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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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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을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다(2022.2.10). 해당 발표에서 는 1)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2)정보보호기업 육성, 3)정보보호산업 

생태계 확충, 4)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 등 4개의 전략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 ’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세계 일류 보안기업 60개사 육성

  · 악성코드·침해사고 데이터셋 개방(8억건), 재난·안전 물리보안 영상 데이터 구축

  · 5개 융합보안거점(안양, 안산, 군산, 원주, 부산) 구축·강화를 통한 융합보안시장 창출 

  ·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한 정보보호공시 6월까지 이행 추진

  · 데이터 금고, 보안해결책(솔루션) 등 중소기업 정보보호지원 확대(’22년 8,300개사)

  ·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연구개발 대폭 확대(’21년 747억원 → ’22년 928억원)

국민생활 및 경제전반에 걸쳐 사이버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정보보호산업이 가야할 

길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20여년 째 유망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이 

ICT 선도사업으로 발돋움 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정보보호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모두가 들떠 있던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24시간 

맡은 위치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 했다.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속히 변화하는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하고 있는 정보보호 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위상 또한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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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이 가장 많았고, 전월 대비 약 15% 가량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Thin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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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과 대한민국, 인도, 대만, 브라질, 멕시코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독일,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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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전월 대비 전체적인 공격 건수가 감소 

하였고, 특히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 

비율이 약 20% 가량 대폭 하락하였다. 이는 

Apache Log4j RCE 공격 건수 감소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15% 가량 증가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ThinkPHP RCE 공격 건수 증가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월간 공격 유형01.

2022년 2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Cross Site Script(XSS)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Apache Log4j RCE(CVE-2021-44228)의 경우 전월 대비 약 6분의1로 감소하였다. ThinkPHP RCE의 경우 전월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하여 전체의 4분의1을 차지함으로 1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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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Vulnerability Scanner (Zgrab)

GPON Router Vulnerability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Cross Site Script (XSS)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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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1

3,156

659

917

593

797

557

369

745

543

331

1

5

2

6

3

7

9

4

8

10

2,248

152

45

4,322

637

50

15

12,740

8,667

41.4

24.8

5.2

7.2

4.7

6.3

4.4

2.9

5.8

4.3

2.6

17.6

1.2

0.4

33.9

5.0

0.4

0.1

100

68

▲1

▲1

▲2

▲2

▼1

▼2

▲1

▲1

▼1

▼2

NEW

-

-

▼1

▼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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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과 대한민국, 인도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공격 비율 합은 전체 대비 약 80%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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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46.165.37 Directory Traversal

161.35.188.242 Directory Traversal

109.237.103.9

109.237.103.38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109.237.103.123

199.127.60.104
Apache log4j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CVE-2019-17571)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45.134.144.108
Fortinet FortiOS Directory Traversal

(CVE-2018-13379)

209.141.47.28

206.81.18.213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34.138.49.128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RU

US

RU

RU

RU

US

DE

US

DE

US

1

5

2

6

3

7

9

4

8

10

15/115

6/115

11/115

10/115

13/115

3/115

17/115

3/115

0/115

0/115

▶ 금월 공격 IP, 국가 순위 상세 Top 10 표 및 비율

35.6%

인도

러시아

대한민국

중국

미국

6.2%

6.9%

7.6%

43.8%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04.

[표 1-4]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상세 분석

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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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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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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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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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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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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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 Site Script(XSS)는 공격자가 악성 스크립트를 입력한 페이지를 사용자가 
열람한 경우 스크립트가 실행됨으로써 공격이 발생한다. 공격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스크립트로 실행 가능한 여러 동작(파일 다운로드, 페이지 
이동 등)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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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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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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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Cross Site Script(XSS)

Web Vulnerability Scanner
(Zgrab)

GPON Router Vulnerability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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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2022년 1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16,929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정보는 

182,353건 수집되었다.

수집 대상별 순서는[해외-Malware(159,515건)], [국내 (16,929건)], [해외-Special(15,7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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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120건 이다. 

1월 한달동안 주로 Apache Log4j2의 CVE-2021-44228, CVE-2021-45046, CVE-2021-45105, 

RealTek의 CVE-2021-35394 취약점 MuddyWater Malwar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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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57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2.05557 log4shell, CVE-2021-45105,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Content-

Disposition"; nocase; http_client_body; content:"RelyingPartyEntityId"; 

distance:0; nocase; http_client_body; content:"|0D 0A 0D 0A|"; 

distance:0; http_client_body; base64_decode:bytes 64,relative; base64_

data; pcre:"/\x24\x7b(jndi|[^\x7d]*?\x24\x7b[^\x7d]*?\x3a[^\x7d]*?\

x7d)/i"; content:"/websso/SAML2/SSOSSL/"; fast_pattern:only; http_uri; 

sid:205557;)

Log4jShell을 

취약점(CVE-2021-44228, 

CVE-2021-45046,

CVE-2021-45105)을

악용하여 Vmware vSphere에 

발생한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log4shell,

CVE-2021-45105

IGRSS.2.05558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IGRSS.2.05558 log4shell, CVE-2021-45105,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jndi"; fast_pattern:only; http_header; pcre:"/
(%(25)?24|\x24)(%(25)?7b|\x7b)jndi(%(25)?3a|\x3a)/Hi"; 
sid:205558;)

Log4jShell을 

취약점(CVE-2021-44228, 

CVE-2021-45046,

CVE-2021-45105)을 악용한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log4shell,

CVE-2021-45105

IGRSS.2.05592

alert udp $EXTERNAL_NET any -> $HOME_NET 9034 
(msg:" IGRSS.2.05592 RealTek,  CVE-2021-35394,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 content:"orf"; 
depth:3; pcre:"/^orf.*([\x60\x3b\x7c\x23\x26]|[\x3c\x3e\
x24]\x28)/s"; sid:205592;)

RealTek의

CVE-2021-35394취약점을 

악용한 사용자 권한탈취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RealTek,

CVE-2021-35394

IGRSS.8.05661

alert tcp $EXTERNAL_NET $FILE_DATA_PORTS -> $HOME_
NET any (msg:"IGRSS.8.05661 Malware, MuddyWater,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client,established; 
flowbits:isset,file.pdf; file_data; content:"/URI"; nocase; 
content:"snapfile.org"; within:100; nocase; sid:805661;)

MuddyWater Malware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Malware, 

Muddy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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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 2021년 하반기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결과 발표… 훈련 참여 기업, 전년 대비 3.5배 증가

 ·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 발표… 올해 9조 원 예산 투입 

 · 5,797억 원 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공모 시작

 · 연구개발 특구 육성 위해 1,300억 원 투자… 자금·기술 사업화·해외 진출 등 지원

 ·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 기관 선정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개통… 연구행정 효율성 향상 기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산업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 기반 마련을 위한 컨설팅 사업 착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발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년도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연구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판매 한 공무원에 대한 엄정 수사 약속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블록체인에 맞춰 개인정보 파기 

규정 개선,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감면규정 정비 

 · 국가정보원,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본격화

 · 국가정보원, 사물인터넷(IoT) 장비 노린 ‘Mozi 봇넷’ 악성코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 진행 

 · 정부, 범정부 합동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기타

전 세계 IoT 장비 1만 1,700대, ‘Mozi 봇넷’ 감염됐다… 국내 100여 대 감염 ▶

 · 국가정보원은 러시아 침해사고대응팀(CERT)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전 세계 72개국 사물인터넷(IoT) 장비 1만 
1,700대가 ‘Mozi 봇넷’이라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및 해외 협력 기관과 대응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Mozi 봇넷은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비 등을 공격해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감염된 장비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위한 좀비 PC로 활용하는 악성코드임. 

 · 국정원은 이후 추가 조사 및 국정원이 보안관제 중인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제 조치를 통해, 국내외 
유무선 공유기·CCTV·영상녹화장비(DVR) 등 약 1만 1,700대(국내 100여 대, 해외 11,600여 대)가 동일한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감염된 일부 장비는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악성코드 유포 경유지로 활용된 사실을 확인함. 

 · 국정원은 피해 확산 및 공격 주체 규명을 위해, 감염 장비의 IP 주소가 확인된 미·일·EU 일부 회원국과 감염 장비의 
대다수(83%)를 차지한 중국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음. 

‘공격도 통역이 되나요???’… 국제 동시통역사 겨냥한 APT 공격 포착돼 ▶

 · 최근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이 포착됨. 다수의 통역 분야 
종사자들에게 국제회의 및 학술세미나 통역 의뢰 내용처럼 꾸며진 악성 메일이 발송된 것. 

 · 이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조직은 그동안 주로 외교·안보·국방·통일 및 대북 분야 종사자를 상대로 
공격 활동을 전개해 왔음. 보안전문가들은 동시 통역사들이 중요한 정부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공격은  주요 인물에 접근하기 위한 초기 침투 과정일 것으로 유추하고 있음. 

 · 실제 공격에 사용된 이메일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통역 언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에 따라 본문 내용과 첨부파일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었음. 공격자는 행사 일정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묻고, 그다음 첨부된 문서 
내용 중 어느 부분의 통역을 맡아줄 수 있는지 회신을 요구하며 첨부 문서 내용을 열어보도록 유인하고 있었음. 

 ·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마치 중요한 ‘전자문서 인증용’ 보안 화면처럼 꾸며진 웹사이트로 연결되는데,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자문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었음. 이곳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역사의 계정 
정보가 유출되게 됨. 

 · 공격자는 피해자에게 추가 이메일을 따로 보내 답신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코로나 급증으로 인해 행사가 
미뤄졌다며 대화를 마무리하는 치밀함을 보였음. 

‘암호화폐 퍼가요~♡’… 국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22억 원의 암호화폐가 탈취되는 해킹 사고 발생 ▶

 · 국내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인 ‘클레이스왑’에서 22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된 해킹 사고가 
발생함. 국내 디파이 서비스가 해킹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개발사 오지스는 관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클레이스왑은 중개 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여러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서비스 업체임. 이를 이용하면 예치한 암호화폐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국내 보안 업체 티오리의 분석에 따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 집단은 7개월에 걸쳐 클레이스왑을 해킹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왔으며, 2월 3일 시도한 공격이 성공한 것으로 분석됨. 약 1시간 30분 동안 총 325개 지갑에서 
407개의 비정상적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서, 22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해커의 지갑으로 빠져나간 것. 

 · 공격자는 인터넷에서 데이터의 이동 경로를 설정해주는 라우팅을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BGP) 하이재킹’ 공격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해커 조직이 누구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고도화된 해킹 수법과 탈취한 자산을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전시킨 신속함을 볼 때, 최소 5명 이상의 수준 높은 해커들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유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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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0대 해커, 테슬라 해킹 취약점 발견… 원격 시동에 차량 문 맘대로 열고 닫아 ▶

 · 독일 국적의 10대 해커가 테슬라에서 차량을 해킹할 수 있는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음. 1월 13일 미 
블룸버그, 뉴욕포스트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한 10대 해커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테슬라의 SW에서 결함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올렸다고 보도함. 

 · 이 10대 해커는 13개국의 25대 차량에 대한 원격 해킹이 가능했다고 밝힘. 핸들 조작이나 엑셀, 브레이크 조작은 
불가했으나, 자동차 키가 없이도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차량 문과 창문을 열고 닫는 등의 조작이 가능했다는 것. 

 · 해킹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테슬라 자체 소프트웨어(SW)가 아닌 서드파티 SW였음. 이 해커는 해당 사태가 알려진 
후 테슬라의 서드파티 SW인 테즈랩(Tezlab)의 인증 토큰이 만료되었다면서, 테즈랩의 토큰 만료가 자신이 제보한 
취약점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음. 

 · 국내 보안 전문가들 역시 테슬라의 경우 타사에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비공식 API가 있는데, 이를 통해 개발된 
서드파티 앱의 보안 취약점에서 문제가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앱 개발 시 시큐어 코딩은 물론 계정 보안, 
멀티팩터 인증, 취약점 사전 점검, 주기적인 앱 보안 테스트 등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이제 대세는 클라우드 서비스야’… 클라우드를 통해 전파되는 멀웨어 급증 ▶

 ·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로 유입되는 멀웨어의 2/3가 웹이 아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짐. 
클라우드 앱의 편의성과 가격, 사용자의 신뢰가 공격 수단이 변경된 주요 이유로 지목되고 있음. 

 · 이를 조사한 보안 업체 넷스코프(Netskope)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등의 유명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었음. 저장 용량 설정만 낮게 하면 무료에 가깝게 파일을 호스팅 할 수 있을뿐더러, 이름이 
널리 알려진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 

 · 물론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호스팅 된 파일을 빠르게 파악해 제거하고 있음. 
그러나 공격자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걸릴 때까지 같은 공격을 반복하면 
되므로 사실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임.

