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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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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OO Threat Insight

최근 페이스북이 내부 고발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검색 알고리즘이 편향 
되어 있으며, 페이스북은 자체 연구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등의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외면했다.” 라고 했다. 이 이슈가 원인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근 페이스북은 내·외부의 악재를 털기 위해 ‘메타(Meta)’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매우 오래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최근 인공지능(AI)을 통한 데이터 분석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포털이나 SNS 등에서 개인 맞춤형 컨텐츠 추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포털의 기사 노출 알고리즘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알고리즘 공개“ 요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알고리즘은 기업의 비밀 요소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도 어렵기에 이를 공개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안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한 분석이 새로운 기술을 넘어 기반 기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왜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설명을 해주지는 않고 있다. 초창기 
인공지능기반 보안 제품은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들의 의심을 받기도 했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 된 시스템이 
오히려 사용자의 업무를 증가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주목 되는 기술이 
설명 가능한 AI, 즉 XAI(eXplainable AI)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구현이 시작 되고 있다. 

이글루시큐리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시스템에 XAI 도입을 통해 모델이 예측한 이유를 설명, 분석가가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다. 특히 보안 영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을 위해 모델 및 학습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고 있는데, 이번 
XAI 도입을 통해 AI 윤리 기반에 선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겪은 후 ‘악성 알고리즘 방지법(Justice Against Malicious Algorithms 
Act)’을 소개하며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를 위한 시작을 알렸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XAI가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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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월간 핫이슈▶

 · 2021년 11월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이 가장 많았고, 전월 대비 약 1.5배 가량 증가하였다.이는 ThinkPHP 

RCE 와 Directory Traversal 공격이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확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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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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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1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중국과 미국, 러시아, 대한민국, 베트남, 대만, 

카자흐스탄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인도와 영국,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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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전월 대비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증가 

하였으며, 특히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은

약 1.5배 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전월과 비슷한 양상으로 상위 3개

공격 유형의 합이 전체 대비 약 9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보노출 관련 공격과 서비스 

거부 공격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월간 공격 유형01.

2021년 11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Directory Traversal 공격과 SQL Injection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Directory Traversal 공격 건수는 전월 대비 약 7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SQL Injection 

공격은 약 1.5 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공격 건수는 전월 대비 약 

2.5 가량 증가하여 1순위에 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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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취약점 (Web Vulnerability)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SQL Injection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GPON Router Vulnerability

Directory Traversal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Network Scan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정보수집 (Information Gathering)

악성코드 (Malware)

정보노출 (Information Exposure)

시스템 취약점 (System Vulnerability)

비인가접근 (Unauthorized access)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총 합계

총 합계

4,473

1,669

628

1,304

611

843

593

429

744

476

414

1

5

2

6

3

7

9

4

8

10

2,484

328

43

4,152

504

80

36

12,100

7,711

37.0

13.8

5.2

10.8

5.0

7.0

4.9

3.5

6.1

3.9

3.4

20.5

2.7

0.4

34.3

4.2

0.7

0.3

100

63.7

▲2

▲4

NEW

▼1

▼4

-

▼1

▼1

-

NEW

▼3

▼1

-

▲1

▼1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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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중국과 미국, 러시아의 공격 비율이 증가 하였고, 특히 중국과 

미국의 공격 합이 약 80%에 육박하였다. 이에 반해 인도와,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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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y Traversal

109.237.103.118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91.132.58.79

185.170.144.50 Directory Traversal

145.220.25.28

178.239.21.101
Fortinet FortiOS Directory 

Traversal(CVE-2018-13379)

etcpasswd Detect

Directory Traversal

Web Scanner (ZmEu)

167.99.133.28 Directory Traversal

209.141.56.100

209.141.62.185
D-LINK DCS-2530L,DCS-2670L Getuser Password 

Information Disclosure(CVE-2020-25078)

161.35.188.242 Directory Traversal

RU

RU

AU

EE

NL

CN

DE

US

US

US

1

5

2

6

3

7

9

4

8

10

13/115

6/115

4/115

7/115

2/115

4/115

6/115

9/115

23/115

7/115

▶ 금월 공격 IP, 국가 순위 상세 Top 10 표 및 비율

31.3%

영국

인도

러시아

미국

중국

7.1%

7.1%

9.2%

45.3%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04.

[표 1-4]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상세 분석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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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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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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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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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ON Ro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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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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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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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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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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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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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 Injection

Directory Traversal

홈페이지 상에서 파일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위해 입력되는 경로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 웹 서버의 홈 디렉토리를 벗어나서 임의의 위치에 있는 파일(/etc/passwd 
파일 등)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시스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etc/
passwd, /etc/shadow, /etc/hosts 등 주요 파일의 다운로드를 통해 내부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어 시스템 침투, 내부자료 유출 등 2차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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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2021년 10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20,239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정보는 

187,789건 수집되었다.

수집 대상별 순서는[해외-Malware(160,944건)], [국내 (20,239건)], [해외-Phishing(19,5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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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93건 이다. 10월 한달동안  MS Windows(CVE-2021-38647), 

MS Exchange(CVE-2021-34523) ,  Apache(CVE-2021-41773)  그리고 MITRE ATT&CK의 

T1559.002(DDECmdExec)공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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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81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IGRSS.10.05281 MS, Windows, CVE-2021-
38647, Web Application Attack"; flow:to_server,established; 
con ten t : " /wsman " ;  f a s t _pa t te rn : on ly ;  h t t p _u r i ; 
content:"<p:ExecuteShellCommand_INPUT"; nocase; 
http_client_body; content:!"Authorization"; http_header; 
sid:1005281;)

MS Windows의 
CVE-2021-38647

취약점을 악용한 원격 코드 
실행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MS, ows,

CVE-2021-38647

IGRSS.1.05305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IGRSS.1.05305 MS, Exchange, CVE-
2021-34523,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autodiscover"; fast_
pattern:only; http_uri; content:"Email="; nocase; http_uri; 
pcre:"/[?&]Email=[^&]*?\x2fautodiscover/Ui"; sid:105305;)

MS Exchange의
CVE-2021-34523

취약점을 악용한 관리자 권한
탈취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MS, Exchange, 

CVE-2021-34523

IGRSS.10.05324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IGRSS.10.05324 Apache, CVE-2021-41773, 
Web Application Attack";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cgi-bin/"; fast_pattern:only; content:"/cgi-bin/"; 
depth:9; nocase; http_raw_uri; pcre:"/cgi-bin\/(\x2e?(%2e|\
x2e\x3b?|%2e%2e)\/){2}/Ii"; sid:1005324;)

Apache의
CVE-2021-41773

취약점을 악용한 경로탐색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Apache,

CVE-2021-41773

IGRSS.8.05353

alert tcp $EXTERNAL_NET any -> $SMTP_SERVERS 25 
(msg:"IGRSS.8.05353 TTPs, T1559.002, DDECmdExec,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file_data; content:"cmd|7C 27|"; nocase; content:"|27 21|"; 
within:250; pcre:"/[=+-@](\w+\x28)?cmd\x7C\x27[^\x27]+\
x27\x21\w+/i"; sid:805353;)

Mitre Att@ck의
T1559.002 공격 기법인 
DDECmdExec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TTPs, T1559.002, 

DDECmdEx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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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 ‘ESG 경영위원회’ 발족… 이원태 KISA 원장을 위원장으로 구성, 비상임 이사 및 ESG 분야 외부 

전문가 2인 위원 위촉

 · 홈페이지·기업용 솔루션 대상 취약점 탐지 대회 ‘핵 더 챌린지’ 개최

 · ‘인공지능 혁신 허브’ 출범식 개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 최상의 AI 시너지 기대 

 · 국내 중소기업 대상 랜섬웨어 모의훈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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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제6차 연례총회 온라인 개최 

 ·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TF’ 구성, 1차 회의 개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예정 

 ·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신속 발급 기관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확대

 · 정부, 국가 데이터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신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배포 

 · 금융보안원, 11월 23일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FISCON 2021’ 개최…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

 · 금융보안원, 금융권 특화 ‘2021 사이버침해위협분석대회’ 시상식 개최 

 · 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법제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첫 부처 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 산업보안한림원-국가정보원, 2021 산업 보안 컨퍼런스 개최   

기타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솔라윈즈 공격자들, IT 공급망 노린다 ▶

 · 작년 말과 올해 초 발생했던 ‘솔라윈즈(SolarWinds)’ 배후 공격자들이 전 세계 IT 공급망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더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40개가 넘는 리셀러들과 기술 서비스 
공급 업체들이 표적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이 중 최소 14곳이 침해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 

 · MS는 솔라윈즈 사태를 일으킨 러시아의 노벨륨(Nobelium)이 각종 IT 업체들을 공략함으로써 고객의 네트워크에 
침투하려 하고 있다고 보았음. 즉, 최종 목표는 IT업체가 아닌 이들의 많은 고객들임. 

