 : 공식 프로세스를 통해 빌드하지만 소스제어와 일치하지 않는 코드를 빌드 / 
예시 : Webmin, 공격자가 소스제어와 일치하지 않는 소스파일을 사용하도록 빌드 
인프라를 수정

 · (D) Compromise build Control
 · 개요 : 빌드 플랫폼 손상 / 예시 : SolaWinds, 공격자가 빌드 플랫폼을 손상시키고 
빌드 중에 악의적인 동작을 잡입하여 공격 도구 설치

 · (E) Use bad Dependency
 · 개요 : 잘못된 종속성 자용(즉, AH, 재귀적) / 예시 : event-stream, 공격자가 
정상적인 종속성 업데이트를 수행한 후 악의적인 기능을 추가하여 GitHub에 제출된 
코드와 일치하지 않게 하는 공격

 · (F) Bypass CI/CD
 · 개요 : CI/CD시스템에서 빌드하지 않은 아티팩트 업로드 / 예시 : CodeCov, 
공격자가 유출된 자격증명으로  GCS버킷에 악성 아티팩트 업로드

 · (G) Compromise Package repository
 · 개요 : 패키지 저장소 손상 / 예시 : Attacks on Package Mirrors, 

 · (H) Use bad Package
 · 개요 : 잘못된 패키지 사용 / 예시 : Browserify typosquatting, 기 존재하는 
패키지와 유사한 패키지명으로 악성패키지 유포

[표 4-9] 소프트웨어 공급망 환경의 공격방법 및 대응 방안
(출처 : CIS Software Supply Chain Security Guide, June 2022, CIS / Introducing SLSA,  

an End-to-End Framework for Supply Chain Integrity, June 16, 2021, Google Security Blog 일부 재구성)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내에 SBOM을 지원하여 

소프트웨어 종속성 구조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취약점을 발견하는 행위다. [표 4-10]은 오픈소스와 상용 도구를 

통해서 SBOM을 통한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 방안을 지원하고 오픈소스 취약점 및 라이선스 이슈 등에 대응하면서 

종전의 소프트웨어 취약점 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들을 분석한 자료다. [표 4-10]에 명시된 도구들을 통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보안 강화를 위한 과정에서 자동으로 취약점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제공 솔루션명 주요기능

무료도구
(오픈소스)

유료도구

SBOM Tool

 · 소프트웨어 아티팩트에 대한 SPDX 2.2호환 SBOM생성이 가능
 · Windows, Linux, macOS를 지원하여 CI/CD 파이프라인에 통합하여 구축 
가능

 · https://github.com/microsoft/sbom-tool

 · SBOM에서 보안취약점을 검사하는 기능을을 제공하여 EPSS(Exploit 
Prediction Scoring System)을 통해 취약성의 우선순위 지원

 · OSV, Sonatype OSS Index, Snyk를 통해 취약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Snyk만 라이선스가 필요

 · https://github.com/devops-kung-fu/bomber

 · SBOM기능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API우선설계를 기반으로 CI/CD환경에 최적화

 · 라이선스, 취약점 EPSS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언어 및 레파지토리 지원
 · https://github.com/DependencyTrack/dependency-track

 · 오픈소스 종속성에서 알려진 취약점을 자동으로 스캔하는 종속성 스캐너
 · https://github.com/marketplace/lunatrace-by-lunasec/

 · 오픈소스 종속성과 라이선스 준수여부를 검사하여 CI/CD환경의 보안  지원
 · Analyser, Downloader, Scanner, Advisor, Evaluator, Reporter, Notifier 
등의 기능을 통해 SBOM 및 OSS 감사기능 지원

 · https://github.com/oss-review-toolkit/ort

 · Checkmarx Supply Chain Security : 오픈소스 건전성과 보안 이상징후 
파악 + Checkmarx SCA : 오픈소스 기여자의 평판(contributor reputation) 
분석 수행

 · 디토네이션 챔버(detonation chamber) : 패키지 행태 분석 및 SW공급망 
분석을 통한 보안 취약점 대응

 · 알려진 보안 취약점 검토 및 오픈소스라이선스 위반 , 보안정책 자동화 등을 
제공

 · 소스코드와 바이너리를 동시 분석하고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탐지하여 
라이선스 위배여부 및 보안 취약점 존재여부 확인가능

