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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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월간 핫이슈▶

 · 2022년 3월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이 가장 많았고, 전월 대비 약 12% 가량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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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인도와 대한민국, 러시아, 브라질, 터키, 이집트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중국과 미국, 독일, 영국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월간 통계분석▶

긴장감이 고조되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진행 되었다. 단기간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 이라는 전문가들의 침공 직후 전망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과 미국 및 EU 등 여러 국가의 지원으로 상황은 장기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전장과는 다른 곳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사이버전쟁’ 또한 대대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러시아 군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 세계 해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익명의 해커 그룹인 

‘어나니머스(Anonymous)’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및 벨라루스 정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정부 사이트, 언론사, 관련 기관을 해킹하는 등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 하고 

있다. 한편, 랜섬웨어 조직인 ‘콘티’ 등은 러시아 정부를 지지하며 반대 진영에 대한 공격을 예고 했고, 

이후 전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는 러시아 진영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DDoS 공격으로 마비가 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는 사이버전이 전쟁의 보조 수단 정도로 인식 되고 있었으나, 언제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전쟁이 끝나면, 실제 전쟁에서 사이버전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수많은 

연구가 진행 될 듯 하다.

부디 조속히 전쟁이 마무리 되기를 바라며, 전장 바깥까지 국경을 넘어 진행 되고 있는 사이버전쟁 역시 

더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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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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전월과 비슷한 공격 건수를 보이고 

있지만,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이 

전월 대비 약 12% 가량 증가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공격 건수 증가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웹 취약점 관련 공격 비율이 약 

10% 가량 하락하였다. 이는 ThinkPHP 

RCE 공격 건수 감소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월간 공격 유형01.

2022년 3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Netlink GPON Router RCE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공격의 

경우 전월 대비 약 3.5배 가량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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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취약점 (System Vulnerability)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Netlink GPON Router Remote Code Execution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GPON Router Vulnerability

Cross Site Script (X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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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2

3,108

522

1,845

490

765

447

334

548

372

311

1

5

2

6

3

7

9

4

8

10

1,847

158

42

3,894

622

53

6

12,354

8,742

46.4

25.2

4.2

14.9

4.0

6.2

3.6

2.7

4.4

3.0

2.5

15.0

1.3

0.3

31.5

5.0

0.4

0.0

100

70.8

▲1

▲1

▲2

▼1

▲2

▲1

▼1

NEW

▲1

NEW

-

-

-

▼1

▼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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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인도와 대한민국, 러시아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중국과 미국의 공격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공격 비율 합은 전체 대비 약 7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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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247.163.99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209.141.61.40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45.77.178.30

164.90.204.15 Method (Connect)

178.239.21.16

109.237.103.9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Directory Traversal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205.185.125.167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109.237.103.118

205.185.127.43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209.141.52.239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KR

US

JP

NR

CN

RU

US

RU

US

US

1

5

2

6

3

7

9

4

8

10

8/115

6/115

0/115

1/115

5/115

11/115

7/115

12/115

8/115

7/115

▶ 금월 공격 IP, 국가 순위 상세 Top 10 표 및 비율

34.6%

러시아

대한민국

인도

미국

중국

7.9%

10.0%

11.7%

35.8%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04.

[표 1-4]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상세 분석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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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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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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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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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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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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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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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link GPON 라우터에서 발견된 취약점으로 타겟 주소 뒤에 /boaform/
admin/formPing 문자열을 입력하여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해당 취약점을 악용하여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기기에서 원격으로 명령 실행, 
악성 파일 업로드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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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GPON Router Vulnerability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Cross Site Script(XSS)

Netlink GPON Router Remote 
Code Execution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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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2022년 2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12,892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정보는 

140,875건 수집되었다.

수집 대상별 순서는[해외-Malware(126,113건)], [국내 (12,892건)], [해외-Phishing(10,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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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32건 이다. 