‘선생님, 저와 게임 하나 하시겠습니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 관련 악성코드 주의보 ▶

 ·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최고 흥행작에 오르면서, 오징어 게임을 미끼로 한 악성코드가 급증하고 
있음. 

 · 먼저 웹 상에서 9월에서 10월 한 달동안 오징어 게임의 이름을 단 악성 파일 몇 십 개가 발견되었음. 분석된 
대부분의 사례에서 다른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트로이목마 다운로더가 나타났고, 다른 종류의 
트로이목마와 애드웨어도 포착되었음. 이들은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첫 번째 게임의 애니메이션 버전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이 이를 시청하는 동안, 트로이목마가 눈에 보이지 않게 실행되도록 했음. 

 · 또한, 오징어 게임 코스튬 인기를 악용한 공격 사례도 포착되었음. 사이버 범죄자들은 오징어 게임 드라마 속 
인물들이 입은 것과 똑같은 옷을 구매할 수 있다고 유인하는 가짜 쇼핑몰을 만들고,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음. 

 · 더불어, 1등 상금 100 BNB(바이낸스 코인)를 내건 온라인 오징어 게임을 연다는 페이지도 여러 개 발견되었음. 
게임 참가자들은 약속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정보를 갈취당하고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는 피해를 입게 됨. 

 · 보안 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자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유행을 파악해 악용하는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며, 
오징어 게임 관련 내용을 스트리밍 하거나 관련 물품을 구입할 시에는 반드시 웹사이트의 진위를 확인할 것을 
강조함. 

‘너의 사생활을 생중계해볼까?’… 다크웹에서 한국 아파트 내부 사진 무더기 유통돼▶

 · 개인 정보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해외 해킹 웹사이트에 우리나라 아파트 내부로 추정되는 사진이 무더기로 
유통되었음. 사진 상단에 촬영 시점을 나타내는 시각이 표기된 것으로 볼 때 공격자가 특정 순간을 엿본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생중계 중인 화면 일부를 캡처한 것으로 보임.  

 · 이 사이트 이용자는 “홍콩의 한 웹사이트에서 이 사진을 확보했다. 홈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대형 유출로 
보인다”라고 전했음. 사진이 여러 시간대에 걸쳐 등록되었지만 아파트 관리자와 거주자들은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보안 전문가들은 “사생활이 유출된 아파트들은 같은 업체 제품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초고속망에 
스마트홈 기능이 적용된 아파트가 많은 만큼, 다른 나라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건설과 분양 이전부터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도입하고 세대 망 분리를 포함한 접근 제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2022 RSAC’ 한국관 참여 기업 모집

 · 2022년 정보보호 클러스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사업 개시 7년 이내 정보보호 스타트업 8개사 선정

 ·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함께 ‘민·관·학 신종 기술유출 위협 대응 

협의회(TRAT)’ 2차 회의 개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인력양성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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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중소기업 1/3 사이버 공격받았다▶

 · 시스코 시스템즈는 최근 아시아 태평양(아태) 지역의 14개국 3,700여 명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함. 

 · 이에 따르면, 지난 1년 아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를 입으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사이버 보안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 따르면 56%의 아태지역 중소기업은 최근 1년 내 사이버 공격을 겪었다고 답했음. 이에 비해 한국은 
33%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사이버 보안 사고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아태지역에서 발견된 주요 공격 유형은 멀웨어(85%)와 피싱(70%)이었음. 

- 데이터 유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했음. 유출된 데이터 종류에는 고객정보(75%), 내부 이메일(62%), 직원 정보 

   (61%), 지적재산권(61%), 재무 정보(61%) 등이 포함되었음. 

- 응답자 51%는 사이버 공격에 따른 손실로 한화 약 5억 원 이상(50만 미국 달러 이상), 13%는 약 10억 원 이상 

   (100만 미국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음. 

- 응답자의 75%는 “1년 전보다 사이버 보안 공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라고 답했으며, 84%는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답해 보안 공격에 대한 기업들의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태지역 전반에 걸쳐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 수준도 높아졌음. 응답자 75%는 팬데믹 이후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며, 그중 40%는 투자 규모를 5%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음. 

‘너의 핑거프린트로 광고 사기 좀 쳐도 되겠니?’… 브라우저 ‘핑거프린트’ 악용한 공격 
가능성 제기돼 

▶

 · 브라우저 ‘핑거프린트’가 해킹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 ‘핑거프린트’는 기기 설정 정보나 브라우저·운영체제(OS) 버전,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내역, 활성화된 플러그인 정보 
등 브라우저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토대로 이용자를 식별하는 기술임. 

 · 미 코넬 대학 연구팀은 이들이 발견한 브라우저 핑거프린트 탈취 취약점인 ‘거미 브라우저(Gummy Browser)’에 
대한 논문을 발표함. 연구팀에 따르면, 이 취약점은 공격자가 준비한 웹사이트에 이용자가 방문하게 함으로써 
작동이 시작됨. 

 · 공격자는 웹사이트 방문자의 핑거프린트를 캡처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앞서 캡처한 핑거프린트를 이용해 방문자인 
척 신원을 속일 수 있음. 이를 악용하면 실제 이용자인 척 가장한 봇으로 광고 사기(Ad Fraud)를 유포하는 등의 
공격이 이뤄질 수 있음. 

 · 연구팀에 따르면, 사용자와 웹 서버 모두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핑거프린트 캡처가 이뤄지므로 공격을 
탐지해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연구팀은 위조한 핑거프린트를 사용해 핑거프린트 기반 신원인증 시스템을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음. 특히 
이용자 신원 검증 수단으로 핑거프린트를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내가 엣지로 보이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로 위장한 랜섬웨어 주의보 ▶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사의 최신 웹 브라우저인 엣지(Edge)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카오스(Chaos) 
랜섬웨어가 유포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엣지 브라우저로 위장한 카오스 랜섬웨어는 10월 20일에 제작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실행할 경우 텍스트(txt), 워드(doc, docx), 엑셀(xls, xlsx)등을 비롯한 2백여 개 확장자의 파일과 Desktop, 
Links, Contacts, Desktop, Documents 등 20여 개의 폴더가 암호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 보안 전문가들은 ‘이 카오스 랜섬웨어는 피해자 PC에 있는 수많은 파일과 폴더를 암호화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北 탈륨,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 관련 네이버 뉴스 사칭한 APT 캠페인 해킹 
공격 감행

▶‘나 지금 떨고 있니?’…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대형 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아마존 소유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치에서 무려 135GB의 내부 정보가 공개되는 대형 유출 사고가 발생함. 각종 
민감 정보는 물론 트위치 플랫폼의 내부 소스코드와 스트리머들의 수익 정보까지 평문으로 포함되어 있었음. 

 · 이 데이터를 미국의 커뮤니티인 포챈(4chan)에 업로드한 익명의 제보자는 “트위치는 역겹고 해로운 구덩이”이고 
“135GB는 일부”라며 노출할 정보가 더 많다는 암시를 남김. 그러나 그가 정확히 무엇을 더 가지고 있고, 언제 다음 
부분을 노출시킬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음. 

 · 보안 전문가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135GB의 데이터에는 평문으로 저장된 크리덴셜과 비밀번호, 트위치 
직원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직위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보안 전문가들은 특히 트위치의 소스코드 유출에 대한 염려를 드러냄. 이번에 유출된 소스코드가 정말 트위치 
플랫폼의 소스코드라면, 경쟁사나 트위치에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분석하여 취약점을 찾아낸 후 공격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 

 · 트위치는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음. 보안 전문가들은 트위치 사용자라면 
만일을 대비해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고함. 

