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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 

얼마 전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가 위와 같은 발언을 트위터를 통해 선언했다. 이는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유명 연설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Ich bin ein Berliner).”를 패러디한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메타버스로 유명한 ‘포트나이트’ 등 다양한 게임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앱스토어와 
구글스토어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항하여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며 법정 다툼을 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얼마 전 한국의 국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수단의 플랫폼 독점을 차단할 목적으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다(`21.8.31). 전 세계의 정부와 관련직종 종사자는 이 
법률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팀 스위니’의 선언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다. 

디지털 반독점에 대항하는 트렌드를 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의 논문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을 통해 반독점의 새로운 정의를 내린 ‘리나 칸’이 반독점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EU 
역시 반독점 규제를 위해 실리콘밸리의 저승사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를 반독점 규제를 총괄하는 
자리에 내정 후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반독점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반독점 규제의 기조는 구글, 애플, MS,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디지털 정보의 독점에 
대항하는 디지털주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에서 기인한다. 디지털주권은 각국의 IT 기업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의 유출의 심각성에 대응 하기 위해서 시작 되었다.

한국의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는 미국과 EU에서 준비하고 있는 비슷한 법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전 세계적 흐름을 바탕으로 디지털주권의 확립이 GDPR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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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월간 핫이슈▶

 · 2021년 09월 시스템 취약점과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과 동일하게 가장 많았고, 전월부터 정보수집 

관련 공격의 건수와 비율이 적지 않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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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과 인도, 영국, 독일, 브라질, 홍콩, 프랑스의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월간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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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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의 공격 유형을 확인한 결과, 

정보노출과 서비스 거부 공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월과 동일한 순위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시스템 취약점과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은

금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정보수집 관련 공격도 전월부터 적지 않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보노출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하여 순위가 올라감을 확인 할 수 있다.

월간 공격 유형01.

2021년 09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SQL Injection과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해당 2개의 공격 건수는 전월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Network Scan 

공격 건수는 전월부터 금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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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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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Web Vulnerability Scanner (Zgrab)

SQL Injection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GPON Router Vulnerability

Network Scan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정보수집 (Information Gathering)

악성코드 (Malware)

정보노출 (Information Exposure)

웹 취약점 (Web Vulnerability)

비인가접근 (Unauthorized access)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총 합계

총 합계

4,214

1,485

617

1,216

567

840

492

417

816

447

344

1

5

2

6

3

7

9

4

8

10

2,679

275

53

3,361

361

78

28

9,320

7,241 

38.1

13.4

5.6

11.0

5.1

7.6

4.5

3.8

7.4

4.0

3.1

24.2

2.5

0.5

30.4

3.3

0.7

0.3

100

65.5

-

-

▲3

-

-

-

▼2

NEW

-

NEW

▼3

-

-

▲1

-

-

-

▼1

-

-

※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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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9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SQL Injection과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해당 2개의 공격 건수는 전월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Network Scan 

공격 건수는 전월부터 금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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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취약점 별 공격 건수와 비율, 공격 출발지 국가 및 

등락

-

-

-

▲1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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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과 인도, 영국의 공격 비율이 증가 하였고, 특히 미국은 전월 

대비 약 3.5% 가량 대폭 증가 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비율은 소폭 하락 하였고, 전월 대비 공격 비율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지만, 공격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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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Vulnerability (PHPUnit)

1.234.41.218 Apache Struts2 Jakarta RCE (CVE-2017-5638)

20.102.74.72

80.82.65.202 Network Scan

20.150.209.191

185.216.140.185 Network Scan

Method (Connect)

phpinfo() 페이지 노출

Network Scan

34.87.200.179 SIP Vulnerability Scanner (Sipvicious)

80.82.65.201

89.248.168.222 Network Scan

89.248.165.13 Network Scan

RU

KR

US

NL

US

NL

AU

NL

NL

GB

1

5

2

6

3

7

9

4

8

10

13/115

2/115

4/115

4/115

5/115

4/115

2/115

3/115

6/115

8/115

▶ 금월 공격 IP, 국가 순위 상세 Top 10 표 및 비율

27.5%

러시아

영국

인도

미국

중국

6.8%

7.2%

9.8%

48.7%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04.

[표 1-4]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상세 분석

09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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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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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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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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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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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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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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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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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ON Router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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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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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Web Vulnerability Scanner
(Zgrab)

SQL Injection

Network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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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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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2021년 8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18,655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정보는 

194,364건 수집되었다.

수집 대상별 순서는[해외-Malware(171,177건)], [국내 (18,655건)], [해외-Phishing(16,4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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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40건 이다.

8월 한달동안 DNS, RDP Tunneling, JspFileBrowser Webshell, fortinet WebUI취약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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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205

a l e r t  u d p  $ E X T E R N A L _ N E T  5 3  - >  a n y  a n y 
(msg:"IGRSS.28.05205 DNS tunneling, Misc activity"; 
flow:to_client; byte_test:1,!&,0x01,2; content:"|03|s"; 
nocase; content:"|03|1yf|02|de|00|"; distance:2; nocase; 
sid:2805205;)

DNS Tunneling

 탐지하는 정책
DNS tunneling

IGRSS.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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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 8 9 
(msg:"IGRSS.2.05210 RDP tunneling,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03 00 00|"; depth:3; content:"|E0 
00 00 00 00 00|"; depth:6; offset:5; content:"Cookie: mstshash="; 
within:17; fast_pattern; sid:205210;)

RDP Tunneling을

탐지하는 정책
RDP tunneling

IGRSS.8.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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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221 Webshell, JspFileBrowser,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dir="; fast_pattern:only; http_

client_body; content:"&sort="; nocase; http_client_body; content:"&"; within:2; 

distance:1; http_client_body; content:"&Submit"; nocase; http_client_body; 

content:"="; within:2; http_client_body; sid:805221;)

jspFile Browser Webshell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Webshell, 

JspFileBrowser

IGRSS.10.05234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10.05234 Fortinet, FortiWeb, Vul, Web Application 
Attack";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api/v2.0/user/
remoteserver.saml"; fast_pattern:only; http_uri; content:"name="; 
nocase; http_uri; content:"26"; http_raw_uri; pcre:"/[?&]
name=[^&]*?%(25)?26/Ii"; sid:1005234;)

Fortinet FortiWeb의

명령어 인젝션 취약점을

탐지하는 정책

Fortinet, 

FortiWeb, Vul

2021년 8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18,6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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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40건 이다.

8월 한달동안 DNS, RDP Tunneling, JspFileBrowser Webshell, fortinet WebUI취약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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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RSS.28.05205

IGRSS.10.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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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 ‘K-글로벌 시큐리티 스타트업 데모데이’ 온라인 진행… 국내 보안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 및 진출 

지원

 · ‘제8회 SW개발보안 경진대회 소개딩(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시큐어코딩) 시즌3’ 본선 대회 개최 

 · 2021 아·태지역 사이버공격 대응 공동 모의훈련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사이버보안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 발표… 3개 전략, 8개 세부 목표 제시 

 ·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전국 구축계획에 대한 협의 완료… 사업 

재개

 ·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관계 부처 합동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발표… 사회 현안 문제 해결에 5G 기술 적용 

 · 2021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 ‘SW개발보안허브‘ 개소… 중소기업 SW 개발 보안 지원 

 · 국방부와 ‘디지털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 

 · 2022년 예산안 발표… 전년 대비 1.1조 증가한 18.6조 편성, K-사이버 방역에는 2,343억 원 반영

 · ‘산하기관 정보보호 개선방안’ 마련 

 · 제2회 AI Security Day 세미나 개최 

 · 국가정보원, 공공 분야 대상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체계’ 정비한 개선안 마련… 이에 기반해 8월 3일 

사이버 위기 경보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상향 조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 학습용 데이터 레이블링 교육 사이트 개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조직 개편 단행… 과학기술디지털융합본부 신설

기타

‘적은 내부에 있다’… IT 컨설팅 그룹 액센추어, 록빗 랜섬웨어 공격받아, 내부자 공조 
의심돼 

▶

 · 록빗(LockBit) 랜섬웨어 운영자들이 대형 IT 컨설팅 그룹인 액센추어를 공격해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남. 

 · 록빗 운영자들은 액센추어의 DB를 가지고 있다며, 액센추어가 5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다른 
이에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음. 

 · 액센추어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탐지한 뒤 즉각 영향을 받은 서버들을 망에서 분리하고 시스템을 복구하여 사업 
활동에는 지장을 겪지 않았음. 그러나 곧 유출될 것으로 보이는 내부 정보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이 정보의 확산을 
어떻게 막느냐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록빗이 최근 대기업이나 주요 조직의 내부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었다며 액센추어 
내부에 자신들의 세력을 심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음. 록빗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이터의 양이 6TB에 
달하는 것도 내부자의 공조를 의심케 하는 요인임. 

‘OT 장비 그대로 멈춰라!’… 수많은 OT 장비 위협하는 14개 취약점, ‘인프라할트’ 발견돼▶

 · 200개가 넘는 OT 장비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TCP/IP 스택인 니쉬스택(NicheStack)에서 14개의 취약점이 
발견됨. 

 · 이를 발견한 보안 업체 포스카웃(Forescout)의 연구원들은 이 취약점들을 통합해 인프라할트(Infra:Halt)라는 
이름을 붙였음. 

 · 14개 취약점들 중 12개는 CVSS 기준으로 7.5점 이상을 받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음. 악의적인 공격자가 이를 
성공적으로 익스플로잇 할 경우에는 원격 코드 실행, 디도스 공격, DNS 캐시 포이즈닝 공격이 이뤄질 수 있음. 즉, 
ICS를 비롯한 여러 장비들을 원격에서 가로채 멀웨어를 퍼트리거나 다른 시스템을 침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니쉬스택은 인터니쉬 테크놀로지스(InterNiche Technologies)가 1996년에 개발한 오래된 TCP/IP 스택의 
일종으로 여러 장비제조사들이 약 20년 동안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해 왔음. 때문에 취약점의 영향을 받는 장비들을 
전수 조사 및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현재는 2016년에 인터니쉬를 인수한 헝가리 기업 HCC 임베디드(HCC Embedded)가 니쉬스택을 관리하고 있음. 
HCC 임베디드는 인프라할트 취약점으로부터 시설 및 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사들에게 패치를 제공하는 
중임. 

‘나 지금 떨고 있니?’… 병원 OT 시스템인 PTS 네트워크에서 위험한 취약점 다수 발견돼 ▶

 · 대형 병원에서 의약품과 혈액 샘플들을 서로 다른 실험실과 부서로 전송할 때 사용되는 물리 네트워크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음. 이 물리 네트워크를 뉴매틱 튜브 시스템(Pneumatic Tube System, 이하 PTS)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익스플로잇 될 경우 심각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의 취약점들이 다수 
나타남. 

 · 지난 5월 중 이 취약점을 처음 발견한 보안 업체 아미스(Armis) 연구원들에 따르면, 전 세계 3,000여 개 
이상의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위스록 헬스케어 사의 트랜스로직 PTS 시스템에서 인증을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 및 익스플로잇이 가능한 취약점들이 처음 발견되었음. 아미스 연구원들은 이 취약점들에 
‘폰드파이퍼(PwndPiper)’라는 이름을 붙임. 

 · 아미스 연구원들은 공격자가 취약점 중 하나를 익스플로잇 하는 데 성공할 경우 PTS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여 랜섬웨어나 데이터 탈취 등의 공격을 마음대로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이 취약점 소식을 확인한 스위스록 사는 8월 3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함. 

