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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와 폭우로 뒤덮인 여름이 지나고, 벌써 가을의 문턱을 넘어 추석도 지났다. 올 해 추석은 평소보다 

빨리 우리를 찾아왔고, 날씨 역시 그에 맞춰 선선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명절 풍경 중 하나는, 귀성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다. 가족들과 만나는 대신 영상통화나 전화 등으로 안부를 대신하고, 개인의 

휴식을 보내는 것으로 추석 풍경이 변화 되었다. 그럼에도, 추석의 의미는 한국인에게는 가장 큰 명절 중 

하나로 각인되어 있다.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올 추석에도 모두가 연휴를 즐길 때 많은 보안 담당자들과 관련 

인력들은 비상근무를 수행했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이 추석 전 발표한 ‘추석 기업담당자 보안 수칙‘에서 

△비상대응 체계 확립 △비상연락망 점검 필수 △선제적인 보안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추석과 

같은 연휴에는 평상시보다 비상대응이 쉽지 않기에 사전에 명절 대비 비상연락 및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근무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추석 연휴에 발생하는 이벤트 양이 평소보다 비교적 

적을 수 있으나, 연휴 기간에 침해사고의 파급력은 평상 시에 비해 더욱 크기에 기업들은 반드시 명확한 

보안 수칙을 적용·준수 해야한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저마다 맡은 자리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생한 보안 담당자들과 관련 

인력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2022년이 벌써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남은 시간 만큼은 

정보보안과 관련한 큰 이슈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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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월간 핫이슈▶

 · 2022년 9월 전체 공격 건수가 전월 대비 약 0.77배 가량 감소하였고, 이 중에서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은 

전월 대비 약 2,500건 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공격이 감소함에 따른 

영향으로 확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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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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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9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과 인도, 러시아, 이집트, 독일, 프랑스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중국과 대한민국, 홍콩, 영국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월간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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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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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전체 공격 합계가 전월 대비 약 0.77배 가량 

감소하여, 대부분의 공격패턴 건수 또한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2,500건 가량 감소하였고, 이는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공격 건수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200건 가량 감소하였고, 이는 명령어 삽입 

(Netgear 라우터 취약점) 공격 건수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월간 공격 유형01.

2022년 9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공격이 전월 

대비 1300건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02.

[표1-2]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표1-1] 월간 공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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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IP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패턴

탐지 명

Total Threats In SOC

건수

건수순위

비율(%)

비율(%)

등락

등락

시스템 취약점 (System Vulnerability)

MVPower DVR Shell 미인증 명령어 실행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명령어 삽입 (D-Link HNAP 취약점)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GPON 라우터 취약점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웹 취약점 스캐너 (Zgrab)

SQL 삽입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명령어 삽입 (Netgear 라우터 취약점)

정보수집 (Information Gathering)

악성코드 (Malware)

정보노출 (Information Exposure)

웹 취약점 (Web Vulnerability)

비인가접근 (Unauthorized access)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총 합계

총 합계

4,753

1,755

629

1,267

602

975

585

351

642

508

342

1

5

2

6

3

7

9

4

8

10

2,247

180

41

3,335

439

44

24

11,063

7,656

43.0

15.9

5.7

11.5

5.4

8.8

5.3

3.2

5.8

4.6

3.1

20.3

1.6

0.4

30.1

4.0

0.4

0.2

100

69.2

▲1

▲1

NEW

▼1

▼1

-

▼3

▼2

▲2

▲1

▼2

-

-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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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과 인도, 러시아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중국과 

대한민국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공격 비율 합이 전체 대비 약 45%로, 절반보다 살짝 더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해당 출발지 IP 의 유해성은 이글루 CTI, 공개위협정보(OSINT) 정보 등 에서 확인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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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월간 위협 IP 주소 TOP 1003.

위협 IP 공격정보

Total Countries

국가순위 IGLOO_CTI

45.134.144.140 디렉터리 접근 공격

1.254.66.181
아파치 로그포제이(Log4j) 원격코드실행

(CVE-2021-44228)

92.53.65.52

65.49.27.187
아파치 로그포제이(Log4j) 원격코드실행

(CVE-2021-44228)

49.143.32.6

141.98.11.92 VMware 서버 측 템플릿 주입 RCE (CVE-2022-2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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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ower DVR Shell 미인증 명령어 실행

Git Repository 페이지 접근 시도

195.178.120.159 명령어 삽입 (D-Link HNAP 취약점)

179.43.155.171

209.141.57.123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178.211.139.4
아파치 로그포제이(Log4j) 원격코드실행

(CVE-2021-44228)

US

KR

RU

US

KR

LT

US

CH

US

PL

1

5

2

6

3

7

9

4

8

10

8/106

0/106

2/106

0/106

15/106

11/106

13/106

12/106

5/106

4/106

▶ 금월 공격 IP, 국가 순위 상세 Top 10 표 및 비율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04.

[표 1-4]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상세 분석[표1-3] 월간 출발지 IP 주소 TOP 10

9월에 발생한 취약점 패턴 중 TOP 10을 중심으로  공격패턴에 따른 상세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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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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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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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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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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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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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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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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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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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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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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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MVPower DVR Shell
미인증 명령어 실행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GPON 라우터 취약점

SQL 삽입

명령어 삽입
(Netgear 라우터 취약점)

웹 취약점 스캐너 (Zgrab)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명령어 삽입
(D-Link HNAP 취약점)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29.0%

대한민국

러시아

인도

중국

미국

7.0%

9.1%

12.0%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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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2022년 8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17,961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정보는 

191,847건 수집되었다.

수집 대상별 순서는 [해외-Phishing(101,552건)], [해외-Malware(84,843건)], [국내(17,961건)] 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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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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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세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1-1] 최근 3개월 국내외 위협 정보 수집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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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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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사이버위협탐지정책 통계▶

2022년 8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50건 이다. 

8월 한 달 동안 VM웨어 워크스페이스 원 액세스(VMware Workspace ONE Access)(CVE-2022-31659), 

Realtek(CVE-2022-27255), Cmdshell php Webshell 등에 대한 탐지정책이 배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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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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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제 센터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스노트 룰(Snort Rule)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탐지 패턴을 

보유한 “보안 장비”에 적용 함으로써  조직의 보안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표 1-5] 월간 주요 사이버위협 탐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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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 정책 설명Code 태그

IGRSS.1.05886

a le r t  t cp  $EXTERNAL_NET  5432  ->  $HOME_NET  any 
(msg:"IGRSS.1.05886 VMware, Workspace One Access, CVE-
2022-31659,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
client,established; content:"|44|"; content:"|3B|CREATE/*"; 
distance:0; nocase; content:"|3B|COPY/*"; distance:0; nocase; 
content:"*/PROGRAM/*"; distance:0; nocase; sid:105886;)

VM웨어 워크스페이스 원 액세스 
(VMware Workspace ONE 

Access)의 CVE-2022-31659 
취약점을 악용한 권한상승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VM웨어 워크스페이
스 원 액세스(VMware 

Workspace ONE 
Access),

CVE-2022-31659

IGRSS.2.05887

alert tcp any any -> any $HTTP_PORTS (msg:"IGRSS.2.05887 
Zimbra, Collanoration, CVE-2022-27924,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home/"; fast_
pattern:only; http_uri; pcre:"/\x2f(service|zimbra)\x2fhome\x2f[^\
x2f\x3f\x26]*?[\r\n]/Ui"; sid:205887;)

Zimbra Collaboration의

CVE-2022-27924 취약점을 

악용한 명령어 삽입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Zimbra, 

Collanoration,

CVE-2022-27924

IGRSS.1.05906

a le r t  u d p  $ E X T E R N A L _ N E T  a n y  - >  $ H O M E _ N E T  a n y 
(msg:"IGRSS.1.05906 Realtek, eCos SDK, CVE-2022-27255,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 lege Gain"; f low:to_server; 
content:"INVITE "; depth:7; content:"m=audio "; fast_pattern; 
nocase; isdataat:128,relative; content:!"|0D|"; within:128; 
content:!"|0A|"; within:128; pcre:"/m=audio\x20[^\x20\r\n]*\x20[^\
r\n]{128}/i"; sid:105906;)

Realtek eCos SDK의

CVE-2022-27255 취약점을 

악용한 버퍼오버플로우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Realtek,

eCos SDK,

CVE-2022-27255

IGRSS.8.05920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8.05920 Webshell, php, CmdShell,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file_data; content:"<?"; 
content:"system($_GET['cmd'])"; fast_pattern:only; sid:805920;)

CmdShell PHP Webshell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Webshell, php, 

Cyber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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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 최소 2019년부터 수만 대의 시스템을 감염시킨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폐 채굴 캠페인이 발견됨.

 · 체크포인트(Check Point)에 따르면, 캠페인에 사용된 멀웨어의 이름은 ‘니트로코드(Nirokod)’로 업투다운, 
소프트피디아, MS와 구글의 번역 앱과 같은 인기 소프트웨어로 위장하고 있었음. 

 · 니트로코드는 주로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무료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퍼지고 있는데, 
위장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피해자들이 이를 의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니트로코드는 피해자 시스템에 침투한 뒤, 대략 한 달 정도 슬립 모드에 들어갔다가 감염을 시작함.

 · 전문가들은 “악성 프로세스를 긴 시간 슬립 모드로 두고 한참 후에 본격적인 공격을 실시하는 전략이 최근 해커 
사이에서 유행 중“이라며 니트로코드와 같은 멀웨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뼈 맞아 순살 된 중국 보안 시장… 골머리 앓는 중국 정부▶

범죄자 아지트 급부상 ‘다크버스’, 메타버스의 검은 그림자▶

 · 트렌드마이크로에 따르면, 메타버스를 악용해 만든 가상공간인 ‘다크버스(Darkverse)’가 사이버 범죄를 가속할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음.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힘. 

 · 다크버스는 메타버스 형식의 ‘다크웹‘이라 불리고 있으며, 사용자가 지정된 물리적 장소에 있을 때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감시, 잠입이 어려워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가 더 쉽고 처벌 또한 어려움.

 · 이와 같은 다크버스를 은신처로 삼은 공격자들은 금융 및 전자상거래 사기, 대체불가토큰(NFT) 절도, 랜섬웨어 
등의 다양한 위협을 퍼뜨릴 가능성이 큼.

 · 실제로 메타버스 이용자들의 아바타에 멀웨어를 유포해 물리적 손상을 입힌 범죄 행위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는 만큼, 메타버스가 초래할 사이버 위협을 예상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거듭되는 데이터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사회 통제를 위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것이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

 · 지난달 해킹 포럼에 한 해커(유저 아이디 AgainstTheWest)가 중국의 경찰 데이터베이스 샘플을 공개하며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1,200달러, 경찰 외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는 1만 달러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업로드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를 통해 9억 8천만 명의 상하이 경찰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이는 단일 규모 기준 세계 최대 유출 
사건임.

