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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위협이 점차 강력해짐에 따라 현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방부로 분산되어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통합·구축하기 

위한 법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포괄적인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은 

’06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11건이나 발의되었음에도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이는 발의된 

법안 대부분이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체계화시킨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임무를 

국정원에 부여함으로써,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 등이 부활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던 가운데 지난 11월 16일, 국정원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가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 소속의 ‘국가 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법안을 두고 ‘민간 사찰 기능이 부활할 것’이라는 등 과거와 동일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 사이버안보위원회에 국회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통제를 받는다는 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해 사이버 보안 업무를 조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되었던 

내용이 보완되었다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사, 대통령 재가, 국회 심의·의결 등 거쳐야 할 수많은 과정에서 다수의 내용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국가 사이버안보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만큼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을 한 단계 향상시킬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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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월간 핫이슈

월간 통계분석

▶

▶

 · 2022년 11월 전체 공격 건수가 전월 대비 약1.02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정보 수집 관련 공격은 

전월 대비 약 880건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공격이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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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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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1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과 독일, 영국 출발지 IP로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중국과 인도, 러시아, 이집트, 대한민국, 불가리아, 홍콩 출발지 IP로부터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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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취약점, 

33.8%

정보수집, 33.1%

웹 취약점, 

21.6%

비인가접근, 8.8%

악성코드, 1.0%

이상 탐지, 0.7%

서비스거부

공격, 0.6%정보노출,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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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전체 공격 합계가 전월 대비 약1.02배 가량 

증가하여 공격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이 중에서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850건가량 감소하였고, 이는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공격 건수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정보 수집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880건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공격 건수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월간 공격 유형01.

2022년 11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Network Scan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하였으며,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공격이 전월 대비 770건가량 

대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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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Command Injection(D-Link HNAP Vulnerability)

SQL Injection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GPON Router Vulnerability

Network Scan

Command Injection(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웹 취약점(Web Vulnerability)

악성코드 (Malware)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정보수집(Information Gathering)

비인가접근 (Unauthorized access)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정보노출 (Information Exposure)

총 합계

총 합계

3,324

1,596

612

850

601

777

565

302

737

310

292

1

5

2

6

3

7

9

4

8

10

2,129

103

59

3,254

868

65

37

9,839

6,642

33.8

16.2

6.2

8.6

6.1

7.9

5.7

3.1

7.5

3.2

3.0

21.6

1.0

0.6

33.1

8.8

0.7

0.4

100

67.5

-

▼1

▼1

▼1

▼1

-

▼1

▼2

▲5

▲2

NEW

-

-

-

▼1

-

-

▲1

-

-

16.2%

8.6%

7.9%

7.5%

6.2%

6.1%

5.7%

3.2%

3.1%

3.0%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Command Injection(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GPON Router Vulnerability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SQL Injection

Command Injection(D-Link HNAP Vulnerability)

Network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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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중국과 인도, 러시아, 

이집트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공격 비율 합이 전체 대비 약 78%로, 절반을 훨씬 넘어섰고, 

미국은 전월 대비 약 8%가량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출발지 IP의 유해성은 IGLOO_CTI, OSINT 정보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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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89.196.23
Fortinet FortiOS Directory 

Traversal(CVE-2018-13379)

49.143.32.6 GPON Router Vulnerability

152.89.196.211

193.142.146.35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185.7.214.218

82.99.217.202 Apache Log4j RCE(CVE-2021-44228)

Application Vulnerability(PHPUnit)

Fortinet FortiOS Directory Traversal
(CVE-2018-13379)

Apache Log4j RCE(CVE-2021-44228)

195.178.120.33
Netgear Command Injection

(CVE-2016-6277)

204.48.24.100

123.157.222.168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45.134.144.203
SIP Vulnerability Scanner

(Sipvicious)

GB

KR

GB

DE

RU

IR

US

US

CN

US

1

5

2

6

3

7

9

4

8

10

5/106

11/106

14/106

18/106

10/106

1/106

5/106

1/106

2/106

6/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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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에 발생한 취약점 패턴 중 TOP 10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에 따른 상세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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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분석 결과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은 웹서버의 설정 페이지 또는 허용 메소드, 
비허가된 웹페이지 또는 비허가 포트 등 취약한 부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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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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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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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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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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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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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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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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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MyAdmin은 MySQL을 웹서버에서 관리할 목적으로 PHP로 작성한 
오픈 소스 도구이며, My-SQL서버를 대상으로 취약점을 찾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삭제, 테이블 생성/삭제, 필드 생성/삭제, SQL 문장 실행, 권한 관리 기능 
실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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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GPON Router Vulnerability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Network Scan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SQL Injection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28.1%

이집트

러시아

인도

중국

미국

6.2%

7.8%

8.0%

49.8%

Rank Source IP Country

1 152.89.196.23 GB

2 152.89.196.211 GB

3 185.7.214.218 RU

4 204.48.24.100 US

5 49.143.32.6 KR

Rank Source IP Country

6 193.142.146.35 DE

7 82.99.217.202 IR

8 123.157.222.168 CN

9 195.178.120.33 US

10 45.134.144.203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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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2022년 10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 정보 16,998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 정보는 

234,496건 수집되었다.

수집 대상별 순서는 [해외-Malware(115,800건)], [해외-Phishing(110,161건)], [국내(16,998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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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 위협 탐지 정책은 46건 이다. 

10월 한 달 동안 MS Windows(CVE-2022-34721), MS 익스체인지(Exchange)(CVE-2022-41040, 

CVE-2022-41082), 메타 스틸러(MetaStealer) Malware, OWASP Amass 등에 대한 탐지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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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월간 주요 사이버위협 탐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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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 정책 설명Code 태그

IGRSS.2.05976

a le r t  udp  $EXTERNAL_NET  any  - >  $HOME_NET  500 
(msg:"IGRSS.2.05976 Microsoft, Windows IKE, CVE-2022-34721,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 content:"|84|"; 
depth:1; offset:16; content:"|00 08|"; within:2; distance:13; 
sid:205976;)

Microsoft Windows IKE의 

CVE-2022-34721 취약점을 

악용한 원격 명령 실행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Microsoft, Windows 
IKE, CVE-2022-

34721

IGRSS.2.05986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2.05986 Microsoft, Exchange, CVE-2022-41040, 
CVE-2022-41082,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autodiscover.json"; fast_pattern; 
nocase; http_uri; content:"Powershell"; distance:0; nocase; http_
uri; sid:205986;)

Microsoft Exchange의 CVE-

2022-41040, CVE-2022-

41082 취약점을 악용한 원격 

명령 실행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Microsoft, 

Exchange, CVE-

2022-41040, CVE-

2022-41082

IGRSS.8.05990

a l e r t  t c p  $ H O M E _ N E T  a n y  - >  $ E X T E R N A L _ N E T 
![20,21,22,53,69,110,143,993] (msg:"IGRSS.8.05990 Malware, 
MetaStealer,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 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GET /avast_update HTTP/1.1|0D 0A|"; 
depth:28; nocase; sid:805990;)

MetaStealer Malware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Malware, 

MetaStealer

IGRSS.12.06021

alert tcp any any -> any $HTTP_PORTS (msg:"IGRSS.12.06021 
OWASP, Amass, Attempted Information Leak"; f 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User-Agent: OWASP Amass"; fast_
pattern:only; http_header; sid:1206021;)

OWASP Amass의 기본 User-

Agent를 탐지하는 정책
OWASP, A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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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 지난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내 PC 돌보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포착됨. 
해당 악성파일은 KISA를 사칭한 도메인을 통해 ‘kisa-down[.]com/mypc_care.zip’ 등의 압축파일 형태로 
유포됐으며, 악성파일 실행 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카카오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 파일로 위장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 메일을 확인해 해당 유포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고 밝힘.

 · KISA는 이메일 내부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를 의심하고 정상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첨부파일 중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를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함.

 · 보안 전문가들은 카카오 사태를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 배후를 북한으로 지목하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대담해졌으니 위협을 인식하고 민관합동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도요타’ 사용자의 개인정보 ‘타요 타’▶

 · 10월 7일,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TOYOTA)가 게재한 사과문에 따르면 도요타의 실수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규모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됨.

 · 정보 유출 대상 고객은 2017년 7월 이후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을 연결하는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T-커넥트(T-
Connect)’ 사이트에 메일 주소를 등록한 사용자이며, 사이트의 소스코드 일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용하는 
플랫폼 ‘깃허브(GitHub)’에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데이터 서버에 대한 액세스 키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도요타는 사실 확인 후, 9월 15일 해당 소스 코드를 비공개 전환하고 데이터 서버의 액세스 키 변경 등의 대응을 
실시한 상태임.

 · 도요타는 누설된 것은 이메일과 고객 관리번호뿐이라며 이름, 전화번호, 신용카드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다만, 유출 가능성이 있는 메일을 통해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태임.

제조 분야, 너로 정했다!…랜섬웨어 공격자들 공격 퍼붓는 중▶

 · 보안 업체 룩아웃(Lookout)의 수석 관리자인 스티븐 반다(Stephen Banda)에 따르면, 최근 제조업에서 클라우드 
이용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위협들이 생겨나고 있음.

 · 반다는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뒷부분에는 신경 쓰지 않아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이 부분을 노리고 집중 공격하고 있다고 말함.

 · 전 세계 제조업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 중 무려 35%가 록빗(LockBit)에 의해 자행되고 있고, 스파르타 
블로그(Sparta Blog), 비안리안(BianLian), 도너츠(Donuts) 등과 같은 새로운 랜섬웨어 집단들이 대거 출몰 
중임.

 · IoT 보안 업체 비아쿠(Viakoo)의 CEO 버드 브룸헤드(Bud Broomhead)는 제조업이 주요 표적이 되는 건 운영 
기술(OT)과 정보기술(IT)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OT와 IT가 결합하는 곳이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랜섬웨어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함.

 · 이스라엘과 사이버 보안 파트너십 모색 협력

 · 인터넷 주소분쟁 조정위원회 7기 위원 25명 위촉

 · 신속확인제 도입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설명회 개최

 · 202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콘퍼런스 개최

 ·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SC)²와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및 교육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제로 트러스트·공급망 보안 정책 포럼 발족

 · 아세안 국가 사이버 공격 대응 공동 모의훈련 참여

 · 정보보호 스타트업 CROSS IR 개최

 · 2022년 K-시큐리티 글로벌 데모데이 개최

 · 2022년 하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 기업 모집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

 · 제7차 국제 사이버 보안 협력 네트워크 개최

 · 국내 데이터 센터 사업자 긴급 점검 회의 개최

 · 제12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콘퍼런스 개최

 ·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글로벌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 금융보안원, 금융 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 2022 개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세르비아와 디지털 정부 분야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가정보원, 보안 적합성 검증 조직 판교로 이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장관급) 선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추진

 · 대구광역시, 2022 사이버공격방어대회 개최

 · 정부,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크스포스(TF) 구성

기타

 · 정보보호 제품 신속 확인제 도입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설명회 개최

북한 해커의 위장술…카카오 사태까지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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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커 뉴스에 의하면 러시아어 기반 해킹 포럼에서 활동하는 ‘올드그렘린(OldGremlin)’이라는 랜섬웨어 운영자들이 
‘러시아를 공격하는 러시아 랜섬웨어 집단’으로 관심받고 있음.