‘사이버 보안 연구자 노렸니?’… 트위터, 북한 해커 계정 2개 정지▶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가 북한 정부 소속 해커가 운영하는 2개 계정(@lagal1990, @shiftrows13)을 
정지시켰음. 사이버 보안 연구자를 겨냥해 해킹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북한 해커는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연구자를 노린 보안 관련 가짜 블로그를 개설하여 
악성코드를 심을 수 있는 링크를 배포하는 등의 위협 활동을 펼쳐 왔음. 이들은 최근 발견된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코드 등의 보안 콘텐츠를 게시해 전문가들의 신뢰를 얻으려 한 것으로 전해짐. 

 · 이들이 수행하는 스파이 행위는 지난 1월 구글 위협분석그룹(TAG)에 의해 지적된 바 있음. 구글은 북한 해커들이 
수개월간 여러 SNS에서 활동하며 가짜 보안 연구자 신분을 만들었다고 경고해왔음. 

 ·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문과 관련한 네이버 뉴스로 위장한 이메일 피싱 공격이 발견되었음. 

 · 이스트시큐리티는 대표적인 北 연계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탈륨’의 새로운 APT 캠페인 해킹 공격이 포착되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공격자는 북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북 전문가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남. 

 · 이번 공격에는 마치 최근 있었던 시사 정치 뉴스처럼 가장해 본문의 URL 링크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사회공학적 
피싱 수법이 활용되었음. 공격자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법적 사위인 최태원 회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는 네이버 뉴스처럼 위장하여 수신자의 경계심을 낮췄음. 

 ·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공격자는 모 언론사의 실제 뉴스 기사 제목(중요한 미팅, 장인 노태우 조문하고 미국 가는 
최태원)과 뉴스 사이트 화면을 그대로 무단 인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공격에 사용된 이메일의 경우 발신인과 주소가 ‘네이버 뉴스’로 조작되어 있었으나, 실제 발신지는 불가리아 이메일 
서비스인 ‘mail.bg’인 것으로 밝혀짐.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 조직이 여러 차례 사용한 서비스임. 

 · 이스트시큐리티는 이번 공격의 배후로 북한 연계 해킹 그룹 일명 ‘탈륨’ 조직을 지목하고, 이들이 대북 분야 
활동가를 겨냥한 페이크 스트라이커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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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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사업본부 기술지원센터 기술2팀 박준범

인사정보를 활용한 TM 운용 방안

개요01.

 · 기업 및 기관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장비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다. 그러나 보안뉴스에 

따르면 외부의 위협보다는 “내부 사용자에 의한 위협＂이 더욱 문제이며 특히 보안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이나 

보안에 관심이 없는 경영진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만큼 중요한 것이 내부 사용자에 의한 보안사고 방지이다. 이번 호에서는 인사정보를 

활용하여 내부 사용자의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분석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인사정보 활용02.

인사정보의 추출 결과는 csv 형태로 저장하거나 SIEM의 DB에 저장한다.

추출 결과를 SIEM의 인사정보메뉴에 연동하거나 원본로그에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해진 주기에 SIEM의 정해진 경로로 추출 결과를 csv 형태 파일로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추출된 정보를 "운영관리 > 인사정보연동"메뉴에서 양식에 맞게 인사정보, 사용자PC 정보를 신규/일괄등록으로 

등록 할 수 있다.

1) 인사정보 내용

2) 인사정보연동 메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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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정보를 SIEM의 “EXTERNINFO”메뉴를 통해 저장 가능

EXTERNINFO에 등록 시 원본로그의 출발지IP or 목적지IP를 기준으로 사용자 정보를 추가 할 수 있다.

파서 설정의 ‘필드변환’부분에서 사용자, 사용자부서, 사번, 전화번호 등의 컬럼을 추가로 생성한다.

값 입력 부분에는 외부정보로 등록한 EXTERNINFO를 선택 후 참조 필드에 출발지IP 혹은 목적지IP를 입력 

한다.

파서 적용 후 로그 검색 시 해당 필드의 외부 정보(EXTERNINFO)가 적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검색 및 경보 활용03.

인사정보연동 메뉴에서 사용자 정보를 연동하였을 경우, 통합로그검색의 중요서버 표시 기능을 선택하여 검색 시 

검색된 결과 내용 중 출발지IP, 목적지IP가 인사정보에 등록 된 사용자정보와 일치할 경우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되며, 해당 아이콘 클릭 시 팝업으로 사용자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위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보다 쉽게 외부로부터 접근을 당하였거나, 혹은 공격을 당하였는지를 클릭만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1) 통합로그검색 : 중요서버 표시

3) EXTERNINFO 등록

4) EXTERNINFO 등록 - 파서 필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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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로그검색 시 검색 조건에서 특정 내부 사용자 혹은 자산에 대해 검색 조건을 추가 할 수 있다.

인사정보 추가 버튼을 활성화 하면 등록된 인사정보에 대해서 팝업창이 나오며, 검색하고자 하는 사용자 혹은 

자산을 선택, 조건 추가하여 해당 정보를 검색 조건으로 검색 한다

조건추가 된 사용자 혹은 자산정보에 대한 이벤트만 검색이 되며, 해당되는 자산정보에 어떤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 하다.

2) 통합로그검색 : 인사정보 추가

사용자 중심 위반 행위 메뉴에서 연동된 인사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특정 경보 발생 시 해당 경보의 IP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정보를 연관시켜 표시한다.

3) 사용자 중심 위반 행위

결론03.

▶ 인사정보연동 기능 활용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발생하는 공격에 관심이 집중되어 내부에서 발생되는 위협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SPiDER TM의 인사정보연동 기능을 활용하면 외부에서 오는 공격 뿐만 아니라,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위협까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전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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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11의 필수조건, TPM 이란?

ICT사업본부 파견관제팀 송진홍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 시간으로 10월 5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새 

운영체제(OS)인 '윈도우11’ 을 공식 출시하였다. 전작인 윈도우 10을 내놓은 지 무려 6년 만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 것이다. 신규 PC는 물론 기존의 윈도우 10 기반 PC에서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만큼  많은 

이용자들이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윈도우11의 설치를 위한 최소 사양으로 더욱 강화된 

보안 요구 사항이 공개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요01.

윈도우 11 설치를 위한 사양02.

우선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요구사항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내용을 

정리해보면 ▲64비트 및 1GHz 이상의 듀얼코어 프로세서(또는 SoC) ▲64GB 이상 저장공간 ▲UEFI/Secure 

Boot 지원 BIOS ▲DirectX 12 이상 지원 그래픽카드 ▲9인치 이상의 HD 디스플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TPM 2.0 지원 등이다.

◇ Windows 사양 및 시스템 요구 사항

   - https://www.microsoft.com/ko-kr/windows/windows-11-specifications

1) 최소 설치 사양

[그림 4-2] 윈도우 11 설치를 위한 시스템 요구 사항 (출처 : Microsoft 홈페이지)

[그림 4-1] 최근 전세계 국가에서 새로 출시된 '윈도우 11' (출처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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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밝힌 공식 사양에서도 보듯이 윈도우 11은 대단한 성능의 하드웨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사양 자체는 특별할 게 없어, 기존 윈도우 10을 사용하던 PC라면 윈도우 11을 설치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다만 한가지 까다로운 요구 사항이 존재하는데 바로 “TPM(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 버전 2.0 지원” 이다. 이 

조건으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사용자의 PC가 윈도우11을 설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윈도우 11 출시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TPM 요구로 인한 사용자들의 혼란이다.

2) 무엇이 논란인가?

[그림 4-3] 윈도우 11 설치를 위한 시스템 호환성(요구 사항) 확인 결과 (출처 : Google 이미지 검색)

[그림 4-4] Trusted Platform Module (Discrete TPM) (출처 : https://www.ieiworld.com)

TPM 이란 무엇인가?03.

그럼 TPM 이란 무엇일까? 대체 어떤 것이기에 윈도우 11에 필수로 요구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TPM은 Trusted Platform Module의 약자로, 번역하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장치)을 뜻한다. 

하드웨어적인 보안장치로 컴퓨터에 내장되어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화 전용 프로세서를 말하는데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운영 환경의 변조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실제 보안 매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어 

악성 소프트웨어가 TPM의 보안 기능을 변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0년도 넘은 TPM 프로젝트는 PC, 서버, 네트워크 기기, 스마트폰 내부에 별도의 칩을 만들어 거기에 

암호화 기능을 위한 공개키, 개인키,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등을 모두 집어 넣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해커들이 해당 칩을 물리적으로 훔치지 않는 이상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보안문제를 아예 

하드웨어(HW)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 유심 칩을 보안용으로 활용하자는 것과 

비슷하다.

