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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와 더불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경기둔화 압박 

등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었을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대하며 연말을 즐기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보안 담당자의 심정은 조금 무거울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2023년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부터 

떠오르기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내년에 대한 우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으로 예상되던 다양한 신기술들을 사이버 공격자들 또한 

활용해 더욱 첨예한 방법과 확장된 분야에서 사이버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2023년 5대 보안 위협으로 △사이버 공격의 서비스화와 랜섬웨어 생태계 확장 

△오픈소스 생태계로 인한 보안 위협 진화 △위험의 체인화, 공급망 공격 증가 추세 △가상화폐의 불확실성 

증가, 가상화폐 타겟팅 사이버 공격 확산 △국제정세 불안, 국가 사이버 안보 위험 증가 등 5가지 보안 

위협을 전망했다. 이글루코퍼레이션과 더불어 국내·외 다수의 보안 벤더들은 매년 이맘쯤 내년도 보안 

위협 전망과 관련된 자료를 발표하는데, 안타깝게도 전망되었던 대부분의 보안 위협들이 실제로 한 해 동안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전망·예측된 사이버 위협은 물론 예상치 못한 위협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했기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2022년 역시 큰 이슈 없이 보낼 수 있었다. 2023년 역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보안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큰 이슈 없이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전 세계의 보안 

전문가들 모두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나은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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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월간 핫이슈

월간 통계분석

▶

▶

 · 2022년 12월 전체 공격 건수가 전월 대비 약 0.75배가량 감소하였고, 이 중에서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은 전월 대비 약 900건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공격이 감소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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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대한민국과 불가리아, 영국, 홍콩 네덜란드 출발지 

IP로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미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출발지 IP로부터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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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취약점, 32.7%

정보수집, 28.5%

웹 취약점, 26.7%

비인가접근, 7.5%

악성코드, 1.9%

이상 탐지, 1.3%

서비스거부

공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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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전체 공격 합계가 전월 대비 약 0.75배 가량 

감소하여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감소하였다.

이 중에서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900건 가량 감소하였고, 이는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공격 건수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수집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1,100건 가량 감소하였고,  이는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공격 건수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월간 공격 유형01.

2022년 12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확인 결과, Command Execution,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공격이 전월 대비 500건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02.

[표1-2]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표1-1] 월간 공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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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IP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패턴

탐지 명

Total Threats In SOC

건수

건수순위

비율(%)

비율(%)

등락

등락

시스템 취약점 (System Vulnerability)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Network Scan

Command Execution

Command Injection(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SQL Injection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GPON Ro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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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2

1,060

379

804

356

608

353

221

408

249

215

1

5

2

6

3

7

9

4

8

10

1,982

140

73

2,115

555

99

27

7,413

4,653

32.7

14.3

5.1

10.8

4.8

8.2

4.8

3.0

5.5

3.4

2.9

26.7

1.9

1.0

28.5

7.5

1.3

0.4

100

62.8

-

-

-

▼1

▼5

▲1

▲1

▲3

▲3

▲2

NEW

NEW

-

-

-

-

-

-

-

-

14.3%

10.8%

8.2%

5.5%

5.1%

4.8%

4.8%

3.4%

3.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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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Command Injection(Netgear Routers…

GPON Router Vulnerability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시스템파일 접근 탐지

SQL Injection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Network Scan

워드프레스샘플페이지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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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기준 출발지 IP TOP 10 확인 결과, 대한민국과 불가리아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미국과 

중국, 인도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공격 비율 합이 전체 대비 약 50%로, 절반 가량 차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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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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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월간 위협 IP 주소 TOP 1003.

위협 IP 공격정보

Total Countries

국가순위 IGLOO_CTI

185.7.214.218
Fortinet FortiOS Directory 

Traversal(CVE-2018-13379)

109.237.97.180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85.31.44.178

14.36.39.167 Cross Site Script(XSS)

85.31.44.156

18.163.206.128 Apache Log4j RCE(CVE-2021-44228)

GPON Router Vulnerability

GPON Router Vulnerability

GPON Router Vulnerability

176.65.137.5 ZeroShell kerbynet RCE (CVE-2009-0545)

193.47.61.60

193.47.61.99 문자셋 제한 탐지

59.3.64.13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RU

GB

US

KR

US

HK

DE

US

US

KR

1

5

2

6

3

7

9

4

8

10

10/106

13/106

12/106

2/106

13/106

0/106

9/106

14/106

6/106

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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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에 발생한 취약점 패턴 중 TOP 10을 중심으로  공격패턴에 따른 상세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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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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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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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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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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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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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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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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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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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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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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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Command Injection(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SQL Injection

GPON Router Vulnerability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Network Scan

Command Execution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27.8%

불가리아

인도

대한민국

중국

미국

7.4%

7.5%

9.2%

48.1%

Rank Source IP Country

1 185.7.214.218 RU

2 85.31.44.178 US

3 85.31.44.156 US

4 193.47.61.60 US

5 109.237.97.180 GB

Rank Source IP Country

6 14.36.39.167 KR

7 18.163.206.128 HK

8 193.47.61.99 US

9 176.65.137.5 DE

10 59.3.64.13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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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2022년 11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 정보 15,362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 정보는 

188,674 건 수집되었다.

수집 대상별 순서는 [해외-Malware(114,049건)], [해외-Phishing(63,741건)], [국내(15,3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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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 위협 탐지 정책은 29건이다. 

11월 한 달 동안 OpenSSL(CVE-2022-3602, CVE-2022-3786), 워드프레스(WordPress Plugin) 

(CVE-2022-2840), GLPI htmlawed(CVE-2022-35914) 등에 대한 탐지 정책이 배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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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탐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사이버 위협 탐지 정책은 사이버 공격을 효율적으로 탐지, 대응하고 보안 

관제 센터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Snort Rule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탐지 패턴을 보유한 Security 

Device에 적용함으로써  조직의 보안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1-5] 월간 주요 사이버위협 탐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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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 정책 설명Code 태그

IGRSS.2.06022

alert tcp any any -> any any (msg:"IGRSS.2.06022 OpenSSL, CVE-
2022-3602,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established; 
content:"|06 03 55 1D 1E 01 01|"; content:"|04 82|"; within:2; 
distance:1; content:"|30 82|"; within:2; distance:2; content:"|82|"; 
within:1; distance:3; content:"|30 82|"; within:2; distance:2; 
content:"|81 82|"; within:2; distance:2; byte_test:2,>,500,0,relative; 
content:"xn--"; within:4; distance:2; fast_pattern; sid:206022;)

OpenSSL의 CVE-2022-3602 

취약점을 악용한 버퍼오버플로우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OpenSSL, CVE-
2022-3602

IGRSS.10.06027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10.06027 GLPI, htmlawed, CVE-2022-35914, Web 
Application Attack";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vendor/
htmlawed/htmlawed/htmLawedTest.php"; fast_pattern:only; http_
uri; content:"hhook"; nocase; http_uri; sid:1006027;)

GLPI htmlawed의 CVE-

2022-35914 취약점을 악용한 

원격 명령어 실행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GLPI, htmlawed, 

CVE-2022-35914

IGRSS.2.06028

alert tcp any any -> any any (msg:"IGRSS.2.06028 OpenSSL, CVE-
2022-3602, CVE-2022-3786,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established; content:"|06 03 55 1D 1E|"; content:"|04 82|"; 
within:5; content:"|30 82|"; within:2; distance:2; content:"|82|"; 
within:1; distance:3; content:"|30 82|"; within:2; distance:2; 
content:"|81 82|"; within:2; distance:2; byte_test:2,>,500,0,relative; 
content:"xn--"; within:4; distance:2; fast_pattern; sid:206028;)

OpenSSL의 (CVE-2022-
3602, CVE-2022-3786)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OpenSSL, CVE-

2022-3602, CVE-

2022-3786

IGRSS.10.06044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10.06044 WordPress, Zephyr Project Manager 
Plugin, CVE-2022-2840, Web Application Attack"; f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wp-admin/admin-ajax.php"; fast_
pattern:only; http_uri; content:"zpm_view_project"; nocase; 
http_client_body; pcre:"/(^|&)(project(\x5f|%(25)?5f)id)=[^&]*?([\
x27\x22\x3b\x23\x28]|%(25)?(27|22|3b|23|28)|(\x2f|%(25)?2f)
(\x2a|%(25)?2a)|(\x2d|%(25)?2d){2})/Pim"; sid:1006044;)

WordPress Zephyr Project 

Manager의 CVE-2022-2840 

취약점을 악용한 SQL Injectrion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WordPress, Zephyr 

Project Manager 

Plugin, CVE-2022-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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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 지난 12일 외신에 따르면, 파산 신청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약 6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해킹당함.

 · 솔라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토큰을 포함해 다양한 이더리움 기반 토큰이 FTX를 빠져나가 여러 탈중앙화 
거래소로 이동한 것이 확인됨. 이 수상한 자금 유출은 FTX가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직후에 발생함.

 · 현재 FTX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는 FTX가 해킹되었으니 모든 FTX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라는 메시지가 올라와 
있음.

 · 또한, FTX 법률고문인 라인 밀러는 트위터를 통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가상 자산을 콜드 스토리지로 
옮기고 있다고 밝힘.

 · 자산 유출의 정확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내부자 소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공연·엔터테인먼트 행사, 대규모 할인 이벤트, 휴가·여행 등의 내용으로 위장한 피싱 
공격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피싱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큰 피해를 주는데, 공격자가 직원을 감염시키거나 
피싱으로 계정을 탈취해 중요 시스템으로 잠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임.

 · 신입사원이 이러한 공격에 특히 취약함. 공격자는 링크드인(LinkedIn)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로 이직이나 
신규 입사 상황을 파악하고,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 생태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노림. 이들은 회사의 
관리 직원, 임원, 파트너·협력업체 등으로 위장해 접근해 계정과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수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 또한, 버라이즌의 ‘2022년 데이터 침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공학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 침해의 60% 이상이 
크리덴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 옥타(Okta)의 CEO 토드 맥키넌(Todd McKinnon)은 연말 이벤트와 공연을 이용한 교묘한 피싱 공격이 늘고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함.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는 갤럭시 유저들…삼성 스마트폰 취약점 발견돼▶

 · IT 전문매체 포켓린트에 따르면, 작년 일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제로데이 해킹공격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짐.

 · 공격을 받은 스마트폰 기종은 갤럭시 S10과 A50, A51 세 가지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킹 영향을 받은 3개 
기종의 스마트폰은 특정 커널 버전을 실행하고 있었다고 전해짐.

 · 구글 보안연구원은 이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취약점이라 판단하고 보안 패치를 진행했음. 또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해킹을 시도하고, 스마트폰 시스템의 권한을 획득하려 한 것으로 분석함.

 · 현재 아이폰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다양한 모델의 스마트폰과 사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애플의 IOS보다는 보안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짐.

 · 안드로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과의 협력을 통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 강화가 필요해 보임.

 · 정보보호 스타트업 CROSS IR 개최

 · 중국 소재 한국기업 대상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 개최

 · 제2회 메타버스 보안 세미나 개최

 · 2022 소프트웨어 주간 개최

 · 제12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콘퍼런스 개최

 · 제조업, 중소기업 등 산업계 협·단체와 사이버보안 간담회 개최

 · 클라우드 보안인증 개편안 설명회 개최

 ·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2022 개최

 · 제23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개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0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이인호 중앙대 교수 위촉

 · 경찰청, 사이버 안보 해킹조직 연구회 세미나 개최

 · 국가정보원, 2022 산업보안 콘퍼런스 개최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개소

 · 금융보안원,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 FISCON 2022 개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이버위협 선제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

 · 외교부, 미국 국무부와 北 암호화폐 탈취 대응 심포지엄 개최

 · 한국서부발전, 사이버안전센터 확대 이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본부 신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디지털 2.0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기타

 · 정보보호 제품 신속확인제 도입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설명회 개최

 · 5G 보안 포럼 컨퍼런스 개최

 · 2022 하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개최

 · 코스타리카서 사이버 보안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투자자 피 말리는 엎친 데 덮친 해킹…FTX거래소 6억 달러 증발

연말 맞아 피싱 공격 급증…어리바리 신입사원 씨도 당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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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 외신 시큐리티위크에 의하면 중국 내 거주 중인 위구르족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파이웨어가 발견됐음. 

 · 이는 보안 업체 룩아웃(Lookout)이 발견한 것으로, 2018년부터 두 가지 종류의 중국산 스파이웨어가 여러 개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장된 채 유통되고 있다고 함.