 · 보안 업체 그룹IB(Group-IB)에 의하면 여러 산업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군수 관련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함. 올드그렘린은 유명 기업이나 매체, 기관을 전문적으로 사칭하고 있음.

 · 러시아 랜섬웨어 단체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다른 나라 해커들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님.

 · 올드그렘린은 피해자의 자금 규모와 관련된 사안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해자에 따라 서로 다른 액수를 요구하는 
점이 특징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기술(IT)·언론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킹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해당 공격은 주로 사회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공격인데, 해커들이 정보기술(IT), 언론 업계 등의 채용 담당자로 
위장해 소셜미디어 및 메일 등으로 공격 대상 기업 직원에게 접근하는 방식임.

 · 이후 관계 기업 직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정상 소프트웨어로 위장된 악성코드를 메신저나 메일 등을 통해 
전달함. 이를 통해 피해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랜섬웨어 감염 등의 해킹이 시도되고 있음.

 · KISA는 이러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불분명한 사용자와의 대화 차단, 메신저 및 메일 내 신뢰 되지 않는 비정상 
링크 혹은 첨부파일 클릭 주의 등을 권고했음.

코시국 필수 앱 ‘쿠브(Coov)’ 위장 악성 앱 주의▶

‘귀하의 ID는 정지되었습니다’ 네이버 사칭한 피싱 메일 조심하세요!▶

평소처럼 카드 계산했을 뿐인데…포스기에 숨어든 멀웨어▶

 · 보안 외신 핵리드(Hackread)에 의하면 지난해 2월부터 포스(POS) 멀웨어를 활용한 악성 캠페인이 진행됐고, 
공격자들이 16만 개 이상의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했다고 함.

 · 피해 발생은 대부분 미국에서 일어났으며, 멀웨어의 이름은 ‘매직포스(MajikPOS)’로 현재까지 200여 개의 장비를 
감염시킨 것으로 예측됨.

 · 보안 업체 그룹IB(Group-IB)가 찾은 또 다른 포스 멀웨어 ‘트레져 헌터(Treasure Hunter)’와 ‘매직포스’는 모두 
윈도우 기반 포스 단말기를 감염시킴. 이 멀웨어들은 네트워크를 스캔해 설정이 잘못되거나 보호가 약한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RDP)’과 ‘가상 네트워크 컴퓨팅(VNC) 서비스’를 찾아낸 후, 브루트 포스 공격(brute force 
attack) 기법을 통해 네트워크 내부로 침투함.

 · 그룹IB는 카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카드 취소나 해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함.

 ·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아이디 보호 조치가 실시됐다는 내용의 피싱 공격이 다수 발견돼 해당 포털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이 메일 내용에는 사용자 아이디로 스팸 및 홍보용 메일이 발송됐고, 아이디를 보호 중에 있으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 메일 본문의 링크를 클릭하면 네이버 로그인 화면을 한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며, 이 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곧바로 해커에게 사용자의 계정 정보가 전달됨. 정상적인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와 매우 흡사해 사용자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음.

 · 이로 인해 유출된 네이버 계정 정보는 정교한 추가 공격을 위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유출된 계정을 이용해 또 
다른 추가적인 피싱 공격에 이용될 위험이 있음.

 · 질병관리청에서 개발한 방역 패스용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장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발견됨.

 · 현재 방역 패스가 폐지돼 쿠브 앱 사용자는 줄었지만, 해외 출국하는 사람은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을 위해 여전히 
쿠브 앱을 사용 중임.

 ·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이 악성 앱은 실제 쿠브 앱과 유사하게 제작됐으며 본인 인증을 유도해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민감 개인 정보 탈취를 시도함.

 · 또한, 해당 앱을 설치하면 백신을 위장한 앱 추가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의 의심을 피하고 있음.

 · 이 백신 위장 악성 앱은 다양한 권한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자, 통화, 연락처, 비디오, 오디오 열람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됨.

‘러시아’를 공격하는 ‘러시아’ 랜섬웨어 집단이 있다?▶

IT·언론 타깃 삼는 해커들…소셜미디어 활용했다▶

악성코드, 마이크로소트프 워드 파일로 눈속임▶

 · 안랩 분석팀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Word)로 위장한 구로더(GuLoader) 악성코드가 국내 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구로더는 다른 유형의 악성코드를 추가로 다운로드 받는 ‘다운로더’ 악성코드로, 다양한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며 
과거부터 꾸준히 변형하며 유포되어 왔음.

 · 유포된 피싱 메일에는 HTML 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 HTML 파일을 실행하면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되고, 압축 
파일 내부에 구로더 악성 코드가 숨어있음.

 · 구로더는 워드 아이콘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파일 끝에 약 600MB 크기의 Null 값이 추가된 형태임.

 · 안랩은 다운로더 악성코드인 구로더가 진단을 우회하기 위해 꾸준히 변형돼 유포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경우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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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01.

지금까지 2022년 월간보안동향 3월호(IGLOO CTI 소개 및 기능), 7월호(이글루 CTI 활용하기 : How to use 

IGLOO CTI) 등을 통해 CTI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실제적인 보안 이슈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2021년 12월에 발생한 Log4j 취약점 공격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해당 취약점은 Java 기반 로깅 라이브러리인 Apache Log4j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공식적으로 

CVE-2021-44228로 식별되었다.

Log4j  취약점은 원격 코드 실행(RCE)을 허용할 수 있는 JNDI(Java Naming and Directory Interface™) 

주입 취약점이며, 영향을 받는 Apache Log4j 버전의 기록된 메시지에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예: 악성 

페이로드)를 포함함으로써 공격자는 JNDI 조회를 통해 악성 서버에 연결할 수 있다.

[그림 3-1]은 Apache Log4j 취약점 발생 후, 해당 취약점 스캔 한 횟수이다.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취약점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취약점이 패치되기 전까지 이를 악용하는 악성 행위자들에 의한 

공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취약점이 패치되기 전까지 필요한게 

위협인텔리전스를 활용한 대응이지 않을까 한다.

그럼 지금부터 IGLOO CTI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Log4j 사례를 통한 CTI 활용 가이드

전략사업부 관제기술연구팀 김하늘

[그림 3-1] 일별 Apache Log4j 취약점 스캔 횟수 (출처: Paloalto Networks)

CTI 포털 사이트 활용하기02.

먼저 IGLOO CTI(https://cti.igloosec.com/) 에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한 후, 

IGLOO CTI  메뉴에서 “log4j”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위협 정보 메뉴를 통해 접근한다.

위협 정보 메뉴에서는 IoC 정보, 수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oC 정보에서는 수집하고 있는 침해지표(IoC:Indicator Of Compromise)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3-3] 우측의 태그에 “log4j”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log4j” 태그가 들어간 IoC 침해지표가 출력 된다.

위협 정보 메뉴에서는 IoC 정보, 수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oC 정보에서는 수집하고 있는 침해지표(IoC:Indicator Of Compromise)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3] 우측의 태그에 “log4j”를 입력하여 검색 하면, “log4j” 태그가 들어간 IoC 침해지표가 출력 된다.

[그림 3-2] IGLOO CTI 대시보드 [출처: IGLOO CTI]

[그림 3-3] IGLOO CTI 위협 정보_IoC 정보(1) [출처: IGLOO 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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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IGLOO CTI 위협 정보_IoC 정보 상세내용 [출처: IGLOO CTI]

[그림 3-5] IGLOO CTI 위협 정보_IoC 정보(2) [출처: IGLOO CTI]

[그림 3-6] IGLOO CTI 위협 정보 수집 정보 [출처: IGLOO CTI]

[그림 3-7] IGLOO CTI 위협 정보 수집 정보 [출처: IGLOO CTI]

[그림 3-3]에서 수집 정보 클릭 시, 설명 및 해당 수집 정보의 IoC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리스트를 

JSON, CSV, STIXv1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위의 단일 수집 정보 다운로드 외에, “log4j” 태그에 대한 모든 리스트 저장은 우측 상단의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JSON, CSV, STIXv1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태그 외에도 “log4j” 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항목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IoC 정보 옆의 수집 정보 탭을 클릭하여, 

검색 창에 입력 후 검색하면, [그림 3-5]와 같이 “log4j”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수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위협 정보는 관제에 활용되는 SIEM, 보안 장비 등에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6]에서 수집 정보 클릭 시, 설명 IoC 리스트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메뉴는 

하나의 수집 정보에 대한 IoC 리스트 다운로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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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TI와의 연동을 통해 차단되는 IP를 단일 경보로 생성할 수 있으며, 적용된 경보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Rule에 적용되어 관제 요원의 업무 부하를 줄일 수 있다.

[그림 3-8] SPiDER TM CTI 연동 [출처: SPiDER TM]

[그림 3-9] SPiDER TM 유해 IP [출처: SPiDER TM]

CTI와 SIEM 연동을 통해 활용하기03.

앞에서 다룬 포털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시스템에 위협 정보를 관제 요원이 추가하게 될 경우 업무에 

부하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업무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CTI와 SIEM을 연동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SPiDER TM의 메뉴에서 관리>운영관리>CTI 연동 메뉴를 통해 CTI와의 연동을 확인할 수 있다.

SIEM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CTI와 SIEM이 통신이 가능해야 하며,  발급받은 API Key를 통해 연동한다.

SPiDER TM의 메뉴에서 예방활동>유해IP 메뉴 접근을 통해, 위의 매일 IP 자동 업데이트 동기화 설정을 통해 

CTI와의 연동을 통해 차단된 IP와 분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시의 log4j와 같은 경우 업무의 시급성에 따라 3~4시간 주기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림 3-10] SPiDER TM CTI 탐지정책룰[출처: SPiDER TM]

REST API를 통한 호출04.

REST API 메뉴는 데이터 연동을 위한 API 설명 페이지이다.

IGLOO CTI에서 수집하는 모든 정보를 API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사 제품(API) 및 타사 제품(STIX/

TAXII)에 대한 데이터 연동을 지원한다.