 ·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플랫폼(CNAPP)인 프리즈마 클라우드(Prisma 
Cloud)에 통합제공되는 기능으로 컨텍스트 인지형 소프트웨어 
구성분석(SCA)지원

 · SBOM기반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기준 우선순위 지원 및 OSS취약점과 
종속성 감지

 · 자산에 구축된 SW를 중점으로 라이브러리와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  
SW패키지 탐색하여 SBOM지원

 ·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업체로서 SCA도구의 일부로 오픈소스  구성요소를 
탐지하고 종속성 트리를 스캔하여 위험 프로필을 지원

 · 오픈소스 구성요소 스캔을 통한 SBOM지원 및 라이선스 준수, CVE기반의 
취약점 식별 을 수행

 · 사이버 보안 취약점의 우선순위를 통해 가시성과 취약점간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공급망 라이프 사이클의 보안을 관리(ISO21434, 자동차 사이버 보안)

 · SCA를 통해 비공개 소스 및 타사 소프트웨어의 구성과 보안을 검증하여 안전한 
공급망 구성

 · SPDX, CycloneDX 및 VEX를 지원하는 패키지, 버전, 종속성, 라이센스, 구성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BOM(SBOM/CBOM)을 지원

Microsoft

BOMBER
devops-
kung-fu

Dependency 
-Track

Dependency 
-Track

OSS Review 
Toolkit (ORT)

LunaTrace

oss-review-
toolkit

LunaSec

Checkmarx 
Supply Chain 
Security + 
Checkmarx 
SCA

Checkmarx

Paloalto SCAPaloalto

Tanium SBOMTanium

Software 
Supply Chain 
Security

Aqua 
Security

CybellumCybellum

Sparrow SCASparrow

[표 4-10] SBOM기반의 오픈소스 취약점 진단 솔루션 별 주요 기능 비교(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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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기업 OX Security가 추진하는 ‘OSC&R(Open Software Supply Chain Attack 

Reference)’ 이니셔티브를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OSC&R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OSC&R 이니셔티브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위험을 평가하고 타사 라이브러리 및 구성요소의 취약점 발견, 

빌드 및 배포 시스템의 공급망 공격, 손상되거나 악의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공격 벡터들을 분석하는 

활동으로 ‘OSC&R 프레임워크’에서는 사이버 보안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위한 프레임워크인 MITRE ATT&CK와 

유사한 구조를 제공하여 보안 전문가들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위험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MITRE ATT&CK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어 사이버 공격에 따른 취약점과 대응 방안 등을 보다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활용할만하다.

[그림 4-15] OSC&R 프레임워크내 오픈소스 보안
(출처 : A New Open Framework For Releasing Secure Products, PBOM.DEV)

DBEngines의 ‘Open Source vs. Commercial’의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점으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오픈소스 기반이 공고해지면서 시장 

영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오픈소스의 사용 여부를 고민하는 시점은 지났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오픈소스로 인해 야기된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화된 검증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오픈소스로 인한 관리적·기술적인 보안 위험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기반의 

DevSecOps를 제시하고 있으며, PDCA기반의 오픈소스 취약점 대응 방안을 통해 조직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취약점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은 단일 소프트웨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해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위험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위험의 나비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모쪼록 앞서 제시한 다양한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을 통해 안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현하기를 

바란다.

05 안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한 향후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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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들어가 메뉴를 고르고, 주문과 결제를 하고, 자리를 잡고 앉으면, 곧 주문한 음식을 만나볼 수 있는 이 

과정은 오늘날 현대인의 삶에서 전혀 새로울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의 한 단면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이뤄진다면? 메뉴판 확인, 주문과 결제는 키오스크를 통해 진행되고 음식 서빙마저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한다. 카페에 가도 마찬가지다. 멋진 유니폼을 차려입은 바리스타 대신 반짝반짝 광을 낸 로봇이 우리를 

반겨주고 커피를 내려준다.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푸드테크(FoodTech)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푸드테크는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로봇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신산업 분야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예로 온라인 배달 플랫폼, 식물과 곤충을 활용한 

대체식품, 식품 제조 로봇, 배달 드론, 스마트팜 등이 있으며, 쉽게 말해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식품 관련 신기술 

대부분이 푸드테크에 속한다. 