2월 한달동안 주로 antichat, AyyildizTim, AK74, Alpha PHP Web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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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675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IGRSS.8.05675 Webshell, PHP, Antichat,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file_data; content:"<?"; content:"Antichat Shell"; fast_
pattern:only; sid:805675;)

Antichat PHP Webshell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Webshell, PHP, 

Antichat

IGRSS.8.05677

alert tcp $HOME_NET $HTTP_PORTS -> $EXTERNAL_NET 
any (msg:"IGRSS.8.05677 Webshell, PHP, AyyildizTim,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client,established; 
file_data; content:"<title>"; content:"Ayyildiz Tim"; within:25; 
fast_pattern; nocase; sid:805677;)

AyyildfizTim PHP Webshell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Webshell, PHP, 

AyyildizTim

IGRSS.8.05684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IGRSS.8.05684 Webshell, PHP, AK74,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php?act=exesys"; fast_pattern:only; http_uri; 
sid:805684;)

AK74 PHP Webshell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Webshell, PHP, 

AK74

IGRSS.8.05689

alert tcp $HOME_NET $HTTP_PORTS -> $EXTERNAL_NET 
any (msg:"IGRSS.8.05689 Webshell, PHP, Alpha,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client,established; file_
data; content:"<title>"; nocase; content:"ALFA TEaM Shell"; 
within:100; fast_pattern; nocase; sid:805689;)

Alpha PHP Webshell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Webshell, PHP,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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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 방안 발표 

 · 불법 스팸 규제 실효성 제고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비대면 서비스 보안 강화 시범사업’ 공모 진행… 진료·교육·근무·유통 4개 분야 매칭펀드 방식 지원

 ·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탐지 동향 보고서-2021년 하반기’ 발간… 상반기보다 악성코드 유포지 23% 

증가

 · ‘2022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및 전자문서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추진 

 · ‘정보보호산업 전략적 육성 방안’ 발표… 정보보호산업 시장 규모 2025년 20조 원 달성 목표

 ·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 2차 사업 추진… 2년간 약 7억 원 지원 

 · 의료AI 융합과제 신규 6개 추진… 올해 120억 원 투입

 · 2022년도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클라우드 대전환에 올해 979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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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oT 제품·서비스 발굴·확산을 지원하는 ‘AIoT 적용 확산 사업’ 참여 신규 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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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 출범… 윤리적인 AI 개발과 활용 위해 본격적 논의 시작

 · 34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 공고 

 · 행정안전부, 업무용 노트북 200대에 개방형OS 한컴구름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 운용 … 1대의 

업무용 노트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 모두 사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신임 원장에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임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올해 하반기 부산광역시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설치 

기타

 · 한국시간으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뤄진 가운데, 사이버 전은 그전부터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음.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자, 사이버전까지 병행한 바 있음. 

 · 2022년에만 4번의 러시아 추정 대규모 공격이 발견될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음. 공격 배후로 지목된 러시아는 이를 모두 부인했으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서구권 국가는 
러시아의 공격이라고 확실시하는 모양새임. 

 · 보안기업 맨디언트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피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힘. 
해당 공격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 정보부와 연계된 해킹 그룹 ‘UNC1151’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공격뿐만 아니라 민간 해커 조직의 공격도 이어질 전망. 러시아 기반 랜섬웨어 그룹인 ‘콘티(Conti)’는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음. 보안 전문가들은 “비록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공격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격자들은 ‘애국심에서 비롯된’ 독립적인 공격을 진행할 수 있다”라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음. 

 · 이동범 회장·윤두식 수석 부회장 연임 결정

 · ‘2022 정보보호 해외시장 동반진출 협의체’ 참가 기업 모집

 · 2월 28일 해킹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는 트위터를 통해 대표적인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의 국영 철도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침해해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밝힘. 현재 벨라루스 철도청은 수동으로 기차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임. 

 · 어나니머스는 우크라이나에 반격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다며, 러시아 군의 수송을 멈추지 않는 한 
철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함. 앞서 어나니머스는 러시아와 러시아를 지원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바 있음. 

‘러시아군, 게 섰거라’… 어나니머스, 러시아 군 수송 막기 위해 벨라루스 국영 철도 
시스템 네트워크 침해

▶

 ·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안 전문가들과 IT 전문가들을 긴급히 모집해 해킹 부대를 조직하고 있음. 
이들은 러시아의 정부 기관과 사회 기반 시설, 은행 등 31개 표적을 공격할 전망. 

 · 우크라이나의 디지털혁신부 장관이 트위터로 공식 모집을 진행했고, 곧이어 텔레그램에 이들 해킹 부대의 작전 
수행을 위한 채널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짐. 

 · 일각에서는 표적으로 언급된 조직들에서 이미 해킹 공격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음. 