[그림 3-11] IGLOO CTI REST API (1) [출처: IGLOO 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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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IGLOO CTI REST API Key인증 화면(1)  [출처: IGLOO CTI]

[그림 3-14] IGLOO CTI 마이페이지(2) [출처: IGLOO CTI]

[그림 3-15] IGLOO CTI REST API Key인증 화면(2)  [출처: IGLOO CTI][그림 3-13] IGLOO CTI 마이페이지(1) [출처: IGLOO CTI]

그럼 지금부터 API 접근을 통해 위협 정보를 활용하는 법을 살펴보겠다.

(사정상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REST API 테스트 페이지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그림 3-11]의 우측 상단의 Authorize 버튼을 클릭하면 API 사용 접근을 위한 인증 화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API Key 값을 입력해야 한다.

API Key는 신청한 고객은 이메일을 통해 발급되며, 또한 CTI의 마이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마이페이지 메뉴에서는 전체 피드와 내 피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피드에서는 CTI에서 수집 중인 해외 위협 정보, 국내 위협 정보, 인사이트(해외), 인사이트(국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47건의 피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내 피드에서 수집되고 있는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4]에서 마이페이지 내의 좌측 상단의 내 정보에서 API Key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의 버튼을 

통해 복사할 수 있다.

마이 페이지에서 복사한 API Key 값을 입력하면 접근이 허용이 되며, 아래와 같이 표시되면 API 사용이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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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API를 클릭하여 'Try it out' 을 클릭하면 API 옵션 값 설정이 활성화된다. 해당 값을 확인할 수 있는 url과 JSON으로 Download 버튼이 활성화되며, 클릭 시 다운로드 가능하며, 타사의 

SIEM이나 SOAR 등에 사용할 수 있다.

API 옵션 값을 입력 후, Execute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결과 화면으로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6] IGLOO CTI REST API (2) [출처: IGLOO CTI]

[그림 3-18] IGLOO CTI REST API (4) [출처: IGLOO CTI]

[그림 3-17] IGLOO CTI REST API (3) [출처: IGLOO CTI]

결론05.

지금까지 IGLOO CTI를 통한 Log4j 취약점 공격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log4j 취약점 공격과 같은 큰 규모로 발생한 보안 이슈의 경우 한차례에 끝나는 것이 아닌, 해당 취약점을 악용한 

다른 악성 행위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들어 발생하게 된다. 

IGLOO CTI는 국내외 기업·기관에서 수집한 보안 위협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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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Center2를 이용한 보안 프로그램 상태 

점검방안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최예지

백신 프로그램(AntiVirus), PMS, DLP 등 엔드포인트에서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은 보안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관리 소프트웨어의 상당수는 별도의 관리환경(중앙관리 및 관리자 페이지 등)에서 보안설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별도의 관리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나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보안 관련 프로그램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3호’에 의거하여 KISA에서 

발간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가이드(2021)’에 따르면 ‘W-33.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W-36. 백신 프로그램 설치’ 항목을 통해 백신 프로그램의 상태 확인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중앙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관리 및 점검을 해야 한다면, GUI 환경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산이 많을 경우 수동으로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일 때 SecurityCenter2를 이용해 자동으로 

상태 정보를 확인한다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SecurityCenter2란 백신, 방화벽 등 엔드포인트 보안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임스페이스이다. 윈도우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WMI(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에서 SecurityCenter2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 보안 

프로그램 설치 유무와 업데이트 상태를 알 수 있다.

Win32 API는 Windows에서 사용하는 C언어 기반의 API로, 사용자는 SecurityCenter2의 상태 정보를 

조회할 때 Win32 WscAPI를 사용한다.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이 배포될 경우 업데이트를 위해 

SecurityCenter2의 상태 정보를 변경한다. 실시간으로 상태 정보가 변경되기 때문에 GUI 상에서도 즉각 확인이 

가능하지만 상태 정보의 표시 기준을 Class 에 정의된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추가적인 

정보(검사 예약, 검사 주기 등)는 제공하기 어렵다. SecurityCenter2는 wscsvc 서비스로 실행되며 보안 

프로그램에게 수정 권한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일자 및 검사 기록 같은 경우 Windows Defender는 

이벤트 로그에 해당 기록들이 상세하게 남지만 3rd Party 보안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이벤트 로그에 남지 않고 

자체적인 로깅을 한다. 

[그림 4-1]과 같이 Windows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에서도 SecurityCenter2를 확인할 수 있다. 

SecurityCenter2 네임스페이스는 Windows Vista SP1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Windows 서버 

운영체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SecurityCenter2를 사용해 자동으로 점검하는 방법과 SecurityCenter2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개요01.

[그림 4-2] 보안 프로그램 상태 정보 업데이트 흐름도

[그림 4-1] SecurityCenter2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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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SecurityCenter2 Class List 예시

WMI는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에서 관리 데이터를 가져오는 모든 로컬,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WMI 네임스페이스는 [표 4-1]와 같이 크게 네 종류의 Class로 구성되어 있다.

SecurityCenter2의 Class List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Class는 세 가지(AntiVirusProduct, 

AntiSpywareProduct, FirewallProduct)가 존재한다. 엔드포인트 보안 프로그램이 SecurityCenter2에 

등록되어야 WMI를 사용해 시스템에 존재하는 보안 프로그램의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ntiSpywareProduct는 스파이웨어 보안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출력해 주는 Class로 Windows10 

버전 1607 이전의 운영체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현재 Class는 존재하나 출력 결과를 보증할 수 없다. 

FirewallProduct는 방화벽 보안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출력해 주는 Class로 AntiVirus 프로그램 

내에 애드온(Add-On) 형식으로 방화벽이 존재해 사용자가 방화벽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출력된다.

[그림 4-3]은 Windows Defender의 업데이트 로그로 이벤트 뷰어에서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 → 

Microsoft → Windows → Windows Defender → Operational’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벤트ID 

2000으로 로깅이 남게 된다. Windows Defender의 ‘검사 시작’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벤트ID가 

1000으로 남게 된다. SecurityCenter2의 기능을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먼저 SecurityCenter2 

네임스페이스의 Class List에 대해서 알아보자. 

SecurityCenter2 출력 정보02.

[표 4-1] WMI Class 설명 및 포맷유형

DescriptionClass Format

WMI System WMI의 존재하는 모든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된 미리 정의된 Class 이중 밑줄(__)로 시작

Standard Consumer 임의의 이벤트를 수신할 때 작업을 트리거 하는 이벤트 소비자 집합 이중 밑줄__Event

MSFT 원격 이벤트 및 정책 확장과 같은 여러 운영 체제 기능을 조작하는 수단을 제공 MSFT_

CIM 객체 간의 관계로 표현되는 표준을 정의한 Class로 표준화된 객체를 저장하고 관리 CIM_

[그림 4-3] Windows Defender 업데이트 로그(Event I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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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SecurityCenter2 내 AntiVirusProduct 의 Class 내용 출력

AntiVirusProduct는 시스템에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Class이다. SecurityCenter2의 규격과 

맞는 제품만 출력되며 AntiVirus 프로그램 내에 애드온 형식의 보안 프로그램(ex: 방화벽)이 존재할 경우 해당 

AntiVirus 프로그램과 이름은 같지만 인스턴스 ID가 다르게 출력된다. 세 개의 Class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태 정보를 확인하는 productState의 형식 또한 같다. 해당 Class들이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는 다음과 

같다.

SecurityCenter2 보안 프로그램 Class의 구조는 [그림 4-5]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개별 값이 의미하는 

바는 ‘[표4-2] AntiVirusProduct  Class Method  필드별 기능 설명’과 같다. 

[표 4-2] AntiVirusProduct  Class Method 필드별 기능 설명

의미필드 값

displayName 보안 프로그램 제품 이름

pathToSignedReportingExe

productState

timestamp

공급자 경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시간

instanceGuid 고유 식별자

pathToSignedProductExe 응용 프로그램 파일 경로

실시간 보호 및 정의 상태

[표 4-2]를 보면 AntiVirusProduct Class의 productState 값의 의미를 알 수 있다. productState는 보안 

프로그램의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값으로 [그림 4-5]에 존재하는 productState 값(393472)을 보면 현재 

정수형으로 출력되어 있지만 바이너리 타입으로 변환하면 값을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productState 값은 사용자가 기능을 임의로 제어할 수 있을 경우와 제어가 불가능한 경우 상태 값의 

출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기능 제어가 가능한 경우 상태 값이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게 되므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Class의 값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티바이러스 제품에서 방화벽 기능 제어가 

가능한 상태(애드온 상태) 라면 AntiVirusProduct, FirewallProduct 두 가지 Class의 productState 값을 

확인해야 되지만, 반대로 기능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임베디드 상태) 라면 AntiVirusProduct Class에서 방화벽 

기능이  포함된 productState 값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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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def enum _WSC_SECURITY_PROVIDER {

  WSC_SECURITY_PROVIDER_FIREWALL = 0000 0001, # 방화벽 존재

  WSC_SECURITY_PROVIDER_AUTOUPDATE_SETTINGS = 0000 0010, # 자동 업데이트 존재

  WSC_SECURITY_PROVIDER_ANTIVIRUS = 0000 0100, # 안티바이러스 존재

  WSC_SECURITY_PROVIDER_ANTISPYWARE = 0000 1000, #안티스파이웨어 존재, 현재 사용되지 않음

  WSC_SECURITY_PROVIDER_INTERNET_SETTINGS = 0000 1010, #컴퓨터의 각 인터넷 영역에 있는 웹 사이트 액세스 제한

  WSC_SECURITY_PROVIDER_USER_ACCOUNT_CONTROL = 0001 0100, #UAC(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WSC_SECURITY_PROVIDER_SERVICE = 0010 1000, # WSC 서비스의 실행 상태

  WSC_SECURITY_PROVIDER_NONE = 0000 0000, #WSC가 모니터링 하는 항목 미존재

  WSC_SECURITY_PROVIDER_ALL #WSC가 모니터링하는 모든 항목

} WSC_SECURITY_PROVIDER, *PWSC_SECURITY_PROVIDER;

[그림 4-6] Windows Defender의 productState

[그림 4-8] _WSC_SECURITY_PROVIDER  구조체

1) productState 필드 값 의미

AntiVirusProduct 및 FirewallProduct 필드 상세 정보03.