01 개요

[그림 5-1] 커피를 내리고 있는 바리스타 로봇, '바리스(BARIS)' (출처: 라운지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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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이머전리서치(Emergen Research)는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이 2019년 2203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3425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6%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약 2720억 달러(약 370조 원)에 달했고, 2025년에는 

3600억 달러(약 490조 원)를 기록하며 큰 폭 증가할 것이라 예상됐다.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 코로나가 촉발한 디지털 전환 추세와 더불어 ESG, 비거니즘(Veganism), 가치 소비 

등에서부터 비롯된 친환경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안보 문제 부상, 세계적인 고령화로 

인한 건강의 중요성 및 식품 안정성 부각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리면서,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푸드테크는 단순 식품 그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 서비스, 

나아가 연관 산업들을 모두 총칭하는 만큼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대체식품, ▲푸드 로봇, 

그리고 ▲3D 푸드 프린팅 분야를 중점으로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푸드테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그림 5-2] 푸드테크의 분야 (출처: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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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바퀴벌레와 유사한 곤충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바 (출처: 영화 ‘설국열차’)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단백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단백질 식품’이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생산된 기존의 고기, 해산물, 유제품 등의 단백질 식품 대신, 여러 대체 단백질 소재에 첨단 기술을 더해 이와 

유사한 맛이 나도록 가공된 식품을 가리킨다.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품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지만 

사육과 재배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또 일반 육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축산 질병, 생태계 파괴, 기후 

변화 등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면서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체식품의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 대체식품, 곤충 단백질 대체식품, 배양육 등이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은 

말 그대로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활용해 축산식품과 비슷한 형태와 맛이 나도록 제조한 식품이다. 기존 

채식주의자를 대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돼 있던 식물성 대체식품은 최근 건강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대상을 반영하듯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곤충단백질 대체식품은 식용 곤충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가리키며 단백질 바, 곤충 쿠키가 대표적이다. 개봉 당시 화제를 모았었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 칸’에 거주하는 하층민에게 배급됐던 '단백질 블록(Protein Block)'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02 미래 먹거리, 대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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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치킨 너겟 (출처: Eat Just) 

배양육은 소, 돼지, 양 등의 동물들에게서 세포를 추출하고, 추출한 세포를 배양기에 넣고 영양분을 공급해 

실내에서 키운 고기를 말한다. 실제 동물 세포로 만든 고기이기 때문에 성분은 일반 고기와 동일하고, 동물의 

사육과 도축 없이 원하는 동물의, 원하는 부위의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양육의 시초는, 지난 2013년 마르크 포스트(Mark Post)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 교수가 구글의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의 투자를 받아 소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생산해 낸 햄버거 패티다. 당시 200g도 

안되는 패티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33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그 후 미국 스타트업 `잇 저스트(Eat Just)`가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가공식품 판매 허가를 받았고, 2020년에는 

‘1880’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배양 닭고기로 만든 요리가 출시됐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된 식품 원료 범위를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국 총리이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1931년에 쓴 수필집 <50년 뒤의 

세계(Fifty Years Hence)>에는 ‘닭 가슴살이나 날개를 먹기 위해 한 마리의 닭을 통째로 키우는 부조리에서 

벗어날 것이다. 대신 원하는 부위만 골라 키워낼 것이다. (We shall escape the absurdity of growing a 

whole chicken in order to eat the breast or wing, by growing these parts separately under a suitable 

medium.)’라는 구절이 있다. 먼 미래로 여겨졌던 배양육의 시대가 어느덧 성큼, 코앞으로 다가왔다. 



78 79www.igloo.co.kr

05 Column 음식(Food)에 기술(Tech) 한 스푼, 스마트한 푸드테크가 뜬다! 

로봇은 식품 산업 내 가치 사슬 거의 모든 부분에 관여가 가능한 만큼, 푸드테크를 논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분야 중 하나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은 글로벌 푸드 로봇 시장 규모가 2020년 

19억 달러에서 2026년 40억 달러로, 연간 13.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크게 성장할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식품 조리나 서빙 영역에서 푸드 로봇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심화된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속도가 

붙어 테스트 단계를 지나 이제는 어느덧 상용화 단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조리 로봇의 대표 주자로는, 미국 미소 로보틱스(Miso Robotics)의 플리피(Flippy)가 있다.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근무 중인 플리피는 햄버거 패티를 뒤집고 감자튀김을 튀기며, 주방 동료들의 부담을 덜고 전반적인 