 · 이 앱들은 위구르족이 사용할 만한 사전, 메신저, 각종 종교 관련 앱들이며, 위구르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인 
왓츠앱과 텔레그램을 통해 주로 퍼져나간다고 함.

 · 룩아웃은 이번 공격 표적이 주로 신장지구에 거주 중인 위구르족이지만, 그 외 다른 지역의 무슬림들이나 
위구르족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확언하기 힘들다고 말함.

경북대, 홈페이지 먹통…개인정보 대량 유출됐다▶

느슨해진 취업씬에 긴장감을 줘…이력서 사칭 메일 국내 유포 중▶

초당 921번 발생하는 비밀번호 해킹 공격▶

 · 마이크로소프트(MS)의 ‘2022년 디지털 방어 보고서’에 의하면 비밀번호 해킹 공격은 초당 921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년 만에 74% 증가한 수치임.

 · MS의 분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대부분이 비밀번호 이상의 추가 보호 인증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원인임. 
해킹된 계정의 90%는 다중인증 등의 추가적인 인증 수단과 같은 강력한 인증으로 보호되지 않은 것임. 

 · 또한, 관리자 계정의 경우에도 다중인증으로 보호되는 계정의 수가 3분의 1 미만 수준으로 현저히 낮게 나타남.

 · MS는 기본적인 보안 수칙만 지키더라도 98%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며, 조직과 사용자에게 계정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

 · 최근 이력서로 위장한 피싱 메일을 통해 ‘LockBit 3.0’ 랜섬웨어와 함께 정보탈취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음.

 · 이번에 발견된 공격은 ‘#언제나 미소를 가지고 준비된 지원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사지원 메일로 위장하고 
있으며, 본문에는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압축 파일이 첨부돼 있음. 이 압축파일은 이중 압축돼 
있으며, 각각 이력서와 지원서라는 파일명으로 된 실행파일 2개와 JPG 파일 1개가 포함돼 있음. 또한, 실행파일은 
한글파일과 엑셀파일 아이콘으로 위장하고 있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함.

 · 이 파일들은 사용자가 실행하는 파일에 따라 감염되는 악성코드가 달라지며, 실행 시 사용자 PC의 파일들을 암호화 
후 랜섬머니를 요구함.

 · 이스트시큐리티는 최근 피싱 메일을 통한 랜섬웨어 유포가 지속하고 있으니 수상한 이메일의 열람 지양과 주기적인 
백업을 권고함.

 · 지난 3일, 경북대학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음.

 · 23일 경북대에 따르면, 경북대 재학생 2명이 학내 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학교 구성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열람하고 개인 PC로 내려받음. 유출된 개인정보는 학번, 성명에서 소속, 성별, 직전 학교명, 보호자 
주소, 보호자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생년월일 등 최대 12개에 달함.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 4만 6천여 명의 정보도 유출됨.

 · 학교 측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 없이 모두 회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함. 
또한,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학교 구성원들이 대거 학내 시스템에 접속하면서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기도 함.

 · 현재 개인정보를 빼낸 이들은 범행을 자수했고, 북부경찰서와 대구경찰청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임.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사이버로 위구르족 감시하는 중국▶

 ·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성장한 게임 산업이 사이버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고 있음.

 · 게이머들의 보안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아낸 사이버 범죄 단체들이, 돈 많고 공격하기 쉬운 게임 산업을 
너도나도 공략하고 있음. 따라서 게임 산업 내 보안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음.

 · 보안업체 아카마이(Akamai)에 따르면 최근 게이머 계정과 게임 업체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지난 한 해 동안 
급증했으며, 특히 웹 기반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겨냥한 공격은 무려 167%나 증가했음.

 · 또한, 지난 9월에는 GTA 시리즈로 유명한 락스타게임즈(Rockstar Games)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해킹 피해를 
당하기도 했음.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 공격도 증가하고 있는데, 안랩의 업종별 공격탐지 비율 분석에서 게임개발 
분야는 14%로 상위 2순위를 차지함.

 ·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게이머들도 게임 보안수칙을 준수하고 자신의 계정 관리에 신경을 쓸 것이 당부됨.

막느냐 뚫느냐 ‘창과 방패의 대결’…게임업계 사이버 공격 급증▶

유럽 리그 진출하는 북한…새로워진 모습 보여 드리겠다▶

 · IT 외신 블리핑컴퓨터에 의하면 북한의 해커들이 디트랙(DTrack)이라는 백도어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용해 
유럽과 남미 위주로 여러 지역의 조직들을 공격하고 있음.

 · 보안 업체 카스퍼스키(Kaspersky)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튀르키예, 미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정부 산하 연구 기관들과 화학·IT 서비스 기업, 통신사, 교육 기관 등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디트랙은 모듈 구성의 백도어로, 키로깅, 스크린샷, 브라우저 히스토리 추출, 프로세스 복제, IP 주소 탈취 등의 
기능이 있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추가 페이로드 설치와 프로세스 실행 등이 
가능함. 또한, 디트랙은 가짜 엔비디아 파일(NvContainer.exe) 형태로 유포되는 중임.

 · 카스퍼스키는 북한이 금전적인 이득을 남길 기회만 있다면, 언제라도 이 디트랙을 활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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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01.

기관 내 블랙리스트 IP 산정 기준은 다양하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한 유해 IP 리스트를 모니터링하거나 

상위 기관에서 차단 권고 IP가 내려온 경우, 기관에 위협적인 공격을 시도한 IP 탐지의 경우 등 위협적인 

블랙리스트 IP에 대한 효율적인 탐지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블랙리스트 IP 탐지 기법과 통합 대시보드를 활용한 블랙리스트 IP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3-1] 국내외 위협 정보 수집

i-CERT 시스템에서 CTI(Cyber Threat Intelligence) IoC 정보에 대한 수집 주기를 설정하여 실시간 혹은 하루 

단위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SIEM에서는 i-CERT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위협 정보들을 수집하고 갱신 및 관리한다.

[그림 3-2] 국내외 위협정보 자동 수집

1) 외부 유해 IP 수집

국내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상위 기관에서 선정된 블랙리스트 IP 정보를 수집한다. 이글루코퍼레이션에서는 

CTI(Cyber Threat Intelligence) 유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i-CERT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i-CERT 시스템에서는 국내외에서 수집되는 위협 IoC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공유한다.

블랙리스트 IP 탐지02.

SPiDER TM V5.5은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 경험과 빅 데이터 활용 역량이 집약된 통합보안 관리 솔루션으로 최초 

탐지부터 로그/네트워크 패킷 분석까지 일원화된 관제 환경 구성을 통해 관제업무의 기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도화된 분석 기법을 통해 위협적인 공격 시도를 한 공격자를 분류하고 통합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가시성 있는  분석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기술지원센터 분석기술팀 박찬영, 김희철

위협적인 블랙리스트 IP 탐지 및 관리

SPiDER TM

Smart [Guard]
SPiDER TM AI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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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위협 IP 수동 등록

[그림 3-4] 등록된 블랙리스트 IP 에 대한탐지 룰(예시)

[그림 3-5] 공격 시그니처 별 탐지룰(예시)

SIEM에서는 상위 기관에서 배포된 차단 권고 IP나 위협적인 IP를 수동으로 일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한다.

수동으로 등록된 블랙리스트 IP 또한 경보 룰이나 통합대시보드 분석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위협 IP 탐지룰 설정

위협 IP 탐지룰은 사전에 자동 또는 수동으로 등록된 블랙리스트 IP가 보안장비에서 탐지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고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등록 및 관리하는 공격 시그니처나 위협적인 공격 시그니처 등을 기준으로 

위협 IP에 대한 모니터링 룰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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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신규 공격과 IP 탐지룰 및 공격 시도 추이 분석 룰 [그림 3-7] 상관분석 룰

과거에는 위협적인 공격으로 판단되는 공격 시그니처를 직접 확인하고, 일치하는 룰을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위협 IP를 탐지하고 행위를 분석하는 등 위협 행위를 하는 공격자에 대해 다소 수동적인 대응 및 관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효율적인 위협 IP 탐지를 위해 신규 공격명 탐지나 공격자의 공격 시도 추이를 

분석하거나, 2가지 이상 탐지룰을 조합한 상관 분석 기능을 통해 기존에 등록된 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APT 

공격 시나리오나 0-day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게 위협적인 공격을 시도한 IP에 대한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다.

1) 메인 분석 대시보드 소개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위협을 시도한 블랙리스트 IP를 탐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 아래 대시보드는 일주일간 

위협적인 공격 시도를 한 IP를 탐지 및 관리하고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7일 동안 3일 이상 공격을 시도, ▷보안장비에서 7가지 이상 공격이 탐지, ▷사전에 등록된 블랙리스트 IP로 

탐지, ▷7일 동안 공격 이력이 없었던 신규 공격을 시도한 경우, 블랙리스트 IP로 선정되어 한눈에 위협적인 

공격자에 대한 공격 추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구성하였다.

보안장비에서 실 차단된 블랙리스트 IP를 유효 또는 만료로 표시하여 특정 기간 내 공격을 시도한 경우, 블랙리스트 

유효 위젯에 리스트 등록이 된다. 또한 블랙리스트 IP로 차단되었으나 특정 기간 동안 공격 시도 이력이 없는 경우, 

블랙리스트 만료 위젯에 리스트 등록이 되어 손쉽게 블랙리스트 IP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준으로 위협 IP를 선정하여 탐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IP 탐지 및 관리 대시보드 소개03.

[그림 3-8] 블랙리스트 IP 분석 대시보드(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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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차단된 블랙리스트 IP 관리 위젯

[그림 3-9] 블랙리스트 IP 상세 팝업 분석 대시보드

[그림 3-10] SIEM 방화벽 차단 IP 등록

2) 상세 팝업 분석 대시보드 소개

기본 대시보드에서 위협 블랙리스트 IP로 표기되는 IP를 선택하면 상세 팝업을 통해 좀 더 상세한 공격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일주일간 시도한 공격명, 공격 시도 날짜, 공격 시도 횟수, 블랙리스트 등록 정보를 표시해 주며 공격 시도한 

목적지 IP 및 공격 시도한 보안장비 그리고 시도한 공격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추이 분석 그래프를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방화벽 탐지 이력과 원본 로그 조회 위젯을 추가하였다.

3) 블랙리스트 IP 차단 및 관리

최종적으로 위협적인 블랙리스트 IP로 분석 완료된 IP에 대해선 보안장비 차단을 진행한다. 방화벽과 API 연동을 

통해 방화벽 접속을 하지 않고도 SIEM에서 직접 방화벽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차단된 IP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 대시보드에서 유효 또는 만료 위젯에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 블랙리스트 IP 

만료 기간을 90일로 설정한다면 90일 내 재공격 시도가 없을 경우 만료 위젯에 표기되며 90일 내 다시 재공격이 

있을 경우 보관 기간이 갱신되어 유효 위젯에 그대로 표기된다.

재공격 시도의 기준은 기관의 특성 및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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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계열사가 존재하는 경우 각 계열사 별로 블랙리스트 차단 관리 대시보드만 따로 구성하여 직접 유해 IP로 

선정되어 차단된 IP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상위 기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배포한 유해 IP를 요주의 IP로 표현하였고 직접 보안장비에서 차단된 

IP에 대해서 차단 IP 관리 위젯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12] 요주의 IP 및 차단 IP 관리 대시보드

결론04.

지금까지 위협적인 블랙리스트 IP 탐지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수많은 로그와 이벤트 가운데 

위협적인 행위를 시도한 공격자를 찾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 노하우를 통해 

기관에 위협이 되는 공격자를 선별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위협 분석 및 관리 기법과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략이 더해진다면 더욱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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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Non-fungible Token), 

혁신과 거품 사이

전략사업부 마케팅팀 한가연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였다. 비대면 생활이 점차 일상화됨에 따라 디지털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는 자연스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NFT(Non-fungible Token)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이름 그대로,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한 토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받아 상호 교환이 어렵다. 쉽게 말해 보통의 

비트코인은 개당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 1:1 교환이 가능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여타 코인과는 별도의 

값을 가지게 돼 대체될 수 없다. 또한 소유권이나 판매 이력과 같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거래 증명이 가능하다. 

즉 NFT는 무단 복제와 배포가 쉬운 디지털 자산에 유일성과 희소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원본’ 또는 

‘진품’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는 용도로 각광받고 있다. 