[그림 4-7]은 [그림 4-6]의 productState 값(393472)을 바이너리 값으로 변환한 결과이다. 24개의 bit로 

이루어져 있으며, byte 한 개와 nibble 4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 4-7] Windows Defender의 productState Binary 값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 파란색으로 표기된 객체는 테스트 결과를 도출가능한 객체를 의미

          필드는 마이크로소프트 Win32 API 개발 가이드에 존재하는 WSC_SECURITY_PROVIDER를 

의미한다. WSC_SECURITY_PROVIDER란 Windows Security Center(WSC)에서 모니터링하는 모든 

서비스를 정의하는 구조체이다.  크기는 1byte로 첫 번째 필드에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가 제어할 수 없는 보안 

프로그램의 기능이 존재할 경우 해당 값이 포함되어 출력된다. 

WSC_SECURITY_PROVIDER_FIREWALL의 값(0001)으로 방화벽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 보안 

프로그램의 방화벽이 임베디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AntiVirusProduct Class productState 값이 첫 번째 

필드에 안티 바이러스의 상태 값(0100)과 방화벽의 상태 값(0001)이 합산되어 출력된다.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애드온 형식의 방화벽이 포함되어 있는 보안 프로그램일 경우 AntiVirusProduct Class productState 첫 

번째 1byte 필드 값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Class인 FirewallProduct Class에서 productState 값이 

출력된다. 

SecurityCenter2는 안티 바이러스의 상태 측정을 위해 만들어진 네임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추가 기능을 

안티 바이러스에서 제어하는 것으로 판단해 FirewallProduct Class의 productState 값은 0100+α의 형태로 

출력된다. 따라서 애드온 형식의 방화벽이 포함되어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라면 AntiVirusProduct Class, 

FirewallProduct Class 두 개의 Class를 출력해 안티바이러스, 방화벽의 활성화 여부 및 버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typedef enum WSC_SECURITY_PRODUCT_STATE {

  WSC_SECURITY_PRODUCT_STATE_OFF = 0x0000, #보안 프로그램 비활성화

  WSC_SECURITY_PRODUCT_STATE_ON = 0x0001, #보안 프로그램 활성화

  WSC_SECURITY_PRODUCT_STATE_SNOOZED = 0x0002, # 보안 프로그램 일시 중지

  WSC_SECURITY_PRODUCT_STATE_EXPIRED = 0x0004 # 보안 프로그램 만료

[그림 4-9] WSC_SECURITY_PRODUCT_STATE 구조체

* 파란색으로 표기된 객체는 테스트 결과를 도출가능한 객체를 의미

            필드는 마이크로소프트 Win32 API 개발 가이드에 존재하는 WSC_SECURITY_PRODUCT_STATE를 

의미한다. WSC_SECURITY_PRODUCT_STATE란 Windows Security Center(WS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제품의 현재 상태를 정의하는 구조체이다. 해당 필드는 nibble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안 프로그램의 

실시간 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WSC_SECURITY_PRODUCT_STATE_SNOOZED는 보안 프로그램의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지만 실시간 감시를 임의로 중지시킨 경우 출력되는 값이다.

             필드는 nibble로 이루어져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일 경우 0001을 출력하고, 

아닐 경우에는 0000의 값을 출력한다. 보안 프로그램은 대부분 3rd Party 프로그램을 사용하므로 0000이 출력된다.

            필드는 nibble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보안 프로그램의 버전이 최신 버전일 경우 0000을 출력하고, 최신 

버전이 아닐 경우에는 0001의 값을 출력한다.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프로그램의 DB 

엔진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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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ductState 샘플 테스트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을 비교해 주는 AV-TEST의 2022년 인증 평가에서 종합 점수 만점을 받은 백신들 중 

임의로 한 개의 제품을 선정해 SecurityCenter2 클래스를 출력해 봤다.

보안 프로그램은 안티 바이러스와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각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 4-10]에 존재하는 보안 프로그램 AntiVirusProduct Class의 productState 값(266240)을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하면 ‘0000 0100 0001 0000 0000 0000’이다. 현재 보안 프로그램 상태는 활성화되어 있고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Windows Defender의 값(393472)을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하면 ‘0000 0110 0000 

0010 0000 0000’이고, Windows Defender가 비활성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rd Party 제품의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Windows Defender는 자동적으로 비활성화된다.

[그림 4-10] AntiVirusProduct productState

[그림 4-11] FriewallProduct productState

[그림 4-11]에 존재하는 보안 프로그램 FirewallProduct의 productState 값(262144)을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하면 ‘0000 0100 0000 0000 0000 0000’이고, 보안 프로그램의 방화벽 상태는 비활성화되어 있다. 

사용자가 기능 제어를 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은 두 개의 productState가 다른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AntiVirusProduct, FirewallProduct 두 개의 클래스에서 productState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 업데이트와 방화벽 기능이 임베디드 형식으로 존재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선정해 테스트 및 

분석한 결과이다.

해당 제품은 안티바이러스, 방화벽, 자동 업데이트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각 

기능들을 제어할 수 없다. 보안 프로그램의 AntiVirusProduct Class의 productState 값(462848)을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하면 ‘0000 0111 0001 0000 0000 0000’이다. 현재 보안 프로그램의 상태는 보안 프로그램 

활성화 및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보안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Windows Defender의 상태는 

비활성화된다. FirewallProduct Class가 출력되지 않는 이유는 사용자가 기능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ntiVirusProduct Class productState의 첫 번째 비트 값이 7이므로 임베디드 형식의 자동 업데이트 

및 방화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2] AntiVirusProduct productState

[그림 4-13] FriewallProduct State

PS C:\Users\igloo> Get-WmiObject -Namespace Root\SecurityCenter2 
FirewallProduct
PS C:\Users\ig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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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WEBTEST에서 프로세스 실행 경로 확인

[그림 4-15] 정의된 프로그램 점검 예시

SecurityCenter2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보안 프로그램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 4-14]는 WMI 쿼리도구인 wbemtest로 Win32_Process Class를 조회하여 MOF를 출력한 결과이다. 

조회한 프로세스의 실행 경로는 ExecutablePath 메소드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업데이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제공하거나, 레지스트리에 남는 경우 미리 경로를 

정의해 두어 정적으로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SecurityCenter2 미존재 시 보안프로그램 상태 점검04.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은 미리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 문자열을 탐지해 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수동 점검을 하기 전 마지막 방법으로 동작 상태를 확인할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보안 프로그램의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을 때 WIn32_Process Class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 경로를 파악한다. 파악된 경로에서 하위 경로까지 모두 최근에 수정된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forfiles 명령어는 파일 또는 폴더를 일정 조건으로 조회하는 명령어로 /D 옵션을 사용해 설정한 시간보다 수정 

시간이 크거나 작은 파일들의 집합을 출력할 수 있다. [그림 4-16]은 두 번째 방법으로 forfiles 명령을 실행하고 

‘%date%’ 변수 위치에 기준일을 설정하면 설정한 날짜부터 현재까지의 수정 이력이 있는 모든 파일들을 출력해 

업데이트 날짜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UsnJrnl:$J에서 파일의 생성, 변경, 추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로세스의 실행 경로를 확인하여 하위 파일들의 수정 날짜를 $UsnJrnl:$J을 파싱 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ExecutablePath로 실행 경로에 존재하는 파일 목록을 리스트 형태로 저장 후 저널 파일에서 해당 

파일 목록을 탐색해 수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6] 백신프로그램 업데이트 마지막 수정 일자 확인 예시

[그림 4-17] 메타데이터($UsnJrnl:$J)을 통한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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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보안 프로그램 상태 정보 점검 다이어그램

1) 보안 프로그램 상태 정보 점검 구성도

보안 프로그램 상태 점검을 위한 자동화방안05.

지금까지의 점검 방법을 토대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그림 4-18] 같이 정리된다. 해당 논리 로직으로 자동 점검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다.

2) 보안 프로그램 자동화 점검 스크립트

[그림 4-19] 자동화 점검 스크립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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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의 다이어그램을 토대로 제작한 [그림 4-19] 스크립트에서 각 로직 부분을 스크립트와 번호로 

매칭했다. SecurityCenter2를 사용해 보안 프로그램의 상태 정보 및 최신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이 Workstation Edition 이어야 한다. [그림 4-19]의 10,11번 라인을 

보면 WMI 네임스페이스 중 cimv2의 Win32_OperatingSystem Class의 Caption 메소드를 이용하고 12번 

라인의 조건문을 이용해 시스템의 OS가 Workstation Edition을 사용 중인지 확인한다. 

두 번째 조건은 SecurityCenter2 네임스페이스가 존재해야 한다. [그림 4-19]의 16~20라인과 같이 

Python에서 wmi 모듈을 사용해 네임스페이스를 호출했을 때 네임스페이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를 

출력하므로 try-except 구문을 통해 조건 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조건은 AntiVirusProduct Class로 SELECT 쿼리를 보냈을 때 결과가 존재해야 한다. [그림 4-19]의 

23~26번 라인과 같이 쿼리 결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 False를 리턴하므로 조건 만족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productState를 24bit로 패딩 후 이진 문자열로 변환하면 6 bit에 AntiVirus 

존재 여부, 8 bit에 방화벽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0000101’을 판별할 경우 AntiVirus와 

임베디드 형식의 Firewall가 존재하므로 AntiVirusProduct Class만 점검하게 된다. 애드온 형식의 보안 

프로그램일 경우 FirewallProduct Class를 조회해 결과가 존재할 경우 애드온 형식의 방화벽이 동작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AntiVirusProduct, FirewallProduct 두 개의 Class를 점검한다. 만약 FirewallProduct 조회 

시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면 방화벽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AntiVirusProduct Class만 점검하게 

된다. 

만약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림 4-18]의 ⑥ 과정으로 넘어가 진단하게 된다. 이경우 동적 

점검을 위해 [그림 4-19]의 81번 라인과 같이 WMI 네임스페이스 중 cimv2의 Win32_Process Class에서 

미리 정의해둔 보안 프로그램의 이름을 조회하여 실행 경로(ExecutablePath)를 AV_Path에 저장한다. 

실행 중인 보안 프로그램(AV_Name)이 점검 방법을 미리 정의해둔 프로그램일 경우 [그림 4-19]의 90번 

라인에 존재하는 definedCheck 함수를 호출해 각 보안 프로그램별 점검 방법 로직을 동작 시킨다. 예를 들어 

A보안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레지스트리 경로에 최근 업데이트 날짜가 저장된 Value가 존재할 경우 해당 

레지스트리 값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정의한다. 만약 정의해두지 않은 프로그램일 경우 AV_Path에서 forfiles 

명령어로 현재, 하위 경로 모두를 탐색해 최근 수정된 파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AV_Path 

하위에 존재하는 exe 파일들의 FullName을 $UsnJrnl:$J에서 조회하여 최근 수정시간을 확인한다. 위 과정을 

전부 진행하고 보안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나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GUI 상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유도한다. 

