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에서 SIEM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24시간 365일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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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학과가 자연계열 전산학과에서 공학계열 컴퓨터공학으로 바뀌어 가던 90년대 중반, 

컴퓨터공학과 학부생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컴퓨터와 관련 된 모든 것의 전문가였다. 프로그래밍은 

기본이고 네트워크설정, 바이러스제거, OS설치, 심지어 조립PC 견적 및 AS까지… 이러한 인식은 벤처 붐 

이후 전국민이 컴퓨터를 다루게 되고, 관련 학과들도  세분화 되면서 흐려지게 되었다.

정보보안업계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겪게 되었다. 2003년 1.25 대란 이후 국가의 정보보안 관련 인식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보보안 사업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보보안·보호라는 용어가 들어간 

모든 사업(보안관제, 보안솔루션, 컨설팅, SI, 보안관제센터구축, 유지보수, PC보안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보안 전문기업을 필요로 했고, 이 당시  이러한 흐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정보보안 

기업들이 지금 상위권 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공격이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며 보다 정교화 되고 보안을 바라보는 산업 범위가 광범위 해 짐에 

따라, 정보보안 역시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 되기 시작하였고, 이 분야에 기존 레거시 보안 기업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며 기술을 갖춘 전문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활발한 M&A 시장보다는 

다소 미진했지만, 최근 들어 흐름이 바뀌어 국내에서도 정보보안 기업간의 M&A가 속속 이루어 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안 기업과 기술의 융합 촉진 방안 연구’ 

용역과제를 통해 국내 정보보호 기업간 M&A 활성화 및 정보보호 유망기술 개발 지원 등을 정보보호 산업 

진흥 정책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 기조와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2022년은 다양한 정보보안 

기업의 합종연횡(合縱連衡)을 통한 정보보안 시장의 내면과 외면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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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시스템 취약점과 정보수집 관련 공격이 가장 많았고, 특히 정보수집 관련 공격은 전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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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과 영국, 러시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중국과 인도, 대한민국,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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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정보수집과 웹 취약점 공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월과 비슷한 순위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정보수집 관련 공격은 전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웹 취약점 공격 순위를 

추월하였다.

또한 서비스 거부 공격이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하여 순위가 올라감을 확인 할 수 있다.

월간 공격 유형01.

2021년 10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시스템 파일 접근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해당 

공격 건수는 전월 대비 약 1.5배 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Network Scan 공격 건수는 전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전월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하였고, 순위 또한 2위까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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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Network Scan

GPON Router Vulnerability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웹 취약점 (Web Vulnerability)

악성코드 (Malware)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정보수집 (Information Gathering)

비인가접근 (Unauthorized access)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정보노출 (Information Exposure)

총 합계

총 합계

3,921

1,128

633

1,088

548

660

404

334

645

344

317

1

5

2

6

3

7

9

4

8

10

2,975

278

55

3,079

523

80

53

10,964

6,101

35.8

10.3

5.8

9.9

5.0

6.0

3.7

3.0

5.9

3.1

2.9

27.1

2.5

0.5

28.1

4.8

0.7

0.5

100

55.6

-

-

▼3

▲3

-

-

NEW

▼2

-

▲2

▼1

▼1

-

▲1

▲1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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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과 영국, 러시아의 공격 비율이 증가 하였고, 특히 영국은 

전월 대비 약 3.7% 가량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과, 인도의 공격 비율은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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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48.165.217 Network Scan

217.112.83.246

89.248.165.219 Network Scan

89.248.165.229

89.248.165.227 Network Scan

Network Scan

Confluence Server Webwork OGNL injection
(CVE-2021-26084)

Directory Traversal

91.132.58.162
Fortinet FortiOS Directory Traversal

(CVE-2018-13379)

91.132.58.33

89.248.165.162 Network Scan

89.248.165.212 Network Scan

RU

GB

GB

GB

GB

GB

AU

AU

GB

GB

1

5

2

6

3

7

9

4

8

10

12/115

2/115

3/115

2/115

2/115

2/115

4/115

5/115

2/115

2/115

▶ 금월 공격 IP, 국가 순위 상세 Top 10 표 및 비율

29.8%

러시아

인도

영국

미국

중국

6.9%

8.6%

12.5%

42.2%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04.

[표 1-4]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상세 분석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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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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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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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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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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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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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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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Web Vulnerability Scanner
(Zgrab)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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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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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2021년 9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17,897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정보는 192,715 

건 수집되었다.

수집 대상별 순서는[해외-Malware(155,545건)], [해외-Phishing(30,793건)], [국내 (17,8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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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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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33건 이다. 

9월 한달동안  Atlassian Confluence(CVE-2021-26084), MS Office(CVE-2021-40444), MS Windows(CVE-

2021-3694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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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49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IGRSS.1.05249  Atlassian Confluence, 
CVE-2021-26084,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action"; fast_
pattern:only; http_uri; content:"u0027"; nocase; http_uri; 
pcre:"/[?&](featureKey|token|queryString|linkCreation|so
urceTemplateId|syncRev)=[^&]*?(\x5C|%(25)?5C)u0027/
Ii"; sid:105249;)

Atlassian Confluence의 

CVE-2021-26084 

취약점을 악용한 관리자 권한

탈취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Atlassian 

Confluence,

CVE-2021-26084

IGRSS.2.05257

alert tcp $EXTERNAL_NET any -> $SMTP_SERVERS 
25 (msg:"IGRSS.2.05257 MS, Office, CVE-2021-
40444, Attempted User Privi lege Gain"; flow:to_
server,established; flowbits:isset,file.rtf; file_data; 
content:"|7B 5C 2A 5C|oleclsid"; fast_pattern:only; 
content:"|5C|objclass"; nocase; content:"|5C|objdata"; 
nocase; content:"d0cf11e"; nocase; sid:205257;)

MS Office MSHTML의 

CVE-2021-40444 

취약점을 악용한 사용자 권한

탈취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MS, Office,

CVE-2021-40444

IGRSS.2.05274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 IGRSS.8.05221 Webshel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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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Windows의

CVE-2021-36942

취약점을 악용한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는 정책

MS, Windows, 

CVE-2021-3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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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 2021년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 개최

 · ‘기반시설 침해사고 유형별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방법 개발’ 사업 발주… 침해사고 유형별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5종 개발 목표

 ·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지역정보보호센터’ 누리집 홈페이지 개설

 · ‘타깃형 워터링홀 공격전략 분석’ 보고서 발표 

 · 내년 6월 15일,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기술지원 종료에 앞서 11월 30일까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 실시 

 · ‘2021 4차 산업혁명 지표’ 발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정책 성과 공개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한 범부처 합동 ‘제12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

 · 스타필드 코엑스몰 이마트 매장에 ‘안심 스마트점포’ 개점… 사용자인증-출입-구매-결제 과정에 

자동화·융합보안·물리보안 기술 적용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안 기업과 기술의 융합 촉진 방안 연구’ 용역과제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국내 정보보호 기업 간 M&A 활성화 촉진 방안 마련해 정보보호산업 진흥 정책에 반영할 계획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개인정보 정책 온라인  토크 콘서트 개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결합전문기관의 지원범위 

및 확대,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최소화 등의 내용 포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합전문기관 지정준비 안내서 발간

 · 국가정보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 강화 위한 ‘2021 사이버공격방어대회’ 개최… 

‘사이버 집단면역 형성’ 주제로 일반·공공 분야로 나눠 온라인 진행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데이터 중심’ 네트워킹 기반 기술 개발

기타

‘국내 정보보호 기업 M&A 촉진 방안 마련되나?’▶

 · 정부가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붙임. M&A를 통한 포괄적인 
보안 포트폴리오 구축과 기술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9월 22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안 기업과 기술의 융합 촉진 
방안 연구’ 용역과제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했음. 본 과제를 통해 ‘국내 정보보호 기업 간 M&A를 활성화할 정책 
제언’과 ‘보안기업 기술을 융합해 정보보호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보보호산업 진흥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임. 