‘나라를 지킬 IT군 모집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31개 표적 공격을 위한 해킹 부대 조직 ▶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이뤄진 사이버 전쟁… 올해에만 4번의 대규모 공격 이뤄지고 
광범위한 피싱 공격 지속돼 

▶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 사이버 위협도 증가… 정부, 사이버 위협 비상대응체계 강화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시스템 및 기반시설 대상 취약 요인을 점검하도록 국가·공공기관에 
보안 권고문을 전파하고, 통신사, 정보보호기업 등 주요 유관기업과 사이버위협을 공유하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며 사이버 위협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국내 위협이 커질 경우에는 현재 ‘관심’ 단계인 사이버 위기 경보를 상향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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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 있니?’… 해킹된 엔비디아에서 기밀 정보 유출되나?▶

‘암호화폐는 나의 힘’… 북한, 작년 4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훔쳤나? ▶

 · 북한이 해킹으로 국가적 차원의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었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적지 않게 
드러난 상황임. 

 ·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독립 감시단의 비밀보고서를 통해, 작년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Ku 
Coin)’에서 유출된 2억8100만 달러(3364억 원)어 치의 자산 유출 사고가 북한에 의해 이뤄졌다고 추정함. 
해킹 수법과 돈세탁 방식 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훔쳐낸 돈으로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으로 유추됨. 해외 암호화폐 전문가는 해킹 배후로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Lazarus)’를 지목했음. 

 · 한편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2019년 이후 북한 연루 해킹 활동과 탈취 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암호화폐 투자 기업과 거래소를 공격해 북한이 통제하는 주소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것이 
체이널리시스의 분석임. 

 ·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이 작년 한 해 동안 4억달러(4790억 원)의 암호화폐를 훔쳐냈다고 보고 있음. 이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임. 

 ·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보안 기업, 암호화폐 분석 기업 등이 북한을 의심하는 가운데, 북한의 해킹 
활동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상위 1%를 위한 소개팅 앱’ 해킹으로 14만 명 회원 정보 유출▶

 · ‘상위 1%를 위한 소개팅 앱’을 표방한 ‘골드스푼’의 운영사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1억 2,979만 원의 과징금과 
1,86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작년 10월경 골드스푼에 발생한 해킹으로 가입자 14만3,43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사실조차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골드스푼’은 가입 시 차량, 직업, 고학력, 소득, 개인자산, 집안 자산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종교 정보 등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것으로 나타남. 

 · 해킹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DB 암호화가 이뤄지지 않아 이름, 나이, 전화번호, 지인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종교, 사진, 회사, 학교정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게시판 글 등이 모두 유출되었음. 

 · 또한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와 탈퇴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별도 보관해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음.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골드스푼’은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해커가 골드스푼에서 훔쳐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협박하는 등의 2차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내가 선관위로 보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칭한 스피어피싱 메일 유포돼 ▶

 · 대선을 앞두고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해 스피어피싱 메일을 유포한 정황이 
포착되었음. 

 · 이슈메이커스랩에 따르면 2월 7일 오전 선관위인양 가장해 2월 12일까지 선거권자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피어피싱 메일이 유포된 것으로 나타남. 첨부된 한글(hwp) 문서를 실행할 경우, 특정 서버에서 추가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되어 정보가 탈취될 수 있음.

 · 실제로 2월 7일 오전 9시경 선관위에서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뒤 몇 시간 만에 이 내용을 미끼로 
한 공격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공격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번 공격의 배후로는 북한 해커 조직인 ‘APT37’가 지목되고 있음. 

 · 보안 전문가들은 “이메일 수신 시 반드시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파일 실행 전 확장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강조함. 

 ·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사 엔비디아가 해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음. 

 · 엔비디아는 2월 23일 해킹 피해를 인지한 뒤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해 대응 중이라고 
2월 25일 밝힘. 

 · 이어 2월 28일, 해커그룹 ‘랩서스(LAPSUS$)’는 자신이 엔비디아를 공격했고 해킹을 통해 1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데이터를 훔쳐냈다며, 엔비디아가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힘. 엔비디아의 모든 GPU에 
탑재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팔콘(Falcon)을 비롯해 프라이빗 툴,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DK)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 해커의 주장임. 

 · 3월 1일 랩서스는 엔비디아가 준비 중인 차세대 GPU 시리즈, RTX 40 시리즈의 스펙을 공개하며 행동에 나섰음. 

 · 또한 랩서스는 엔비디아가 RTX 30 시리즈에 건 암호화폐 채굴 락 ‘라이트해시레이트(LHR)’을 풀 수 있다고 밝힘. 
LHR은 암호화폐 채굴 목적으로 GPU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반 사용자 및 기업이 GPU를 구입하기 못하게 되자 
엔비디아가 내건 암호화폐 채굴 잠금장치임. 