[그림 4-20] 보안 프로그램 자동화 스크립트 출력 결과 예시 1 (SecurityCenter2가 존재하는 경우)

[그림 4-21] 보안 프로그램 자동화 스크립트 출력 결과 예시 2 (SecurityCenter2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림 4-20]은 SecurityCenter2가 존재하는 경우 출력되는 형태로 AntiVirus 외에 추가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에드온 및 임베디드 형식의 추가 기능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1]은 SecurityCenter2가 존재하지 않아 동적 점검의 출력 결과로 CheckFile key에서 판단에 영향을 

준 파일의 이름 및 수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ype key에서 동적 점검 시 어떤 Case에 의해 출력된 

결과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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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06.

지금까지 보안 프로그램의 활성화 유무 및 최신 업데이트 적용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SecurityCenter2를 사용할 수 없어 동적 점검을 진행할 경우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정의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단 네트워크 장비 로그에서 업데이트 서버와 통신하는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문서는 엔드포인트만을 상정하였으므로 따로 서술하지 않았다. 자동 

점검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사용자에게 직접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 보안 프로그램의 검사 주기, 실시간 감시 

여부, 업데이트 관리 방법, 예외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답변 받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보안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되는 위협이 존재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서 악성 

프로그램 탐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제13조)와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제7조)’가 고시한 사업자의 개인 정보 보호조치 

기준에 따르면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사용 또는 엔전 업데이트 여부를 최소 일 1회 이상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 발생 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존재할 경우 엔진 

업데이트 및 패치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주기적 갱신, 

점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안 프로그램 상태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안 지침 

및 가이드를 토대로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점검을 수행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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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F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김성훈

 

[표 5-1] CSRF와 SSRF공격의 차이점 비교

최근 발생한 클라우드 호스팅 제공 업체의 자격 증명 획득에 SSRF취약점이 악용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SSRF공격은 외부의 공격지점(Attack Surface)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가 의도하지 않은 내부 시스템(도메인 

및 IP등 이용)에 접근하기 때문에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SSRF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및 웹 

애플리케이션 구성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SSRF 취약점의 원리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서버 측에서 위조된 HTTP 요청을 발생시켜 직접적인 접근이 제한된 서버 내부 자원에 접근하여 외부로 데이터 유출 

및 오동작을 유발하는 공격을 SSRF(Server Side Request Forgery)라고 한다. 공격형태만 보면 위조된 HTTP 

요청(Request Forgery)를 이용한 공격이기 때문에 CSRF(Cross Site Request Forgery)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격자의 공격이 발현되는 지점이 서버 측(Server Side)인지 클라이언트 측(Client Side)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공격 형태가 구분될 수 있다. CSRF가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를 하이재킹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악성 요청을 

수행하게 만든다면, SSRF는 접근이 제한된 내부환경에 추가 공격(Post-Exploitation)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의 

영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SSRF 개요01.

CSRF(Cross Site Request Forgery)구분 SSRF(Server-Side Request Forgery)

요청 주체

공격 개념

공격 방법

공격구성도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청 수행(Client Side) 웹 서버 측에서 요청 수행(Server Side)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동을 하여 특정 웹 페이지에 변조 등 악성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공격 기법

Server-Side에서 이루어지는 요청을 변조하여
해커가 의도한 서버로 요청이 가게 되거나

요청을 변경할 수 있는 공격 기법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웹 서버의 File Inclusion
취약 파라미터를 통해 내부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결과를 받아 정보 탈취 및 오동작을 

유발하는 방식

패스워드 변경 및 로그인 연동을 통한 주소 변경과 
같은 인증 관련 취약점을 연계하여 게시판이나

메일을 통해 취약점에 연결할 수 있는 악성 
스크립트를 배포하는 방식

[그림 5-1] OWASP TOP 10 2021 변경 사항(출처 : OWASP)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MSA형태로 변화하면서 시스템 간 연계 및 사용자 

권한부여 등으로 인해 개발 인프라의 아키텍처가 복잡해지면서 보안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국제 웹 보안분야 비영리단체인 OWASP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OWASP TOP 10 2021’에 

A04:2021 Insecure Design, A08:2021 Software and Data Integrity Failures, A10:2021 Server-Side 

Request Forgery(SSRF)의 3개의 신규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수년간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A01:2017 Injection취약점의 자리를 A01:2021 Broken Access Control 취약점이 차지하면서 웹 보안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는 단순히 입력 값에 대한 미검증보다는 비정상적인 접근의 통제 가능 여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안의 관점을 반영한 항목이 바로 A10:2021 Server-Side Request Forgery(SSRF)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고객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신용점수 등이 포함된 1억 6천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이나 Microsoft Exchange Server(CVE-2021-26855), ProxyShell Exploit 등 대규모 보안 사고의 

원인이 SSRF와 연관됨에 따라 SSRF를 활용한 보안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근본적인 공격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SSRF를 활용한 공격 사례를 분석한 공격 시나리오인 [그림 5-2]를 통해 

공격 유형별 공격 요소들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례 분석을 통한 SSRF 취약점 영향도 분석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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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PT그룹 ‘HAFNIUM’이 미국 내 산업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CVE-2021-26855은 

Microsoft Exchange Server의 SSRF 취약점을 활용한 대표적인 공격 사례다. SSRF 취약점을 통해 HTTP 

연결을 생성하고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 사용자 권한으로 Exchange Server에 접근하여 Exchange 주소록 등 

Exchange Server에 저장된 데이터 접근 및 탈취가 가능해지게 된다. 

공격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SSRF를 하기 위해서는 HTTP Request Header의 프로퍼티 중 Cookie에 

Value 값으로 ‘X-BEResource’가 필요하다. 스크립트나 이미지와 같은 정적 리소스에 별도의 인증 없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입력 값 검증기능이 미흡한 ‘X-BEResource’를 통해 접근이 가능해진다.

공격자인 ‘HAFNIUM’은 HTTP Request Header의 Cookie 프로퍼티에 [그림 5-3]과 같이 autodiscover를 

요청하는 SSRF 공격 구문을 삽입하여 내부 서버에 자동 검색 요청을 보내 사용자의 LegacyDN을 탈취했다.

X-BEResource=내부서버호스트/target.xml#~/ecp/15.1.2106.2/scripts/flurry.js

[그림 5-2] SSRF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시나리오

[표 5-2] SSRF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 시나리오

공격형태공격유형 공격방법

1

Port Scan 및

내부 시스템

파일 탈취 기반

SSRF

ProxyLogon

기반 SSRF

(CVE-2021-26855)

AWS 클라우드

기반 SSRF

(Capital One 침해사례)

· 내부서버 포트스캐닝을 통한 서비스 구동여부 확인 및 내부파일 접근
· SSH(22) 서비스 포트 스캐닝 시 'file?=http://10.10.10.10:22'와 같은 공격구문 사용
· Linux/Unix환경에서 /etc/passwd파일 접근 시 'file?=file:///etc/passwd'와 같은 공격 구문 사용
· sftp://evil.com:11111/,ldap://localhost:11211/%0astats%0aquit,gopher://127.0.0.1:25/x
   25/xHELO 등 서버가 허용하는 URL 스키마에 따라 추가 접근 가능

2

· 내부서버 접근 시 MS Exchange Server SSRF(CVE-2021-26855)를 통한 내부 교두보 확보

· X-BEResource 쿠키 변조를 통해 내부 서버 리소스 접근 가능

· '/ecp/proxyLogon.ecp'파일을 호출하여 강제로 세션 연결이 가능한 ProxyLogon을 이용해 

   별도의 인증 없이 공격자와 Exchange Server 간 HTTP 연결 수행

3

·SSRF 취약점이 존재하는 IMDSv1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카드 이미지 업로드 시에 사용되는

 매개변수 'url'에 S3 버킷 데이터 노출 (취약 파라미터)

·취약 파라미터 'url'에 'http://169.254.169.254/latest/meta-data/iam/security-credentials

  /ISRM-WAF- ROLE' 공격구문을 사용하여 AWS MetaData 및 ISRM-WAF-ROLE의

  AccessKey  및 Token을 탈취

·탈취한 AccessKey 및 Token은 ISRM-WAF-ROLE 권한 획득에 활용되어 공격자의 AWS 접근 

  및 서버 내 S3 버킷 데이터 탈취에 악용 

[그림 5-2]는 공격 대상의 환경(On-Premise 및 Cloud)에 따라 SSRF 취약점이 발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공격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포트 정보 및 서비스 정보 탈취, 내부 데이터 탈취, 클라우드 Metadata 파일 

탈취, Credential 탈취 등에 SSRF가 활용될 수 있으며 공격 시나리오별로 [표 5-2]와 같은 공격 방법이 

적용되게 된다. [그림 5-2]를 토대로 공격 유형 2번(CASE1)과 공격 유형 3번(CASE2)의 경우에는 공격 유형을 

토대로 실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매핑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림 5-4] X-BEResource 쿠키 변조를 통한 SID 유출
(출처 : blogs.keysight.com, a_look_at_the_proxyl-IlFt.html, 2021/03/16)

[그림 5-3] X-BEResource 쿠키 변조를 통한 사서함 유출
(출처 : blogs.keysight.com, a_look_at_the_proxyl-IlFt.html, 2021/03/16)

그 후 탈취한 LegacyDN을 이용해 사용자의 SID를 검색하기 위해 MAPI 자원에 요청을 전송했다.

1) CASE1 : CVE-2021-26855 공격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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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X-BEResource 쿠키 변조를 통해 내부 서버와 HTTP 연결 수행
(출처 : blogs.keysight.com, a_look_at_the_proxyl-IlFt.html, 2021/03/16)

마지막으로 취득한 SID를 이용, ‘/ecp/proxyLogon.ecp’ 엔드 포인트에 요청을 보내 공격자와 내부 서버에 

유효한 세션을 활성화했다.

CVE-2021-26855 취약점 자체만으로는 내부 서버와 연결하는 수준으로 진입 점을 생성할 뿐인 취약점이지만 

해당 취약점은 CVE-2021-27065와 같은 다른 Exchange Server 취약점과 연계되면 심각한 서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높은 CVSS 위험도 점수를 받게 되었다.