 · 정부는 이번 용역 과제를 통해 글로벌 정보보호·IT 분야 M&A 우수 사례와 동향을 파악하고, 선진국과 국내 M&A 
활성화 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할 계획임. 또한, 국내 여건에 맞는 솔루션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도 마련할 전망. 

 · 정부는 10월 15일경 과제 수행업체를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약 2개월간 이번 과제를 수행할 예정임. 

‘92분이면 충분해’… 사이버 공격자들, 네트워크에서 피해자 찾는 데 단 92분 걸려 ▶

 ·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 악의적 공격 그룹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음. 

 ·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위협 헌팅 보고서 ‘숨을 곳이 없다(Nowhere To Hide)’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 그룹은 전술, 기술 및 절차(TTPs)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목표 대상에 대한 접근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브레이크아웃 타임(공격 그룹의 침입자가 초기 거점 침투로부터 네트워크 내 다른 
시스템으로 확산 이동 공격을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시간 32분이었음. 이는 2020년 대비 1/3로 줄어든 
수치임. 

 · 또 한 ,  공 격  그 룹 은  정 교 하 고  은 밀 한  탐 지  회 피  맞 춤 형  기 술 을  사 용 하 고  있 었 음 .  지 난  3 개 월  간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탐지한 항목 중 68%는 악성코드가 없는 침투 시도였음.

 · 더불어, 네트워크를 침해해 해당 액세스 권한을 획득한 후 다른 사이버 범죄 조직에게 판매하는 전문 사이버 범죄 
조직인 액세스 브로커의 활동 및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무료 나눔 받으려다 네이버 사용정지 먹을라’… PC 방 폐업으로 인한 PC 무료 나눔글 
주의보 

▶

 · 최근 무료 나눔을 미끼로 계정 정보를 노리는 피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음. 

 · 공격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던 PC방을 정리하고 난 후, 남은 PC를 무료로 나눔하겠다는 글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나 당근마켓,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며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었음. 

 · 이에 현혹된 사용자가 카톡, 채팅 서비스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면, 사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무료 나눔 
중복 참여 방지를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요구하는데, 사용자가 문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서비스의 계정을 탈취당하게 됨. 

 · 일부 공격자는 PC를 무료로 나눠주는 대신 PC방 관련 이미지를 홍보해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음. 홍보한 
이미지를 캡처하여 보내면 역시 중복 방지를 위한 인증 번호가 갈 것이라면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전달하면 계정을 탈취당하게 됨. 

 · 공격자들은 탈취한 계정 정보를 바탕으로 SNS나 네이버 카페에 불법 광고를 대량 전송하고 있었음.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됨. 

 · 아직까지는 불법 광고 글 작성에 머무르고 있지만 탈취당한 개인 정보와 계정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보안 전문가들은 즉각 해당 서비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고함. 

 · ‘2021 정보보호 멘토데이’ 온라인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20회 K-ICT 정보보호 대상’ 공모… 정보보호 모범 실천기업, 기관 및 

공로자 시상 예정  

 · ‘2022 RSA 콘퍼런스’ 한국관 참가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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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꿍?’… 베이비캠 취약점 악용해 부모 사생활 엿볼라 ▶

 · 최근 V사의 베이비캠 제품에서 카메라 촬영 정보를 해킹하고 악성코드를 삽입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취약점을 통해 네트워크상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촬영 중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펌웨어를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약 400만 대의 카메라가 해당 취약점에 영향을 받고 있었음.

 · 실제 공격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취약점을 통해 사용자를 염탐하는 등의 악성 행위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음. 보안 전문가들은 베이비캠 구매 시 기능, 가격에 앞서 보안성을 반드시 우선시할 것을 당부함. 

‘올해 취약점 3대장은 나야 나’… 2021년 전반기 구글, MS, 오라클에서 가장 많은 
취약점 발견돼 

▶

 · VPN 전문 업체인 아틀라스VPN(AtlasVPN)이 모바일 생태계의 각종 취약점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동안 구글, MS, 오라클에서 가장 많은 취약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남. 

 · 아틀라스VPN은 2021년 전반기 구글, MS, 오라클의 취약점을 통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ne), 
카세야(Kaseya) 등 역대 최악의 보안 침해 사고에 맞먹는 큰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분석함.

- 1위 자리는 2021년 현재까지 가장 많은 취약점이 보고된 구글이 차지함. 각종 구글 제품과 서비스에서  
  발견된 취약점은 2021년 현시점 총 547개이며, 이 취약점의 영향을 받는 사용자들은 30억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2위는 MS로, 현재까지 MS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발견된 취약점은 총 432개이며 상당수는 익스체인지 서버  
  (Exchange Server) 와 관련이 되어있었음. 
- 3위 오라클에서는 총 316개의 취약점이 발견되었음. 오라클의 제품들 중에서는 특히 자바 기반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 구축, 실행하는 데 특화된 플랫폼인 웹로직 서버 (WebLogic Server) 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 

 · 아틀라스VPN은 구글, MS, 오라클 플랫폼의 경우, 한 번의 공격 성공으로 수많은 사용자들을 노릴 수 있는 공격 
효율성이 매우 높은 까닭에 이에 대한 취약점 연구가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함. 

한국 부동산 경매 사이트 DB와 한국인 여권 정보, 딥웹에서 판매 중 ▶

 · 최근 유출된 데이터베이스가 거래되는 특정 딥웹 커뮤니티에 한국 부동산 경매 사이트의 DB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음. 이 판매자는 내부 DB 스키마(Schema)와 스크린 샷을 함께 올리며, 55GB의 정보를 1,000달러(한화 약 
11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밝힘. 

 · 보안뉴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캡처된 정보에는 ‘co.kr’ 혹은 ‘or.kr’로 끝나는 웹사이트의 주소 일부가 보이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작은 규모의 웹사이트인 것으로 확인됨. 

 · 이 딥웹에는 한국인의 여권정보를 거래하는 판매글도 있었음. 판매자는 800명 이상의 여권 정보를 갖고 있다며 
모두 250달러(한화 약 29만 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음. 판매자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 
생성된 약 90개의 여권 이미지를 올렸음. 파일 명에 여권 소유주의 이름과 함께 교회명, 그리고 집사 등 교회 직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교회에서 유출됐거나 선교여행을 진행한 여행사에서 유출된 정보로 추정되고 있음. 

‘페가수스 스파이웨어 방어해 줄까?’… 국제사면위원회 사칭한 트로이목마 공격 주의보 ▶

 · 수주 전 세계적인 피해를 일으켰던 스파이웨어 페가수스(Pegasus)에 대한 방어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며 
사웬트(Sarwent)라는 트로이목마를 심는 공격자들이 나타났음. 이들은 국제사면위원회를 사칭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국제사면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음. 아직 공격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음. 

 · 페가수스는 이스라엘의 스파이웨어 제조사인 NSO그룹(NSO Group)이 만든 소프트웨어임. 원래는 사법 기관들이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특정 정권의 ‘정적 감시용’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7월 20일 미 워싱턴포스트가 페가수스가 해킹한 전화번호 5만 개를 입수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국가 지도자,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가 등이 피해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음.  