조리 작업의 능률을 높여준다. CES 2023에 출품됐던 일본 요카이 익스프레스(Yokai Express)의 라멘 제조 

로봇 옥토셰프(Octo-chef)도 있다. 주문이 들어오면 냉동 상태로 보관된 면이나 국물, 토핑 등을 자동으로 해동 

및 조리해서 내는 방식으로, 6가지 라멘을 90초 안에 요리해낼 수 있다. 현재 일본 하네다공항과 도쿄역,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 본사를 비롯해 다수의 병원 및 교육 시설에 설치되어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다. 

03 푸드테크의 든든한 조력자, 로봇 

[그림 5-5] 감자튀김을 제조하고 있는 조리 로봇 플리피 (출처: Miso Robotics) 

[그림 5-6] 고정된 위치에 부착된 3D 마커를 통해 길을 찾는 로봇 (출처: 브이디컴퍼니) 

서빙 로봇은 대부분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돼있다. SLAM은 센서를 통해 주변 공간 지형을 인식하고, 이를 지도로 

생성하는 동시에 해당 지도에서의 상대적인 내 위치를 추정해 내는 기술이다. 만약 공간에 지도를 그릴만한 

특징적인 랜드마크가 부족하다면 인공적인 마커를 부착해 길 찾기를 도와줄 수도 있다. 사람이 서빙에 나서기 전 

음식점 안의 주방 위치나 테이블 위치 등을 눈에 익히고, 머릿속에 길을 그리며 최적의 경로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서빙 로봇 시장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이다.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도 높고 

성장 속도도 빠르다. 국내 서빙 로봇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 푸두로보틱스(Pudu Robotics)의 서빙 로봇 

브이디컴퍼니가 약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추정된다. 브이디컴퍼니는 월 29만 원이면 사용할 수 

있는 서빙 로봇 요금제까지 신규 출시하며 1위 자리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 뒤를 매섭게 쫓고 있는 

우아한형제들도 최근 서빙 로봇 사업을 분사해 자회사를 설립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식품 매장을 넘어 미용실, 

PC방 등 여러 매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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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푸드 프린팅은 분말이나 액체 형태의 식재료를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면서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색색깔의 잉크가 종이에 인쇄되듯, 사용자가 원하는 식재료들로 다양한 형태의 요리를 입체적으로 프린트하여 

만들어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3D 푸드 프린팅 시장 규모가 연평균 46.1%씩 성장해 

2023년에는 약 6,4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품 유형별 시장 점유율은 과자류와 반죽류가 도합 

6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3D 프린터로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에 불을 붙인 건 미합중국 항공우주국(NASA)이다. 나사는 우주 

비행사용 식량의 다양화를 위해 지난 2013년 시스템앤드매트리얼리서치코퍼레이션(SMRC) 연구소에 3D 푸드 

프린터를 활용한 음식 개발을 요청했다. 이에 연구소는 처음으로 피자 개발에 성공했고, 그 후 설립된 스타트업 

비헥스(BeeHex)는 잉크 대신 피자 반죽, 토마토소스, 치즈 등이 담긴 푸드 프린터로 원하는 맛과 크기의 피자를 단 

6분 안에 조리할 수 있는 '3D셰프(3D-Chef)'로까지 발전시켰다. 

3D 푸드 프린팅 기술이 보다 정교히 구현된다면, 우리는 음식을 더욱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고 재료와 영양소, 

맛 등을 모두 커스터마이징해 완전 맞춤형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곧 알레르기가 있어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특정 물질에 취약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해당 요소만 간단히 제거함으로써 먹고 싶은 요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과 같다. 또 누구나 같은 수준의 퀄리티와 맛을 가진 음식을 먹는 게 가능해진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유명한 맛집의 요리도 정확한 조리법, 즉 설계만 공유된다면 

서울 문정동에서 제조해 맛볼 수 있다. 

미래의 식탁을 주도할 기술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푸드테크에 인재와 자본이 몰리고 

있는 지금, 식품 업계는 물론 IT 업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04 식품 생산·유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3D 푸드 프린팅

[그림 5-7] 3D 프린터로 만드는 피자 (출처: BeeH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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