 · 이 공격을 감행한 ‘AgainstTheWest’는 작년 연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뒤, 중국과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해킹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들에 의해 중국 공안, 수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공공기관과 
인민은행, 텐센트, 알리바바 등 여러 민간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짐.

 · 8월에만 중국 내무부, 통신장비 제조기업 ZTE, 홍콩 지하철 관리사 MTR, 중국 광파은행 등이 유출 피해를 봄.

 · 다음 달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중국 정부의 해킹 대응책이 주목됨.

 · 사이버보안 AI·빅데이터 챌린지 개최

 · 올해 상반기 보안 동향 분석한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탐지 동향 보고서’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암호모듈 제출물 작성 안내서’ 제작 및 배포

 · ‘제1회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콘퍼런스’ 개최… 랜섬웨어 공격 동향과 대응 방안 공유

 · ‘인공지능 보안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악성 앱 특징정보’ 공개 

 · 아·태 침해사고대응팀 협의회와 함께 사이버 공격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총 18조 8천억 원 규모 2023년 예산안 발표… 정부 R&D 예산은 총 30조 7천억 원으로 구성

 · 정보보호 제품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개선 계획 발표… ‘정보보호 제품 신속 확인제’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 도입 

 · 9월부터 11월까지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모의 침투 대응 훈련 시행

 · 11-12월경 ‘데이터 안심 구역’ 지정 예정… 일정한 보안을 확보한 공간에서 미개방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가능

 · 대구광역시와 함께 2조 2천억 원 규모 대형 프로젝트 공동 추진… 2030년 대구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가속화  

 · ‘제3차 인공지능(AI) 윤리 정책 토론회’ 개최

 · ‘2022 AI 대학원 심포지엄’ 개최

 · 정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다자간 협약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정… 소기업 아닌 중기업, 

중견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 가능 

 · 국방부, ‘제2차 한미 ICT 협력위원회’ 개최… 사이버 보안 공동 대응 방안 등 논의

 · 금융위원회, 금융 인공지능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추진

 · 국가정보원, ‘2022 사이버공격방어대회’ 개최

기타

 · ‘2022 정보보호 글로벌 디지털 로드쇼’ 개최… 국내 정보보호 기업 해외 파트너십 발굴과 수출 판로 

확대 지원 목표

 · 세종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후원

이건 몰랐을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칭해 퍼지는 영리한 악성 암호화폐 
채굴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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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진행된 '2022 한국유엔체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북한 관련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정보 탈취 공격 
징후가 포착됨. 해당 학회의 학회장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인사인데, 공격자는 학술대회 참가자 프로필 
요청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로 가장해 첨부 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북한 배후 해커 조직이 경찰 공무원으로 위장한 해킹 공격도 발견됨. 현직 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 수사관의 실제 얼굴과 실명을 넣은 공무원증 PDF 파일을 이용한 것이 특징임. 

 · 그 외에도,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공격자들이 네이버 ‘마이박스’를 사칭한 정황도 포착되었음. 네이버 클라우드 공유 
초대 서비스 내용처럼 위장한 형태였음. 

 · 이와 같이 북한 공격자들은 국내 대북 분야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해킹이 성공할 때까지 여러 주제의 피싱 및 악성 
문서파일 등을 활용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넘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SSSCIP(특수통신정보보호국)와 
CERT(침해사고대응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총 1,123건의 사이버 공격이 탐지됨.

 · 개전 직후 현재까지의 주요 공격 횟수는 정부·공공기관 260건, 안보·방위시설 154건, 상업 부문 83건, 금융기관 
7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공격 유형은 정보수집 306건, 악성코드 유포 267건, 침입 149건, 취약점 탐지 10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침공 초기에는 러시아 연계 해커들이 군·정부를 타깃으로 공격 활동을 벌였지만, 최근에는 민간 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음.

 · SSSCIP는 최근 공격 대상이 학교, 병원 등 민간 시설과 주거용 건물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함.

 · 또한, 1분기 대비 2분기 집계 건수는 31.7% 감소했고, 사이버 공격 강도가 초기 대비 상대적으로 약해졌다고 
덧붙였음.

구글플레이에서 악성 앱 발견…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트위터 前 보안책임자의 내부 고발… 낯간지러운 글로벌 기업의 민낯▶

 · 주요 외신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규제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옴.

 · 내부 고발인은 ‘머지(Mudge)’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화이트 해커 ‘피터 자트코(Peiter Zatko)’임.

 · 자트코의 폭로에 따르면, 모든 개발자는 어떤 형태로든 ‘운영 환경(Production Environment)’이라는 핵심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누가 액세스했는지, 액세스해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트위터 직원이 사용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아무도 모르게 열람하는 것이 가능함.

 · 또한, 자트코는 트위터는 직원의 개인 업무용 컴퓨터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50만 개의 서버 중 약 절반이 
데이터의 암호화나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트위터 측은 자트코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함.

습관성 ‘즐찾’ 이제는 자제해야 하나… 브라우저 즐겨찾기 동기화,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어

▶

 · 현대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인 ‘브라우저 즐겨찾기 동기화’가 해킹에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됨.

 · ‘SANS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의 연구원’인 ‘데이비드 프리퍼(David Prefer)’는 브라우저 즐겨찾기 목록의 동기화 
기능이 가진 위험성을 처음 발견함.

 · 프리퍼는 이 공격 기법에 ‘브러글링(bruggling)’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브러글마크(Brugglemark)’라는 이름의 
파워셸 스크립트를 개념 증명용으로 개발해 함께 공개했음.

 · 프리퍼는 수많은 브라우저의 즐겨찾기 기능을 분석했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상당히 
많은 종류의 문자와 숫자들을 한 개의 즐겨찾기에 저장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냄. 

 · 공격자가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공격 활용법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 

 · 핵리드에 따르면 최근 35개의 악성 앱이 다시 한번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 등장했고, 조치 전에 200만 
명의 사용자가 해당 앱들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알려짐. 해당 앱들은 대부분 애드웨어로 사용자들이 이를 설치하면 
사용자의 화면에 광고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됨. 

 · 애드웨어가 심하게 해로운 공격은 아니지만, 공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피해자의 기기에 삽입 및 노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다른 멀웨어도 구글 플레이에 업로드하는 형태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비트디펜더 등 보안 기업들은 이러한 멀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 단위 행동 분석 기반의 방어 솔루션을 도입할 
것을 권고함. 

내래 고조 북에서 왔습네다… 계속되는 북한 발 해킹과 사이버 안보 위협▶

러-우크라 침공, 벌써 반년째… 1천여 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 ing▶

새로운 랜섬웨어 등장! 고 언어로 만들어진 비안리안 주의보▶

 · 고(Go)언어를 기반으로 한 ‘비안리안(BianLian)’이라는 이름의 새 랜섬웨어가 다크웹에 등장함.

 · 사이블(Cyble)에 따르면 비안리안은 사이버 범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중 중이며, 비안리안을 사용하기 시작한 
공격자들은 주로 무작위 살포 유형의 공격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주로 공격받는 산업과 공격받지 않는 산업이 분류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임.

 · 그중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한 산업군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25%)이며, 각종 전문직 서비스, 제조, 의료, 
에너지, 교육 분야가 각각 전체 피해자의 12.5%를 차지하고 있음.

 · 비안리안의 특징은 크로스플랫폼을 특화된 멀웨어를 만들기 적합하기 때문에 멀웨어 자체에 변화를 적용하기 쉽고, 
기존 탐지 기술들에 혼선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임.

 · 사이블은 이러한 랜섬웨어 대응법으로 주기적인 백업, 백업 드라이브의 오프라인 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티 
멀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수상한 링크와 파일 열지 않기 등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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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01.

최근 매크로 시트(Excel 4.0 Macro)를 이용한 악성 엑셀 문서가 피싱 메일을 통해 국내에 다수 유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크로 시트를 이용한 방식은 악성코드 유포자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스쿼럴와플(Squirrelwaffle), 칵봇(Qakbot)을 비롯한 다양한 악성코드 유포에도 사용된 이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SPiDER TM V5.0과 SPiDER TM AI Edition 시스템을 통해 매크로 시트를 

이용한 악성 엑셀 메일 탐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3-1] 탐지 시나리오

탐지 시나리오02.AI 모델을 활용한 Tool 스캔 시도 탐지

기술지원센터 기술2팀 안정환

1) 에이전트를 이용한 웹로그 수집

WEB Server에 Agent를 설치하여 웹로그를 SIEM 서버로 수집

2) 수집된 웹로그를 SPiDER TM AI Edition 에서 분석 및 예측 결과 확인

AI 이상행위탐지 예측모델이 수집된 웹로그 중 User-agent가 스캐닝 툴인 로그를 분석하여 예측 결과 확인

3) SPiDER TM AI Edition 예측 결과를 이용한 스캔행위시도 공격 탐지

AI 예측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SIEM에서 경보화하여 스캐닝 공격 행위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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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피싱 메일 탐지 경보

[그림 3-3] 타이도어 탐지 경보

1) 자동화된 툴을 이용한 스캐닝 공격 탐지

수집된 웹로그 중 User-agent가 dirsearch, nmap, sqlmap인 로그 탐지

2) 수집된 웹로그를 SPiDER TM AI Edition 에서 분석 및 예측 결과 확인

V3 백신에서 ‘Trojan/Win64.Loader.C4175641’ 진단명으로 트로이목마(RAT) 유형의 타이도어 멀웨어 탐지 

가 된 이후 백신의 결과 값이 치료불가/치료실패/에러 상태인 로그 확인

AI 모델을 활용한 Tool 스캔 시도 탐지 경보 등록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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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iDER TM AI Edition 예측 결과를 이용한 스캔행위시도 공격 탐지

해커가 감염된 대상 사용자의 장치에 원격으로 액세스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화벽 접속 로그 중 외부의 BlackList 

IP(C&C서버)에서 감염된 대상 PC로 접속한 허용 세션 탐지 

[그림 3-4] 외부 C&C서버의 비인가 접근 탐지 경보

1) 상관분석 시나리오1

◇ 앞서 등록한 단일 경보 3가지에 대하여 1단계 부터 4단계까지 상관분석을 등록한다.