 · 에드워드 스노든은 ‘스파이웨어 시장은 아직 아무런 규제 장치도 없다. 이 시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엄격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심리적 방어선’… 틈을 파고드는 스미싱 공격 주의보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OWASP), ‘OWASP Top 10 취약점’ 갱신 및 
초안 발표 

▶

 ·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OWASP)는 2017년 발표되었던 ‘OWASP Top 10 취약점’을 갱신하여 
새롭게 발표했음. ‘OWASP Top 10 취약점’은 가장 많이 익스플로잇 되는 취약점 유형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한 문서로 보통 3-4년에 한 번씩 비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초안 상태로 더 많은 피드백을 거친 후 최종본이 
발표될 전망.

 · 1-3위를 차지한 위협들은 순서대로 ‘잘못된 접근 제어’, ‘암호화 오류’, ‘주입 오류’임. 취약점 항목의 정의가 
바뀌면서 순위 변동이 나타난 것이 눈에 띔:  
- 그동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XSS 취약점은 ‘주입(Injection) 오류’ 항목에 포함되며 재분류되었음.  
- ‘불안전한 설계(Insecure Design)’ 항목은 올해 처음 추가되었음에도 4위에 이름을 올렸음.  
- 지난 버전 당시 3위였던 ‘민감정보 노출’은 올해 ‘암호와 오류’의 일종으로 새롭게 분류되었음. 

 · 보안 전문가들은 Top 10에 속할 정도라면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목록에 있는 10가지 유형의 취약점 목록을 
토대로 능동적인 취약점 관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함. 

‘이 가성비 무엇?!!! VPN,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 있어요’… 대기업 내부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 거래 시장 성장 중 

▶

 · 공격자들이 공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VPN이나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 등의 정보를 거래하는 시장이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스라엘 위협 인텔리전스 기업 켈라(Kela)가 사이버 범죄 포럼에서 추적한 토론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구매한 정보를 이용해 기업 침투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분의 시간을 랜섬웨어 공격 
또는 데이터 탈취 등의 수익 활동에 할애하고 있었음. 

 · 특히 랜섬웨어 공격으로 더 큰 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연평균 수익 1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국가별로는 부유한 기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미국(47%), 캐나다/호주(37%), 유럽(32%) 기업 정보 
인기가 높았음. 

 ·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과 관련된 스미싱 문자가 널리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발견한 보안 기업 클라우드마크(Cloudmark)는 여러 난독화와 악성 기능이 얽혀있다는(tangle) 이유로 이 공격에 
사용된 멀웨어에 탱글봇이라는 이름을 붙였음. 

 · 공격자들은 탱글봇을 사용해 연락처 정보, 문자 정보, 전화기의 각종 기능, 통화 로그, 인터넷 접근 정보, 카메라와 
마이크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심지어 마음대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발신 및 차단하고, 음성과 
영상을 저장할 수 있었음.

 · 탱글봇의 특이한 점은 이렇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발견된 그 어떤 취약점도 
익스플로잇 하지 않고 모두 사용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임.  

 · 클라우드마크는 코로나로 인해 원격 근무가 확산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초적인 공격 기술인 스미싱의 
공격 효과가 배가되었다고 설명함. 실제로 2020년 하반기에 발견된 스미싱 수는 상반기 대비 2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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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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수, 박종선

SIEM을 통한 데이터 유출 탐지 방안

개요01.

최근 근무 환경 변화에 따라 원격(재택) 근무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국내 보안 관리 부실로 인한 데이터 유출 사고의 평균 손실액은 `2020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인증정보가 꼽혔고, 이어서 고객의 개인 

정보가 데이터 유출 사고 시 노출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정보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 유출되면 향후 추가 

공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기업의 근무 환경과 그 안에서 발생 하는 “데이터 유출” 사고를 예방(탐지) 하기 위해 SIEM은 

어떤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 한다.

아무도 믿지 마라 (재택근무자 행위 모니터링)02.

위 [그림 3-1] 같이  근무자는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재택을 통해 사내 접근하여 기존 회사 근무 중에 유지했던 

업무 생산성과 환경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문서중앙화는 업무 관련 문서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전송의 흐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이를 두 가지 형태의 시나리오로 

나누어보았다. 

1. 업무시간에 사내 문서중앙화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2. 업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행위

※ 재택근무자들이 인가 받은 VPN을 통해 접근을 하지만, 사내 문서중앙화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3-1] 시나리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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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이동 경로를 파악 하라03.

이외에도 다양한 문서중앙화 이용 모니터링 항목들이 존재한다. 문서중앙화 제품 군에 따라 모니터링 방안 

수립이 달라질 수 있다.

VPN 로그를 살펴보면 VPN을 통하여 팀내의 문서중앙화에 접근한 내부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다. VPN 로그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용자 이름, 부서명, 직급, IP 주소, MAC 주소, 하드웨어 정보 등을 확인 가능하여 접근한 

사용자가 이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상행위자 분석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 VPN 로그로 확인한 내부 사용자 접근 이력

팀내의 문서중앙화 로그를 살펴보면 서버에 이상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파악할 수 있다. 문서중앙화에서 

이상행위라 볼 수 있는 경우로는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악성코드 의심 확장자 실행, 파일/폴더 삭제 등을 들 

수 있는데 SIEM 통합로그검색 결과 행위자 정보 및 파일명, 파일경로, 파일사이즈, 업무시간 외의 작업 여부, 

출발지 IP로는 VPN 할당 IP 대역 포함 여부에 따라 VPN 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2) 문서중앙화 로그로 확인 가능한 사용자 행위 이력

[그림 3-2] 다양한 시나리오 [그림 3-4] 문서중앙화 로그 분석

[그림 3-3] VPN 로그 분석

[표 3-1] 문서중앙화 접근 재택근무자 모니터링

내용구분

문서중앙화 접근 사용자 식별 가능 여부1

근무시간, 근무시간외에 대한 접근 식별 가능 여부3

행위 판단 가능 여부(파일/폴더 신규생성 및 삭제, 업로드, 다운로드 등)2

신규 IP대역대로 접근하는 계정 식별 가능 여부4

대용량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내역 열람 가능 여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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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출 행위자 탐지04.

 bat, exe, cmd, com, lnk, pif, scr, vb, vbe, vbs, wsh, jar 등과 같은 악성코드 의심 확장자의 파일을 이용한 

사용자 탐지    

1) 악성코드 의심 확장자 탐지 목록화 DB를 활용하여 최근 7일간 문서중앙화에 접근한 이력이 없는 신규 IP 접근자 탐지 

3) 신규 IP대역 접근자 탐지

문서중앙화에 파일 사이즈 단위가 대용량 단위(GB, TB, PB, EB, ZB, YB)이고 upload 또는 download의 

행위를 한 사용자 탐지

2)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탐지(GB 단위 이상) 

[그림 3-6]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탐지 단일경보 [그림 3-8] 파일 또는 폴더 삭제 탐지 단일경보

[그림 3-5] 악성코드 의심 확장자 탐지 단일경보

문서중앙화에 존재하는 기존 파일 또는 폴더를 삭제한 사용자 탐지 

4) 파일 또는 폴더 삭제 탐지

[그림 3-7] 신규 IP대역 접근자 탐지 단일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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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답이다05.