 · 랩서스는 엔비디아에게 “윈도, 맥OS, 리눅스용 드라이버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훔쳐낸 기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라며, 협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

 · 일각에서는 랩서스가 엔비디아의 드라이버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자신의 금전적 이익과는 무관한 
듯한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미 법무부, 미 연방수사국(FBI)에 암호화폐 해킹·사기 전담 팀 신설 ▶

 · 최근 미국 법무부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암호화폐 해킹과 사기를 전담하는 ‘국가암호화폐단속팀(NCET)’을 
신설했음. 이 팀은 북한, 이란 등 국가 단위에서 이뤄지는 암호화폐 해킹·사기를 추적하고 유출된 암호화폐를 
압수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

 · 한국계 최은영 검사가 국가암호화폐단속팀 국장을 맡았음. 그는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조력자가 수백만 
달러의 사기극을 벌였던 JP 모건 체이스 은행 해킹 사건을 담당한 이력이 있음. 

 · 최근 국내 유명 손해보험사로 위장한 피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피싱 메일에는 
RAT(원격제어) 악성코드인 ‘Remcos’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피싱 메일은 실제 손해보험사에서 보낸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며, 
html 파일이 첨부되어 있음. 첨부되어 있는 html 파일을 실행하면, password가 적힌 페이지와 함께 하나의 
압축파일이 다운로드되는데, 압축을 해제하면 pdf 아이콘으로 위장한 Remcos RAT 1.7 악성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음. 

 · Remcos 악성코드는 원격제어 악성코드로, 명령제어(C&C) 서버와의 통신 이후 스크린샷, 키로깅, 레지스트리 
추가 및 편집, 공격자 명령 실행 등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사용자 PC에 동작 중인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Chrome, Firefox)의 쿠키 데이터와 로그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보안 전문가들은 “이메일 수신 시 반드시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파일 실행 전 확장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강조함. 

‘유명 손해보험사 메일인 줄 알았니?’… 국내 유명 손해보험사로 위장한 피싱 메일 
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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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OO CTI는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제공하고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 및 공유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부 관제기술연구팀 정일옥

IGLOO CTI를 소개해 드립니다

IGLOO CTI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01.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협의 공유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그 결과, 

해외에서는 CTA(Cyber Threat Alliance),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CTAS(Cyber Threat Analysis 

System) 같은 CTI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Cyber Threat Intelligence 는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이며, SOC를 운영하는 기관과 기업의 경우 국내 환경에 맞는 CTI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은 

필수적 입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2005년부터 보안관제 서비스에 이런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데 집중을 하였다. 2013년 

Gartner 에서는 위협 인텔리전스(Threat Intelligence)를 정의하였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이러한 위협 정보 공유 

서비스를 2016년에는 자사 SIEM 제품인 SPiDER TM 과 연계를 하였으며, 2018년에는 자체적으로 IGLOO 

CTI Platform 을 만들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Platform 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 IGLOO CTI History  [출처: 이글루시큐리티]

IGLOO CTI 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02.

위협 인텔리전스(CTI )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위협 정보를 제공하는 Providers, 위협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Platform, 위협 정보를 보강해 주는 Enrichment, 위협 정보의 연계를 담당하는 integration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는 이러한 구분이 명확한 편이지만, 국내는 이러한 부분이 잘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IGLOO CTI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IGLOO CTI 는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공유 3가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정보수집, 국내외 위협 정보, 취약점 정보, 동향 정보를 수집합니다.

두번째, 정보분석, 수집한 정보를 IoC 분류 및 스코어링, 화이트 리스트 거쳐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세번째, 정보공유, 수집된 정보를 API 기능을 제공하여 제품간 연동을 지원합니다. 

[그림 3-3] IGLOO CTI 구성 및 프로세스 [출처: 이글루시큐리티]

[그림 3-2] IGLOO CTI 구성 [출처: RSA Conferen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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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s 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되지만, 폐쇄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서 유용한지, 데이터의 질은 유지되고 있는지, 다른 새로운 위협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어딘지 등 주기적인 

추가/삭제/수정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IGLOO CTI 는 어떤 모습일까03.

[그림 3-4] IGLOO CTI 에 등록된 Feeds 정보 [출처: IGLOO CTI]

[그림 3-5] 대시보드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현황 및 트랜드를 분석 할 수 있다. [출처: IGLOO CTI]

※ Feeds 란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가 수집되는 수집처를 말함

그럼 먼저 정보수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보수집은 국내외 위협 정보, 취약점 정보, 동향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IGLOO CTI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각 서비스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다르기도 하지만, 보안관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려 노력을 하고 있다.  