NFT의 시초는, 지난 2017년 대퍼랩스(DapperLabs)가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 고양이 육성 게임 

‘크립토키티(CryptoKitties)’다. 크립토키티는 다양한 가상 고양이를 수집하고, 교배시켜, 나만의 고양이를 

만드는 게임으로, ‘포켓몬 GO’와 같은 단순 펫 수집 게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오늘날 NFT 발행 표준이라 

평가받는 이더리움 ERC-721 기술이 최초로 적용돼, 교배를 통해 태어나는 고양이는 외형도 속성도 각기 

다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고양이가 되어 전 세계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 마디로 

크립토키티의 고양이는 디지털 세상 속 일종의 수집품과도 같은 존재로 떠올랐고, 하나의 고양이가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NFT의 첫 성공사례가 됐다. 

그 후 시작된 NFT 열풍은 게임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디지털 작품으로 확산됐다. 먼저 디지털 아트 작가 

비플(Beeple)이 지난 5000일 동안 만든 작품들을 한데 모아 완성한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 6,930만 달러(약 790억 원)에 낙찰된 것을 계기로, 미술 시장에는 NFT화한 작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전 연인이자 가수인 그라임스(Grimes)의 디지털 그림 '워 님프(War 

Nymph)'가 65억 원에 낙찰되었고, 1억 원 정도를 호가했던 그래피티 예술가 뱅크시(Banksy)의 

'멍청이(Morons)'이라는 작품이 원본을 불태우는 퍼포먼스와 함께 NFT로 재탄생 돼 약 4억 원에 판매됐다. NFT 

예술품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아트(CryptoArt.io)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NFT 예술품 거래액은 역대 

최고치인 82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NFT 

[그림 4-1] 블록체인 기반 고양이 육성 게임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출처 :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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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팬심’이 유별나기로 유명한 스포츠·엔터테인먼트도 NFT 접목 시도가 활발한 분야 중 하나다. ‘NBA 

탑샷(Topshot)’은 미국 프로농구 NBA의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이나 선수 이미지 등을 NFT화한 디지털 카드로 

제작해 스포츠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의 20초짜리 덩크슛 영상이 23만 달러(약 2억 

7000만 원)에 거래되며 화제를 모았고, 탄탄한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약 35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와 10만 명 

이상의 구매 사용자를 보유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를 비롯해 SM, JYP, YG 등 국내 내로라하는 연예 기획사들이 잇달아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아티스트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굿즈에 NFT를 적용하면, 한정판이 되면서 그 가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방송사 MBC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유명 

밈(Meme)인 ‘무야호’ 영상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한 바 있으며, 카카오는 웹툰, 뮤지컬 등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IP을 활용한 NFT 발행에 힘을 싣고 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콘텐츠를 소유하고자 하는 팬심을 

적극 공략해 구매욕을 자극하기에 NFT는 최적의 수단이 되어준다.

 

NFT가 단순 그림이나 굿즈를 수집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는 건 아니다. 스포츠 의류 브랜드 나이키는 NFT를 

접목한 ‘크립토킥스(CryptoKicks)’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했다. ‘크립토킥스’ 신발을 구매하면 실물과 

함께 보증서 역할을 하는 NFT 토큰도 함께 받게 되는데, 구매자는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의 경우, 부동산 및 자동차 거래 시스템에 NFT를 

적용하기도 했다. 부동산 권리 이전 기록 등을 NFT로 제작해 관련 정보나 계약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차량 정보 등을 NFT로 제작해 보다 투명한 중고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림 4-2] Beeple,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출처 : Christie’s)

이러한 흐름에서, NFT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는 세계 

NFT 시장이 지난해 118억 달러(약 14조 원)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8000억 달러(약 9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 역시 세계 NFT 시장 규모가 

2022년 30억 달러에서 2027년 136억 달러로, 연간 3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내다봤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남긴 최초의 트윗에 대한 소유권, 다시 말해 ‘첫 트윗 NFT’가 지난해 290만 달러(약 

35억 원)에 거래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흐른 후 다시금 매물로 나온 해당 NFT의 가치가 6천만 원 

선으로 폭락하면서, 장밋빛으로만 보였던 NFT 시장에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제 막 발을 뗀 수준에 불과한 

NFT가 실제 가치에 비해 과분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림 4-3] 잭 도시 CEO가 NFT 거래 플랫폼에 등록한 자신의 첫 번째 트윗 (출처 : 잭 도시 CEO 트위터)

사그라드는 거품? NFT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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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하락세에는 여러 이유가 뒤따른다. 우선 오늘날의 가상화폐 시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NFT는 주로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로 거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세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상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 기준 6만 4000달러 선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1만 7000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요즘,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큰 가상화폐를 회피하는 추세다. 더욱이 세계 3대 거래소 중 하나로 꼽혔던 FTX가 파산한 

것도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주었다. 

다음은 NFT 관련 제도 미비다. NFT가 본격적으로 세간의 주목받기 시작한 건 꽤 최근의 일이다. 요 몇 년간 

판매자, 소비자, 중개자 등 여러 참여자들이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또 다른 말로, NFT 시장을 뒷받침하고 보호해 

줄 제도나 시스템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점은 NFT 러그풀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러그풀(Rug pull)이란 양탄자(Rug)를 끌어당겨(Pull) 

그 위에 탄 사람들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NFT 개발사가 투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해 버리는 이른바 ‘먹튀’ 사기 

수법을 가리킨다. NFT의 법적 모호성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러그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난 1월 프로스티스(Frosties)의 개발자가 프로젝트 이행 

없이 투자자들의 수익금 110만 달러(약 13억 원)를 챙긴 후 잠적했던 사건을 들 수 있다. NFT 시장이 계속해서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규제 및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안 이슈도 빼놓을 수 없다. 먼저 NFT가 부상함에 따라 NFT 마켓 플레이스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해커들의 

먹잇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니프티 게이트웨이(Nifty Gateway)는 사용자 계정 해킹 공격으로 수천 달러 

상당의 NFT를 도난당했고, 올해에는 글로벌 최대 NFT 마켓 플레이스 오픈씨(OpenSea)가 잇따른 해킹 공격에 

시달렸다. 블록체인 연구 기업 엘립틱(Elliptic)에 따르면, 올 한 해 NFT 탈취 피해 금액은 1억 달러를 돌파했다. 

대규모의 자금이 유통되는 것에 반해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 부족한 탓에 이를 노린 보안 위협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기 NFT 프로젝트로 손꼽히는 BAYC(Bored Ape Yacht Club)의 인스타그램과 디스코드 계정이 해킹 당한 

사건도 NFT를 둘러싼 보안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해커는 BAYC의 SNS 계정을 해킹한 뒤 ‘새로운 

NFT를 발행할 수 있는 링크’라며 악성코드를 유포, 약 300만 달러(38억 원) 상당의 NFT를 훔쳤다. 이렇듯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유명 인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NFT 거래를 유도하고 가상화폐를 탈취하거나 계정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공격, ‘무료 NFT’라는 말로 현혹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공격 등 NFT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은 날로 다양해지고 심화되는 모습이다. 

위태로운 NFT이지만, 변함없는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메타버스가 있다. NFT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상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메타버스가 지속 발전한다면 NFT는 단순 

디지털 예술품을 넘어 부동산에까지, 가상공간에서의 여러 경제 활동을 지원해 주는 도구로서 새로운 사회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 산업과 동반성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에 과한 기대와 실망은 잠시 접어두고,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목표로 차근차근히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러나 아직은 기대를 버릴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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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이버 보안위협에 따른 
악성코드 패러다임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오원보

2021년 말 발생한 Apache Log4j 취약점인 Log4Shell은 ‘컴퓨터 역사상 최악의 취약점’으로 불릴 정도로 IT 환경의 

퍼펙트 스톰을 유발하였다. 2022년 초 Log4Shell의 이름과 유사한 Spring4Shell, Follina, 2021년 중순에 발생된 

ProxyShell과 유사한 취약점인 ProxyNotShell까지 발견되었다. 해당 취약점들의 CVSS3.x 점수는 7~9점으로 

여전히 파괴력 높은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오픈소스 저장소(Repository)에 악성파일을 업로드하여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는 전쟁 시작 이전부터 사이버전을 통해서 정부, 

공공기관을 포함한 우크라이나를 타깃으로 한 정보 탈취, 심리전, 시스템 파괴 등의 공격을 진행했다. 랜섬웨어 

역시 지속적인 진화로 인해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특정 키값 요구를 통한 분석 활동 방해, 다양한 운영체제를 

대상으로 한 감염 시도, 다크 웹 사이트에 유출시킨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포함한 이중 협박 전략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였다.

이에 따라,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 오픈소스 저장소(Repository)를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 랜섬웨어 

동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사용된 사이버전까지 총 4종의 이슈를 가지고 2022년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022년 사이버 보안위협 동향01.

2022년 역시 2021년 말 발생한 Log4Shell 취약점에 버금가는 취약점이 다수 발생하였다. 과거에 패치가 

진행되었던 취약점의 우회 취약점이 발생하여 더욱 큰 취약점으로 변모한 케이스도 있으며 침해 사고 분석 도중 

확인된 0-day 취약점, 특정 국가 공격을 목표로 한 샘플에서 확인된 0-day 취약점 등 파급력이 높았던 0-day 

취약점 발견이 많았던 2022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취약점 악용 시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으며 추가로 파일 다운로드 코드를 

삽입하는 경우 악성코드가 실행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올해 발생한 다양한 취약점 

중 파급력이 높았던 Spring4Shell(CVE-2022-22965), Follina(CVE-2022-30190), Atlassian 

Confluence(CVE-2022-26134), MS Exchange Server(ProxyNotShell, CVE-2022-41040, CVE-

2022-41082) 취약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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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day 취약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다. 이미 2021년에 발생된 Log4Shell 취약점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어 

Spring4Shell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2022년 3월 29일, 사이버 보안 연구원으로 추측되는 중국인의 트위터에 

“A Java Springcore [sic] RCE 0-day exploit has been leaked”라는 글과 함께 JAVA library인 Spring 

Core를 익스플로잇 한 PoC(Proof of Concept) 스크린샷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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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 접근 이후 ‘AccessLogValve’ 객체에 엑세스하여 웹쉘 업로드 성공 시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이다.

Mirai Botnet이 싱가포르 지역의 취약한 서버를 대상으로 한 감염 시도에서 Spring4Shell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tmp 폴더에 다운로드 후 스크립트 권한 변경을 통한 무기화를 이미 진행하였고, 이후 전 세계 서버를 

대상으로 한 감염 시도로 이어지게 되었다.

1) Spring4Shell(CVE-2022-22965)

[표 5-1] Spring4Shell(CVE-2022-22965) 취약점 타임라인

날짜 내용

2010.06.21

2022.03.29

2022.03.30

2022.03.31

2022.03.31

Spring Framework의 RCE 취약점 (CVE-2010-1622) 발견

이전에 패치된 CVE-2010-1622의 우회 취약점 발견 후 Vmware에 보고

내부 보안팀에서 해당 취약점 분석 및 테스트 진행되는 동안 Exploit 코드 트위터에 유출

Spring Core RCE 취약점에 대해서 CVE 번호(CVE-2022-22965) 할당

Spring에서 취약점에 대한 패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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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에 사용되는 샘플의 경우 Microsoft Word 파일이 대다수를 차지하나 MSDT가 설치되어 있으며 MSDT 

URL 요청이 가능한 Windows 기반 프로그램이면 동작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5월 30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서 MSDT 원격코드 실행 취약점(CVE-2022-30190, 

CVSS3.x:7.8) 주의 권고를 발표하였다. MSDT(Microsoft Support Diagnostic Tool) Windows 환경에서 

문제 발생 시 정보를 수집하여 Microsoft 지원 부서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도구로 취약점을 악용한 

Word 파일의 경우 외부 OLE 개체 참조를 위한 HTML 링크 포함하고 있으며 요청된 HTML 파일 내부 “ms-

msdt:”를 추가하여 MSDT 도구 호출 이후 공격자가 원하는 페이로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사이버 보안 연구팀인 나오섹(nao_sec)이 벨라루스에서 발견된 악의적인 MS 워드 문서 파일에 대한 내용을 

트위터에 업로드하였으며 Kevin Beaumont에 의해 취약점이 최초 공개되었다. 분석 도중 0438(Follina 

지역번호 코드)을 참조하는 샘플이 존재하여 ‘Follina’로 명명하였다.