[그림 5-6] S3 버킷 URL 입력 매개변수 노출
(출처 : application.security, server-side-request-forgery-in-capital-one)

공격자는 CapitalOne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자신의 신용카드 이미지를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로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에 접근하여 신용카드 이미지를 변경했을 때 URL에 AWS S3 버킷 관련 입력 매개변수가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2) CASE2 : Capital One 공격 시나리오

2019년 SSRF 공격으로 인해 미국 금융 기관 ‘캐피탈 원(Capital One)’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약 1억 600만 명의 

해킹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공격자는 약 140,000개의 사회 보장 번호와 약 80,000개의 은행 계좌 번호 

등을 탈취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공격의 위험성을 높였다. 다음은 Capital One에서 발생한 사건과 동일한 공격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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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url’ 변수에 존재하는 SSRF 취약점
 (출처 : application.security, server-side-request-forgery-in-capital-one)

[그림 5-8] 카드 디자인 기능의 취약 소스코드
(출처 : application.security, server-side-request-forgery-in-capital-one)

[그림5-8]은 SSRF 취약점이 발현되는 소스코드로, L4번의 queryString 변수에서 S3 버킷 URL을 ‘url=‘ 

변수에 할당 후 L8번에서 storageService.load 기능을 이용, ‘url’ 매개 변수를 통해 S3 버킷에서 미리 보기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L14번에서 HttpGet 함수를 이용, 이미지 파일 검색을 위해 Java 

기능을 호출하는데 여기서 ‘url’에 대한 사용자 입력 값 유효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SSRF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격 과정으로 다시 나아가 최종적으로 공격자는 데이터 탈취를 위해 [그림 5-7]에서 발생한 SSRF 취약점을 

악용하여 [그림 5-9]와 같이 AWS 클라우드 메타 데이터인 ISRM-WAF-ROLE 파일의 내용을 요청하였다.

AWS S3 버킷 링크를 전달하는 ‘url’ 변수에 공격자는 외부 이미지 리소스의 URL 주소를 삽입하였고 해당 

이미지가 로드되어 카드 이미지에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해당 변수에 SSRF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고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백엔드의 카드 디자인 기능 소스 코드에 

취약성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했다.

[그림 5-9] AWS IAM Role 탈취 시도
(출처 : application.security, server-side-request-forgery-in-capital-one)

[그림 5-10] 탈취한 자격증명으로 AWS 접근 및 S3 버킷 탈취
(출처 : application.security, server-side-request-forgery-in-capital-one)

ISRM-WAF-ROLE 요청 결과 공격자는 AWS에 접근할 수 있는 AccessKey와 Token의 자격 증명을 

성공적으로 탈취했으며 [그림 5-10]과 같이 탈취한 자격 증명으로 AWS에 접근하여 내부 데이터를 탈취했다.

CapitalOne 시나리오의 경우 사소한 기능의 SSRF 취약점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CASE이다. 우리는 

이러한 CASE들을 분석하고 SSRF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여 이 같은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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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SSRF 공격 환경 구성도

외부 망에서는 공격자 PC와 DMZ 웹 서버가 통신이 가능하며 내부 망에서는 DMZ 웹 서버와 bee-box 

서버가 통신이 가능하다. 또한, SSRF 공격을 통한 내부 bee-box 서버 데이터 탈취를 위해 공격자 PC와 

bee-box 서버는 서로 통신이 불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성했다. 또한, SSRF 취약 환경을 위해 DMZ 웹 서버에 

XVWA(Xtreme Vulnerable Web Application) 환경을 구축(http://192.168.16.142/xvwa/), XVWA 내 

File Inclusion 취약 파라미터를 통해 내부 bee-box 서버에 대한 SSRF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원활한 공격 작업 진행을 위해 공격자가 내부 bee-box 서버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으며 내부 망 아이피 대역에 

대한 정보를 탈취한 상황으로 가정한다.)

1) SSRF 취약 환경 구성 

SSRF 취약점이 발현되어 공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DMZ 역할을 수행하는 외부 웹 서버, 공격자 PC와 통신이 

되지 않는 타깃의 내부 망 서버가 존재해야 하며 사용자가 전달한 URL 데이터를 가공하여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기능에 SSRF 취약점이 존재해야 한다. SSRF 공격을 위한 환경 구성으로 VMware를 활용하여 DMZ 웹 서버 1대, 

내부 망 서버 1대를 구축하며 로컬 PC에서 공격을 수행한다. [그림 5-11]은 모의 SSRF 공격 환경의 구성도이다.

SSRF 공격 상세 분석03.

[그림 5-14] 공격자 PC에서 내부 서버로의 접근 불가능

[그림 5-12] XVWA 페이지의 File Inclusion 취약 파라미터 ‘file’

[그림 5-13] 내부망 주소 존재 여부에 대한 Content-Length

SSRF 취약 파라미터 ‘file’에 대해 내부망 아이피 대역에 대한 Brute Force 공격을 수행하고 웹 프록시 도구를 

이용하여 Response의 Content-Length 값을 확인, 실제 존재하는 내부 서버의 아이피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5-13]에서 존재하지 않는 서버의 Content-Length 값은 ‘8991’이나 존재하는 서버의 Content-Length 

값은 ‘9033’인 것을 확인하여 내부 서버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 추가적인 공격을 진행하기 전 SSRF 공격의 

특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림 5-14]에서 공격자 PC에서 내부 서버(10.10.10.10)와 통신 여부 확인 결과 해당 

서버에 접근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2) SSRF 공격 과정

가장 먼저 내부 망에 존재하는 서버의 ip 주소를 찾기 위해 SSRF 취약점을 이용한다. [그림 5-12]를 보면 DMZ 웹 서버의 

XVWA 페이지 내 File Inclusion 취약 파라미터가 존재하며 해당 파라미터에서 SSRF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54 55

SSRF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Tech Note

www.igloo.co.kr

[그림 5-16] 서브 도메인 무차별 대입 공격 수행

[그림 5-15] 내부 서버 22 포트 접근 시 SSH 정보 노출

[그림 5-17] phpmyadmin 페이지에서 버전 정보 노출

이처럼 공격자 PC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 서버에 대한 포트 스캐닝이 SSRF 공격을 통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그림 5-16]에서 서브도메인 무작위 대입 공격을 수행하고 웹 서버 내부 

파일을 탈취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내부 서버의 웹 페이지에 서브 도메인 무작위 대입 공격을 수행하고 Content-Length 값을 비교, 반환 값이 다른 

서브 도메인 명이 확인되며 이에 접근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7]에서 phpmyadmin 페이지를 

요청했을 때 admin 로그인 페이지에서 버전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5-18]에서 drupal 디렉터리 내 텍스트 파일인 robots.txt 파일을 요청한 결과 파일 내용이 DMZ 웹 

서버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알아낸 내부 서버 IP 주소에서 포트 스캐닝 작업을 수행하면 [그림 5-15]에서 22번 포트를 요청했을 때 페이지에 

SSH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포트가 열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20]의 소스코드 분석 결과 L9번에서 $file 함수를 사용자 입력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여 SSRF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SSRF 공격 수행 시 공격자 PC가 내부 

망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아도 내부 망과 연결된 외부 서버를 통해 내부 망에 존재하는 서버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것이 증명되었다. 

위의 테스트 환경에서의 SSRF 공격 작업은 정보 노출 및 내부 서버 파일 접근에 대한 위험을 유발했지만 그 

외에도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거부 공격(DoS) 등 추가적인 위협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내부 서버라고 해서 보안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포트 스캐닝과 내부 서버 데이터 탈취를 통해 얻은 정보에는 서비스 버전 정보가 존재했다. ssh와 

phpMyAdmin의 버전 정보에 대한 알려진 취약점을 검색하고 이를 공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림 5-19]는 OpenSSH(v4.7p1)와 phpMyAdmin(v2.11.3)의 CVE 취약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SSRF 취약점이 발현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그림 5-20]의 file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구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림 5-18] robots.txt 파일 조회

[그림 5-19] OpenSSH(CVE-2010-4478), phpMyAdmin(CVE-2008-7252) 취약점 (출처 : cvedetails)

[그림 5-20] file 파라미터로 인한 SSRF 취약점 발현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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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nort와 같은 침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배치하고 SSRF 탐지 정책을 반영하여 웹 서버와 내부 서버 사이의 

트래픽을 탐지, SSRF 공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SSRF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 5-22]는 SSRF 공격 탐지가 가능한 Snort Rule 중 하나의 예시이다.

[그림 5-21] SSRF 공격 대응을 위한 내부망 서버 분리

1) 네트워크 기반의 SSRF 대응방안

SSRF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단과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력한 보안을 위해 

두 종류의 대응 방안을 모두 수립할 것이 권고된다. 이전에 나왔던 SSRF 공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먼저 네트워크 계층 기반의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SSRF 공격의 구조를 파악해 보면 내부 서버와 연결된 

DMZ망의 웹 서버가 사용자와 통신을 하는 과정이 존재하므로 발생하며 이런 상황에서 SSRF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내부 서버의 데이터 탈취 우려가 존재한다. 이때 탈취되는 데이터가 민감하거나 중요한 데이터라면 SSRF 

공격의 파급력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는 DMZ망의 웹 서버와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내부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URL 스키마 방식을 http, https만 허용하여 내부 파일에 접근하거나 ftp, ldap과 같은 특정 서비스에 

접근하는 요청을 차단해야 한다.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와 중요 정보가 있는 내부 서버를 분리하여 SSRF 공격 성공 

시 중요 정보를 탈취할 수 없게끔 처리하고 http의 요청만 가능하도록 설정하게 되면 공격을 받게 되어도 그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

SSRF 공격 대응 방안04.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SSRF 모의 침투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공격을 대부분 차단하거나 탐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네트워크 단에서의 SSRF 공격에 대한 완화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더 강력한 보안 환경 

구축을 위해 아래에 소개되는 애플리케이션 단의 보안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SSRF 취약점 보안 조치 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는 기능에 대한 시큐어 코딩 작업 또한 중요하다. 본 

문서에서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여 화이트리스트를 등록함으로써 사용자 입력 값에 제한을 두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그림 5-23]은 사용자에게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도메인(igloo.co.kr)을 포함한 이미지 URL을 입력받아 해당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JSP 코드이다.

form.jsp는 사용자에게 이미지 URL을 입력받는 페이지이며 action.jsp는 URL을 받아 화면에 이미지를 출력해 

주는 페이지다. 여기서 SSRF 취약점은 L14, L20번에서 사용자 입력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공격자는 이미지 URL을 입력하는 폼에 내부 서버의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웹 서버에 전송하거나 화이트리스트 등록 

도메인(igloo.co.kr)이 아닌 다른 외부 도메인의 이미지 URL을 삽입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용자 입력 

값이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주소와 연관되지 않은 경우 모두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림 5-24]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 시큐어코딩 작업을 진행한 소스 코드이다.

[그림 5-22] SSRF 취약점(CVE-2019-9621) 탐지 정책(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CTI)

[그림 5-23] SSRF 취약점이 존재하는 form.jsp 및 action.jsp

2)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SSRF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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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정규표현식을 이용한 시큐어코딩

L8~L17 라인을 보면 form.jsp에서 사용자 입력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스크립트가 추가되었다. L10에서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 주소에 igloo.co.kr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에러를 반환하도록 구현되었다. 즉, 

image.igloo.kr과 같은 주소는 정상적으로 전송되나 image.hacking.kr과 같은 주소는 에러가 반환된다. 

