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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OO Threat Insight

Summary

▶ 월간 핫이슈
최근 *CP와 **ISP 간 ‘망 사용료’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1년 10월 ~
12월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트래픽을 조사한 결과 해외 CP인 구글(Google)과 넷플릭스 (Netflix)가 전체
트래픽의 1/3을 넘게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가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개정안에 대해 ISP는 물론 이미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내 CP들은 큰 이견이 없지만, 반면
해외 CP들은 자칫 수백억 원대의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발하는 형국이다. 해외 CP들은
“망 사용료는 인터넷을 이용해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ISP 사업자들이 만들어낸 ‘한국 인터넷’만의
이슈입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 구글은 온라인 광고와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망
사용료 법안 반대청원’이라는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광고 배너를 게재하며 반대 의지를 확고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망 사용료를 둔 CP와 ISP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분쟁의 결과가 어떻든 결국
일반 사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다. 실제로 온라인 방송 서비스 업체인
‘트위치(Twitch)’가 망 비용을 이유로 한국 한정 동영상 화질을 하향 시킬 것을 발표하며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P와 ISP간의 이견 차이를 당장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망 중립성’ 원칙을 바탕으로 CP와
ISP의 갈등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내 사용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CP(Contents Provider) : 콘텐츠 공급자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 월간 통계분석
·· 2022년 10월 전체 공격 건수가 전월 대비 약 0.87배 가량 감소하였고, 이 중에서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은
전월 대비 약 850건 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공격(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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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중국과 이집트, 러시아, 불가리아, 멕시코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미국과 인도, 대한민국, 독일, 영국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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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igloo.co.kr

5

IGLOO Threat Insight

02.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월간 보안위협동향 및 분석

2022년 10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명령 실행(Command Execution)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Thin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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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공격이 전월 대비 750건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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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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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

비율(%)

등락

시스템 취약점 (System Vulnerability)

4,175

43.2

-

웹 취약점 (Web Vulnerability)

2,479

25.7

-

정보수집 (Information Gathering)

2,376

24.6

-

비인가접근 (Unauthorized access)

389

4.0

-

악성코드 (Malware)

153

1.6

-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42

0.4

▲2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31

0.3

▼1

정보노출 (Information Exposure)

15

0.2

▼1

총 합계

9,660

100

-

[표1-1] 월간 공격 유형

순위

탐지 명

건수

비율(%)

등락

1

MVPower DVR Shell 미인증 명령어 실행

1,560

16.1

-

2

명령어 삽입 (Netgear 라우터 취약점)

900

9.3

▲1

3

웹 취약점 스캐너 (Zgrab)

830

8.6

▲4

4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829

8.6

▲1

5

GPON 라우터 취약점

612

6.3

▼1

6

SQL 삽입

510

5.3

-

7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510

5.3

▼5

8

명령어 삽입 (D-Link HNAP 취약점)

335

3.5

-

9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314

3.3

▲1

10

명령 실행

275

2.8

NEW

6,675

69.1

-

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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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전체 공격 합계가 전월 대비 약 0.87배 가량
감소하여, 대부분의 공격패턴 건수 또한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850건 가량 감소하였고, 이는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공격 건수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600건 가량 감소하였고, 이는 MVPower DVR
Shell 미인증 명령어 실행 공격 건수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6

[표1-2]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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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월간 위협 IP 주소 TOP 10

04.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

2022년 10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중국과 이집트, 러시아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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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인도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공격 비율 합이 전체 대비 약 48%로, 절반보다 살짝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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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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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상세 분석 결과

MVPower DVR Shell
미인증 명령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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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 삽입
(Netgear 라우터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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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취약점 스캐너 (Z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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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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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ON 라우터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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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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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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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 삽입
(D-Link HNAP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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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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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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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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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IP

국가

IGLOO_CTI

공격정보

1

152.89.196.23

GB

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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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9.143.32.6

KR

14/106

명령어 삽입 (Netgear 라우터 취약점)

3

152.89.196.211

GB

15/106

ThinkPHP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4

152.89.196.62

GB

5/106

디렉터리 접근 공격

5

206.189.234.54

US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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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93.46.254.155

GB

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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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8.119.59.84

US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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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81.219.149.148

BR

2/106

시만텍 웹 게이트웨이 ntpserver 타임존 RCE

9

185.216.71.180

US

8/106

명령 실행

10

179.43.139.202

CH

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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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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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9.2%
10.6%
33.3%
38.1%

[표1-3] 월간 출발지 IP 주소 TOP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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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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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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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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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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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세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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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 월간 사이버위협탐지정책 통계

2022년 9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14,641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정보는

2022년 9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49건 이다.

174,463건 수집되었다.

9월 한 달 동안 아틀라시안[Atlassian(CVE-2022-36804)], 가마레돈 멀웨어(Gamaredon Malware),

수집 대상별 순서는 [해외-Malware(84,343건)], [해외-Phishing(84,057건)], [국내(14,641건)] 으로

GoShell PHP Webshell, 록빗 멀웨어(LockBit Malware) 등에 대한 탐지정책이 배포 되었다.

집계되고 있다.

[그림 1-4] 최근 3개월 공유 건수

Code

탐지 정책

설명

태그

IGRSS.8.05932

alert tcp $HOME_NET any -> $EXTERNAL_NET $HTTP_PORTS
(msg:"IGRSS.8.05932 Malware, Gamaredon,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barley/barley.
xml"; fast_pattern:only; http_uri; content:"UA-CPU: AMD64"; http_
header; sid:805932;)

가마레돈 멀웨어(Gamaredon
Malware)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Malware,
Gamaredon

IGRSS.8.05963

alert tcp $EXTERNAL_NET $FILE_DATA_PORTS -> $HOME_
NET any (msg:"IGRSS.8.05963 Webshell, php, GoShell,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client,established;
file_data; content:"open(FILEHANDLE, |22|cd
$param{dir}&&$param{cmd}|7C 22|)|3B|"; fast_pattern:only;
sid:805963;)

GoShell PHP Webshell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Webshell, php,
GoShell

IGRSS.2.05972

alert tcp any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2.05972 Atlassian, Bitbucket, CVE-2022-36804,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rest/api/"; depth:10; http_uri; content:"/repos/";
distance:0; http_uri; content:"/archive?"; distance:0; fast_pattern;
http_uri; content:"prefix="; distance:0; http_uri; content:"|00|";
distance:0; http_uri; pcre:"/[?&]prefix=[^&]*?\x00/U"; sid:205972;)

아틀라시안 비트버킷 서버와
데이터 센터(Atlassian
Bitbucket Server and Data
Center)의 CVE-2022-36804
취약점을 악용한 원격 코드 실행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Atlassian,
Bitbucket,
CVE-2022-36804

IGRSS.8.05974

alert tcp $EXTERNAL_NET $FILE_DATA_PORTS -> $HOME_NET
any (msg:"IGRSS.8.05974 Malware, LockBit,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client,established; file_data; content:"|00
00|L|01|ockBit |D0 6C 61 DD 12 9D|RAnsomw|EC|re3|0D 0A 04
59|"; fast_pattern:only; sid:805974;)

록빗 멀웨어(LockBit
Malware)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Malware,
LockBit

[그림1-1] 최근 3개월 국내외 위협 정보 수집 건수

[그림1-2] 위협 IP 국가 현황

[그림1-3] IoC별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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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월간 주요 사이버위협 탐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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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스스캔’ 랜섬웨어 상륙… 국내 기업 주의보

이달의 주요 ISSUE

·· 지난 7월 이후로 콜택시 시스템을 공격, 마비시킨 랜섬웨어 ‘매스스캔(masscan)’에 의한 추가 피해가 확산하고
있음.
·· 익명을 요구한 보안전문가에 따르면 매스스캔이 서버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확인된 기업 피해 사례는 4건 이상으로 제약·바이오 등 업종이 다양함.
·· 매스스캔 공격은 집단의 소행으로 짐작되며, 웹을 통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취약점을 기반으로 공격이
진행됨.
·· 피해 사례 분석 결과, 서비스 마비나 데이터 대량 탈취 등 피해 규모를 키우려는 의도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국내
피해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커 보임.

··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 등 총 66개 기관 대상 민간 화이트 해커를 활용해 사이버 해킹 모의훈련 실시
·· ‘데이터안심구역’ 관련 법 제정 따라 절차 돌입…11-12월 지정 예정
·· 내년 정보보호 정책 예산 2,928억 원…보안 R&D에는 959억 원 편성

·· 보안 기업 관계자는 매스스캔 공격 방식은 이미 알려진 방식으로 기업의 보안 대응이 미흡한 경우, 쉽게 침입이
이뤄진다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과 권한을 최소화하고 관리자 비밀번호 보안도 강력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함.

·· 국내 정보보호산업 매출 13.4% 증가…정보보안 4조 5,497억 원 달성, 16.0% 성장
·· ‘소프트웨어(SW) 개발보안 모범사례 공모전’ 개최
·· ‘100만 디지털 인재’ 육성 본격화…11개 대학 선정
·· 소속·산하기관 정보보안 최고책임자 워크숍 개최

▶ 삼성전자 너마저…해킹으로 얼룩진 삼성의 미국법인

·· 제10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진행…인공지능(AI)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논의 이어져
·· ‘제1차 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 콜로키엄’ 개최
·· 정보보호 신속확인제도, 10월 말 시행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

·· ‘사물인터넷(IoT) 보안 시험·인증 기준’ 국제 표준 채택
·· ‘정보보호 R&D 핵심기술 이전 설명회’ 개최
··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분야 여성 인재 양성사업 협약식 개최
·· KISIA와 ‘2022년 사이버보안 대연합’ 첫 보고서 발표

·· 삼성전자가 미국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미국 법인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등록
고객들의 이름, 생년월일, 제품 등록 정보, 인구 통계 데이터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 삼성은 영향을 받은 시스템 보호 조치를 취했고, 사회보장번호(SSN) 및 신용·직불카드 등의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업계 내 최고 전문가들과 협력해 시스템을 보강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 또한 더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삼성전자는 올 3월에도 랩서스(Lapsus$)에 의해 계정 인증 소스 코드 등 기밀
데이터가 유출된 바가 있음.
·· 또한, 삼성전자 소비자인 쉘비 하머(Shelby Harmer)는 삼성전자 시스템에 등록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표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일어난 상태임.

·· 이스라엘과 사이버보안 파트너십 모색 협력

▶ 한글 파일 안에 숨은 ‘상상도 못한 정체’…익숙함을 이용한 해킹
·· ‘2022 정보보호 해외 진출 인앤아웃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제21회 정보보호 대상’ 공모…정보보호 모범 실천 단체 및 우수사례 발굴한다
·· ‘제2차 정보보호 성장기업 도약 네트워킹’ 행사 개최

·· 최근 프로필 양식으로 위장한 한글 문서가 발견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 안랩 ASEC 분석팀은 확인된 한글 파일 내부에는 OLE 개체가 삽입되어 있는데, 공격자가 개체를 삽입한 위치 앞에
하얀색 이미지를 두어 OLE 개체가 보이지 않도록 해뒀으며 문서에 삽입된 OLE 개체 중 hword.exe와 hwp.exe는
모두 윈도우10 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정상 파일이라고 분석함.

·· 걸음마 뗀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아키텍처·보안·개념 구체화 ‘총력’
·· 금융보안원, 금융권 사이버침해 위협분석 대회 ‘2022 FIESTA’ 개최

기타

·· 국가정보원, 2022 사이버안보 국제학술회의 개최
·· 정부,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 출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6개 지자체 과태료 부과

·· 이는 2020년 공개된 플래시 취약점(CVE-2018-15982)을 이용하고 있으며 당시와 동일한 악성 URL을
사용했음.
·· 이 외에도 사례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양식으로 위장한 악성 한글 문서도 발견됐음.
·· 이처럼 과거 사용됐던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에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법 위반한 8개 사업자에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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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주마저 미끼가 된다…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을 악용하는 해커들
·· 블리핑컴퓨터에 의하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을 피싱 공격에 활용하는 사이버 범죄 행위가 급증하는 중임.
·· 보안 업체 프루프포인트(Proofpoint)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MS를 사칭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인사말을 짤막하게
남길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고, 여기에 속아 로그인하는 순간 해당 정보가 공격자에게
넘어간다고 함.
·· 최근 사이버 공격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키워드 등 중요한 사회 이슈를 피싱 공격용 미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 로그인 크리덴셜과 다중 인증 코드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미국 국립 컴퓨터 보안 센터(NCSC)는 사이버 공격자들이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시사 이슈를 활용해 인간의 심리를
공략하는 기술이 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함.

▶ Z세대 놀이터 NFT 마켓플레이스…해커들 입맛 다시는 중

▶ 소 잃고 외양간을 너무 크게 고쳐…한국 기업 데이터 유출 피해액 사상 최고 기록
·· IBM 시큐리티의 ‘2022 데이터 유출 비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 세계 기업이 데이터 유출로 인해
평균 약 6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한국 기업 역시 43억 3,400만 원 상당으로 사상 최고 피해액을 기록했음.
·· 한국의 경우, 데이터 유출 사고 건당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산업은 금융, 서비스, 정보기술(IT) 순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 산업 분야가 데이터 보안 위협으로 인해 가장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남. 국내 데이터 유출 사고를
일으킨 최초 공격 방법으로는 ‘사용자 인증 정보 도용(약 20%)’이 가장 많았으며, ‘클라우드 구성 오류’와 ‘제3자
소프트웨어의 취약성 공격’이 뒤를 이음.
·· 데이터 유출 피해 규모에는 기업의 보안 성숙도가 영향을 미쳤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국내 기업의 피해액은 약 50억 원인 반면, 도입 후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의 피해액은 약 38억 원으로
나타나 선제적인 보안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됨.
·· 또한, 데이터 유출로 인한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채택을 통해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고, 보안 오케스트레이션·자동화·대응(SOAR) 및 확장된 탐지 및 대응(XDR)에
투자해 탐지 및 대응 시간을 개선할 것을 권장함.