[표 5-2] Follina(CVE-2022-30190) 취약점 타임라인

파일명

날짜

MD5

내용

VIP Invitation to Doha Expo 2023.docx

2022.04.12

2022.04.21

2022.05.27

2022.05.30

2022.05.30

2022.06.14

85829B792AA3A5768DE66BEACDB0A0CE

Shadow Chaser Group이 Follina 취약점을 Microsoft에 보고
러시아를 타깃으로 한 실제 공격에 사용된 MS 워드 문서 파일에서 최초 발견

Microsoft는 최초 확인 결과 보안 관련 취약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

nao_sec은 벨라루스에서 발견된 악의적인 MS 워드 문서 파일에 대해 트윗
 원격 템플릿을 활용하여 PowerShell 페이로드를 실행하기 위해 

ms-msdt의 MSProtocol URI 체계를 악용

Kevin Beaumont가 벨라루스에서 발견된 샘플을 분석하여 Follina 취약점 
분석내용을 블로그에 게시

Microsoft에서 권고 및 완화 지침 발표
Follina 취약점이 CVE 번호 할당 (CVE-2022-30190)

Microsoft에서 2022년 6월 누적 Windows 업데이트를 통해 
취약점에 대한 패치 제공

[그림 5-2] 샘플 내부에 MS Word 문서 내용

[그림 5-1] Follina 취약점이 포함된 샘플 최초 실행화면

[표 5-3] Follina(CVE-2022-30190) 취약점 분석에 사용된 샘플

샘플 파일인 VIP Invitation to Doha Expo 2023.docx 최초 실행 시 공격자가 설정한 C2로 연결을 시도한다.

Word 문서는 Doha Expo 2023 관련 VIP 초대 내용으로 확인되며 매크로 실행 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Follina(CVE-2022-3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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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document.xml.rels에서 확인되는 Folina 취약점 악용 방식

Folina 취약점을 악용한 Word 파일의 경우 외부 OLE 개체 참조를 위한 HTML 링크 포함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동작한다.

1. word\_rels\document.xml.rels에서 1차 C2로 (hxxps://files.attend-doha-expo.com/inv[.]html)로 

파일 요청 

2. 요청된 HTML 파일 내부에 “ms-msdt:”를 추가하여 MSDT 도구 호출

2. MSDT 호출 성공 시 MSDT를 이용하여 Powershell 코드 실행

3. Powershell 코드 실행결과 2차 C2(5[.]206.224.233)로 파일 요청

[그림 5-4] Virustotal 검색 결과

최종 다운로드한 osdupdate.exe 파일 확인 결과 Cobalt Strike Beacon로 확인되며 Beacon 설치를 위해 유포 중인 

샘플로 확인된다.

2022년 6월 2일, Athanasian 사가 Confluence Server 및 Confluence Data Center의 인증되지 않은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CVE-2022-26134, CVSS3.x:9.8)에 관한 보안 권고를 발표하였다. 공격자는 별도의 

크리덴셜 정보 및 사용자의 특정 행위 유도 없이 OGNL Injection 공격 기법을 사용해 원격에서 임의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확인된다.

보안 전문 업체인 볼렉시티(Volexity)는 하프늄(Hafnium)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China Chopper 

웹쉘이 Confluence Server에 업로드된 서버를 침해 사고 조사 도중 0-day 취약점으로 발견되어 

아틀라시안(Atlassian)사에 제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격자는 Apache Struts2의 OGNL 표현식을 이용한 악성 페이로드를 GET, POST, PUT 등의 방식으로 

전송해 임의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으며 공격 시 별도의 크리덴셜 정보 및 인증 정보가 필요 없어 만약 외부에서 

Atlassian Confluence 서버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쉽게 Exploit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3) Atlassian Confluence(CVE-2022-26134)

날짜 내용

2022.05.31

2022.06.02

2022.06.03

2022.06.03

Volexity에서 Atlassian Confluence에 0-day 취약점 제보

Atlassian 및 Volexity에서 CVE-2022-26134 취약점 보안 권고 발표

Atlassian에서 보안 패치 없이 취약점을 완화하는 방법 발표

Atlassian에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 릴리즈

[표 5-4] Atlassian Confluence(CVE-2022-26134) 취약점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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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베트남 보안업체 ‘지티에스씨(GTSC)’에서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3, Exchange 

Server 2016 및 Exchange Server 2019에 영향을 미치는 0-day 취약점 2종 발견되었다. 취약점은 총 

2종으로 2021년 발표된 ProxyShell 취약점과 유사한 공격 구문(SSRF)을 사용하며 웹쉘 다운로드, Certutil 

연결, DLL Injection 등의 공격 가능하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공격의 전제조건으로 취약한 버전의 Exchange Server를 사용 중인 환경에서 서버에서 사용자 권한(자격 

증명)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만 취약점 악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Kevin Beaumont는 이 취약점들을 이전 

Exchange 취약점인 ProxyShell에서 이름을 따서 ProxyNotShell이라고 명명하였다.

4) MS Exchange Server (ProxyNotShell, CVE-2022-41040, CVE-2022-41082)

CVE 공격유형 CVSS 내용

CVE-2022-41082

CVE-2022-41040 SSRF

RCE

8.8

6.3

Exchange Server 자격 증명을 가진 공격자가 원격으로 내부 서버에 
요청(SSRF)할 수 있는 취약점(CVE-2022-41082 취약점에 접근하는데 악용)

공격자가 Exchange PowerShell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

[표 5-5] MS Exchange Server 취약점

[표 5-6] MS Exchange Server 취약점 타임라인

날짜 내용

2022.09.29

2022.09.30

2022.10.02

2022.10.03

2022.11.08

Microsoft에서 블로그에 취약점 대응 및 탐지방안 공개

Microsoft에서 On-premises용 취약점 대응 스크립트 배포

피해 최소화를 위해 Exchange Server 관리 쉘에서 사용자의 원격
PowerShell 접근 설정 비활성화를 권고

2022.09.29에 공개된 Exchange서버 취약점 대응 정규식이 우회가 
가능하여 새로운 정규식을 업데이트해서 공개

Microsoft에서 누적 업데이트를 통해 취약점에 대한 패치 제공

[표 5-7] W4SP 인포스틸러가 포함된 악성 패키지 목록 (출처 : Phylum blog)

오픈소스 저장소(Repository)는 아티팩트와 메타데이터,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패키지 관리자가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의존성 있는 라이브러리의 

설치/갱신/삭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측면도 존재하나 외부 오픈소스 저장소의 경우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자가 

업로드한 패키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도 존재한다.

이를 악용할 경우 공격자가 악성 패키지를 업로드하여 사용자가 다운로드해 실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 공격을 이용하게 된다. 오픈소스 저장소에서 사용되는 타이포스쿼팅 공격은 

정상적인 패키지 명과 유사한 이름의 패키지 명으로 업로드한 이후 사용자의 오타나 부주의로 인해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게 하는 공격이다. 타이포스쿼팅 공격으로 피해를 본 PyPI, NPM, GitHub, Docker Hub에서 발생한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오픈소스 저장소(Repository)를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03.

1) PyPI

2022년 11월, PyPI에 업로드된 패키지 중 약 30개의 패키지에서 타이포스쿼팅 공격을 통해 악성코드를 포함하여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악성코드가 포함된 패키지는 보통 setup.py, __init__.py 내부에 공격자가 업로드한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는 링크를 requests-httpx, requests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패키지 설치 시 다른 패키지를 

몰래 설치하는 방법 또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Base64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디코딩 이후 특정 URL에서 W4SP 인포 

스틸러를 다운로드해 최종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패키지 목록

typesutil

typestring

sutiltype

duonet

fatnoob

strinfer

pydprotect

colorsama

algorithmic

shaasigma

incrivelsim

pyurllib

oiu

iao

curlapi

type-color

pyhints

twyne

pyptext

installpy

faq

colorwin

requests-httpx

stringe

felpesviadinho

cypress

pystyte

pyslyte

py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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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정보탈취성 악성 JavaScript 목록

2) npm

2022년 2월, 공식 NPM 패키지 레지스트리에 Discord 토큰 및 환경 변수를 포함한 정보 탈취성 악성 JavaScript 

라이브러리 총 25개가 업로드되었다. 초보적인 악성코드 제작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타이포스쿼팅 공격을 통해 

colors.js, crypto-js, discord.js, marked 및 noblox.js 등 정상 패키지로 위장한 채 업로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Discord 

채널에 악성 링크를 전파할 목적으로 Discord 토큰을 탈취하며 추가적인 악성 행위를 위해 API 액세스 토큰, 인증키, API 

URL 및 계정 이름 탈취를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패키지 목록 (탈취하는 정보)

color-self
(Discord 토큰)

purple-bitch
(Discord 토큰)

discord-protection
(Discord 토큰)

Mynewpkg
(환경변수)

discord.js-selfbot-
aployscript

(Discord 토큰)

node-colors-sync
(Discord 토큰)

tools-for-discord
(Discord 토큰)

vera.js
(Discord 토큰)

wafer-darla
(환경변수)

discord.js-
aployscript-v11 
(Discord 토큰)

color-self-2
(Discord 토큰)

purple-bitchs
(Discord 토큰)

discord.js-selfbot-
aployed

(Discord 토큰)

wafer-text (환경변수)

Kakakaakaaa11aa
(리버스 커넥션)

Lemaaa
(Discord 토큰)

noblox.js-addons
(Discord 토큰)

discord.js-discord-
selfbot-v4

(Discord 토큰)

wafer-countdown
(환경변수)

markedjs 
(Python 원격코드 인젝터)

adv-discord-utility
(Discord 토큰)

discord-selfbot-tools
(Discord 토큰)

colors-beta
(Discord 토큰)

wafer-template
(환경변수)

crypto-standarts
(Python 원격코드 인젝터)

[그림 5-5] 특정 C2가 포함된 악성 리포지토리 목록(출처 : Bleeping Computer)

3) GitHub

2022년 8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Stephen Lacy가 깃허브(GitHub)에 업로드된 약 35,000개 이상의 파일이 악성 행위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업로드하였다. 정상적인 저장소의 피해는 없으나 해당 저장소의 데이터를 복사본으로 만들어 

악성 URL을 포함한 뒤 업로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악성파일이 가장 많이 발견된 'redhat-operator-ecosystem‘ 

저장소의 경우 약 13,000개 이상의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404 에러) 

확인된다. 악성 행위를 하는 파일은 공통으로 “hxxp://ovz1.j19544519.pr46m.vps.myjino[.]ru” URL이 포함되었으며 

API 키, 토큰, Amazon AWS 자격 증명 및 암호화 키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가 공격자에게 탈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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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정상 소프트웨어로 위장한 악성 이미지 목록(출처 : Sysdig blog)

4) Docker Hub

2022년 11월, Sysdig 위협 연구팀에서는 Docker Hub 내 존재하는 25만 개 이상의 Linux Docker 이미지 분석 결과 약 

1,600개의 Linux Docker 이미지가 악성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정 정보 탈취의 경우 SSH 키, AWS 

인증정보, GitHub 및 NPM 토큰을 탈취하는 시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코인 마이너 유포 시도는 타이포스쿼팅 

공격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배포되는 서비스에 철자를 바꾸는 식으로 XMRig 코인 마이너가 포함된 악성 이미지를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Image Image Digest Download 
횟수

vibersastra/golang

ynprpagamentitk/liferay

arrghgluiistk/drupal

eiprtvchdcom/drupal

vesnpsexga/joomla

ganodndentcom/drupal

dogigeronracom/drupa

pumevnezdiroorg/drupal

vibersastra/ubuntu 10,000 이상

6,900

281

213

131

118

55

37

31

81b850230c2a9ea155aa06adda5537f5e01a4ec2b0209aaa24c
23e06161ff385

a6af08adbcf9eba00e3ea15f8a67a7766465fb387868efd43ab7
7f7668a8dc46

3978fb1b4d9581fddbd44f44901e87f9f8baf7942c74d5820c573c06cc8
3f861

9ab7485664242c00db8ec6e0ea2b829320a7762107527a8c66
d1754ec730c8b8

c7490c9e2a437e111968e96529cef80bc0d92a7040b656e2404
114837e270941

3978fb1b4d9581fddbd44f44901e87f9f8baf7942c74d5820c57
3c06cc83f861

380898334e75e10cc1e5cf4c574d46e57f8b32f52552924fc1f5
c158a7fb3291

50c1685bfcd67435188e74c8b5321de32f44f0c613fc2eebdbff
3020273e690a

bf9c24747d7c2903cf931a0a321f37c44fe6236dc40679d4cec3743384
943e40

[그림 5-6] 귀신(Gwisin) 랜섬웨어가 생성한 랜섬노트의 일부

1) 귀신(Gwisin)

귀신(Gwisin) 랜섬웨어는 2021년 9월부터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있는 랜섬웨어이다. 표적형 공격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2022년 7월부터 언론 기사를 통해 5개 이상의 한국 기업을 공격한 것으로 기사화되었다.