우리는 수 많은 데이터를 하나씩 들여다 볼 수 없다. 따라서 데이터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로 시각화한다면 접근성은 물론이고 손쉬운 행위 분석이 가능하다. 문서중앙화서버의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 대시보드는 크게 업무시간 유무에 따라 파일 업/다운로드 및 삭제 현황, 사용자 접근 이력, 이상 행위 

탐지 경보를 볼 수 있도록 아래 [그림 3-9] 와 같이 표현하였다. 이처럼 자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과 경보 생성의 단계를 거친 상세 로그분석을 대시보드 표현에 표현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 재택 근무는 점점 더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안 준수 사항을 숙지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각 기관마다 구성된 솔루션의 로그를 활용하여 경보 정책을 세우고 이를 통해 보다 빠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그림 3-9] 문서중앙화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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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ID를 이용한 권한상승의 위험성

보안관제센터 보안분석팀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Unix-like OS, 이하 유닉스)는 멀티 유저(Multi-User)시스템으로,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스템 관리를 위해 각 사용자 계정에는 권한이 부여된다. 최고 관리자인 root는 사용자 

권한 부여 및 시스템 관리 등의 모든 운영체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에게 악용될 경우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격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소권한원칙(least privilege 

policy)에 따라 운영할 것을 권고하지만 권한상승과 같이 권한탈취를 위한 공격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권한상승(Privilege Escalation)은 응용프로그램이나 사용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Access Privilege)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의 버그(Bug), 설계결함(Defect), 

장애(Failure), 오설정(Misconfiguration)등을 악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권한상승은 권한 우회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공격 기법으로 SetUID를 이용한 공격이 가장 대표적인 공격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유닉스에는 User, Group, Other 권한 이외에 특수권한으로 ‘SetUID’와 ‘SetGID’가 존재한다. 해당 권한이 

적용된 파일은 실행 시 일시적으로 파일 소유자 또는 소유 그룹의 권한을 얻을 수 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파일들은 보안을 위해 root의 접근만 허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 최소권한으로 설정된 

일반 사용자도 해당 실행 파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 SetUID를 적용한다. 특수 권한의 사용은 

일부 상황에서는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올바르지 않게 사용할 경우 권한 상승 공격에 이용되어 심각한 보안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SetUID 설정을 이용한 권한 상승 공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개요01.

UID(User ID) 개념 및 상세구현 매커니즘02.

유닉스의 커널에서 사용자 식별 시 양의 정수값을 사용하는 UID(User ID)을 사용하게 되며 /etc/passwd에 

저장된다. 관리자권한인 root는 UID값이 0으로 부여되고, 그 외의 계정들의 경우 0이외에 값이 부여된다. UID는 

로그인한 실제 사용자의 ID인 RUID(Real User ID)와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접근할 파일의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 ID를 의미하는 EUID(Effective User ID)로 구분할 수 있다.

프로세스 실행 시 일반적으로 EUID는 RUID와 일치하게 설정되지만 EUID가 RUID와 다르게 설정되는 특수한 

경우가 존재한다. SetUID가 설정된 파일이 실행되는 경우가 이에 속하는데, SetUID 설정은 권한 상승 공격에 

악용되곤 한다. 

1) RUID, EUID 개념

[표 5-1] RUID와 EUID의 차이점 

구분

정의

영향

특징

RUID (Real User ID)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실제 사용자의 ID

프로세스간 시그널 전송 시 받는

프로세스의 UID 식별

프로세스 실행 시 변하지 않는 값

EUID (Effective User ID)

프로세스 실행 시 자원에 접근할 때

적용되는 사용자의 ID

프로세스가 생성한 파일의 소유자를 결정

프로세스 실행 시

변경될 수 있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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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ID는 유닉스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접근권한이 없는 파일에 접근을 허용하는 특수권한을 부여한다. 

SetUID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 또는 지정하는 명령어인 ‘passwd’에 사용된다. 

‘passwd’명령어를 사용하면 /usr/bin/passwd에서 접근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etc/shadow에 접근하는 

구조로 동작하게 된다. /etc/shadow파일은 비인자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root계정에 한해서만 

접근권한이 부여되는데 SetUID를 이용하면 root권한을 임시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shadow파일의 접근권한이 없는 일반사용자가 파일접근 시에는 [그림5-1]과 같이 ‘passwd : 인증 토근 수정 

오류(passwd: Authentication token manipulation error)’가 발생하면서 접근에 실패하게 된다. 이처럼 

파일의 접근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해당 파일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SetUID를 이용하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2) SetUID 개념

SetUID 권한이 부여된 파일의 실행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가  /usr/bin/passwd 파일을 실행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usr/bin/passwd 파일의 소유자는 root이며 SetUID 설정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다.

① 현재 로그인한 일반 사용자 계정의 RUID 값은 1000이며 EUID 값은 RUID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본인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 /usr/bin/passwd 파일을 실행시킨다. 

② SetUID가 적용된 파일 실행 시 SUID에 현재 EUID 값을 저장하고, EUID 값을 ‘파일 소유자의 RUID’ 

값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SUID란, Saved UID를 말하며 EUID 임시 변경 후 이전 값으로 복원을 위해 변경 전의 

값을 저장한다. 

③ [그림 5-3]에서 파일 소유자는 root이므로 root의 RUID 값인 ‘0’이 EUID로 설정되는 것이다. 

④ 파일 실행을 마치면 원래의 EUID로 돌아가기 위해 SUID에 저장되어 있는 값(1000)을 가져와 현재 EUID 

값으로 저장한다. 

⑤ 사용자는 파일을 실행하기 전과 동일한 EUID 값(1000)으로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SetUID 설정이 적용된 파일을 실행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파일 소유자의 권한이 부여되며 

파일 실행이 종료된 시점에는 본래의 권한으로 재설정된다.

4) SetUID가 부여된 파일의 실행 과정

SetUID 설정은 파일의 소유자 혹은 root만 가능하며 실행 파일에 ‘chmod u+s’명령을 이용하거나 ‘chmod 

4755’처럼 1000자리에 4를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SetUID를 설정하면 [그림 5-2]와 같이 파일 소유자의 

실행 권한 부분이 x 대신 s로 변경된다. 불필요하게 설정된 SetUID를 제거하고 싶다면 ‘chmod u-s’ 명령을 

이용하거나 ‘chmod 0755’와 같이 1000자리에 4를 제거하여 적용하면 된다.

3) SetUID 설정 방법

[그림 5-2] ‘chmod u+s’ 명령어를 이용한 SetUID 설정 방법

[그림 5-1] SetUID가 적용되지 않은 /usr/bin/passwd 파일 [그림 5-3] SetUID 설정으로 인한 EUID 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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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사례 : CVE-2018-1466503.

Xorg 파일의 SetUID 설정은 X.Org 서버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설정으로, 

하드웨어와 직접 통신을 위해 root 권한이 필요하여 존재하는 설정이다. 그러나 공격자들은 이 점을 악용하였고, 

공격이 가능한 버전 및 OS 정보는 [표 5-2]와 같다.

최소 권한이 부여된 일반 사용자도 SetUID를 이용하면 언제라도 root가 될 수 있으니 공격자들은 이 점을 노려 

권한 상승 공격에 이용하곤 한다. SetUID 기능을 악용한 권한 상승 공격 사례 중 CVE-2018-14665 취약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CVE-2018-14665로 등록된 이 취약점은 주요 유닉스 배포판에서 GUI 환경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X.Org 서버 

패키지에 존재하며, 제한된 권한을 가진 공격자가 root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유닉스 사용자들 중 GUI 

환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체제 설치 시 소프트웨어 선택을 통해 자동 설치하거나 운영체제 설치 후 수동 설치를 

통해  X.Org 서버를 이용할 수 있다. 

X.Org 서버가 설치된 리눅스 환경에는 [그림 5-4]와 같이 /usr/bin/Xorg 파일이 존재하여 Xorg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파일을 ‘ls -l’ 명령을 통해 조회한 결과 SetUID가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1) 취약점 소개 /usr/bin/Xorg 파일은 X.Org 서버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Xorg’ 명령어 실행 시  △ 인자

확인, △ 권한확인, △명령 수행 순으로 실행되게 된다.