 · 아미스 연구원들은 병원의 위험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장과 발전소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IT-OT 망 간 
접점에 대한 보안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 중소기업 대상 랜섬웨어 솔루션 체험 무상지원 사업 운영

‘K-글로벌 시큐리티 스타트업 데모데이’ 온라인 진행… 국내 보안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 및 진출 

‘제8회 SW개발보안 경진대회 소개딩(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시큐어코딩) 시즌3’ 본선 대회 개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전국 구축계획에 대한 협의 완료… 사업 

2022년 예산안 발표… 전년 대비 1.1조 증가한 18.6조 편성, K-사이버 방역에는 2,343억 원 반영

국가정보원, 공공 분야 대상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체계’ 정비한 개선안 마련… 이에 기반해 8월 3일 

‘적은 내부에 있다’… IT 컨설팅 그룹 액센추어, 록빗 랜섬웨어 공격받아, 내부자 공조 
의심돼 

▶

· 록빗(LockBit) 랜섬웨어 운영자들이 대형 IT 컨설팅 그룹인 액센추어를 공격해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남. 

· 록빗 운영자들은 액센추어의 DB를 가지고 있다며, 액센추어가 5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다른 
이에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음. 

· 액센추어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탐지한 뒤 즉각 영향을 받은 서버들을 망에서 분리하고 시스템을 복구하여 사업 
활동에는 지장을 겪지 않았음. 그러나 곧 유출될 것으로 보이는 내부 정보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이 정보의 확산을 
어떻게 막느냐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록빗이 최근 대기업이나 주요 조직의 내부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었다며 액센추어 
내부에 자신들의 세력을 심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음. 록빗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이터의 양이 6TB에 
달하는 것도 내부자의 공조를 의심케 하는 요인임. 

‘OT 장비 그대로 멈춰라!’… 수많은 OT 장비 위협하는 14개 취약점, ‘인프라할트’ 발견돼▶

· 200개가 넘는 OT 장비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TCP/IP 스택인 니쉬스택(NicheStack)에서 14개의 취약점이 
발견됨. 

· 이를 발견한 보안 업체 포스카웃(Forescout)의 연구원들은 이 취약점들을 통합해 인프라할트(Infra:Halt)라는 
이름을 붙였음. 

· 14개 취약점들 중 12개는 CVSS 기준으로 7.5점 이상을 받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음. 악의적인 공격자가 이를 
성공적으로 익스플로잇 할 경우에는 원격 코드 실행, 디도스 공격, DNS 캐시 포이즈닝 공격이 이뤄질 수 있음. 즉, 
ICS를 비롯한 여러 장비들을 원격에서 가로채 멀웨어를 퍼트리거나 다른 시스템을 침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니쉬스택은 인터니쉬 테크놀로지스(InterNiche Technologies)가 1996년에 개발한 오래된 TCP/IP 스택의 
일종으로 여러 장비제조사들이 약 20년 동안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해 왔음. 때문에 취약점의 영향을 받는 장비들을 
전수 조사 및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현재는 2016년에 인터니쉬를 인수한 헝가리 기업 HCC 임베디드(HCC Embedded)가 니쉬스택을 관리하고 있음. 
HCC 임베디드는 인프라할트 취약점으로부터 시설 및 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사들에게 패치를 제공하는 
중임. 

‘나 지금 떨고 있니?’… 병원 OT 시스템인 PTS 네트워크에서 위험한 취약점 다수 발견돼 ▶

· 대형 병원에서 의약품과 혈액 샘플들을 서로 다른 실험실과 부서로 전송할 때 사용되는 물리 네트워크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음. 이 물리 네트워크를 뉴매틱 튜브 시스템(Pneumatic Tube System, 이하 PTS)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익스플로잇 될 경우 심각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의 취약점들이 다수 
나타남. 

· 지난 5월 중 이 취약점을 처음 발견한 보안 업체 아미스(Armis) 연구원들에 따르면, 전 세계 3,000여 개 
이상의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위스록 헬스케어 사의 트랜스로직 PTS 시스템에서 인증을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 및 익스플로잇이 가능한 취약점들이 처음 발견되었음. 아미스 연구원들은 이 취약점들에 
‘폰드파이퍼(PwndPiper)’라는 이름을 붙임. 

· 아미스 연구원들은 공격자가 취약점 중 하나를 익스플로잇 하는 데 성공할 경우 PTS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여 랜섬웨어나 데이터 탈취 등의 공격을 마음대로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이 취약점 소식을 확인한 스위스록 사는 8월 3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함. 

· 아미스 연구원들은 병원의 위험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장과 발전소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IT-OT 망 간 
접점에 대한 보안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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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니라 네이놈?’… 네이버 사칭 피싱 메일 주의보 ▶

 · 최근 ‘차단한 해외 지역에서 로그인이 시도되었습니다’란 제목으로 네이버로 위장한 피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네이버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됨. 

 ·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이러한 피싱 메일을 받은 사용자가 ‘아니요(내가 아닙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공격자는 마치 네이버에서 보낸 정식 페이지처럼 보이도록 캡챠(Capcha) 인증까지 
추가했음. 

 ·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캡챠 정보를 입력하면, 입력된 정보는 공격자의 서버로 전송되게 됨. 이후 본인 확인 
이메일 페이지로 넘어가 한 번 더 이메일 입력을 유도하는 데 이때 본인 확인 이메일을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르면 
실제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됨. 사용자들이 로그인 페이지가 여러 번 나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이미 정보가 유출된 상황임. 

 · 보안 전문가들은 ‘차단한 해외 지역에서 로그인이 시도되었습니다’라는 제목과 더불어 ‘네이버 새 인증서 확인’, 
‘네이버 이메일 계정 이용 제한’, ‘알림 없이 로그인하는 기기로 등록’ 등 다양한 주제의 네이버 사칭 피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네이버에서 발송한 이메일의 경우 반드시 네이버 아이콘으로 표시되므로 이메일을 열기 전 이 아이콘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내가 금융감독원으로 보이니?’… 금융감독원 사칭한 스미싱 문자 유포 ▶

 ·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스미싱이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됨.  이 스미싱 문자에는 
‘[금융감독원]명의계좌가 신고되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감독원 사칭 페이지로 연결되는 악성 링크가 
포함되어 있음. 

 · 사용자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할 
시에는 악성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됨. 이를 설치하면 피해자의 신분증과 금융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남. 

 · 이 스미싱 발송자는 건강검진, 코로나19, 경찰청 키워드로 스미싱을 지속 유포 중인 공격자와 동일한 조직 혹은 
개인으로 추정됨. 공격자가 기존의 건강검진 키워드에 맞춰 유포하던 악성 앱을 수정하다 보니 어색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나, 자칫 사용자가 이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1타 강사 강의 들었니?’… 다크웹에서 에듀테크 기업 회원 470만 명의 개인 정보 
판매하는 해커 등장 

▶

 · 다크웹에 한국 에듀테크 기업의 회원 정보라며 470만 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해커가 나타났음. 샘플로 올라온 
이미지에는 회원 넘버와 함께 ID,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다크웹 전문가에 따르면, 해커는 한국 교육사이트 회원 470만 명의 개인정보라며 약 1.7TB의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고 있었음. 샘플 이미지에는 일부이지만 회원 이름, 휴대전화 번호와 생일까지 포함되었음. 

 · 해당 기업은 과거에 해킹으로 인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음. 따라서 이번에 다크웹에 올라온 회원 정보가 
당시에 유출된 자료인지, 최근에 다시 유출된 자료인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정보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임. 

 · 다만 회원의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이 모두 포함된 정보가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후속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백신 예약 도와줄까?’… 질병관리청 사칭 가짜 앱 유포 중, 사용자 금융정보 탈취한다▶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을 사칭하여 사용자 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려는 스미싱 공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함. 

 · 공격자는 ‘[질병관리청COOV]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송 완료’, ‘[질병관리청]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백신 예약 인증 본인확인’, ‘[질병관리청]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백신 예약 확인요청’ 등의 내용으로 질병관리청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할 경우 공격자가 꾸민 가짜 ‘검진 모아’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사용자가 전화번호를 
입력할 시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증명서 앱(COOV)을 사칭한 악성 앱 설치 파일이 저장됨. 사용자가 이 앱을 
실행할 시에는 통신사 등 단말기 정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이 유출될 수 있음. 

 · 보안 전문가들은 우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발신자 번호를 잘 확인할 것을 당부함, 질병관리청은 010 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1339 또는 질병관리청 전화번호로만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 또한,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음. 

‘6억 달러의 교훈을 줄까? 안물 안궁!’… 디파이 생태계서 6억 달러 탈취 사건 발생 ‘지금 VPN에 의존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네트워크 접근 권한 노리는 공격자들▶ ▶

 ·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혹은 디파이(DeF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 업체인 폴리 
네트워크(Poly Network)에서 무려 6억 달러가 사라지는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함. 

 · ‘디파이’는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를 상호 교환 및 거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사용자들은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모네로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음. 

 · 8월 11일 폴리 네트워크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해커들이 취약점 익스플로잇을 통해 네트워크에 침투한 뒤 6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빼갔다’고 밝혔음. 폴리 네트워크는 사건 발생 파악 후 범인들의 것으로 보이는 지갑을 
확인하고 이 지갑들과의 거래를 진행하지 않도록 여러 거래소에 블랙리스트 처리를 요청했음. 

 · 압박감 때문인지 법인 스스로의 목적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격자들은 훔쳐간 돈의 일부인 2억 6천만 달러를 
폴리 네트워크에 돌려주었음. 현재 이더리움 2억 6,900만 달러와 폴리곤 8,400만 달러가 남은 상태로 공격자들이 
나머지 암호화폐도 돌려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격자들은 자금을 돌려놓기 위해 실시간 거래 중 ‘난 돈에 관심이 없으며,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에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FAQ 세션 기록이 포함된 메타데이터를 남겼음.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기업·기관의 원격근무 체계가 일반화된 가운데, 원격근무 조직을 노리는 해킹도 보다 
노련해지는 양상임. 

 · 대부분의 기업, 기관들이 계획에 없던 원격 업무 인프라를 급히 구축하게 된 만큼, 기업 내부망에 원격 접속 수단을 
연계하는 가상사설망(VPN)을 많이 도입했음. 

 · 해커들은 VPN 원격 접속 권한 획득 시 기업 내부망의 각종 보안 솔루션을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특화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해커들은 랜섬웨어 유포를 위해 계정 정보 탈취를 위한 선행 공격을 시도하거나 유출된 계정 정보를 구매하는 
것에서 한 발짝 나아가 내부 직원을 포섭하여 침투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실제로 미 IT 매체 블리핑컴퓨터에 따르면, 록빗(LockBit) 랜섬웨어 운영자들은 7월 중 록빗 2.0 버전을 
출시하면서, 원격데스크톱프로토콜(RDP), VPN, 회사 이메일 계정 정보 등 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기업 
내부 직원에게 수백만 달러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남. 

 · 보안 전문가들은 VPN 도입에서 그치지 않고 각 사용자 별로 애플리케이션 사용, 특정 프로세스 실행 등에 대한 
권한을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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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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2팀 안정민 

Real-time Log

개요01.

SPiDER TM은 분석 조건에 맞지 않아 탐지되지 않은 지능형 공격에 대한 빠른 식별, 분석 및 대응을 위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안 로그를 기반으로 각 출발지IP로 부터 받는 패킷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설정 한 분석 조건 외에 놓친 공격을 찾아내 탐지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 중 실시간 로그 탭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탐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Real-time Log02.