알려지지 않은 침투 방법으로 내부 시스템을 장악한 뒤 파일 배포 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 MSI 파일을 배포한다. 

MSI 파일 내에 Binary.helper 파일이 존재하며 실행을 위한 인자(SERIAL, LICENSE, SMM, ORG)가 추가로 

필요하다. 암호화된 파일과 동일한 대상 폴더에 생성되는 랜섬 노트는 ‘!!!_HOW_TO_UNLOCK_(업체명)_FI

LES_!!!.txt’의 영문으로 작성된 텍스트 문서로 피해 업체 이름, 유출 정보 등을 포함한다. 특이한 점으로는 법 

집행기관(한국 경찰, 국가정보원, KISA)을 포함한 국가/정부 기관에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랜섬웨어 동향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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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랜섬웨어는 피싱 메일 또는 Exchange Server 취약점(CVE-2021-34473, CVE-2021-34523, CVE-

2021-31207), 외부로 오픈된 RDP를 활용하여 목표 시스템 내부에 침입한다. 내부 시스템 장악 후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컨(Cobalt Strike Beacon)을 통해 시스템을 제어하고, 랜섬웨어를 유포한다. 

[그림 5-7] 하이브(Hive) 랜섬웨어 실행 시 확인되는 필수 인자 요구 내용

[그림 5-8] 하이브(Hive) 랜섬웨어가 정보 유출에 사용하는 HiveLeaks 페이지

하이브(Hive) 랜섬웨어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로 랜섬웨어 감염 시 데이터를 유출하며 지정된 시간까지 협상되지 

않을 경우 다크 웹에 존재하는 HiveLeaks 사이트에 유출된 데이터를 공개하는 랜섬웨어다.

2021년 6월 최초로 발견되어 초기에는 고(GO) 언어로 작성되었다가 새로운 하이브 랜섬웨어 변종은 러스트 언어로 

변경하여 안정성과 병렬처리 메커니즘, 리버스 엔지니어링 난이도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된다.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뒤 피해자에게 접속할 수 있는 주소와 로그인 정보를 담은 랜섬 노트를 남긴다. 최신 하이브(Hive) 

랜섬웨어는 다양한 매개변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u ID:PW”가 없으면 랜섬웨어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여 

악성코드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2) 하이브(Hive)

[그림 5-9] 락빗(LockBit) 2.0 당시 정보 유출에 사용했던 페이지

3) 락빗(LockBit)

2019년 9월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락빗(LockBit) 랜섬웨어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로 미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및 여러 유럽 국가에 기반을 둔 조직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감염을 시도하였다. 최초 

등장한 락빗 랜섬웨어는 암호화한 확장자를 “abcd”로 바꿨는데, 이에 따라 ‘ABCD 랜섬웨어’로 알려진 역사가 

존재한다.

2021년 6월, 버전 2.0으로 업데이트되어 유포되었으며 당시 공격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암호화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하며 비교 데이터를 보여준 것으로 유명하다. 전문 서비스, 건설, 도매 및 소매, 제조업을 

중심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시도하였으며 암호화 도중 유출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다크 웹 페이지를 가지고 있었다.

2022년 7월, 버전 3.0으로 업데이트되어 랜섬웨어 최초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버그를 신고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페이지를 오픈하였다. 2022년 9월 21일, GitHub에 락 빗 랜섬웨어 버전 3.0 빌더가 유출되어 

실제 락빗 랜섬웨어를 제작/변형이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GitHub 페이지에 접근 시 비활성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10] GitHub에 유출된 락빗(LockBit) 랜섬웨어 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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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 이전부터 사이버전을 개시하여 장기간 우크라이나 및 그 외 목표물에 대한 

전술적 공격을 진행해왔다. 전면전 이후 첫 4개월 동안 러시아가 공격 배후로 추정되는 공격 그룹이 약 50개 

이상의 우크라이나 기관 및 기업에 대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및 스파이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공격을 바탕으로 전면전 초기에 균형을 무너뜨려 우세한 위치에 서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Microsoft에서 발간한 “Microsoft Digital Defense Report 2022”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인도적 

지원 방해, 대중의 미디어 및 서비스 접근 방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탈취 등 다방면의 공격을 시도하였다. 

2022년 2월~6월까지 우크라이나 이외의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침입 시도를 탐지하였으며 최대 목표는 

미국이었고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네트워크 침입 시도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전면전 전/후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전 공격 개요, 공격 도구, 공격 행위 및 기능, 공격 

배후를 정리하여 공격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전 공세는 실제 개전일인 2022년 2월 24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파괴, 심리전 활용, 정보 탈취 목적의 공격 시도 

분류로 나눠 정리하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사용된 사이버전05.

[그림 5-1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표적이 된 산업 부문
(출처: Microsoft Digital Defense Report 2022) 

공격도구 행위 
및 기능공격일자 공격 개요 공격 도구

2022-

01-13

2022-

02-11

2022-

02-23

2022-

02-24

2022-

02-24

2022-

03-17

2022-

04-08

2022-

10-30

우크라이나 정보 기술 조직에 속한 
장치에 파괴형 멀웨어 설치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발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싱 메일이 다수 전송

우크라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수백 대의 컴퓨터에서 
데이터 삭제형 멀웨어 탐지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 중 HermeticWiper 공격을 
받지 않거나 코드 유사성을 공유하지 않은 조직에 

삭제형 공격 적용

우크라이나 광대역 위성 인터넷 접근을 방해하는 
삭제형 멀웨어 

우크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파일을 지우고 감염됨 
시스템의 특정 레지스트리를 파괴하는 멀웨어 발견

여러 멀웨어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변전소를 공격

알려지지 않은 우크라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탐지

WhisperGate

Cobalt Strike, 
Grimplant, 
GraphSteel

HermeticWiper

IssacWiper

AcidRain

DoubleZero

Industroyer2, 
CaddyWiper, 
OPCSHRED, 
SOLOSHRED, 
AWFULSHRED

Azov 
Ransomware

파일 암호화
MBR 손상

백도어
자격 증명 수집

하드디스크 내 
데이터 손상 

및 삭제

모뎀, 라우터 내 
플래시 드라이버 

손상 및 삭제

하드디스크 내 
데이터 손상 및 

삭제

ICS 대상 
하드디스크 내 

데이터 손상 및 삭제

파일 암호화
(복구 불가능)

공격 배후

러시아(추정)

UAC-0056

러시아

러시아(추정)

러시아

UAC-0088

러시아

알려지지
않음

[표 5-10] 러시아 측의 시스템 파괴적 공격 형태 (출처 : Cyber Peace Institute 일부 재구성) 

* 일부 국가의 경우 공격 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한해 (추정) 이라고 명시

1) 시스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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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1151 UNC1151

APT-
Gamaredon

알려지지 
않음

러시아 알려지지
않음

중국 UAC-0041

러시아 UAC-0094

UNC1151 Strontium

theMx0nday UAC-0098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Fancy Bear
UAC-0100

알려지지 
않음

러시아

알려지지 
않음

ICC_H@
ckTeam

공격일자 공격일자공격 개요 공격 개요공격 도구 공격 도구공격 배후 공격 배후

2022-

01-14

2022-

02-27

2022-

01-19

2022-

03-09

2022-

02-15

2022-

03-16

2022-

02-23

2022-

03-30

2022-

02-23

2022-

04-02

2022-

02-24

2022-

04-07

2022-

02-25

2022-

04-14

2022-

03-09

2022-

04-19

2022-

03-13
2022-

07-14

2022-

03-16

2022-

03-28

2022-

03-28

2022-

07-03

우크라이나 정부 웹 사이트 70여개에
해킹 공격 발생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계정 해킹을 시도하여 공격에 성공한 
대상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액세스해 허위 정보를 게시

피해자를 속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기 위한 승인 편지를 
열도록 하는 Formbook infostealer 악성 행위 발견

우크라이나 서방 정부기관의 구직 및 고용 서비스의 
플랫폼을 통해 공격 시도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대, 대형 상업 은행 
웹사이트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 발생

우크라이나 적십자사 웹 사이트를 공격하였으나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아 사이트 정보 구성 요소만 영향

키예프 정부 및 기타 기관 약 6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최소 20개 취약점 겨냥한 공격 시도와 

수천 건의 익스플로잇 공격 발생

우크라이나 국민 및 국내 기관에 정보스틸러 MarsStealer 
악성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을 대량으로 유포

우크라이나 공공기관 및 은행에 디도스 공격 발생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텔레그램 계정 해킹을 시도

우크라이나 난민의 물류를 관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멀웨어가 포함된 피싱 메일 전송

우크라이나 미디어 조직을 대상으로 물리적 침공에 대한 
전술적 지원 및 민감한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로 추정되는 

인터넷 도메인 제어 명령 확인

30개의 우크라이나 대학 웹 사이트 해킹
3악성 XLS 문서를 대량 배포하여 악성 코드를 실행하여 

사용자 자격 증명을 수집할 수 있는 뱅킹 트로이 목마를 사용

우크라이나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 Triolan이 
공격을 받아 전국적으로 12시간 이상 

네트워크가 중단

“Ukraine24”를 모방한 Facebook 사기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설문조사를 참여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조사하고 결제 카드 데이터를 손상시키게 하는 페이지로 유도

우크라이나 북동부, 서부를 관리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주요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

“미지급금 환불을 위한 통합 보상 센터”의 제목으로 만든 다수의 
Facebook 사기 페이지를 이용하여 카드 정보 입력을 유도 

우크라이나 국세청을 위장하여 “세금 미납 통지”라는 제목의 
피싱 메일 발송

우크라이나24 TV 방송국이 해킹되어 허위 정보를 
보도하고 대통령이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서 침공과 관련된 허위 
뉴스를 퍼뜨리는 봇 팜을 식별하고 조치

Uktelecom의 IT 인프라가 공격을 받아
13%이하로 속도 저하 발생

우크라이나 TV 채널 내부 감시 카메라의 실시간 
화면을 공개

WhisperGate

Gamaredon downloader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SunSeed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DDoS)

알려지지 않음

Formbook

알려지지 않음

MarsStealer

악성 링크

Cobalt Strike

알려지지 않음

GzipLoader
IcedID

악성 링크

[표 5-11] 러시아 측의  심리적 공격 형태 (출처 : Cyber Peace Institute 일부 재구성)

[표 5-12] 러시아 측의 정보 탈취 공격 형태 (출처 : Cyber Peace Institute 일부 재구성)

* 일부 국가의 경우 공격 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한해 (추정) 이라고 명시 * 일부 공격의 경우 공격 배후가 알려지지 않음

2) 심리전 활용 3) 정보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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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06.

지금까지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 오픈소스 저장소(Repository)를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 랜섬웨어 

동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사용된 사이버전까지 총 4종의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과거에 이용된 취약점을 재발견하여 새로운 0-day 취약점을 만들거나 사용자가 신뢰하는 오픈소스 저장소를 

이용한 유포 시도,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의 정밀한 타깃형 공격으로 공격 방식의 다변화가 눈에 띈다. 특히, 

현재까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사용된 사이버전의 경우 실제 전쟁 시 부분적 비대칭 전략으로 

분류된 사이버전으로 확대되어 양측 간 피해가 여전히 발생 중이다.