크게, 해외 위협 정보, 국내 위협 정보, 인사이트(해외), 인사이트(국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글루시큐리티의 보안관제센터, CERT 등에서 자체 수집하거나 분석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1) 정보수집

[그림 3-6] IGLOO CTI 구성 중 정보 분석 [출처: 이글루시큐리티]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분석할까요. 사실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수집된 정보를 IOC 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정보에 대해서 태그, 스코어링, 예외처리 등을 통해 관제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보분석

수집된 정보는 수집처의 신뢰도, IoC 형태, 태그 정보 등 가중치 모델을 통해 스코어링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각 IoC 는 등급으로는 3단계(High, Medium, Low), 점수로는 1~10 의 범위 안에서 나누어진다. 이는 보안관제 

및 시스템에서 연동 시 어떤 위협 정보를 먼저 대응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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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스코어링된 위협 정보 [출처: IGLOO CTI]

▶ API 를 통한 정보 공유

API 를 통해 타 제품과 연동이 가능하며, 요청 프로세스에 의해  API Key 를 신청하고 입력하면 손쉽게 연계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STIX/TAXII 를 통한 연계 방법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9] REST API 가이드 [출처: IGLOO CTI]

[그림 3-8] IGLOO CTI 구성 중 정보공유 [출처: 이글루시큐리티]

수집된 위협 정보는 분석을 통해 홈페이지, API 를 통해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거나, 제품간 연동을 통해 공유될 수 

있다. 

3) 정보공유

▶ 홈페이지를 통한 위협 정보검색 

다음은 2021년 12월 달에 발생한 Log4j 취약점에 대한 위협 정보를 검색한 결과이다. 

12월 13일 00 시를 시작으로 위협 정보가 등록이 되었으며, 관련된 IOC가 25,000건 정도 등록되어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0] 검색하고자 하는 IP, URL, 태그 정보 등을 통해 검색 가능 [출처: IGLOO 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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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태그 등을 통해 연관 검색 및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정보는 JSON, CSV 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취약점 등의 위협 정보 검색

위협 인사이트 메뉴를 통해 취약점 정보를 나타내는 CVE 정보, 공격 코드를 나타내는 Exploit, 구글 해킹에 

사용되는 Google Hacking DB, 동향 정보 등을 검색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12] CTI 를 통해 CVE 취약점을 검색하고, 상세내용을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 [출처: IGLOO CTI]

수집된 정보는 단지 IP, URL 등 IoC 

만 등록된 게 아니라 위협에 대한 

설명, 관련 태그, IOC 개수, 만료일, 

스코어 등이 존재한다. 

[그림 3-11] 수집된 정보에 대한 상세 설명이 등록되어 있음 [출처: IGLOO CTI]

▶ SIEM 과의 연계 

자사 제품인 SIEM 과의 연계를 통해 CTI 에서 수집된 위협 정보가 SIEM에 주기적으로 전송되어 저장되고, 기 

정의된 정책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이를 통해 보안관제 요원들은 새로운 위협 정보가 발생했을 때 Blacklist 등을 

수동으로 등록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에 발생한 log4j 취약점에 대한 위협 정보 IOC 를 공유할 때 많은 관제센터의 요원들이 

Blacklist 를 공유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고 한다. 이때 IGLOO CTI 가 연계된 SIEM 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림 3-13] IGLOO CTI 연계를 통한 SIEM 대응체계 [출처: 이글루시큐리티]

[그림 3-14] IGLOO CTI 를 SIEM에 등록하기 [출처: 이글루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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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간략하게 IGLOO CTI 에 대한 소개와 구성,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위협 인텔리전스가 

소개 되고, 활용된 지가 이제는 8년이 넘어가지만, 아직까지 보안관제 분야에 완전히 녹아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위협 인텔리전스가 민간 중심과 플랫폼 중심으로 인해 각 제품과의 연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익 시장에서도 나름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민간 중심보다는 

국가 중심으로 성장과 아직 플랫폼보다는 서비스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협 정보를 활용하고 각 보안 제품간 연계를 통해,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된다. 다음 호에서는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CTI 를 통해 관제에 활용하고 분석 및 예방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결론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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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부 관제기술연구팀 정일옥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팬데믹에 따라, 기존의 사회 체계를 

뒤흔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이버 환경 역시 이와 같은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재택·원격 근무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에 따라 IT 인프라 사용과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공격자가 노릴 만한 공격 표면은 

더욱 넓어졌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방대한 보안 경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보안관제 담당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나, 기하급수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보안 이벤트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제로 아래의 글로벌 보안 기업 시스코(Cisco) 자료에 따르면, 보안관제센터의 보안장비에서 발생한 경보 

중 확인 및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보가 많으며, 처리 과정을 거친 경보에서도 적지 않은 오탐(false 

positives)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 현황 및 트렌드의 변화 01.