·· 최근 ‘Z세대’의 놀이터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마켓 플레이스 영역이 빠른 속도로 확장하면서,
네이버, SK텔레콤,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앞다퉈 NFT 마켓플레이스에 진출하고 있음.
·· 그러나 NFT 마켓플레이스가 인기를 끌면서 해커들의 먹잇감으로 부상하는 등 보안 위협도 급증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해 12월, 아티스트이자 로스+크레이머 갤러리의 소유주이고 NFT 수집가인 미국 뉴욕의 토드
크레이머(Todd Kramer)는 NFT 자산 15개를 도난당했으며, 전체 자산 가치는 약 22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
해당 거래가 일어난 블록체인 플랫폼 오픈씨(OpenSea)는 도난당한 품목을 동결하고 모든 거래를 중단함.
·· 또한, 지난해 12월, 해커가 아시아 최초 PFP(Profile Picture) NFT 기업인 몽키 킹덤(Monkey Kingdom) 그룹의
관리자인 척 속여 그룹의 디스코드 사용자들에게 피싱용 웹사이트 URL을 전송한 후, 웹사이트 접속 시 암호화폐
지갑으로 인증하도록 유도해 피해자의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갈취한 사건도 발생함. 이 사건으로 갈취 된 암호화폐
규모는 한화로 약 16억 원 규모임.
·· 대부분의 NFT 마켓플레이스는 분산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일부는 중앙집중식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데이터 변조, 검열 및 생성이 가능하고 수집한 NFT의 잠재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보안상 취약점이 있음. 중앙집중식
모델인 오픈씨(Open Sea)와 니프티 게이트웨이(Nifty Gateway) 등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플랫폼에 있는 모든
자산의 개인 키를 자체 플랫폼에 저장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손상되면 짧은 시간에 여러 계정이 해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부숴버리겠다…중국의 역공
·· 시큐리티위크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을 해킹 국가로 지목하며 이미 수만 번의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민감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함.
·· 특히 각종 연구 기관과 대학 기관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빼갔다며 중국의 국가 안보를 넘어 국민 개인정보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음.
·· 그중에서도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이 중국 시안 서북폴리텍대학교의 IT 및 우주항공 기술을 훔쳐냈다는 게 이
주장이 문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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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도 해킹당한다…협업 도구 플랫폼에서 살아남기

·· 최근 개발자들의 협업 도구들이 오히려 개발자를 위협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도커(Docker)’,
‘큐버네티스(Kubernetes)’, ‘슬랙(Slack)’ 등에서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음.
·· 지난 18일, 한 해커가 슬랙의 크리덴셜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록스타게임즈(Rockstar Games)의 유명 게임 GTA
후속작 개발 자료들을 훔쳤고, 1주일 후에는 보안 업체 트렌드 마이크로(Trend Micro)가 설정이 잘못된 도커
컨테이너를 침해하려는 해커들의 체계적인 활동을 찾아내 경고하기도 했음.
·· 슬랙의 대변인은 모든 고객이 소셜 엔지니어링에 대한 강력한 방어 대책을 수립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이 아닌 인지 제고 훈련도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함.
·· 또한. 개발자 다수가 아직도 다중 인증과 같은 기본적인 보안 장치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패키지 생태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다중 인증을 필수로 구축하라고 조언함.

▶ 美 주요 공항 웹사이트 공격하는 친(親) 러 해킹그룹들

·· 지난 10일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 있는 국제 공항 10곳이 친(親) 러시아
해킹그룹의 공격을 받음.
·· 미국 공항의 웹사이트가 이날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해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지만, 비행기의 이착륙 등 항공관제와 공항 내 보안 시스템은 해킹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서북폴리텍대학교의 주장에 따르면, NSA는 각종 해킹 도구들을 동원해 대학 내 네트워크로 침입했고 수만 개의
네트워크 장비들과 서버를 공략했으며, 선OS(SunOS)라는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 해킹 공격은 ‘킬넷(KillNet)’으로 알려진 친러 해킹그룹이 공격 목표 사이트 명단을 게시하며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유도한 뒤 발생했지만, 러시아 내부 소행으로 추정될 뿐 러시아 정부가 직접 개입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보통은 중국이 미국 기관에 침투하는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으며 NSA 측은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음.

··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러시아 해커 그룹 활동의 배후에는 러시아군 정보조직이 있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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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보안담당자를 위한 이상행위 탐지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축 사례

02.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입사 후 경험한 1인 담당자 고객사들의 특징은 담당자가 대체로 바쁘다는 것이다. 담당자는 우리 SIEM
(SPiDER TM)만 보고 있지 않는다. 다른 보안 장비도 관리해야 하고 보안업무 말고도 다른 업무가 많아 신경을
쓸 여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끊임없이 수집되는 TM의 보안이벤트와 경보들을 보며 피로도가 쌓이며 침해

기술지원센터 분석기술팀 김도현

발생 시 정작 자신이 무엇을 보아야 할지 모르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대시보드(Unified Dashboard)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그 이유를 알아보자.

1) SIEM(SPiDER TM) 단독 운영 시 한계
통합대시보드(Unified Dashboard)가 필요한 이유는 SIEM (SPiDER TM) 단독 운영 시 보안관제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는
수많은 보안데이터를 가공하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만 추려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은
효율적인 보안관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통합대시보드(Unified Dashboard)가 없고
SIEM(SPiDER TM)만 단독 운영한다면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도입 대비 업무
효율성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IT 인프라 기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01. 개요
당사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는 크게 관제요원이 상주하고 있는 고객사와 1인 담당자가 직접 운영하는 고객사로
나눌 수 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문 보안관제 요원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365일 상시모니터링을
하며 사이버위협 및 이상징후 탐지 시 초동대응과 침해분석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반면 1인 담당자
환경에서는 혼자서 보안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제가 있는 고객사보다
잠재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즉각적인 대응 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대응능력이 부족한 1인 담당자 환경에서 담당자가 기관 내 보안현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다가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 가이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한 가지 해결 방안과 실제
고객사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실제 구축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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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대시보드의 다양한 활용

뿐만 아니라 이보다 좀 더 상세 분석이 필요한 경우 대시보드의 팝업 기능을 활용하면 추가 분석이 가능하다.
메인 분석 대시보드에서 공격자 IP 클릭 시 팝업 대시보드로 연결되며 CTI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위협 score

지금까지 통합대시보드(Unified Dashboard)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은 활용 방법이다.

점수, 어떤 공격을 시도했는지 알 수 있는 공격 유형 분류, 내부 자산에 대한 무결성 현황, 목적지와 출발지에

SIEM(SPiDER TM)과 통합대시보드(Unified Dashboard)의 데이터베이스 통계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보안

따른 공격의 흐름까지 알 수 있다.

현황과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 기본적인 사용법이다. 하지만 필자는 통합대시보드(Unified Dashboard)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하고 싶었다. 따라서 한발 더 나아가 탐지된 이벤트에 대한
상세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용 대시보드를 만들었다. 대부분 IPS 위주의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장비의
대상은 IPS로 선정하였고 대시보드 구성은 보안장비의 전반적인 탐지 차단 추이부터 시작하여 최근 7일 중 3일
동안 공격이 탐지된 공격자, 최근 7일 동안 꾸준하게 지속 공격을 시도하는 지속 공격자와, 최근 7일 동안 탐지된
이력이 없다가 새롭게 탐지된 신규 공격자, 3가지 이상 공격을 시도한 복합 공격자 등 여러 데이터셋과 위젯을
조합하여 표현해보았다. 상세 분석 대시보드를 활용할 경우 단순 top N 통계 위주가 아닌 좀 더 복합적이고 한층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표현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상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림 3-2] 탐지된 위협 IP에 대한 행위 분석 팝업 대시보드

앞서 소개한 활용방법으로 대시보드를 운영할 경우 SIEM(SPiDER TM)에서 수집된 수많은 이벤트 중 직접 위협
IP를 찾아가며 분석을 해야 하는 공수를 한 단계, 두 단계 줄여주고 이 모든 정보를 한 페이지에 원 클릭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매번 분석할 때마다 걸리는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측면에서 어떤 고객사에서 활용하더라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1인 담당자 고객사에서의 그 중요도는 관제
[그림 3-1] IPS 이벤트 상세 분석 대시보드

18

요원이 있는 고객사와 구조적인 차이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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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나 홀로 보안 담당자를 위한 이상행위 탐지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축 사례
지금까지 소개한 통합대시보드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실제 고객사에 적용해보자. 소개하는 고객사는 기존
SIEM(SPiDER TM)만을 운영 중인 환경에서 보안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통합대시보드(Unified Dashboard)
2장을 추가 구매한 고객사이다.

3) 대시보드 제작
구성은 크게 네트워크 보안장비 모니터링과 외부공개 웹 사이트 모니터링으로 나누었다.
보안장비의 구성 흐름에 맞춰 대시보드를 표현했으며 네트워크 보안장비 대시보드에서는 DDoS/IPS의 전반적인
탐지 현황과 과거 7일 방화벽 차단 이력에 있었으나 금일 허용된 IP에 대한 탐지 현황을 볼 수 있는 복합
시나리오도 적용하였다.

1) 구축 컨셉 정하기 / 도입 전 담당자 인터뷰
대시보드는 매우 구체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시보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기관에 맞는
컨셉을 정해야 한다. 컨셉 정하기는 구축 전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보통 고객사의 보안 관점에 맞춰 컨셉을
정하게 되는데 고객사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안 관점 또한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A 기관에서는 내부
위협에 대한 관심이 많고 B 기관에서는 외부 공격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당연히 보고자 하는 데이터도 A
기관에서는 내부 위협과 관련된 데이터, B 기관에서는 외부 공격과 관련된 데이터들로 구성된다. 즉, 중요하게
보는 관점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
인터뷰를 하면서 외부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나누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안 장비에 흐름에 맞추어 전체적인 틀을 짰고 인터뷰를 토대로 각 보안 장비별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시로 제안하였다. 추가로 담당자가 원하는 몇 가지 요구사항도 반영하며 대시보드 컨셉을

[그림 3-3] 네트워크 보안장비 모니터링 대시보드

완성했다.
외부공개 웹 사이트 대시보드에서는 웹 방화벽의 전반적인 탐지 현황과 과거 7일 웹 방화벽 차단 이력에
있었으나 금일 내부 웹 서버에 허용된 IP에 대한 탐지 현황을 볼 수 있는 복합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추가로 SSLVPN의 계정별 최근 1시간 이내 2개 이상 국가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를 나타내도록 제작했다.

2) 대시보드 컨셉 및 구성
- 1인 담당자 고객사 기준, 외부/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탐지 모니터링 대시보드
·· 일반적인 통계 표현에서 벗어난 보안장비별 복합 시나리오 표현을 통한 이상 행위 공격자IP 표현
·· 주요 네트워크 보안장비 DDoS, IPS에 대한 전반적인 탐지 현황
·· 웹 방화벽 & SSLVPN을 활용한 외부 공개 웹 사이트의 이상 행위 탐지
·· 보안 권고문 & 상황 전파문 및 기관 자체 공지사항 전달
·· 상위기관에서 SSLVPN 접근하는 해외 IP에 대해 동일 ID로 2개 이상 국가에서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한 차단
조치 권고가 내려오기 전 대시보드를 통해 해당 IP에 대해 선제 조치할 수 있는 위젯 필요

[그림 3-4] 외부공개 웹 사이트 모니터링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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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Guide

4) 네트워크 보안장비 모니터링

위젯 제목
0

DDoS 탐지/차단 현황

1

5) 외부 공개 웹 사이트 모니터링

상세설명

상세설명

DDoS 전체 탐지 및 차단 건수 표현 / 기준시간: 최근 24시간 전 ~ 현재

0

웹 방화벽 탐지/차단 현황

DDoS 탐지/차단 시간 별 추이

DDoS 전체 탐지 및 차단 건수에 대한 시간 별 추이 / 기준시간: 최근 24시간 전 ~ 현재

1

웹 방화벽 탐지/차단
시간 별 추이

2

DDoS 신규 공격자 탐지 현황

DDoS 최근 7일 전 ~ 전일까지 탐지되지 않은 공격자IP 금일 탐지 이력
표현 데이터: 공격자IP - 공격 명 - 목적지IP

2

웹 방화벽 도메인 별 탐지/차단
건수

3

DDoS 과거 차단 > 방화벽 허용 이력
공격자 탐지 현황

DDoS 최근 7일 전 ~ 전일까지 차단된 IP가 금일 방화벽 허용 된 공격자IP 탐지 이력
표현 데이터: 시간 - 공격자IP - 목적지IP - 프로토콜 - 서비스 포트 - 건수

3

웹 방화벽 과거 차단 > WEB 허용 이력
공격자 탐지 현황

4

DDoS 지속 공격자 탐지 현황

DDoS 최근 7일 전 ~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탐지되는 공격자IP 탐지 이력
표현 데이터: 시간 - 공격자IP - 공격 명 - 목적지IP - 탐지/차단 건수

4

SSLVPN 로그인 성공/실패
건수 일별 추이

5

IPS 탐지/차단 현황

IPS 전체 탐지 및 차단 건수 표현 / 기준시간: 최근 24시간 전 ~ 현재

5

SSLVPN 해외 IP 접속자 현황

6

IPS 탐지/차단 시간 별 추이

IPS 전체 탐지 및 차단 건수에 대한 시간 별 추이 / 기준시간: 최근 24시간 전 ~ 현재

6

SSLVPN 계정 별 2개 이상
국가 접근

SSLVPN 2개 이상 국가에서 접속하는 사용자 탐지 현황 / 기준시간: 최근 1시간 전 ~ 현재
표현 데이터: 시간 - 사용자 계정 - 접속 국가 개수