1. 공문서를 사칭한 피싱 메일 탐지

2. 백신에서 타이도어 멀웨어 감염 탐지

3. 외부 C&C 서버에서 사용자PC로 비인가 접근 허용 탐지

4. 감염된 사용자 PC에서 외부 C&C 서버로 정보 유출 탐지

◇ 승계 조건을 활용하여 연계 경보 탐지

1단계 → 2단계 승계 조건 : 1단계 목적지 IP = 2단계 출발지 IP

2단계 → 3단계 승계 조건 : 2단계 출발지 IP = 3단계 목적지 IP

3단계 → 4단계 승계 조건 : 3단계 목적지 IP = 4단계 출발지 IP

상관분석 룰 등록 및 상세 분석04.

[그림 3-5] 상관분석 룰 설정 및 경보 발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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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분석

상세분석 기능을 이용한 근거데이터, 경보 트렌드 분석이 가능하다.

발생된 룰셋에 대한 발생건수, 차트 및 근거이벤트 대표 출발지IP, 목적지IP 의 상세정보, 경보의 원본로그 

정보/페이로드 변환 정보, 경보발생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상관분석 시나리오1 상세내역 

[그림 3-7] 상관분석 룰 설정 및 경보 발생 화면 

결론05.

지금까지 엑셀 매크로 시트를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수의 유사한 파일명으로 

대량 유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사용자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메일을 수신했을 경우 첨부파일을 

실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보안전문가의 관제기술 및 솔루션 활용능력과 AI의 분석기술로 보안운영에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엑셀 예방 대책

1. 엑셀 파일 열람 시 팝업창을 좀 더 주의 깊게 내용을 확인 후 실행

2.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 설정하여 악의적인 매크로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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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노코드(no-code)·로코드(low-code), 

개발자 없는 개발 시대 열렸다 

전략사업부 마케팅팀 한가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최근 몇 년간은 바야흐로 ‘개발자 구인난’ 시대나 

다름없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발자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발자 품귀 현상은 날로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코딩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코딩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노코드(no-code)·로코드(low-

code)가 개발자 구인난의 해결책이자 디지털 전환의 촉매제로서 IT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노코드는 말 그대로 코딩 없이 하는 개발을 뜻한다. 클릭이나 드래그 앤 드롭(drag-and-drop) 또는 음성 등 

보다 직관적인 명령 입력을 통해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로코드는 최소한의 코딩 지식만으로 개발자와 유사한 코딩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간소화한 것을 의미한다. 코드 

입력 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개발 업무의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노코드·로코드 플랫폼이 보편화된다면 현업의 각 실무자가 사내 또는 외부 개발자와 협력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바로바로 개발할 수 있게 돼 전반적인 비즈니스 유연성 및 신속성 확보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받는다. 

전 세계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숙련된 개발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개발 영역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노코드·로코드를 찾는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2024년까지 노코드·로코드로 개발된 업무용 앱이 전체의 65%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으며,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은 세계 노코드·로코드의 시장 규모가 2020년 132억 

달러(17조 4000억 원)에서 2025년 455억 달러(60조 원)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렇듯 노코드·로코드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IT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데 마이크로소프트(MS)의 ‘파워앱스(Power 

Apps)’와 구글의 ‘앱시트(AppSheet)’가 가장 대표적이다. 지난 2015년 출시되어 드래그 앤 드롭 형식의 앱 

개발이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앱스는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해 음성 지시만으로 코딩이 가능한 기능을 

추가했고, 손으로 그린 디자인 등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 알아서 구현해 주는 기능도 추가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구글은 지난 2020년 노코드 스타트업 앱시트를 인수했다. 앱시트는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이용할 

데이터를 선택하고, 어떤 구조로 만들지 클릭 몇 번만 하면 알아서 앱을 제작해 준다. 구글 드라이브, 구글맵 등 

구글의 다른 서비스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듬해에는 노코드 기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버텍스 AI(Vertex AI)’를 선보이며 사업을 강화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지난 2020년 노코드 

개발 플랫폼 ‘허니코드(Honeycode)’를 출시하며 참전했다.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선두주자인 만큼 AWS 

클라우드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개요01.

노코드·로코드 시장의 주인공은 나야 나! 02.

[그림 4-1] 파워앱스, Power Apps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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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역시 노코드·로코드 플랫폼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특히 LG CNS와 네이버의 

행보가 눈에 띈다. 먼저 LG CNS는 지난 해 ‘데브온 NCD(No Coding Development)’를 무료 배포했다. 데브온 

NCD는 아이콘으로 표시된 각종 기능을 원하는 위치에 끌어 놓으면 그 모양대로 프로그램이 생성되는 드래그 앤 

드롭 형식의 노코드 플랫폼이다. LG CNS에 따르면 공공, 유통,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군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에 

데브온 NCD를 활용해 프로젝트 당 평균 5천여 개 이상의 기능을 구현해냈고, 약 한 달간의 활용 교육만 받으면 

비개발자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의 ‘클로바 스튜디오(CLOVA Studio)’는 코딩 없이 간단한 설명과 예시 입력만으로 요약, 분류 등 여러 

언어 관련 작업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노코드 플랫폼이다. 지난해 네이버는 운영 중인 네이버 

플레이스 키워드 리뷰 서비스의 적용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데 클로바 스튜디오를 활용하며 자체 점검을 마쳤다. 

키워드 리뷰가 이미 적용됐던 업종의 성질과 키워드의 형태 등을 예제로 입력해 새로운 업종의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보완, 최종 완성함으로써,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 키워드 리뷰 도입에 소요되는 시간 약 87%를 

단축했다. 올해 초 시범 출시된 클로바 스튜디오는 현재 100여 개의 스타트업에 클로즈드 베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개발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 역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드래그 앤 드롭이나 음성만으로 챗봇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로코드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스스로 넣을 수 있는 ‘앱 필더’를 핵심 강점으로 삼고, 개발 인력이 부족한 기업 

고객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삼성SDS까지 연내 오픈소스 기반의 로코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 밝히며, 아직 걸음마 단계였던 국내 노코드·로코드 시장의 성장세가 한결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실제 노코드·로코드 플랫폼을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여 상용화한 사례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먼저 미국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3일 만에 구축해냈다. 

무엇보다 신속히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노코드·로코드의 장점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다. 

그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패션 기업 H&M은 모바일 앱 ‘플렉시(FLEXI)’를 개발하여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기업 도요타(Toyota Motor North America)는 제품 품질 관리부터 코로나19 

검사까지 업무 지원을 위한 400개 이상의 앱을 제작했고, 물류기업 DHL은 유럽 전역에서 트레일러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 또 국내에서는 농업중앙회가 자리 찾기, 필요 문서 다운로드와 같은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한 앱을 노코드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한 바 있다. 

[그림 4-2] MY플레이스 (출처 : 네이버 MY플레이스) 

[그림 4-3] DHL 어플리케이션 (출처 : D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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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업체 IDC가 실시한 어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8.6%는 ‘사내에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39.3%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필요에 의해’ 노코드·로코드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알맞은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앞으로 더욱 많은 노코드·로코드 서비스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코드·로코드를 통해 개발이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우선, 현재의 노코드·로코드는 

유연성이 부족한 탓에 개발자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 정해진 플랫폼 안에서 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결과물의 

다양성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코드·로코드의 보편화로 개발자의 업무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지원하는 기능이 한정되어 있는 그 특성상 어디까지나 개발 업무의 일부를 대체하여 일의 효율을 높여주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보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만약 노코드·로코드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내부에서만 사용된다면 큰 문제 

없겠지만 외부에 노출되는 범용 서비스일 경우에는 보안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전에 

외부 업체가 전적으로 코딩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상용 소프트웨어와 달리 필요한 기능을 최소한으로 구현해내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이나 추후 조치, 보완 등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노코드·로코드 플랫폼을 통해 실무자가 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할 경우 어떤 

지점에서 보안이 취약해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 보안 거버넌스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환경에서의 노코드·로코드는 오히려 기술 부채를 가중시켜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말이다. 이에 보다 

안전한 노코드·로코드의 활용을 위해서는 보안 정책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기업 내 IT 활동이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는 기반이 사전에 마련돼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노코드는 인공지능의 힘을 대중에게 전달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노코드를 

‘세상을 변화시킬 움직임’이라 표현하며, ‘노코드는 시민 개발자(citizen developers)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런저런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부족 현상과 디지털 전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노코드·로코드에 대한 세간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절대적인 시장 강자 없이 다양한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요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그 기준과 정도를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노코드·로코드의 미래가 장밋빛이 

될지 아니면 잿빛이 되어버릴지는, 그 모든 신기술이 그랬듯, 이를 둘러싼 모두가 직면한 문제점에 정면으로 

부딪혀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노코드·로코드, 탄탄대로 걸을까 03.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는 변화의 바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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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북한 공격 그룹 공격 동향
Part.2 : 비문서형 기반 악성코드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오원보

지난 8월호인 “2022년 상반기 북한 공격그룹 공격동향  Part.1 : 문서형 기반 악성코드”에서 문서형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양상에서 눈여겨 볼만한 TTPs(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는 문서형 악성코드를 

열람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문서가 수신되야 하기 때문에 ‘스피어 피싱(Spear-Phishing)’을 통해 공격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사회공학기법을 이용해 타깃팅된 사용자가 열람할만한 주제를 메일 제목 및 악성파일명에 

활용하는 것이다. 문서형 악성코드의 내부동작 구조는 쉘코드, 매크로 코드 등 악성행위를 수행하는 동작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DLL파일로 정상API를 로드해 공격자의 공격행위를 수행하는 구조다. 공격코드의 

일부는 BASE64등 난독화를 통해 안티바이러스(AV), 윈도우 디펜더(Windows Defender)등의 탐지를 우회 및 

지연시키고자 하는 행위들도 볼 수 있다.

문서형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방식 이외에도 비문서형 악성코드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던 공격방식이다. 

비문서형 악성코드는 메일이라는 공격매체 이외에도 홈페이지, 업데이트 서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 초기 접점은 비문서형 악성코드보다 넓다고 볼 수 있다. 비문서형 악성코드는 대부분 실행 

파일이거나 실행 가능한 코드를 이용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행위를 실행하며 북한 공격그룹이 사용중인 비문서형 

악성코드의 경우 정보탈취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사이버보안 전문업체인 맨디언트(Mandiant)에 따르면 현재 조치중인 경제제재 및 외화 확보를 위해 암호화폐 

탈취, 언론, 뉴스 및 정치 단체 표적 설정, 대외 관계 및 핵 정보, 코로나19 백신 연구 탈취를 위한 공격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내용에서도 탈중앙화 금융 

체계(DeFi)를 목표로한 해킹 시도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킹으로 도난당한 암호화폐 전체 피해 금액이 1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9월호인 “2022년 상반기 북한 공격그룹 공격동향 Part.2 : 비문서형 기반 악성코드”에서는 북한 

공격그룹이 국내를 타깃으로 공격하는 주요 공격기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북한 공격그룹이 사용했던 

뉴크스페드(NukeSped), Initech 프로세스 악용을 통한 공격시도를 예시로 들어 비문서형 기반 악성코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022년 상반기 북한 공격그룹 공격동향 Part.1 : 문서형 기반 악성코드 요약01.