보안관제 지능화 동향 및 전망

이러한 사이버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CES 2021과 RSAC 2021, 그리고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외부의 힘으로 인해 변형된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의미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다. 현재의 사이버 보안체계에서는 언제든지 

공격과 침입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힛 가이(Rohit Ghai) RSA CEO는 2021년 RSAC 2021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의 사이버 환경에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필요하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잘 회복되려면 

잘 넘어지고 넘어졌을 때 이를 잘 견뎌 매번 더 강해진 상태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며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할까? 여러 해결책이 있지만 그중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의미하는 ‘인텔리전스’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 발생할 시 이를 잘 탐지하고 분석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올바른 의사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림 4-1] 보안관제센터(SOC)에서 발생한 경보 처리 현황 (2008) (출처: 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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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데이터 형태에 따른 분류 및 특징

가트너는 ‘eXtended’를 ‘확장한다’ 또는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데이터의 

변수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변수를 통해 데이터의 

질을 향상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머신러닝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더욱 양질의 데이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네트워크 탐지 및 대응(NDR), 단말 탐지 및 대응(EDR)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와 사용자 엔드포인트 영역에서의 수집 및 분석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1-1)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수집한다 (다다익선)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고 보안 위협과 탐지되는 보안 이벤트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보안관제 인텔리전스 구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전부터 보안관제 

분야에 인텔리전스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적용되어 왔지만, 본 글에서는 크게 ▲ 데이터 확장을 통해 

지능을 더하는 방법, ▲ 머신러닝을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지능화하는 방법,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대응(SOAR)을 통해 관제프로세스를 지능화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안관제에 인텔리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방안 02.

사이버 환경에서 침입을 탐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네트워크 패킷에서 악의적인 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이벤트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전부터 보안관제 분야에서는 악의적인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첫 단추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탐지 시스템 및 분석 솔루션 고도화를 

통해 좀 더 많은 데이터 종류와 연관된 선진화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1) 데이터 확장을 통해 지능을 더하다 (eXtended)

그림 2와 같이 보안 데이터의 형태를 다섯 단계로 나눌 경우, 보안관제 전문가들은 어떤 데이터를 확인할까? 

관련 업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경보(alert) 또는 이벤트(event)를 살펴보고, 상세 분석이나 사후 

분석을 수행할 시에는 로그(log), 원본 데이터(raw data), 패킷(packet) 등을 낱낱이 확인할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신뢰성과 데이터의 양은 급격히 감소하지만,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knowledge)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아래 단계로 내려갈수록, 데이터가 수집되는 

장비와 데이터 유형은 더 많아진다. 아래 단계의 데이터를 살피는 경우, 이상 행위를 놓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 없는 데이터(garbage)가 많거나 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되레 데이터 속에서 봐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지나는 트래픽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하는 위협 정보인 ‘위협 인텔리전스(Threat 

Intelligence)’ 또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yber Threat intelligence)’까지 확장될 수 있다. 가트너는 ‘현재 

존재하거나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을 위해 해당 위협에 대한 맥락(Context), 메커니즘, 지표, 

예상 결과 및 실행 가능한 조언 등을 포함하는 증거 기반의 지식’으로 위협 인텔리전스를 정의하고 있다. 

보안관제 분야에서는 어떻게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하고 있을까? 이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느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개의 사이트에 부합하는 위협을 얼마나 정확히 수집하는지, 

그리고 이를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즉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Actionable intelligence)’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한 수집처에서 다양한 

데이터 형식으로 공유되는 위협 인텔리전스에 어떤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안 담당자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 위협 인텔리전스 (외부의 위협정보도 수집한다)

네트워크 트래픽, 외부 위협 정보와 더불어 내부 자산의 정보 역시 매우 중요하다. 보호해야 할 자산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보다 신속한 판단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 컴퓨터 역사상 최악의 

취약점으로 불리는 ‘로그포제이(Log4j)’를 활용한 공격 역시, 자산에 대한 정보 파악이 미흡했던 탓에 더 많은 

혼란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내부 자산의 정보 및 취약점을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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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양질의 학습 데이터와 보안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머신러닝은 보안 분석가들의 경험이 데이터화한 학습 데이터를 통해 보안을 배우게 될 것이다. 