Real-time Log란 연동 되어있는 보안 장비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좀 더 즉각적인 

대응과 유연한 관제 업무를 돕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RTM(Real 

Time Monitor)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

Real-Time Monitor 설치03.

SpamMail탐지 솔루션을 통하여 제목에 ‘견적’, ’계약’, ‘구매’, ’결제‘ 등 문구를 포함하고 첨부파일이 존재하는 

피싱 메일 탐지

· 실행 : Real-Time Monitor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행 

· 다운로드 x86 : 32비트 PC 전용 파일 다운로드 

· 다운로드 x64 : 64비트 PC 전용 파일 다운로드 

· IP: 매니저 서버 IP 입력

· port : 미들웨어 연결 포트 입력

· user : TM UI의 접속 id 입력

· Password: TM UI의 접속 id 의 패스워드 입력

 1) 보안관제 > 실시간로그 : 실시간 로그 관련 Real-Time Monitor 설치 및 접속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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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센터 기술2팀 안정민 

SPiDER TM은 분석 조건에 맞지 않아 탐지되지 않은 지능형 공격에 대한 빠른 식별, 분석 및 대응을 위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안 로그를 기반으로 각 출발지IP로 부터 받는 패킷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 호에서는 설정 한 분석 조건 외에 놓친 공격을 찾아내 탐지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 중 실시간 로그 탭에서 

Real-time Log란 연동 되어있는 보안 장비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좀 더 즉각적인 

대응과 유연한 관제 업무를 돕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RTM(Real 

Real-Time Monitor 설치03.

SpamMail탐지 솔루션을 통하여 제목에 ‘견적’, ’계약’, ‘구매’, ’결제‘ 등 문구를 포함하고 첨부파일이 존재하는 

피싱 메일 탐지

· 실행 : Real-Time Monitor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행 

· 다운로드 x86 : 32비트 PC 전용 파일 다운로드 

· 다운로드 x64 : 64비트 PC 전용 파일 다운로드 

· IP: 매니저 서버 IP 입력

· port : 미들웨어 연결 포트 입력

· user : TM UI의 접속 id 입력

· Password: TM UI의 접속 id 의 패스워드 입력

 1) 보안관제 > 실시간로그 : 실시간 로그 관련 Real-Time Monitor 설치 및 접속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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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M 접속시 위와 같이 로그소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제할 로그소스 체크 후 start 클릭 시 우측에서

   해당 로그소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다.

· 주요 항목들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 Log Source: 현재 등록되어 있는 로그소스 목록

  - Category: 로그를 유형별로 분류해 출력

  - Profile: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이벤트들을 필터링 해 원하는 필드만 출력하고 싶을 시 설정하는 기능

2) RTM - DataGrid :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로그를 관제할 수 있는 화면

· 컬럼을 선택해 해당 컬럼에 들어오는 값을 분류해 표와 그래프로 확인 가능하다.

· 여러 컬럼을 선택할 경우 선택한 컬럼들을 동시에 분류해 출력해 확인 가능하다. 

3) RTM - Analyze : 여러 조건들에 맞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화면

RTM을 이용한 탐지04.

요즘 유행하는 공격 방식인 크립토마이닝(Cryptomining)은 사용자 몰래 암호화폐를 채굴하려는 방식으로 

365일 내내 기동하여 CPU 사용률을 100%에 근접하게 기동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리소스를 100% 가량 

사용하는 환경, 또는 리소스 사용률의 급증이 보여지면 악성 활동을 의심해 볼 수 있다.

SPiDER TM에서 경보를 활용하여 cpu, memory 의 일정 사용률에 도달할 경우 경보를 발생 할 수 있지만, 

리소스 사용률이 급증하였으나 경보에 설정한 임계치에 도달 하지 않을 경우엔 탐지가 어렵다.

이때 RTM을 이용하면 실시간 관제를 통해 원만한 관제가 가능하다.

① RTM-Analyze에서 v2(cpu) 또는 v5(memory) 선택해 cpu 또는 memory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관제가    

    가능하다.

② 위와 같이 cpu 사용률이 10%대 사용률이 많으나 7~80%의 cpu 사용률이 있다면 악성 활동 공격 의심해 볼

    수 있다

 1) 리소스 사용량 급증 탐지

[그림 3-1] SPiDER TM 경보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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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경보에 내부자료 다운로드 관련 경보가 설정 되어 있으나, 발생 주기 설정이 1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1분내 전송 바이트(sent_byte) 크기가 정확하지 않아 즉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RTM을 이용하여 전송 바이트(sent_byte) 크기를 집중 관제 하여, 실제 내부자료 다운로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단일경보에서는 랜섬웨어 공격탐지 관련 경보가 특정 공격명으로 설정 되어 있지만, 조건정의에 설정조건을 

우회하거나 다른 공격 유형의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 할 수 가있다. 이럴 경우 RTM을 이용하여 탐지하지 못한 

공격 명이나, 조건을 우회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탐지를 할 수 있다.

① RTM-Analyze에서 목적지IP(d_ip), 전송 바이트(sent_bytes) 필드를 선택하여 각 목적지IP(d_ip)별로 전송

    바이트(sent_bytes) 를 실시간으로 관제 할 수 있음.

     → Count 수가 높다면 내부 자료 유출을 의심해 볼 수 있다.

① RTM > Property > Set Filter에서 attack 컬럼과  Contain (LIKE) 선택 후, “Ransom”으로 필터 조건 값을   

    추가 한다.

② Attack 컬럼에 “Ransom”이 포함되어 있는 로그들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또다른 랜섬웨어 공격 

    탐지가 가능하다.

2) 내부 기밀자료 다운로드 탐지 3) 랜섬웨어 공격 탐지

[그림 3-1] SPiDER TM 경보설정 [그림 3-2] SPiDER TM 경보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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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05.

이번 호에서는 실시간 로그(Real-Time Monitor) 기능을 이용하여 단일 경보에 등록된 조건 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관제 및 탐지하는 내용을 다뤄 보았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실시간 로그 기능을 활용하여 여러 보안장비의 로그를 실시간 확인 및 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공격을 탐지 및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유연한 관제 및 이상행위 공격으로 부터 사전 방어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SPiDER TM 실시간 로그 기능 활용

이번 호에서는 실시간 로그(Real-Time Monitor) 기능을 이용하여 단일 경보에 등록된 조건 외에 대한 공격에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실시간 로그 기능을 활용하여 여러 보안장비의 로그를 실시간 확인 및 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공격을 탐지 및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유연한 관제 및 이상행위 공격으로 부터 사전 방어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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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live response investigation with
CLI only. Part-2

인프라사업본부 파견관제팀 이제국

이번 호에서는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업무 수행 시 Windows OS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활용한  Live 

response investigation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Windows OS환경에서 현재 운영체제의 상태를 

확인하고 침해증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명령어 인터프리터인 CLI를 이용하여 아티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CLI를 활용한 Live response investigation에 앞서 지난 호에서는 시스템 기본정보를 포함하여 

네트워크 정보 등 휘발성데이터를 위주로 활용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며, 이번 호에서는 비휘발성데이터를 

통해서 공격징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I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들을 이용하면 GUI나 인스톨기반의 

도구만큼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싶으나 한정된 시간과 사고의 긴급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현실감 있는 분석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준영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살펴볼 명령어들은 방화벽, 윈도우 이벤트로그, 실행중인 프로세스 및 서비스, 윈도우 이벤트 로그 

등 비휘발성 로그들을 위주로 정보를 수집해보고자 합니다.

INTRO01.

[그림 4-1] netsh 명령어 컨텍스트 목록

live response investigation - Keep going02.

윈도우 방화벽(Windows Firewall)은 운영체제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방화벽으로 Windows XP, 

Windows Server 2003, Windows Vista이상 버전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Windows 10에서는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Windows Defender Firewall)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공격자들은 AV와 함께 윈도우 방화벽(또는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을 disable하여 악성코드 설치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방화벽의 정상동작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침해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방화벽의 구동여부 및 위·변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동 중인 컴퓨터의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하는 

netsh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netsh 명령어가 제공하는 컨텍스트(네트워크 서버 역할 또는 기능과 관련된 

명령어 그룹) 중 ‘advfirewall’옵션을 사용하면 방화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Windows 방화벽 설정 확인

인프라사업본부 파견관제팀 이제국

이번 호에서는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업무 수행 시 Windows OS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활용한  Live 

response investigation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Windows OS환경에서 현재 운영체제의 상태를 

확인하고 침해증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명령어 인터프리터인 CLI를 이용하여 아티팩트를 확인할 수 

본격적으로 CLI를 활용한 Live response investigation에 앞서 지난 호에서는 시스템 기본정보를 포함하여 

네트워크 정보 등 휘발성데이터를 위주로 활용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며, 이번 호에서는 비휘발성데이터를 

통해서 공격징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I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들을 이용하면 GUI나 인스톨기반의 

도구만큼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싶으나 한정된 시간과 사고의 긴급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현실감 있는 분석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준영하는 범위 

이번 호에서 살펴볼 명령어들은 방화벽, 윈도우 이벤트로그, 실행중인 프로세스 및 서비스, 윈도우 이벤트 로그 

live response investigation - Keep going02.

윈도우 방화벽(Windows Firewall)은 운영체제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방화벽으로 Windows XP, 

Windows Server 2003, Windows Vista이상 버전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Windows 10에서는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Windows Defender Firewall)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공격자들은 AV와 함께 윈도우 방화벽(또는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을 disable하여 악성코드 설치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방화벽의 정상동작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침해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방화벽의 구동여부 및 위·변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동 중인 컴퓨터의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하는 

netsh

명령어 그룹) 중 ‘advfirewall’옵션을 사용하면 방화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Windows 방화벽 설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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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h  adv f i rewa l l  명령어에서 다양한 컨텐스트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L i ve  response 

investigation관점에서 윈도우 방화벽의 동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필 속성, 도메인속성, 전역속성 등을 

제공하는 show 컨텍스트를 이용하여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tsh advfirewall 명령어를 사용하면 윈도우 방화벽의 구동여부, 방화벽정책(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로깅설정, 

정책 기본값 복원, 특정 서비스 사용 등을 설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tsh advfirewall show을 사용하여 윈도우 프로파일 별 속성을 통해 현재 구동 중인 방화벽정보(Active 

profile)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netsh advfirewall show currentprofile’ 명령어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allprofiles, domainprofile, global, privateprofile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방화벽 속성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netsh advfirewall show currentprofile’의 결과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방화벽 사용 여부 : 사용

 (2) 방화벽 정책 : 모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 차단 설정

 (3) Firewall.log 파일의 경로 정보

 (4) 로그의 최대 파일사이즈 등

윈도우 기본명령어인 netsh명령어를 통해 운영체제의 네트워크 설정정보 및 실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방화벽 구도여부 및 상세정보 등을 통해 침해사고 분석에 필요한 아티팩트를 획득할 수 있는 활용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CMD에서 제공하는 기본명령어 이외에도 Powershell에서 제공하는 Get-NetFirewallProfile, 

Set-NetFirewallProfile 등을 통해서도 윈도우 방화벽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응의 운영체제 

환경에 따라 제공하는 다양한 기본명령어 및 옵션에 대한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림 4-2] advfirewall 컨텍스트 목록

[그림 4-3] advfirewall show 컨텐스트 목록

[그림 4-4] 활성화 프로파일 방화벽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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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목록정보를 통해서 윈도우 기본 프로세스 정보 위·변조 및 svcshot.exe, smss.exe, wininit.exe등 

윈도우 기본 프로세스명과 유사 프로세스, PID, 비인가 프로세스 실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sklist 