1) TPM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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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M은 1.2와 2.0 규격이 존재한다. TPM은 2007년 7월 9일에 1.2(rev.103)으로 발표되었으며, 현재는 2.0이 

최신이다. TPM 2.0은 1.2와 비교해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고 사양도 많이 다르다.

TPM 2.0은 보다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원하여 유연성을 높였는데 구체적으로 TPM 1.2에서는 RSA 및 

SHA-1 해시 알고리즘만 사용 가능했던 것에 비해 TPM 2.0에서는 ECC와 SHA-2를 추가 지원하여 드라이브 

서명 및 키 생성 성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암호화 키 관리 계층도 1개에서 3개로 늘어났으며, 컴퓨터(PC) 외에도 

모바일 기기 및 임베디드 시스템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TPM 2.0은 더 강력한 암호화와 더 많은 보안 및 최신 알고리즘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최신 기술인 것이다.

◇ TPM에 사용된 다양한 알고리즘 목록 (TCG Algorithm Registry)

   - http://www.trustedcomputinggroup.org/resources/tcg_algorithm_registry

◇ TPM 2.0에 대한 필수 알고리즘 목록 (PC Client Platform TPM Profile)

   - http://www.trustedcomputinggroup.org/resources/pc_client_platform_tpm_profile_ptp_specification

2) TPM 규격 및 차이점

TPM은 크게 명령어 처리 엔진 (Exec Engine), 암호화 엔진, 비휘발성 및 휘발성 메모리로 구성된다. 비휘발성 

메모리에는 TPM 칩이 제조될 때 부여 받은 고유한 키(EK, SRK)들이 저장되며 이 키 값들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명령어 처리 엔진에서는 칩 운영체제와 TPM 명령어를 수행하며 이때,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암호키와 암호화 엔진을 사용하여 데이터 암·복호화 및 각종 인증을 수행한다. 

이렇듯 TPM은 하드웨어적으로 메인 시스템과 분리되어 외부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멀웨어(Malware)와 같은 

소프트웨어공격으로부터 암호키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TPM 칩은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메모리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해커가 공격하기 어려운 것이다.

3) TPM의 구조(아키텍쳐)

[표 4-1] TPM 1.2 및 TPM 2.0 비교

[그림 4-5] Trusted Platform Module Architecture (출처 : https://resources.infosecinstitute.com)

알고리즘 유형

비대칭

대칭

해시

HMAC

알고리즘 이름 TPM 1.2 TPM 2.0

RSA 1024 예 옵션

ECC P256 아니오 예

RSA 2048 예 예

ECC BN256 아니오 예

AES 128 옵션 예

SHA-1 예 예

SHA-1 예 예

AES 256 옵션 옵션

SHA-2 256 아니오 예

SHA-2 256 아니오 예

OS 구분 TPM 1.2 TPM 2.0

7 예 아니오

8.1 예 예

8 예 예

10 예 예

RHEL 아니오 예

Ubuntu 아니오 예

윈도우

리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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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M은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안전한 장소에 키를 보관하고 내부에서 암호화 연산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하드웨어 장치(칩)이다. TPM의 내부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는 동일한 암호키를 가진 해당 TPM에서만 복호화가 

가능한데 이 특징을 이용해 암호화 키를 만들고 관리하며 BIOS 및 운영 체제가 수정(변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조 프로세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TPM은 여러 보안기능을 제공하여 용도가 광범위하며 주로 장치 식별, 인증, 

암호화 및 장치 무결성 검증 등에 사용되는데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운영환경(플랫폼) 무결성

운영 체제에 관계없이 모든 컴퓨터 장치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부팅 프로세스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신뢰할 수 있는 조합으로 시작되고 있는지를 확인 및 기록하고 이전에 저장한 내용과 비교해 

정보가 일치하는지 검증하여 변조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저장 장치(하드 디스크 등) 암호화

TPM 기술로 장치(PC)의 모든 하드 디스크, USB와 같은 저장매체를 암호화하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Windows의 BitLocker(비트라커) 기능이다. Full Disk Encryption(FDE) 기술로 불리우며 

특정한 폴더나 파일이 아닌 저장 장치(디바이스)나 파티션 전체를 암호화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키를 보호하기 위해 TPM을 이용하고 있다.

③ 자격증명(인증정보) 저장 및 관리

운영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키, 데이터 또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암호 또는 기타 방법 포함)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증정보(암호) 자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자격 증명, 인증서 및 암호화 키를 저장할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 TPM은 메모리(셀)에 저장되어 정보가 손실되지 않으며 프로세서와 독점적으로 통신할 수 있어 

다른 하드웨어 구성요소가 프로세서의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훨씬 더 안전하다.

4) TPM의 주요기능

[그림 4-6] TPM을 활용한 운영환경(Windows) 무결성 검증 기능 (출처 : Microsoft 홈페이지)

[그림 4-7] TPM을 활용한 데이터(디스크) 암호화 및 키 저장 기능 (출처 : 개인블로그 - ktha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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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oftware TPM (소프트웨어형)

sTPM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여 유사하게 작동하도록 만든 에뮬레이터 방식의 TPM이다. 운영 체제(OS) 내에서 

일반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며, 실행되는 환경에 완전히 의존한다. 일반 실행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안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자체 소프트웨어 버그나 정상적인 실행 환경하에 동작하는 공격(멀웨어)에 취약하다. 

주로 TPM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⑤ Hypervisor TPM (하이퍼바이저형)

hTPM은 하이퍼바이저에서 제공하고 이에 의존하는 일종의 가상 TPM이다. 하이퍼바이저는 가상 머신의 

소프트웨어로부터 코드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 내부에 숨겨진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되며, 

fTPM과 유사한 보안 수준을 제공한다.

TPM은 유형별로 총 5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동작방식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① Discrete TPM (분리형)

dTPM은 별도의 분리된 모듈 형태로 나온 제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으로 장치(보드)의 전용 핀 헤더에 

TPM 모듈을 장착하는 방식이다. 장치 제조사의 대부분은 기본이 아닌 옵션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별도로 구입 

후 장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일반 PC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② Integrated TPM (통합형)

iTPM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TPM 모듈을 기본으로 장착하여 제조된 통합된 형태의 유형으로 주로 

기업용 노트북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③ Firmware TPM (펌웨어형)

fTPM은 메인보드의 펌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TPM을 구현한 형태로 CPU의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행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버그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5) TPM의 유형

[그림 4-8] Discrete TPM(우측) / Integrated TPM(좌측) / Firmware TPM(하단) (출처 : Google 이미지검색)

[그림 4-9] Hypervisor(vSphere, ESXi, vCenter) TPM (출처 : https://blogs.vmw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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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11을 사용하려면 시스템이 TPM2.0을 갖추어야 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꽤나 당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굳이 이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며 강요하는 것일까?

마이크로소프트가 TPM 2.0 규격을 강제화한 이유는 피싱, 랜섬웨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도화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공급망 공격과 같이 점점 심각해지는 사이버 범죄에 TPM을 내장한 PC는 매우 

뛰어난 방어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래에는 랜섬웨어 같은 정교하고 강력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고 말하면서 “TPM은 암호화 키, 사용자 자격 증명 및 기타 중요한 

데이터를 하드웨어 장벽 뒤에서 보호하는 것” 이라 언급하였고 “윈도우 11이 TPM 2.0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내장 기능을 통해 하드웨어 보안의 기준을 올리는 의미가 있다” 며 TPM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가상화와 함께 하드웨어 및 펌웨어 보안의 결합을 시도하는 등 PC 플랫폼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필요했고, TPM이 바로 그 해답이라 생각한 

것이다.

◇ Microsoft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힌 TPM의 중요성

   - https://www.microsoft.com/security/blog/2021/06/25/windows-11-enables-security-by-

      design-from-the-chip-to-the-cloud/

   - https://www.microsoft.com/security/blog/2021/10/04/windows-11-offers-chip-to-cloud

      protection-to-meet-the-new-security-challenges-of-hybrid-work/

윈도우 11은 왜 TPM을 요구할까?04.