기존에 보안 분석가들은 탐지 패턴, 침해사고 이력, 대상의 취약점 현황, 개인적인 경험 등을 활용해 

침입방지시스템(IPS) 등의 보안 장비에서 탐지된 보안 이벤트를 분석 및 선별하여 왔다. 그림 3은 IPS에서 

발생한 이벤트 중 페이로드 부분이다. 머신러닝은 이러한 특징과 보안 분석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된다. 

보안 분석가들은 ‘새벽에 들어온 이벤트인지’, ‘위협 국가에서 접속한 사용자인지’, ‘공격에 사용되는 패턴이 많이 

들어있는지’ 등 분석에 사용되는 특징과 통계적인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머신러닝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전처리해 

데이터화하고 있다.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이를 ‘피처(feature)’로 정의하고 있다. 단위 보안 장비에서 제공된 

정보와 도메인 지식을 토대로 정보를 조합하여 공격의 특징을 추출하는 개념이다. 

  2-1) 머신러닝을 통한 분석

다음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보안관제 전문가와 분석가의 경험을 지능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동안 보안관제 분야에서는 초동 분석 및 상세 분석 수행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공격 기법을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문가마다 경험 및 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고, 한정된 

수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머신러닝을 통해 분석가의 경험을 모델링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2) 분석가의 경험에 지능을 더하다 (Machine Learning)

[그림 4-3] 보안관제 요원들이 판단을 위해 분석하는 보안 이벤트 중 페이로드 부분 예시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들은 크게 숫자형과 텍스트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머신러닝은 이를 토대로 정탐과 

오탐을 구별하는 모델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지도 학습과 더불어 다양한 보안 이벤트와 로그 등의 연관 분석을 통해 보안장비에서 탐지되지 않은 이상 

행위를 찾아내는 비지도 학습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보안 분석가들의 경험을 머신러닝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분석가의 경험을 지능화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명확한 목적 아래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을 통해 모델을 생성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모델을 더욱더 정교하게 표준화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가 요구된다. 보안 분석가들이 스노트 

룰(Snort Rule) 등의 각종 해킹 패턴을 토대로 분석했던 기존과는 달리, 머신러닝 모델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 기준을 만들어 분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침해 사고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실 

데이터 기준으로 수집, 분석하여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머신러닝이 학습할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오랜 기간 보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격자와 맞서 싸워온 경험과 역량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글루시큐리티를 비롯한 주요 보안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보안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하는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사업’을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림 4-4] 피처 정의 및 전처리 된 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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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안관제 전문가의 관점과 머신러닝 관점의 간극(gap)을 좁힐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머신러닝이 도출한 예측 값과 분석가의 관점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머신러닝 모델이 특정 이벤트를 왜 정탐 또는 오탐으로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제공하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머신러닝의 예측 과정을 

이해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2-2) 보안관제 전문가와 머신러닝 사이의 간극(gap)을 줄여라 

[그림 4-5] 설명 가능한 AI (XAI)

다음으로, 분석 및 대응과 같은 보안 프로세스에 지능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이 방법은 최근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대응(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 Response, SOAR)’으로 

구현되고 있다. 다양한 보안 상황 별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와 절차를 데이터화한 ‘플레이북(Playbook)’을 토대로 

단순 업무는 자동 처리하게 하는 형태다. 

가트너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대응 수준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보안 

업무 담당자와 솔루션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SOAR를 정의하고 있다. SOAR 

적용을 통해 보안 전문가들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 처리에서 벗어나, 보안 전문가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복잡한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더 얻게 될 것이다. 