7

IPS 신규 공격자 탐지 현황

IPS 최근 7일 전 ~ 전일까지 탐지되지 않은 공격자IP 금일 탐지 이력
표현 데이터: 공격자IP - 공격 명 - 목적지IP

7

SSLVPN 업무 시간 외
접근 현황

SSLVPN 업무 시간 외 접근 시 탐지 이력 / 기준시간: 최근 24시간 전 ~ 현재
표현 데이터: 시간 - 공인IP - 할당IP - 사용자 계정 - 접근 기기
업무 외 시간 기준: 20시 ~ 07시

8

IPS 과거 차단 > 방화벽 허용 이력
공격자 탐지 현황

IPS 최근 7일 전 ~ 전일까지 차단된 IP가 금일 방화벽 허용 된 공격자IP 탐지 이력
표현 데이터: 시간 - 공격자IP - 목적지IP - 프로토콜 - 서비스 포트 - 건수

8

보안 권고 & 상황 전파문

이글루 CTI 서버로 부터 수신 받는 보안 권고문 및 상황 전파문 최근 일자 Top5
표현 데이터: 등록 일시 - 제목 - 출처

9

IPS 지속 공격자 탐지 현황

IPS 최근 7일 전 ~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탐지되는 공격자IP 탐지 이력
표현 데이터: 시간 - 공격자IP - 공격 명 - 목적지IP - 탐지/차단 건수

9

공지사항

[표 3-1] 네트워크 장비 대시보드 구성 현황

22

위젯 제목

웹 방화벽 전체 탐지 및 차단 건수 표현 / 기준시간: 최근 24시간 전 ~ 현재

웹 방화벽 전체 탐지 및 차단 건수에 대한 시간 별 추이 / 기준시간: 최근 24시간 전 ~ 현재

웹 방화벽 도메인 별 탐지 및 차단 건수 / 기준시간: 최근 24시간 전 ~ 현재
웹 방화벽 최근 7일 전 ~ 전일까지 차단된 IP가 금일 웹 서버 접근된 공격자IP 탐지 이력
표현 데이터: 시간, 공격자IP - 도메인 - URL - 웹 상태 코드 - 건수
SSLVPN 로그인 성공/실패 건수 일별 추이 / 기준시간: 최근 7일 ~ 현재
SSLVPN 해외IP 접속 현황 / 기준시간: 최근 24시간 전 ~ 현재
표현 데이터: 국가 - 접속 IP주소 - 사용자ID

기관 자체 공지사항 / 수동 입력
[표 3-2] 외부공개 웹 사이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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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도입효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활용방법을 통한 사용자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가장 큰 도입 효과로
다가왔다. 이제 담당자는 매번 IP를 검색하여 언제부터 어떤 공격이 들어왔는지 일일이 찾지 않으며, 이게
정말 위협이 되는 IP 인지 반복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처리하거나 탐지된 공격들의
흐름이나 유형 등을 파악하여 한층 더 높은 분석을 할 수 있다.
상위기관에서의 일방적인 유해 IP 차단 권고 조치 또한 대시보드로 미리 파악하여 위협 IP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되면서 수동적인 구조에서 능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부분도 확실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방식에서 느꼈던 피로도와 비효율적인 프로세스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해소되면서 꺼져가던 SIEM(SPiDER
TM)에 대한 관심 또한 다시 살아나 기존 죽어 있던 솔루션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05. 맺음말
한눈에 기관의 전반적인 보안 트랜드를 확인할 수 있고 SIEM(SPiDER TM)의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서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만 표출해주는 것이 바로 통합대시보드(Unified Dashboard) 솔루션의 가장 큰 매력이다.
앞서 소개한 가이드를 바탕으로 SIEM(SPiDER TM)과 통합대시보드(Unified Dashboard)를 운영한다면
업무가 많은 1인 담당자 환경에서도 인원과 규모 대비 최대의 효율을 내면서 고객사에 최적화된 운영을 할 수
있다.
통합보안관제 솔루션을 도입하는 이유도 결국 관제업무의 기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방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이버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위험성이 있는
곳에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그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보안분야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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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Note

솔라리스(Solaris) 환경의 루트(root) 계정
su 제한 적용 방안 상세 분석

02. su 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파일 목록
su 권한 부여는 /etc/group, /etc/pam.conf, /etc/user_attr 3개 파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2021.03)’에 따르면 su권한을 4750(-rwsr-

보안관제센터 보안분석팀 이혜령

x---)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자와 소유 그룹이 su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소유자
권한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others(타 사용자)에도 실행 권한이 존재한다면 모든 사용자가 su를
사용할 수 있어서 시스템 내에 어떠한 계정을 획득하더라도 관리자 권한으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others에
실행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01. 개요

/etc/group 파일은 su 실행 권한을 가진 su 소유그룹의 그룹원을 설정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etc/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세부시설로 정의된 대상의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pam.conf 파일은 pam_sample.so.1 모듈 내 allow 옵션을 통해 su 사용을 허가하는 액세스 제어 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 /etc/user_attr 파일은 root의 유형(type) 설정 및 root 역할 부여 계정을 관리하여 su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21-103호’에 의거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파일

상세가이드(2021.03)’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구분
정의

해당 가이드의 Unix 서버 취약점 분석·평가 항목 중 ‘계정 관리’ 분류의 점검항목에는 U-45의 ‘root 계정 su

내용
시스템의 그룹에 관한 정보 포함

제한’ 항목이 존재한다. su(substitute user)는 로그아웃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권한으로 셸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어이다. su 사용이 가능한 계정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무분별한 사용자 변경으로 인해 타 사용자

필드 구성

[그룹명]:[그룹 패스워드]:[GID]:[그룹원]

소유 파일의 무결성이 침해되거나 root 계정으로 변경 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etc/group

# ls -al /usr/bin/su
-rwsr-x--- 1 root

점검 시, su 명령어를 특정 그룹에 속한 사용자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양호로 판단하고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취약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설정 예시

분석·평가 상세가이드(2021.03)’에서는 U-45의 ‘root 계정 su 제한’ 항목과 관련하여 UNIX 주요 대상들(HPUX, SOLARIS, LINUX)에 아래의 설정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방법

STEP
1

wheel group 생성 (wheel 그룹 미존재 시)
#groupadd wheel

2

su 명령어 그룹 변경
#chgrp wheel /usr/bin/su

3

su 명령어 사용권한 변경
#chmod 4750 /usr/bin/su

4

wheel 그룹에 su 명령 허용 계정 등록
#usermod -G wheel <user_name>
또는, /etc/group 파일 직접 수정
wheel:x:10: → wheel:x:10:root,admin

정의

wheel

21808 5월 11 2004 /usr/bin/su

# cat /etc/group
root::0:
…
wheel::106:test1,test2,test3
PAM(Pluggable Authentication Modules) 구성 파일

필드 구성

[service_name] [module_type] [control_flag] [module_path] [module_options]

설정 예시

# cat /etc/pam.conf
…
su account required pam_sample.so.1 allow=test1,test2,test4

/etc/pam.conf

정의

[표 5-1] ‘root 계정 su 제한’ 항목의 안전한 설정방법
(출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가이드, 2021.03)

사용자 및 역할과 관련된 확장 속성 정보가 존재하는 파일

필드 구성

[user]:[qualifier]:[res1]:[res2]:[attr]

설정 예시

# cat /etc/user_attr
root::::auths=solaris.*,solaris.grant;profiles=All;type=role
…
test1::::roles=root

/etc/user_attr

SOLARIS는 8 버전부터 RBAC(Role-Based Access Control)라는 보안 기능이 제공되었으며, 이후
11 버전부터는 RBAC가 기본 시스템 보안으로 사용되었다. RBAC 기능은 관리자가 제한된 관리 기능을
일반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최소 권한의 원칙(Least Privilege)’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SOLARIS의 root를
Role(역할)이나 User(사용자)로 사용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SOLARIS 환경에서 su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안전한 보안 설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26

[표 5-2] su 관련 파일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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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root 계정 su 제한 검증

2) root 계정 su 제한 조건별 구분
* O : su 사용 가능, X : su 사용 불가

1) 환경 구성

user_attr 설정

검증에 사용한 환경은 Solaris 9/10/11의 3개 서버에서 검증을 진행하였다. 모든 검증 과정에서 su의 권한은

CASE

su
실행 권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2021.03)’에서 권고하고 있는 4750(-rwsr-

pam.conf 설정
root가 role
allow에
계정 O

allow에
계정 X

roles=root
O

roles=root
X

root가
user

su
사용

x---)로 설정하였으며 소유 그룹은 wheel로 지정했다. 4개의 계정을 생성하여 각각 다른 설정을 적용시켰다.
1

이로써 su 명령어 사용 가능 여부 및 파일들 간의 우선 순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X

X
O

구체적인 검증 환경 설정은 [표 5-3]과 같다. /etc/group 내 wheel 그룹의 그룹원으로 test1, test2, test3
계정(test4 계정 제외)을 포함시켜 su 실행 권한을 갖게 하였다. /etc/pam.conf 파일에는 pam_sample.so.1
모듈 설정을 통해 인증된 사용자만 엑세스 할 수 있도록 접근 제어가 가능하다. 따라서 allow 옵션을 통해 test1,

2

O

O

O
O

test2, test4 계정(test3 계정 제외)을 지정하였다. pam_sample.so.1 모듈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도 따로

O
O

O

구분하여 검증을 진행했는데 이는 /etc/pam.conf 파일 설정과 /etc/user_attr 파일 설정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etc/user_attr 파일을 통해 root의 type(유형)을 설정할 수 있으며 user(사용자)와

O

X

role(역할)로 구분된다. root를 role(역할)로 지정하였을 경우 roles=root 옵션을 통해 root 역할 부여 여부가 su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3

No

환경

1

server

2

/usr/bin/su
권한 및
소유 그룹

-rwsr-x--- 1 root wheel 48856 Aug 17
2018 /usr/bin/su

-

/etc/group

wheel::106:test1,test2,test3

-

3

4

/etc/pam.
conf

세부 내역
Solaris 9, Solaris 10, Solaris 11

설정

비고

-

-

#su account required pam_sample.so.1
allow=test1,test2,test4

test1::::roles=root

4

6

O

-

-

-

-

-

-

O

X
O

O

X
O

O

test4 제외

[표 5-4] ‘root 계정의 su제한’ 조건별 구분표

test3 제외

[표 5-4]는 앞서 설명한 환경 구성을 기반으로 ‘root 계정 su 제한’ 항목을 검증하기 위한 조건을 구분해 놓은

모듈 설정 O

것이다. su 실행 권한의 존재 여부에 따라 [CASE 1]과 [CASE 2~6]까지로 구분된다. su 실행 권한이 없는

모듈 설정 X

경우를 [CASE 1]로 구분하였고 이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는 su 실행 권한을 부여하였다.

root가 role

test1:root 역할 O
test2:root 역할 X

/etc/pam.conf 파일 내 pam_sample.so.1 모듈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CASE 2]와 [CASE 3], [CASE
4~6]으로 구분된다. pam_sample.so.1 모듈이 존재하는 경우는 [CASE 2]와 [CASE 3]이며 [CASE 4~6]의
설정에는 해당 모듈이 존재하지 않는다. pam_sample.so.1 모듈이 존재하는 [CASE 2]와 [CASE 3]은 다시 su

test2::::

5

X

O

others 실행권한 X

root::::auths=solaris.*,solaris.grant;profiles=All;type=role
...

O

O

5

su account required pam_sample.so.1
allow=test1,test2,test4

O

/etc/user_
attr

인증 여부에 의해 구분되는데, [CASE 2]는 allow 옵션에 계정을 포함하여 su 인증이 가능하다. 반대로 [CASE
3]은 allow 옵션에 계정이 포함되지 않아 su 인증이 불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root::::auths=solaris.*,solaris.grant;profiles=All;type=normal

root가 user

or
root::::auths=solaris.*,solaris.grant;profiles=All;(type 미존재)

-

su 실행 권한과 /etc/pam.conf 파일의 pam_sample.so.1 모듈이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경우 /etc/user_attr
파일의 설정에 따라 [CASE 4~6]으로 구분할 수 있다. root의 유형을 role로 지정하였을 때 테스트 계정이 root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CASE 4]로 구분하고, root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CASE 5]로 구분하였다. 그 외

[표 5-3] 검증 환경 및 su 관련 파일별 설정값

28

root의 유형이 user로 설정된 경우는 [CASE 6]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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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ot 계정 su 제한 검증 세부 결과 [CASE 1]

4) root 계정 su 제한 검증 세부 결과 [CASE 2]
* O : su 사용 가능, X : su 사용 불가

su 실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표 5-4]의 [CASE 2~6]과 같이 총 9가지 CASE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su 실행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etc/pam.conf 파일이나 /etc/user_attr 파일의 설정과 상관 없이
su 명령어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su 실행 권한이 없을 경우는 모든 CASE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CASE 1]

CASE

user_attr 설정

pam.conf 설정

su
실행 권한

root가 role
allow에
계정 O

하나로 통칭하였다.

allow에
계정 X

roles=root O

roles=root X

root가
user

O
* O : su 사용 가능, X : su 사용 불가

2

O

CASE

1

su
실행 권한

allow에
계정 O

allow에
계정 X

roles=root
O

roles=root
X

X

root가
user

O

파일 설정

X

상세 내역

/etc/pam.conf

roles
=root
O

상세 내역

test 1 : root 계정 su 사용 가능
1) su 실행 권한 O, 2) /etc/pam.conf 내 allow 계정 O
3) /etc/user_attr 내 root가 role이고 root 역할 부여 O

root가
role

test 4 : root 계정 su 사용 불가 (su 실행 권한 X)

/etc/
user_attr

roles
=root
X
test 2 : root 계정 su 사용 가능
1) su 실행 권한 O, 2) /etc/pam.conf 내 allow 계정 O
3) /etc/user_attr 내 root가 role이고 root 역할 부여 X

[표 5-6] CASE 1 상세 검증 과정

su에 실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려면 wheel 그룹에 테스트 계정(test4)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su의
소유 그룹에 속하지 않은 계정(test 4)이 su를 사용한다면 “/usr/bin/su: Permission denied”라는 멘트가
출력된다. 실행 권한이 없어 su 사용이 불가한 것을 의미하며 /etc/pam.conf 파일 및 /etc/user_attr 파일의
설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다른 설정 파일들보다 su 실행 권한 여부가 최우선 순위를 갖고 있음을 알

30

O

su 실행 권한

su 실행 권한

수 있다.