구현한 유효성 검증 기능은 L22에서 ‘submit’ 버튼을 클릭하여 요청 전송 시 L9의 ‘checkForm()’ 함수를 

실행함으로써 정상 실행되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SSRF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림 5-24] 소스 코드는 Pseudo code이므로 서버 운영 상황에 따라 유효성 검사 로직에 대한 적절한 변경 

작업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사용자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우회 공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서버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보안과 병행하여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SSRF 취약점은 외부의 공격자와 통신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안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공격자가 악용하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최근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MSA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위협이 증가하여 그 동향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취약점이므로 보안 점검을 통해 서버에 

SSRF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 단 모두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1] OWASP TOP 10 - SSRF

https://owasp.org/Top10/A10_2021-Server-Side_Request_Forgery_%28SSRF%29/

[2] MITRE - SSRF CVE

https://cve.mitre.org/cgi-bin/cvekey.cgi?keyword=ssrf

[3] ITWorld - 서버를 속여 공격한다" SSRF 공격의 동작 방식과 대처법

https://www.itworld.co.kr/howto/211794

[4] PortSwigger - Server-side request forgery (SSRF)

https://portswigger.net/web-security/ssrf

[5] hahwul - SSRF (Server-Side Request Forgery)

https://www.hahwul.com/cullinan/ssrf/

[6] me2nuk - SSRF Gopher Protocol을 이용하여 MySQL 주입

https://me2nuk.com/SSRF-Gopher-Protocol-MySQL-Raw-Data-Exploit/

[7] A look at the ProxyLogon Microsoft Exchange vulnerability (CVE-2021-26855)

https://blogs.keysight.com/blogs/tech/nwvs.entry.html/2021/03/16/a_look_at_the_proxyl-

IlFt.html

[8] Capital one Scenario

https://application.security/free-application-security-training/server-side-request-forgery-in-

capital-one

마무리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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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속성 계획(BCP) 및 

재해복구 계획(DRP)의 중요성

보안컨설팅사업부 컨설팅3팀 김명수

현대 사회에서 전자기기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포함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재난으로 인한 가용성 저하가 발생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단말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각종 재난이 야기한 서비스 불능 

상태에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해당 기간동안 고객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고객은 

금전적 피해를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2022년 10월경 게임부터 택시, 금융, 메신저 등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던 카카오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던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카카오가 제공하던 대부분의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어 

큰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카카오 측은 해당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피해 구제 접수를 받았고 접수 

시작 5일 만에 4만 5천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 산정이 가능한 피해 보상액 규모는 약 4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카카오는 국정감사 등에서 공식적으로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구제 절차에 따라 폭넓은 

보상을 약속했는데,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전례가 없어 구체적인 피해 보상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해당 사건으로 인한 큰 인명피해 및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까운 미래에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번처럼 고객에게 끊임없는 동영상 시청, 대화,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욱더 

깊고 넓게 침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 운전, 공정 AI 등과 같이 사람의 목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서비스의 

가용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막대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재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인재, 기상재해 등의 천재지변에도 가용성을 유지하고, 서비스 불능 또는 가용성 저하 상태에서 

빠르게 정상 서비스 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재해복구 계획의 개요와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해 

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점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재난 사례들을 살펴보며 업무 연속성 계획 의무화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보려 한다.

서론01.

업무 연속성 계획 (BCP : Business Continuity Plan)이란 재난 발생 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는 인재 (man-made disaster)와 천재지변, 테러 등을 포함한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업무 

중단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핵심 업무를 복구함으로써 기업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9·11 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9 COVID 바이러스에 이어 2022년 10월경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이중화(다중화)를 의무화하는 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재해 복구(DR: Disaster Recovery) :  업무 연속성 계획(BCP)과 재해복구(DR)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업무 연속성 계획은 IT뿐 아니라 조직이 제공하는 모든 업무 영역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고, 

재해복구(DR)는 재해복구 센터, 재해복구 시스템 등 IT 영역에 국한된 의미로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

ISO22301 : 2000년 8월  러시아 핵잠수함 침몰사건, 2001년 911테러를 포함한 각종 테러와 자연재해의 위험이 

대두되면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간한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업무 영향 분석(BIA : Business Impact Analysis) : 업무 연속성 계획의 핵심 절차로 재해로 인해 정보시스템 

중단 시 업무별 영향도를 분석하여  복구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이다.

복구 목표 시간(RTO : Recovery Time Object) : 서비스 중단 시 금전적 손실 등의 피해를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으로 중요한 서비스일수록 빨리 복구해야 하므로 RTO가 짧다.

목표 복구 시점(RPO : Recovery Point Objective) : 서비스 중단 시 데이터 손실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으로 

중요한 서비스일수록 데이터가 유실될 경우의 피해가 크므로 RPO가 작다.

데이터 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 데이터 센터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물리적 장비(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들을 한곳에 모아 유지·관리하는 시설이다. 기업별로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와 전문 

데이터 센터 제공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개요02.

관련 용어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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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복구 시스템의 종류

인재(man-made disaster) : 인재란 인적 재난이라고 표현하며 인간의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카오스 엔지니어링(Chaos Engineering) :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란 DVD 사업을 하던 해외 대기업 넷플릭스가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시에 고안한 방법론이다. 기본 개념은 시스템에 

의도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장애가 발생한 부분,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며 결과적으로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재해복구 설비(DRS : Disaster Recovery System) : 재해복구센터라고도 불리며 업무가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주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이중화를 통해 재해 발생 시에 중단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한 

설비를 말하며 재해복구시스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념구분 RTO 비용

Mirror Site

Hot Site

Warm Site

Cold Site

- 주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수준 유지
- 상시 활성화 상태로 실시간 동시 서비스 유지

즉시 높음

낮음

- 수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수준 유지
- 비활성화 상태로 대기 및 문제 발생시 활성화

- 중요성이 높은 데이터를 재해복구 시스템에 저장

- 최소한의 데이터만 재해복구 시스템에 저장

수 시간 이내

수 일 이내

수 개월 이내

1) 비상조직체계

2) 업무 영향도 분석(BIA) 

사업 연속성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별 영향도를 평가하여 이에 따른 복구 우선순위와 복구 

목표시간(RTO)를 설정하는 것이다. 중요도에 따른 복구 목표시간을 설정했다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복구 목표시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한 뒤 주기적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하여 BCP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이사항 발생 시 조직 및 개인별로 명확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재난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복구의 속도가 늦어져 RTO 및 RPO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 절차의 첫 단계는 먼저 재난 상황 발생 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개인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자들에게 공표하여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CP의 핵심 절차로 전체 사업에 존재하는 업무를 파악하고, 분야별로 분류하고 업무별로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해 재난 발생 시 우선 복구 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모든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및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구 목표 시간을 설정해 이를 준수하기 위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설정된 복구 목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선 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 절차04.

사업에 미치는 영향주요사업 내부/외부 필요자원 우선순위

주요 제품 서비스를
나열하고 중요도

순서대로 순위설정 

금전적 영향, 고객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높음(3)/중간(2)/낮음(1) 

제품 서비스가 내부
기능을 위한 것인지
외부 공급용인지?

해당 제품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

(예 : IT, 정보, 사람, 시설, 물품 등)

업무복구
우선순위

납품용 부품A

납품용 부품B

외부 1

- 직원 4인 이상
- 사출성형기
- 컨베이어벨트
- 장비세트

- 직원 2인
- 자동화 전산시스템
- 전기 및 인터넷 등
   유틸리티 설비
- 운반용 지게차 1대

외부 2

높음(3점)
(물품 납품 지연 시 고객 이탈 가능성)

중간(2점)
(물품 납품 지연 시 고객 이탈 가능성 높음,

납기일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파기 
및 자금흐름 악화)

[표 6-1] 기업대상 정부지원내용·애로접수창구 안내 및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2판 개정, [4.BCP 사내 교육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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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업무 프로세스, 우선순위, 영향도 등을 포함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업무 영향도 분석 이후의 단계들을 

정확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BCP의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업무별 중요도를 설정하기 위해선 업무 항목별 

점수화가 필요한데, 보통 계층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 등의 정성적 방법을 활용한다. 

이는 사업 전체의 업무는 서로 분야와 성격이 달라 정량화된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산출하기엔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AHP 기법은 중요도를 평가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리자급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항목들의 가중치 및 항목별 점수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별 복구 우선순위를 산정한다.

업무 영향도 분석에 따른 목표 복구 시간과 목표 복구 시점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준비 단계이다. 업무에 

대한 복구 우선순위와 복구 목표 시간을 정의했다면 해당 업무를 복구 목표 시간 내에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식별해야 한다. 이때 자원에는 IT 시스템, 데이터, 원자재 등이 포함되며 반드시 필요 인적 자원도 

정확히 식별하고, 비상시 배치될 인력에 대해 공표해야 한다. 또한 배치 인력에게 정확한 행동 강령을 반복 

훈련시켜 실제 상황에서 혼란 없이 복구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에 필요한 

자산들을 필요한 만큼 지정된 시간 내에 수급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과정이 부적절할 

경우 실제 복구 과정에서 필요 자원의 부족으로 복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급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재난 상황에 임직원의 안전과 빠른 재해복구를 위하여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집결 장소를 정해 

실종자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계획에 맞게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하여 인력의 역할, 연락처 

등을 포함한 정보를 최신화하고 공표한다.