 · 넷스코프의 분석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박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음. 그러나, 
2021년 한 해 동안 공격자들이 멀웨어 유포에 사용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230여 개가 넘는다는 사실에서 볼 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던지 간에 누구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안 전문가들은 조직 전체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파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중국 밖에서도 널 보고 있다’… 첨단 기술 이용해 적대적 인사 추적하나? ▶

 · 중국 당국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이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감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자국 내 감시망을 해외까지 확장해 중국에 적대적인 인사를 추적한다는 내용임. 

 · 미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월 31일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반체제 인사 및 비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시민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특정인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전문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짐. 

 · 뉴욕타임스는 실제로 중국 당국에 정보를 넘기던 익명의 제보자의 말을 빌려 “관심을 끈 단일 트윗이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 사진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찾아낸 뒤, 다크웹에 
해킹된 DB와 대조해 신원을 특정한다”라고 밝힘. 

‘카카오 선물하기’ 인 줄 알았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유도해 계정 정보 유출 
시도하는 공격 지속 발생 중

▶

 · 최근 ‘카카오 선물하기’로 위장한 피싱 메일을 통해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계정 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 ‘카카오선물하기’ 계정으로 위장해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안내’ 
등의 메일 제목을 붙인 피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격자들은 메일 본문에 ‘선물하기로 특정 상품이 
결제되었는데 만일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다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문의를 하라’며 이메일 내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유도하고 있었음. 

 · 사용자가 이 피싱 메일을 실제로 카카오가 보낸 것으로 오인해 친구 추가 후 문의를 할 경우에는 ‘카카오 계정 
도용/해킹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우려되니 카카오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문의를 접수하라’는 안내와 함께 링크를 
전송해주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카카오 계정 비밀번호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 
페이지로 연결되게 됨. 

 · 공격자는 카카오에서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구 추가 ID 및 카카오톡 채널명을 짧은 간격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안 전문가들은 카카오톡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2021년 9월부터 조금씩 내용을 변화하는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며,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메일을 수신했을 경우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함.

러시아 연방안보국(FSB), 레빌(REvil) 일망타진… 러-미 최대 긴장 관계 상황 
속에서 레빌 소탕 작전 벌인 이유는? 

▶

 · 러시아 연방안보국(FSB)은 러시아에 숨어서 활동하는 사이버 공격 단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응해, 악명 높은 랜섬웨어 공격 단체인 레빌(REvil)의 주요 멤버들을 체포하고 공격 인프라를 폐쇄시켰다고 
밝힘. 

 · 레빌은 소디노키비(Sonikokibi)라고도 알려진 랜섬웨어 그룹으로 2021년 JBS푸드(JBS Foods) 사건과 
카세야(Kaseya) 사태를 일으키면서, 미국 사법부에 의해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린 바 있음. 

 · FSB는 러시아 내무부,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25개 장소를 덮쳐 14명의 레빌 멤버들을 구금하고, 현금, 암호화폐, 
고급 차량 등을 합쳐 총 68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하지만 최근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와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최대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기가 미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완강히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 지대에 
군을 배치하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고수하면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임. 

 · 이 가운데 러시아가 갑자기 미국 요청에 응해 레빌을 일망타진했다는 점에서 보안 업계의 반응은 갈리고 있음. 
일부는 러시아의 의중이 순수하게 범죄 소탕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며, 미국에 자기의 주장을 들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 기반 사이버 범죄 집단들 대다수가 사법 활동에 의해 사라진 듯해도 늘 
다시 나타났다며, 머지않아 레빌이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비트코인 입금 확인되는 순간 마약 거래 좌표 발급’… 무법지대 된 ‘텔레그램·디스코드’▶

 · 익명성 기반의 메신저가 온갖 불법 행위의 온상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을 통해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자금 세탁, 개인정보 판매 등 여러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데일리 취재 결과, 텔레그램에는 주로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불법적인 내용을 버젓이 알리는 판매자들이 
많았으며, 종류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한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음. 비트코인을 입금만 하면 전국 어디든 
안전하게 배달된다는 내용의 온갖 마약 거래물과 음란물 판매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음. 

 · 정부는 ‘n번방 방지법’으로 지칭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 중이나, 정작 n번방 사태의 중심이었던 텔레그램은 
그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문제로 지적됨. 

 · 디스코드는 국내 게임 유저들이 정보공유 및 채팅 용도로 활용하는 메신저임. 텔레그램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본래 사용 용도와 달리 성인 영상 유통 등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디스코드를 통해 텔레그램으로 유도, 이후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것이 주된 방식임. 



16 17www.igloosec.co.kr

통합대시보드를 통한 관제 활용 방안SIEM Guide_SPiDER TM V5.x

SPiDER TM V5.0은 이글루시큐리티 보안 관제 경험과 빅테이터 활용 역량이 집약된 통합보안관리 솔루션으로 최초 탐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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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술지원센터 분석기술팀 이석희, 문형훈

통합대시보드를 통한 관제 활용 방안

개요01.

SPiDER TM에서 제공하는 통합대시보드의 기관코드 관리를 활용하면 관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경보이벤트는 실시간 보안 관제를 위해 수집한 다양한 보안장비의 로그를 경보 명 중심으로 제공 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SIEM에서 발생한 경보이벤트에 통합대시보드 기관 코드 정보를 연계하여, 기관 네트워크 그룹에 

대한 통계정보를  분석하고 경보이벤트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

SIEM 경보 로그 및 통합대시보드 SIEM 경보 로그02.

1) SIEM 경보 관제 화면 및 통합대시보드 SIEM 경보 화면

[그림 3-1] SPiDER TM 상관분석 화면

SIEM에서 제공하는 경보 이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관분석 메뉴 또는 통합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경보 

이벤트 위젯을 살펴보면 된다. 

SiEM에서 제공하는 경보 이벤트의 탐지 장비 정보는 직관적으로 식별이 가능 하나, 이벤트의 출발지 / 목적지 IP 

자산의 영역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다. 

2) SIEM 경보 이벤트 정보 내용

[그림 3-3] SIEM 및 통합대시보드 경보 이벤트 정보 화면

[그림 3-2] 통합대시보드 Attack 모니터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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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에 발생된 경보이벤트는 통합대시보드와 동기화 되어, 통합대시보드 DB를 통해 추가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기관 생성 후 > 상세 IP 대역(시작아이피/종료아이피) 입력 후 기관 지정 저장

설정 > 시스템 설정 > 기관 코드 관리 > CSV 업로드 > 양식 다운로드

Sample.csv 양식 다운로드 후 각 필드 (기관코드/사이트명/시작아이피/종료아이피) 데이터 입력

다른 이름으로 저장 > 기관코드입력.scv 저장 (파일명에 대한 제약은 없음)

CSV 업로드 > 기관코드입력.csv 선택 > 확인 선택

기관코드관리 업로드 된 대역 정보 확인

→ 일괄 입력 시 기관코드 생성 > 기관 대역 입력 과정을 하나의 CSV파일로 등록 가능 하다.설정 > 시스템 > 기관 코드 관리 > 기관 생성(기관코드/기관명) 설정 저장

통합대시보드 기관코드 설정 방법03.

1) 통합대시보드 기관코드 관리 정보 등록

STEP 1) 통합대시보드 UI 기관 코드 단일 입력

[그림 3-4] 통합대시보드 기관코드 관리 화면

[그림 3-6] 통합대시보드 기관코드 관리 기관 상세 정보 입력

[그림 3-7] 통합대시보드 기관코드 관리 일괄(기관코드/기관명) 입력 화면

[그림 3-5] 통합대시보드 기관코드 관리 기관 생성

STEP 2) 통합대시보드 UI 기관 코드 일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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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일괄 입력 시 기관 코드/기관 명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CSV파일 > 연결 프로그램 > notepad.exe > 다른 이름으로 저장 시 파일 형식(모든파일) 지정 / 인코딩 (UTF-8) 

지정 저장 필요

→ Excel 데이터 중 한글 문자열이 포함된 .CSV파일 일괄 등록 시 DB에서 한글 깨짐 현상 발생한다.

위와 같이 기관코드를 활용한 위젯 대시보드를 구성하면 SIEM에서 발생한 경보 리스트의 출발지/목적지 IP의 

기관 대역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SIEM 경보 발생 기관 명 통계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의 위젯으로 활용 할 수 있다.

2) 기관코드 관리 일괄 입력 시 참고 사항

[그림 3-8] 통합대시보드 기관코드 관리 일괄 입력 참고 사항

[그림 3-9] 통합대시보드 기관코드 정보를 활용한 위젯 화면

통합대시보드 SIEM 경보 로그 활용 방법04.

1) 기관코드 대역 정보 활용 위젯 생성

2) 기관코드 활용 위젯 대시보드 구성

[그림 3-10] 통합대시보드 Attack 모니터링 기관 대역 활용 화면

결론05.

보안관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사 마다 상이한 고객사에 최적화된 보안관제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통합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IP기관 대역 정보를 활용하여 대시보드 구성하면 사이트에서 탐지IP 

정보에 대한 식별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이트의 경우 기관명 대신 부서명, IP대역 대신 

사용자(호스트PC) 정보를 활용 한다면, 각 사이트 환경에 최적화 된 대시보드 화면을 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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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데스크톱 (RDP)  악용 침해사고 이벤트 로그 분석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박병욱

원격 데스크톱(Remote Desktop Protocol : RDP)은 마이크로소프트사 Windows OS의 구성요소로 

ITU-T.128 어플케이션 프로토콜의 확장이다. 최초 1996년 Windows NT 4.0에서 Terminal Service 

Client로 출시되었고, 이후 2009년 Remote Desktop Service(RDS)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원격의 다른 

컴퓨터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원격 데스크톱은 원격근무 지원, 시스템 관리자, 엔지니어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 데스크톱은 공격자들이 기업 

시스템이나 개인 PC등에 침투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해커들은 시스템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커맨드 라인 

기반의 백도어보다 안정성과 기능성의 이점을 가진 원격 데스크톱을 선호한다. 

원격데스크톱(RDP) 악용한 침해 사고 시 Windows XP, Windows Vista 이후에 가장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벤트 로그 ID, 로그의 위치는 [표 4-1]과 같으며, 해당 이벤트 로그 ID가 의미하는 바를 아래 흐름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공격자가 측면이동(Lateral Movement)을 위해 원격데스크톱을 이용할때 이벤트 로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함께 알아보자.

[그림 4-1]은 Kaspersky에서 2020년 4월에 발표한 원격 데스크톱에 대한 무차별 대입 공격의 국가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COVID-19이후 원격 근무가 활발해지는 2020년 3월 이후부터 원격 데스크톱에 대한 공격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격 데스크톱에 대한 공격은 높은 위험도를 가진 보안 위협이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요01.

[그림 4-1] RDP 공격 현황 (출처 : Kaspersky)

[표 4-1] 원격데스트톱(RDP)관련 로그 ID 및 로그 위치, 로그 파일 위치

이벤트 ID : 1149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ID, Password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인증'이란 네트워크 인증 성공을 말한다. 즉 원격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격 데스크톱 네트워크 접속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4-2]와 같이 RDP Desktop Connection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원격 시스템 IP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면 원격 시스템에 대한 자격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연결 (Network Connection)02.

1) 이벤트 ID : 1149 - 사용자 인증 성공 (User authentication succ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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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이벤트 ID : 1149 - 사용자 인증 성공 [그림 4-5] rdesktop 로그인 화면

만일 [그림 4-4]와 같이 사용자 계정, 도메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이벤트 ID : 1149를 확인하였다면 

원격 데스크톱에 대해서 RestrictedAdmin Mode(제한된 관리자 모드)를 활성화되어 있는 시스템에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시도한 경우에 기록된다. RestrictedAdmin Mode (제한된 관리자 모드)는 2014년 10월에 

출시되었으며, 재사용 가능한 자격 증명이 잠재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원격 서버의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여 관리자 계정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RestrictedAdmin Mode(제한된 관리자 모드)는 관리자 

계정에만 적용되며, 관리자가 아닌 계정으로 원격 시스템에 로그온 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원격데스크톱(RDP)을 악용한 침해사고 분석 시 [그림 4-3]를 살펴보면, 2021년 xx월 xx일 5시 44분 20초경에 

192.168.107.1 IP에서 secu라는 사용자 계정을 이용하여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시도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rdesktop이라는 Windows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에 연결하기 위한 오픈 소스 UNIX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원격 데스크톱을 연결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연결되더라도 이벤트 ID : 1149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 4-2] 원격 데스크톱 연결 : 자격증명

이때 기록되는 이벤트가 이벤트 ID : 1149이며, 획득 가능한 세부 정보는 [표 4-2]와 같다 

설 명

원격데스크톱(RDP) 세션을 요청한 사용자 계정

사용자 도메인

원격데스크톱(RDP) 연결 시도가 수행된 IP 주소

필드명

사용자

도메인

원본 네트워크 주소

[표 4-2] 이벤트 ID : 1149 세부 정보

[그림 4-4] 이벤트 ID : 1149 - RestrictedAdmin 모드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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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ID : 4624는 사용자 계정 및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원격, 로컬 상관없이 로그온이 정상적으로 성공하는 

경우 기록된다. 이벤트 ID : 4624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세부 정보는 [표 4-3]과 같다.