O

su
사용

[표 5-5] CASE 1 조건 및 su 사용 여부 결과

파일 설정

O

[표 5-7] CASE 2 조건 및 su 사용 여부 결과

pam.conf 설정
root가 role

O

O

user_attr 설정

su
사용

root가 user
test 1 : root 계정 su 사용 가능
1) su 실행 권한 O, 2) /etc/pam.conf 내 allow 계정 O
3) /etc/user_attr 내 root가 user
[표 5-8] CASE 2 상세 검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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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su 실행 권한이 존재하고 /etc/pam.conf 파일 내 pam_sample.so.1

5) root 계정 su 제한 검증 세부 결과 [CASE 3]

모듈을 통해 su 사용 접근을 허용(allow 옵션에 test1, test2 계정 포함)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 O : su 사용 가능, X : su 사용 불가

수는 3가지 이다. 첫 번째는, /etc/user_attr 파일에 root의 유형을 role로 설정하여 테스트 계정(test1)에
root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etc/user_attr 파일에 root의 유형을 role로 설정한 후 테스트
계정(test2)에 root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etc/user_attr 파일에 root의 유형을 user로

CASE

user_attr 설정

pam.conf 설정

su
실행 권한

root가 role
allow에
계정 O

설정(type=normal) 하는 것이다. (설명한 3가지 경우는 [CASE 3] 및 [CASE 4~6]의 설정과 동일하므로 이후

allow에
계정 X

CASE 설명 생략)

roles=root O

roles=root X

root가
user

O
3

O

X

O

O

검증 결과 /etc/user_attr 파일의 설정과는 관계 없이 모두 root 계정 su 사용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etc/

X
O

pam.conf 파일 내 설정이 /etc/user_attr 파일에서의 설정보다 우선 순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u
사용

X

[표 5-9] CASE 3 조건 및 su 사용 여부 결과

파일 설정

상세 내역

su 실행 권한

/etc/pam.conf

roles
=root
O
test 3 : root 계정 su 사용 불가
1) su 실행 권한 O, 2) /etc/pam.conf 내 allow 계정 X
3) /etc/user_attr 내 root가 role이고 root 역할 부여 O

root가
role

/etc/
user_attr

roles
=root
X
test 3 : root 계정 su 사용 불가
1) su 실행 권한 O, 2) /etc/pam.conf 내 allow 계정 X
3) /etc/user_attr 내 root가 role이고 root 역할 부여 X

root가 user
test 3 : root 계정 su 사용 불가
1) su 실행 권한 O, 2) /etc/pam.conf 내 allow 계정 X
3) /etc/user_attr 내 root가 user
[표 5-10] CASE 3 상세 검증 과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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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와 같이 su 실행 권한이 존재하고 /etc/pam.conf 파일 내 pam_sample.so.1 모듈을 통해 su 사용

6) root 계정 su 제한 검증 세부 결과 [CASE 4]~[CASE 6]

접근을 제한(allow 옵션에 test3 계정 미포함)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이다. 환경 설정 내

* O : su 사용 가능, X : su 사용 불가

test3 계정은 su 사용 접근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CASE 3] 검증은 test3 계정의 설정들을 바꿔가며 진행했다.
검증 결과 /etc/user_attr 파일의 설정과는 관계 없이 모두 root 계정 su 사용이 제한되었다. [CASE 2]와

su
실행 권한

CASE

마찬가지로 [CASE 3] 테스트 결과도 /etc/pam.conf 파일 내 설정이 /etc/user_attr 파일에서의 설정보다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root가 role
allow에
계정 O

allow에
계정 X

roles=root O

-

-

O

-

-

-

-

4
5

user_attr 설정

pam.conf 설정

O

6

roles=root X

root가
user

su
사용
O

O

X
O

O

[표 5-11] CASE 4~6 조건 및 su 사용 여부 결과

파일 설정

상세 내역

su 실행 권한

/etc/pam.conf

[CASE 4]
root가 role,
roles=root O

/etc/
user_attr

test 1 : root 계정 su 사용 가능
1) su 실행 권한 O, 2) /etc/pam.conf 내 pam_sample.so.1모듈 설정 X
3) /etc/user_attr 내 root가 role이고 root 역할 부여 O

[CASE 5]
root가 role,
roles=root X
test 2 : root 계정 su 사용 불가
1) su 실행 권한 O, 2) /etc/pam.conf 내 pam_sample.so.1모듈 설정 X
3) /etc/user_attr 내 root가 role이고 root 역할 부여 X

[CASE 6]
root가 user
test 1 : root 계정 su 사용 가능
1) su 실행 권한 O, 2) /etc/pam.conf 내 pam_sample.so.1모듈 설정 X
3) /etc/user_attr 내 root가 user
[표 5-12] CASE 4~6 상세 검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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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과 같이 su 실행 권한이 존재하고 /etc/pam.conf 파일 내 pam_sample.so.1 모듈이 설정되지

정리하자면 su 사용과 관련하여 실행 권한 존재 여부가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 su 실행 권한이 존재한다면 /etc/

않는 경우는 총 3가지이다. 앞서 확인한 [CASE 2], [CASE 3]은 pam_sample.so.1 모듈 설정이 존재했으나

pam.conf 파일의 설정이 su 사용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etc/pam.conf 파일 내 pam_sample.so.1

[CASE 4~6]은 해당 모듈 설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의 검증이므로 /etc/pam.conf 파일의

모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 /etc/user_attr 파일 내 root type에 따라 su 사용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pam_sample.so.1 모듈 설정을 주석 처리하였다.

전체적인 순서는 아래 [그림 5-1]과 같다.

[CASE 4~6]는 최우선 순위인 su 실행권한이 존재하고 다음으로 우선 순위를 갖는 /etc/pam.conf 파일의
설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따라서 /etc/user_attr 파일의 설정이 su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etc/user_attr 파일 내 root의 유형이 role로 설정이 되어있다면 root
역할을 부여받은 계정만이 su 사용이 가능하다. root의 유형이 role이 아닌 user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한없이
su를 사용할 수 있다.

7) root 계정 su 제한 검증 결과
* O : su 사용 가능, X : su 사용 불가
user_attr 설정
CASE

1

su
실행 권한

pam.conf 설정
root가 role
allow에
계정 O

allow에
계정 X

roles=root
O

roles=root
X

X

결과

root 계정 su 제한

2

O

3

O

O

4

root 계정 su 허용
O

5
6

root가
계정

O
O

O

root 계정 su 제한

O

7

[그림 5-1] su 제한 여부 판단 순서도

O

8

-

-

9

-

-

10

-

-

O

root 계정 su 허용
O

root 계정 su 제한
O

root 계정 su 허용

[표 5-13] ‘root 계정 su 제한’ 항목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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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oot 계정 su 사용 시 권장 사항

05. 참고 자료

불가피하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su 명령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다음 4가지 방법을 권장한다. 이 4가지 방법은

[1]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2021.03)

검증 결과를 토대로 파일들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서술하였다. 단, 일반 사용자 계정 없이 root

https://www.krcert.or.kr/data/guideView.do?bulletin_writing_sequence=35988

계정만 su 명령어를 사용한다면 사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2] ORACLE, 롤 기반 액세스 제어(RBAC), Solaris8
https://docs.oracle.com/cd/E19455-01/806-5435/whatsnewch2-152/index.html

others에 su 실행 권한 미부여
Others에 su 실행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계정이 su를 이용하여 root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others에 su 실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ORACLE, Role-Based Access Control (Overview), Oracle Solaris 11 Information Library
https://docs.oracle.com/cd/E23824_01/html/821-1456/rbac-1.html
[4] ORACLE, Changing Whether root Is a User or a Role, Oracle Solaris 11.2 Information Library
https://docs.oracle.com/cd/E36784_01/html/E37123/rbactask-21.html
[5] ORACLE, PAM 구성(참조), Oracle Solaris 11.1 Information Library (한국어)

su 소유 그룹에 불필요한 그룹원 삭제

https://docs.oracle.com/cd/E37933_01/html/E36670/pam-32.html
[6] ORACLE, PAM Modules, System Administration Guide: Security Services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가이드(2021.03)’에서 su 명령어의 권한을 4750(-rwsr-

https://docs.oracle.com/cd/E19683-01/816-4883/pam-29/index.html

x---)으로 권장하고 있어 소유 그룹도 실행 권한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소유 그룹 내 그룹원에
불필요한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불필요한 계정에 접근하여 su 명령어를 통해 root 권한을 획득할

[7] ORACLE, user_attr (4) man pages section 4: File Formats, Updated: July 2017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su가 업무상 필요한 계정만 그룹에 포함시켜야 한다.

https://docs.oracle.com/cd/E86824_01/html/E54775/user-attr-4.html

pam_sample.so.1 모듈을 통한 접근 제어
su의 소유 그룹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 /etc/pam.conf 파일 설정에 따라 su 사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pam_sample.so.1 모듈 설정 후 allow 옵션에 업무상 su 명령어가 필요한 계정만 포함시키면 해당 계정을
제외한 다른 계정은 su 사용이 불가하다.

root의 유형을 role로 지정
/etc/pam.conf 파일에 pam_sample.so.1 모듈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etc/user_attr 파일을 통해 su
사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root의 유형을 user로 설정하면 su 소유 그룹의 그룹원들은 모두 su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root의 유형을 role로 설정하게 되면 root 역할을 부여받은 계정만이 su를 사용할 수 있어 접근 제어
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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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생태계 변화 속에서 데이터 탈취와 협박이라는 이중공격의 근간인 스틸러 악성코드의 활동이 눈에

스틸러 멀웨어(Stealer Malware)
: 탈취형 악성코드 공격동향 및 대응방안

띈다. 라쿤 스틸러(Raccoon Stealer), 로키봇 스틸러(LokiBotStealer), 레드라인 스틸러(Readline Stealer),
바이다 스틸러(Vidar Stealer), 프레데이터 더 씨프(Predator the Thief), 아조럴트(Azorult)등 다수의 캠페인을
통해 계정탈취 및 정보유출 등의 피해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틸러 악성코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김미희

2. Stealer Malware 개요 및 공격동향
1. 사이버 범죄의 생태계 변화 및 MaaS의 등장
2022년 7월 HP 울프 시큐리티(HP Wolf Security)에서 발표한 ‘사이버 범죄의 진화: 다크 웹이 위협 지형을
증폭시키는 이유 및 대처 방법(The Evolution of Cybercrime: Why the Dark Web is Supercharging the
Threat Landscape and How to Fight Back)’에 따르면 체계적인 조직관리와 고도화된 전문기술은 사이버 범죄의
SaaS(Software as a Service)생태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as a Service’는 사이버 범죄에 필요한 기능을 모듈로
제공하면서 전문기술을 낮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림 5-1]의 다크웹이나 해킹포럼을 통해 판매되는
사이버 범죄 도구의 비용을 살펴보면 익스플로잇(Exploit)이나 악성코드를 평균 10달러 미만이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탈취형 악성코드인 인포스틸러(Info Stealer, Information Stealer)는 평균 5달러에 구매가
가능하고 원격 접근 트로이목마(RATs), 익스플로잇, 크립터(Crypters) 등은 이보다도 낮은 비용에 거래되고 있다.