명령어는 이미지 이름(프로세스 이름), PID(프로세스 ID), 세션이름(서비스, 콘솔), 세션#(비활성화 : 0, 

활성화1), 메모리 사용(메모리 사용량)을 제공하며 악성 프로세스 실행여부는 세션이름에서 콘솔(CONSOLE)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SESSIONNAME ne CONSOLE” 필터는 세션이름 중에서 콘솔을 “제외한(negative)” 결과값 제시를 위한 

명령어로 TASKLIST 명령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필터와 연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STATUS  (eq, ne)

-IMAGENAME  (eq, ne)

-PID   (eq, ne, gt, lt, ge, le)

-SESSION  (eq, ne, gt, lt, ge, le)

-SESSIONNAME (eq, ne)

-CPUTIME  (eq, ne, gt, lt, ge, le)

-MEMUSAGE  (eq, ne, gt, lt, ge, le)

-SERVICES  (eq, ne)

-MODULES  (eq, ne)
[그림 4-5] 작업목록 정보수집

[그림 4-6] 자동실행 서비스 정보수집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스템 정보를 탈취하거나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기 위해서는 악성 프로세스 및 서비스 

등록을 통해서 공격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격자가 실행 및 설정한 프로세스 및 서비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어를 활용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앞서 프로세스 및 서비스 정보 수집 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매개변수 목록은 [표4-1]을 참고하면 됩니다.

tasklist명령어를 별도의 옵션없이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로 출력되며,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는 경우 ‘tasklist | sort /R’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2) Running process, Service 정보수집

[표 4-1] tasklist 옵션 중 일부

옵션 기능

-U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사용자 컨텍스트 지정

-M 해당 exe/dll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작업 나열. 미지정 시 로드된 모든 작업 나열

-V 자세한 작업 정보 표시

-FI 필터에서 지정한 조건과 일치하는 작업 집합 표시

-SVC 각 프로세스에 호스트된 서비스 표시

-APPS MS 앱과 관련된 프로세스 표시

-FO 출력형식 지정. 사용가능 값 : TABLE, LIST, 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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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가 항상 실행파일형태로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DLL Injection등을 통해서도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실행시에 사용하는 dll목록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ALPDF.exe 관련된 DLL 매핑 

시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4-7] 프로세스 DLL 정보 수집

[그림 4-8] 스케줄링 작업정보 수집

이제 운영제체에 스케줄링 된 작업 정보와 윈도우 이벤트 로그의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줄링 된 작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SCHTASKS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케줄링 

정보에는 호스트 이름, 로그온 모드, 실행할 작업, 시작위치 등 다양한 Description정보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파일형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텍스트파일(*.txt)파일이나 CSV(명령어 : schtasks /query /v /fo csv > 

[filename].csv)파일로 저장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3) Scheduled Jobs, Event Logs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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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생성될 것입니다.

이벤트 뷰어(로컬) > Windows 로그 (드롭다운) > 시스템을 클릭하면 위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사고가 일어난 시점의 기간 및 수준을 필터링 하고 설정,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임의의 위치에 저장하면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용량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파일 포맷 선택은 CSV 또는 

XML로 저장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림 4-9] 이벤트로그 정보 수집

[그림 4-10] 숨겨진 디렉토리 정보 수집

공격자는 타깃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숨겨진 디렉토리 또는 파일로 설정하기 때문에 

숨김속성으로 설정된 디렉토리 및 파일목록을 통해 악성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정상파일 중 

일부 파일들은 기본속성이 숨김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숨김속성이라고 해서 모든 디렉토리 및 파일이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목록을 기준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해야 합니다.

공격자는 타깃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재부팅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운영체제 시작 시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가램의 리스트’로 설정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시작프로그램 목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Static Evidences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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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파일시스템 트리 정보 수집

[그림 4-11] 자동실행 프로그램 정보 수집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텍스트 파일이 생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단말의 폴더, 파일 구조 확인을 위해 tree 명령어를 이용하여 파일 저장을 실행할 수 있으나, 

tree 명령어는 감춰진 파일 또는 시스템 파일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부에 걸쳐 윈도우 환경에서 기본명령어를 이용하여 침해사고 발생시에 확인할 수 있는 공격징후 

아티팩트 분석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침해사고의 경우 분석대상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실제 사고 인지 및 의심정황 발견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행위 및 의심행위에 대한 빠른 

원인분석이 중요한 경우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명령어를 이용하여 

변경을 최소화 하고 휘발성데이터를 빠른 시간내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제공하는 기본 명령어 목록이 인스톨형태의 도구 및 GUI도구에 비해 가독성 및 활용용이성 

측면에서 용이한 것은 아니나, 긴급성이 가용성보다 중요한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침해사고 분석에 있어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나 분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 Ending a Live respons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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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IIS 모듈로 위장한 IIS 타깃형 악성코드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오원보

[그림 5-1]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에 따른 산업적 영향력의 변화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요01.

인터넷 정보 서비스(IIS,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들을 위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의 모음으로 윈도우 서버에서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야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2013년에 발견된 IIS 환경 최초의 악성코드는 ISN infostealer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지불 정보탈취를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올해 IIS를 타깃으로 수행된 공격은 2021년 3월에 발생한 Microsoft Exchange 제로데이 취약점인 

ProxyLogon(CVE-2021-26855, CVE-2021-26857, CVE-2021-26858, CVE-2021-27065) 으로, 

정부기관을 포함한 전세계 IIS 서버를 대상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Microsoft Exchange 서버의 경우 IIS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취약점 발견 이후 새로운 공격 목표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해당 취약점에 취약한 

서버는 공격 성공 시 지속적인 시스템 접속과 관리자 권한 확보를 통한 추가적인 공격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인 시스템 접속 및 관리자 권한 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은 해당 서버를 장악했다는 것으로 Backdoor를 

포함한 다양한 공격에 사용되거나 특정 공격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여 공격자가 제작한 C2로 리다이렉션을 

진행하는 등의 공격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IIS를 타깃으로 하는 악성코드들의 유형과 공격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공격 시나리오 및 악성코드 분석02.

Native IIS 모듈은 기본적으로 “%windir%￦system32￦inetsrv” 폴더에 있으며 서버에서 호스팅하는 일부 

또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구성이 가능하다. 

Native IIS 모듈은 CMD.exe, AppCmd.exe, GUI 편집기인 IIS 관리자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windir%

￦system32￦inetsrv￦config￦ApplicationHost.config” 파일을 수동으로 편집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이후 

해당 모듈이 IIS 서버로 전송된 요청을 처리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하는 IIS 작업자 프로세스(w3wp.exe)에 

의해 로드 된다. 

1) 공격 시나리오

[그림 5-2] Windows Server 2019 최초 설치 시 확인되는 모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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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오원보

인터넷 정보 서비스(IIS,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들을 위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의 모음으로 윈도우 서버에서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야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2013년에 발견된 IIS 환경 최초의 악성코드는 ISN infostealer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지불 정보탈취를 

올해 IIS를 타깃으로 수행된 공격은 2021년 3월에 발생한 Microsoft Exchange 제로데이 취약점인 

ProxyLogon(CVE-2021-26855, CVE-2021-26857, CVE-2021-26858, CVE-2021-27065) 으로, 

정부기관을 포함한 전세계 IIS 서버를 대상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Microsoft Exchange 서버의 경우 IIS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취약점 발견 이후 새로운 공격 목표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해당 취약점에 취약한 

서버는 공격 성공 시 지속적인 시스템 접속과 관리자 권한 확보를 통한 추가적인 공격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인 시스템 접속 및 관리자 권한 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은 해당 서버를 장악했다는 것으로 Backdoor를 

포함한 다양한 공격에 사용되거나 특정 공격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여 공격자가 제작한 C2로 리다이렉션을 

진행하는 등의 공격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IIS를 타깃으로 하는 악성코드들의 유형과 공격 방식에 대해서 

공격 시나리오 및 악성코드 분석02.

Native IIS 모듈은 기본적으로 “%windir%￦system32￦inetsrv” 폴더에 있으며 서버에서 호스팅하는 일부 

또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구성이 가능하다. 

Native IIS 모듈은 CMD.exe, AppCmd.exe, GUI 편집기인 IIS 관리자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windir%

￦system32￦inetsrv￦config￦ApplicationHost.config” 파일을 수동으로 편집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이후 

해당 모듈이 IIS 서버로 전송된 요청을 처리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하는 IIS 작업자 프로세스(w3wp.exe)에 

의해 로드 된다. 

1) 공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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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IIS 악성코드는 IIS C++ API를 사용하여 작성된 DLL으로 정상 모듈로 위장하여 희생자의 IIS 

서버에 Native IIS 모듈로 등록하여 사용하게 된다. 최초 HTTP 요청을 파싱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모드로 

처리 가능하도록 미리 셋팅되어 있으며 사용된 모드에 따른 HTTP 응답값을 위장하여 요청자에게 응답값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5-3] Native IIS 악성코드 동작 로직

Native IIS 악성코드를 활용하여 공격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부분 감염된 IIS 

서버를 활용하여 공격자가 이전에 생성한 C2 서버로 접근하도록 처리한 뒤 백도어(Backdoor module)를 제외한 

조건에 맞는 모드의 결과값을 응답값에서 수정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그림 5-4] Native IIS 악성코드를 활용한 5가지 공격 시나리오 (출처: welivesecurity)

첫 번째로 소개할 Native IIS 악성코드는 Backdoor 및 Infostealer 모드가 포함된 악성코드다. 공격자는 

IIS 서버에 패치 되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하여 IIS 서버를 탈취 후 자신들의 공격 거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Backdoor를 설치하고 여기에 Infostealer 모드를 추가하여 IIS 서버와 일반 사용자간 통신을 확인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모드를 삽입한 것이 특징이다.

2) 악성코드 분석 : Backdoor, Infostealer 모드

[그림 5-5] Backdoor, Infostealer 모드 공격 시나리오

분석대상 분류

[표 5-1] 분석된 악성코드 개요

내용

분석대상

악성코드 내

주요기능

공격 시나리오
· Scenario 1 : 설치된 Backdoor에 접근 시도

· Scenario 2 : 정상 사용자와 통신 중 민감한 데이터 탈취 시도

· Infostealer : 데이터 통신 간 자격 증명 정보 탈취

· Backdoor : 쉘 명령어 실행,  파일 업로드, 파일 다운로드

분석 대상

악성코드 정보

(MD5)

· 1176B51814B59526B02AA7F3C88334A0256D0370

· 58E23A74AC78D223505C774A20D0C1DE1070BE3A

· 66739373D34DE7002C80A5E2AF660E9EA6FF6E7F

· 68B6E7A48CD9B894A076C4D10A64E98F1C7366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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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stealer 모드는 악성코드가 설치된 서버로 요청되는 HTTP body 값에 password나 Transport-Security 

가 포함된 요청 발생 시 해당 본문을 지정된 경로 및 형식으로 HTTP body 값을 저장한다.

Backdoor 모드는 악성코드가 설치된 서버로 HTTP 요청 전송 시 공격자가 미리 지정한 HTTP header 사용 

여부, header의 데이터 값에 사전에 설정된 패스워드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조건 일치 시 전달된 명령어를 

처리하며 불일치 시 정상적인 통신에 대한 응답값을 전송한다.