로그온 유형 필드는 발생한 로그온의 종류를 나타내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2와 3이다. 새 로그온 필드는 새  

로그온을 만든 계정, 즉 로그온된 계정을 나타내며, 네트워크 정보 필드는 원격 로그온 요청이 시작된 위치를 

나타낸다. 워크스테이션 이름은 항상 기록되는게 아니기에 해당 필드가 비워져 있을 수도 있다.

이벤트 ID : 4624는 원격, 로컬 상관없이 로그온이 정상적으로 성공하는 경우 기록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로그온이 되었는지 정보는 로그온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표 4-4]은 로그온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표 4-4] 로그온 유형만으로 봤을 때 원격 데스크톱을 악용한 공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온 유형 10만 

찾으면 된다. 하지만 네트워크 수준 인증(Network Level Authentication : NLA)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로그온 

유형 10이 될 수 있고 로그온 유형 3이 될 수 있어 두 유형 모두 확인해야 된다.

인증 (Authentication)03.

1) 이벤트 ID : 4624 - 계정이 성공적으로 로그온 되었습니다.
                                 (An account was successfully logged on)

[표 4-4] 로그온 유형

필드명 설명

네트워크

정보

새

로그온

로그온 정보 수행된 로그온 유형로그온 유형

주체의 도메인 또는 컴퓨터 이름계정 도메인

로그온 시도가 수행된 컴퓨터 이름워크스테이션 이름

로그온이 수행된 계정계정 이름

이 이벤트를 동일한 로그온 ID를 포함할 수 있는 최근 이벤트와

상관 관계에 도움이 되는 16진수 값
로그온  ID

로그온 시도가 수행된 IP 주소원본 네트워크 주소

설명
로그온
유형

로그온 제목

시스템 시작과 같이 시스템 계정에서만 사용0 System

서비스 제어 관리자가 서비스를 시작5 Service

네트워크에서 로그온한 사용자 또는 컴퓨터3 Network

사용자가 로그온한 경우2 Interactive

잠금 해제된 경우7 Unlock

직접적인 개입 없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는 일괄 처리 
서버에서 사용

4 Batch

사용자가 터미널 서비스 또는 원격 데스크톱을 사용하여 원격 로그온10 RemoteInteractive

사용자가 네트워크에서 로그온한 경우로, 사용자의 암호가 인증 패키지에 전달된 
언해시(unhash) 양식

8 NetworkCleartext

RemoteInteractive와 동일 (내부 감사에 사용)12 CachedRemoteInteractive

사용자가 컴퓨터에 로컬로 저장된 네트워크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온한 경우 
(도메인 컨트롤러에 연결하여 자격 증명을 확인하지 못함)

11 CachedInteractive

호출자에서 현재 토큰을 복제하고 아웃바운드 연결에 대한 새 자격 증명을 지정한 
경우 (새 로그온 세션은 로컬 ID가 동일하지만 다른 네트워크 연결에 대해 서로
다른 자격 증명을 사용)

9 NewCredentials

Workstation logon13 CachedUnlock

[표 4-3] 이벤트 ID : 4624 세부 정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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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이벤트 ID : 4625 세부 정보 일부

설명

[표 4-6] 오류 필드 내용 일부

설명필드명

수행된 로그온 유형로그온 유형

로그온 시도에 지정된 계정의 SID로 이벤트 뷰어는 자동으로 SID를 확인하고 계정 
이름을 표시하려고 시도한다. SID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비어 있어가 NULL SID를 기록

보안 ID

주체의 도메인 또는 컴퓨터 이름

로그온 실패에 대한 설명

로그온 시도가 수행된 컴퓨터 이름

로그온 시도가 수행된 IP 주소

네트워크

정보

로그온을 

실패한 계정

오류 정보

로그온이 수행된 계정계정 이름

계정 도메인

오류 이유

워크스테이션 이름

원본 네트워크 주소

잘못된 암호 또는 잘못된 암호를 사용하여 사용자 로그온0xC000006A

관리자가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계정에 대한 사용자 로그온0xC0000072

권한이 부여된 시간 외의 사용자 로그온0xC000006F

사용자가 다음 로그온할 때 암호를 변경해야 합니다0XC0000224

원인은 잘못된 사용자 이름 또는 인증 정보입니다0XC000006D

만료된 계정으로 사용자 로그온0xC0000193

만료된 암호로 사용자 로그온0xC0000071

계정이 잠겨 있는 사용자 로그온0xC0000234

로그온 실패: 로그온하는 컴퓨터는 인증 방화벽에 의해 보호됩니다. 지정된 계정이 컴퓨터 인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0XC0000413

상태코드

또한 이전에 원격 데스크톱을 실행하고 정상적으로 로그오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원격 데스크톱으로 

로그온 하는 경우 로그온 유형 7로 기록된다. 이때 역시 로그온 유형만으로는 원격 데스크톱 잠금 해제와 로컬 

잠금 해제를 구분하기 어렵기에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정보 필드에서 원본 네트워크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격 데스크톱 연결에서 잠금 해제하는 경우 원격 네트워크 주소에 원격지 IP가 존재하는 반면에 로컬에서 잠금 

해제하는 경우 127.0.0.1로 기록된다.

[그림 4-6] 이벤트 ID : 4624 - 로그온 유형 비교

[그림 4-7] 원격 데스크톱 잠금 해제(좌)와 로컬에서 잠금 해제(우) 비교

이벤트 ID : 4625는 사용자 계정 및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원격, 로컬 상관없이 로그온이 실패할 경우 

기록된다. 이벤트 ID : 4625 역시 원격, 로컬 상관없이 기록되기 때문에 로그온 유형을  확인 해야 하며, 주의 

깊게 살펴볼 세부 정보는 [표 4-5]와 같다. 로그온 유형 필드는 이벤트 ID : 4624와 같이 요청한 로그온의 

유형을 나타내며, 로그온을 실패한 계정 필드는 로그온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용자를 식별한다.네트워크 정보 

필드는 원격 로그온 요청이 시작된 위치를 나타내며, 워크스테이션 이름은 항상 기록되는게 아니기에 해당 

필드가 비워져 있을 수도 있다.

왜 로그온 실패 이벤트를 확인해야 할까? 실패 이벤트가 발생하였다고 모두 공격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패스워드 기한 만료 등 정상적인 장애로 인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실패하였는지는 오류 이유 필드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야 한다.

2) 이벤트 ID : 4625 - 계정을 로그온 하지 못했습니다. (An account failed to lo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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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이벤트 ID 4625 - 오류 이유 비교

실패 역시 로그온 유형만으로 봤을 때 원격 데스크톱을 악용한 공격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온 유형 10만 찾으면 

된다. 하지만 네트워크 수준 인증(Network Level Authentication : NLA)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로그온 유형 

10이 될 수 있고 로그온 유형 3이 될 수 있다.

[그림 4-9] 무차별 대입 공격 (Brute-force Attack) 시 로그온 실패 이벤트

원격데스크톱(RDP)을 악용한 침해사고 분석 시 실패 이벤트는 공격자가 언제부터 시도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실패 이벤트가 존재한다면 무차별 대입 공격 (Brute-force Attack), 

사전 대입 공격 (Dictionary Attack) 가능성이 매우 크다.

로그온 섹션에서는 성공적인 인증 및 시스템 로그온 시 발생하는 인증 후 이벤트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 

원격 데스크톱 로그온의 경우 세션 ID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그 이유는 세션 ID는 추가 이벤트 로그 활동을 

추적하거나 이 사용자의 원격 데스크톱 세션과 연결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로그온 (Logon)04.

이벤트 ID : 21은 이벤트 ID : 22 바로 앞에 기록되며, 원격 데스크톱 로그인과 세션 인스턴스화가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벤트 ID : 21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는 [표 4-7]과 같다

"원본 네트워크 주소"가 "LOCAL"인 경우 로컬 로그온을 의미하며, 시스템 (재)부팅/초기화 시 에도 "소스 

네트워크 주소"가 "LOCAL"을 가진 이벤트가 기록된다.

1) 이벤트 ID : 21 -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세션 로그온 성공
                              (Remote Desktop Services: Session logon succeeded)

[그림 4-10] 이벤트 ID : 21 - 원격 데스크톱, 로컬 로그온 비교 

설 명필드명

원격 데스크톱 로그인과 세션 인스턴스화가 성공한 계정사용자

원격 데스크톱 로그인과 세션 인스턴스화가 성공한 세션 ID세션 ID

원격 데스크톱 로그인과 세션 인스턴스화가 성공한 IP 주소원본 네트워크 주소

[표 4-7] 이벤트 ID : 21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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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ID : 22는 이벤트 ID : 21 바로 뒤에 기록되며, 원격 데스크톱 로그인과 셸(Windows GUI Desktop 

등)의 개시에 성공한 것을 의미한다. 이벤트 ID : 22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는 [표 4-8]과 같다.

"원본 네트워크 주소"가 "LOCAL"인 경우 로컬 로그온을 의미하며, 시스템 (재)부팅/초기화 시 에도 "소스 

네트워크 주소"가 "LOCAL"을 가진 이벤트가 기록된다.

2) 이벤트 ID : 22 -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셀 시작 알림 받음
                            (Remote Desktop Services: Shell start notification received)

설 명필드명

원격 데스크톱 로그인과 셸(Windows GUI Desktop 등)의 개시에 성공한 계정

원격 데스크톱 로그인과 셸(Windows GUI Desktop 등)의 개시에 성공한 세션 ID

원격 데스크톱 로그인과 셸(Windows GUI Desktop 등)의 개시에 성공한  IP 주소

사용자

세션 ID

원본

네트워크 주소

[표 4-8] 이벤트 ID : 22 세부 정보

[그림 4-11] 이벤트 ID : 22 - 원격 데스크톱(좌), 로컬 로그온(우) 비교 

세션 연결 해제/재연결 섹션에서는 시스템 유휴 상태, 네트워크 연결 끊기 또는 사용자의 의도적인 상황 (원격 

데스크톱 창에서 X 클릭, 시작 > 전원 > 연결 끊기, 다른 사용자에 의해 시작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션 연결 끊기/재연결 시 원격 데스크톱 관련 이벤트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살펴보자. 이 부분에서 "원본 

네트워크 주소"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여기서 살펴보는 이벤트 ID는 이벤트 ID : 40과 쌍을 이룬다. 또한 

원격 데스크톱 로그온의 경우 세션 ID는 추가 이벤트 로그 활동을 추적하거나 이 사용자의 원격 데스크톱 세션과 

연결하기 위한 수단 된다. 

세션 연결 해제 / 재연결 (Session Disconnect/Reconnect)05.

이벤트 ID : 24는 원격 데스크톱 세션과 연결을 끊은 것을 의미한다. 이벤트 ID : 24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는 

[표 4-9]와 같다.

"원본 네트워크 주소"가 "LOCAL"인 경우 로컬 로그온을 의미하며, 시스템 (재)부팅/초기화 시 에도 "소스 

네트워크 주소"가 "LOCAL"을 가진 이벤트가 기록된다.

1) 이벤트 ID : 24 -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세션 연결 끊김
                             (Remote Desktop Services: Session has been disconnected)

[그림 4-12] 이벤트 ID : 24 - 원격 데스크톱(좌), 로컬 로그온(우) 비교 

설 명

원격 데스크톱 세션과 연결이 끊긴 계정

원격 데스크톱 세션과 연결이 끊긴 세션 ID

원격 데스크톱 세션과 연결이 끊긴 IP 주소

필드명

사용자

세션 ID

원본 네트워크 주소

[표 4-9] 이벤트 ID : 24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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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침해사고 분석 시 [그림 4-14]와 같이 “원본 네트워크 주소”가 127.0.0.1 또는 분석하고 있는 시스템의 

IP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공격자는 악성코드 등을 이용하여 127.0.0.1 또는 시스템 IP로 

지정한 후 포트 포워딩(Port Forwarding)을 이용해서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했다는 의미이다.