2.1. Stealer Malware 개요
스틸러 악성코드(Stealer Malware)는 브라우저 후킹(Browser Hooking), 키로깅(Keylogging), 크리덴션
API 후킹(Credential API Hooking), GUI입력/웹 포탈 캡처(GUI Input/Web Portal Capture)등의
공격기법을 이용해 데이터 유출(Data Exfiltration), 크리덴셜 탈취(Credential Theft), 클립보드 및 스크린샷을
유출(Clipboard & Screenshot Theft) 하는 공격행위다. 피해 시스템에서 정보를 탈취하는 트로이잔
악성코드의 일종으로 수집정보에 따라 인포스틸러(Info Stealer)나 크리덴션 스틸러(Credential Stealer)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스틸러 악성코드는 인포스틸러라고 통용되고 있다.
스틸러 악성코드는 데이터 유출과 데이터 탈취를 목적으로 한다. 피해 시스템에서 직접 데이터 유출을 하거나
크리덴셜 및 인증서를 유출해 추가공격을 시도하게 된다. [그림 5-2]와 같이 스네이크 스틸러(Snake Stealer)의
경우 데이터 유출에 FTP, SMTP, Telegram을 사용하였고, 크리덴셜 탈취를 위해 데이터 유출에 사용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외에 웹 브라우저, 무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표 5-1]의
MITRE ATT&CK Enterprise의 전략(Tactics)중 유출(Exfiltration, TA0010)을 구성하고 있는 공격기법들을
열거 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악성코드의 공격기법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5-1] 사이버 범죄 도구별 소요비용(출처 : The Evolution of Cybercrime: Why the Dark Web is Supercharging the
Threat Landscape and How to Fight Back, HP Wolf Security)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임대하는 서비스인 MaaS(Malware as a Service)는 사이버 범죄 생태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와 랜섬웨어의 등장으로 공장형 사이버 범죄(Cybercrime Factory)가
본격화되면서 Exploit이나 악성코드 등을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멘토링을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시장이 성숙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이버 공격그룹들이 자체 개발된 소프트웨어나 악성코드를 사용하던 종전의 양상을 벗어나 오픈소스나 Red
Team목적으로 상용화된 유료도구를 활용하여 공격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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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tealer Malware 공격동향
스틸러 악성코드는 단독개발보다는 그룹형태로 활동하며, 브라우저 접근기록부터 신용카드, 암호화폐
지갑 정보 등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을 탈취한다.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는 스틸러 악성코드 공격그룹은
레드라인 스틸러(RedLine Stealer), 라쿤스틸러(Racoon Stealer), 바이다 스틸러(Vidar Stealer),
로키봇스틸러(LokiBotStealer), 스네이크인포스틸러(Snake Infostealer)등이 있다. 이외에도 [표 5-2]와 같이
다수의 스틸러 악성코드 등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Stealer 활용그룹
(Family)

· 독립형(버전에 따라 $100, $150) 또는
구독기준(월 $100)로 판매되는 RaaS 악성코드
· Windows 11 업데이트 파일이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등으로 악성파일 배포

· 자격증명, FTP/SSH,/VPN 클라이언트 비밀번호, 암호화폐,
자동완성 데이터 및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브라우저 정보 수집
· 사용자 이름, 위치 데이터, 하드웨어 구성 및 설치된 보안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와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시스템 인벤토리 탈취

Raccoon
Stealer

· 2019년초 RaaS로 활동 시작
· 2022년 3월 다크웹에서 활동하던 공격그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핵심개발자가 사망하며 잠정적인
활동중단 선언
· 2022년 7월 초부터 Raccoon Stealer v2으로 활동하며
기존과 다르게 Telegram API에 대한 의존성 폐기 등 기능변경

· 브라우저 암호, 쿠키 및 자동채우기 데이터 등의 데이터
탈취, 암호화폐 지갑 도난(MetaMask, BinanceChain,
Binance, Coinomi), 스크린샷 캡처 등을 수행
· WinAPI 함수 동적로딩, 문자열 리터럴에 대한
BASE64+RC4암호화 체계 적용

Vidar
Stealer

· Arkei Stealer의 후속으로 2018년 10월 RaaS로 활동 시작
· 스팸메일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크랙버전 등으로 유포

· Telegram 자격증명, 암호화폐 지갑, 브라우저 정보,
파일전송 응용프로그램 정보(FTP, FileZilla) 등 탈취

LokiBot
Stealer

· 2015년 5월 RaaS로 활동을 시작하여 LokiBot, Loki-bot,
Loki bot 등으로 명명
· 국방, 정부기관, 에너지 및 통신회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탈취
공격을 수행

·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암호, 암호 화폐 지갑 등) 및
개인정보 탈취
· CVE-2017-11882등 익스플로잇을 공격에 활용

DuckTail
Stealer

· 2018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MediaFire, Apple iCloud 및
Dropbox에서 호스팅되는 Facebook 비즈니스 및 광고 계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탈취 공격 시도

· 브라우저 쿠키정보를 탈취 후 인증된 Facebook 세션을
이용해 피해자 Facebook계정에서 정보를 탈취하여
Facebook 비즈니스 계정을 탈취하는 것이 목적

Azorult

· 2016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가짜 ProtonVPN로 위장하여
파일 배포
·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XLS)를 통해 인포스틸러를
전달하는 악성메일 배포

· LotL(Living off the Land)기법을 사용하여 시스템
정보, 비트코인 지갑, 채팅 소프트웨어의 메시지 기록,
뱅킹 크리덴셜 정보, 백도어 등의 악성행위를 수행

·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NET언어로 구현되었으며
악성메일을 통해 배포
· FormBook 및 Agent Tesla의 동작 매커니즘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클립보드 데이터, 스크린 샷, 자격증명 도용 및 키로깅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FTP클라이언트나 웹 브라우저
등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자격증명 탈취 수행

· 2022년 7월 Rust 기반 스틸러의 소스코드가 사이버
범죄포럼에서 무료로 유출
· 크로스 플랫폼 언어인 Rust기반으로 Linux, Windows,
MacOS로 변환이 용이

· 시스템 정보, Chromium기반 브라우저, 암호화폐 지갑,
Discode 토큰, Steam 계정 및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의
정보 탈취 수행

Ficker Stealer

· 2020년부터 러시아어 기반의 포럼에서 판매되어 온라인 게임 및
음악 스트리밍 등 정상 서비스를 위장한 광고로 유포
· RIG EK와 Hancitor 악성코드 등을 통해 배포

· 브라우저, 신용카드정보, 암호화폐 지갑, FTP 클라이언트
및 기타 어플리케이션 정보 등 자격증명 탈취 수행

Mars
Stealer

· 2020년 개발이 중단된 Oski 악성코드를 재설계한 것으로
Raccoon Stealer와 유사한 운영방식을 적용
· Google Ads 광고를 통해 OpenOffice를 위장한 사이트를 통해
배포
· 일부 C2에서 디렉토리 리스팅으로 인해 피해시스템의 탈취정보
목록이 공개되기도 함

· 브라우저 양식 자동 채움 데이터, 암호화폐 지갑,
브라우저 확장 데이터, 신용카드 정보, 시스템 정보 등의
크리덴셜 정보 탈취 수행

Eternity
Stealer

· 인포스틸러, 코인 채굴기, 클리퍼, 랜섬웨어, 웜, DDoS 등의
기능들을 모듈별로 커스텀할 수 있는 악성코드 툴킷인 ‘Eternity
Project’서비스
· 인포스틸러 구매자는 Telegram Bot을 사용하여 바이너리를
빌드함에 따라 바이너리 종속성이 없는 것이 특징

· 암호화폐 지갑, 브라우저 정보 탈취, 쿠키 및 자동완성
데이터 탈취 수행
· Eternity Miner부터 Eternity Ransomware까지
90~490달러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랜섬웨어 구동 시간까지
지정 할 수 있도록 제공

Luca Stealer

42

주요기능

RedLine
Stealer

Snake
Infostealer

[표 5-1] MITRE ATT&CK Enterprise Tactics중 Exfiltration 세부사항(출처 : MITRE ATT&CK)

공격동향

[표 5-2] Stealer Malware 공격동향 및 주요기능(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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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adline Stealer

국내 대기업 정보탈취로 유명한 랩서스(LAPSUS$)가 초기 접근방법을 분석한 Microsoft의 ‘DEV-0537
criminal actor targeting organizations for data exfiltration and destruction’에 따르면 공개 레파지터리에

레드라인 스틸러(Redline Stealer)는 2020년 3월 경부터 활동을 하여 2021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노출된 패스워드 검색 및 범죄포럼 등에서 크리덴셜 정보를 구매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Redline Stealer를

인포스틸러 중 하나다. 일반적인 인포스틸러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보, 브라우저 정보, 시스템 인스턴트 메시징

배포하여 직접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포스틸러들은 정보탈취를 노리는 해킹그룹에서도

및 암호화폐 지갑정보까지 탈취한다. 언더그라운드 포럼과 Telegram, Discord 등의 채널을 통해서 판매 및 광고

피해대상의 접점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을 하고 있다. COVID19등 사회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악성메일을 통해 유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C#으로
작성되어 SOAP API를 사용해 C2서버와 통신하고 있다.

[그림 5-5] DEV-0537 criminal actor targeting organizations for data exfiltration and destruction 내 Initial Access
내용 일부(출처 : Microsoft)
[그림 5-3] 해킹포럼에 공개된 Redline Stealer 정보 (출처 : WWH Club)

2022년 4월 Youtube를 통해 가짜 봇을 사용하여 Binance에서 Mystery Box NFT를 구매하는 영상의 설명을
통해 Redline Stealer가 유포된 바 있다. Youtube 세부설명란을 통해 가짜 봇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여 하기의 악성코드 등을 유포하였다.
Type
MD5
SHA256

Value
8c24b7746d006c63db615dd43187651b
733fbc50949edb3e907359b032e2c575b172304cd2c26970c449b934c3fc5609

Creation Time

2022-04-05 16:57:50 UTC

File Size

947.50 KB (970,240 bytes)
[표 5-3] LauncherPatcher 상세정보

[그림 5-4] Reline Stealer에서 제공하는 기능 (출처 : Telegram)

44

[그림 5-6] LauncherPacher 악성파일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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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Line Stealer의 세부정보에는 Rockstar Games와 관련된 세부정보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메모리에서 추출된 페이로드는 7EB8EE2A782B3DB8AB43AC3412DCCBB9(MD5)의 Redline Stealer가

IsDebuggerPresent, IsProcessorFeaturePresent, GetTickCount 등의 GetVirtualization/Sandbox

존재하며 TimeDataStamp는 2102-10-20일로 정상파일이 아닌 것을 인지할 수 있다.

Evasion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분석을 지연시키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5-7] LauncherPacher 리소스 세부 정보

GetVirtualization/Sandbox Evasion기능을 우회한 후에 ‘OdoAAtK’키로 XOR알고리즘을 사용해
LauncherPacher 내에 포함되어 있는 쉘코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확인된 쉘코드는 Process Injection을
이용하여 RegSvcs.exe에 Injection하게 된다.

[그림 5-11] 메모리 추출된 악성코드 기본정보

7EB8EE2A782B3DB8AB43AC3412DCCBB9(MD5)에서는 dnlibDotNetMDRawExportedTypeRow
P.Check()를 통해서 실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Check()함수에서는 국가명과 OS의 지역정보를 확인하여
Armenia, Azerbaijan, Belarus, Kazakhstan, Kyrgyzstan, Moldova, Tajikistan, Uzbekistan, Ukraine,
Russia인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5-8] LauncherPacher 디코딩 결과

[그림 5-12] dnlibDotNetMDRawExportedTypeRowP.Check()를 통한 프로세스 구동여부 결정
[그림 5-9] LauncherPacher XOR 인코딩 데이터

[그림 5-10] LauncherPacher XOR 디코딩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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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국가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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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ccoon Stealer
라쿤스틸러(Raccoon Stealer)는 2019년 초부터 언더그라운드 포럼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러시아어
기반의 포럼에서 활동하고 일부 영어 기반의 포럼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MaaS모델의 악성코드다. 일반적인 인포스틸러의
유포 방법인 악성메일이나 악성코드 유포 웹사이트를 이용한 공격방식보다는 IE 메모리 손상 취약점인 CVE-2021-26411
이용한 RIG Exploit Kit, 불법 소프트웨어 유포, 드롭퍼를 통해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개발자가 사망함에 따라 2022년 3월 배포가 중단되었으나 다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종적을 감췄다.
[그림 5-14] 사용하는 함수 목록 및 악성코드 실행 제한국가 목록

Redline Stealer는 Discord토큰을 탈취하는 등의 추가적인 공격을 통해서 다양한 크리덴셜 정보탈취를
목적으로 구동된다.

[그림 5-17]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Raccoon Stealer개발자 사망 관련 공지 (출처 : XSS 포럼)

이후 2022년 6월 SEKOIA의 분석가에 의해 Shodan검색엔진에 ‘Raccoon Stealer 2.0’의 호스팅 서버가 발견되면서
복귀가 알려졌다. Recordbreaker라고도 불리는 Raccoon Stealer v2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기존 C언어 기반에서
벗어나 C++기반으로 구현되었으며 시스템 정보 이외에도 브라우저 비밀번호, 쿠키, 자동양식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BinanceChain, MetaMask, Electrum, Exodus, ElectronCash 등암호화폐 지갑 및 확장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도
눈여겨볼만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인포스틸러들의 경우 난독화 및 방어 회피기술을 통해 분석지연 및
은닉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능들이 없다는 점에서 추후 기능추가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5-15] Discord 토큰탈취

현재 까지 Redline Stealer는 다양한 공격 방법을 통해서 배포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림 5-16] Redline Stealer 유포 현황(출처 : MalwareBaz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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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Raccoon Stealer에서 제공하는 기능(출처 : Telegram)

www.igloo.co.kr

49

IGLOO Analysis Report - 스틸러 멀웨어(Stealer Malware): 탈취형 악성코드 공격동향 및 대응방안

Tech Note

C++기반의 Raccoon Stealer v2인 214add3ebdd5b429fda7c00e7f01b864(MD5)를 보면 56.00 KB(57,344

214add3ebdd5b429fda7c00e7f01b864에서는 C2 IP의 문자열을 RC4암호화하여 BASE64인코딩하여 저장된다.

bytes)의 파일 사이즈로 일반적인 인포스틸러에 파일사이즈가 작은 편이다. Kernet32.dll에서 GetUserDefaultLCID,

저장된 문자열인 ‘lIdAg3LYd/akTgV0hVwlNF5b’를 BASE64로 디코딩하고 RC4키인 403f7b121a3afd9e8d27

GetSystemInfo, GetUserNameW, LocalFree, FreeLibrary, GetProcAddress, LocaLibrarayW, lstrcpynA의

f945140b8a92(‘edinayarossiya’)를 사용하면 C2 IP인 ‘http://2.58.56.247＇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RC4키로

8개 함수만 호출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악성행위를 동적으로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된 ‘edinayarossiya’는 러시아어로 ‘United Russia’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Raccoon

Type

Value

MD5

214add3ebdd5b429fda7c00e7f01b864

SHA256

0123b26df3c79bac0a3fda79072e36c159cfd1824ae3fd4b7f9dea9bda9c7909

Creation Time
File Size

Stealer v2.0의 다른 샘플 인 1aa8b18e333b780fe844b1d02c809324(MD5)등 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22-05-26 13:58:25 UTC
56.00 KB (57344 bytes)
[표 5-4] Raccoon Stealer v2 상세정보

[그림 5-21] C2 IP 문자열의 난독화 방법

[그림 5-19] 214add3ebdd5b429fda7c00e7f01b864 동작 구조 (출처 : VirusTotal)

S t r i n g 목 록 에 서 확 인 되 는 I n t e r n e t O p e n U r l , I n t e r n e t C lo s e H a n d le , H t t p O p e n Re q u e st ,

[그림 5-22] RC4키인 edinayarossiya로 복호화한 C2 IP 결과

HttpSendRequest, HttpQueryInfo등의 정보 등은 GetProcAddress API함수를 통해 함수 주소가 로드되어
C2 IP정보를 호출하게 된다.