오래전에 PC를 구입(TPM 1.2만 지원)하여 TPM 2.0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모듈을 구입해 장착하면 

된다. 다만 그간 국내에서는 TPM 2.0 모듈이 별도로 유통되지 않아 해외 직구를 이용해야만 했는데 지난 6월 

초만해도 개당 20달러(약 2만4천원) 내외이던 모듈 가격이 100달러(약 12만원)로 폭등하였으며 일부 제조사 

제품은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윈도우 11이 TPM 2.0을 의무화하면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TPM 2.0, 내 PC는 준비되어 있을까?05.

[그림 4-10]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Microsoft의 대응방안 (출처 : Microsoft 공식 블로그) [그림 4-12] BIOS 를 통한 fTPM 활성화 방법 (출처 : 개인블로그-ihee.com )

[그림 4-11] TPM 2.0 강제화로 인해 급상승한 모듈 가격 (출처 : Amazon.com 판매 게시물)

최근에 출시된 PC를 구입했다면 TPM 2.0 모듈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TPM은 PC 메인보드에서 분리된 

유형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엔 CPU 자체에 기능을 통합하였다. 5년 안에 출시된 거의 모든 CPU가 PTT(인텔), 

fTPM(AMD)라는 이름으로 이미 TPM을 포함하고 있어 PC의 BIOS 설정에서 활성화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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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안강화를 위한다면 TPM 2.0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인지하였을 것이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윈도우 10 출시 때에도 TPM 2.0이 필요하다 말했었다. 다만 이때는 권장 사항이었지만 윈도우 11 부터는  

보안강화를 위해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며 의무화한 것일 뿐이다.

즉, TPM 2.0을 지원하지 않는 구형 PC에서는 별도의 모듈을 구입해 장착하면 될 것이고, 최근에 구입한 PC라면 

이미 TPM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만 하면 필요 조건은 충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바로 “당장 나에게 윈도우 11이 필요한가?” 일 것이다.

Windows Hello, BitLocker, Credential Guard 등 하드웨어 기반 보안을 활용한 윈도우 11의 향상된 기능이 

필요하다면 TPM을 당장 구입하거나 활성화해야 할 것이고 굳이 그렇지 않다면 서둘러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윈도우 10의 지원 기간도 2025년까지 4년이나 남았으므로 당장 무리해서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없다. 또한 윈도우 11도 아직은 초기인데다 CPU 및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당장에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로 인한 이점을 누리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윈도우 11을 위해 현재 시스템과 호환되는 별도의 TPM을 구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이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안심하고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윈도우 11과 TPM 2.0, 과연 당장 필요할까?06. 참고자료07.

[1] Windows 11 사양, 기능 및 컴퓨터 요구 사항 확인 : 

https://www.microsoft.com/ko-kr/windows/windows-11-specifications

[2] Guarding against supply chain attacks : https://www.microsoft.com/security/

blog/2020/02/03/guarding-against-supply-chain-attacks-part-2-hardware-risks/

[3] Windows 11 enables security by design from the chip to the cloud :

https://www.microsoft.com/security/blog/2021/06/25/windows-11-enables-security-by-

design-from-the-chip-to-the-cloud/

[4] How Windows uses the Trusted Platform Module :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security/information-protection/tpm/how-

windows-uses-the-tpm

[5] Windows 11 offers chip to cloud protection to meet the new security challenges of hybrid work 

:

https://www.microsoft.com/security/blog/2021/10/04/windows-11-offers-chip-to-cloud-

protection-to-meet-the-new-security-challenges-of-hybrid-work/

[6] SW 못믿겠다?…HW보안기술 ‘TPM’ 주목 : https://zdnet.co.kr/view/?no=20140519124652

[7] 윈도우 11, 무엇이 달라졌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 https://quasarzone.com/bbs/qc_plan/

views/26997

[8] 당신의 PC에는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 https://byline.network/2021/06/28-149/

[9] TPM뜻 및 Windows 11용 TPM 2.0을 확인하고 활성화하는 방법 :

https://www.easeus.co.kr/partition-manager-software/tpm-for-windows11-update.html

[10] 윈도우 11로의 길고 긴 이주 과정 : https://www.itworld.co.kr/opinion/199349

[11] 윈도우 11 업그레이드에 TPM이 필수인 이유 : https://www.itworld.co.kr/news/199224

[12] 윈도우 11에 필요하다는 TPM “내 PC에는 왜 없지?” : https://www.itworld.co.kr/howto/199874

[13] 윈도우 11이 그토록 많은 PC를 버리는 이유 : https://www.itworld.co.kr/news/200024

[14] 윈도우 11에 필수라는 TPM 2.0 모듈, 당장 사야 하는 걸까? : https://www.itworld.co.kr/

news/212664

[15] 윈도11 설치 조건에 ‘TPM 2.0’ 칩 품귀…전문가 “살 필요 없어” : https://zdnet.co.kr/

view/?no=20210706153245

[16] TPM 1.2와 2.0의 기능 비교 :

https://www.dell .com/support/kbdoc/ko-kr/000131631/tpm-1-2%EC%99%80-2-

0%EC%9D%98-%EA%B8%B0%EB%8A%A5-%EB%B9%84%EA%B5%90

[17] TPM과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 https://www.itfind.or.kr/WZIN/jugidong/1279/127902.pdf

[18] 하드웨어 칩 기반 보안시스템 및 해킹동향 : https://www.koreascience.or.kr/art icle/

JAKO2014217624134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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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로 알아보는 데이터 시대의 활용 
방안 및 전망

보안관제센터 보안분석팀 김미희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들은 산업간의 융합과 협업(Collaboration)의 촉매제로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가치창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 가트너에서도 ‘2021 전략기술 트렌드’를 통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기술발전의 주요 목적은 결국 ‘인간 중심성(People Centricity)’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활용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인프라는 ‘위치 독립성(Location independence)’인 

기술특성을 바탕으로 ‘탄력적인 전달(Resilient delivery)’을 수행함으로써 독립적인 기술발전을 넘어 

상호연계와 의존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조합적 혁신(Combinatorial Innovation)’을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시대의 도래01.

그리스어인 ‘판데모스(Pandemos)’에서 유래된 ‘펜데믹(Pandemic)’은 ‘모두(Everyone)’을 의미하는 

‘판(Pan)’과 ‘인구(Population)’을 의미하는 ‘데모스(Demos)’가 결합된 용어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통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의 파급력처럼 경제, 문화, 의료, 교육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비대면과 언택트 환경을 위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발전을 통해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 가속화를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분산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인메모리(In-Memory)기술 발전은 유연한 인프라 환경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플랫폼 파워의 가치를 

증명함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과 디지털 자이언트, 스크링쿨러 이코노미 등 다양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발전의 원동력은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대응과 확진자 경로추적의 사후대응 관점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먼저 사전대응 측면에서는 안면인식이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인지하는데 데이터를 활용되고 있으며, 사후대응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정보 및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기반으로 대규모 발병지역 분석 및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디지털화된 사용자 행위 데이터인 

디지털 흔적(Digital Dust)의 활용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흔적은 단순히 질병관리 

차원의 활용을 넘어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기업의 레질리언스(Resilience)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6-1] 데이터 시대의 발전요인 및 기대효과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표 6-1] 3년간 가트너 전략기술 트렌드 분석 (출처 : Gartner, 「Gartner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