[그림 5-7] Backdoor 모드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HTTP header 값을 비교하는 로직

[표 5-2] 공격자가 미리 지정한 HTTP header 목록(14종)

[그림 5-6] 특정 조건 만족 시 HTTP Body 데이터 저장 시도

[표 5-3] 사용 가능한 Backdoor 명령어 목록

NO 명령어 설명명령어 변수 리턴값

1
“C:￦Windows￦system32￦cmd.exe/

c”를 이용한 쉘 명령어 실행
CMD 쉘 명령어

요청한 쉘 명령의 

결과값 출력

3

BASE64 디코딩 이후 새로운 스레드로 실행 

OR

Process Hollowing 기능을 이용하여 C:￦

Windows￦System32￦credwiz.exe

프로세스에 인젝션 실행

INJ

BASE64로

인코딩된

데이터

DONE

5
파일 데이터를 지정한

파일명으로 생성
UPL

파일명,

BASE64로

인코딩된

파일 데이터

DONE

2 연결 확인 용도PIN N/A PONG

4 로그 파일의 내용을 읽어 들임DMP N/A
파일 내용 또는 

No Creds Found

6 지정한 파일의 내용을 읽어 들임DOW 파일명 파일 내용

7 N/Aother N/A
INVALID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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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알아볼 Native IIS 악성코드는 검색엔진 최적화(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을 이용하여 

웹 크롤러의 요청을 공격자가 원하는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속여 일반 사용자가 검색엔진을 이용 시 공격자의 

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공격자가 C2로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Proxy 모드도 포함하고 있다.

Proxy 모드는 일반적인 사용자나 감염된 사용자, 검색엔진 봇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IIS 서버에 접근 시 해당 

서버로 전송된 HTTP 요청을 공격자의 C2 서버로 넘겨주는 역할과 C2에서 재전송되는 데이터를 전달받아 HTTP 

응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악성코드 분석 : SEO 악용 및 Proxy 모드 SEO 악용을 진행하기 위해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여 설치된 서버로 수신되는 HTTP 요청 중 User-Agent 

헤더에서 특정 문자열이 있는 경우 검색엔진 크롤러 요청으로 간주하며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조건에 만족된 통신 데이터에서 Accept-Encoding 헤더를 삭제하여 추가 데이터 삽입을 가능하게 한 

이후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 또는 URL를 삽입하여 크롤러에게 전달한다. 크롤러에 전달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색엔진에서 검색 후 페이지 접근 시 원래 페이지가 아닌 공격자가 원하는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되어 공격에 

활용되게 된다.

[그림 5-10] 공격자의 공격 코드 전달 시도

[그림 5-9] 정규표현식을 이용한 User-Agent 데이터 확인 시도

[그림 5-8] SEO 악용 및 Proxy를 이용한 공격 흐름도

[표 5-5] User-Agent 헤더에서 확인하는 봇 종류(9종)

[표 5-4] 분석된 악성코드 개요

내용

· Scenario 4 : Proxy를 이용한 C2와의 통신 시도

· Scenario 5 : 검색엔진 봇에게 조작된 HTTP 응답 전달 시도

· SEO 악용 : 웹 크롤러의 HTTP 요청에 대한 응답을 공격자가 원하는 콘텐츠로 변경

· Proxy : 감염된 호스트와 해당 C&C 서버 간에 HTTP 요청을 릴레이

분석대상 분류

분석대상

악성코드 내

주요기능

공격 시나리오

분석 대상

악성코드 정보

(MD5)

· 279D841539212D4F159404417404827EBC17B8D7 

· 44933C61C82B9FB7C2A17B32C010C5B044B638F3

· 4E8B84412101112E73F846545A412127AA5DCEB8

· 2ED260A0EA017D0322C494E9EBFB0E1C07A6A0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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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URI 또는 Referer 헤더 기반의 HTTP 요청 처리 로직

[그림 5-12] HTTP 요청 처리 로직에서 조건에 사용되는 문자열

Injector의 경우 Referer 헤더를 확인하며 특정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해당 페이지에 접근 하는 경우 악성 콘텐츠 

제공, 광고 표시, 워터링 홀 공격(Watering Hole Attack)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주입하여 응답값으로 전달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알아볼 Native IIS 악성코드는 Backdoor, SEO 악용, Injector 및 Proxy 모드를 가진 악성코드이다. 

Infostealer 모드가 빠진 대신 Injector 모드가 추가되어 정보 탈취보다 공격에 더욱 치중된 악성코드로 

확인된다. 여기서는 새롭게 추가된 Injector 모드만 소개하려 한다.

새롭게 추가된 Injector 모드는 정상적으로 접근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공격자가 원하는 데이터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HTTP 헤더에서 User-Agent, Referer 및 Host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먼저 체크하게 된다.

4) 악성코드 : Backdoor, SEO 악용, Injector 및 Proxy 모드

[표 5-6] 분석된 악성코드 개요

내용

· Scenario 1 : 설치된 Backdoor에 접근 시도

· Scenario 3 : 정상 접근한 사용자에게 악성 콘텐츠를 전달 시도

· Scenario 4 : Proxy를 이용한 C2와의 통신 시도

· Scenario 5 : 검색엔진 봇에게 조작된 HTTP 응답 전달 시도

· Backdoor : 파일 업로드 가능

· SEO 악용 : 검색 엔진 크롤러의 HTTP 요청에 대한 응답을 공격자가 원하는

                   콘텐츠로 교체

· Proxy : 감염된 호스트의 HTTP 요청을 C2 서버로 릴레이

· Injector : 특정 방문자의 HTTP 요청에 대한 응답을 공격자가 원하는 콘텐츠로 교체

분석대상 분류

분석대상

악성코드 내

주요기능

공격 시나리오

분석 대상

악성코드 정보

(MD5)

· 33F999E9F31648B3115D314EC49B09A005EC992A 

· A2EF7DE7A217B6F9F0F886B5D4DE4C56D5A6A7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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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03.

일반적으로 IIS 모듈 설치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며 공격자는 악성코드 설치를 위해 관리자 권한에 준하는 권한 

획득 시도를 목표로 할 것이다. [표 5-7]은 해당 작업을 어렵게 하기 위한 점검 항목이다.

악성 Native IIS 모듈이 확인된 경우 IIS Manager의 Module 메뉴에 진입하여 해당 모듈을 직접 제거한다. 

1) IIS 서버 감염에 대한 대비

일반적인 IIS 모듈의 경우 ApplicationHost.config 파일 또는 IIS 관리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해당 IIS 서버가 감염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로 IIS 로그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 로그 데이터의 경로는 

“%SystemDrive%\inetpub\logs\LogFiles” 에서 확인 가능하다.

2) 감염된 IIS 서버를 발견한 경우

[표 5-7] IIS 악성코드 감염에 대비한 점검 항목

[그림 5-13] IIS 로그 데이터 기본 경로

설명구분

· 명시된 파일 및 폴더를 확인하여 설치된 모든 기본 모듈이 정상 여부 확인 필요

· 파일 : %windir%￦system32￦inetsrv￦config￦ApplicationHost.config

· 폴더 : %windir%￦system32￦inetsrv￦, %windir%￦SysWOW64￦inetsrv￦

기본모듈 정상여부

판단

· 정기적인 OS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작업 진행

· 2021-08 보안 업데이트

  (https://msrc.microsoft.com/update-guide/releaseNote/2021-Aug)

보안업데이트

불필요서비스 관리 · 외부로 오픈되어 있는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관리 필요

보안솔루션 적용 · IIS 서버를 사용중인 경우 웹 어플리케에션 방화벽, 백신, EDR 등 보안 솔루션 사용

참고자료03.

1. Anatomy of native IIS malware

https://www.welivesecurity.com/2021/08/06/anatomy-native-iis-malware/

https://i.blackhat.com/USA21/Wednesday-Handouts/us-21-Anatomy-Of-Native-Iis-Malware-

wp.pdf

2. ProxyLogon 

https://proxylogon.com/

[그림 5-14] IIS Manager를 이용한 악성 Native IIS 모듈 삭제

IIS Manager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리자 권한을 가진 명령 프롬프트에서 [그림 5-15]과 같은 명령어를 

이용하여 제거 가능하다.

[그림 5-15]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한 악성 Native IIS 모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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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술의 한계 및 6G 도입 시 고려사항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박병욱

개요01.

4G, 5G에서 G를 많은 사람들이 Gigabyte 또는 GHz로 알고 있지만 이동통신에서 사용하는 G는 세대 

(Generation)를 의미한다. 80년대 1세대 아날로그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로 새로운 Generation의 

등장은 늘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를 지원하는 핵심 기반으로써 5G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5G 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경쟁이 치열하였으며, 2019년 

4월 5G 스마트폰 개통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의 이동통신 기술이 통신서비스 자체에만 주로 활용되고 영향을 미쳐온 반면 5G 기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패러다임과 맞물려 미디어, 자동차, 제조업,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19년 5G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5G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앞다투어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5G 이후 6G 도래에 대한 준비도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5G가 상용화되기도 전에 

미국과 핀란드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들이 6G선점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2019년 3월에 세계 최초의 6G 

정상회담이 핀란드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점점 더 많은 국가 및 단체에서 6G를 미리 준비해 선도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2020년 8월 6일에 열린 제12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하였다. 

5G 기술의 현황분석02.

1G ~ 4G까지는 성능상의 문제로 전화, 문자, 실시간 동영상 등 휴대전화에 국한된 B2C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으나, 5G는 휴대전화를 넘어서 첨단 단말에 적용되어 다양한 산업에서 B2B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동통신 국제 표준은 단기간에 1회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수 차례 업그레이드 되며, 다음 

세대가 나오더라도 수년 정도는 이전 세대 기술이 계속 보완하여 발표(Release)한다. 2018년 6월 5G 상용화를 

위한 1차 표준화(Release 15)완료 후, 6G 이동통신 핵심기능을 다수 포함한 표준화(Release 17)가 2022년 

6월 최종 완성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림 6-2] 3GPP(이동통신 표준 개발 단체) 5G 기술표준 진화 단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림 6-1]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에 따른 산업적 영향력의 변화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 6-1] 4G 대비 5G 핵심성능 비교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성능

초고속 최대 전송 속도

초저지연 전송 지연

초연결 최대 기기 연결 수

4G 대비

20배

1/10

10배

5G

20Gbps

1,000분의 1초

백만개/㎢

4G

1Gbps

100분의 1초

십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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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5G에서 G를 많은 사람들이 Gigabyte 또는 GHz로 알고 있지만 이동통신에서 사용하는 G는 세대 

(Generation)를 의미한다. 80년대 1세대 아날로그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로 새로운 Generation의 

등장은 늘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를 지원하는 핵심 기반으로써 5G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5G 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경쟁이 치열하였으며, 2019년 

지금까지의 이동통신 기술이 통신서비스 자체에만 주로 활용되고 영향을 미쳐온 반면 5G 기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패러다임과 맞물려 미디어, 자동차, 제조업,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이에 우리 정부도 2019년 5G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5G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앞다투어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5G 이후 6G 도래에 대한 준비도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5G가 상용화되기도 전에 

미국과 핀란드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들이 6G선점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2019년 3월에 세계 최초의 6G 

이후 점점 더 많은 국가 및 단체에서 6G를 미리 준비해 선도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2020년 8월 6일에 열린 제12회 과학기술 

5G 기술의 현황분석02.

1G ~ 4G까지는 성능상의 문제로 전화, 문자, 실시간 동영상 등 휴대전화에 국한된 B2C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으나, 5G는 휴대전화를 넘어서 첨단 단말에 적용되어 다양한 산업에서 B2B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동통신 국제 표준은 단기간에 1회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수 차례 업그레이드 되며, 다음 

세대가 나오더라도 수년 정도는 이전 세대 기술이 계속 보완하여 발표(Release)한다. 2018년 6월 5G 상용화를 

위한 1차 표준화(Release 15)완료 후, 6G 이동통신 핵심기능을 다수 포함한 표준화(Release 17)가 2022년 

6월 최종 완성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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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표준에서는 4G에서 5G로 넘어가기 위한 코어 네트워크를 NSA(None-Standalone), SA (Standalone) 

구조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네트워크 전국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5G 상용화 초기에 커버리지가 부족할 때 

데이터가 끊길 것을 대비해 LTE 망도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표준 기술이 NSA(None-Standalone)이다. 