8724643052라는 뮤텍스를 열어서 피해 시스템에 다른 인스턴스 구동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 외에도
SYSTEM(S-1-5-18)인지 확인하여 사용자 정보, 프로세스 정보, 암호화폐 지갑 및 크리덴셜 정보를 탈취하여
ffcookies.txt, wallet.dat 등에 저장하여 C2에 전달하게 된다.

[그림 5-20] 214add3ebdd5b429fda7c00e7f01b864에서 사용하는 API 목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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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Mutex정보 확인 및 기감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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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214add3ebdd5b429fda7c00e7f01b864(MD5)와 마찬가지로 Raccoon Stealer v2인 0cfa58
846e43dd67b6d9f29e97f6c53e(MD5)에서도 BASE64인코딩과 RC4암호화를 사용한 문자열 난독화 기술이
적용된 것이 발견되었다. 정보탈취 과정에서도 SYSTEM(S-A-5-18)인 경우 프로세스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Type

Value

MD5

0cfa58846e43dd67b6d9f29e97f6c53e

SHA256

022432f770bf0e7c5260100fcde2ec7c49f68716751fd7d8b9e113bf06167e03

Creation Time
File Size

2022-05-26 13:58:25 UTC
55.50 KB (56,832 bytes)
[표 5-5] Raccoon Stealer v2 상세정보

[그림 5-26] C2 IP 문자열의 난독화 방법

RaccoonStealer는 사용자 정보, OS버전, CPU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정보,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목록 등의 시스템
기본정보를 탈취하여 C2서버로 POST패킷을 전송하게 된다. 그 외에도 sqlite3.dll, mozglue3.dll등을 이용하여
브라우저에 저장된 쿠키 및 자동 저장된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폐 집갑 정보(Bitcoin, Coinomi, Electrum,
Electrum-LTC, ElectrumCash, BlockstreamGreen 등), 스크린샷 정보 등을 탈취하여 전달하게 된다. 시스템 정보
이외에도 ‘Telegram Desktop\data’경로에서 Telegram Desktop의 캐시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여 발송하게
된다.
10월초 가짜 MSI게이밈 캠페인은 @idclickthat의 트위터 게시글(https://twitter.com/idclickthat/
status/1578963362113007618)을 통해 최초 공개되었다. @MalwarePotato의 리트윗 게시글(https:
//twitter.com/MalwarePotato/status/1579486798010781697)을 통해 해당 악성파일이 AfterBurner
유틸리티로 위장하여 유포되고 있는 RaccoonStealer는 57c57f278e3e25a9043c08ce 8379daa8(MD5)라는 것이
공개되면서 가짜 유틸리티 파일로 위장한 공격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5-24] 0cfa58846e43dd67b6d9f29e97f6c53e 동작 구조 (출처 : VirusTotal)

String목록에서 확인되는 InternetOpenUrl, InternetCloseHandle, HttpOpenRequest, HttpSendRequest,
HttpQueryInfo등의 정보 등은 GetProcAddress API함수를 통해 함수 주소가 로드되어 C2 IP정보를 호출하게 된다.

[그림 5-25] 0cfa58846e43dd67b6d9f29e97f6c53e에서 사용하는 API목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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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MalwarePotato의 트위팅 내용 중 RaccoonStealer 관련 IoC정보(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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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지금까지 인포스틸러에서 수집하는 정보유형 및 공격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언더그라운드 포럼 및 해킹포럼
등을 기반으로 MaaS 모듈을 판매하여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인포스틸러는 단일
캠페인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추가 공격 교두보 확보를 위한 목적의 크리덴셜
탈취에 사용되고 있다. 낮은 비용으로도 기능별 모듈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MaaS생태게는 견고해지는
양상이다.
상당수의 인포스틸러는 악성메일이나 가짜 소프트웨어로 위장하여 유포되기 때문에 악성메일의 첨부파일을
필터링하고, 정상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추가적은 공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드롭퍼
등의 형태로 공격형태를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격양상 이외에도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정보탈취형
악성코드의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림 5-28] 57c57f278e3e25a9043c08ce8379daa8 조회 결과(출처 : VirusTotal)

3) 혼합형 Stealer 공격
인포스틸러는 Redline Stealer나 Raccoon Stealer등과 같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다른 악성코드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공격들도 발견되고 있다. 초기 진입이나 APT공격을 위해서 크리덴셜 탈취한 인포스틸러를
사용하고 추가 공격을 위해 리버스커넥션이나 백도어 등을 설치하여 공격 연속성을 유지하게 된다. 2021년
4월에 확인된 공격 캠페인 중 MSBuild(Microsoft Build Engine)을 이용한 공격의 경우에도 RemcosRAT와
Redline Stealer를 사용한 공격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MSBuild는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개발도구로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기 위해 사용되는 .NET Framework의 일부이다.
MSBuild가 빌드 시에 수행할 작업을 지정하는 프로젝트 파일(.proj)에 파일리스형태의 공격을 위해
RemcosRAT나 Redline Stealer의 악성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하게 된다. MSBuild 프로젝트
파일(45c94900f312b2002c9c445bd8a59ae6, MD5)에는 mshta를 이용행 시작폴더에 추가되는
바로가기파일(.lnk)파일을 vbscript를 실행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이후 VirtualAlloc을 이용해서 ShellCode를
메모리에 할당해 주고 RemcosRAT(04fc0ca4062dd014d64dcb2fe8dbc966, MD5)를 실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크리덴셜 탈취 및 시스템 정보, 키로깅, 화면캡처 등의 인포스틸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RemcosRAT이외에 Redline Stealer를 다운로드 하는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암호화폐 지갑 탈취 및 브라우저
정보 등도 탈취 하게 된다.

4. 참고자료
1) Hunting Raccoon: The New Masked Bandit on the Block, cybereason
https://www.cybereason.com/blog/research/hunting-raccoon-stealer-the-new-maskedbandit-on-the-block
2) 一次野外偶遇窃 密的浣熊RaccoonStealer v2样 本分析报 告
https://www.freebuf.com/articles/system/344639.html
3) 022432f770bf0e7c5260100fcde2ec7c49f68716751fd7d8b9e113bf06167e03
https://bazaar.abuse.ch/sample/022432f770bf0e7c5260100fcde2ec7c49f68716751fd7d8b9e113
bf06167e03/
4) MalwareBazaar, Redline Stealer
https://bazaar.abuse.ch/browse/signature/Redline Stealer/
5) RedLine Stealer IOCs, SEC-1275-1
https://1275.ru/ioc/214/redline-stealer-iocs-part-2/
6) RedLine Stealer Campaign Using Binance Mystery Box Videos to Spread GitHub-Hosted
Payload
https://www.netskope.com/blog/redline-stealer-campaign-using-binance-mystery-boxvideos-to-spread-github-hosted-payload
7) Rewterz Threat Alert - MSBuild to Deliver RATs Filelessly - Active IOCs
https://www.rewterz.com/rewterz-news/rewterz-threat-alert-msbuild-to-deliver-ratsfilelessly-active-iocs

[그림 5-29] MSBuild 프로젝트 파일내 스키마 및 시작폴더에 생성된 .lnk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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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질병치료를 넘어 질병예방을 위한 개인 건강관리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으로

보건 의료 가명 정보 처리 관련 법률해석 및
쟁점사항 분석

전환하기 위한 개인 건강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개인 건강데이터로 개인의 유전정보
및 생활습관 등을 분석하여 질병 유무를 판단하고 진단 및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바이오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글로벌 의료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장미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개인건강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인
보건의료데이터의 소유권문제부터 시작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화, 정보노출 및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안이라는 양날의 검을 충족하기

보안관제센터 보안분석팀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가명정보활용방안과 개인정보 유출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림 5-1]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방향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스마트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표준 전략 보고서 2018.08.)

01.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 변화
1) 디지털헬스케어를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팬데믹을 촉발한 코로나19의 상승세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위드코로나인 엔데믹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특정

2) 의료분야에서 활용되는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용어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는 현상이나 질병을 의미하는 엔데믹은 질병의 주기적인 유행을 예고하게
되었다. 개인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앞서 의료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관련 법률과 의료관련 용어들에 대해 보다

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으로 디지털 분야의 발전은 의료체계의 매커니즘에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진료기록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해서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나 질병의 흔적이나 증거를 통한 치료 중심의 의료가

법률(약칭:생명윤리법)」 을 통해 정의해보면,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진료기록정보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주를 이루었다면, 코로나19의 확산 이후에는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제14조·제15조에서 9가지(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명부, 수술기록부, 처방전 등)로 제시하고

위한 데이터 활용 의료체계가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의료분야에도 ‘디지털헬스케어’를 필두로

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개인정보라고 말한다. 상기

디지털치료제, 원격의료, 온라인 약국 등 새로운 의료 생태계가 종횡으로 확장되고 있다.

법령에서 정의하는 진료기록정보와 개인정보는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2와 「생명윤리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법」 및 「생명윤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디지털헬스케어는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IT가 융합된 종합의료서비스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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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제, 원격의료, 온라인 약국 등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게 된다.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기술과 의료를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의료정보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결합하여 근거중심의 치료 및 질병과 장애를 예방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 34조에서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내 7가지 항목의 ‘건강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명시된 ‘건강정보’는

정의되는 항목으로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장거리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및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의료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정보 활용 시에는 상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가명처리된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기록(정보), 의료기관이 아닌 자(또는 기관)가 보유하는 진료기록(정보)는

서비스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약국은 기존의 오프라인 약국에서 제공하는 약 처방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관리된다. 다만 정보 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피해가 야기할 수 있는

조제업무가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조제된 의약품을 배달하는 과정까지 포함되게 된다.

희귀질환 및 정신질환 등의 일부 정보에 한해서는 본인 동의하에 활용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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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료정보 규정

02. 의료분야 가명정보 공공 및 민간 활용 국내·외 사례분석
1) 공공분야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정보 활용현황

제 14조 ①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의료법
시행규칙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와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진료받은 사람 인적사항, 치료내용, 진단명 등)
2. 조산기록부(조산받은 사람 인적사항, 소견, 처치 등)
3. 간호기록부(간호 받은 사람 성명, 투약관한 사항, 간호에 관한 사항 등)

국내 공공분야의 보건의료데이터는 의료정보의 정확성과 체계화된 관리 의료인프라를 통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보건관련 공기업·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등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게 진료내역, 건강정보, 암데이터 등의 방대한 빅데이터
의 료 정 보 가 수 집 및 운 영 되 고 있 으 며 국 내 에 거 주 중 인 전 국 민 이 건 강 보 험 에 가 입 되 어 있 다 는 점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인터넷 보급 및 디지털 디바이스
보급률은 최고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예방적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그림 5-2]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진행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통해 인프라를
조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일부 데이터에 한해 민간까지 개방을

제2조
14. “유전정보”란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생명윤리법

17.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ㆍ난자ㆍ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8.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확대하였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국세청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댐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과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통해 의료 질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을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
생태계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국가 전자환자기록을 도입하여 환자 자신이 임상기록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는 국가에서 구축한 의료 포털을 통해 진료기록의 99%를 주치의에게 전달하여 국민
의료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영국에서도 완전한 의료 디지털화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등을 모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외 공공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보건의료데이터 통합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면서 구축된 인프라를

1.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및 전자의무기록, 그밖에 병원 내에서 생산되어 진료내역을
표시하고 있2.거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기록(진료내역을 담은 병원 영수증 등)
3.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타 민간보험사 등에서 수집한 보험청구용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활용하기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전문성 강화’라는 새로운 이슈에 봉착하고 있다. 방대향 양의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보건의료데이터 플랫폼 및 가명처리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문 보안인력, 개인정보 침해사고등의 법적분쟁요소를 대응하기 위한 법률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자료, 가입설계에 사용된 건강·질병 ·상해 등 관련 자료 및 그 부속자료
4. 건강검진자료, 건강검진결과 정보
5. 의사에 의해 진단되거나, 의료기기에 의해 계측되거나, 보험청구기록, 기타
알고리즘 등의 추정을 통해 파악 · 추정한 건강상태 정보
6. 건강상태 또는 건강습관 여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
7. 일반적으로는 건강정보로 보기 어렵지만, 질환의 진단 ·치료 ·예방 ·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

[표 5-1] 의료분야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료정보
(출처 : 의료법제14조, 생명윤리법제2조, 보건복지부의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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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단계 (2016~2022)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및 국회예산정책처,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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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단계 (2016~2022) (계속)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및 국회예산정책처,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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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분야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정보 활용현황
보건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데이터와

03. 의료분야 가명정보 쟁점사항
1) 가명정보 처리시 법제도 쟁점사항

함께 민간분야에서 가장 선호하는 데이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및 보험사, 제약사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진료정보 및 임상정보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

의료분야의 데이터 활용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는 영역은 보건의료데이터중심병원으로 선정된 상급병원인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서울아산병원, 부산대병원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암이나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의 특화된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정보 방안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과 「의료법」간의 법령 충돌 및 근거미흡부터

데이터베이스들이 구축되어 있다.