2) 이벤트 ID : 25 -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세션 다시 연결 성공
                            (Remote Desktop Services: Session reconnection succeeded)

이벤트 ID : 39는 사용자가 원격 데스크톱 창에서 X를 클릭하여 연결 해제하는 것과 달리 [그림 4-15]와 같이 

의도적인 연결 해제를 통해 원격 데스크톱 세션에서 공식적으로 연결을 끊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세션 ID는 동일하나 세션 ID가 다른 경우, 특정 세션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원격 데스크톱 세션 

연결이 끊어졌음을 나타낸다. 

3) 이벤트 ID : 39 - X 세션에서 X 세션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Session X has been disconnected by session X)

이벤트 ID : 25는 원격 데스크톱 세션이 재 연결 된 것을 의미한다. 이벤트 ID : 24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는 

[표 4-10]과 같다. 

설 명필드명

원격 데스크톱 세션이 재연결된 계정사용자

원격 데스크톱 세션이 재연결된 세션 ID세션 ID

원격 데스크톱 세션이 재연결된 IP 주소원본 네트워크 주소

[표 4-10] 이벤트 ID : 25 세부 정보

[그림 4-14] 포트 포워딩 예 및 이벤트 로그

[그림 4-15] 연결 끊기

"원본 네트워크 주소"가 "LOCAL"인 경우 로컬 세션 재연결을 나타내며, 원격 데스크톱 세션 재연결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림 4-13] 이벤트 ID : 25 - 원격 데스크톱(좌), 로컬 로그온(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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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이벤트 ID : 39

[표 4-11]은 세션 연결이 끊어진 이유 코드에 대한 설명 일부 이며, 보다 자세한 이유 코드는 Microsoft 설명서 

를 참고 바란다.

[그림 4-17] 이벤트 ID : 40

이벤트 ID : 40은 Microsoft의 설명은 "세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이지만 이 이벤트는 

연결 해제 뿐만 아니라 다시 연결을 나타낸다.

여기서 가장 유용한 정보는 이유 코드로 이유 

코드 값에 따라 세션 연결이 끊긴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4) 이벤트 ID : 40 - X 세션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유 코드 X
                            (Session [X] has been disconnected, reason code [X])

설명 비고

사용자가 비공식적으로 (사용자가  원격 데스크톱창에서 X를 클릭)
원격 데스크톱 세션을 종료한 경우 (이벤트 ID : 24와 관련 있음)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예: 시작 > 전원 > 연결 해제 클릭)
원격 데스크톱 세션을 종료한 경우 (이벤트 ID : 39와 관련 있음)

사용자가 원격 데스크톱 세션에 재연결 했을 경우
(이벤트 ID : 25와 관련 있음)

이유 코드

0

11

5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활동이 연결 해제를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연결이
다른 연결로 대체되었습니다.

세션을 로그오프하여 연결이 끊어졌음12 로그오프를 시작했습니다.

[표 4-11] 세션 연결이 끊어진 이유 코드 일부

이벤트 ID : 4778는 사용자가 기존 원격 데스크톱 세션에 다시 연결하거나 빠른 사용자 전환을 사용하여 기존 

데스크톱으로 전환할 때 기록되며, 이벤트 ID : 25와 쌍을 이룬다. 이벤트 ID : 4778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는 [표 

4-12]와 같으며, 계정 이름, 클라이언트 주소 및 로그온 ID는 관련 활동을 식별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주소"가 "::1 또는 127.0.0.1"인 경우 로컬 호스트를 의미하며, "LOCAL"인 경우 

콘솔세션을 의미한다. 

5) 이벤트 ID : 4778 - 세션이 윈도우 스테이션에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A session was reconnected to a Window Station)

[표 4-12] 이벤트 ID 4778 세부 정보

[그림 4-18] 이벤트 ID : 4478

필드명

추가정보

설명

세션
사용자가 다시 연결한 세션의 이름으로, RDP-Rcp#N으로 기록됨
(여기서 N은 일반적인 RDP 세션 이름)

세션 이름

사용자가 다시 연결한 컴퓨터 이름클라이언트 이름

주체 주체의 도메인 또는 컴퓨터 이름계정 도메인

세션을 다시 연결한 계정계정 이름

동일한 로그온 ID를 포함할 수 있는 최근 이벤트와 이 이벤트의
상관 관계를 지정할 수 있는 16진수 값

로그온  ID

사용자가 다시 연결한 컴퓨터의 IP 주소클라이언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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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필드명

로그오프 된 원격 데스크톱 세션 계정 사용자

로그오프 된 원격 데스크톱 세션 ID세션 ID

[표 4-14] 이벤트 ID : 23 세부 정보

[그림 4-20] 원격 데스크톱 세션 로그 오프(좌) 및 이벤트 ID : 23(우) 

이벤트 ID : 23은 원격 데스크톱 세션에서 사용자가 [그림 4-20]과 같이 로그오프를 했을 때 기록되며, 이벤트 

ID : 4634 (로그오프)와 쌍을 이룬다. 이벤트 ID : 23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는 [표 4-14]와 같다.

로그 오프 (Logoff)06.

1) 이벤트 ID : 23 -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세션 로그오프 성공
                            (Remote Desktop Services: Session logoff succeeded)

이벤트 ID : 4779는 사용자가 원격 데스크톱 세션에서 연결을 끊을 때 기록되며, 이벤트 ID : 24, 이벤트 ID : 

39, 이벤트 ID : 40과 쌍을 이룬다. 이벤트 ID : 4779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는 [표 4-13]과 같으며, 계정 이름, 

클라이언트 주소 및 로그온 ID는 관련 활동을 식별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주소"가 "::1 또는 127.0.0.1"인 경우 로컬 호스트를 의미하며, "LOCAL"인 경우 

콘솔세션을 의미한다. 

6) 이벤트 ID : 4779 - 세션이 윈도우 스테이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A session was disconnected from a Window Station)

[표 4-13] 세션 연결이 끊어진 이유 코드 일부

[그림 4-19] 이벤트 ID : 4479

필드명

추가정보

설명

세션
사용자가 다시 연결한 세션의 이름으로, RDP-Rcp#N으로 기록됨
(여기서 N은 일반적인 RDP 세션 이름)

세션 이름

세션 연결이 끊어진 컴퓨터 이름클라이언트 이름

주체 주체의 도메인 또는 컴퓨터 이름계정 도메인

세션 연결이 끊어진 계정계정 이름

동일한 로그온 ID를 포함할 수 있는 최근 이벤트와 이 이벤트의
상관 관계를 지정할 수 있는 16진수 값

로그온  ID

세션 연결이 끊어진 컴퓨터의 IP 주소클라이언트 주소



40 41www.igloosec.co.kr

Tech Note 원격 데스크톱 (RDP)  악용 침해사고이벤트 로그 분석

이벤트 ID : 4634는 사용자가 단순히 원격 데스크톱 세션에서 연결을 끊거나 [그림 4-18]과 같은 공식적으로 

로그오프 할 때마다 기록되며, 이벤트 ID : 4634와 이벤트 ID : 4647(사용자가 로그오프를 시작했습니다)의 

차이점은 로그오프 함수를 사용하여 특정 계정에서 로그오프 프로시저를 시작할 때 이벤트 ID : 4647 이벤트가 

생성되고, 이벤트 ID : 4634는 세션이 종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생성된다는 점이다. 

2) 이벤트 ID : 4634 - 계정이 로그오프 되었습니다. (An account was logged off)

이벤트 ID : 4634는 이벤트 ID : 21 (원격 데스크톱 세션 로그오프)과 쌍을 이룬다. 이벤트 ID : 4634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는 [표 4-15]와 같다. 

[그림 4-21] 이벤트 ID : 4634 

이벤트 ID : 4634는 이벤트 ID : 4624 (성공적인 인증)과 동시에 기록된다. 두 이벤트 ID의 상호 관련은 로그온 

ID로 구분할 수 있수 있으며, 동일한 컴퓨터에서 시작할 때 에만 고유하다.

[표 4-15] 이벤트 ID : 4634 세부 정보

필드명 설명

사용된 로그온 유형로그온 유형

주체 주체의 도메인 또는 컴퓨터 이름계정 도메인

로그오프된 계정계정 이름

동일한 로그온 ID를 포함할 수 있는 최근 이벤트와
이 이벤트의 상관 관계를 지정할 수 있는 16진수 값

로그온  ID

[그림 4-22] 이벤트 ID : 4647 

이벤트 ID : 4647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는 [표 4-16]와 같다. 

이벤트 ID : 4647는 이벤트 ID : 4624 (성공적인 인증)와 상호 관련이 있다. 두 이벤트 ID의 상호 관련은 로그온 

ID로 구분할 수 있수 있으며, 동일한 컴퓨터에서 시작할 때 에만 고유하다.

[표 4-16] 이벤트 ID : 4647 세부 정보

필드명 설명

사용된 로그온 유형로그온 유형

새

로그온
주체의 도메인 또는 컴퓨터 이름계정 도메인

로그오프된 계정계정 이름

동일한 로그온 ID를 포함할 수 있는 최근 이벤트와
이 이벤트의 상관 관계를 지정할 수 있는 16진수 값

로그온  ID

이벤트 ID : 4647은 사용자가 시스템 로그오프를 시작할 때 기록되며, 반드시 원격 데스크톱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표준 메서드를 사용하여 로그오프한 경우 대화형 및 RemoteInteractive 로그온 유형에는 

이벤트 ID : 4647이 더 일반적이나,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로그오프 프로시저를 시작하면 이벤트 ID : 4647과 

이벤트 ID : 4634 모두 볼 수 있다.

3) 이벤트 ID : 4647 - 사용자가 로그오프를 시작했습니다. (User initiated log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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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이동(Lateral Movement)은  공격자가 초기 접근 권한을 얻은 후 민감한 데이터 및 기타 가치가 높은 

자산을 찾기 위해 네트워크 안으로 더 깊이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공격자는 초기 접근 권한을 

얻은 시스템을 통해 이동하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증가된 권한을 얻음으로써 지속적인 액세스를 유지하려 

하며, 측면 이동(Lateral Movement) 단계에서 원격 데스크톱을 많이 악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격 

데스크톱을 악용하여 측면 이동(Lateral Movement)을 하는 경우 이벤트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살펴보자.

원격 데스크톱을 악용하여 측면 이동 (Lateral Movement)07.

이벤트 ID : 4688은 실행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용자 및 해당 프로세스를 시작한 프로세스를 

기록하며, 일반적으로 이벤트 ID : 4689 (프로세스가 종료되었습니다)와 쌍을 이룬다. 이벤트 ID : 4688은 [로컬 

보안정책] - [감사 정책] - [프로세스 추적 감사] 정책을 사용해야만 이벤트를 기록하며, 프로세스 추적 감사 보안 

설정은 프로세스 생성, 프로세스 종료, 핸들 복제 및 간접 개체 액세스 같은 프로세스 관련 이벤트를 감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벤트 ID : 4688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세부 정보는 [표 4-17]과 같다. 

1) 이벤트 ID : 4688 - 새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습니다.
                                (A new process has been created)

[표 4-17] 이벤트 ID : 4688 세부 정보 일부

필드명 설명

프로세스

정보

새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 (16 진수 값)새 프로세스 ID

생성자

주체
주체의 도메인 또는 컴퓨터 이름계정 도메인

"프로세스 만들기" 작업을 요청한 계정계정 이름

동일한 로그온 ID를 포함할 수 있는 최근 이벤트와 이 이벤트의
상관 관계를 지정할 수 있는 16진수 값

로그온  ID

프로세스에 대한 실행 프로그램의 전체 경로 및 이름새 프로세스 이름

[표 4-18] 이벤트 ID : 4689 세부 정보

필드명 설명

프로세스

정보

주체
주체의 도메인 또는 컴퓨터 이름계정 도메인

"프로세스 종료"  작업을 요청한 계정계정 이름

종료된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 (16진수 값)프로세스 ID

종료된 프로세스의 전체 경로 및 실행 이름프로세스 이름

종료 코드 (16진수 값)종료 상태

동일한 로그온 ID를 포함할 수 있는 최근 이벤트와 이 이벤트의
상관 관계를 지정할 수 있는 16진수 값

로그온  ID

"프로세스 종료" 작업을 요청한 계정의 ISD로 이벤트 뷰어는 
자동으로SID를 확인하고 계정 이름을 표시

보안 ID

이벤트 ID : 4689은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기록하며, 이벤트 ID : 4689 역시 프로세스 추적 감사 정책을 

사용해야만 이벤트가 기록 되며, 이벤트 ID : 4689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는 [표 4-18]과 같다. 