‘Xorg’ 명령와 함께 ‘-logfile’을 입력하면 로그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여 생성할 수 있다. 전달된 인자 값 중 

‘-logfile’이 확인되면 서버는 LogInit() 함수를 실행하여 fopen()함수를 통해 로그 파일을 생성한다. [그림 5-5]

은 LogInit()함수에서 로그를 생성하는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로그 파일 생성 시 fopen() 함수를 통해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빈 파일을 생성하고, 

존재한다면 새 파일로 덮어 씌워 기존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 생성된 로그 파일에는 “FontPath set to:” 라는 

내용과 설정된 ‘FontPath’가 함께 기입된다. FontPath는 ‘fp’ 인자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정하여 

설정하지 않는다면 기본값인 “catalogue:/etc/X11/fontpath.d”가 기입된다. ‘Xorg :1 -fp “hello” -logfile 

test.log’ 명령을 통해 글꼴 경로를 “hello”로 변경 시 로그 파일에 “hello” 문자열이 저장된 것을 [그림 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취약점 분석

[그림 5-4] SetUID가 적용되어 있는 /usr/bin/Xorg 파일

[그림 5-6] ‘fp’ 인자를 통해 변경된 FontPath

[그림 5-5] X.Org 서버 패키지의 LogInit() 함수

[표 5-2] CVE-2018-14665 영향받는 버전

구분

CVE-2018-14665

영향 받는 OS 종류

대부분의 Linux/Unix

(RedHat, CentOS, Debian, Ubuntu, Pedora,

OpenBSD 포함)

취약한 버전

1.19.0 이상

1.20.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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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가 대상 서버에 ‘igloo’ 라는 사용자 계정으로 SSH 원격 접속에 성공했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후의 

권한 상승 공격을 펼쳐 보이겠다. 공격자는 서버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기 위해 CVE-2018-14665 취약점을 

이용하여 root 권한을 획득할 생각이다. 공격 시연 환경은 [표 5-3]과 같다.

원격 접속에 성공한 공격자는 첫 번째로 ‘find / -type f -perm -4000 -user root’ 명령을 실행한다. 

SetUID가 적용된 파일 중 소유자가 root인 실행 파일을 찾는 명령으로, X.Org 서버가 설치된 운영체제라면 

/usr/bin/Xorg 파일이 검색될 것이다.

공격자는 Xorg 파일 실행 시 ‘logfile’ 옵션을 통해 로그 파일명을 지정하여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과 ‘fp’ 옵션을 

통해 원하는 문자열을 기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etc/shadow 파일 생성을 시도할 것이다. [표 5-4]의 

공격 코드를 통해 shadow 파일을 로그 파일로 덮어 씌운 후 “root:::0:99999::::” 문자열을 삽입하여 비밀번호 

없이 root 계정을 탈취할 계획이다. [그림 5-7]은 공격 코드를 입력한 결과 모습이며, 비밀번호 입력 없이 root 

계정으로 접속하는데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공격 시연

[표 5-3] 공격 시연 환경
[그림 5-7]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공격 결과 모습

Attacker Server OS Kali 2021.1 (192.168.64.133)

Victim Server OS CentOS 7.5.1804 (192.168.64.138)

Xorg Version 1.19.5

Exploit 코드

cd /etc; Xorg -fp “root:::0:99999::::” -logfile shadow :1; su root;

[표 5-4] 관리자 권한 탈취를 위한 공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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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패치가 적용된 X.Org 서버 1.20.4 이후 버전에서는 해당 취약점이 발현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X.Org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면 현재 버전 확인 후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한다. 서버 버전 확인 및 업데이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득이하게 버전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시방편으로 SetUID 설정을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chmod -s /usr/binXorg” 명령을 통해 SetUID 설정을 제거할 수 있으며 SetUID를 제거할 경우 root가 아닌 

일반 사용자의 X.Org 서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영향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logfile 옵션 사용 시 로그 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권한 상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는 x f86CheckP r i vs ( )함수를 

이 용 했 지 만  패 치  이 후 에 는 

xf86PrivsElevated()함수를 이용한다. 

[그림 5-9]는  ‘-logfile’ 인자값 입력 시 

실행되는 권한 확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안 패치 이전에는 ‘상대 경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지만 패치 이후에는 이 부분을 

제거하여 ‘권한 상승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있다.

‘권한 상승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용자의 

RUID값과 EUID 값을 비교하여 서로 다를 

경우 권한이 상승되었다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며 종료된다.

CVE-2018-14665 취약점은 ‘logfile’ 인자 전달 시 권한 확인 로직이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보완한 버전이 배포되었다. Xorg 실행 시 전달받은 인자 값이 ‘-logfile’인 경우에 해당하는 처리 과정에서 

권한 확인 함수가 변경되었다. [그림 5-8]은 보안 패치 적용 시 삭제되는 부분과 추가되는 코드를 보여주고 있다.

3) 취약점 패치

“Xorg -version” 명령을 통해 현재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X 서버 버전을 확인한다. 1.19.0 이후 1.20.3 이전 

버전을 이용하고 있다면 SetUID 설정을 악용할 수 있으므로 1.20.4 이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① 사용 중인 X.Org 서버 버전 확인

[그림 5-8] 보안 패치 시 삭제 및 추가되는 코드

[그림 5-10] X.Org 서버 버전 확인

[그림 5-9] 보안 패치 전후 비교

사용 중인 X.Org 서버를 업데이트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패키지 저장소(repository) 목록에 1.20.4 이후 

버전의 X.Org 서버가 존재하는지 확인 후 [표 5-5]의 업데이트 명령어를 통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②  X.Org 서버 업데이트

[표 5-5] 운영체제별 업데이트 명령어

 · RedHat 계열(CentOS, RHEL, Fedora 등) : yum update xorg-x11-server-Xorg

 · Debian 계열(Ubuntu, Kali Linux 등) : apt-get update xorg-x11-server-Xorg



34 35www.igloosec.co.kr

Tech Note SetUID를 이용한 권한상승의 위험성

SetUID 또는 SetGID가 적용되어 있는 파일은 공격자의 타겟이 되기 쉬우므로 주기적으로 감사하여 불필요한 

권한 상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SetUID, SetGID 설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응방안04.

[표 5-6]의 명령을 통해 SetUID, SetGID가 설정된 파일의 상세 목록을 조회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1) SetUID, SetGID 권한이 부여된 파일목록 확인방안

조회된 목록 중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SetUID 또는 SetGID가 적용된 파일이 존재한다면 [표 5-7]의 

명령을 통해 해당 설정을 제거한다. SetUID 또는 SetGID를 제거할 경우 파일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의 실행이 

제한되므로 해당 권한 제거 시 영향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2) 불필요한 SetUID 및 SetGID 권한 제거방안

반드시 SetUID 또는 SetGID의 사용이 필요하여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되도록 일반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특정 그룹에 속한 사용자만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표 5-8]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제거할 경우 파일 소유자 또는 소유 그룹원이 아닐 경우 파일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치 시 영향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한다.