살펴봐야 한다. 2021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의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분석한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하지만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호법 6조에

96%, 병원 90.5% 이상이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자에 관한 기록(정보)은 의료법이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EMR로 수집된 정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및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는 의료기기개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사이에 우선적용에 대한 모호성이 발생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저해하는 요소로

및 건강관리, 신약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에 보장하지

지목되고 있다.

않았거나 보장 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구분

현행 (2020.08.05)

개정안 (2021.01.06)

해외에서도 보건의료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통한 의료생태계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
미국에서는 영리환자 네트워크 및 실시간 연구 플랫폼인 ‘PatientsLikeMe’을 통해 임상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제
임상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들을 공유함으써 환자의 삶을 개선하는게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있다. 또한 제약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환자의 인식도나 삶의 질, 의료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용분담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활용사례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팽배하다. 지디넷코리아 마켓링크가 2022.02.18부터 7일간 국내 성인
20~50대 6,230명을 대상으로 기업에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 24%와 반대 67%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보건의료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질병연구 및 치료제 개발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여론을 최소화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
경합 발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하고 위험요인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보호간의 상충성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가명처리,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정보 보유자 면책범위
지정, 갈등조정 절차 수립, 피해구제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힘쓰고 있다.

[표 5-2] 2021.1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제 6조) (출처 : 법제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법의 경우에는 가명처리에 대한 특례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분야의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가명처리 특례를 따라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가명정보 처리 시에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현행 「의료법」
제19조, 제21조의2에서 의료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및 누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정보에
대한 가명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는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서만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해서 의료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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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명정보 처리시 기술적 쟁점사항

암호화 방식 미흡

다음으로 살펴볼 쟁점사항은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조치미흡으로 발생되는 개인정보 유출사례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피해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집의사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개인정보 수집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동의제도와 암호화 방식 미흡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1.10)’에서는 가명정보 처리 시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KISA의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2020.12월)’에서
제기하는 안전한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인 SHA-224/256/384/512등을 적용하면 된다.

형식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

[표 5-5]는 개인정보 암호화 미흡으로 인한 위반 사례로 비밀번호나 사용자 이름의 암호화 미흡 사례도 존재하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2021년의 사례의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위반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2013년 12월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의

발생한 약학정보원의 암호화 미흡 사례의 경우 ‘2017나2074963’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면

제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숫자 및 알파벳으로 1:1 치환했던 ‘1기 암호화 방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인 개인정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식하고 자발적 동의를 통해 정보주체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상성을

보안조치 위반사항으로 보았으며, SHA-512와 단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처리한 ‘2기 ·3기 암호화 방식’에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동의 방식으로는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이 있다.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암호화 방식 미흡 사례들을 통해서

옵트인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암호화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 식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개인정보로 식별된 데이터에

방식을 말하며, 옵트아웃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대해서는 적절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개인 정보 활용을 중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내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한 법령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 수집 목적의

보도일자

사업장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전동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동의 수집 제도로 인해 개인권리자가 정보활용범위 및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통제권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 5-3]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위반된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여부가 구분되지 못하는

2013.
12

약학정보원

다크패턴(Dark Pattern)사례가 속출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무분별하게 동의받고
있는 현재의 동의제도 환경에서는 개인정보의 과다수집으로 이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보도일자

2016.10

사업장

A병원

A피부과
2021.10

(그 외
지점)

위반내용

사건개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분 X
·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
· 위반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마련하였으나 실제 적용 X
·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처리

· 개인정보 미파기
·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
· 위반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29조

· 보안시스템 관리 미흡으로 해킹 공격 당함
· 총 214,590건의 고객명, 휴대전화 번호,
개인상담 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 처리목적이 달성된 회원 정보를 파기하기
않았고,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등
보호법 2개 항목 위반

피해현황

시정조치
(안)

-

1,800만원

Active-

07

Assurances

2021.
05

20만 건

[표 5-3]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하여 위반한 사례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료분야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12개 사업자 시정조치(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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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200만원

2021.
10

A의원

A성형외과

위반내용

시정조치
(안)

사건개요

피해현황

· 환자 동의 없는 수집 불법 (위반)
· 암호화 방식
① 1기 암호화 : 숫자와 알파벳
1:1 치환 (위반)
② 2기 암호화 : SHA-512 방식
③ 3기 암호화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으로 특정 후 일방향 암호화
· 위반조항 불법수집 및 1기 암호화 위반

·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7나2074963 판결, 2017나2074970 판결)
· 약국 등에 저장된 환자의 처방정보를 환자의
동의없이 비식별화하여 통계분석자료를 생산한
행위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 2,3기 암호화 방식은 일방향 암호화가 양방향
암호화 방식에 비해 기술적 수준이 높아 복호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43억 건

· 데이터 기술적 조치 미비
① 고객 개인정보 보안 조치 미흡
② 고객의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조치 미흡
③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 전송 시 데이터 보안 장치 부족
· 위반조항 EU GDPR 제32조

· Active Assurances의 웹 사이트에서 URL
파라미터 보안 취약점 발견
· 취약점을 통해 개인 계정에서 다른 고객의
운전면허증, 등록 카드, 은행의 신분확인기록
접근 가능

56만 건

18,000
유로
과징금
부과

·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위반
· 주민등록번호 유출
· 개인정보유출 통지 위반
· 위반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29조, 제34조, 제34조의2

·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진단보고서를
쓰레기장에 방치

-

과징금
1,562만원,
과태료
300만원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위반
· 개인정보처리위탁 업무 미공개
· 개인정보유출 사실 미통지
· 위반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26조, 제34조

·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6,251명의 고객에게 협박 문자 발송
· 로그 기록 등 전체 자료가 삭제되어 세부
유출항목과 규모 파악 미흡
·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하나의 계정을 여러명이 공유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흡

6,251명

과태료 총
1,060만원

원고
패소

[표 5-4] 암호화 방식 미흡으로 정보 유출된 사례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료분야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12개 사업자 시정조치(2021) 및 KISA, 2020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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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명정보 활용 시 쟁점사항

보건의료데이터 주체 다양화로 책임성 저하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조치만큼 중요한 것은 가명정보 활용 시에 발생되는 침해사고에 대한 대처방안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데이터 활용주체의 책임성 강화 등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보건의료 가명정보는 질병치료를 위한 질병연구 및 치료제 개발을 넘어 질병예방을 위한 헬스케어 산업발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동안 개인 보건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 및 국민의 보건의료데이터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에서만 주로 보관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에 책임주체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침해사고 발생 시 대처 미흡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다양한 산업군과 결합되면서 보건의료분야결합전문기관, 질병이나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맞춤형 진단해주는 알고리즘 개발자, 보건의료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표한 ‘국내 2021년 업종별 침해사고 발생 건수’에 따르면 28.5%를 차지한 제조분야를

보건의료데이터가 활용됨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관리주체가 단일주체를 벗어나 복수주체이거나 주체가

뒤이어 16.6%의 수치로 의료분야가 2위를 차지했다. 다른 산업군도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향도가 높지만

불명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복수주체 또는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개인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보안수준이 요구되어야 한다.

활용 시에 차등적 보안정책 적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일괄적인 정보보안 보호수준 유지방안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 미비 및 침해사고에 대한 사후대응 미흡 등으로

수립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인한 보안사고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1년도에 A의원 및 B약국에서 개인정보 조치 미흡으로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을 통해 침해사고 발생시의 대응 절차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사이버
공격 등 외부의 공격자로부터 보건의료데이터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에 대해서 관련부처 및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수 있는 내부 지침 및
절차를 수립하여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도일자

2018.
07

2020.
03

2021.
05

2021.
10

사업장

위반내용

사건개요

· 데이터 ‘최소화 원칙’ 등을 위반한 협의
·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흡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탄력성 유지 미흡
· 위반조항 EU GDPR 제5조 1항,
제32조

· 약 1000명에 이르는 환자 데이터 엑세스 권한을
보유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무차별한 데이터
접근을 허용
· 퇴사자 및 휴직자 계정을 삭제나 보안조치 하지 않음
· 위반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통지 및 신고 처리 하지 않음

National
Center of
Addiction
Medicine

· 데이터 ‘최소화 원칙’ 등을 위반한 협의
·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 위반조항 EU GDPR 제5조 1항,
제32조

· 적절한 데이터 보호 정책과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구현하지 않음
· 퇴직한 직원에게 배달된 개인 소지품 소포에서
환자의 민감정보 포함되어 있음
· 유출된 정보는 252명의 의무기록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재활 활동에 참여한 3000여명의 실명
데이터 등이 포함

A 의원

· 민감정보의 처리 시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위반
· 위반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제34조

· 민감정보의 처리 시 안정성 확보조치 미흡
·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에도 이를 통지 및
신고 처리 하지 않음

Centro
Hospitalar
Barreiro
Montijo

B 약국

· 주민등록번호유출
· 개인정보 유출 사실 미통지
· 개인정보 유출 미신고
· 위반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34조의2

· 처방전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경찰에 신고됨
· 보유기간이 지난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문서를 파쇄하지 않고 버림.
· 약국 측은 쓰레기 수거장에 버린 처방전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에서 팩스로 받은
처방전으로 원본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위무보관
대상은 아니다라며, 유효한 처방전이 아니라고
생각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함.

피해현황

약
1000명

약
3252명

확인
불가

약
100건

시정조치
(안)

400,000
유로
과징금 부과

20,600
유로
과징금 부과

과태료
900만원

과태료
총 900만원

[표 5-5] 침해사고 발생 시 후속 처리 미흡한 사례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료분야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12개 사업자 시정조치(2021) 및 KISA, 2020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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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의료분야 가명정보 대응방안

2)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기술적 대응방안

1)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법제도 대응방안
의료분야의 가명정보 처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도와 국가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법제도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정보 주체인 환자의 보건의료데이터 권리 보호 및 빅데이터화를 통해 신약·신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5월 일본에서는 「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약칭
: 「차세대의료기반법」)이 제정되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활용을 제한했던 Opt-in방식에서 익명처리를
거친 의료정보에 한해 명시적인 거부의사나 동의절차 없이는 활용을 허가하는 Opt-out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익명정보 활용에 따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을 확대하였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도 2019년 5월부터 국민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 질병예방을 위한 새로운
치료방법 개발 및 관련 의료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료·사회 정보의 2차 활용법(Secondary
Use of Health and Social data)」을 제정하였다. 통계 및 과학적 연구, 개발 및 혁신활동,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데이터를 핀란드
사회보험관리공단, 인구등록센터, 핀란드 통계청, 핀란드 연금센터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였다. 특히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수집 및
결합, 사전처리, 공개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데이터허가기관인 ‘핀데이터(Findata)’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핀데이터에서는 정부주도로 중앙 집중형 기관으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건의료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익명 또는
가명 처리된 다른 기관의 개인데이터의 결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앞선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기반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분야의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이 감추고 싶어하는 성매개 감염병, 낙태,
정신질환 등의 민감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정보의 재식별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측면에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효과가 동반되어 고용상 불이익, 집단따돌림, 사회평판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된다. 이처럼 보건의료데이터에 적절하지 못한 비식별화 처리로 인한 가명정보는 신뢰성 저하로 인한
불신으로 이어져 말미암아 의료분야 산업 발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형식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
국내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한 법령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사전적(ex-ante) 동의방식이 일부 사업자의 면책목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이슈사항들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현행의 형식적인 동의제도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후적(ex-post) 동의방식인 ‘동적동의(Dynamic Consent)’방식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다.
동적동의 방식은 사전동의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개인데이터 제공에 대한 동의 및 철회 선택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시간 제어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행 사전동의 제도와 차별점을 두고
있다.
사후적 동의방식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해외에서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호주의 ‘Austrailian Genomics’는 유전체 전체 데이터 기증자에게 데이터 사용 방식에 대한 완전 통제권을
부여하기 위해 동적동의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인 CTRL을 개발하였다. 유전체 데이터 기증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제공 동의 및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구진행기관은 연구 프로세스에 참여할 최소 인원만 참여시켜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영국의 ‘NHS Digital’은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도입했다. 해당 방식을 위해 별도의 툴킷 및 웹 페이지를 지원하고 있다.
[표 5-6]에서 보다시피 국내는 주로 사전적(ex-ante) 동의방식을 활용한 개인정보 동의방식 체계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명정보처리 후
연구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같이 고려해봐야 한다. 즉, 개인정보 ‘이용단계’에서 통제하기 위한 목적인 사후적 동의방식의 동적동의나
사후철회방식을 온라인상에 플랫폼이나 아키텍처를 구축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자발적 의사를 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양방향 의사소통
체계가 가능할 것이며 투명한 상호 작용동의체계 하에서 보건의료데이터를 처리하여 보건의료연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제도적 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상충되고 있는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간의 우선순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여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률들간의 우선순위가
모호한 문제로 인해 일부 의료분야 가명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우선순위 재정립이 가장 중요하다. 법률제정과 이해관계자들간의 충분한 논의와 함께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법률제정까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이슈 및 공백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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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개념

개인정보보호법
내 관련 조항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 통제를 목적으로 개인동의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전동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민감정보 보호 기술적 조치 및 법 제도

의학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의 유입 및 활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때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희귀병이나 특이 유전정보의 연구는 희귀병 치료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무분별한 활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감정보를 활용할 때는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전동의
(Opt-in)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통해서만 개인정보 활용 가능한 방식

제 15조

대응방안이 요구되는데 데이터 접근최소화, 데이터 격리, 데이터 암호화 등이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보안강화 기법으로 연합학습, PPDM, 동형암호, 재현데이터 등의 기술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데이터 연구에 필요한 모델 생성을 위해 다수의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학습시킨 결과를 중앙에서