2) 이벤트 ID : 4689 - 프로세스가 종료되었습니다. (A process has exited)

[그림 4-23] 이벤트 ID : 4688 

프로그램은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 프로세스를 만들며,

이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ID로 식별된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시간을 확인하려면 

동일한 프로세스 ID를 가진 이벤트ID : 

4689을 찾으면 된다.

만 약  공 격 자 가  원 격  데 스 크 톱 을 

악 용 하 여  측 면  이 동 ( L a t e r a l 

M o v e m e n t ) 을 시 도 했 다 면 ,  [ 그 림 

4 - 2 3 ] 과  같 이  새  프 로 세 스  이 름 

필드에서 C:\Windows\System32\

mstsc.exe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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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이벤트 ID : 4689 

이벤트 ID : 4689는 이벤트 ID : 4688 

(새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습니다.)와 상호 

관련이 있으며, 두 이벤트 ID의 상호 관련은 

프로세스 ID로 구분할 수 있수 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간을 확인하려면 

동일한 프로세스 ID를 가진 이전 이벤트 ID 

: 4688을 찾으면 된다.

이벤트 로그만으로는 어떤 시스템에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기에, 추가로 레지스트리를 

확인해야된다. 

원격데스톱(RDP)를 연결 기록 확인 가능하며, MRU0 (가장 마지막으로 연결된 시스템의 IP) ~ MRU9 까지 기록됨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계정 도메인 및 사용자 이름이 기록됨

[그림 4-25] 이벤트 ID CheatSheet 

지금까지 원격 데스크톱 관련 이벤트 로그들을 살펴 보았다. [그림 4-19]은 지금까지 살펴본 각 이벤트 ID 별  

정리한 CheatSheet 이다.

원격 데스크톱 악용으로 인한 침해사고 조사 시 가장 먼저 상단에 있는 이벤트 ID 부터 검색해서 로그인 성공, 

실패,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면, 사고분석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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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오원보

[그림 5-1] 정상 프로그램과 악성코드 동작 시나리오 [그림 5-2] 원격 데스크톱을 이용한 원격접속 화면

원격 접속 도구의 양면성01.

COVID-19 발생 이후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개인이나 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원격 접속프로그램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2020년 6월 하나은행 해킹으로 대량의 개인 및 금융정보 

수집에 Gh0st RAT 악성코드가 사용되었으며, 2020년 미국 CISA에서 발표한 ‘Malware Analysis Report 

(AR20-232A)’에 따르면 북한추정 공격그룹인 히든코브라(HIDDEN COBRA)에서 방위산업업체를 공격하기 

위해 원격접속 악성코드인 블라인딩캔(BLINDINGCAN)을 제작해 유포하는 등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통한 

공격사례라 급증하고 있다.정보보안 업체 Positive Technologies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RAT 공격 시도가 2021년 2분기 17%에서 2021년 3분기 36%로 급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RAT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길래 이처럼 다양한 해킹사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원격 접속 도구(RAT)는 Remote Access Tool, Remote Administrator Tool의 약어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최근 악성 파일에서 RAT은 Remote Access Trojan의 약어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해당 문서의 RAT은 Remote Access Trojan으로 정의하고 진행하려 한다. RAT은 감염된 시스템의 

백도어(Backdoor) 생성을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정상 프로그램에 공격자가 제작한 악성코드를 삽입하여 재 

유포 하거나 이메일, 파일 공유 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포를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원격 접속을 통한 PC 제어는 동일한 행위이나 비정상 메커니즘의 경우 악성코드가 정상 프로그램에 

삽입되거나 위장한 방식을 이용하여 유포되며 악성코드 실행 이후 공격자와 직접 통신 등 정상 메커니즘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 5-1]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려 한다.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서버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원격 접속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3389(RDP) 

포트를 이용하여 통신을 시도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포트로 변경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연결된 화면을 

전체화면으로 이용할 때 물리 PC에서 사용하듯이 윈도우 조합키 및 단축키 사용이 가능해져 원격 접속으로 인한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원격 접속된 PC의 화면은 연결 성공과 동시에 잠기기 때문에 해당 PC의 원격 

접속을 이용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원격 데스크톱 (RDP)

원격 접속 도구와 RAT(Remote Access Trojan)의 차이를 보기 전에 원격 접속 도구를 먼저 짚고 넘어가려 

한다. 원거리의 PC 또는 서버 제어, 원격 지원 등 현재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접근이 힘든 PC에 접근하기 위해 

원격 접속 도구를 이용한다. 원격 접속 도구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모두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가장 널리 사용 중인 원격 데스크톱(RDP), 팀뷰어(TeamViewer), 크롬 원격 데스크톱(Chrome Remote 

Desktop)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원격 접속 도구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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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Viewer는 원격 데스크톱 지원, 원격 액세스, 온라인 협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 최초 출시되어 

지금까지 약 25억대 이상의 기기에 설치 및 사용되고 있다. 설치·무설치 모드를 동시에 지원하며 랜덤으로 

생성된 사용자 ID·PW를 기반으로 접속할 수 있다.

Te a m V i e w e r 는  원 격  접 속  시  기 본 적 으 로 

5938(TCP/UDP) 포트를 이용하여 통신을 시도하며 

5938 포트를 통한 원격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443(TCP), 80(TCP) 순서대로 접속을 시도한다. 

접속 성공 후 원격 접속한 PC 화면 확인 시 접속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원격제어 허용 · 거부 

및 강제 연결종료 메뉴를 포함하고 있다.

2) 팀뷰어(TeamViewer)

[그림 5-6] Chrome Remote Desktop 메인 메뉴 및 사용 가능한 기능

[그림 5-7] 현재 PC에 접속한 사용자 정보

Chrome Remote Desktop은 Google Chrome 및 Chromium 기반으로 제작된 브라우저 플러그인 및 웹으로 

제어할 수 있는 원격 프로그램으로 Google 계정을 소유하면서 Chromium 기반으로 제작된 브라우저가 설치된 

PC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ID·PW 없이 Google 계정에 등록되며 로그인 시도 시 PIN 번호를 요청한다. 

이후 화면은 일반적인 원격화면과 동일하며 화면 조정 및 최대 500MB 크기의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3) 크롬 원격 데스크톱(Chrome Remote Desktop)

[그림 5-3] TeamViewer 메인 화면

TeamViewer로 원격 접속 시 화면 위쪽에 사용 가능한 명령 모음을 확인 가능하며 윈도우 원격 데스크톱과 

비교하여 클라이언트 원격 업데이트, 시스템 재부팅 이후 세션 자동 활성화, 화면녹화 등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그림 5-4] TeamViewer에서 사용 가능한 명령어 목록

[그림 5-5] 현재 PC에 접속한 사용자 정보

Chrome Remote Desktop은 기본적으로 443(HTTPS/TCP) 포트를 이용하며 접속한 원격 PC의 상태 확인을 

위한 3478(TCP/UDP) 포트를 추가로 이용한다. 또한, 다른 원격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현재 원격 

접속 여부를 알려주며 접속한 Google 계정명을 알려줘 실제 접속한 사용자 파악에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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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Gh0st RAT의 Sessions, Build 메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격에 가장 많이 쓰인 RAT 중 하나로 중국의 ‘C. Rufus Security Team’에서 

개발되었으며 오픈소스로 제작된 원격 제어 악성코드이다. GitHub에도 Gh0st RAT 소스가 공개되어 누구나 

빌드,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공격자 PC에서 gh0st.exe 실행 시 제어 가능한 PC 목록 및 실행 파일 생성 메뉴가 확인되며 실행 파일 실행 

시 피해자 PC 목록에 등록되어 원격 제어가 가능해진다. Settings, Build 메뉴를 이용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IP·Port로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 실행 파일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등록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등록될 때 

서비스명, 설명 역시 변경이 가능하다.

1) Gh0st RAT

[표 5-2] 분석에 사용된 Gh0st RAT 파일 정보

[표 5-1] RAT이 수행 가능한 행위 목록

파일명 MD5

행위

7ec750c6d62271b3e46f98e0b45d18ff

3e88b16e374bcadaeeb28e3e71bc4f51

Gh0st.exe

Server.exe 

순번

순번

1

2

RAT(Remote Access Trojan)은 일반적인 원격 접속 도구와는 다르게 정보 탈취, PC 모니터링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악성코드이다. 정상 프로그램 내 삽입, 이메일, 첨부 파일로 위장 등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포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될 경우 내부의 RAT 악성코드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해당 

PC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악성 행위를 하는 RAT은 사용자 몰래 설치되며 접속자가 누구인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인 

불가능하다. 또한, 해당 PC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보통 [표 5-1]과 같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RAT의 경우 [표 5-1]과 같은 행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기능이 존재할 수 있다. 

RAT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도 활발하게 사용 중인 Gh0st RAT과 njRAT을 분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악성 행위 및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RAT (Remote Access Trojan)03.

키로거 또는 기타 스파이웨어를 통한 사용자 모니터링

웹캠, 마이크 활성화를 통한 녹화·녹음

바이러스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 배포

파일 또는 파일 시스템 삭제, 다운로드 또는 변경

금융정보 또는 ID·PW와 같은 민감 정보에 접근

화면 캡쳐

드라이브 포맷

1

3

5

7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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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접속한 피해자 PC 목록 및 사용 가능한 기능

[그림 5-10] 공격자 PC <-> 피해자 PC 간 양방향 파일 공유

Connection 페이지는 감염된 피해자 PC 목록을 확인하는 페이지로 Build 페이지에서 생성한 파일이 피해자 

PC에 설치되면 공격자 PC에서 [표 5-3]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여 제어가 가능하다.

파일 관리 기능은 현재 피해자 PC에서 

사용 중인 드라이브 및 파일 확인, 파일 

복사,  이름변경, 삭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 PC 내부의 

중요자료 탈취, 공격자 PC에서 악성 

파일전송 등의 이동 경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14] 피해자 PC에 현재 실행된 프로세스 목록

[그림 5-13] 피해자 PC에서 명령 프롬프트 실행 및 명령어 실행 성공

[그림 5-11] 피해자 PC 화면 스크린샷

원격 터미널 기능은 피해자 

P C 의  명 령  프 롬 프 트 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여 다양한 

명령 및 프로그램을 사용자 

몰래 실행시킬 수 있다. 

시 스 템  관 리  기 능 은  현 재 

피 해 자  P C 에 서  사 용  중 인 

Process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Process를 

원격으로 종료할 수 있다. 

화면 캡처 기능은 피해자 PC의 실시간 화면을 캡처 후 공격자 PC로 전송한다.

[그림 5-12] 피해자 PC에서 입력한 데이터

키로거 기능은 피해자 PC에서 현재 사용자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입력된 키 입력 값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 Gh0st RAT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목록

기능

파일 관리(F) 키로거(K)화면 제어(C) 원격 터미널(T)

시스템 관리(M) 음성 녹음(W)실시간 화면(V) 세션 관리(S)

기타 기능(O) 연결 종료(D)메모 설정(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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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코드 난독화 옵션 사용 전·후

[그림 5-18] UAC 우회를 위한 환경변수 수정

[그림 5-17] njRAT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생성을 위한 Build 메뉴

njRAT 클라이언트 파일 생성은 Builder 메뉴에서 진행 가능하며 서버, 포트 및 감염된 대상의 이름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프로세스 보호 및 시작 프로그램,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지속적인 실행, Anti VM 및 코드 난독화 

등 다양한 기능을 미리 설정 후 클라이언트 파일 생성이 가능하다.
njRAT은 .NET Framework를 이용하여 제작된 RAT로 2013년 최초 발견 이후 중동의 공격자들이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버전의 njRAT 소스가 GitHub에도 공개되어 있어 현재까지 공격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격자는 웹하드, 파일 공유 사이트를 비롯한 파일 공유가 가능한 모든 통로를 이용하여 유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UAC 우회를 위해 SEE_MASK_NOZONECHECKS 값을 1로 변경하여 환경변수에 저장한다. 1의 경우 

인트라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의미하며 실행 시 경고창이 뜨지 않도록 우회하는 방법이다.

코드 난독화 기능 사용 시 분석가의 분석 방해를 위해 코드를 난독화 하며 Protect Process 옵션 사용 시 

악성코드의 프로세스를 시스템 필수 프로세스로 속여 강제 종료 시  CRITICAL_PROCESS_DIED 오류의 

블루스크린을 발생 시킨다.

2) njRAT (Bladabindi)

[그림 5-16] njRAT 최초 실행 시 연결된 피해자 PC 정보

공격자 PC에서 피해자 PC가 연결될 때마다 접속 

정보를 작업 표시줄에 팝업 형식으로 표시해준다.

최초 실행 시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포트를 선택 가능하며 Start  버튼 

클릭 시 메인 화면으로 이동된다. 

감염된 사용자의 목록 확인 가능하며 

추가로 공격자가 사용 가능한 메뉴들이 

확인된다.