해당 샘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요약은 [표 5-2]와 같다.

[표 5-2] NukeSped 악성코드 기능 목록

(1) NukeSped 상세분석

북한발 비문서형 악성코드 중 백도어 악성코드로 유명한 NukeSped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Lazarus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되어 실행되는 백도어 중 하나로 C2에서 공격자의 명령을 수신하여 작업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서파일 내부에 악성 매크로 코드를 삽입하여 유포하는 방식과 타겟형 워터링홀 기법을 

이용한 유포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북한발 비문서형 악성코드 상세분석02.

[표 5-1] NukeSped 악성코드 파일 정보

내용

목록 내용

목록

NO

MD5

파일명

4DF757390ADF71ABDD084D3E9718C153

A9E1F5EA9D7F28A006FECF04C7A7BA7A

1

3

2

4

ModuleUpdate

ModuleFileManager

ModuleShell

ModuleKeyLogger

악성코드 삭제 명령어가 포함된 BATCH 파일 생성 후 실행

파일 시스템, 파일 및 폴더 목록,

파일 및 폴더 다운로드/업로드, 파일 실행/삭제

실행된 경로 확보, C2와 통신을 통한 명령 수행

GetAsyncKeyState() API를 통한 키로깅

5

7

6

ModuleScreenCapture

ModulePortForwarder

ModuleInformation

화면 캡처 및 해당 데이터 C2로 전달

포트 포워딩

컴퓨터 및 사용자 이름, 시스템 정보,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여 C2로 전달

firefox.exe

overlay.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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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디코딩 및 복호화 완료 시 확인되는 파일 구조

[그림 5-1] data 영역 내 인코딩된 데이터의 일부

[그림 5-3] 키로깅 도중 특정 키 입력 시 처리하기 위한 로직의 일부

[그림 5-4] 클립보드 데이터 및 저장된 시간 정보 획득 시도

최초 파일 확인 시 data 영역에 비정상적으로 큰 용량의 데이터가 확인되며, RC4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된 것으로 

확인된다.  

키로깅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Enter 키 및 특정 키 입력 시 저장하기 위한 로직 또한 확인 가능하다.

디코딩 및 복호화 완료 후 메모리 실행을 위한 IAT(Import Address Table) 수정 작업 이후 NukeSped는 

메모리 상에서 직접 실행되게 된다.

클립보드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우 저장된 날짜, 시간정보 획득한 이후 클립보드 데이터와 함께 특정 위치에 

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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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샘플에서 발생된 이벤트를 MITRE ATT&CK의 MATRIX로 맵핑한 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 NukeSped 샘플이 사용한 TTP

내용목록

[그림 5-7] 악성코드 삭제 BATCH 코드

[그림 5-5] 사용자 계정의 권한 설정 확인 시도

[그림 5-6] AdjustTokenPrivileges API 설명 (출처: MSDN)

현재 실행중인 계정의 토큰을 획득하여 SYSTEM 권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확인 결과 해당 권한이 1300 

에러(제한된 계정)가 발생할 경우 특정 권한이 없다는 문자열이 출력되며 1300에러 이외의 경우 해당 에러번호가 

출력되게 된다.

모든 작업이 완료된 이후 파일 삭제를 위한 BATCH 파일을 생성 이후 실행하게 된다.

T1584.006 Compromise Infrastructure: Web Services

T1583.003 Acquire Infrastructure: Virtual Private Server

T1204.002 User Execution: Malicious File

T1059.007 Command and Scripting Interpreter: JavaScript

T1566.001 Phishing: Spearphishing Attachment

T1189 Drive-by Compromise

T1036.005 Masquerading: Match Legitimate Name or Location

T1027.003 Obfuscated Files or Information: Steganography

T1497.001 Virtualization/Sandbox Evasion: System Checks

T1113 Screen Capture

T1573.001 Encrypted Channel: Symmetric Cryptography

T1056.001 Input Capture: Keylogging

T1041 Exfiltration Over C2 Channel

T1049 System Network Connections Discovery

T1057 Process Discovery

T1095 Non-Application Layer Protocol

T1071.001

T1486

Application Layer Protocol: Web Protocols

Data Encrypted for Impact



36 37

IGLOO Analysis Report - 2022년 상반기 북한 공격 그룹 공격동향  Part.2 : 비문서형 기반 악성코드Tech Note

www.igloo.co.kr

(2) INITECH 프로세스 악용 악성코드 상세분석

라자루스(Lazarus)는 2022년 초 방산 업체, 화학과 관련된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공격 시도를 보이고 있다. 스피어피싱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된 htm 파일을 정상 INISAFE Web 

EX Client 정상 프로세스에 인젝션하여 권한 확보 및 정보 탈취에 사용된 이력을 다수 확인하였다. 특정 

공격 시도에서는 레지스트리에서 자격 증명을 덤프하고, 지속성을 얻기 위해 BAT 파일 설치, 특정 사용자로 

실행하도록 구성된 예약된 작업을 등록하여 사용까지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상 프로세스를 악용한 

인젝션 시도를 통해 공격자의 공격행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켓 통신을 위한 연결 또는 중간 데이터 전송 시 사용되는 암호화 형식을 이용하여 특정 조건의 일방향 HASH의 

경우 정해진 암호화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감염된 PC의 서비스 이름 질의, 정보 확인, DLL 추출 및 인젝션, 설정값 변경, 서비스 생성 시도가 가능한 DLL을 

이용하는 경우 또한 확인 가능하다.

확인된 파일 중 xdqtjrnd6.dll(b213063f28e308adadf63d3b506e794e)의 경우 메인 함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특정 함수인 SHLocalServerDll을 로드하여 코드를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5-4] INITECH 프로세스 악용 악성코드 파일 정보

[그림 5-9] 특정 일방향 HASH에 대응되는 암호화 목록

[그림 5-8] xdqtjrnd6.dll(b213063f28e308adadf63d3b506e794e) 파일의 함수 시작 지점 [그림 5-10] 서비스 관련 텍스트 내용의 일부

내용목록

MD5

파일명

196fe14b4ec963ba98bbaf4a23a47aef

b213063f28e308adadf63d3b506e794e

b5eaec8ce02d684baa3646f39e8bc9b5

d57f8cd2f49e34beda94b0f90426f7b3

dd3710abfacdf381801bb11cf142bd29

zc8xw1zt7.dll

xdqtjrnd6.dll

dq7qvz2rh.dll

8601242aa1f5e85a45b10bfacd836cab8f07c438b633a754500b50fbad02d7fd.bin

zlibwapi.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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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파일 Import Table 확인 결과 kernel32.dll만 확인되었다. 정적분석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ws2_32.dll 

또는 wsock32.dll,  Advapi32.dll, iphlpapi.dll의 경우 외부 소켓통신 시도, 레지스트리 접근 시도 등에 

사용되는 API가 포함된 dll 파일을 파일 실행 직후에 추가적으로 로드하여 사용한다. 해당 방식을 사용하여 

공격자가 최초에 사용하는 API를 숨겨 원래 진행하고자 하는 공격 방식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숨기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프로세스 생성을 통해 fodhelper.exe, ComputerDefaults.exe를 실행하며 해당 프로세스 확인 시 UAC(User 

Account Control) Bypass 기법을 이용하여 UAC를 우회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명령어, 파일 실행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하게 된다. [그림 5-16]의 레지스트리 키 등록과 [그림 5-17]의 작업이 모두 

성공하여야 권한 우회가 가능하다.

특정 경로에 레지스트리 생성을 시도하며 해당 경로에 실행 명령을 기록하여 저장하거나 DelegateExecute 

내용을 공백으로 등록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11] 최초 확인되는 kernel32.dll API 로드 시도

[그림 5-17] UAC Bypass 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작업의 일부

[그림 5-15] 수집 시도하는 정보 목록

[그림 5-16] 특정 경로에 레지스트리 키 등록 시도

[그림 5-12] 추가로 확인되는 kernel32.dll API 로드 시도

[그림 5-13] ws2_32.dll 또는 wsock32.dll API 로드 시도

[그림 5-14] Advapi32.dll API 로드 시도



40 41

IGLOO Analysis Report - 2022년 상반기 북한 공격 그룹 공격동향  Part.2 : 비문서형 기반 악성코드Tech Note

www.igloo.co.kr

사용된 레지스트리의 경우 명령어 또는 파일 실행이후 삭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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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8] 비문서형 악성코드 샘플간 중복된 TTP

[표 5-7] 문서형 악성코드 샘플간 중복된 TTP

[표 5-6] 2022년 상반기 발생한 북한 공격그룹 공격 이력 

[그림 5-18] 사용된 레지스트리 키 삭제

[표 5-5] INITECH 프로세스 악용 샘플이 사용한 TTP

NAMEID

날짜

T1598.002 Phishing for Information: Spearphishing Attachment

T1204.002 User Execution: Malicious File

T1574.002 Hijack Execution Flow: DLL Side-Loading

T1056.001 Input Capture: Keylogging

T1057 Process Discovery

T1548.002 Abuse Elevation Control Mechanism: Bypass User Account Control

T1106 Native API

T1053.005 Scheduled Task/Job: Scheduled Task

T1055.001 Process Injection: Dynamic-link Library Injection

T1027.002 Obfuscated Files or Information: Software Packing

T1113 Screen Capture

T1140 Deobfuscate/Decode Files or Information

NAMEID

T1598.002 Phishing for Information: Spearphishing Attachment

T1057 Process Discovery

T1204.002 User Execution: Malicious File

T1113 Screen Capture

T1056.001 Input Capture: Keylogging

NAMEID

T1598.002 Phishing for Information: Spearphishing Attachment

T1140 Deobfuscate/Decode Files or Information

T1204.002 User Execution: Malicious File

T1055.001 Process Injection: Dynamic-link Library Injection

T1106 Native API

공격기법 상세내용

2022.05

2022.04

2022.03

Kimsuky

Spear
Phishing

Spear
Phishing

Vulnerability

Malware

공격그룹 피해대상

Kimsuky

APT37

Lazarus

Lazarus

Lazarus

-

대북 매체
언론사

화학 관련
기업

VMware
Horizon

가상화폐 관련
(NFT, DeFi)

공유기 펌웨어 인스톨러(Installer)로 위장
AppleSeed 악성코드 내재

대북 매체 언론사 타깃으로 블루라이트 (Bluelight)의 변종인
골드백도어 (Goldbackdoor) 악성코드 사용

Log4Shell(CVE-2021-44228)취약점 이용
VMware Horizon의 ws_tmocatservice.exe 프로세스를 통해

파워셸을 실행 후 NukeSped 백도어 설치

금융업계에서 화학업계로 타깃전환
스카웃제의로 위장한 ‘Dream Job’작전 활용
화학무기 제조목적의 정보탈취공격으로 추정

암호화폐 탈취를 목적으로
정상 DeFi Wallet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장한 트로이목마 사용

MITRE ATT&CK를 통한 북한발 사이버 공격 아티팩트 정리에 앞서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북한 공격그룹의 

주요 공격 이력에 대하여 [표 5-6]에 정리하였다.