3) SetUID 및 SetGID가 필요한 경우 관리 방안

 · find / -xdev \( -perm -4000 -o -perm -2000 \) -type f -print0 | xargs -0 ls -l

[표 5-6] SetUID, SetGID 파일 조회 명령어

[그림 5-11] SetUID, SetGID가 설정된 파일 목록 조회 [표 5-8] SetUID, SetGID가 필요한 파일의 관리 방안

[표 5-7] SetUID, SetGID 설정 제거 명령어

구분

그룹 생성

파일의 소속 그룹 변경

일반 사용자 접근 제한

구분

SetUID

설정 제거 

SetGID

설정 제거 

방법

groupadd <group_name>

chgrp <group_name> <file_name>

chmod o-rws <file_name>

방법

chmod u-s <setuid_file_name>

chmod 0755 <setuid_file_name> 와 같이 1000자리에 4를 제거 

chmod g-s <setgid_file_name>

chmod 0755 <setgid_file_name> 와 같이 1000자리에 2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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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의 SetUID, SetGID 이용이 불가피한 파일의 경우 해당 파일의 실행 로그를 기록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표 5-9]는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audit 기능을 이용한 감사 규칙 설정 방법이다. 만약 audit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yum 또는 apt-get 명령을 통해 설치를 진행한다. 설치를 마친 후 일반 사용자의 

SetUID 및 SetGID 파일 실행에 대해 로그를 기록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의한다. 정의된 행위가 발생하면 

/var/log/audit/ 디렉토리에 로그가 기록되므로 주기적으로 로그를 확인하여 SetUID, SetGID 파일이 권한 

상승 공격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일반 사용자의 SetUID 및 SetGID 설정 파일실행 로그 기록

[표 5-9] 일반 사용자의 실행 로그 감사 방법

구분

설치

규칙

정의

방법

RedHat 계열 yum install audit

명령어 사용
auditctl -w <파일경로> -p <퍼미션> -k <규칙명>

(예시 : auditctl -w /usr/bin/passwd -p x -k passwd_change)

Debia 계열 apt-get install auditd

/etc/audit/audit.rules
파일 수정

 -a always,exit -F path=<파일경로> -F perm=

<퍼미션> -F auid >=1000 -k <규칙명>

설정된 규칙 확인 auditctl -l

저장된 로그 파일 위치 /var/log/audit/

지금까지 SetUID의 개념과 프로세스 동작 원리 및 취약점(CVE-2018-14668) 사례를 통해 권한상승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다. 프로세스 실행 시 다른 사용자의 권한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CVE-2018-14665와 같이 악용될 경우에는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수권한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시스템에 설치되는 기본 파일에도 SetUID 

및 SetGID는 존재하는 관계로 모든 파일에서 특수권한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가되지 않은 자의 SetUID 및 SetGID를 이용한 권한상승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대응방안들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결론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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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란?

데이터 3법 개정 주요 내용

개인정보이동권 보편화의 필요성과 주요 시사점 

보안컨설팅사업부 컨설팅5팀 강정윤

개요01.

국내 현황: 신용정보법의 개정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02.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주체(개인)의 권리 보장과 개인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발전 시키고자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추가된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만 신용정보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이후,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기본법」,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 

발의 되었으나 아직은 정부 입법안으로 그친 상태다. 「신용정보법」이 포함된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개념을 다음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출처 : 금융위원회(2018.7.17),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인용)

[그림 6-1] 코스콤, “마이데이터활용 사례”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은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인정보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전을 원하는 서비스에 선택하여 이전시켜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이동권”이 등장했다. 

“개인정보이동권”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은 금융 산업에 특화된 금융 관리 
개별법으로 금융 서비스 분야가 주요 법 적용 범위이다. 따라서 금융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개인정보이동권 보편화의 필요성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번째,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실질적 시장에서의 보편적 경쟁을 위한 대비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당국의 엄격한 개인정보규제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어 데이터 시장 규모에 비해 데이터 
활용 및 분석 수준은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정보부처들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별 마이데이터 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 분야 뿐 아니라 보편화된 시장에서의 
개인정보이동권  규정을 통해 모든 산업 영역에서의 보편적 경쟁을 촉진해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 개인정보 보유 기업과 정보주체 간의 주도권 불균형의 해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은 개인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의 정보관리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 기업과 
정보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통제권을 확보할 방법을 
자세히 규정하지 않아 주도권이 한쪽이로 치우칠 수 있기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보편화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국 내·외 개인정보이동권 도입 현황과 마이데이터 기업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이동권” 보편화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주요 시사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개정 주요 내용법령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도 도입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
·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화

·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 정보 포함

·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이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업무 관련 조문 체계 정비

①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필요한 정보 항목을 선택 후 금융회사가 해당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

② 금융회사는 정보주체의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표준화된 전산처리방식(API)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는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전달

③ 정보주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정보를 일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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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황: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이동권03.

개인정보의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많은 개인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 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가 기존에 

존재하는 개인 정보 동의 제도로는 해결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유럽연합(EU)에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개인정보이동권”이다.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에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소비자)의 통제하에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하고 플랫폼을 선택하여 다른 서비스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작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버지니아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법(VCDPA)」, 캐나다의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법안 C-11)」, 

싱가포르의 「 개인정보보호법 (PDPA) 」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개인정보이동권”을 통과 시켰다.

유럽연합(EU)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 걸쳐 소비자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2차 결제 서비스 지침(PSD2)」 을 통해 “개인정보이동권”을 금융 산업에 적용하였다. 그 

외, “유럽 의료정보 공간“, “의료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보안 지침＂을 통해 「의료정보이동권」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 「2차 결제 서비스 지침(PSD2)」, 「의료정보이동권」 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유럽(EU)

 · 2018년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 정보 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개인정보이동권”을 

포함하고 있음

 · “개인정보이동권”을 통한 대형 기업들의 시장 지배, 개인과 기업간의 힘의 불균형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 ]

 · 2021년 1월 부터 「2차 결제 서비스 지침(PSD2)」을 유럽 지역 전반적으로 적용, 금융정보의 이동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안성을 강화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촉진

 · 「2차 결제 서비스 지침(PSD2)」에 따라 신용카드를 통한 모든 온라인 결제에는 강력한 고객 인증과 이동권 

관련 추가 사항을 적용

[ 2차 결제 서비스 지침(PSD2: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개정 ]

[표 6-1] (출처 : KISA GDPR 대응지원 센터, “정보주체의 권리” 인용)

권리 주요 내용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삭제권(신설)

반대권

정보주체의 열람권

처리 제한권(신설)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신설)

정정권

개인정보 이동권(신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무상으로 알려 줘야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처리 목적 달성 시 삭제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 관련 정보 처리에 대해 언제든 반대할 수 있음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의 차단·제한 권리를 행사할 시 그 정보는 보관만 가능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자동화 처리에만 근거한

인적 개입 없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시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정보주체나 타 기업(컨트롤러)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2차 결제 서비스 지침(PSD2)」에 적용된 추가 사항

GDPR 상 정보주체의 권리

추가사항 내용

투명성 요건 (기존)
(’18년 1월) 가격, 고객권리, 금융보고 측면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유럽경제권(EEA)에 하나 이상의 거래 당사자의 인터넷상 거래에 적용

보안성 요건 (신규)
(’21년 1월) 강력한 고객인증 등 보안 사항 규정,

대상: 전자상거래 모든 당사자

이동권 관련 기술 요건 (신규)
(’21년 1월) 은행이 결제기관을 이용하여 계정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을 대신하여결제 시작을 허용해야 하는 기술적 요구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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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마이데이터(Midata)」를 시행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디지털화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초로 「오픈 뱅킹」정책을 의무화한 국가다. 더불어, 영국 국방부(MOD)는 지난 2021년 1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정보주체의 권리(Data 

Protection: rights for data subject)”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서비스 간의 개인정보를 쉽게 이동, 복사, 

전송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알 

권리, 정보접근권리, 수정권, 삭제권 처리제한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지동화된 의사결정과 프로파일링 권리 

등등 다양한 지침 을 포함하고 있다.