2019

전략기술핵심 트렌드

Smart Spaces

스마트 공간

Augmented 
Analytics

증강 분석

Autonomous 
Things

사물 자동화

Blockchain

블록체인

Quantum Computing

양자 컴퓨팅

Privacy and Ethics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보호

Digital Twin

디지털 트윈

Empowered Edge

강화된 엣지

AI-Driven 
Development

인공지능 기반 개발

Immersive
Experience

몰입 경험

Intelligent

지능화

Mesh

메시

Digital

디지털화

2020

전략기술핵심 트렌드

Multiexperience

멀티 경험

Distributed Cloud

분산 클라우드

AI Security

Ai 보안

Autonomous 
Things

사물 자동화

Hyperautomation

초자동화

The Empowered 
Edge

강화된 엣지

Practical 
Blockchain

실용적인 블록체인

Human 
Augmentation

휴먼 증강

Transparency and 
Traceability

투명성과 추적성

Democratization

민주화

People-
Centric

인간 중심성

Smart
spaces

스마트 공간

2021

전략기술핵심 트렌드

Total Experience

전체 경험

AI Engineering

인공지능 공학

Hyperautomation

초자동화

Internet of 
Behaviors

행동 인터넷

Intelligent composable 
business

지능형 구성 비즈니스

Combinatorial Innovation

조합적 혁신

Distributed Cloud

분산 클라우드

Anywhere 
Operations

어디에서나 운영

Privacy-Enhancing 
Computation

프라이버시 강화 컴퓨팅

Cybersecurity Mesh

사이버보안 메시

People
Centricity

인간 
중심성

Resilient
delivery

탄력적인

전달

Location 
independence

위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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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능화(Intelligent), 디지털화(Digital), 스마트 공간(Smart Space)등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휴먼증강, 블록체인 등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기술발전에 주목하였으나 사회 디지털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기술 성숙도 향상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산업과 기술간의 연계로 가치가 창출되면서 

‘연계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빅데이터 수집과 저장의 지리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산 

클라우드(Distributed Cloud)’로 필요한 시점 즉시에 자원을 활용하고 반환할 수 있는 ‘인프라 확장성(Auto 

Scaling)’을 토대로 사람의 행동식별을 통해 특정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행동 인터넷(IoB, 

Internet of Behaviors)’의 활용은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기술들의 발전과 결합되어 데이터 기반(Data 

Driven)의 의사결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기반으로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조직 모듈 구성을 통해 비즈니스 민첩성과 변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조합가능한 지능형 비즈니스(Intelligent composable business)’를 구현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유연한 조직으로 저비용·고효율의 비즈니스 운영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듈화된 조직구성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은 비즈니스 활동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성장동력으로 활요될 수 있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데이터 시대를 구동하는 ‘21세기의 원유’인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극대화 방안과 국내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주소를 분석해보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내 데이터 경제의 발전전망과 고려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활용방안02.

석탄과 철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것과 같이 차세대 산업혁명은 IoT, IIoT, 센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수집된 

거대한 데이터 집합이자 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나 아키텍처를 의미하는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빅데이터는 정보제공주체에 따라 △ 정부데이터, △ 빅데이터, △ 오픈데이터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정부데이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법령으로 정한 목적하에 취득 및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등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기존 데이터 관리도구의 한계를 넘어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의 대량의 정형데이터 또는 비정형 데이터 등의 

집합을 의미하는 빅데이터는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도출하여 유의미한 패턴을 발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와 중국의 

BATH(Baidu, Alibaba, Tencent, Huawei)와 같은 글로벌 ICT기업들이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서비스 

사용자들의 통해 확보된 독점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큐레이팅 서비스에 접목하여 수익창출 및 비즈니스 

영역확대가 가능해 짐에 따라 빅데이터가 주목받게 되었다.

1) 데이터 시대의 핵심 데이터 유형

[그림 6-2] 데이터 제공 주체별 데이터 특성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성화방안」 내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정부데이터에 따른 유형과 특징’ 일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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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나 빅데이터가 공공의 이익이나 수익창출에 활용되는 것에 반해 오픈 데이터의 경우 다수의 

사용자에게 비영리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여 도시문제 해결이나 사회현상 등의 분석을 통한 가치창출을 

위한 목적을 위해 주제나 형식에 따라 오픈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공개 및 활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의미한다. 예측모델 및 데이터 분석 대회를 통해 데이터 분석의 가치공유 및 데이터셋을 공유하는 

캐글(Kaggle)이외에도 국내에서는 SKT 빅데이터허브, 네이버 데이터랩 등을 통해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데이터 셋이라는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하드웨어도 중요한 

요소다. GPU, TPU, 뉴로모픽(Neuromorphic), CUDA/OpenCL등의 하드웨어 발전과 병렬 컴퓨팅을 

통해 컴퓨팅 파워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위치 독립성(Location independence)을 

바탕으로 유연한 인프라 환경은 빅데이터의 6V(Volume, Velocity, Variety, Value, Veracity, Variability)를 

주도하였으며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국가적·사회적 측면으로 데이터 활용에 기여하고 있다.

「Data-Driven Innovation through Open Government Data」의 ‘The open government data value 

generation framework’에 따르면 데이터 가치(Data Value)는 크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Economical Value)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로 분류할 수 있다. 데이터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취급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통합을 통해 데이터 재사용성 

향상 및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는 효율성(Efficiency)과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혁신성(Innovativeness)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 회 적  가 치 를  제 공 하 기  위 해 서 는  공 공  데 이 터 의  특 성 에  기 반 하 여  제 도 적  안 정 화 를  통 한 

투명성(Transparency)과 도시문제 해결과제의 시민참여를 증대하는 참여성(Participation)의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이처럼 데이터의 활용은 수익창출 및 매출증대,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 고용창출 및 신기술 개발 등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국가와 민간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데이터 제공방식(스크러빙, API, 크롤링), 데이터 제공주체(공공, 민간, 일반), 데이터 규모(TB, PB, EB, 

ZB단위의 데이터), 데이터 형태(정형, 반정형, 비정형) 등에 따라서 활용방식이나 활용범위(공개, 비공개)가 

달라짐에 따라 정부데이터,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명주기에 따른 데이터 활용전략과 생태계 조성 위한 제도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FAANG이나 BATH와 같은 글로벌 ICT기업의 플랫폼 효과(Network Effect)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환경 가속화로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장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활용사례 역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결과를 토대로 4P(Promotion, Place, Product, 

Price)마케팅 기법에 접목하면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운영 효율성을 향상키시고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강화되면서 

플랫폼 서비스의 락인효과(Lock-in)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를 통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가치사슬의 전주기를 기반으로 데이터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플랫폼 인프라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법제도적 

지원과 데이터 분석 원천기술 획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한 R&D강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국내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림 6-3]과 같이 「데이터 산업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용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플랫폼 구축과 제도적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2)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활용현황

구분 수익창출 및 매출증대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 고용창출 및 신기술 개발

정부관점

(Benefit to

Government)

민간관점

(Benefit to 

Private

Sector)

· 경제활동 증대에 따른

세수 증가

· 고부가가치 정보판매·

공유를 통한 수익창출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창출

· 데이터 거래비용 감소

· 연결데이터

(Linked Data)를 통한

서비스 효율성 향상

· 공공데이터의

자료변환에 투입되는

비용절감

· 정확한 정보 기반의 의사

결정 개선

· 신규비즈니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기업가 정신 촉진

· 숙련된 인력확보

(Data Scientist)

· 비숙련된 도메인 기반

분석인력 확보

(Citizen data scientist)

[표 6-2]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분석
(출처 : Capgemini Consulting, 「The Open Data Economy Unlocking Economic Value by Opening Government and Public Data」)

[그림 6-3] 국내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산업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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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상세내용구분

정책
측면

경제
측면

사회
측면

기술
측면

활용현황

규제

샌드박스

SMART-X

고도화

·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시장진출기회
제공 위한 ‘선(先)허용-후(後)규제’

·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홈,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헬스케어 등 사회문제 해결

한국판 뉴딜

2.0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극복위한 국가발전전략

· 한국판 뉴딜 1.0(2+1+1체제)발표
1년 후 2.0(3+1체제)로 개편

○ 디지털뉴딜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 그린뉴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 휴먼뉴딜 (청년정책, 격차해소)

○ 지역균현뉴딜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 일원화를 통해
개인정보, 가명정보 명확화 및
마이데이터산업과 빅데이터
활용근거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강화, 감독기구 독립성, 가명정보도입)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거버넌스 정비)

○ 신용정보법

(마이데이터 활성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데이터

바우처

· 데이터기반 서비스 개발,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일반/
AI)서비스를 전문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데이터 구매 바우처 (데이터 구매비용지원)

○ 데이터 가공 바우처 (맞춤형 데이터 처리 가공 비용지원)

마이데이터
·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데이터

활용체계 확립위한 데이터주권
패러다임

○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마이데이터사업자,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데이터전문기관, 

데이터거래소),

○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비즈니스 

신뢰성 및 

유연성 확보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한 
의사결정 신뢰성 확보, 실시간 
분석환경통한 시장대응력 확보