문서형 및 비문서형 악성코드에서 발견된 TTP를 종합하여 중복되는 TTP를 [표 5-7], [표 5-8] 에 정리하였다.

MITRE ATT&CK를 통한 북한발 사이버 공격 아티팩트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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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형 및 비문서형 악성코드에서 중복된 TTP를 확인해보면 유입 경로 면에서 스피어피싱인 점과 사용자가 

직접 실행하는 경우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스피어피싱으로 최초 유입된 이후 문서형 악성코드가 실행됨에 

따라 비문서형 악성코드가 실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에서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문서형 악성코드의 TTP는 

실행 과정에 있다면 비문서형 악성코드의 TTP는 실행 이후 수집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05.

1. Establishing the TigerRAT and TigerDownloader malware families

https://threatray.com/blog/establishing-the-tigerrat-and-tigerdownloader-malware-families/

2. New Malware of Lazarus Threat Actor Group Exploiting INITECH Process

https://malware.news/t/new-malware-of-lazarus-threat-actor-group-exploiting-initech-

process/59564

3. Lazarus Targets Chemical Sector

https://symantec-enterprise-blogs.security.com/blogs/threat-intelligence/lazarus-dream-job-

chemical

4. LAZARUS GROUP: A MAHJONGGAME PLAYED WITH DIFFERENTSETS OF TILES

https://www.academia.edu/42755284/Lazarus_Group_a_mahjong_game_played_with_different_s

ets_of_tiles

5. Not So Lazarus: 정부 기관을 노리는 북한의 여러 사이버 위협 그룹들

https://www.mandiant.kr/resources/blog/mapping-dprk-groups-to-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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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S(ISO/SAE 21434)인증으로 살펴보는 

차량 보안의 현재와 미래
[그림 6-2] 차량 사이버 보안 트렌드 (출처 : Upstream)

보안관제센터 보안분석팀 이재규

[그림 6-1] 글로벌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 (출처 : statista)

[그림 6-3] UNECE R-155 법규 흐름도(출처 : Escrypt)

1) 커넥티드카의 발전과 사이버보안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5G시대 등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초고속 네트워크 등의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다양한 기술요소 중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할 수 있던 원동력인 

IoT(Internet Of Things)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인 부품들의 조합으로 

치부되던 차량 산업은 차량 구성품들 간의 통신을 바탕으로 차량과 사물(V2X)간의 통신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다. V2X 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이 도입에 따라 차량 

산업에는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과 같은 이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고 있다. 

Statista에서 발표한 커넥티드카의 시장분석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는 648억 

달러에 달하며 2028년까지 1,91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CSMS(ISO/SAE 21434)의 등장01.

2) CSMS의 등장

2018년 12월 UNECE(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에서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차량 산업의 보안 위협을 우려해 

UNECE Cyber Security Regulation No.155를 수립했고 2020년 6월 WP.29(자동차 국제 기준 회의체)에서 

해당 법규를 채택했다. 2021년 1월 UNECE CS 법규가 발효되어 2022년 7월부터 UNECE 산하 56개 국가의 신규 

생산 차량은 제작업체(OEM)뿐 아니라 부품 공급 업체(Tier)는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CSMS, CyberSecurity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여 인증을 받게 됐고, 2024년 7월까지는 업체의 모든 차량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됐다. 한국에서는 UNECE R-155 법규 도입을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12월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각 나라에 맞게 R-155를 위한 

사이버보안 제도화 로드맵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

UNECE에서는 기존 차량 안전성에 관한 국제 표준 ISO 26262가 아닌 ISO/SAE 21434를 참고하여 CSMS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ISO/SAE 21434는 차량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 생산 및 포스트 프로덕션(Post 

Production) 과정까지의 사이버보안 활동에 관한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 표준이다. 

CSMS를 인증 받은 차량 제조사(OEM)는 [그림 6-3]과 같이 차량 형식 승인(VTA, Vehicle Type Approval)을 

받아 차량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VTA는 차량 형식에 대해 기능 안전(Safety)과 사이버보안(Security)을 검증 및 

심사한다. 피심사자는 CSMS 인증서와 차량 형식별 발생하는 사이버보안 활동(위험 평가 및 보안 테스팅 결과)을 

문서화하여 형식승인기관(Type Approval Authorities) 또는 기술 서비스 기관(Technical Services)에 제출해야한다.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성은 편의성만 제공하지 않고 보안위협이라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며 차량 보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차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인 위치의 한계가 존재하였지만, ICT의 도입으로 내부망 뿐 

아니라 외부망에서도 공격이 가능해졌다. 2015년 이전까지 평균 12건에 불과했던 차량 관련 보안 사고는 불과 6년 

사이에 485건으로 40배 이상 증가했고, 신규 취약점은  2019년 24개에서 2021년 139개까지 6배가량 증가해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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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ISO/SAE 21434 구성도

1) Why ISO/SAE 21434?

2) ISO/SAE 21434 Overview

차량에 대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개념이 ISO/SAE 21434가 최초 발간된 2020년에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16년 

1월, 국제 자동차 기술 협회(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차량 사이버보안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가이드 SAE J3061을 발간했다. J3061에는 사이버보안에 있어 3가지 접근 방법론(HEAVENS, 

OCTAVE, EVITA)을 제시했고 모두 차량 분야에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차량 산업의 전반적인 

생명주기(Automotive Product Lifecycle)에서의 사이버보안을 적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국제적인 표준으로 적용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ISO/SAE 21434와 더불어 ISO 26262와 ISO/PAS 21448이 국제표준으로써 존재한다. ISO 26262는 

E/E 시스템(Electric or Electronic Architecture) 상의 결함이 중점인 국제 표준이고 ISO/PAS 21448 또한 

ISO 26262에서 다루지 않는 결함이 없는 기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다루고 있어 보안(Security)보다는 

안전(Safety)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보안에 대한 국제 표준의 필요성에 따라 J3061을 발행한 SAE와 

ISO에서 차량 산업의 보안 요구 사항에 만족을 위해 ISO/SAE 21434 발행이 결정됐다.

CSMS를 알기 위해서 UNECE에서 참고를 권장한 국제 표준 ISO 21434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ISO 

21434는 앞서 말했듯, 차량 산업의 생명주기에서 각 섹션별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과 그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활동을 정의하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 

표준이다. ISO 21434 아키텍쳐는 [그림 6-4]에서 볼 수 있듯, 총 15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 

내용은 Section 5~15이다. OEM과 공급업체에서는 각 섹션의 요구사항에 맞는 사이버보안 관리 프로세스를 

설립해 수행하여야 한다.

[Section 1-4]에는 ISO/SAE 21434의 발간 배경에 대한 설명과 목적에 대한 간략한 요약(Section 1)과 문서 

작성에 인용된 참고 문헌(Section 2), 문서 상에 등장하는 용어 및 약어에 대한 설명(Section 3), 그리고 해당 

문서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Section 4)들로 구성되어 있다.

ISO/SAE 21434 알아보기02.

[표 6-1] 차량 관련 표준(ISO 26262, ISO/PAS 21448, SAE J3061, ISO/SAE 21434) 비교

ISO 26262
ISO/PAS 21448

(SOTIF)
SAE J3061 ISO/SAE 21434분류

개요

차량에 탑재되는 

E/E 시스템(Electric 

or Electronic 

Architecture) 결함

중점

참여진

국제

표준 여부

적용 대상

안전 (Safety)

BSI 표준 제정 기구

등록 미등록등록 등록

차량 생산에 관여하는 모든 부품 제조사 (OEM, Tier 1, Tier 2 등)

보안 (Security)

SAE, VDA, BSI 등 주요 표준 제정 기구 및

주요 OEM 82개 기업 참여

E/E 시스템 결함이 없는 

기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차량의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주요 접근 

방법론 제시

차량 생산 생명주기를 

기준으로

사이버보안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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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기업 관리 항목별 분류

[그림 6-5] 사이버보안 Framework에 따른 조직 구성(내용 출처: ISO 27001)

[Section 8]에서는 사이버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안 활동(Activity)이 요구된다. 보안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보안관제 시스템(F/W, IPS, IDS, WAF 등)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정책(Snort, 

Yara, IoC 등)을 통한 보안 이벤트 수집, △수집된 이벤트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 △취약점으로 평가된 이벤트 

및 신규 취약점 등에 대한 분석 시스템, △분석된 취약점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Section 15]에서는 ISO/SAE 21434의 전반적인 섹션에서 사용되는 위험 분석 및 평가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 

구축이 요구된다. OEM 및 공급업체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에서 사용되는 “위험평가 방법론(Risk Assessment Process)”에 기초하여 위험을 평가한 후 

대응방안을 수립해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다. 

위험 평가 방법에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방법이 존재한다. 정량적 평가 방법은 객관적인 수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대상에 대한 척도를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성적 평가 방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등 판단, 

직관, 경험을 이용한 추상적인 지표로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계산의 노력이 적게 들어 소요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도와 신뢰성이 떨어진다. 

기업 별 위험 평가 방법은 기업 및 발견된 위험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위험평가 과정의 

합당성과 실질적인 위험의 심각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한다. 특히 [Section 15]에서 확립된 “위험 평가-관리” 

프로세스는 기업 관리적 측면뿐 아니라 뒤에서 설명할 차량 관리, 공급망 관리에서도 사용된다. ISO/SAE 

21434에서는 이를 TARA(Threat Analysis and Risk Assessment)라고 부른다. 때문에 기업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이고, 합리적인 위험 평가 방법 프로세스를 구축해야한다. 

[그림 6-6] 지속적인 사이버보안 활동(Continuous Cybersecurity Activity)을 위한 구성 요소(Component)

3) ISO/SAE 21434 항목별 분류

각 섹션들은 관리를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기업 관리, △차량 생산 프로세스 관리, △공급망 

사이버보안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 보안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OEM과 공급 업체는 차량 사이버보안 정책을 갖춰 그에 맞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한다.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정의부터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파악, 발견된 

위험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Section 5, 8, 15는 기업 관리 측면에서의 사이버보안 관리 항목이다. 