2) 영국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과 같은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이 부재한 대신 2018년 6월에 제정된 「캘리포니아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2021년 2월 버지니아주에서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포함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안(Senate 

Bill No. 1392)」이 상원 통과된 바 있다 (최종 제정 시, 2023년 1월 시행 예정). 「캘리포니아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과 버지니아주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 외, 미국에서는 오픈 뱅킹에 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 단체인 “금융데이터 거래협회 (FDE: 

Financial Data Exchange)” 를 설립하여 민간 중심으로 금융데이터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미국 

보건복지부(HHS: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는 「의료보험 이동성 및 책임성에 관한 법률(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개정안을 마련하여 병원 단위의 의료정보이동권을 

규정,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공유, 환자가 자신의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를 담고자 하였다.

미국은 2011년 부터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정책을 추진했다. 해당 정책의 

세부 항목으로  “블루버튼(Blue Button)“, “그린 버튼(Green Button)”, “마이 스튜던트 버튼(My Student 

Button)”을 적용하여 의료, 에너지, 교육 분야로 “개인정보이동권”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민간이 보유한 정보를 정보주체에 제공·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미국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럽연합(EU) GDPR 처럼 개인정보 이동권과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일본은 2018년 5월 「정보 신탁 기능의 인정에 관한 초안」을 발표하여 마이 

데이터와 유사한 “개인 정보 유통 체계”와 “정보은행(정보이용 신용은행 제도)＂을 추진하였다. 

“개인 정보 유통 체계”와 “정보은행(정보이용 신용은행 제도)＂이란 일본의 상황에 맞춘 개인 데이터 활용 구조로 

관광, 금융(핀테크), 의료, 헬스케어, 인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은 개인이 직접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개인이 정한 

조건에 따라 대리인이 타당성을 판단하고 개인 정보를 다른 사업자(제 3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에 가깝다. 

4) 일본

 ·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유럽 의료정보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2019~2025)” 과제 추진을 

통해 전자의료 기록, 유전자 데이터, 환자 등록 데이터 등 의료정보의 접근과 이동권의 이용을 장려함

 · “유럽 의료정보 공간을 위한 공동 조치”을 설립하여 유럽의 공중 보건, 치료, 연구 혁신을 위한 의료 정보 

공유하고자 함

 · EU 사이버 보안원(ENISA)에서 “의료정보이동권”과 “의료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보안 지침”의 세부 지침에 

“개인정보 이동권”과 상호 운용성 관련 지침을 포함하여 발표함

[ 의료정보 이동권의 추진 ]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 정책 내용

분류 세부 항목

마이 스튜던트 버튼 (교육)
· ‘마이 스튜던트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비 대출·보조금 데이터 등 열람
· 학적 기록 및 학자금 대출 데이터 열람·다운로드

그린 버튼 (에너지)
· ‘그린 버튼’ 을 클릭하여 자신의 에어지 사용량 및 요금 데이터 확인
· 실시간 전력사용량 확인을 통한 전력 수요 절감

블루 버튼 (건강·의료)
· ‘블루 버튼’을 클릭하여 의료기록에 접속하고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활용
· 각종 의료정보, 긴급연락처, 의료팀 보험자를 위한 데이터 다운로드

[표 6-2] (출처 : 한국데이터진흥원(2018), “2018 데이터산업 백서” 인용)

 · 열람권의 일부로 개인정보 이동권 보장, 정보의 상세 내역과 개인정보의 사본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 하지만, 개인정보를 수령할 권리로 한정되며 12개월 동안 수집된 개인정보만 적용함

[ 캘리포니아주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 ]

 ·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을 버지니아 법령에 추가한 것으로 바이오인식정보, 정확한 위치 정보, 프로파일링, 

민감한 정보, 표적 광고에 대한 정의 포함

 ·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수정할 권리, 삭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개인정보 처리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버지니아주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안- Senate Bill No. 1392(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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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출처 : Mydex, https://dev.mydex.org/)

5) 기타 국가

주요 현황 내용국가명

[ 2020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PDPA) 개정 통과 ]

· PDPA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력 강화

·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련한 새로운 용어 도입

·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신 조직에 직접 전송하도록 이동 조직에 요청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전송이 개인이나 제3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거나, 국가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원회가      

   금지했을 시 개인 정보 전송이 불가함

싱가포르

[ 2021년 1월 개인정보보호 당국, 독점금지 당국, 소비자 보호 당국의 공동의견서 발표 ]

· 정보 주체들이 다른 제3자로의 데이터 전송과 이용을 허용하고 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 사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개인정보 이동권을 통한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통제력 강화, 개인의 신뢰 향상, 정보 제공을 통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개인정보 이동권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와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만 무료로 제공할  

   것을 제안

이스라엘

[ 2020년 12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 (Bill C-11 법안) 추진 ]

· 새로운 요구사항, 명령, 벌금 및 개인정보보호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규정

· 조직은 개인 정보를 개인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 조직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규정

· 개인 정보 이동권을 통해 개인의 개인정보 통제력 강화, 정보 이동을 통한 기업 간 경쟁 촉진, 개인의  

  서비스 제공자 변경을 용이하도록 함

· GDPR과 달리 개인정보 접근권리나 폐기 요청 권리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지 않음

캐나다

[표 6-3] (출처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21.03), “개인정보보호 동향분석보고서” 인용)

[그림 6-2] (출처 : digi.me)

다양한 산업에서의 개인정보 이동권 보편화 사례04.

디지미(Digi.me)는 2009년 영국  Julian Ranger 에 의해 설립된 대표적인 개인데이터 저장소(Personal 

Data Store, PDS) 기업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고객의 선택 하에 여러 

곳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 곳에 저장,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고객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해서 제 3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보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디지미의 활용 방법으로는 디지미 앱에 개인정보를 가져올 사이트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디지미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개인 소유의 Dropbox, Google Drive, OneDrive 등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고 수집 현황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을 출력한다. 그 후, 정보 주체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원하는 서비스에 제공될 수 

있도록 허락하면 디지미에서 해당 데이터들을 이용 회사들이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디지미는 고객들의 재무관리를 해주기도하고 특정 가 여행 시 여행 정보나 

고객에게 어떤 백신이 필요한지 알려주거나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특정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디지미는 금융기관의 거래 정보 외에 SNS, 의료, 음악 등 비금융 

영역에서의 정보도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다.

1) 디지미(Digi.me), 영국의 대표적인 개인데이터저장소 기업

수집 대상 내용

소셜 활동

금융

의료

건강과 운동

엔터테인먼트

Facebook, Instagram, Twitter, Pinterest 및 Flickr

1000개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비자, 마스터 카드 등 주요 카드사 사용 내역

1000개 의료 관련 기관 (영국, 아이슬란드, 미국)

Fitbit, Garmin(웨어러블 기기) - 걸음 수, 칼로리, 운동 유형 및 시간 등 실시간 정보

Spotify, 유튜브  - 아티스트, 노래 및 장르, 재생 목록, 좋아요 기록, 업로드 동영상 등

[표 6-4] (출처 : 보험연구원(2021.4),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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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덱스(Mydex)는 2008년 영국에 설립된 기업으로 CIC(Commnuity Interest Company, 공동체 이익 

회사)가 운영하는 개인 정보 플랫폼이다. 마이덱스는 기업 ·정부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제3자(기업)에게 공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개인데이터 저장소(Personal Data Store, PDS)와 오픈 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 정보 데이터의 종류나 

범위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전기요금 관리, 세금 

환급, 해외여행, 온라인쇼핑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마이덱스는 공동체 이익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 공공·사회적 목적이 크다는 것이 다른 기업들과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이덱스 

플랫폼은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데이터를 3rd party(서드 파티)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대신 기업 에서 마이덱스 플랫폼에 연결할 경우 초기 연결 비용이 발생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2) 마이덱스(Mydex), 공공·사회적 목적을 위한 개인데이터 저장소 기업

코지 클라우드(Cozy Cloud)는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Benjamin Andre 가 설립한 프랑스 스타트업 기업이다. 