2023년에도 역시 다양한 방식의 공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픈소스 저장소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유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발생 중인 사이버전의 여파로 전쟁을 미끼로 

하여 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공격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하고자 평소에 0-day 취약점을 

포함한 악성코드의 동향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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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이버 보안위협 

및 대응기술 전망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김미희

2022년 사이버 보안의 키워드는 랜섬웨어, 가상화폐, 국가 안보로 정리할 수 있다. 2022년에는 LockBit, Conti, 

Lapsus$, BlackCat, Hive, Deadbolt 등 랜섬웨어 그룹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수익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체계적인 조직관리와 서비스형 랜섬웨어를 앞세워 새로운 랜섬웨어 공격 그룹들이 등장하며 

랜섬웨어 생태계가 발전해 왔다.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개인과 기업의 대응 범위를 넘어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제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주도로 세계 30개국이 참여한 랜섬웨어 대책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러시아와 미국 및 서방 국가 간의 이해충돌은 세계경제와 패권질서를 뒤흔드는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자리 잡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물리적 충돌과 사이버 공격이 결합된 

최초의 하이브리드 전쟁 사례로 기록되면서 사회혼란 야기, 주요 기밀정보 탈취, 사회기반시설 파괴, 범죄자금 

확보 등의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각국의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우크라이나 지지세력은 ‘Operation Ruble’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러시아 정부부처를 

공격하였으며, 러시아 지지세력은 미국 및 우방국들의 정부부처 및 민감기업들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간 이해관계를 지지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국제 안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2년은 가상화폐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3위에 달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의 여파와 국내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 등으로 인해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의 불확실성 확산과 NFT, 스테이블 코인, 

전자지갑, 커스터티 등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보안 사고는 생태계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Flash Loan 

공격, Smart Contract 취약점, 개인키 유출, 전자지갑 탈취. 가상화폐 탈취 등의 가상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보안 이슈는 2023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비즈니스 생태계가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이다. 온 

프레미스, 클라우드, IoT 등 인프라 선정 단계 및 아키텍처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연쇄적인 

위험 체인화(Risk Chaining)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을 통한 보안 효율성 향상 및 보안 음영 

최소화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사이버 환경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3년의 보안 위협을 예측하고 

대응기술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개요01. [그림6-1] 2023년 사이버 보안위협 및 대응기술 전망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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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공격의 서비스화, 랜섬웨어 생태계 확장

사이버 범죄의 전문화·조직화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켰다. Hive, LockBit, 

Conti, REVil 등 서비스형 랜섬웨어를 운영하는 공격 그룹들은 Colonial Pipeline, Kaseya, JBS Foods 

등 큰 규모의 공격을 감행할 정도로 공격 규모가 확장되었다. 체계화된 조직운영과 피해 금액 협상 능력을 

보유하면서 공공, 금융, 제조,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산업 군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RaaS 생태계는 

Discord, Telegram, Wicker, Wire 등 제한된 접근 환경을 기반으로 불법 데이터 거래, 자금 세탁, 크리덴셜 

거래, 공격도구 거래 등 사이버 범죄에 소요되는 도구나 인력을 확보하면서 사이버 공격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민간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 KARA에서 발표한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 DeadBolt, 

Luna, BlueSky, CryptBit, Acepy, BlackCat, Lockbit 등 크고 작은 랜섬웨어들이 새로 등장하거나 고도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랜섬웨어들은 윈도우 환경 이외에도 리눅스 및 임베디드 시스템 등 크로스 플랫폼 지원 

확대, 공급망 공격, 보안솔루션 무력화, 복구 및 백업파일 삭제 등 공격 기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2023년 5대 사이버 보안위협 전망02.

[그림6-2] (좌)Total cryptocurrency value received by ransomware addresses, 2016–2021, (우) Top 10 
ransomware strains by revenue, 2021 (출처 :  The 2022 Crypto Crime Report, Chainalysis)

[그림6-3] 2022년 발견된 신규 랜섬웨어 공격그룹 현황 (출처 : KARA,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

[그림6-4] 랜섬웨어 공격양상 패러다임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공격 기법의 발전은 공격도구 양극화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APT 공격(APT-Like)을 표방하여 공격 그룹에서 

자체 제작한 도구와 더불어 오픈소스 및 유료 레드팀 도구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초기 접근 단계(Initial 

Access)에서 내부망 접근을 위해 FRP(Fast Reverse Proxy), LCX(aka Htran), SBD(Shadowinteger’s 

Backdoor) 등의 도구사용이 증가하였으며, 크리덴셜 탈취 및 Lateral Movemnt, Privilege Escalation 등을 

위해 Mimikatz, Cobalt Strike, BlueHound, HackTools, Admin Tools, AdFind, Meterpreter 등의 사용이 

눈에 띄고 있다. 특히 Cobalt Strike로 인한 피해가 증가되면서 2022년 11월 ‘Making Cobalt Strike harder 

for threat actors to abuse’라는 게시글을 통해 Cobalt Strike 크랙 또는 악성 버전 34개를 포함한 165개의 

YARA룰을 배포하였다.

랜섬웨어 공격 그룹은 범죄수익 증대를 위해 단순 데이터 암호화 이외에도 데이터 유출·탈취 (Infostealer), 

데이터 암호화, DDoS, 데이터 유출 협박 등 다중 협박(Multi Extortion)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랩 

서스(LAPSUS$), 메이즈(Maze) 등 국내 대기업 정보 탈취 사건의 경우에도 정보 탈취 후 암호화를 하여 다중 

협박 전략을 사용했다. 랜섬웨어의 공격은 파일 암호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20여 곳을 공격한 

랜섬웨어 공격은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인 비트락커(BitLocker)를 걸고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범죄수익을 유도하였다.

랜섬웨어 공격은 귀신(Gwisn), 매스스캔(Masscan) 등 국내와 같이 특정 국가만 공격하는 공격들을 통해서 

랜섬웨어의 공격이 단순히 금전적인 목적 이외에도 국가기반의 사이버 공격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랜섬웨어 단독으로 공격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종전의 공격 방법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분석 지연 및 공격 

기법을 숨기기 위해서 랜섬웨어 구동 트리거를 파일 자체에 보유하지 않거나 조건을 부합한 경우에는 실행되게 

하기 때문에 대응에 혼선을 주고 있다.

랜섬웨어는 파일 암호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 개인정보 탈취를 통한 2차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실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랜섬웨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서 랜섬웨어 공격 대가 보고 의무화 입법 논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보 공유 및 정보보호 조치를 지원하는 

한편 가상화폐 부정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및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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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소스 생태계로 인한 보안위협 진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성장을 주도하는 오픈소스는 디지털 전환과 빅 테크 

기업 주도의 시드 기술 확산을 기반으로 오픈소스 생태계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시장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종전의 방식은 재단과 빅 테크 기업 

주도로 전환되면서 조직화된 운영환경이 조성되면서 ICT 사업 내 오픈소스 성장을 견인하였다. 특히 빅 테크 

기업에서 주도하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차세대 신기술은 후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의 

시드 기술로 활용되면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고속성장하는 촉매제로 활용되었다.

종전의 오픈소스 활용으로 인한 이슈의 상당수는 라이선스 충돌로 인한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면, Log4Shell, 

Spring4Shell, Text4Shell 등 권한 탈취형 원격 명령 실행 취약점의 발표로 인해 취약점 체이닝(Vulnerability 

Chaning)으로 인한 오픈소스 보안 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는 자정작용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과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오픈소스 생태계의 발전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新 성장 동력 확보 및 기술 보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Public Repository나 Private Repository로 인한 보안 사고 사례가 증가하면서 연쇄적인 사이버 보안 

이슈에 직면하게 되었다. NPM Registry의 보안 사고 사례는 오픈소스 레파지토리를 통해 사이버 공격의 확산 

방법과 심각성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그림6-5] Framework기반의 고위험도 RCE취약점 변화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2 0 1 7 년  c r o s s - e n v  패 키 지 와  유 사 한  c r o s s e n v  패 키 지 명 을  사 용 해  악 성 코 드 를  배 포 한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공격, 2018년 Stream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vent-Stream 

패키지와 의존관계인 Flatmap-Stream 패키지에 비트코인 결제 플랫폼 지갑 Copay 지갑 정보와 개인키 탈취가 

가능한 악성코드 삽입 사건, 2022년 GitHub.com 통합업체인 Heroku와 Travis CI에 발급된 OAuth 사용자 

토큰을 탈취 후 여러 Private NPM 레파지토리를 다운로드해서 손상된 AWS 액세스키를 사용해 접근 권한을 

상승하는 공격 등이 다수 발생하였다.

공격방법공격연도 공격형태

2017 Typosquatting

Dependency 

Confusion

Dependency 

Confusion

Privilege 

Leakage

2018
Event-Stream 패키지(Stream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키지)와 의존관계인 Flatmap-

Stream 패키지에 비트코인 결제 플랫폼 지갑인 Copay 지갑정보와 개인키 탈취가 가능한 악성코드 삽입

cross-env 패키지와 유사한 crossenv 패키지명을 사용하는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을 통한 

피해시스템의 환경변수 수집 악성코드 배포

2021

2022

UA-Parser-JS NPM 라이브러리(브라우저의 User-Agent정보 파싱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하이재킹으로 마이너(Coinminer,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와 패스워드 스틸러(Password 

Stealer, 계정탈취 악성코드) 삽입공격

· GitHub.com 통합업체인 Heroku 및 Travis CI에 발급된 도난당한 OAuth 사용자 토큰이 공격 캠페인에 활용
· 공격자는 훔친 OAuth 토큰을 사용해 여러 Private npm 리포지토리를 다운로드한 후, 획득한 손상된 AWS
  액세스키를 사용해 접근권한을 상승
· ▲2015년 사용자 정보 아카이브에서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해시,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약 10만 개 계정의
  로그인 정보 ▲2021년 4월 7일부터 모든 프라이빗 페키지 메니페스트, 메타데이터 ▲2022년 4월 10일부터
  모든 프라이빗 페키지의 게시된 버전 이름과 semVer ▲두 개 기업의 프라이빗 패키지 등이 침해

[표6-1] NPM Registry를 통한 오픈소스 레파지토리 공격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오픈소스 및 오픈소스 레파지토리의 보안 이슈는 취약점 체인화로 인한 연쇄적인 보안 이슈를 야기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거버넌스 수립 및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6-6] 오픈소스 생태계와 보안의 상관관계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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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의 체인화, 공급망 공격 증가 추세

Microsoft Exchange Server 취약점, Solarwinds 해킹, Kaseya 등의 사례는 공급망 보안의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물리적인 공급체계를 공격해야 했던 종전의 공급망 공격은 디지털화된 공급환경으로 인해 

소프트웨어로 인한 보안 위협 비중을 가중시켰다. Log4Shell, Spring4Shell, Text4Shell 등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Spring Framework의 취약점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으로 인한 공급망 전반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9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는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상으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 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디지털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5·6G 이동통신, 양자, 확장 가상세계, 사이버 보안 

등의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공급망 보안 위협으로 인한 국가기반 시설 보호 및 안전 강화를 통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역시 공급망 보안 위협으로 인한 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 전반의 공급망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랜섬웨어 공격과 세계 최대 정육업체 JBS 

Foods의 해킹사고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공급망 마비로 촉발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EO) 

14028호를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강화된 지침과 가이드를 공표하며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 

구축과 국가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사이버 보안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기반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 지침인 NIST SP 800-161 

Rev. 1 (Cybersecurity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Practices for Systems and Organizations)과 

SSDF(Secure Software Development Framework)은 소프트웨어 기반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이다. NIST CSF와 SP 800-53 Revision 5등 기존의 사이버 보안체계를 바탕으로 비인가 접근 제한, 

SBOM, 소프트웨어 테스트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하여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코드 완전성을 보장하고 취약점을 대응하여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림6-7] 소프트웨어 기반의 공급망 공격 시나리오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공급망 공격은 이기종 환경의 결합물이자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3rd 

Party 라이브러리나 오픈소스 등 소프트웨어의 가시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의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SBOM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SBOM은 단순히 보안 요소를 

넘어 데이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각 구성요소 라이선스 유형 및 버전 

정보, 패치 상태, 구성요소 간의 디펜던시 관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SBOM 도입의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반의 공급망 보안을 확보할 수 있다.