[Section 5]에서는 기업 내부의 조직 단위에서 이뤄져야하는 사이버보안 관리가 명시된다. OEM 및 공급 업체는 

자체적인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이버보안 조직을 구성해야한다. 사이버보안 

조직은 일반적으로 4가지 팀(정보보호 관리기획팀, 정보보호 위원회, 정보보호 운영팀, 침해사고 대응팀)으로 

구성된다. NIST의 사이버보안 Framework를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으로 나누고 있는데, ISO 27001에서는 

사이버보안 조직을 각 역할에 따라 [그림 6-5]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사이버보안 조직이 구성되면 이들은 보안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부터 보안 감사, 시스템·도구 관리 계획을 운영해 조직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분류 Section 요구 사항

기업 관리

사이버보안 정책과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관리 수립을 목적으로 
기업 내 보안 문화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요구

5. 조직
사이버보안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사이버보안 이벤트를 평가하고, 
취약성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차량 LifeCycle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활동을 설명

8. 지속적인
사이버보안 활동

기업이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설명
 * 방법 : 제품 정의 > 자산 식별 > 시나리오 제작 > 영향도 평가 > 공격 경로 식별                
             > 실현 가능성 평가 > 위험도 결정 > 위험 관리 방법 결정

15. 위협 분석 및 
위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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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위험평가 방법론은 대체로 [그림 6-7]과 같이 △제품 정의 △자산 식별 △시나리오 제작 △영향도 평가 

△공격 경로 식별 △실현 가능성 평가 △위험도 결정 △위험 관리 방법 결정 8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각 단계에서 

산출된 결과물을 다음 단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식별된 위협에 대한 위험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제품 정의 : 기업은 자사 제품에 대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제품이 운영하기 위한 환경과 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② 자산 식별 : 조직 내에서 보유 중인 가치가 존재하는 모든 제품을 자산으로 설정하고 그 중 사이버보안이 

필요한 자산에 대한 리스트를 구성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예측하여 피해 시나리오 작성.

③ 시나리오 제작 : 자산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파악한 후 발현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위협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검토. 

④ 영향도 평가 : 앞서 작성된 위협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결과를 토대로 영향도 평가

⑤ 공격 경로 식별 :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시나리오가 구현될 수 있는 공격 경로를 파악하고, 공격 경로와 

위협 시나리오와의 관계 정의.

⑥ 실현 가능성 평가 : 실현 가능성 평가 단계에서는 작성된 시나리오 상의 공격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과 실제 

자산의 환경에 대한 비교, 사이버 공격의 난이도 등을 기반으로 실현 가능성 평가.

⑦ 위험도 결정 : 이전 단계에서 작성한 시나리오와 실현 가능성, 영향도를 바탕으로 공격의 위험도 평가.

⑧ 위험관리 방법 결정 :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 결정하며, 

위험 관리 방법은 위험 수용, 위험 감소, 위험 전가, 위험 회피 4가지 방법 존재.

[그림 6-7] ISO/SAE 21434 위험 평가 방법론(Threat Analysis and Risk Analysis, TARA)

차량 생산 프로세스 관리 측면에서 기업은 차량에 대한 컨셉 설계 단계부터 차량에 대한 지원 및 보증이 종료되는 

차량 생산 생명 주기에 존재하는 사이버보안 활동에 대한 정의가 요구된다. 프로젝트 단위로 차량 개발이 진행될 

때 발생하는 사이버보안 활동에 대한 관리를 해야한다. 프로젝트 단위의 사이버보안 관리는 [Section 6]에서 

다뤄지며, 차량 생산 생명 주기의 사이버보안 관리는 [Section 9-14]에서 다뤄진다.

[Section 6]에서 기업은 조직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단위에서의 사이버보안 프로세스를 정의해야한다. 우선, 

프로젝트 내의 사이버보안 책임자를 지정해야한다. 이는 주로 프로젝트 담당자(PM, Project Manager)가 

수행하게되는데, 지정된 사이버보안 책임자는 사이버보안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젝트의 파트별 담당자(PL, 

Project Leader)에게 사이버보안 책임을 할당해 보안팀을 구축해야한다. 구축된 사이버보안팀은 개념 설계 및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이뤄져야할 사이버보안 활동을 정의하고, 개발된 제품의 불필요한 구성요소(Component 

out-of-context)와 기성 요소(Off-the-shelf component)에 대한 사이버보안 활동을 처리해야한다. 수정 및 

재사용 작업의 산출물은 사이버보안 프로세스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사례로서 작성되고 평가되어야한다. 평가된 

사이버보안 사례(Cybersecurity Case)는 나중에 진행될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관리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표 6-4] 차량 생산 프로세스 관리 항목별 분류

분류 Section 요구 사항

차량 생산 

프로세스 

관리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에서 사이버보안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보안책임자를 

임명하고 보안 활동 계획을 수립. 달성된 보안 목표에 대한 사이버 보안 사례 생성

6. 프로젝트

사이버보안 관리

제품화 후의 사이버보안 검증 활동 설명. 사이버보안 목표 검증, 제품의 목표에 달성 

여부, 잔여 위험의 수용 가능성 확인

11. 사이버보안 

검증 단계

제품 운영 환경과 다른 부품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해 사이버보안의 목표를 특정하고 

컨셉 설계 단계에서의 요구사항을 수립해 각 제품 및 운영 환경에 할당
9. 컨셉 설계

제품 및 부품 개발 후에 사이버보안 적용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 및 조립 과정에서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설명
12. 제품 생산

제품 개발 단계에서의 상세한 요구 사항 및 아키텍쳐를 설계하여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 아키텍쳐의 취약점을 식별하여 관리하고 부품의 보안 

준수 및 기능에 대한 필요성 검증

10. 제품 개발

보안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들을 처리하고 제품 및 부품의 업데이트를 

위한 생산 과정과 생산 이후의 보안 유지를 위해 사고 대응과 그 후의 업데이트에 

대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설명

13. 운영 및 유지

제품 및 부품의 보증이 종료될 때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될 것 요구

14. 사이버보안 

기술 지원 및 

보증 종료

[표 6-3] 위험 관리 기법 (출처 : KISA 위험관리 가이드)

분류 요구 사항

위험 수용

위험 전가

위험 감소

위험 회피

위험이 발생할 경우의 피해가 미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위험에 대한 잠재적 손실 비용을 기업이 감수

위험이 존재하는 제품에 대한 사업을 외주로 돌리거나 보험을 드는 등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실무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위험을 감소시킴

제품에 존재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비용이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클 경우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이나 

프로세스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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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0]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자인 측면에서 사이버보안이 정의되고, 정의된 

사이버보안에 대한 목표가 도출되어야 한다. 하드웨어 디자인 측면에서 공격의 주 표적이 되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 필요한 사이버 보안 활동은 안전한 설계 

규칙 및 코딩 지침, 도메인 분리, 자체 보호, 우회에 대한 방어 및 안전한 초기화 방법에 대한 정의가 고려되어야 

한다.

[Section 11]에서는 개발을 거친 제품을 조립하여 제품화한 후 앞서 정의한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 

사이버보안 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는 제품에 대한 동적(dynamic)이고 

정적(static)인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코드 및 디자인 분석, △Fuzz 테스트, △Pen Test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이 섹션에서는 사이버보안 목표 달성 여부 뿐 아니라, TARA를 통해 위험 관리가 이뤄지고 남은 

잔존 위험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테스트가 진행된다. 

[Section 9-14]에서는 차량 컨셉 설계부터 사이버보안 기술 지원 및 보증 종료까지 차량 생산 생명주기 전반에 

존재하는 사이버보안 활동을 정의하고 관리해야한다.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Section 15]에서 

확립한 위협 평가 및 분석 방법 “TARA”를 활용하여 관리해야한다. 

[Section 9]은 사이버보안과 관련이 있는 제품(Item)의 식별하고 이를 정의 내려야한다. 또한 사이버보안의 목표 

및 컨셉을 도출해야한다. 사이버보안 목표 도출은 ISO 26262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성을 띄고 있는데, [그림 

6-9]와 같이 HARA(Hazard Analysis and Risk Assessment)를 통해 안전의 목표(Safety Goal)를 도출하는 

ISO 26262에 반해 ISO/SAE 214343에서는 TARA를 통해 사이버보안의 목표 (Security Goal)를 도출한다. 

[그림 6-9] HARA(ISO 26262)와 TARA(ISO/SAE 21434)에서의 목표(Goal)와 컨셉 도출 (출처 : AEM)

[그림 6-8] ISO/SAE 21434 프로젝트 사이버보안 관리 프로세스

[표 6-6] 사이버보안 활동 검증 테스트 방법

[표 6-5]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사이버보안 고려사항
(출처 : Georg Macher, "ISO/SAE DIS 21434 Automotive Cybersecurity Standard - In a Nutshell", )

분류

분류

테스트 명 내용

고려사항

하드웨어

보안

사이버보안 도메인 디자인(도메인 분리)

보안 기능을 가진 하드웨어 우회에 대한 방어

보안 기능을 가진 하드웨어에 대한 자체적인 보호

보안 기능을 가진 하드웨어에 대한 안전한 초기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프로그램 및 함수의 올바른 실행 순서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설계

및 코딩

데이터 및 제어 흐름의 정확성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단순성, 가독성, 이해성

수정에 대한 검증, 적합성

우회에 대한 방어

안전한 초기화 방법 정의

도메인 분리

사이버보안 

테스트 방법

정적(Static)

동적(Dynamic)

CQA(Code Quality Analysis), Defect Analysis

특정 부분(Unit) 동적 테스트 (ex. VectorCast)

코드 및
디자인 분석

소프트웨어에 유효한 값부터 유효하지 않은 값을 무작위로 입력(Brute Force)하는 
테스트 방법으로 인터페이스 스캐너, 크래커, 취약점 스캐너 등을 이용

Fuzz 테스트

숙련된 보안 전문가를 섭외하여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눠 실제 공격을 수행하여 
공격 진입 인터페이스를 파악하고 대상의 방어 메커니즘에 침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테스트로 블랙 박스, 화이트 박스, 그레이 박스 테스트가 존재

Pen 테스트



54 55

Special Column CSMS(ISO/SAE 21434)인증으로 살펴보는 차량 보안의 현재와 미래

www.igloo.co.kr

[Section 12]에서는 앞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사이버보안 요소가 검증된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OEM 및 제조업체는 제조 및 조립 과정에서의 사이버보안을 규정해야한다. 앞서 

TARA와 같은 위험 관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사이버보안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마련이다. 