[그림 5-15] njRAT Host 프로그램 최초 실행 시 포트 설정 및 연결된 피해자 목록

[표 5-5] njRAT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목록

기능

시스템 관리 화면 공유파일 실행 원격 캠 활성화

음성 녹음 키로깅패스워드 정보 채팅 활성화

피해자 PC 관리 저장된 폴더 열기

[표 5-4] 분석에 사용된 njRAT 파일 정보

파일명 MD5순번

70ea9c044c9a766330d3fe77418244a5

441a8cc7da5dadfd654733bb9ef4fa3e

NjRat 0.7D.exe 

Client.ex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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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 PC와 최초 연결 시 수집한 피해자 PC 정보 및 스크린 샷을 공격자 PC로 넘겨주게 되며 공격자 PC에서 

명령어 전달 시 [명령어 길이+0x00+명령어] 형식으로 전달 후 명령어를 해석하게 된다. 피해자 PC에서는 

해석된 명령어를 기반으로 [명령어 길이+ 0x00+명령어+구분자(숫자/문자 랜덤 12자리) + 결과(base64 인코딩 

데이터)]로 전달 받게 된다. 현재 확인된 사용 가능한 명령어 키워드는 [표 5-6]과 같다.

[그림 5-20] Protect Process 옵션 사용 시 BSOD 발생 코드 

[그림 5-21] njRAT 최초 통신 시 발생되는 패킷 및 명령어 전달 시도

[표 5-6] njRAT 통신에서 사용되는 명령어

[표 5-6]의 Ex 명령어는 다양한 탐색기 기능을 제공하기에 플러그인 키워드를 사용하며 공격자 PC에서 [명령어 

길이+0x00+Ex+ 구분자(숫자/문자 랜덤 12자리)+플러그인 키워드]를 전송하면 피해자 PC로부터 PLG 

명령어를 수신했을 경우 플러그인 키워드를 재전송하여 원하는 기능을 요청한다.

[그림 5-22] njRAT Ex 명령어 사용 패킷

[그림 5-23] njRAT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위장을 위한 Assembly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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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피해자 PC의 실시간 화면 정보

화면공유 메뉴 확인 시 피해자 PC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Mouse, Keyboard 옵션을 이용한 

원격제어 및 현재 화면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5-24] 피해자 PC에 존재하는 파일 목록

감염된 PC의 시스템 관리 메뉴 확인 시 파일(File Manager), 프로세스(Process Manager), 연결된 

통신(Connection), 레지스트리(Registry), 서비스 목록 (Services) 및 명령 프롬프트(Remote Shell)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27]가상키 API를 이용한 키로깅 데이터 확보

[그림 5-26] 피해자 PC에 저장된 인증 정보 및 키로깅된 데이터

패스워드 정보 메뉴 사용 시 브라우저에 저장된 계정, 패스워드, URL, 브라우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추가로 

키로깅 메뉴 확인 시 입력된 프로세스 및 입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GetAsyncKeyState API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입력한 가상키를 가져와 내부 함수를 이용하여 가독 

가능한 문자열로 변환하며 Tab키, Enter 키 등 특수키 역시 이 함수를 이용하여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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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공격자 PC에 저장된 피해자 PC의 데이터

[그림 5-29] 피해자 PC에서 확인되는 njRAT 관련 레지스트리 데이터

공격자 PC의 실행 파일을 피해자 PC에서 실행 가능한 메뉴도 존재하며 저장된 폴더 메뉴의 경우 현재까지 작업 

된 내용을 파일 및 폴더로 저장하여 특정 위치에 저장하며 해당 위치의 폴더를 오픈해주는 메뉴이다.

클라이언트 악성코드 생성 시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지속적인 실행을 선택한 경우 

HKEY_CURRENT_USER\SOFTWARE\[영어/숫자 랜덤 32자리] 하위 키에 데이터를 저장한 이후 실행에 

사용되며 [kl] 데이터에 키로깅, 수집된 PC 정보 등 공격자가 수행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마무리04.

지금까지 정상적인 원격 접속 도구와 악성코드인 RAT의 기능을 각각 알아보았다. 원격 접속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나 RAT의 경우 일반적인 원격 접속 도구의 기능에 추가하여 피해자 개인정보, 키보드 입력, 

화면, 녹음된 내용 등의 정보를 확보하거나 원하는 악성코드 또는 프로그램 저장 및 실행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적인 악성행위가 가능한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RAT의 경우 사용자가 모르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 

대응방안 및 탐지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이용하나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이용하거나 웹하드, 토렌트 등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유포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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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자 대응방안

RAT의 경우 피해자 PC에서 획득한 정보를 공격자에게 넘겨주기 위해 웹 통신을 사용하며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통신의 패턴이 정해져 있다. [표 5-7]은 RAT 악성코드 고유의 통신 패턴을 탐지하여 특정 RAT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Snort Rule이며 해당 탐지 룰을 이용하여 PC에 RAT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2) RAT 탐지방안

[표 5-7] RAT 탐지를 위한 Snort Rule

내용순번

alert tcp $EXTERNAL_NET any -> $SMTP_SERVERS 25 (msg:"IGRSS.8.01084 Malware, njrat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flowbits:isset,file.exe; file_data; content:"|0F 84 B9 76 06 00 8D 84 
24 10 2B 00 00 50 8D 84 24 0C 29 00 00 50 8D 84 24 F8 04 00 00 50 8D 84|"; fast_pattern:only; sid:801084;)

1

alert tcp $HOME_NET any -> $EXTERNAL_NET 201 (msg:"Gh0stRAT malware v3.6 June 2015 check-in ";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63 6c 61 72 6b 63 6c 61 72 31|"; depth:10; sid:1; rev:1;)

3

alert tcp $HOME_NET any -> $EXTERNAL_NET any (msg:"Zscaler Win32.Backdoor.NjRat - Data Exfil activity";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00|inf"; offset:3; depth:4; pcre:"/\d{1,3}\x00\w{1,3}/"; pcre:"/(?:[A-Za-z0-9+\/]
{4})*(?:[A-Za-z0-9+\/]{2}==|[A-Za-z0-9+\/]{3}=)?/"; flowbits:isset,ZS.njrat; flowbits:unset,ZS.njrat; classtype:trojan-
activity; reference:url,https://research.zscaler.com;)

5

alert tcp $EXTERNAL_NET $HTTP_PORTS -> $HOME_NET any (msg:"IGRSS.8.01085 Malware, njrat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client,established; flowbits:isset,file.exe; file_data; content:"|0F 84 B9 76 06 
00 8D 84 24 10 2B 00 00 50 8D 84 24 0C 29 00 00 50 8D 84 24 F8 04 00 00 50 8D 84|"; fast_pattern:only; 
sid:801085;)

2

alert tcp any any -> any any (msg:"Zscaler Win32.Backdoor.Gh0stRAT - Possible Data Exfil activity"; flow:to_server,established; 
byte_extract:1,10,varbyte; byte_test:1,!=,varbyte,11; byte_test:1,=,varbyte,12; byte_test:1,=,varbyte,13; byte_test:1,!=,varbyte,15; 
byte_extract:4,16,vardword; byte_test:4,=,vardword,20; byte_test:4,=,vardword,24; byte_test:4,=,vardword,28; byte_
test:4,!=,vardword,0; sid:8000031; classtype:trojan-activity; reference:url,https://research.zscaler.com;)

4

alert tcp $HOME_NET any -> $EXTERNAL_NET any (msg:"Zscaler Win32.Backdoor.NjRat - Data Exfil activity";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00|ll"; offset:3; depth:3; pcre:"/^\d{1,3}\x00/"; pcre:"/(?:[A-Za-z0-9+\/]
{4})*(?:[A-Za-z0-9+\/]{2}==|[A-Za-z0-9+\/]{3}=)?/"; flowbits:set,ZS.njrat; flowbits:noalert; classtype:trojan-activity; 
reference:url,https://research.zscaler.co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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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Log4j 사태를 통해 살펴본
오픈소스 보안위협 및 관리방안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김미희

Apache Log4j 사태와 오픈소스 생태계 상관관계01.

CVE-2021-44228로 발발된 Apache Log4j사태는 오픈소스 보안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Apache 

Log4j의 포문을 연 CVE-2021-44228은 CVSS Score에서 만점(3.x기준 10.0 CRITICAL, 2.x기준 

9.3 HIGH)을 기록했다. 네트워크 기반의 공격벡터(ATTACK VECTIOR)와 낮은 공격복잡성(ATTACK 

COMPLEXITY), 권한 불필요 등을 스코어링한 CVSS수치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영역의 파급력과 심각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일각에서는 ‘컴퓨터 역사상 최악의 취약점’이라고 표현하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뒤흔드는 퍼펙트스톰에 

Apache Log4j사태를 꼽고 있다. CVE-2021-44228과 같이 최근 5년간 CVE Details(CVSS 2.x)에 등록된 

CVSS 9-10 취약점은 총 7,190건으로 연 평균 1,438건의 취약점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7천 여 건이나 되는 

고위험 취약점들을 제치고 Apache Log4j는 어떻게 퍼펙트스톰이 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2021년 12월 

Google Security Blog에 게재된 ‘Understanding the Impact of Apache Log4j Vulnerability’에서 찾을 수 

있다. 

[표 6-1] 2017 ~ 2021 Distribution of all vulnerabilities by CVSS Scores (출처 : CVE Details)

해당 내용에 따르면 Java패키지 저장소 중 하나인 Maven Central Repository에 있는 모든 아티팩트(Artifact, 

Java ecosystem 상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지칭)중 Log4j에 영향받는 아티팩트는 21년 12월 16일 

기준 58,863개(전체 패키지 중 8%이상)이라고 밝혔다. 8%가 낮은 수치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Maven 

Central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 권고 수치가 2%(중앙값 0.1%미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로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Logj4가 자바기반의 로깅 유틸리티라는 점도 8%라는 수치에 영향을 미쳤지만, 더 근본적인 영향은 

종속성(Dependency)라는 구조적인 특성에 찾을 수 있다. CVE에 언급된 log4j-core 또는 log4j-api에 

종속되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는 ‘[그림6-1] 직접 종속성으로 인한 패키지 영향도(좌)’와 같이 직접 

종속성(Direct Dependency)에 해당하며 약 7,000여개의 아티팩트가 영향을 받았다. 이에 반해 Apache 

Log4j로 영향받는 상당수의 아티팩트는 간접 종속성(Indirect Dependency)에 해당하며 ‘[그림6-1] 간접 

종속성으로 인한 패키지 영향도(우)’와 같이 명시적으로는 종속성에 정의되지 않는 추이 종속성(Transitive 

Dependency)으로 인해 연쇄적인 취약점의 영향에 포함되게 된다.

Apache Log4j를 제공하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Apache Software Foundation, ASF)은 오픈소스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로 Apache HTTP Server를 시작으로 웹 서비스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파크(Spark), 하둡(Hadoop) 등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플랫폼 기반의 오픈소스 생태계를 점유하고 있다. 오픈소스 보안업체 ‘WhiteSource’에서 발표한 ‘2021 The 

Complete Guide for Open Source License’에 따르면 2020년 배포(Distribution)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 Apache-2.0(28%)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뒤를 이어 MIT(26%), GPLv3(10%), GPLv2(10%), 

BSD3(5%)가 차지하여 다시 한번 ASF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해당 수치는 Apache 라이선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Apache 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

Apache Log4j사태를 단기적으로 봤을때는 Apache Log4j의 추이 종속성으로 연계된 아티팩트에 대한 

보안 패치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오픈소스가 산업전반에 활용되면서 

보안이슈가 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지에서는 Apache Log4j사태를 통해 

오픈소스 생태계의 보안위협 요인을 분석해보고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그림 6-1] 직접 종속성으로 인한 패키지 영향도(좌), 간접 종속성으로 인한 패키지 영향도(우)
(출처 : Google, Understanding the Impact of Apache Log4j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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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요02.

오픈소스(Open Source)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Open Source Software)를 의미하는 용어로 

공개적(Public)으로 접근 가능한 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소스코드를 확인하고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는 

코드로 정의된다. 커뮤니티를 통해 분산화된 협업방식(Open collaboration)구조는 집단지성에 기반한 

유연(Flexibility)하고 신뢰(Reliability)할 수 있는 소스코드 개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

1983년, 자유로운 소스코드의 수정이나 배포를 위한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운동에 기반하여 

Richard Stallman은 GNU Project를 통해 오픈소스의 시초인 자유 소프트웨어가 공유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Free)는 비용(Cost)이 아니라 사용방식의 자유(Freedom)를 의미하지만 일부에서는 해당 용어를 

혼동하기도 한다. 이후 Christine Peterson는 비용이라는 의미가 내포되는 용어적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자유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오픈소스의 개념에 자유소프트웨어의 방법론(Free Software 

Methodology)과 제품(Production)및 비즈니스 측면이 포함하게 되었다.