NSA(None-Standalone)에서는 무선안테나와 데이터처리장치 등은 새로운 표준에 기반한 5G 기지국을 

사용하고, 유선망 데이터 전송 구간, 즉 코어 망에서 LTE 인프라(EPC, Evolved Packet Core)를 그대로 

사용한다. NSA(None-Standalone)의 다음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SA(Standalone)는 LTE망 없이도 유무선 

구간 모두를 5G 망만으로 통신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이다. 

NSA(None-Standalone)가 SA(Standalone)로 가기 위한 선행단계라고 해서 절대 열등한 것은 아니다. 이전 

LTE가 상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3G망을 여전히 쓰고 있는 것과 같이 SA(Standalone)표준으로 5G가 쓰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NSA(None-Standalone)방식의 표준 기술은 쓰이게 될 것이다. 

[그림 6-4]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그림 6-3] NSA 와 SA 기술 개념도  (출처 : 삼성전자)

5G의 기술적 한계와 6G기술의 필요성03.

상용화 초기 5G가 4G(LTE)보다 전송속도는 20배 빠르고 전송 지연이 1/10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중에게 

소개하였으나 2020년 8월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5G 품질평가를 시행한 결과 4G(LTE) 대비 최대 전송속도는 

4배에 그쳤으며, 전송 지연시간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진정한 5G의 목표 

성능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용자들이 느끼는 4G(LTE) 대비 차별화된 서비스에도 아쉬운 점이 남아 

있다. 

전  세계 이동통신 시장 규모가 2026년에 약 1 ,20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에서 5G의 4가지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종단 간 지연의 한계다. 5G는 무선 구간에 대한 지원 시간은 1ms로 단축하였으나, 유선 구간을 

포함한 네트워크 종단 간의 지연시간은 수십 ms로 줄이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무선 구간 지연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융합서비스 실현의 한계다. 5G는 이론상 최대 전송속도인 20Gbps로는 다수가 이용하는 초고속 융합 

서비스(자율 주행, 초실감 AR/VR 등)를 보편화 시키기에는 애초부터 성능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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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AI 부분 적용이다. AI 접목은 현재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5G에서 AI는 코어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자원 관리에만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며, 무선 구간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네 번째로 지상 중심의 커버리지의 한계다. 5G 커버리지는 지상으로부터 최대 120M 높이까지의 단말만을 

지원하고 있어, 드론, 플라잉 카 등 향후 등장할 공중 비행체에는 대응할 수 없다.

[그림 6-5] 5G의 4가지 기술적 한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융합 서비스가 전 산업 영역에 안정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5G의 기술적 한계를 6G에서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만물지능 인터넷(AIoE) 시대를 여는 차세대 이동통신 6G04.

‘6G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새롭게 연구가 시작된 기술인 만큼 아직 모두가 합의한 정의는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국가 주도의 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삼성, NTT 도코모 등 글로벌 IT기업 역시 

6G가 갖춰야 할 성능과 이를 가능케 할 기술을 종합적으로 담은 ‘6G 백서’를 발표하며 6G의 모습을 그려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6G 백서가 공통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THz 기반의 초광대역 기술의 실현과 AI 기반의 네트워크 

지능화, 지상 네트워크를 넘어 공중, 해상 등을 포함하는 3D 입체통신의 실현, 그리고 인간 중심의 물리세계와 

새로운 초연결의 경험, 홀로그래픽 통신, 신뢰에 기반한 개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장 등을 추구하고 있다.

1) 6G 비전

6G 비전기업

[표 6-2] 글로벌 IT 기업들이 제시하는 6G 비전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G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Internet of Skill, Super eMBBㆍmMTCㆍURLLC” 비전 제시 

256Gbps 속도, THz 대역, 초저지연 기술, AI기반 통신 기술 제안

삼성전자

“2020년대 연결된 사물 → 2030년대 연결된 지능” 비전 제시

1Tbps 속도, THz 대역, Post-Shanon, Ful duplex, AI 네트워킹, 기계학습/추론통신, 

Zero 지연,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제안 “2020년대 연결된 사물 → 2030년대 연결된

지능” 비전 제시

화웨이

“Hyper specification · capable · sensing, IOCT” 비전 제시

THz 대역, Massive MIMO 소형셀, 클라우드 기반 Multi-cel MIMO, 증강된 지능

제어플랫폼, 6th Sense AI, IOCT향 Critical 신뢰도 제안

노키아

“Extreme High data rate·coverage·latency·low energy” 비전 제시

10Gbps 속도, Gbps everywhere, 종단간 저지연, AI RAN/디바이스,

위성·방송·비 면허 통합, Super long-Range 브로드밴드 기술 제안

NTT도코모

“Internet of Thought, New computing paradigms” 비전 제시

THz 대역, 디바이스 협력기술, 초유연 네트워크 구조, 기계학습 통신, 실시간/분산형/

책임형 AI, massive IoT 기술 제안

에릭슨

“Ambient & Pervasive connectivity, computing power” 비전 제시

THz 대역, AI최적화 시스템, 레이더 센싱, 분선 MIMO 기술 제안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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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에서 알 수 있듯이 불확실한 향후 기술 환경 변화와 국제 표준화 흐름 속에서도 주요국을 중심으로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연구개발을 착수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5G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당장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저궤도 통신위성, 초정밀 

네트워크 기술 등 6대 중점 분야 10대 전략 과제를 선정 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림 6-7] 6G 핵심기술개발 주요 내용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 6-3] 주요국 6G 추진 현황 (출처 : IIT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동향분석 및 정책 지원 연구 결과)

[그림 6-6] 5G와 6G 주요 성능지표 비교 (출처 : ETRI)

[그림 6-6]는 ERTI가 제시한 6G 핵심성능지표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최대 전송속도 1Tbps, 사용자 체감속도 

1Gbps 등 5 성능의 10~100배 이상의 속도 개선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항공기 운항 거리인 10km까지 도달 할 수 

있는 수직 커버지리(Vertical Coverage)와 10cm의 측위 

정확도 (Localization Precision)이 추가되었다. 

또한 지연 측면에서 살펴보면 5G에서 무선 구간에서만 

고려되었던 성능 목표가 무선 구간 0.1ms, 종단 간 

1~6ms을 목표로 확장되어 진정한 의미의 저지연 성능 

목표라고 볼 수 있다. 6G 핵심성능지표 중 사용자 체감 속도 

1Gpbs와 함께 종단 간 저지연 서비스 제공 요구 사항은 6G 

네트워크 구조 및 적용기술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성능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동통신 기술은 국민 편의 및 사회,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기술이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기술 분야로, 주요국들의 6G 추진 현황을 살펴 보면 [표 6-3]와 같다.

2) 6G 성능 지표

3) 주요국 6G 추진 현황 

기관국가

미국

유럽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핀란드 오울루대학교

백악관

유럽집행위원회(EU)

연방통신위원회(FCC)

중국

일본

과학기술부

총무성

NTT Docomo

화웨이

차이나 유니콤

주요 내용

THz 통신·센싱 융합센터 ‘ComSenTer’ 설립

2030년 6G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6G Flagship’ 추진

트럼프 대통령, 6G 개발 촉구

6G 분야에서 EU 협력과 글로벌 리더십 강조

6G 연구 용도로 95GHz  ~ 3THz 대역 개방

6G 산업응용 가능성과 기술대응 과제 제안

브로드밴드 통신 및 신규 네트워크 중점 프로젝트 추진

민관 연구회 발족 후, Beyond 5G 추진 전략 개요 발표

6G 백서를 통해 후보기술과 응용 사례 제시

국가 6G 연구개발 착수 : 6G R&D 추진 작업 그룹, 전문가
그룹 구성

캐나다 Ottawa R&D Center에서 6G 연구 추진

THz 기술 개발 전문 연구소 설립

시점

18년 1월

18년 5월

19년 2월

20년 1월

19년 3월

20년 5월

18년 2월

20년 1월

20년 1월

19년 11월

19년 8월

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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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요소05.

높은 신뢰성, 짧은 대기 시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 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앞서 제시한 6G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무선 전송 기술은 많은 부분 독립적인 모듈로 설계, 동작 및 최적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6G에서는 전송 

기술의 다양화 및 주파수의 광대역화 되면서 기지국 배치가 엄청나게 밀집되면서 간섭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지능형 무선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형 무선 기술은 분산 AI를 

기반으로 무선 전송, 네트워킹, 에지 컴퓨팅 등 다양한 요소에서 동작한다.  

지능형 무선망은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주파수 대역은 환경과 하드웨어에 적응해야 한다. △ 주파수 

공유는 인공지능이 지원해야 하며, 하드웨어 역량은 온라인으로 추정해야 한다. △ 효율적인 분산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연산 자원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배치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광대역 간섭, 신호 교란 및 악성 노드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통신 

프로세스 중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6G에서는 XR 서비스, 3D 홀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Tbps 급(1,000Gbps) 전송 속도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5G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밀리미터(mm) 파는 높은 전송률을 요구하는 6G 에서 부적절하다. 

6G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가 필요한 후보 기술로 ‘테라헤르츠(THz)’ 주파수 대역이 부상하고 있다. 

테라헤르츠 주파수는 100GHz ~ 10THz 대역을 사용하며, 밀리미터파 대역 보다 스펙트럼 자원이 풍부하다. 

테라헤르츠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점 있다. 첫째 테라헤르츠 주파수는 100Gpbs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수증기 등 대기의 수분에 강하게 흡수되며, 플라스틱, 나무, 종이, 옷감 등 비 

이온화 물질은 투과하고 금속에는 반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체에 무해하여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셋째 테라헤르츠 주파수에 사용되는 좁은 빔과 짧은 펄스 지속시간 때문에 도청이 제한되어 통신 보안이 

강화된다. 하지만 테라헤르츠 주파수가 도청을 어렵게 만들지만, 좁은 빔을 통해 전송될 때 여전히 신호를 가로챌 

수 있다는 주장이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높은 주파수 대역일수록 전파 특성상 경로 손실이 크고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지는 

문제가 있어 통신 시스템 내에 수많은 안테나를 집적하고 전파를 특정 방향으로 송·수신하는 고도의 

빔포밍(Beamforming)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초고속 통신을 위해서는 더 세밀한 무선주파수 집적회로(RFIC :Radio Frequency Integrated Circuit)의 

회로 제작 등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테라헤르츠는 아직까지 소자 및 부품 등 관련 기술이 미흡한 

미개척 주파수 대역이다. 비록 다른 전자기파 대역에 비하여 개발이나 활용이 늦었지만, 통신, 센싱(생체·의료), 

영상, 보안, 환경·우주 등에서 첨단 및 융합 기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테라헤르츠 주파수 (THz)

2) 지능형 무선망 (Intelligent radio)

[그림 6-8] 지능형 무선망 기술 동작 시나리오 (출처 :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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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를 활용한 핵심 서비스 06.

네트워크 기술의 새로운 시대마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한다. 이전 세대의 일부 서비스는 그래도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6G에 적용되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더욱 

발전할 핵심 서비스 몇 가지 살펴 보자.