처음엔 Dropbox의 경쟁업체 중 하나로 파일·데이터 저장소로 시작하였으나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안을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대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을  지켜보면서  개인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발된 것이 

지금의 코지 클라우드이다. 코지 클라우드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서비스로 부터 개인 정보 를 개인용 클라우드에 

수집하고  해당 정보들을 사용할 서비스들을 퍼스널 클라우드에 추가할 수 있다.  예로 들면, 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정들로 부터 청구서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코지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전기 요금이나 전화 

요금과 같은 필요 정보들을 코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찾아 보거나 코지 뱅크(Cozy Bank)를 통해 청구서들을 

열어보고 코지 헬스(Cozy Health)를 통해 건강 비용을 추적하고 건강 보험료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일정관리, 메모, RSS 리더, 메일, IRC 서버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을 

하나의 “블록” 처럼 추가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코지 클라우드(Cozy Cloud), 개인용 클라우드를 이용한 개인데이터 플랫폼

주요 시사점05.

유럽연합(EU)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 걸친 소비자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였고 미국에서는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를 통해 의료, 에너지, 교육 분야에서의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개인 정보 유통 체계”와 “정보은행(정보이용 신용은행 제도)”을 통해 

금융, 의료, 헬스케어, 인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나 

「신용정보법」 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어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성명, 주민증록 번호 등 개인의 신용도 파악을 위한 정보로 한정되어 있어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느려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편화된 시장과 서비스 경쟁에 대비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들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이동권”을 신설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화된 지침 및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보편화된 시장 경쟁을 위한 정보주체 권리의 확대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정보주체의 통제권 확보 방식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이 

부재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정보주체와 기업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인정보의 이용을 

장려하기보다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막고자 「신용정보법」 으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신중함이 오히려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을 제한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에서는 기존의 권리 및 제도로는 정보주체와 기업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정보 이전과 재사용을 권리화하여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힘의 불균형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의 이동권을 강화할 구체적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2) 대형 기업과 정보주체 간의 주도권 불균형 해결을 위한 개인 권리 보장

[그림 6-4] (출처: Cozy Cloud, https://coz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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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06.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 국 내·외 개인정보이동권 도입 현황과 마이데이터 기업 사례를 알아보고 “개인정보이동권” 

보편화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주요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개인정보이동권”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은 

나라마다 추진 목적 및 성격이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보호만능주의로 인한 정보의 보호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시대에 따라 문화가 바뀌듯 제도와 지침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정보주체의 형식적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이동권” 도입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 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시각과 다른 정보 처리자에게 API를 전송할 권리를 실현시킬 수록 

데이터보안침해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정책 검토 및 시행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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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zy Cloud, “Cozy Cloud 공식 사이트“, https://coz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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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10) PR.IS 정보공유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이규환

카테고리 소개 : PR.IS(Information Sharing, 정보공유)01.

 예방(Protect) > PR.IS(Information Sharing, 정보공유)

: 사이버위협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는 보안관제센터 내·외부 관련 담당자를 포함하고, 필요 시 

  관련 사법당국의 외부지원을 적절히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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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1 보안정보 수집 및 배포방법, IG.SOC-025-02 사이버위협 탐지정책, 
IG.SOC-025-03 침해지표(IoC) 정보, IG.SOC-025-04 일일정보보호동향, IG.SOC-025-05 상황전파문, 
IG.SOC-025-06 분석보고서, IG.SOC-025-07 CTI-SIEM간 탐지 정책 설정,
IG.SOC-025-08 이글루시큐리티 정보공유 체계

최근의 정보공유 활동은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니라,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보안관제에 활용할 것인가에 
보안관제센터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공격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방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자체 비상대응체계인 i-CERT를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수행하고, 이를 각 보안관제센터에서 수집하여 보안관제에 활용한다. 또한  
위협정보공유시스템(IGLOO CTI, Cyber Threat Intelligence)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IGLOO CTI는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IoC 분류, 스코어링, 화이트리스트 등 정보분석 과정을 거쳐 정보를 공유한다. 
IGLOO CTI를 통해 배포 된 정보는 SIEM의 경보, AI보안관제시스템의 종합위험도 분석, SOAR의 Playbook, 
정보보호포털의 위협정보 공유 등 보안관제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에서 활용 된다.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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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C-TAS) 시스템 개요 (출처 : 인터넷 보호나라 홈페이지)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의 두번째 기능(Function)은 “예방(Protect)”으로, 그 중에서 다섯번째로 
소개될 세부활동(Category)은 “정보공유(PR.IS, Information Sharing)”이다. 

보안관제업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정보공유이다. 위협정보, 공격정보, 악성코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보안관제에 어떻게 적용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유 수집처를 
결정하고, 기술적인 방법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보안관제에 적용하는 프로세스가 수립 되어 있어야 한다. 

보안관제센터는 국내외 다양한 수집처를 통해 위협정보를 수집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C-TAS, 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 
시스템’이다. C-TAS는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회원사간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산업 분야의 
다양한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림 7-3] IGLOO CTI 개념도[그림 7-2] i-CERT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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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글루시큐리티,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문 기업 코드마인드 인수

[2021년 10월 07일] 이글루시큐리티가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문 기업을 인수하고 관련 사업 분야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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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기업인 코드마인드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드마인드는 신승철 대표 경영체제를 유지하며 

독립 운영될 계획이다.  

 

코드마인드는 2013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분석 및 검증 전문 기업이다. 다년간 프로그램 분석 및 검증 분야를 연구해온 

교수와 연구진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자동 검증 도구 및 시큐어코딩 진단 분석 도구를 개발하여 왔다. 2019년에는 업계 

최초로 화이트박스 테스팅을 완전 자동 방식으로 제공하는 동적 검증 도구 ‘코요테(COYOTE)’를 출시하고, 자동차, 항공, 

철도, 공공, 국방, IT,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사에 공급하여 왔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이번 인수를 통해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분야 기술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은 기능 구현 유무 확인에 집중된 블랙박스 테스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코드마인드는 

고유의 특허 기술인 심볼릭 테스팅 기술을 토대로 국내 테스팅 시장에서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비중을 높이며 업계 발전을 

이끄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블랙박스 테스팅과 달리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와 동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작의 유효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코드를 정밀히 테스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테스트 인력에게 코딩 역량이 요구되는 까닭에 그동안 

잘 활용되지 못했다. 조직은 완전 자동 방식의 화이트박스 테스팅 도구 도입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테스팅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이 증가하면서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독보적인 화이트박스 테스팅 기술력을 보유한 

코드마인드 인수를 통해, 2027년 약 600억 달러 [1](한화 약 70조 원) 규모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 공략에 속도를 붙이겠다”라고 밝혔다. 

 

신승철 코드마인드 대표는 “뛰어난 AI, 보안 기술력을 보유한 이글루시큐리티의 일원이 되어 기대가 크다. 앞서 세계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사가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융합하고 제품 개발 역량을 확대하면서, 소프트웨어 보안 및 

안전 분야의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1] 글로벌 마켓 인사이츠(Global market insights) 전망 

- 독보적인 화이트박스 테스팅 기술력 보유한 ‘코드마인드’ 인수… 소프트웨어 테스팅 분야 사업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