오픈소스 저작권자가 명시한 범위와 조건은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권리보호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보호는 소스코드 공개의 강제화를 의미하기 보다는 소스코드의 사유화 

방지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인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 Open Source Initiative)는 오픈소스에 부합되기 위한 10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인정되면서 지적재산권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책임이 

발생되게 된다.

OSI의 기준은 △ 배포(Distribution) : 오픈소스의 소스코드 제공여부 및 비용 관점, △ 차별금지(No 

Discrimination) : 개인과 그룹 또는 산업에 대한 차별여부, △ 수정 및 파생 저작물(Modification 

and Derivative Works) : 소스코드의 전체 또는 부분의 재사용 및 수정 시에 적용되는 제약사항, △ 

라이선싱(Licensing) : 오픈소스 저작권의 보호 및 사용조건에 대한 허용정도의 4가지 공통요소로 재분류하면 

[표 6-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2] 자유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의 주요 특징 비교
(출처 :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오픈소스 생태계,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권영환’ 일부 재구성)

구분 오픈소스 (Open Source)

탄생
계기

1998년 넷스케이프사 소스코드 공개
Christine Peterson

(Free Software라는 용어를 Open Source로 대체)

주요
라이선스

2차 저작물의 비공개를 허용한
퍼미시브(Permissive) 라이선스

(Apache, MIT, BSD 등)

목적 개방형 SW개발 방식의 활용 확산

대표적인
오픈소스

안드로이드(모바일), 텐서플로우(인공지능),
오픈스택(클라우드), 하둡(빅데이터) 등의 플랫폼SW

상업적
활용

자유소프트웨어 (Free Software)

1980년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2차 저작물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를 가진
카피레프트(Copyleft)라이선스

(GPL, LGPL 등)

SW 공동체 전체 이익 향상

리눅스(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DB), 웹서버
(Apache 웹 서버) 등의 패키지SW

소스코드 공개에 따른 기술유출 우려와
상용 패키지SW와의 경쟁

플랫폼 기반 협력 생태계 구축, 원천기술
개발수단으로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활용 확대

[표 6-3] OSI에서 제시한 오픈소스 정의(OSD, Open Source Definition)기준
(출처 : ‘과학정보통신사업진흥원, 공개SW라이선스 가이드’  일부 재구성)

구분 OSD 세부항목 설명

배포

(Distribution)

차별금지

(No

Discrimination)

수정 및

파생 저작물

(Modification 

and Derivative 

Works)

라이선싱

(Licensing)

자유 배포

(Free Redistribution)

공개SW는 자유롭게

재배포가 가능해야 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N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r Groups)

사용 대상을 차별할 수 없음

2차적 저작물(Derived Works) 허용
동일한 규정에 따라

2차 저작물의 배포를 허용해야 함

라이선스의 배포

(Distribution of License)
라이선스 전문을 배포해야 함

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

특정 제품에 의존성을 가지 말아야 함

(다른 제품에 사용 가능해야 함)

소스코드 공개

(Source Code Open)
소스코드는 공개해야 함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
(No Discr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사용 분야를 차별할 수 없음

소스코드 수정 제한
(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원 저작권자의 소스코드는

온전한 상태로 보전되어야 함

(원 저작권자 정보 삭제 금지)

다른 라이선스의 포괄적 수용

(License must not contaminate other 

software)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

(특정 라이선스 제한 금지)

라이선스의 기술적 중립성

(License must be Technology-Neutral)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경우 특정 기술 및

인터페이스 스타일에 의존성을 갖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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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동시에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권리보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픈소스 적용 시에는 소프트웨어 사용범위 및 조건 등이 명시된 라이선스의 제약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약조건은 공개범위 및 방법, 고지의무, 특허무효, 라이선스 양립성 등의 의무사항들이 

명시되게 된다. AGPL, GPL, LGPL, MPL, EPL등의 라이선스의 경우 링크되거나 포함되는 경우 소스코드의 

공개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핵심기술이 오픈소스로 변경될 수 있다. 이외에도 오픈소스 사용에 

대한 저작권(Copyright) 고지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사용 시에는 [표 6-4]의 

의무사항들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방과 협력이 필요한 플랫폼기반 비즈니스 환경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기반의 비즈니스 

환경과 같이 일부 벤더나 기관에서 표준화를 주도하기 쉽지 않다. 플랫폼 기반의 주도권은 GitHub, GitLab, 

Azure DevOps, GNU Savannah, SourceForge등의 오픈소스 저장소가 대체하고 있다. 오픈소스 

저장소를 통해 공유된 소스코드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이나 커뮤니티가 생산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기업 및 오픈소스 커뮤니티, 오픈소스 저장소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오픈소스 

생태계를 견고하게 만들었다.

소스코드 재사용성 향상 및 모듈화 등을 통해 개발기간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AR/VR/MR, 클라우드 등 기업의 핵심기술 상당수가 오픈소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오픈소스 생태계를 

통해 개발자 및 사용자의 참여를 독려하여 생태계를 견고히 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활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2] 오픈소스 라이선스 유형 (출처 : ‘과학정보통신사업진흥원, 공개SW라이선스 가이드’)

오픈소스의 사유화 방지 및 개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는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공개조항 포함여부 

등에 따라 반환 라이선스(Reciprocal License)와 비반환 라이선스(Permissive License)로 구분된다. 반환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공개를 목적으로 하며 GPL, LGPL등이 대표적이며, GPL3.0의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 

뿐만 아니라 특허조항을 통해 2차 저작물에 대한 동일 라이선스 부여 요구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비반환 라이선스는 제약조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제약조건은 

상이하다.

[표 6-4]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 비교
(출처 : 기업이 알아야 하는 공개SW 라이선스 및 거버넌스의 이해, NIPA 공개SW역량프라자 박준석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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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본부 공개SW팀 이진휘 수석이 발표한 ‘이슈리포트(2019-20호) 오픈소스 중요성과 시사점’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변화와 오픈소스 연관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에서 오픈소스 활용이 증가되는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Microsoft, Google, Facebook, Amazon 등 글로벌 IT기업 상당수가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환경에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기업의 78%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오픈소스를 먼저 확인하거나 자사 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글로벌 IT기업들은 비즈니스 생태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Lock-In 효과를 위해 

양질의 오픈소스를  공급 하거나 적극 활용한다. 

문제는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의 상당수가 ‘오픈소스 활용수준(Level of Open Source Capability)’이 

미흡하다는데 있다. 오픈소스 활용기업의 상당수인 41.8%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소스코드를 별도의 가공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가공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오픈소스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의 부재로 이어지면서 Apache Log4j 사태와 같은 보안이슈와 연계되면 연쇄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활용, 관리, 폐기에 이르는 오픈소스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픈소스 거버넌스의 부재는 컴플라이언스, 라이선스 양립성, 법적분쟁, 보안이슈 등과 연계될 수 밖에 없다. 

2021년 5월 발표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무분별한 오픈소스 활용으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위배 

가능성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는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간의 의존관계(Dependency Relationship)나 취약한 오픈소스 사용여부 및 만료된 라이선스와 같이 

불안정한 요소를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오픈소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상의 잠재적인 보안이슈 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오픈소스 도입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 외에도 오픈소스 활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안위협요소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Compatibility)문제 

및 모니터링 및 분쟁대응, 정책수립 등의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오픈소스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고 라이선스로 인한 법적분쟁과 보안이슈를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전담조직이 필수적이다. 최근 웹 개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 AngularJS가 

EOL(End-of-Life)를 발표했다. EOL된 프로젝트의 경우 제로데이 취약점 등 소프트웨어 사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되어도 보안패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변경이나 대체 프로젝트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개발조직에서 다수의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런 버전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일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오픈소스가 적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산(Asset)으로 봤을 때 위협(Threat)과 취약성(Vulnerability)을 

관리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위험(Risk)을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소스의 적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22년 오픈소스 SW(OSS) 시장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체제 및 서버, 정보보호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시에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비율은 65.6%이며, SI 및 

컨설팅, 솔루션 등 서비스에 활용하는 비율은 34.4%로 나타났다. 서비스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분야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오픈소스 보안위협 및 관리방안03.

1) 오픈소스 보안위협

주요내용측면

관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

보안위협 요소

오픈소스

거버넌스 부재

· 전사관점으로 오픈소스 도입 및 활용, 관리, 폐기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부재

· 무분별한 오픈소스 적용으로 인한 라이선스 양립성 문제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위배 가능성 존재

조직 내 

오픈소스 활용수준

판단 미흡

오픈소스관리

전담조직 부재

· 오픈소스 활용 시 모니터링, 분쟁 대응, 정책수립 등의 라이선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부재

· 예산부족 및 운영경험 부족으로 인한 및 소스코드 공개여부 관리 미흡

오픈소스 양립성

(Compatibility) 문제

· 무분별한 오픈소스 도입으로 인해 소스코드 종속성 문제 발생 가능

· 오픈소스 라이선스 충돌로 인한 분쟁요소 존재

· 조직 내 오픈소스 역량수준(Level of open source capability)에 대한

자체 진단기준 미존재 및 역량 파악 미흡

· 상당수의 기업들은 외부의 오픈소스를 그대로 또는 일부만 가공해서 사용하는

수준에 그침 (상당수가 OS, WEB/WAS 등 인프라 기반에 국한)

· 4차 산업 혁신기술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도입 및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영향도 낮음 (프로젝트 운영주체의 기술 종속성 문제 야기 가능) 

오픈소스 내

보안위협요소

검증 프로세스 부재

· 협업방식(Open collaboration)에 기반한 안전성 확보로 제로데이 취약점 및

프로젝트 연계로 인한 오픈소스 보안위협 검증 프로세스 미흡

· 다수의 오픈소스 활용으로 취약한 버전의 오픈소스 적용 가능성 존재

오픈소스

취약점 조치방안

· 취약한 버전의 오픈소스 보안업데이트 체계 및 기술역량 부재

·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EOS(End of Sale), EOD(End of Development),

EOL(End of Life)등으로 인한 보안이슈 대응

오픈소스

호환성 문제

· 내부 소스코드 및 솔루션(3rd Party)간의 오픈소스 호환성 여부

· 비공개 패키지 사용으로 인해 종속성 문제로 인한 위험 감사 필요

· 오픈소스 적용 시 연계상의 문제로 인한 보안이슈 가능성 발생

[표 6-5] 오픈소스 활용에 따른 보안위협 분석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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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소프트웨어 업계의 정보공유 및 협력관계 유지 뿐만 

아니라 조직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수립, 획득, 적용, 관리 및 개선의 

오픈소스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체계를 수립하고, 단순히 외부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오픈소스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의 공동리더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프로젝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픈소스의 

역량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에서 오픈소스 활용 시에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를 겪는 부분이 바로 라이선스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픈소스 적용 시에 무분별한 오픈소스 활용을 제한하고 라이선스 문제 및 보안, 기밀사항, 상업적 가치 등을 

고려한 오픈소스 공개여부를 사전에 고려하여 오픈소스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관리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DevSecOps기반의 자동화된 환경을 통해 SW테스팅, 

결함추적관리, 정적분석, 성능부하, 형상관리, 빌드 및 릴리즈, 프로젝트 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을 CI/CD로 

구현되야 한다.