공격대상 공격방법공격연도 공격형태 공격도구

2011
Source Code 

compromise

Open Source 

Project 

Repository

도난당한 사용자 자격증명을 통해 접근권한 획득 후 악성 

스크립트 추가
Kernel.org

Backdoor

(ShadowPad)

Single Vendor

(Build Server)

Netsarang 빌드서버에 침입하여 변조된 배포 패키지를 

사용자에게 배포
NetSarang

Malware

(cross-env)

Open Source 

Repository

핵태스크(hacktask)라는 계정으로 기존 NPM 패키지명과 유사한 

악성 패키지 39개 배포
Node.js NPM 

Registry

RansomwareSingle Vendor
Kaseya VSA 소프트웨어 취약점으로 해킹그룹 

레빌(Revil)에서 랜섬웨어 유포
Kaseya

RansomwareICS/SCADA
다크사이드(DarkSide)로 인한 랜섬웨어 감염으로 미국 동남부 지역 

휘발유 공급 일시 중단 및 500만 달러(약 57억 원)의 몸값 지불
Colonial 
Pipeline

Backdoor
Single 

Vendor(CI/CD)

소프트웨어 테스트 목적의 테스트 코드 제공 플랫폼의 CI/CD 

파이프라인을 조작해 악성 소프트웨어 배포
CodeCov

Vulnerability

WebShell

Single Vendor

(Mail Server)

MS Exchange 취약점 4종 악용하여 115개 국가 5천여 개 이상의 

MS Exchange Server에 웹쉘파일 배포
MS Exchange

SUNSPOT, 

SUNBURST, 

TEARDROP

Single Vendor

(Monitoring)

해킹그룹 UNC2452이 SolarWinds Orion에서 악성코드가 삽입된 

프로그램 SW 업데이트 시 배포

(미국 정부기관 포함 1만 8,000여 기관 피해)

SolarWinds

Backdoor
Open Source 

Repository

dateutil과 jellyfish 패키지를 사칭한 악성 파이썬 

라이브러리 2종 업로드

PyPI Python 
Package 

Repository

Coinminer
Open Source 

Repository

Ubuntu 스냅 패키지 소스코드에 ‘systemd’로 위장한

Coinminer 삽입
Ubuntu Snap 

Store

Arch User
Repository(AUR)

Backdoor
Open Source 

Repository
PDF 뷰어인 acroread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하여 시스템 정보 수집

KeRanger
Single Vendor

(Install Program)

MacOS 기반 ‘Transmission BitTorrent’로 위장해 유효 인증서를 

사용하는 Apple ‘Gatekeepr’ 우회
Transmission 

BitTorrent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표6-2] 공급망 공격 사례 : 2011~2021년 (출처 : ReversingLabs, How Existing Cybersecurity Frameworks Can Curb 
Supply Chain Attacks, Agu. 23, 2019. ,Figure 1: Timeline of Historical Supply Chain Attacks 일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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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화폐의 불확실성 증가, 가상화폐 타겟팅 사이버 공격 확산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해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정보, 가상화폐, 

NFT 등의 자산을 교환해 주는 블록체인 브리지(또는 크로스 체인)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블록체인 브리지는 

단일 블록체인의 폐쇄성 이슈를 해소하고 크로스 체인을 통한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공격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큐빗 파이낸스(Qubit Finance), 웜홀 브리지(Wormhole Bridge), 하모니 호라이즌 브리지(Harmony Horizon 

Bridge) 등 해외 블록체인 브리지 플랫폼의 해킹사고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됐다. 국내에서도 BGP 

Hijacking 공격 기법으로 최대 탈 중앙화 금융(DeFi) 클레이스왑(KLAYswap)에서 22억 규모의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 NFT 게임 액시 인피니티(Axie Infinity)의 사이드 체인 해킹으로 7,7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온 체인과 오프 체인으로 구현되는 블록체인 브리지는 체인 유형이 상이해도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나 서비스 플랫폼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취약점이 악용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의 복잡성을 이용한 공격이 주로 발생되게 된다. 블록체인 브리지의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해 공격 표면이 발생하면 대규모 금전 피해가 발생되기 쉽다.

블록체인 브리지를 통해 탈취된 가상화폐는 국가지원 해킹그룹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탈취 및 자금 세탁을 통해 

불법자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다. 랜섬웨어와 연계하여 가상화폐를 통한 수익창출이 지속됨에 따라 가상화폐를 

타겟팅 한 공격 그룹의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경우 여타 사이버 범죄와는 달리 탈취된 

가상화폐는 자금 세탁을 지원하는 믹서들로 인해 거래 흐름 추적이 어렵고 직접적인 불법자금의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격자들의 요구 조건이 부합됨에 따라 가상화폐를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의 국제적 협조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공격대상사건일자 공격내용

2022.02

 · 솔라나 랩스(Solana Labs)의 크로스 체인 브리지 서비스인 웜홀(Wormhole)에서 

3억2500만달러 상당의 이더리움(ETH)120,000개 도난 

 · 웜홀 프로토콜에서 담보없이 WeEth(Wormhole Eth의 약자, 웜홀에서 발행하는 이더리움을 

의미)를 민팅(Minting)하여 솔라나 블록체인으로 전송한 사건

 · 프로토콜의 담보를 검증하는 시스템인 Guardian을 통과하여 WeEth거래가 가능한 솔라나 기반 

프로토콜이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기도 함

 · P2P게임 엑시 인피니티를 구동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TPS최대화를 위해 9개의 검증자로 

권한증명을 하는 구조의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

 · 이더리움(ETH) 73,600개, 스테이블코인(USDC) 2,550만개 등이 도난으로 6억 1,600만 

달러(한화 약 7,400억)달러 도난

 · 9개의 검증노드 중 엑시 인피니티와 로닌 네트워크 운영자인 스카이마비스(Sky Mavis)의 노드 

4개를 포함해 5개의 노드 해킹

 · 솔라나 기반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 팬텀(Phantom), 슬로프(Slope)등 핫월렛의 취약점 공격으로 

8,000개 가량의 지갑 내 자금 탈취

 · 솔라나 네이티브 토큰인 솔(SOL), 스플래쉬(SPL), 스테이블코인(USDC)등이 탈취되어 7,767개 

지갑에서 520만 달러 피해발생

 · 해킹사고로 인해 핫월렛에서 가상화폐 도난

 · ETH 6,947개(약 1,080만 달러), BTC 691개(약 1,410만 달러), USDC 약 340만 달러 등 

2,800만 달러 규모 도난

2022.03
암호화폐 플랫폼

‘로닌 네트워크

(Ronin Network)’

블록체인 브릿지 서비스

'웜홀(Wormhole)’

2022.08

2022.11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

지갑 자금 탈취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데리빗(Deribit) 해킹

[표6-3] 2022년 가상화폐 타깃형 사이버 공격 발생현황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5) 국제정세 불안, 국가 사이버 안보 위험 증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면전(full-fledged war)은 물리적 충돌과 사이버 공격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의 최초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물리적 충돌 전후로 국가 주요 시설과 

공공기관·민간기업에 다수의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였다. 시스템 파괴, 심리전 활용, 정보 탈취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국가 신뢰도를 저해하였다. 침공 1년 전부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데이터 유출 

및 시스템 파괴 등 정부 주요 기반 시설의 네트워크를 장악했다는 점에서 사이버 플랫폼이 전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며 패권 경쟁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Microsoft의 Microsoft Digital Defense Report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 북한, 베트남, 이란, 

중국, 터키 등 국가가 개입해서 해킹 공격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관계의 사이버 공격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Energetic Bear, UNC2452, APT28 해킹그룹, 북한의 Lazarus Group, Kimsuky 해킹그룹, 중국의 

APT40, UNC2630/UNC2717 해킹그룹, 이란의 OilRig, Agrius 해킹그룹 등이 활동하면서 외교, 안보, 국방, 

에너지, 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공격 캠페인을 감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 타깃의 귀신(Gwisin) 랜섬웨어, 이태원 사고 이슈 악용,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슈 악용 등 국내 타깃의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사이버 전을 대비하여 우방국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사이버 모의훈련을 통해 전략적인 사이버 안보체계 구축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6-8] Coordinated Russian cyber and military operations in Ukraine 
(출처 : Microsoft, Defending Ukraine: Early Lessons from the Cyber War)

[그림6-9]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패러다임 변화 주요국 비교 분석
(출처 : 유지연.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주요국 비교분석 연구. 2021; 14(1), 115-142. 일부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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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능형 사이버 보안관제와 자동화 기술 고도화

해킹그룹의 조직화·체계화·분업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탐지·대응이 고도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에 따라 공격자들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조지 메이든 대학의 교수인 Sean Palka는 메일 보안 시스템 

SEG를 기계학습을 통해 우회 패턴을 생성하거나, 공격 대상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회공학기법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악성코드 딥로커(DeepLocker) 역시 

인공지능을 통해 공격 조건이 발현될 때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한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관제의 프로세스 전 과정에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되었다. 보안 위협을 식별, 탐지,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위협 예측 기술을 도입하고 

클라우드 및 이기종 도메인간의 사이버 위협 분석을 위한 지능형 사이버 보안 관제 솔루션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기종 보안 솔루션 간의 보안 관제 효율성과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 오케스트레이션·자동화 및 대응 

(SOAR,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 적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차세대 기술 및 자동화 도입만이 모든 사이버 보안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표준화된 보안 

관제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사이버 공격의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를 위한 체계를 도입하고 선제적인 보안 위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고도화된 보안 관제 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23년 5대 사이버 대응기술 전망03.

[그림6-10] Building a World-Class Security Operations Center : A Roadmap
(출처 : SANS SANS Institute 2015, 일부 재구성)

2) Security를 넘어 Safety로, 융합보안 필요성 강화

국가 주도형 사이버 공격으로 다수의 공격 캠페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격 환경이 ICT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ICT/OT까지 확대되었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발생 빈도가 빈번해지고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등 공급망 공격이 활발해지면서 Active Directory, 3rd Party, VPN 등 Trusted Relationship의 

환경까지 공격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인해 사회기반시설 대상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됨에 따라 IT와 OT를 관리할 수 있는 융합보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오픈소스 취약점, 관리형 상용 소프트웨어의 보안 이슈, 큰 규모의 기업들의 연쇄적인 사이버 보안 사고 

등으로 인한 공급망 보안 위협으로 취약점 체인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ICT 공급망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및 ‘사이버 보안 인력 확충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America’s Cybersecurity Workforce)’의 일환으로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 사고 취약성 및 사고 대응을 위한 플레이북 표준화, 사이버 보안 현대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등의 후속 조치들이 지침과 가이드 등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융합보안 모니터링 체계(Convergence Security by Design)’를 구축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SBOM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무결성 확보 및 사이버 사고 모니터링 등의 보안 기능 강화로 오픈소스 및 연쇄적인 보안 

사고를 가시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그림6-11] ICS/OT 보안솔루션 도입 및 융합보안관제운영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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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 전환의 시작, 클라우드 보안 고려사항

팬데믹으로 클라우드 전환이 활발해지면서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30 미래사회 변화 및 ICT 

8대 유망기술의 사이버 위협 전망’에 따르면 CSP 관점에서는 컨테이너(도커, 쿠버네티스 등) 보안 위협, 가상화 

환경 보안 위협, 데이터 위·변조 및 유출 등의 사이버 위협이 우려되며 사용자 관점에서는 크리덴셜 유출 및 

접근통제 보안 위협으로 인한 데이터 불법 접근 등의 보안 이슈가 문제라고 지목하였다.

CSA에서 발간한 ‘Top Threats to Cloud Computing - Pandemic Eleven’에 따르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성숙도 향상과 클라우드 구성 및 인증 과정에서 보안을 적용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등을 통해 비인가자의 

비정상적인 데이터 접근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및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와 전략 미흡 등의 보안 위협요소들을 

대체하여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취약점, 서버리스 및 컨테이너 워크 로드의 잘못된 구성 및 

악용, 해킹그룹에 의한 APT 공격 등의 보안 위협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API를 사용한 클라우드 공격 기법이 증가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다 세밀한 클라우드 보안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클라우드 전환이 금융, 공공 등 ICT 환경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보안 강화 

및 리스크 강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클라우드 전환 시에는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 및 

데이터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하며 접근통제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증 및 접근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Security by Design을 반영하여 클라우드 전환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고려한 

클라우드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보안위협NO 상세설명

1

2

3

4

5

6

7

8

9

10

11

 · ID,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리 미흡은 데이터 손상 및 악의적인 유출, 공급망 붕괴 

등의 비즈니스 연속성 저해

 · 잘못 설계된 API설계는 인증되지 않은 엔드포인트 접근, 약한 인증 절차, 과도한 

권한부여, 패치되지 않은 시스템 악용, 논리적인 설계문제, 로깅 및 모니터링 

비활성화 등으로 인해 리소스 유출, 삭제 및 수정,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잘못 구성된 데이터 저장소 및 컨테이너, 과도한 권한부여, 기본 자격증명 및 

구성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 무제한 액세스 포트 및 서비스, 잘못된 설계 및 

유효성 검사 부재 등으로 데이터 유출 발생

 · 클라우드 배포 모델, 서비스 모델, 서비스 지역 가용성 영역 등을 고려한 클라우드 

보안설계 필요

 · 클라우드 이전에 대해 기존 IT 스택과 보안 제어 기능을 클라우드 환경에 그대로 

이식하는 “lift-and shift” 방법과 공동 책임모델의 낮은 이해도로 인해 보안이슈 야기

 · 소프트웨어 복잡도 증가로 인한 보안이슈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키관리 및 

CI/CD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구현 필요

 · 오픈소스 보안이슈 및 API 문제 등으로 인해 공급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점검 및 자산식별, 리소스 점검, SAST/DAST등을 적용

 ·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의 결함으로 데이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손상하여 

잠재적인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제로데이 취약점, 보안패치 누락, 아키텍처 취약점, 취약한 자격증명 등으로 인해 