자발적동의
(Voluntary
consent)

정보주체가 강제 및 조건 제한 등에 영향 없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방식

제 22조
제5항

설명동의
(Informed
Consent)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 충분한 정보(연구목적, 위험, 이익 등)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방식

제 22조
제1항

취합하는 형태의 연합학습이나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동형암호 방식 등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
(ex-ante)
동의 방식

물론 이러한 기술적 연구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도 필요하다. 기술적 조치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응보적 제도’보다는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보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복적 제도’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서면 등과 같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진솔, 확인하도록
보장하는 방식

구분동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명확하게 구분하여 개별목적별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동의방식

개념

사후철회
(Out-out)
사후적
(ex-post)
동의 방식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적절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명시적동의
(Explicit
consent)

제 17조
제1항

제 22조
제1항

개인정보 이용단계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정보주체에게 세부항목 등에 대한 별도의 선택권
부여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정보주체가 동의 범위,유형,기간,이용대상 등을
선택적으로 철회하고, 개인동의를 철회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용 목적에 맞게

연합학습
(Federated Learning)

PPDM
(Privacy Preserving
Data Minig)

동형암호
(Homomorphic
Encryption)

재현데이터
(Synthetic Data)

개념

다수의 클라이언트와
하나의 중앙서버가
탈중앙 환경에서 협력해서
데이터 모델 학습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데이터에 있는 지식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연산이 가능한 암호 기술

원본데이터와 유사한
통계적, 확률적 특징을
가지는 임의데이터

특징

데이터 분석결과만
외부로 전송하여
데이터 직접유출 X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않고,
통계처리나 기계학습에
사용 가능

암호문을 복호화하지
않아도 검색, 통계처리 및
기계학습 가능
양자내성암호 튜링완전성

GAN 기술
완전/부분/복합
합성데이터

장점

학습결과를 취합해
더 높은 정확도의
모델 도출

랜덤화 기법을 통해
실용화 가능

데이터 암호문 그대로 사용

샘플수를 무한대로
증가 가능
재식별 가능성 최소화

단점

모델수립 시 평가 필요

SMC기반 PPDM은
컴퓨팅 환경에 따라
실효성 모호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
처리하다 보니 속도가 느림

불일치로 인한
예측 정확도 감소

활용
사례

데이터 수집 없이
전염병, 질병 진단을 돕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

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 특성
반영한 검사결과 이상 및
질병의 상관관계 파악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에
사용된 사용자의 동선 정보

의료 데이터 양이
부족하거나
민감한 분야의
데이터 AI 학습

해당 없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동적동의
(Dynamic
Consent)

개인정보의 범위,유형,이용 대상 등에 대해서 활용 시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인동의 및 개인동의 철회를 보장하여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와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증대시키는 방식

해당 없음

포괄동의
(Broad
Consent)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의 범위 및 목적에 한하여 새로운 개인동의 획득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추가적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

제 15조
제3항

[표 5-6] 개인정보 사전적 및 사후적 동의 제도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인동의제도 현황과 개인건강정보(PHR) 활용에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동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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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5-7] 프라이버시보호기술 유형별 특징 비교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보안 강화방안 : 프라이버시 보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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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제도적 대응방안
세분화된 과징금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구분

현행 (2019.12.10)

개정안 (2021.01)

주민번호 유출
과징금 5억

제 34조의2(과징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삭 제>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64조의2(과징금의부과)
①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1.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한 경우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항ㆍ제2항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22조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2018년도에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EU GDPR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면
EU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당국은 EU GDPR 근거 조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EU 외의 국가가 EU회원국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EU GDPR을 준수하기
위해 GDPR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차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GDPR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과 같은 정보주체의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4가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해외의 개인정보보호법률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GDPR 제 83조 제5항·제6항에서 규정한대로 감독기구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위반 관련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2021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3%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상향된 과징금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신 설>

관련 과징금 부과 규정사항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하여 GDPR 기준과 유사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책임이 ‘형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제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살펴보면 △ 현행 39조의15(과징금
등에 대한 특례)사항을 제64조의2로 신설하였으며, △ 현행 제39조의15 제1항 제3호에서 주체가 모호하게
정의되었던 ‘이용자’와 단순히 민감정보 ‘수집’ 하는 것에 국한된 항목을 개정안 제6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로 명확화하고 민감정보 활용을 위해 민감정보 ‘처리’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현행 제39조의15 제1항
제6호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만 위반사항으로 정하였지만, 개정안 제 64조의2 제1항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4. 제26조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6조 제8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7. 제28조의8(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제6호에서는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처리한 경우를 위반사항으로 지정하여 더 명확하게 가명처리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제24조제1항.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경우

<신 설>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28조의9(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개인정보가 분식,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0.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신 설>

11.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표 5-8] 개인정보 처리 시 경제적 제제 전환 개정안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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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론
미국 보건복지부(HHS)에서 발표한 보고서 'Telehealth Was Critical for Providing Services to Medicare
Beneficiaries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COVID-19 Pandemic'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Medicare 청구 및 발생 데이터 중 원격의료서비스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6,600만명 중 43%인
2,800만명이 원격의료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리서치 업체 해리스 폴(Harris Poll)이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84%인 1,733명이 원격의료를 선호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2년전인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건수가 약 2.5만건이였으나 코로나 이후 2022년 1월
기준 누적 비대면 진료건수를 기존 대비 150배 성장한 약 352만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진료, 디지털치료제, 원격의료, 온라인 약국 등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치료에서 질병예방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데이터 활용이 필수불가결적인 요소가 되었다.
방대한 양의 개인 보건의료데이터를 토대로 질병을 예측하고 연구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Trade-off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시장이 활성화되고
보건의료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미국, 핀란드,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의료정보 활용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법제도간의 정비와 신규법률 재정이 시급하다. 특히 「산업융합촉진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등 법률간의 상충되는
우선순위들에 대해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하에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 보건의료데이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결부된 산업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에서 시작된다는
본질적인 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간의 충분한 노력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보건의료 가명정보처리를 위한 플랫폼 측면에서 보안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적 근거의 모호성과
충돌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프라이버시 모델을 도입하여 재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민감데이터 접근자에 대한 최소권한을 유지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데이터 활용 및 가명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및 보안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의료데이터가 갖는
민감성과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제도적 충돌 및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활성화 저해
및 보건의료데이터 보안이슈로 인한 사용자 불신을 완화하여 앞으로 우리가 건강관리 중심의 의료패러다임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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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침·절차는 일반적으로 최초 수립 시 컨설팅 등을 통해 개발을 하게 되며, 보안관제센터의 운영 현황에
맞춰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안관제센터는 경영검토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 활동의 개선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도출 및 지침·절차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영검토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서도 반드시 수행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24) MG.MP 지침·절차 개정
구분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이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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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비고

즉시

당장 대책을 세워 조치해야 할 사항

1개월 이내

단기

계획 및 대책을 세워 조치해야 할 사항

3개월 이내

중기

중장기계획 및 대책을 세워 조치해야 할 사항

6개월~1년

장기

사업계획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수립하여
진행, 필요시 컨설팅 진행

1년 이상

[표 7-2] 후속 조치 심각도에 따른 기간

[표 7-3] ISMS-P의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정보보호관리자는 경영검토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절차를 개정하고, 승인을 통해 보안관제센터 정보보호

01. 카테고리 소개 : MG.MP 지침 · 절차 개정

활동에 반영한다. 지침·절차 개정은 상위 문서→하위 문서의 순서로 개정하고, 개정된 내용은 버전 관리를
수행하며 기록을 남긴다. 또한 정보보호담당자는 보안관제센터를 운영 중 지침·절차의 내용과 실제 활동의

관리(Management) > Manual&Process, 지침·절차 개정
: 보안관제센터와 관련된 지침 및 절차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변하는 위협과 자산에 따라 개선 활동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보보호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수행 되어야 한다.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의 여섯 번째 기능(Function)은 『관리(Management)』로, 그중에서 두 번째로
소개될 세부활동(Category)은 『지침·절차 개정(MG.MP, Manual&Process)』이다.
어떠한 조직이든,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문서들이 존재한다. 보안관제센터라면 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 지침,
절차, 매뉴얼, 가이드 등의 문서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보호관리자”는 보안관제센터 정보보호관리 위한
지침/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보안관제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또한 “정보보호담당자”는 지침/
절차를 활용하여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한다.

02.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
1) 보안관제방법론 프로세스

2) 관리(Management) 기능 로직 모델

일반적으로 보안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침·절차는 보안관제센터의 정보보호 관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구분

내용

1

관련 법적 요구사항

보안관제센터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

2

정보보호조직

정보보호 관련 조직구성 및 R&R

3

정보자산 분류 및 통제

보호 대상 정보자산의 목록 및 위험분석 내용

4

인원보안 방안

내부 및 외부 인력에 대한 보안 대책

5

보안관제센터 및 운영시스템 보안

운영시스템 자체의 보안대책

6

침해사고대응

침해사고 예방, 대응, 분석 절차

7

업무연속성절차

BCP(업무연속성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등

[표 7-1] 보안관제센터의 운영 지침·절차 목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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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3) 관련 문서
IG.SOC-062 지침절차관리 매뉴얼, IG.SOC-062-01 정보보호정책/지침(보안관제센터 운영표준문서) 목록,
정보보호정책/지침(보안관제센터 운영표준문서), 보안관제센터 중장기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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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PM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다. 보안관제센터의 R&R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식별-예방탐지-대응-복구의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보안관제 활동 및 보안 시스템 운영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보안관제센터 중장기 발전방향 도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는 보안관제

25) MG.WS 근무 체계 관리

보안관제 인력은 AI나 기계가 아니기에 교대 근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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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에 대한 관리, 더 나아가 근무체계 수립 또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한정된 인원으로 최적의 효율을 내기 위한 근무표를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림 7-2] 24X365근무 예시, 파견(14명)

[그림 7-3] 24X365근무 예시, 하이브리드(파견1+원격)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서는 보안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적절한 근무 형태가 결정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01. 카테고리 소개 : MG.WS 근무체계 관리

보안관제센터의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는 주기적인 분석 및 면담을 통해 개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관리(Management) > Working System, 근무체계
: 보안관제센터의 근무체계는 관제 대상, 관제 시간, 관제 장소 및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정기적인 상담과 분석을
통해 근무체계를 개선한다.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의 여섯 번째 기능(Function)은 『관리(Management)』로, 그 중에서 세 번째로
소개될 세부활동(Category)은 『근무체계 관리(MG.WS, Working System)』이다.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10조의 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보안관제센터는 일반적으로 24시간 365일 무중단 관제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교대 근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보안관제센터에는 적절한 수준의 인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02.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
1) 보안관제방법론 프로세스

2) 관리(Management) 기능 로직 모델

보안관제센터 내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안관제 대상의 규모,
△서비스의 규모, △보안관제센터의 예산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이 된다. 특히 보안관제의 방법이 원격관제
또는 하이브리드 관제가 아닌 순수 파견관제의 경우 반드시 24시간 365일 근무를 위한 교대 근무 체계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 보안관제 형태에 대한 설명은 월간보안동향 2021년 5월호에 실린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5) ID.SO 보안관제 체계 참고

3) 관련 문서
IG.SOC-063 근무체계관리 매뉴얼, IG.SOC-063-01 보안관제 근무편성표
[그림 7-1] 이글루코퍼레이션 원격보안관제센터(I2 SOC) 근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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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도구’로 중소기업 보안 취약점 잡는다
㈜이글루코퍼레이션, 과기정통부-KISA ‘내서버돌보미’
자가진단도구 배포
- 중소기업을 노린 침해사고 예방, 신·변종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 면역력 강화
- 관리자 PC 원격 접속을 통한 점검 수행… 서버 내 기업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 해소
- 중소기업 스스로 취약점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구’ 제공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및 자가진단도구 사용 가능

[2022년 09월 27일] 중소기업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자가진단도구’가 무상 배포된다. 시큐리티·인텔리전스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대표 이득춘, www.igloo.co.k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내서버돌보미’ 서비스의 일환으로 서버 보안 점검용 ‘자가진단도구’를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내서버돌보미’는 예산,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신·변종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의
주요 서버에 대한 원격 보안 점검을 지원하는 무상 서비스이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다년간의 정보보호 컨설팅 경험과
솔루션 개발 역량을 토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서버 운영체제(OS)의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구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았다.
‘내서버돌보미’ 서비스는 이글루코퍼레이션 컨설턴트가 신청 기업의 관리자 PC에 원격 접속한 뒤 점검 대상 서버에
접속하여 OS와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버전 및 설정 값을 확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컨설턴트는 해당 기업의 서버 보안
설정과 주요 취약점 유무, 침해 사고 흔적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턴트와 기업
담당자가 동일한 화면을 공유하면서 점검을 수행하므로, 서버 내 저장된 기업 데이터 접근에 대한 우려 없이 점검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서버 진단 항목에 대한 판단 기준과 취약점 조치를 위한
보안 가이드가 포함된 ‘자가진단도구’도 제공된다. 기업 담당자는 서버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조치 후 결과를 등록하고,
기존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기업 전체의 서버 및 취약점 현황, 진단 영역 별 보안 준수율을 시각화한 분석 화면을 통해,
조직 내 주요 서버에 대한 보안 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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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보안점검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내서버돌보미.kr)를 통해 ‘내서버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여, 기업 주요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과 자가진단도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운영센터에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기업과 일정을 협의한 뒤, 서버 점검을 진행하고 자가진단도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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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보안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을 담당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더 많은 기업들이 ‘내서버돌보미’ 서비스 및 자가진단도구 신청을 통해, 조직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의 보안체계를 강화하였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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