오픈소스 활용 시에 보안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공동개발구조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픈소스 적용 시에 안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 악성코드, 해킹도구, 취약한 소프트웨어 등이 설치된 정상 ‘도커 이미지(Docker 

Image)’로 위장한 도커 이미지를 ‘도커 허브(Docker Hub)’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디도스 공격이나 

암호화폐 채굴 등에 활용되는 사례 등이 보안성 검토가 부재한 상태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였을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기능 포함여부, 정상 소프트웨어로 위장한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연이어 발생한 고위험 취약점인 Apache Log4j 사태로 인해 오픈소스를 포함한 취약점 대응방안을 

CVSS기반이 아닌 EPSS(Exploit Prediction Scoring System)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결과가 속속들이 

보고되고 있다. 보안업체 켄나시큐리티(Kenna Security)의 ‘예측 우선순위 지정(Prioritization to Prediction)’ 

연구 결과에 따르면 Exploit Code 존재여부에 따라 취약점 보완조치를 수행하는 경우가 CVSS점수 기준으로 

조치하는 경우에 비해 11배 높은 조치효과를 보임에 따라 Threat Intelligence 정보에 따른 보안조치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초 미국 정부에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소프트웨어 보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White House Software Security Summit’을 개최하였다. 오픈소스 저장소 및 오픈소스 패키지의 보안결함 

및 취약점 방지, 결함발견 및 수정 프로세스의 개선, 수정배포 및 구현을 위한 응답시간 단축이라는 목적을 위해 

3가지 중점과제에 중점을 두었다. △ 개발도구의 보안기능 통합 및 디지털ID등을 이용한 코드 빌드 및 보관, 

배포를 통한 인프라 보호, △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매커니즘 

마련, △ SBOM가속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보안기능 

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연이은 공급망 공격(Supply Chain Attack)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2) 오픈소스 보안위협 관리방안

주요내용측면 관리방안

[표 6-6] 오픈소스 활용에 따른 보안위협 관리방안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관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

오픈소스

거버넌스 수립

1. 전사 오픈소스 거버넌스 체계 구성

· 내부소스(Inner Source, 비공개), 외부배포(오픈소스 공개)등에 따라

 전사관점의 오픈소스 전략 및 비전수립

· 정책수립(정책수립, 컨설팅, 조직구성), 획득(요구분석, 조사, 분석, 평가),

 적용(계약, 설계, 개발, 패키징, 시험, 배포), 운영 및 유지(설치, 운영, 유지보수,

 기술지원, 커뮤니티), 관리 및 개선(컴플라이언스, 교육, 모니터링)

2. 조직 내 오픈소스 역량수준(Level of open source capability) 강화

· 내부소스(Inner Source)활용 수준의 Level1에서 프로젝트 공동리더로서의

 적극적인 참여 및 기여가 가능한 Level6로 발전

오픈소스 시큐어코딩

적용방안 수립

· DevSecOps기반 자동화된 시큐어코딩 진단 및 테스팅 환경 조성

· 오픈소스 전용 점검도구 적용을 통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보안(Continuous Security)구축

오픈소스 적용 시

보안성 검토 수행

· 오픈소스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 및 버그 발견

· 소프트웨어 취약점(CVE, CWE)기반의 프로젝트 버전, 시스템 구성, 권장사항,

기능 사용여부 등을 확인

· 오픈소스 프로젝트간 연계로 인한 보안이슈 최소화를 위한 테스팅 강화

오픈소스 모니터링

프로세스 구축

· 오픈소스 도입현황 및 CVE, CWE등 보안 취약점 관리

· 오픈소스 취약점 발생 시 Exploit존재여부 등을 고려한 EPSS

(Exploit Prediction Scoring System)보안패치 전략 수립

· 오픈소스 공급망(Supply Chain)관리를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성

프로젝트 수행 시

오픈소스 적용

타당성 검토

· 무분별한 오픈소스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효과 측정

· 라이선스 문제, 보안 및 기밀사항, 상업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오픈소스

공개여부 고려 필요

오픈소스 관리

전담조직 운영

· 오픈소스의 조직 성숙도에 따른 전담부서 및 겸임부서 등을 운영

· 개발조직 내 오픈소스 정량적 성과측정 및 전사적 차원의 모니터링 및 통제업무 수행

오픈소스 개발자 교육

·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융합서비스 등 오픈소스 활용

극대화를 위한 자체교육 수행

· 오픈소스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및 적용 시 고려사항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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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04.

Apache Log4j 사태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의 혁신동력인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한 무분별한 활용과 보안에 

대한 인식부재이다. 오픈소스간의 종속성 문제는 보안이슈에 대한 검증부재와 연계되면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생태계 구조를 이해하고 

오픈소스 적용 시에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이 필요하다.

빠른 기술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픈소스의 활용이 빈번해 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활용범위 제한 등은 중요한 문제다. 

오픈소스 공개여부 및 라이선스 적용범위, 취약한 소프트웨어 버전 적용여부 등과 결합하여 보안이슈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픈소스 적용전에는 필요성 고려 및 오픈소스 거버넌스 수립이 중요하다.

DevSecOps를 기반으로 오픈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기술을 결합하여 오픈소스로 인한 리스크를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이 중요하다. 바야흐로 오픈소스를 통한 비즈니스의 전략이 필수불가결인 

시대다. 오픈소스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보다 안전하게 오픈소스를 활용하기 위한 조직과 제도적인 관점에서 

오픈소스 보안강화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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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14) DE.PH 탐지 프로세스 관리 및 정책 최적화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이규환

카테고리 소개 : DE.PH 탐지 프로세스 관리 및 정책 최적화01.

탐지(Detect) > Detect Policy Hardening, 탐지 프로세스 관리 및 정책 최적화

: 탐지 프로세스와 정책을 유지하고 테스트하여 비정상적 이벤트를 중요도에 따라 적시에 적절히 인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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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의 세번째 기능(Function)은 

“ 탐 지 ( D e t e c t ) ” 로 ,  그  중 에 서  네 번 째 로  소 개 될  세 부 활 동 

(Category)은 “탐지 프로세스 관리 및 정책 최적화 (DE.PH, Detect 

Policy Hardening)”이다. 

보안관제를 수행함에 있어 보안관제센터 마다 각각의 특색을 반영한 

탐지 프로세스가 존재 하게 된다. 보안관제는 이러한 탐지 프로세스에 

맞춰 수집-탐지-분석-대응-조치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보안관제센터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탐지 

정책(경보 등) 역시 보안장비, SIEM 등의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마다 보안관제센터의 특성에 맞춰 새로 설정을 한다. 이러한 탐지 

프로세스나 탐지 정책은 한 번 만들어 놓고 그대로 사용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개정 및 최적화가 필요하다. 

탐지 프로세스의 최적화는 보안관제센터 자체에서 보유 하고 있는 

보안관제방법론 또는 보안관제 프로세스에 맞춰 개발 및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보안시스템의 변경, 네트워크 구성의 변경 등 보안관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시 반드시 탐지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해야 하며, 필요 시 탐지 프로세스를 최적화 해야 한다.
[그림 7-1] 이글루시큐리티 표준 탐지 프로세스

3) 관련 문서

IG.SOC-031-08 상세 탐지 프로세스, 탐지프로세스 개선안, 탐지정책 최적화

탐지 정책은 SIEM의 경보 정책, 단위 보안시스템의 정책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주기적인 최적화가 

필요하다. 

탐지 정책을 최적화 하기 전, 탐지정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오탐 발생으로 인해 검증이 필요하거나, 또는 

주기적인 정책 검증 등의 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이 완료 되면 탐지정책을 최적화 하게 된다.

탐지정책 검증 시 먼저 “1)탐지정책 테스트”를 통해 오탐으로 판단 된 이벤트에 대한 실제 탐지 여부를 검증하고, 

“2)오탐 원인분석”을 통해 오탐을 발생시킨 원인 및 현행 탐지 정책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탐지 정책 검증 결과에 따라 탐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탐지정책 최적화를 진행한다. 탐지정책 

최적화는 “1)탐지정책 개선”을 통해 탐지효율 분석, 탐지범위 분석, 탐지표현식 변경 등을 수행하고, 

“2)보안시스템 적용”을 통해 탐지정책 적용 및 필요 시 탐지정책의 효율을 평가한다. 

만약 머신러닝기반 보안관제시스템이 도입 되어 있다면 정오탐분석 피드백을 수행 하며, 필요 시 모델 재학습을 

통해 정책을 최적화 한다.

1) 탐지정책의 오탐률을 최소화를 통해 탐지에 소요되는 Resource 소모의 최소화 및 탐지 속도 증가

2) 탐지정책 검증을 통해 내부의 지속성을 보장하며, 외부의 비인가 공격을 차단하는 일련의 개선 과정

3) 탐지정책은 보안시스템의 개별 정책 뿐만 아니라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의 경보정책을 포함한다.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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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2] 탐지정책 최적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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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6일] 최신 침해사고를 재현한 인공지능(AI) 데이터셋이 민간에 개방됨에 따라, 보다 많은 조직들이 AI의 

혜택을 누리고 보안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 선도 기업 ㈜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 

이득춘, www.igloosec.co.kr)는 2021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데이터셋(침해사고 분야)’ 구축 

사업에 참여해 주요 침해사고를 재현한 1억 2천만 건의 데이터셋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악성코드와 침해사고 분야에서 AI 침해 대응에 적용할 

수 있는 8억 건 이상의 AI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민간 개방된 침해사고 

데이터셋을 토대로 국내 보안 조직들이 신·변종 보안 위협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본 사업의 골자였다. 

본 사업 중 최신 침해사건 재현 분야는 2015년부터 AI 알고리즘과 AI 학습 데이터 개발에 공을 들여온 이글루시큐리티가 

담당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다년간의 AI 시스템 구축·운영 역량과 대규모 위협 대응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주요 침해사고를 재현한 AI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글루시큐리티는 15건의 엄선된 침해사고 시나리오 실행을 통해 6개 이기종 

보안 장비에서 생성된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시 데이터에서 공격의 특징을 추출·선별해 레이블링 한 뒤 이 레이블링 

데이터를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형태로 가공했다. 이후 AI 보안 모델을 적용한 사이트에 AI 데이터셋을 적용하며 검증도 

완료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국내 보안 조직들이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랜섬웨어 감염 등의 다양한 침해사고에 

체계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15건의 침해사고에 대한 ‘플레이북(Playbook)’도 개발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MITRE ATT&CK Framework)에 따라 공격 단계를 분석하고 공격자 관점의 침투 테스트를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침해사고 유형별 최적의 표준 절차와 대응 방안을 매뉴얼화한 ‘플레이북’을 마련했다. 

 

이번에 구축된 데이터셋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국내 보안 조직들은 

이 데이터셋을 활용해 데이터 수집·가공·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절감하고, AI 기반 침해 대응 지능화에 속도를 

붙이게 될 전망이다. 이글루시큐리티는 더 많은 국내 보안 조직들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침해사고 분야 데이터셋 

구축과 더불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 및 데이터 레이블링 툴 개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는 “AI의 진정한 가치는 AI 알고리즘과 더불어 AI 알고리즘이 잘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있을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이에 이글루시큐리티는 보안에 특화된 AI 알고리즘 개발과 함께 AI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AI 학습 데이터 축적에 다년간 힘을 실어왔다. 이와 같은 데이터 중심의 AI 역량을 토대로 

올해는 기존의 보안 사업과 더불어 양질의 학습 데이터 제공을 위한 데이터 사업 강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주)이글루시큐리티, 최신 침해사고를 재현한 1억 2천만 건의 AI 데이터셋 구축

KISA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데이터셋(침해사고 분야)’구축 침해사건 재현 분야 완료

- 이글루시큐리티, 다년간 축적된 AI 역량 토대로 최신 침해사고를 재현한 데이터셋 구축 완료 

- 민간 개방된 AI 데이터셋 활용으로 AI 기반 침해 대응 지능화에 속도를 붙이게 될 전망 

- 이글루시큐리티, 데이터 중심 AI 역량 토대로 올해 데이터 사업도 강화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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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15일]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 선도 기업 ㈜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 이득춘, www.igloosec.co.kr)는 

데이터와 통합보안관제(SIEM) 분야에 특화된 3건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글루시큐리티가 이번에 등록한 

3건의 특허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SIEM 솔루션의 사용 용이성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건의 데이터 특허는 범주형 속성과 연속성 속성이 섞여있는 방대한 데이터셋에서 AI 알고리즘이 학습할 핵심 데이터를 

빠르게 샘플링하여 추출하는 기술이다. 변수가 n개인 n차원 평면 상에 데이터셋 내 각 객체들의 속성을 표시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의 공간을 나누는 인덱싱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데이터셋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다.

다른 1건의 데이터 특허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발생하는 서버 부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레플리카 

세트(Replica Set)에 포함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DB)와 마스터 DB를 복제한 슬레이브 DB가 각각 하나의 서버에 

포함되도록 하는 DB 이중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서버 부하를 분산하고 가용성 및 응답 시간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 특허는 통합보안관제(SIEM) 솔루션의 설치와 운용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패키지부터 로그 수집 모듈까지 SIEM을 

구성하는 일련의 요소에 대한 설치 동작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SIEM 솔루션 운용을 위해 필요한 복수의 데이터들을 

표준화하여 자동 등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솔루션 설치 편의성과 운용성을 높이고, 신·변종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는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적시에 찾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보안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앞으로도 데이터 및 보안 분야 연구 

개발을 지속하며 데이터 활용성과 보안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 역량 확보에 힘을 싣겠다”라고 밝혔다. 

(주)이글루시큐리티, 데이터·SIEM 특허 3건 취득

데이터 활용성과 보안 효율성 높이는 핵심 기술 역량 확보

- 이글루시큐리티, 데이터 및 보안 분야 연구 개발 확대… 

   핵심 데이터를 빠르게 선별·활용하고 보안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