6G 네트워크에서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의 몰입도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감각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센서가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6G 네트워크에서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은 기존의 초고신뢰-초저지연 통신(URLLC, (Ultra-

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s)과 모바일 광대역(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을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

멀티 센서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애플리케이션에서 URLLC 및 eMBB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안 및 

개인 정보 문제에는 악의적인 동작, 액세스 제어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URLLC의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부 

공격은 여전히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기밀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eMBB의 보안, 비밀 유지, 

개인 정보 보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표 6-4]로 분류되지만, 각 유형은 명확하게 분류되기 보다는 점차 유형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인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은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통해 현실의 경험을 확장하고 특별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5G 네트워크의 높은 대역폭과 짧은 대기 

시간은 사용자로 하여금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클라우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서비스는 이미 

사용자에게 몰입형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지연 시간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모호성이 발생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을 구축하면 휴대성과 

접근성이 높아지지만 5G 대역폭을 사용하면 이미지를 압축해야 하므로 막대한 양의 무손실 영상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려면 6G를 기다려야 한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Meta’와 우주를 뜻하는 ‘Universe’ 합성어로,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 닐 스테픈슨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였다. 메타버스는 뚜렷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비영리 기술 연구 단체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는 메타버스(Metaverse)를 ‘증강과 

시물레이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고 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1) 메타버스(Metaverse)

완벽한 자율 주행을 위해서는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으로 서로의 위험 상황을 알려주거나, 주차장·신호등과 같은 

인프라와 차량 간 통신으로 주차 정보 위치, 신호 변경 시간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율 주행 인프라 

구축의 핵심 요소인 V2X(Vehicle to Everything)는 차량과 차량 간 무선 통신(V2V, Vehicle to vehicle), 

차량과 인프라 간 무선 통신(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등 자동차가 자율 주행을 하기 위해 도로에 있는 

다양한 요소와 소통하고 공유하는 기술이다. 

자율 주행 통신 기술 표준은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차량용 근거리 통신), C-V2X 

(Cellular-V2X:셀룰러 기반 차량·사물 통신) 등이 있으며, 시장 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축전이 진행 

중이다. DSRC는 2012년 국제 전기 전자공학회(IEEE)를 통해, C-V2X는 2017년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3GPP)를 통해 표준이 마련되었다.

2) 자율주행

내용

[표 6-4] 메타버스의 4대 요소 (출처 : ASF) 

분류

현실 공간에서 2D/3D로 표현하는 가상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환경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실제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점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
미러월드

(Mirror Worlds)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 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
라이프로깅

(Lifelogging)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한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데이터로 구축한 것으로

3차원 컴퓨터, 3D 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니티 총칭

가상세계

(Virtual Worlds)

[표 6-5] V2X 통신을 위한 표준 및 특징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구분

기술특징

주요 참가국

통신기술

장점

단점

DSRC / WAVE

· 최대 전송속도 54Mbps

· 100ms이하 지연시간

· 최대 200km/h 이동 가능

미국

WAVE / Wi-Fi 기반

· 기존 인프라, 설비투자 활용
· 충분한 데이터로 안정적

속도 저하에 따른 낮은 신뢰성

LTE V2X

· 최대 전송속도 100Mbps

· 100ms 이하 지연시간

· 최대 60km/h 이동 가능

유럽

LTE 기반

DSRC보다 높은 커버리지

고밀집 지역 내 지연

5G eV2X

한국, 중국 등 다양하게 참여

5G 기반

속도 및 안정성이 가장 우수

높은 구축 비용

· 최대 전송속도 20Gbps

· 10ms 이하 지연시간

· ㎢ 당 100,000대 수용

· 최대 500km/h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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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뇌와 컴퓨터 연결 BMI, BCI 기술의 발전 연혁 
(출처 : Infocom T&S World Trend Report (2019.8.29)) 

자율 주행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빠른 전송속도와 저지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속 10km로 운행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방 차량으로부터 사고 

위험을 전달받는 데 10ms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자동차는 이미 28cm를 이동한 후가 된다. 앞으로 자율주행은 

운전자에게 경고나 안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차량 운행에 개입하고 위험 상황에서 직접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송수신해야 할 정보의 양이 방대해지면서, 6G 에서는 5G보다  빠른 전송 속도와 

저지연으로 자율주행을 극대화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량과 차량 간 무선 통신(V2V, Vehicle to vehicle) 기술의 발전은 일반적인 도로 환경에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율 주행을 현실화 하였지만, 도로의 전반적인 교통 상황에 대한 파악 및 대응, 초고속 주행 시 안전 

보장 등의 아직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자율주행이 보급되기 전에 기술적으로 안전성, 관련 법규,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 등 을 해결되어야 한다. 단기간에 완벽한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강화된 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세분화하고 각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드는 기술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mputer Interface)는 

생각만으로 로봇이나 기계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미래에서나 가능한 기술 같지만, 이미 

6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mputer Interface)가 가장 

널리 연구되고 활용됐던 영역은 의료 분야로, 뇌 질환 예방 또는 치료하는 용도로 쓰거나 신경 손상 환자 재활에 

활용된다. 

의료 분야 다음으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mputer Interface) 활용 연구가 활발한 곳은 군사 

분야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mputer Interface)로 자동차나 비행기, 드론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미 국방고등 연구 계획국 (DARPA)는 지난 2019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비수술적 

미래를 향한 6가지 경로'라는 자료를 통해 활성 사이버 방어 시스템 및 무인 항공기의 제어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mputer Interface)를 통해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 직접 생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고,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생리신호를 컴퓨터로 전달한다. 뇌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기기에 전달해 사용자의 의도대로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을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체 신호 중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판별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데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mputer Interface)는 뇌파 신호를 디코딩 하여 외부 장치를 

구동하는 컴퓨터에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유선 시스템과 동일한 속도 및 정확도로 

케이블이 없는 무선 BCI가 인간에게 장착돼 시연에 성공했다. 6G와 함께 무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mputer Interface)는 많은 분야에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CT 환경에서 사이버 공격과 같은 인간 뇌에 대한 공격도 대비해야 한다. 뇌에 이식된 전자 칩에 잘못된 기억 

또는 정보를 주입하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 인간을 제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ICT 환경에서 사이버 공격보다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워싱턴 대학 바이오 

로봇 공학 연구소 연구진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mputer Interface)로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늦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잘 대비하고 

극복한다면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연결은 인간이 가진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무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Wireless Brain-Computer Interface)

시기

1960년대

2013년

1980년대

2017년

1970년대

2000년대

2019년

내용

의료계에서 BMI(Brain-Machine Interface) 연구 시작

미국 Brain Initiative, 이스라엘 Brain Nation등 세계 각국이 브레인테크의 국가 프로젝트 추진

BMI가 파킨슨병과 우울증 치료에 효과 있다는 연구 결과

정상인이 BMI기술로 자신의 양쪽 팔을 쓰지 않고 제3의 로봇 팔을 조종하는 데 성공

BMI 연구에서 뇌 속 칩 이식, 시각장애인에게 시감각을 주는 치료에 활용

평균 분당 8단어 속도로 뇌에서 컴퓨터로 직접 단어 입력에 성공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인터넷 검색, 메일 열람, 조명 소등, 로봇 팔 동작에 성공

뇌파에서 간질 발작을 자동 검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에 성공

평균 분당 150단어 속도로 뇌에서 컴퓨터로 직접 단어 입력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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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고려사항07.

6G가 상용화된 환경에서는 커넥티드 기기의 폭발적인 증가와 AI 활용 통신 기술 확대, 통신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G 상용화 이후 발생했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6G 상용화 준비 과정에서부터 외재적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목표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조정이 이루어져한다.

LTE가 국내에 상용화되고 1년 후인 2012년부터 5G 표준화를 위한 산학연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5G 

상용화를 준비하여 세계최초로 5G상용화에 성공하였으나, 킬러컨텐츠 부재 및 개발초기의 목표사양 실현부재로 

인한 기술적 한계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5G의 기술한계 극복 및 네트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스, Private 5G등의 기술 등을 토대로 초저지연성, 초성능, 초대역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6G기술의 조기 

도입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6G 생태계 조성과 시장창출을 위해 국가 정책수립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민간투자 유도 및 시장 

활성화를 주도하며, 핵심부품 및 장비 국산화를 통한 6G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표준을 통해 

글로벌 기술선도를 주도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도청 및 탈취 등의 보안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G환경에 

최적화된 보안기술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 조성을 기대해 본다.

고려사항구분

법·제도적 측면

· 6G 비전 및 요구사항 개발

· 6G 관련 법·제도적 마련 및 민간의 투자 유도·촉진

· 6G 통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기관·기업에 표준 특허 확보 지원

관리적 측면

· 핵심부품·장비 전략적 국산화 정책수립

· 시스템 반도체 융합소자 및 원천 설계기술 인력 양성 및 육성

· 특허 선점을 통한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표준 전문기관 지정과 전문인력 육성

기술적 측면
· 6G에서 내재화된 보안 기술 개발

· 국내·외 관련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상용화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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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6G 목표 실현을 위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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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9) PR.PP 대응체계 수립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백재희

카테고리 소개 : PR.PP 대응체계 수립01.

 예방(Protect) > PR.PP(Processes and Procedure, 대응체계 수립)

: 보안관제센터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보안 정책, 프로세스, 절차를 유지하고  

   정보시스템과 자산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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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련 문서

IG.SOC-020 예방, IG.SOC-024 대응체계수립 매뉴얼, IG.SOC-024-01 사이버위기단계 경보 기준, 
IG.SOC-024-02 경보단계별 상황전파 수단, IG.SOC-024-03 경보단계별 대응요령, IG.SOC-024-04 비상연락망,
IG.SOC-024-05 상황전파문, IG.SOC-024-06 위협정보 분석보고서, IG.SOC-042 침해사고대응 메뉴얼,
IG.SOC-066 SOC 보호 및 시스템운영매뉴얼

실제 보안 침해사고나 장애와 재해 등과 같은 사이버 위협 상황 발생 시, CERT 조직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이를 대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안관제센터 PM은 경보를 발령 하고, 사전 구축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한다. 상황 전파 시 경보 종류 및 등급, 발효일시, 예상 피해정도, 대응 요령 및 업무 영향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실제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초동조치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빠른 대응을 위해 관제요원은 소속 
보안관제센터의 사이버 비상 대응체계를 미리 숙지하여 사전에 경보 단계별 상황 전파 수단 및 대응 요령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모의 사이버 비상 대응훈련을 통해 CERT의 운영상태와 
구성원의 준비 상황의 점검을 수행하여 사이버 비상 대응체계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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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

주의

경계

관심

정상

· 국가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사용 불가능
· 침해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범위가 대규모인 사고발생
·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 대처 필요

· 일부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장애
· 침해사고가 일부 기관에서 발생 했거나 다수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 증가
· 국가 정보시스템 전반에 보안태세 강화 필요

· 복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망 - 기간 망의 장애 또는 마비
· 침해사고가 다수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대규모 피해로 발전될 가능성 증가
· 다수 기관의 공조 대응 필요

· 웜ㆍ바이러스, 해킹기법 등에 의한 피해발생 가능성 증가
· 해외 사이버공격 피해가 확산되어 국내 유입우려
· 사이버위협 징후 탐지활동 강화 필요

· 전 분야 정상적인 활동
· 위험도 낮은 웜ㆍ바이러스 발생
· 위험도 낮은 해킹기법ㆍ보안취약점 발표

내용경보단계

[표 7-1] 국가정보원 사이버 위기 경보단계 (출처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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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될 세부활동(Category)은 “대응체계 수립(PR.PP, Processes and Procedure)”이다. 