[Section 13]에서 OEM은 이런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앞 단계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생산 중에 있는 제품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사이버보안을 유지해야한다. 

미국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IST)의 SP 800-61(보안사고 처리 가이드)에서 보안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4단계 

(예방 > 탐지/분석 > 대응 > 복구)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사고 분석 절차 가이드에서는 7단계 (사고 

전 준비 > 사고 탐지 > 초기 대응 > 대응 전략 체계화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분석 > 보고서 작성)로 분류된다. 

또한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기술 지원 및 보증 종료 시까지 신규 취약점 발생에 따른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제품 폐기 시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정보가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폐기 절차가 

필요한데, [Section 14]에서 OEM은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안전한 폐기 절차를 정의해야한다. 폐기에는 기술 

서비스 지원이 종료되는 ‘End Of Support’와 기술 지원은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용자에 의해 폐기 처리가 

요구되는 ‘Decommissioning’의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 사이버보안 지원 해제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 차량 생산에는 OEM 뿐만이 아니라 제조 업체와 같은 협력사에게 업무가 분산되어 생산된다. 이러한 

협력사들을 Tier라고 부르는데 OEM은 Tier와의 분산 공급망 측면에서 발생하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사이버보안 

활동의 관리가 요구된다. ISO/SAE 21434에서 해당 내용은 [Section 7]에 명시되고 있다.

[Section 7]에서는 공급망 상에서 분산 업무에 의해 발생하는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Stockholder) 간의 

사이버보안 활동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OEM과 Tier는 생산 활동이 이뤄지기 전, 업무 할당에 관한   견적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 때 사이버보안 업무 협약서(CIA, Cybersecurity Interface Agreement)가 함께 

작성되야한다. CIA는 분산 업무 시작 시 OEM과 Tier 모두의 동의 하에 체결되어야하며, 각 기업은 사이버보안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① 취약점 점검 등의 사이버보안 활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이버보안 담당자를 지정 

 ② 사이버보안 계획 및 취약점 점검에 의해 발견된 위험에 대해 수용이 필요한 경우 양사의 동의가 필요

 ③ 사이버보안에 관한 이슈 존재 시, 조치 및 결정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

 ④ OEM의 사이버보안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Tier는 OEM과 협의 요청

이와 같이 협의를 마친 CIA 체크리스트에 따라 Tier는 OEM에게 개발 및 개발 후의 활동에 대한 역량 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 역량을 제공해야하고 OEM은 Tier를 대상으로 역량 평가를 진행해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한다.

분류 단계 내용

NIST

보안사고

처리 가이드

KISA

침해사고

분석 절차

가이드

예방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에 대한 징후 탐지 단계, 의심 징후
발생 시 초기 분석하여 침해 여부 판단

발생한 피해를 원상 복구시키고, 사후평가를 통해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안 설정 강화 조치

침해사고 발생 이전에 원인을 제거·감소 시키기위한 일련의 활동
 1) 침해사고 대응팀(CERT) 구성
 2) 사고 발생 시 대응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
 3) 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직원 보안 인식 강화

탐지/분석

복구

사고 발생하기 전 침해사고 대응팀 구성 및 조직적 대응 준비

침해사고 대응팀 신고 및 소집, 초기 조사 수행,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정보들을 
수집하여, 발생한 사건의 유형 파악 및 영향 평가 실시

육하원칙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 호스트·네트워크 기반 증거로 나눠 
사고 조사 진행.

인력, 장비 및 솔루션에 의한 이상 징후 탐지 및 관리자에 의한 사고 식별

침해 당한 환경과 대응 능력을 고려하여 조직의 업무 목표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 상위 관리자의 승인 필요

수집 및 분석한 데이터를 가공해 침해사고 원인~사후 대응까지의 마스터 플랜을 
문서화

조직의 목표에 따른 위험순위를 작성하여 침해를 복구하는 활동

사고 전 준비

초기 대응

데이터 수집/분석

사고 탐지

대응 전략 체계화 

보고서 작성

복구 및 해결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활동
 1) 증거 데이터 수집/보호
 2) 예방 단계의 계획을 기반으로 유형별 긴급도를 나눠 조치

대응

[표 6-7] 공급망 사이버보안 관리 항목별 분류

분류 Section 요구 사항

공급망

사이버보안

관리

7. 분산형

사이버보안 활동

OEM-TIer의 커뮤니케이션, 사이버보안 상의 종속성 및 책임 소재 정의 등을 

목적으로 분산형 사이버보안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

[표 6-7] 침해사고 대응 프로세스 구축 방법 (출처 : NIST,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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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형 CSMS - 국토교통부 《차량 보안 가이드라인》

ISO/SAE 21434를 기반으로 OEM 및 Tier는 CSMS를 구축한 후 인증과정을 거쳐 CSMS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인증 과정을 거친 업체는 부품 및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VTA)을 받아 UNECE 가입국에 차량을 수출 할 수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UNECE 가입 국가는 UNECE WP.29의 R-155를 채택했다. 

한국은 UNECE 가입국이지만, 자동차 안전에 대해 자기인증제도를 취하고 있어 형식승인 기반의 UNECE R-155를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량 산업의 발전 및 국내 차량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ISO/SAE 21434의 국내 도입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국의 법 체계에 맞춘 한국형 CSMS 인증 체계를 제작해 UNECE R-155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그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파트에서는 CSMS의 적용 범위, 프로세스, 고려사항 등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구축에 있어 

갖춰야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상세 내용으로는 ISO/SAE 21434와 동일하게 차량 산업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CSMS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조직 구성, 위험 식별, 위험 평가 및 분류, 식별된 위험 

관리 및 검증, 사이버보안 테스팅, 위험 정보 업데이트, 취약점 발생 시 보안조치 평가, 침해사고 분석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구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및 

보안조치를 제시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작사 뿐 아니라 관련된 공급망 

내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에서는 UNECE R-155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국내 법률에 맞춰 

4가지 파트(△총칙,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제작사 권고 사항, △자동차보안전담기관의 역할)로 재해석 

했다. 총칙 파트에서는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적용 대상 정의 등 CSMS의 전반적인 

Overview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적용 대상 범위에서 UNECE R-155는 자율 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CSMS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토교통부 가이드 라인에는 제외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6-10] 자동차 사이버 제도화 로드맵 (출처 : 국토교통부)

[표 6-8] UNECE R-155와 국내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표 6-9] 《차량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상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프로세스(출처 : 국토교통부)

[표 6-10] 《차량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상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출처 : 국토교통부)

적용 대상

Category M - 승객운송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Category N - 화물 운반 동력 구동 자동차, 화물차
Category O(전자제어장치가 장착된) - 트레일러
Category L6, L7(Level 3 이상의 자율 주행 기능 탑재) - 초소형 차량

구분

UNECE R-155

국토교통부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전자제어장치가 
장착된 피견인 자동차

근거 자료

UNECE 「Consolidated 
Resolution on the 

Construction of Vehicles 
(R.E.3)」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1항 1~4호

분류

분류

설명

설명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프로세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고려사항

조직 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운영

차량에 대한 위험 발견·인지를 위한 프로세스
 - 사이버보안 시스템의 연관성 식별
 - 각 시스템/기능 정의 및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전체 시스템 기술/묘사
 - 보안의 대상이 되는 자산 식별 활동

CSMS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 및 매뉴얼 정의
 -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 구조화
 - 사이버보안 역할 및 책임의 정의 및 권한 배분
 - 차량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사이버보안 관리활동 매뉴얼

위험 식별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에서 부록으로 제시하는 위협 및 보안조치 및 그 밖에 
추가적인 위협에 대한 조치를 고려

보안성 확보

제작사의 모든 차량의 전반적인 라이프사이클에서의 사이버 공격, 위협,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지속적인 
모니터링, 차량의 

데이터

가능한 최단 기간 내에 사이버 위험으로 인한 피해 예방·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 고려
 - 기한(deadline)을 설정하여 빠른 시간 내에 위험을 관리
 -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

대응 방안

자동차의 부품, 서비스 등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 
방안을 설립
 - 제작사가 공급망의 보안을 단독으로 관리할 의무는 없으며, 공급업체 간의 합의 및  
    협력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음

공급망 위험 관리

분석~처리 과정을 거친 잔존 위험을 허용범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위험 관리 수준을 
검증하는 프로세스

위험 관리 검증

개발 중인 차량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자체적인 테스트 프로세스
사이버보안 

테스트

시시각각 변화하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 식별~처리 프로세스를 최신화하는 
프로세스

위험 평가 정보 
업데이트

식별된 위험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 위험 분석 및 산정 : 위험에 대한 영향 평가 및 공격 경로를 예측해 실행 가능성 판단
 - 위험 분류 및 처리 : 산정 결과에 따라 위험을 분류하고, 위험도를 낮추는
                               보안조치를 통해 처리

위험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매뉴얼 제작 프로세스
 - 침해 사고 전담 대응팀 활성화 및 대응절차 등의 매뉴얼
 - 사고 및 취약점 정보 획득을 위한 모니터링 절차
 - 취약점 발견 시 대응 절차 당의 매뉴얼

식별된 위험
평가, 분류

및 처리

공격 모니터링 및 
대응 신규 위협 
보안조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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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권고사항 파트에서는 차량 제작사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ISO/SAE 21434에서 TARA를 통해 위험 평가~관리 프로세스를 도출하여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활동을 정의한 것과 동일하게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에서 또한 [그림 6-11]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활동을 정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위험 평가/관리 단계에서 제작사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련 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수행, △식별된 위험 

처리 및 관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위험 평가/관리는 자동차 내·외부 시스템, 공급망 등 차량에 존재할 수 있는 

각종 위협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산정된 위험 중 수용가능한 위험 수준 및 위험 심각도를 정의하여 

관리해야하고 위험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최신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보안 조치/모니터링 및 대응 단계에서 제작사는 차량에 존재하는 취약점에 대하여 △탐지 및 예방, 

△모니터링 및 원인 분석 등의 보안조치를 구현해야한다. 보안조치는 식별된 위험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할 

수 있어야하며,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는 차량에 국한되지 않고 차량 관련 제품에도 

적용되야하며,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암호화에는 충분한 보안 강도를 가진 암호 표준을 갖춰야 한다.

(3) 보안 시험(테스트) 단계에서 제작사는 설계된 보안조치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4) 보안 기록 관리 단계에서는 차량의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하고 변경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하며, 자동차보안전담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보안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표 6-11]과 같다. 제작된 보안 기록은 차량의 생산이 완전히 중단된 날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보존되어야 하며, 폐기하는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가 권고된다. 