재난 발생 시 복구 계획을 모두 수립하였다면 정기적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또한 넷플릭스가 차용했던 방법인 ‘카오스 엔지니어링‘ 기법처럼 사전 경고 

없이 임의의 장애를 특정 부분에 일으켜 시스템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 것 또한 BCP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란 넷플릭스가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분산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던 시기에 고안한 

방법으로 핵심 원리는 의도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시스템의 탄력성을 더 높일 방법을 알아낸다는 것이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데이터 센터에서 무장한 원숭이가 날뛰는 상황을 가정한 ‘카오스 몽키’부터 한 지역의 

모든 시스템을 중단하는 ‘카오스 콩‘ 으로 나아갔다. 이 방법론은 재난 사태로 인해 한 곳의 데이터 센터가 완전히 

무력화되어도 고객에게 끊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제 상황을 가장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3) 복구 시 필요 자원 산정

4) 비상 연락망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훈련

5)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2001년 9월 11일 민간 항공기를 납치한 테러조직이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을 폭파한 테러가 

발생하였다. 해당 테러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2,800명에서 3,500명에 달하였으며 정확히 측정하기 힘든 

정도의 막대한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는 WTC에 본사를 두고 3천 명 이상의 임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었다. 테러 당일 모건 스탠리의 직원들은 수년간 진행해온 훈련 덕분에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졌으며 즉시 비상 

대응계획을 수행하고 재해복구 시스템을 가동하여 대부분의 인원이 생존하고 테러 발생 바로 다음날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해 복구 능력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훌륭한 재해복구 사례로 손꼽히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권도 업무 연속성 계획의 수립 등 재난 시 대응체계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모건 스탠리의 비상 대응계획은 1993년에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다른 테러 사건들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대응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비상 대응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비상 대응 계획엔 비상 연락망, 집합 장소 등을 명시하여 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한 결과 

최악의 테러에서도 대부분의 임직원을 생존시킬 수 있었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Hot Site 단계의 재해복구시스템(DRS)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복구 센터에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올바른 재해복구시스템 배치 방법에 따라 한  가지 재난에 모든 

재해복구시스템과 주 정보시스템이 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재해복구 시스템을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시켜 

엄청난 규모의 테러에도 업무 연속성을 장기간 잃지 않고 바로 다음날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었다.

복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모건 스탠리는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현재까지도 과거를 발판 삼아 완벽에 가까운 대응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비상시 안전을 위한 과감한 비용 투자와 과거를 통해 개선점을 발견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기업으로 발전한 것은 

모든 기업의 귀감이라고 생각한다.

1)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 테러 사태

업무 연속성 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 심각한 서버 장애와 데이터 유실이 우려되었으나 재해 복구가 

잘 이루어진 사례인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 테러 사태와 국내에서 2022년 10월경 

발생하여 현재 의무화가 법제화되어있지 않은 부가 통신 사업자 및 여러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DR센터 및 서버 

이중화(다중화)의 의무화와 ‘데이터 센터의 재난관리 시설 포함’을 대두되게 한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살펴보려 한다.

재난 사례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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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2022년 10월경 국내 굴지의 대기업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911 테러와는 반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이 복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모든 서비스 복구에 100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려 재난 

대응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재는 데이터 센터의 보조배터리 역할을 하는 UPS를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발표되었다. 해당 화재로 인해 

카카오가 제공하던 대부분의 서비스가 100시간이 넘게 서비스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는 DR 센터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업무 연속성 계획의 실효성의 미검증, 평상시 재난대응 훈련 미흡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다음은 카카오 측 공식 발표이다. ‘국내 여러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분할 백업하고 외부 장애 대응을 

위한 이원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 화재는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재난이고, 데이터 센터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복구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유추해 보자면, 

이원화 시스템이 존재했으나 같은 데이터 센터 안에 존재했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치는 한 가지 재난에 

모든 데이터 센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배치였으므로 안전한 배치 방법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장시간 마비되었던 것은 아니다. 카카오 대부분의 서비스가 마비된 상태에서 

카카오뱅크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비교적 빠르게 서비스가 복구되었는데, 이는 911 테러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 

2006년부터 시행된 금융권 기업의 BCP 의무화 조치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업무 연속성 계획은 2006년부터 

은행권 리스크 부문의 ‘고급 측정법’ 승인 요건에 포함되었으며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시중의 금융권 기업들은 

각종 재난 등 전산 관련 이슈 발생 시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재난 복구를 시행하며 주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재해복구시스템에 백업하며 Mirror Site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BCP의 의무화 조치로 

인해 카카오 뱅크 또한 업무 연속성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에 비해 빠르게 복구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난대응계획 의무화의 법제화가 실효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데이터 센터의 재난 관리 시설 포함 및 공공기관 및 금융권 기업 외 부가 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의 DR센터 및 시스템 이중화(다중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과기부는 소방청과 함께 90개의 데이터 센터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평을 하는데,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모건 스탠리가 1993년도에 발생했던 테러를 발판 삼아 비상 대응계획을 개선하였고 이를 개선한 덕분에 더 큰 

테러에서 사상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본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물적 피해 속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복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업과 정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미래에는 이번 사건을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의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삶에 더욱더 깊고 넓게 관여하고 있다. 현대의 기술은 대화 메신저, 

예약 시스템 등의 단순 편의성을 위한 기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 편의성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아파트 출입관리 시스템, 디지털 자동차 키 등의 서비스와 오작동 시 심각한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자동화 공장, 인공지능 주행 등의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다.

재난으로 인해 이러한 기능들의 가용성이 저하되어 사용이 불가하다면 작게는 자택으로의 출입이 불가하고 

크게는 공장 사고, 대규모 교통사고 등의 2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2차 피해를 

막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BCP 및 DRP의 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법 제도 상으로는 공공기관 및 특정 서비스에 한해서만 BCP 및 DR 센터 등의 재난대책 수립이 

의무화되어있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사업 연속성 계획의 존재 유무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 분위기상으로 재난 상황은 수십 년에 한번 일어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는 낭비라는 생각이 

팽배해있는 상황이며, 많은 기업이 재난 대책 훈련 시 실제 상황을 가정하지 않은, 사실상 무의미한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때문에 BCP가 수립되어 있는 기업이더라도 실제 재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즉, 현재 

수립되어 있는 업무 연속성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이번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을 발판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재 의무화되어 있는 분야의 

기업뿐 아니라 더 많은 분야 기업에 대한 BCP·DR센터의 수립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BCP와 실전 같은 훈련의 중요성을 제고하여 재난 

상황에서도 수립된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빠르게 서비스를 복구해 대규모 2차 재난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 및 시사점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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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26) MG.SE 평가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이규환

카테고리 소개 : MG.SE 평가01.

관리(Management) > Manual&Process, 지침·절차 개정

: 보안관제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수준평가를 통해 보안관제센터의 인적, 관리적, 시스템적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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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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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활동(Category)은 『평가(MG.SE, SOC Evaluation)』이다. 

보안관제센터(SOC)의 규모(보호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 소속 조직의 규모, R&R, 예산 등)은 소속된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보안관제센터마다 적절한 수준으로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업무보다 과하게 또는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이나 자체 진단 

등을 통해 보안관제센터의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서는 『IG.SOC-064 평가매뉴얼』 및 『IG.SOC-064-01 이글루 보안 관제 프로세스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안관제센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7-1] 이글루보안관제방법론 기반 보안관제센터의 평가 시트

1) 현재 보안관제센터의 정확한 수준을 진단하고

2) 보안관제성숙도 모델에 따라 향후 목표를 수립하고

3) 이를 위한 발전방향 및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7-2]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의 보안관제 성숙도모델

3) 관련 문서

IG.SOC-064 평가매뉴얼, 
보안관제 수준 측정 평가표 (IG.SOC-064-01 이글루 보안관제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IG.SOC-064-02 이글루 CDM) 

보안관제방법론에서의 보안관제센터 평가의 의미는, 기반 시설 취약점 진단 등 보안관제센터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보안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는 것이 아닌, 

정보보호 담당자, 보안 관제 PM 등은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관제센터의 개선점 및 중장기 

발전방향 도출 등을 통해 향후 보안 관제 사업 시 보안관제센터의 성숙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경영진 설득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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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평가점수 비고

Level5 (Leading)
최고수준의 보안관제 프로세스 구축
타 보안관제센터 리딩 91~100% 이상적인보안관제센터

Level4 (Innovative)
성숙한 보안관제 프로세스 구축
효과적인 보안관제센터 운영 71~90% 기관사이버안전센터

Level3 (Procedural)
적절한 수준의 보안관제 수행
효율적인 보안관제 활동 수행 41~70% 주요정보취급기업보안관제센터

Level2 (Minimal)
기본수준 보안관제 수행
정보보호 조직/활동/시스템 구축 21~40% 보안관제센터운영중인일반기업

Level1 (Initial)
보안관제를 위한 준비 미흡
최소한의 정보보호 조직/활동 수행 0~20% 24H관제수행하지않는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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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MG.CE 인증

카테고리 소개 : MG.CE 인증01.

 관리(Management) > Certification, 인증

: 보안관제센터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를 통해 보안관제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인증 받고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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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의 여섯번째 기능(Function)은 『관리(Management)』로, 그 중에서 다섯 번째로 

소개될 세부활동(Category)은 『인증(MG.CE, Certification)』이다. 

보안관제센터는 일반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통해, 보안관제센터 및 소속기관의 보안관리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관련 인증을 획득한다. 또한 

소속기관의 성격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법적 의무사항인 곳도 존재한다.

* ISMS 인증 의무 대상자(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 참고

국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국내 표준인 KISA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와, 국제표준인 ISO/IEC 27001이다.

[그림 8-1] ISMS-P 인증 개요, 한국인터넷진흥 [그림 8-2] ISO27001 개요, 출처 : Omnex

3) 관련 문서

IG.SOC-066 인증 매뉴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IG.SOC-065-02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명세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는 경영진의 의지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기반 마련, 

예산 수립, 적절한 담당자 지정, 프로세스 수립 등 경영진의 의지를 통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과정이, 

실제 보안 시스템 도입 및 운영과 같은 보호대책 요구사항만큼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다.  실제로 정보보호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의지가 없을 시 단순히 비용 부서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마치 평시에는 

“정보보호팀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보보호팀은 도대체 뭘 했나요?”라는 

질문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것처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은 KISA에서 운영하는 ISMS-P을 기준으로, 

이러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인증 획득이 목적이 아닌, 주기적인 관리와 운영이 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보안 

관제센터 운영 시 정보보호대책 명세에 부합하는 운영 및 관리를 지속 수행하여야 한다.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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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3] ISMS-P 인증기준 개요 [표 8-1] ISMS-P 인증기준 상세

1) 관리체계수립(16개) 과정에서는 관리체계 기반, 위험관리, 관리체계운영·점검·개선방안을 진단하고,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과정에서는 정보보호정책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을 진단하며,

3) 개인정보보호을 운영하는 조직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개)를 통해 개인정보

    생명주기 전반의 보호대책을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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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코퍼레이션,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2022 버추얼 콘퍼런스 참가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지난 16일 디지털데일리가 주최한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2022 버추얼 콘퍼런스’에 참가해, 

이글루코퍼레이션의 SOAR 역량을 강조하는 발표를 진행했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을 비롯한 7명의 주요 IT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IT 인프라 전략과 업무 프로세스 변화 방향을 아우르는 다양한 내용을 소개했다. 

당사에서는 분석기술팀 이세호 수석부장이 발표자로 참여해 ‘SOAR 피할 수 없는 길! 지능적 자동화로 

대응한다’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했다. SOAR 구축 사례와 기능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 전달 및 토론을 통해, 

청중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