문제 발생 가능

 · 급속한 클라우드 전환 및 확장으로 인한 보안거버넌스 부재로 클라우드 인벤토리 

및 네트워크 노출에 대한 보안 투명성 부재로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유출이 발생될 

수 있음

 · 서버리스 책임모델은 인프라에 대한 제어 부족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문제에 대한 

완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함

 · 서버리스 및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를 통해 민첩성과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운영단순화와 보안강화가 가능

 · 국가 및 범죄조직 등 APT 공격그룹에 대한 공격으로 보안위협 발생 가능

 · 민감정보, 기밀정보 등 잘못된 아키텍처 설계,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등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유출된 데이터로 인한 2차 피해 발생가능

불충분한 ID, 자격 증명, 액세스 및 키 관리, 권한 있는 계정 

(Insufficient Identity, Credential, Access and Key 

Mgt, Privileged Accounts) #4

안전하지 않은 인터페이스 및 APIs

(Insecure Interfaces and APIs) #7

잘못된 설정 및 부적절한 변경 제어

(Misconfiguration and Inadequate Change Control) #2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와 전략 미흡

(Lack of Cloud Security Architecture and Strategy) #3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

(Insecure Software Development)

안전하지 않은 3rd Party 자원

(Unsecure Third-Party Resources)

시스템 취약점

(System Vulnerabilities) #8

우발적인 클라우드 데이터 공개

(Accidental Cloud Data Disclosure)

서버리스 및 컨테이너 워크로드의

잘못된 구성 및 악용

(Misconfiguration and Exploitation of

Serverless and Container Workloads)

범죄조직/해커/APT

(Organized Crime, Hackers & APT) #11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 유출

(Cloud Storage Data Exfiltration)

[표6-4] Top Threats to Cloud Computing Pandemic Eleven (출처 : CSA, 06/06/2022)

# : 2021년 CSA Top Threats to Cloud Computing 보안위협 번호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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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경제의 시대, 데이터 활용과 보안

디지털 시대의 산업 발전은 전통적인 자본시장의 생산요소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로 발전되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산업 디지털 법)’의 시행으로 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과 지원 근거 등을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앞장서고 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점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가치를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최소화하는 가명 정보를 도입하고 

통계 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 안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게 하였다. 가명 정보 

처리 시에 사후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식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활용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인공지능 AI챗봇 이루다의 모델의 근간이 되는 연애의 과학, 덱스트앳의 개인정보 활용 이슈로 시작된 데이터 

보안 이슈는 맞춤형 서비스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제공을 통한 개인정보관리가 제시되고 

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및 보호 모델의 상생구조로 데이터 생태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구분NO 상세설명

1

2

3

 · 디지털 대전환으로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 부상됨에 따라 데이터 보호기술 확보 및 활용이 중요

 · 데이터보호 기술에 대한 투자로 기술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선도국인 미국 대비 1.1년의 기술격차 존재 

1) 기반기술 : 데이터 속 중요정보를 보호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 

- 개인정보 강화기술(비식별화 기술 등), 암호원천기술(동형암호 등) 

2) 응용기술 : AI학습, 융합산업 등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민감정보 유출 방지 

- AI기반 데이터 보호(재현데이터 등), 정보유출방지 및 개인 데이터 권리 보호, 스마트시티 등 융합산업·서비스 환경의 

데이터 보호

 · 데이터 보호와 활용강화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확보 : 비식별 처리 자동화, 차등정보보호 활용

 · 중요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호 원천기술 및 고도화 : 동형암호 고도화, 양자내성암호 도입

 · 데이터 가공·활용 과정과 융합서비스 민감정보 유출 방지 : AI연합학습 적용, 재현데이터 기술 확보, 정보유출방지·추적, 

데이터 권리보호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

중점과제

[표6-5]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1.18)

5) 사이버 공격의 저지선, 공격표면관리

Gartner’s Hype Cycle for Security Operations, 2021의 Innovation Trigger 요소로 외부 공격 표면 

관리(EASM, External Attack Surface Management)에서 시작된 공격 표면 관리(Attack Surface 

Management)는 인프라 복잡성으로 인한 유기적인 사이버 보안체계(Cybersecurity Mesh)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전되고 있다.

자산의 복잡성과 분산은 인프라 구조의 가시성을 저해하면서 네트워크 경계의 약화를 야기하였다. 근무 유연화 

및 기업 내 자산의 현행화 부재는 식별되지 않은 자산이나 네트워크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공격 지점으로 

악용되었다. 기존에 유출된 데이터나 크리덴셜 정보 역시 새로운 공격 벡터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다크 웹을 통해 

정보가 판매되거나 재가공 되면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자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Cloud First로 인한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로 책임 공유 모델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안전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현이 미비하여 데이터 

유출 및 크리덴셜 노출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새로운 공격 벡터로 악용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의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되어 있거나 공개되어 있지 않은 모든 보안 위협요소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위협요인을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격 표면 관리를 통해 내부 인프라에 대한 최소 권한 설정 

및 접근통제, 보안 설정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적용하여 공격 표면 관리를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대응체계 강화를 수행해야 한다.

[그림6-12] Gartner’s Hype Cycle for Security Operations, 2022 (출처 :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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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항구분 대응방안

인프라
측면

데이터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

사용자
측면

 ·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관점에서 보안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 

(Network Micro-Segmentation, SDP, IAP)

 · 저전력 디바이스 보안강화 방안수립

 · 무분별한 데이터 스프롤(sprawl)대응을 위해 데이터 접근대상자의 

업무별 권한 부여시 인증(Authentication)과 인가(Authorization) 

강화

 · 데이터 암·복호화 적용

 · 프라이버시 보존기술(PETs)를 통한 데이터 보안강화

 · DevSecOps를 통한 개발 및 운영, 자동화된 보안 라이프사이클 수립

 · 시큐어 코딩(Secure Coding), 소프트웨어 테스팅 고도화

 · 보안인식 제고 및 기본보안수칙 준수를 위한 혜택과 제재 도입

 ·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을 통해 보안이슈 발견 및 해소

 · On-premise에서 Cloud(Multi, Hybrid, Public, Private)로 

인프라 유연성 및 확장성 강화

 · IoT, IIoT 등 연계(Connection)강화로 공격접점 

(Attack Point) 확대

 · 정형데이터 이외에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데이터 활용 확대로 

인한 성능 및 보안이슈

 · 데이터 생명주기에 따른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 등의 기술 

안전성(△정형 : ETL, FTP, OpenAPI, △반정형 : Crawling, 

RSS, OpenAPI, △비정형 : Crawling, Streaming)

 · 데이터(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활용에 따른 데이터간 

보안 및 재식별문제 발생

 · IT기술활용 확대로 인한 3rd Party 소프트웨어의 보안리스크 

증가

 · 개발인프라 구성 및 소프트웨어, 중앙관리형 소프트웨어 등 

공급망 공격(Supply Chain Attack)을 통한 보안위협

 ·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기술의존도 증가 및 공격표면과 

위험지표 상승

 · 재택근무, 분산 근무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등으로 인한 

업무지원 솔루션(화상회의솔루션, RDP, VPN등) 보안취약점 및 

정보유출 문제

[표6-6] 공격표면관리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출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지금까지 2023년에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과 대응기술에 대해서 전망해 보았다.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국가와 기업의 디지털화는 사이버 위협을 동반하고 있다. 클라우드, IoT 등 인프라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격점접(Attack Surface)이 증가되면서 공격을 인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API를 통한 

연계 및 소프트웨어 기반의 가상환경이 증가됨에 따라 단편화된 보안 전략은 조직의 레질리언스를 저해하게 

된다.

민첩하고 신속하게 변화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비즈니스 친화적인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비즈니스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비즈니스 구현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체화 시에 

단계별로 보안 위협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저해되지는 않는지 다시금 살펴보고, 비즈니스 체계가 구현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경 관리를 통해 위험관리를 수행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BIA(Business Impact 

Analysis)를 분석해야 한다.

지금의 인프라 환경은 복잡하고 유기적인 연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파편화된 보안체계가 보안의 가시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이기종의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ROI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만의 보안 방정식을 수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마무리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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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MG.SP SOC 보호 및 시스템운영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이규환

카테고리 소개 : 28) MG.SP SOC 보호 및 시스템운영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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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소개될 세부활동(Category)은 『SOC 보호 및 시스템운영(MG.SP, SOC Protect & Access Control)』이다. 

지금까지 보안관제방법론을 통해 보안관제 대상에 대해 식별-예방-탐지-대응-복구의 프로세스로 보안관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보안관제센터(Security 

Operation Center, SOC)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안관제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그림 7-1] SOC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 요소

관리(Management) > SOC Protect & Access Control, SOC 보호 및 시스템운영

: 보안관제센터 자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보안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목록화를 수행하여 운영하고, 이 시스템에 대한 엑세스는 인가된 사용자, 프로세스, 장치 및   인가된 활동과 

거래로 제한한다.

[표 7-1] 보호구역 물리보안 아키텍처(예시) [표7-2] 시스템운영 관리 항목

3) 관련 문서

IG.SOC-066 SOC 보호 및 시스템운영 매뉴얼

보안관제센터에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는 보안관제센터 자체와 내부 시스템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관제센터 자체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안관제센터가 존재하는 건물과 관련 

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안관제센터를 포함하여 정보보호를 위해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한 후 출입통제, 출입 감시 등 물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보안관제센터 내부에서 운영 중인 전산장비에는 보안관제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대책 역시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보호대책뿐만 아니라 전산장비 자체에 

접근하기 위한 물리적인 보호대책 역시 수립해야 한다. 기술적인 보호대책에는 시스템 접근통제, 계정관리, 권한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하고, 물리적인 보호대책에는 케이블 보호, 방재설비 등 시설과 관련된 요소뿐만 아니라, 

자산의 반출입 그리고 유지 보수관리 등 공급망관리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보안관제센터의 시스템운영 관리 시에는, 시스템 도입 및 설치-시스템운영-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백업 관리-장애관리 등 각각의 관리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글루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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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구분 비고

시스템도입 
및 설치

시스템운영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권한관리 및 
접근통제

백업 및 
장애관리

·시스템도입

·프로그램설치

·보안패치관리

·용량관리

·계정생성

·계정검토/폐기

·권한관리

·백업실시

·장애탐지

·시스템 설치

·로그관리

·성능관리

·계정등록/변경

·패스워드

·접근통제

·백업보관

·장애분석/복구

물리보안 아키텍처구분
제한
구역

통제
구역

출입
통제

출입
감시

출입카드시스템 또는 생체보안시스템 등 
시스템화 된 출입통제시스템

외부로부터 침입시도가 예산 되는 지역에 물리
적인 침입을 탐지하기 위한 CCTV 등 탐지장치

주요 시설에 대한 사각지역이 없이 설치 된 

CCTV

출입기록 검토를 위해 출입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는 자동화 된 출입기록시스템

침입 시도 확인을 위한 CCTV 등의 탐지장치 
기록·관리 시스템

비보호 구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물리구조
적용

적용

적용

선택
적용

선택
적용

선택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SOC 운영대장

(IG.SOC-066-01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대장, IG.SOC-066-02 장비 반입 대장, 
IG.SOC-066-03 장비 반출 대장, IG.SOC-066-04 정보자산 폐기관리 대장, 

IG.SOC-066-05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서약서, IG.SOC-066-06 작업계획서, 
IG.SOC-066-07 작업 완료보고서 등)

시스템 운영 대장

(IG.SOC-066-08 정보자산 관리목록, IG.SOC-066-09 정보통신망 구성도, 
IG.SOC-066-10 보안성 검토 보고서, IG.SOC-066-11 보안패치 관리대장, 

IG.SOC-066-12 계정신청서, IG.SOC-066-13 계정 운영 리스트, 
IG.SOC-066-14 비상 연락망, IG.SOC-066-15 장애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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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코퍼레이션,

23년 전망, 금융IT Innovation 컨퍼런스 참가

디지털데일리가 주최하는 23년 전망, 금융IT Innovation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 자동화 

및 대응 솔루션 SPiDER SOAR와 인공지능 기반 SIEM 솔루션 SPiDER TM AI Edition을 전시/ 홍보했다.

매년 12월에 개최하여, 차기 년도 금융IT 및 디지털 정책 방향과 금융권 핵심 IT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신 

인사이트를 제시한 이번 행사는 3년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한 만큼 많은 금융권 및 IT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에 이글루코퍼레이션을 비롯한 총 20개 보안 업체가 참가하여, 은행 및 금융권 기관 정보 보안 

관계자들의 제품 시연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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