(5) 정보 공유 단계에서는 사이버 공격 및 취약점 탐지 및 대응에 대한 모니터링 현황 및 보안조치 사항을 연간 

1회 이상 자동차전담기관에 공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기관에 공유해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6) 상호 협력 단계에서 제작사는 관련 차량 관련 부품제작사, 자동차보안전담기관 등의 관련자들과 상호 

협력해야 하며, 각 기관들은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위험이 탐지 시 신속하게 보안조치를 수립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자동차보안전담기관의 역할 파트에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자동차보안전담 기관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동차보안전담기관이란 UNECE R-155 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차량 제작사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평가하여 CSMS 인증서를 발행하는 승인기관을 국내 법률에 맞게 변형한 기관으로 아직 

국내에 정확한 승인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해당 기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험 수준 관리를 위해 차량 

제작사가 제공한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림 6-11]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활동 (출처 : 국토교통부) [표 6-11] 차량 사이버보안 기록 정보 (출처 : 국토교통부)

구분

사이버보안 

기록 정보

내용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정보

대상 차량의 구성정보

 -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차량의 시스템, 장치, 아키텍처

 -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차량의 시스템 및 내·외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차량의 위험평가 정보

차량의 사이버보안 관련 시험평가 정보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사건/사고 기록 및 분석 정보

차량에 구현된 보안조치 및 위험관리 정보

부품 또는 장치, 서비스 등에 관한 공급망에서의 사이버보안 관련 고려사항

그 밖에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위한 조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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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형 CSMS - 법률적 개선 

앞서 살펴본 국토교통부 《차량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은 아직 제도화 혹은 법률화되지 못하고 권고 사항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자기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인증제도란 차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OEM 스스로가 인증하는 제도로, 기존 UNECE R-155와 동일한 ‘형식승인제도’가 사용되던 

중 제작 유연성 악화, 인증시간 소요, 사회적 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한국에서 2003년에 적용-실시되었다. 

자동차 판매를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하하고 제작사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OEM의 무분별한 자율성이 안전 상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는 미국의 

법적 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제조업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결함이 발견될 경우 소비자의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수십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이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를 통해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21년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 74조”에 따라 OEM이 차량의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2003년에 바뀐 인증제도의 허점이 18년이 지난 2021년에 개정된 것 또한 시사점이 있지만, △제작 업체가 

악의, 즉 결함을 알고 있었을 경우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될 뿐 아니라 △배상의 규모가 

5배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개정된 법은 소비자가 아닌 제작 업체를 중점으로 두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① 자동차관리법 제 74조의2 제1항 :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은 자가 있어야 

한다. 

차량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신체 및 재산과 같이 손실이 금전적으로 측정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차량의 결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용한 것에 대한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또한 이뤄져야하며, 결함의 정도에 

따라 인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 차량 산업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의 이용자에게 또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즉,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만 배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을 

이용한 고객에 대한 배상 또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 74조의2 제2항 :

제작 업체에게 결함에 있어 악의(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가 있어야 한다.

차량 자기인증제의 기반은 기업에게 자율성을 주고,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에 있다. 때문에  

자기인증을 거친 제품에는 결함이 없다는 것을 기업에서 보증해야한다. 신뢰성 있는 표준이 강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업체는 충분한 검증을 통해 안전한 제품을 출시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함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상이 이뤄져야한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의 악의는 증명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 법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게 기업의 악의를 입증의 의무를 주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고 개선되어야할 점이다.

③ 자동차관리법 제 74조의2 제2항 :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책임에 대한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기업-고객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배상 제도이기 때문에 결함에 대한 책임이 기업 측에 있다 하여도 이를 사형, 징역 등의 형벌을 내릴 

수가 없다. 구조적인 불가능에 의해 대체하여 부과하는 제도임에도 기업의 실책에 대한 책임 정도를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을 두고 있음은 시사점이 된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이해하고 기업과 개인의 벌금 및 배상금에 대한 부담금의 차이는 이해하려 들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100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개인의 입장에서 100은 부담이 클 수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500은 개인이 받아들이는 부담과는 차이가 크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기업 측의 배상은 하한선으로 

잡아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고로 개인이 느끼는 부담과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기업이 느낄 수 있도록 개선 되어야 한다.

[그림 6-12] 형식승인제 및 자기인증제의 해외 현황 분석에 의한 국내 제도 상의 시사점 및 개선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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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된 한국의 차량 자기인증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허점과 개선점을 갖고 있다. 이는 차량 생산에서의 이해관계자인 소비자-OEM-Tier 중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이 가중되어서는 안되기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첫 번째 유형으로, 앞서 설명한 UNECE R.155 등과 같은 차량 관련 국제 표준을 국내에 도입하여 국가 차원에서 

강제하여 차량 자기인증제가 아닌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자기인증제가 도입된 바탕에는 형식 

승인까지의 긴 소요 시간, 까다로운 절차에서 비롯되는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있다. 과거 경쟁력이 

부족했던 한국 차량 산업에는 충분히 필요한 제도였지만 현재는 다르다. 한국의 차량 산업은 이제 국제 사회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고, 차량 산업의 트렌드 또한 가격이 저렴한 차량보다는 품질이 보증된 차량을 선호하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기적인 차량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CSMS와 같은 국제 표준에 더해 강화된 국내 표준을 지정하여 차량 

업체에게 이를 강제함으로써 국가의 보증을 받는 제품을 생산해야한다. 형식승인제 도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차량의 결함에 대한 리스크를 국가가 함께 가져감으로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하게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차량을 제공받음으로써, 차량 업체는 결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국가는 차량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생기는 등 형식인증제는 도입을 안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기존의 차량 자기인증제를 유지하되, 결함 발생 시 피해자의 권익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기업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법률적 개선을 해야한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성립 요건(기업 과실이 존재해야하며, 이는 피해자가 증명해야하는 

불합리성), △피해 범위 및 배상의 범위(신체 및 재산 상의 손해를 입어야하며, 소를 제기한 피해자에 ), △배상금 

산정(피해에 대한 배상에 상한선을 두어 제한)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이 보증하는 차량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함으로써, 차량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시사점이 도출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2018년 BMW 연쇄 화재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명백한 제작사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재산적 

손해부터 생명을 잃기까지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국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규모만 개정되었고 

근본적인 원인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시장 경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부여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 책임은 자유를 부여한 국가에서 명백하게 물어야한다. 

결론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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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23) MG.SL 서비스수준관리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이규환

카테고리 소개 : MG.SL 서비스수준관리01.

관리(Management) > SLA, 서비스수준관리

 : 서비스수준관리는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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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의 여섯 번째 기능(Function)은 『관리(Management)』로, 그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될 세부 활동(Category)은 『서비스 수준 관리(MG.SL, SLA)』이다. 

이 글 루  보 안 관 제 방 법 론 이  다 른  정 보 보 호  프 레 임 워 크 나  보 안 관 제 방 법 론 과  다 른  점 이  있 다 면 , 

관리(Management)를 보안관제방법론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보안관제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공간에 전문화된 인력이 투입되어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국내 공공기관의 사이버 안전 센터의 경우 

정보보호 전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전문 인력을 통한 위탁운영(파견 보안 관제)을 수행하고 있기에 인력 관리, 

센터 수준 관리, 내부 시스템 운영, 인증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보안관제 업무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에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는, 이글루코퍼레이션의 20여 년간의 축적된 보안관제 및 보안관제센터 운영 

노하우를 보안관제방법론에 녹여 별도의 관리 기능을 포함하였고, 식별-예방-탐지-대응-복구-관리의 6 단계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관리 기능 중 오늘 소개할 세부 활동은 서비스 수준 관리로, 고객사에 보안관제를 수행하게 될 때, 

계약서와 별도로 서비스 수준 계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맺게 된다. 서비스 수준 계약은 사전적 

의미로 ‘협약 당사자 간에 특히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상대방, 즉 서비스 가입자에게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 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으며, 보안관제에서는 보안관제와 관련된 

행위(실시간 모니터링, 분석, 침해 대응, 복구, 시스템 운영, 교육, 위협 정보 공유 등)가 서비스로 인식된다.

3) 관련 문서

IG.SOC-061-01 서비스수준 측정지표, IG.SOC-061-02 서비스수준 협약서, 
IG.SOC-061-03 서비스수준 측정 결과보고서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수준 관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Service Level Metrics)는 서비스 제공 영역별 서비스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성과 지표로, 관리항목, 측정지표, 기대수준, 최소수준, 가중치, 달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보안관제 및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측정지표로 도출하고, 이를 통해 관리 지표를 선정하여 

2) SLA를 체결한다. 3) 이후 서비스 수준을 적용한 뒤 약 3개월간의 시범 기간을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한 뒤 4) 공식적인 서비스 수준에 대한 관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SLA에는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보안관제센터에 따라 기대수준 이상의 성과 도출 시 

인센티브를, 최소 수준 이하의 성과 미달 시 페널티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1) 보안관제방법론 프로세스 2) 관리(Management) 기능 로직 모델

[그림 7-1] 서비스수준관리 절차

[표 7-1] 서비스수준관리지표 항목 [표 7-2] 서비스수준측정지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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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01일] 시큐리티·인텔리전스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대표 이득춘, www.igloo.co.kr)은 2건의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의 적용을 통해 보안 이벤트 내 비(非)개인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대용량의 보안 데이터 분석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첫 번째 특허는 보안 이벤트 안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기술이다. 문자열 내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정규식(Regular 

Expression)을 이용하여 보안 이벤트 내의 개인정보를 찾아낸 뒤, 이를 암호화하여 수집, 저장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인터넷 활동이 기록된 보안 이벤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주소(IP)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낮추면서, 접속 

경로·접속 빈도 등의 비(非)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분석 용이성은 높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특허는 여러 보안 장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되는 대규모의 로그 데이터를 로그 유형 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 별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기술이다. 누적된 로그 데이터 양을 토대로 로그 유형 분류 기준과 룰셋(Ruleset)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로그를 파싱(Parsing) 및 분석해 위협 정보 유무를 판단한다. 세분화된 로그 유형 기준에 따라 로그 데이터를 병렬 분산 

처리함으로써, 실시간 생성되는 방대한 보안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이글루코퍼레이션은 방대한 보안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기 위한 

SIEM 기술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앞으로도 보안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는 핵심 기술 개발 및 솔루션 제공에 힘을 

싣겠다”라고 밝혔다. 

보안 데이터 활용도 및 분석 효율성 높인다... 

㈜이글루코퍼레이션, SIEM 특허 2건 취득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 데이터 활용 가치 높이는 SIEM 특허 2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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