보안관제센터에서는 대내·외 사이버위협 발생 시 효과적이고 빠른 대응을 위해 사이버 비상 대응체계 

프로세스의 사전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위기 경보단계를 기반으로 

하며, 사이버 위기 경보단계에 따라 사이버위협을 대응 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구성 및 인력 R&R(Role and 

Responsibilities)의 사전 정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을 사이버 위기 대응조직(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이하 CERT)라고 

한다. 이는 보안관제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보안관제센터에서는 사이버 비상 대응체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관리한다. 조직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CERT 조직은 조직의 최고경영진 및 

주요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사이버 비상 대응체계 규정 및 프로세스의 심의 및 시행 감독을 수행하는 

‘비상대응위원회’와, 보안 관련 실무자로 구성되어 사이버비상대응체계 개선방안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상황의 수집 및 제공을 수행하는 ‘비상대응실무단’ 으로 구성된다.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백재희

: 보안관제센터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보안 정책, 프로세스, 절차를 유지하고  

3) 관련 문서

IG.SOC-020 예방, IG.SOC-024 대응체계수립 매뉴얼, IG.SOC-024-01 사이버위기단계 경보 기준, 
IG.SOC-024-02 경보단계별 상황전파 수단, IG.SOC-024-03 경보단계별 대응요령, IG.SOC-024-04 비상연락망,
IG.SOC-024-05 상황전파문, IG.SOC-024-06 위협정보 분석보고서, IG.SOC-042 침해사고대응 메뉴얼,
IG.SOC-066 SOC 보호 및 시스템운영매뉴얼

실제 보안 침해사고나 장애와 재해 등과 같은 사이버 위협 상황 발생 시, CERT 조직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이를 대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안관제센터 PM은 경보를 발령 하고, 사전 구축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한다. 상황 전파 시 경보 종류 및 등급, 발효일시, 예상 피해정도, 대응 요령 및 업무 영향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실제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초동조치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빠른 대응을 위해 관제요원은 소속 
보안관제센터의 사이버 비상 대응체계를 미리 숙지하여 사전에 경보 단계별 상황 전파 수단 및 대응 요령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모의 사이버 비상 대응훈련을 통해 CERT의 운영상태와 
구성원의 준비 상황의 점검을 수행하여 사이버 비상 대응체계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1) 보안관제방법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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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제센터에서는 대내·외 사이버위협 발생 시 효과적이고 빠른 대응을 위해 사이버 비상 대응체계 

프로세스의 사전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위기 경보단계를 기반으로 

하며, 사이버 위기 경보단계에 따라 사이버위협을 대응 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구성 및 인력 R&R(Role and 

이러한 조직을 사이버 위기 대응조직(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이하 CERT)라고 

한다. 이는 보안관제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보안관제센터에서는 사이버 비상 대응체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관리한다. 조직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CERT 조직은 조직의 최고경영진 및 

주요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사이버 비상 대응체계 규정 및 프로세스의 심의 및 시행 감독을 수행하는 

‘비상대응위원회’와, 보안 관련 실무자로 구성되어 사이버비상대응체계 개선방안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66 67www.igloosec.co.kr

Focus On IGLOO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 이글루시큐리티,

자율주행 보안관제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 특허 취득

[2021년 08월 23일] 이글루시큐리티가 고유의 보안관제 기술력을 토대로 자율주행 보안 기술력 확보에 속도를 붙인다.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 선도 기업 ㈜이글루시큐리티(대표 이득춘, www.igloosec.co.kr)는 자율주행 보안관제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품질과 수집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은 차량과 차량, 차량과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가 상호 통신하며 주행 및 교통 상황 정보를 주고받는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을 토대로 이뤄진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수많은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IT 시스템이 연결되므로 노변 기지국 등의 

현장 인프라는 물론 차량·사물(V2X) 네트워크, 자율주행 관제센터 혹은 내부 인력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협력주행 핵심 요소들을 아우르는 고품질의 정보 수집을 토대로 통합적인 보안관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자율협력주행 도로 인프라에서 일반적인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활용해 보안관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 때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암호화된 트래픽에서는 보안관제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복호화를 

위해 암호화 키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등에서 탐지된 이벤트에서 많은 오탐이 

발생하여 위협 정보 확인이 지연되거나, 환경적·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현장에 설치된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글루시큐리티가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자율협력주행 도로 인프라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관제 정보 생성을 통해 자율주행 

보안관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율주행 보안관제 정보를 ▲ C-ITS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중앙 시스템, 

▲ V2X 인증 및 통신을 포함한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기반 네트워크를 포함한 현장 시스템에서 

능동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이다. 기존 보안 장비의 보안관제 정보 생성 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자율주행 보안관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지속적인 자율주행 보안관제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보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조사기관 케네스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율주행차량 보안 시장 매출은 

2017년 68억 7,000만 달러(한화 약 7조 8,000 억 원)에서 연평균 14.7%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156억 8,000만 달러 

(한화 약 18조 147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글루시큐리티 이득춘 대표는 “자율주행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바로 선진화된 

보안관제 정보 수집 및 분석에 기반한 자율주행 보안관제 체계 구축이다. 자율주행 보안관제 정보의 품질과 수집 효율성을 

높이는 본 특허 기술 적용을 통해, 강력한 자율주행 보안관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더욱 힘을 싣겠다”라고 밝혔다. 

- 개발 중인 자율주행 보안관제시스템에 특허 기술 적용… 사이버 침해 시도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 고성장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보안 시장 공략 박차 

[2021년 08월 23일] 이글루시큐리티가 고유의 보안관제 기술력을 토대로 자율주행 보안 기술력 확보에 속도를 붙인다.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 선도 기업 ㈜이글루시큐리티(대표 이득춘, www.igloosec.co.kr)는 자율주행 보안관제를 위해 

자율주행은 차량과 차량, 차량과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가 상호 통신하며 주행 및 교통 상황 정보를 주고받는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을 토대로 이뤄진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수많은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IT 시스템이 연결되므로 노변 기지국 등의 

현장 인프라는 물론 차량·사물(V2X) 네트워크, 자율주행 관제센터 혹은 내부 인력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협력주행 핵심 요소들을 아우르는 고품질의 정보 수집을 토대로 통합적인 보안관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자율협력주행 도로 인프라에서 일반적인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활용해 보안관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 때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암호화된 트래픽에서는 보안관제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복호화를 

위해 암호화 키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등에서 탐지된 이벤트에서 많은 오탐이 

발생하여 위협 정보 확인이 지연되거나, 환경적·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현장에 설치된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도 

이글루시큐리티가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자율협력주행 도로 인프라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관제 정보 생성을 통해 자율주행 

보안관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율주행 보안관제 정보를 ▲ C-ITS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중앙 시스템, 

▲ V2X 인증 및 통신을 포함한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기반 네트워크를 포함한 현장 시스템에서 

능동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이다. 기존 보안 장비의 보안관제 정보 생성 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이글루시큐리티는 지속적인 자율주행 보안관제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보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조사기관 케네스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율주행차량 보안 시장 매출은 

2017년 68억 7,000만 달러(한화 약 7조 8,000 억 원)에서 연평균 14.7%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156억 8,000만 달러 

이글루시큐리티 이득춘 대표는 “자율주행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바로 선진화된 

보안관제 정보 수집 및 분석에 기반한 자율주행 보안관제 체계 구축이다. 자율주행 보안관제 정보의 품질과 수집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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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 노리는 보안 위협 게 섰거라

㈜이글루시큐리티-㈜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자율주행차량 데이터 보안 사업 협력

[2021년 09월 14일] 이글루시큐리티가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손잡고 자율주행 보안관제시스템 개발에 힘을 싣는다.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 선도 기업 ㈜이글루시큐리티(대표 이득춘, www.igloosec.co.kr)는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기업 

(주)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자율주행차량 데이터 보안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글루시큐리티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자율협력주행 도로교통체계 

통합보안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 연구과제에 참여하며 보안관제 정보 수집·분석 기술, 보안관제 정보 공유 기술 및 

AI기반 보안관제 플랫폼 기술 개발 등의 자율협력주행 도로교통체계 보안관제센터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보안관제 데이터의 품질과 수집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며 고유의 자율주행 보안 기술 확보에 

더욱 속도를 붙였다. 

자율주행 및 차량 제어 전문가로 구성된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2018년 설립 이래 국내 주요 통신사 및 플랫폼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다수의 자율주행 플랫폼 선행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하여 

카카오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KN투자파트너스, 인라이트벤처스 등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글루시큐리티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사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하며 

자율주행 데이터 보안 사업 진행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이글루시큐리티의 이기종 보안 이벤트 통합 분석 기술과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자율주행 플랫폼 선행 개발 역량을 토대로 자율주행 보안관제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붙인다. 또한 

자율주행차량 데이터 보안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특허 개발에도 긴밀히 협력한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량 보안 위협 탐지를 위한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자율협력주행 도로인프라와 자율주행차량에서 수집하는 자율주행 데이터에서 선별한 자율주행 보안위협관제 

필수 정보를 토대로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위협 탐지 데이터 모델을 생성한다. 이를 토대로 여러 종류의 자율주행차량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보안관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율주행차량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는 “코로나 19 이후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비대면 이동 수단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율주행차의 안전벨트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자율주행 데이터 보안 시너지를 강화하며, 자율주행 보안관제시스템 개발에 

힘을 싣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안전한 자율주행레벨4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차량사물통신(V2X)’을 통한 외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송수신이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보안은 자동차 안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국내 최고의 사이버보안 기술을 보유한 이글루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통신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가올 완전자율주행 시장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 고유의 기술력 토대로 자율주행차량 데이터 보안 사업 강화… 자율주행 보안관제시스템 개발 박차 

[2021년 09월 14일] 이글루시큐리티가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손잡고 자율주행 보안관제시스템 개발에 힘을 싣는다.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 선도 기업 ㈜이글루시큐리티(대표 이득춘, www.igloosec.co.kr)는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기업 

이글루시큐리티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자율협력주행 도로교통체계 

통합보안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 연구과제에 참여하며 보안관제 정보 수집·분석 기술, 보안관제 정보 공유 기술 및 

AI기반 보안관제 플랫폼 기술 개발 등의 자율협력주행 도로교통체계 보안관제센터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보안관제 데이터의 품질과 수집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며 고유의 자율주행 보안 기술 확보에 

자율주행 및 차량 제어 전문가로 구성된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2018년 설립 이래 국내 주요 통신사 및 플랫폼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다수의 자율주행 플랫폼 선행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하여 

카카오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KN투자파트너스, 인라이트벤처스 등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이글루시큐리티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사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하며 

자율주행 데이터 보안 사업 진행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이글루시큐리티의 이기종 보안 이벤트 통합 분석 기술과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자율주행 플랫폼 선행 개발 역량을 토대로 자율주행 보안관제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붙인다. 또한 

이글루시큐리티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량 보안 위협 탐지를 위한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자율협력주행 도로인프라와 자율주행차량에서 수집하는 자율주행 데이터에서 선별한 자율주행 보안위협관제 

필수 정보를 토대로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위협 탐지 데이터 모델을 생성한다. 이를 토대로 여러 종류의 자율주행차량 위협을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는 “코로나 19 이후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비대면 이동 수단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율주행차의 안전벨트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자율주행 데이터 보안 시너지를 강화하며, 자율주행 보안관제시스템 개발에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안전한 자율주행레벨4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차량사물통신(V2X)’을 통한 외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송수신이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보안은 자동차 안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국내 최고의 사이버보안 기술을 보유한 이글루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통신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