· 리스트 예측 및 신속대응, 
비즈니스프로세스 개선 및 TCO절감

○ FAANG (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

BATH (Baidu, Alibaba, Tencent, Huawei)등 

글로벌ICT기업의 데이터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강세

○ 규제 신속확인 (30일 이내)

○ 임시허가 (법령정비 지연)

○ 실증특례 (2+2내 법령정비)

시민 데이터

과학자

· 고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지식 
없이 자신의 전문지식과 결합하여
현장전문 데이터 분석

○ 리빙랩(Living Lab)통한 도시문제 해결

○ 시민참여형 도시문제 해결 및 정책개선

○ 자율사물(Autonomous Things),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스마트 공간(Smart Spaces) 

기술을 결합한 데이터 생태계 구성

빅데이터

분석 기술

· 데이터 생애주기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프레임워크 및 기술

· KDD, CRISP-DM, SEMMA등 
방법론을 통한 데이터 활용

○ 데이터 수집 (크롤링, OpenAPI)

○ 데이터 저장·처리

(Data Lake, HDFS, Elastic Search, MapReduce)

○ 데이터 분석 (데이터마이닝, 시각화)

데이터

플랫폼

·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통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플랫폼 확충 및 
연계강화와 데이터 전주기 플랫폼 
구현 지원

○ 분야별 대표 데이터 플랫폼 확충 및 통합 연계

○ 데이터 거래·유통 기반 강화

○ 데이터 분석·활용 생태계 조성

○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마련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반도체 등 

기술 고도화
○ AI메모리 반도체, 초고속 컴퓨팅, 미래 모빌리티 등 

원천기술 연구

[표 6-3] 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위한 PEST관점별 데이터 활용현황 분석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PEST관점으로 분석해 보면 민간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따라 위기극복과 글로벌 경제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인 「한국판 뉴딜 2.0」을 시작으로 국내 

데이터 경제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 의료, 에너지, 금융, 행정 등 ‘공공·민간 데이터 수집’과 ‘SOC 디지털화’를 

추진하였으며, △ 수집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가공하기 위해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가 통합 데이터 지도’,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제고’를 수행하였다. 축적된 데이터는 바우처 사업을 

통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 2.0이외에도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데이터 플래그십,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재정지원 및 

기술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민간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데이터 산업 패러다임을 정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통찰력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킬러 컨텐츠를 확보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오남용이나 데이터 유출사고 대응절차 

강화를 통해 사용자 보호 및 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데이터 활용과 안전성 보장이라는 상충관계(Trade-Off)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데이터 활용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보안이 확보된 데이터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제공자 및 데이터 소비자 등 데이터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분석 및 요구사항을 토대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를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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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생명주기에 따른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활용, 파기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구조 및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데이터 연계 및 공유를 수행할 수 있는 가상환경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의미한다.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는 자산이나 자원을 독점 소유하여 통제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치사슬을 극대화 

하였다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소비자(Buyer, User, Consumer)와 제공자(Seller, Broker, Producer)의 

네트워크(Connect)환경과 반복적인 피드백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자원을 조정(Orchestration, 

Redistribution)함으로써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성장동력을 구축하게 된다.

3)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강화

「제조업의 기술활용 플랫폼 전략,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 사업자가 중개자형(Match Makers)역할을 통해 거래 중개수수료로 수익을 확보하는 단면(Single Side) 

플랫폼, △ 사업자가 관중동원자형(Audience Builder)역할을 통해 광고수수료로 수익을 확보하는 양면(Two 

Side) 플랫폼,  △ 사업자가 플랫폼 기반을 보급 후 파생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다면(Multi 

Side)플랫폼으로 분류할 수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 수익모델 상당수는 플랫폼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Transaction)를 통해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로 승자독식구조의 시장경제를 보이기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제공자에게 정보가 집약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된다.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정보(데이터)를 토대로 플랫폼 종송적 환경구축이 가능해지면서 빅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출을 도출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이 데이터 경제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활용의 핵심경쟁력인 플랫폼의 협력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민·관 데이터 플랫폼 발전협의체’를 개최하였다. 데이터 산업발전에 중요한 요소인 

양질의 데이터 부족문제 해소 및 데이터 생명주기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민·관 분야의 ‘데이터 플랫폼 

발전협의체’, 실무협의에서는 데이터 플랫폼간의 유기적인 협력 및 상호협력방안 수립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과 이종 데이터 플랫폼간의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결합과 시너지 창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림 6-4] 민관 협력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 전략 및 제도적 지원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단면(Single Side) 플랫폼 양면(Two Side) 플랫폼 다면(Multi Side) 플랫폼

사업형태

기반형 플랫폼

(기반인프라를 통해 지속적인
부가 서비스 판매)

매개형 플랫폼

(교차 네트워크 효과, 
Cross Network Effect)

융합형 플랫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단독 생태계 구성)

사업자
역할

중개자형

(Match)

플랫폼

관중동원형

(Audience Builders)

플랫폼

비용 절감형

(Cost Minimizers)

플랫폼

제휴자
역할

통합 플랫폼 제품 플랫폼 양면 플랫폼

수익
모델

거래중개 수수료 플랫폼 광고 플랫폼 기반 보급 후 파생상품

[표 6-4] 플랫폼 비즈니스 유형 (출처 : 포스코경영연구소, 「제조업의 기술활용 플랫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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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대의 발전전망 및 고려사항03.

지금까지 데이터 생명주기에 따른 생태계 조성이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및 가치창출의 목적일 때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제공주체에 따른 데이터 유형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PEST관점의 데이터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교통, 금융, 도시, 에너지, 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교통혼잡 원인분석 및 교통사고 원인 분석 서비스, 보험사기 분석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 지능형 

CCTV기반 보안서비스, 에너지 공급제어 및 관리 서비스, 환자별 맞춤 진단 및 치료서비스 등 편의성과 안전성, 

정확성, 효율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는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데이터 관련 정책지원과 데이터 수집, 가공, 저장, 분석, 

활용을 위한 기반기술 발전을 토대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민간 데이터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오픈데이터 및 

오픈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를 증대시켜 데이터가 사회적 공유자원으로서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한국판 뉴딜 2.0」의 실증사업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및 마이데이터 확대를 통해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해관계자간의 데이터 이용으로 인한 수익분배 

문제와 개인정보 활용 시 정보제공에 따른 동의문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대응을 위한 단체교섭권 부여 등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 

데이터3법 시행으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데이터 활용시장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비식별화(익명화)기술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를 의미하게 된다. 통계, 암호화, 삭제, 

가명화, 해부화, 일반화, 무작위화, 재현 데이터 등 ISO/IEC 20889(비식별화 국제표준)에서 명시하는 비식별화 

처리기술을 적용한 가명정보는 프라이버시 보호모델(레코드 연결공격, 속성연결공격, 테이블연결공격, 확률론적 

공격)을 이용한 재식별 가능성을 판단하여 사용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비식별화 기술 이외에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연산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세대 암호방식인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를 

적용하거나 데이터 필터링 및 등급화를 통해 활용데이터의 제한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생명주기에 따른 Privacy by Design 적용방안과 이를 토대로 데이터 활용 시에 발생되는 Action Pla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

데이터기반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림 6-5]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프레임워크’와 같은 분석 플랫폼 구조를 통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활용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이터 생명주기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데이터 주권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데이터  원칙, 절차, 데이터 관리 조직 운영 등에 대한 데이터 전략, △ 데이터 표준, 

데이터 프로세스 및 프레임워크,품질, 모델링, 메타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을 위한 데이터 아키텍처, 

△ 데이터 품질관리 및 메타정보 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 관리를 기반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하면 보다 

안정적인 플랫폼 구축과 운영이 가능하다. 구축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금융, 의료, 교통, 통신, 문화, 환경, 

산림 등 다양한 산업분야별로 통계분석, 시각화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6-5]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프레임워크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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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 고려사항구분

정책

·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정비)

- 국·내외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충돌 대응

- 데이터 이용수익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 국민 편익증대 실증사업 확대를 통한 성과도출

- 의료·공공·금융·교통·생활소비 등 4개 분야

8개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과제 선정(2021.06)

· 「한국판 뉴딜2.0」활성화 위한 재정지원 강화

- 3+1체제(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지역균형뉴딜)통한 선제적·능동적 

선도국가도약발판마련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선제적 제도마련

: 관련 규제완화 및 보완 통해 데이터 기반 

신성장동력 확대

· 마이데이터 활성화

: 이해관계자(정보주체, 정보제공자, 정보수신자)

간의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민간 수요 적극 지원

기술

· 데이터 플랫폼 연계기술 강화

- API, Plug-In, 

DCAT(Data Catalog Vocabulary), LOD(Linked 

Open Data)

· 데이터 익명화 : ISO/IEC20889, PPDM, 

프라이버시 보호모델(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m-유일성)

· 데이터 암호화 : 동형암호(부분동형암호, 

준동형암호, 완전동형암호), 양자암호

· 데이터 필터링 및 등급분류 : 필터링 대상 명확화 

및 데이터 등급 세분화

·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역기능 대응

- 프라이버시 보존기술(PETs,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강화

- 데이터 생명주기에 따른 Privacy by Design 준수

· 재식별 문제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 고려

- 가명정보처리 적정성 검토 및 최소한의 정보 

활용여부 검토 통해 가명처리 수준 판단

산업

·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고객생애주기(CLV)향상

- 데이터 기반의 Mass Customization 및 

비스포크(Bespoke) 전략을 토대로 기업경쟁력 

강화

- 데이터 분석으로 CAPEX/OPEX 최소화로 

ROI증대

·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 : 민·관협력을 통해 데이터 

중개서비스 및 유통 플랫폼 확대

· 데이터 분석으로 인한 역기능 보완

- 콜드 스타트(Cold start),

에코챔버(Echo Chamber), 

필터버블((filter bubble)등 편향성 강화이슈 대응

· 이종 데이터간 결합으로 인한 동의 문제 및 수익공유 

문제 협의필요

·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정보주체 권리 배제로 인한 

무임승차 논란 대응방안 수립

사회

· 오픈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 시민 참여단과 지역 테크노파크 연계를 통한 

도시문제해결 및 상호작용 강화

(리빙랩 데이터 보안)

· 사회적 공유자원으로서의 가치 논의 확대

· 공공데이터 활용한 사회적 가치 및 영향도 고려

· 오픈플랫폼 내 개인정보 관리수준 자가진단 방안 

수립

[표 6-5] 데이터 시대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및 고려사항

마무리04.

2020년 팬데믹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1.0」은 추진 1주년을 맞아 기존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포함하여 3대 주요정책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2.0」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의 총사업비를 기존 대비 60조이상 확대된 220조를 투자하여 경제양극화 환경 속에서 포용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전략들이 제시되었다. 「한국판 뉴딜1.0」이 수행된 지난 1년은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참여와 

투자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다.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발, 비대면 바우처 등은 

디지털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데이터기본법‘등의 

디지털 기술확대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주요입법정책수행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적·기술적지원을 통한 초석 마련으로 디지털 생태계 조성과 비ICT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데이터댐 사업들을 통한 데이터 사업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데이터 경제를 위한 경제·사회 

체질개선의 신호탄이 되었다.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지능형 로봇,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기타핵심기술(차세대 양자인터넷 구축, 

AI신뢰성 확보, 디지털역기능 대응)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과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D.N.A(Data, 

Network, AI)생태계가 강화되게 될 것이다. 물론 데이터 활용과 생태계 조성을 통한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을 위한 

관리적·기술적 관점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등의 문제해결에도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내·외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결합 및 융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인텔리전스(Data-Driven Decision Intelligence)를 통해 데이터 생명주기에 기반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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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11) DE.EC 보안이벤트 수집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이규환

카테고리 소개 : DE.EC 보안이벤트 수집01.

 탐지(Detect) > DE.EC(Event Collection, 보안이벤트 수집)

: 관제대상 이벤트 및 로그를 수집하고, 기준에 의한 경보를 설정하여 비정상적인 활동을 탐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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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1 솔루션별 수집 가능 로그, IG.SOC-031-02 로그수집대상 리스트, 
IG.SOC-031-03 SIEM 구축(로그 수집 대상) 가이드, IG.SOC-031-04 경보정책 가이드, 
IG.SOC-031-07 위협인사이트의 위험도 산정 기준, IG.SOC-031-08 상세 탐지 프로세스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에서 제공하는 표준경보정책은 각각 탐지정책코드 체계를 가지고 있고, 6개의 
위협분류체계(유출, 변조, 권한획득, 비인가접근, 서비스거부, 평판)중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 또한 Cyber 
Kill Chain 단계 분류 및 산업분류 기준으로 구분을 수행하여 필요에 따라 경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안관제요원은 이러한 경보를 기반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게 된다.

 * 경보정책 관련 참고 자료 :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IG.SOC-031 탐지메뉴얼’, ‘IG.SOC-031-04 경보정책 가이드’

로그 연동 시 일반적으로 SIEM을 통해 연동을 수행하여 보안관제까지 활용하며, Agent 또는 Agentless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연동 후 정규화를 통해 통합보안관제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머신러닝기반 보안관제시스템이 연동 되어 있을 경우 경보분석(지도학습), 이상행위탐지(비지도학습)에서 
도출한 의사결정정보를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의 경보 및 근거데이터를 연동하여 위협인사이트의 위험도를 
산출하고 분석에 활용하게 된다.

연동 및 정규화를 통해 수집 및 저장이 되었다면, 경보정책을 설정 해야 한다. 보안관제방법론에서 제시하는 
경보정책은 단일경보정책(Single Rule), 상관경보정책(Correlation Rule), 시나리오정책 (Scenario Rule)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보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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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 보안이벤트 및 로그수집 개요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의 세번째 기능(Function)은 “탐지(Detect)”로, 그 중에서 첫번째로 소개될 

세부활동(Category)은 “보안이벤트 수집(DE.EC, Event Collection)”이다. 

보안관제를 위한 식별(Identify) ,  예방(Protect)  기능과 관련한 활동 이후, 실제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제대상 시스템(보안시스템, 업무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보안이벤트를 수집해야 

한다.환경분석을 통해 관제대상을 파악하고, 어떠한 시스템의 보안이벤트 및 로그를 수집할지 결정 해야 한다. 

보안관제방법론에서는 수집 대상 보안이벤트를 ‘로그’, ‘이벤트’, ‘위협정보’로 구분하며, 이러한 보안이벤트를 

연동 하는 것은 ‘통합보안관제시스템’에서 수행 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구분 내용

단일경보정책

(Single Rule)
1

· 탐지대상(보안시스템, 서버장비, 네트워크장비 등)의 단일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생성 되는 기본 경보정책

시나리오기반정책

(Scenario Rule) 
3

· 위협 또는 침해사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정책

· 다양한 단일경보정책과 상관경보정책을 조합하여 생성하는 정책

상관경보정책

(Correlation Rule)
2

· 단일경보정책의 집합체. 여러 개의 단일경보를 서로 연관성을 갖는 조건 

  (and, or 등 연산자 활용)을 통해 보다 복잡한 경보정책 수립이 가능. 

· 정책기반 상관경보정책, 상관분석정책, 상관경보 등

[그림 7-2] 이글루시큐리티 경보정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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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파이오링크 인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역량 결집으로

글로벌 보안 강자 될 것 

[2021년 10월 27일] 국내 정보보안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 선도 기업 ㈜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 

이득춘, www.igloosec.co.kr)는 엔에이치엔㈜으로부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최적화 전문기업인 ㈜파이오링크 지분 전량(28.97%)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이오링크는 조영철 대표 경영체제를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애플리케이션 전송 컨트롤러(ADC) 분야 절대 강자인 파이오링크 인수를 통해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보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양사의 고객 채널을 통해 교차 및 추가 형태로 솔루션·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고객 발굴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또한 보안관제·보안 컨설팅 분야의 수평적 확장을 이루며, 보안관리 사업도 한층 강화한다. 

이글루시큐리티는 두 회사의 만남을 통해 국내 정보 보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AI 

보안관제, 통합보안관제(SIEM) 등 보안관리 솔루션·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ADC 및 보안 스위치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는 파이오링크와 함께 양사의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결합하며, 보안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전략이다.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예상할 수 없었던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 필요하다. 파이오링크 인수를 통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며, 국내 정보보안 생태계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 이글루시큐리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최적화 전문기업 ㈜파이오링크 인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핵심 역량 결집

- 국내 정보보안 시장 지각 변동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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