3) 프로세스에 지능을 더하다 (Orchestration)

[그림 4-6] SOAR의 정의 (출처: 가트너)

[그림 4-7] 보안 프레임워크 예시

단, 프로세스에 지능을 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잡한 보안 상황 별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 구현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레스트풀 API(RestFul API)와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규격(STIX/TAXII) 등에 기반해 제품 간의 

긴밀한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 보안 제품의 경우 제품 간 연계가 미흡한 수준이므로 보안관제를 

지능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빠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데이터와 프로세스에 ‘사이버 킬 체인(cyber kil l chain)’, ‘마이터 어택(MITRE ATT&CK), 

‘디펜드(D3FEND)’ 등의 공격 전술 및 기술이 더해진다면, 올바른 공격 및 방어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를 보안관제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더욱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부분 관련 이벤트와 건수를 매핑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는 최신 공격 전술 및 기술을 

보안 업무에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과 솔루션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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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 초반부터 약 20여 년에 걸쳐, 보안 분야에서는 끊임없는 발전이 이뤄졌다. 사이버 공격을 신속하게 

탐지, 분석하여 대응하고자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보안관제 전문가의 분석을 거쳐,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통한 대응이 이뤄졌다. 이제는 더 나아가 보안관제에 ‘인텔리전스’, 즉 지능을 더하기 위한 개선이 이뤄질 때다. 

보안관제의 지능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지능화 구현을 위한 필수 요건, 앞으로의 전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첫째, 보안관제 전문가들은 데이터 확장을 통해 침입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탐지한 이벤트의 오탐율과 미탐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탐지할 이벤트가 줄어든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이벤트들을 탐지하게 되면서, 보안 전문가들이 처리해야 할 이벤트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보안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둘째, 분석가의 경험을 지능화하여 머신러닝에 적용함으로써, 필터나 연관 분석, 통계 분석을 통해 탐지 

및 분석을 수행했던 기존에 비해 훨씬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단,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분석 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뤄지고 서로 간의 장점이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에 대한 정보, 최적의 알고리즘,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머신러닝의 도출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도 필요한 기능 중 하나다. 

셋째, 프로세스를 지능화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한다. 무엇을 자동화해야 할지 모르는 조직에서는 

자동화 도입이 되레 또 다른 업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경보 접수부터 자동 차단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물 

흐르듯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안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위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프로세스화한 보안관제방법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업과 연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1904년 발생한 볼티모어 

대화재에 빗대어 볼 수 있다. 신속한 화재 인지를 통해 충분한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이 이뤄졌고 완벽에 가까운 

대응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은 무엇일까? 

급수를 공급받는 소화전의 규격이 달랐기 때문이다. 보안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보안관제 지능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 요소와 시스템, 프로세스 간의 연계 및 관련 전문가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안관제를 지능화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데이터, 머신러닝, 프로세스 자동화 

모두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보안관제 지능화가 

이뤄진다면, 날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 및 전망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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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koo Sandbox 플러그인 (MalConfScan) 

사용을 통한 분석 고도화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오원보

[그림 5-1] 정상 프로그램과 악성코드 동작 시나리오 (출처:https://stringfixer.com/files/15554245.jpg)

Sandbox란?01.

샌드박스(Sandbox)의 원래 뜻은 모래상자로 간이 놀이터로 이해하면 쉽다. 보안에서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격리된 공간을 제공하여 그 공간에서 벗어나 허용되지 않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기술로 

사용된다. Fireeye를 비롯한 여러 보안업체에서는 의심되는 파일에 대해서 격리된 환경인 Sandbox에서 실행 

후 결과를 기반으로 실행 또는 차단을 결정하는 방식을 활용 하거나 전용 장비를 제작하는 등 분석 자동화에 

사용되고 있다.

오픈소스 Sandbox로는 Cuckoo Sandbox가 유명하며 분석 자동화를 진행하기 위해 Cuckoo Sandbox 서버 

구축 도중 MalConfScan 플러그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njRAT, FormBook, Lokibot등 악성코드 내부의 

설정 데이터, C2 등의 데이터를 쉽게 추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기존에 사용중인 도구 및 외부 Sandbox 

서비스와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려 한다.

[그림 5-2] Cuckoo Sandbox 동작 개요 (soji256 Medium Blog)

Cuckoo Sandbox는 Sandbox 기반으로 동작하며 의심스러운 파일의 분석을 자동화하기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파일을 물리 PC와 격리된 Sandbox 환경으로 이동 후 실행하여 실행 

당시 상황을 모니터링, 기록하여 보안 담당자, 악성코드 분석가 및 보안 관련 종사자들이 결과값을 이용하여 상세 

분석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플러그인이 제공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Cuckoo Sandbox02.

내용

[표 5-1] Cuckoo Sandbox 버전 히스토리

버전

· Python 3 지원

· VirtualBox 취약점 경고 로직 추가

· Reporting 서버 개선

2.0.7

(최신)

· YARA 통합

· Metasploit IoC 추출

· Shellcode Disassembly Framework 추가

· Linux 파일 분석 개선

2.0.4

· RDP / VNC 지원

· 64비트 윈도우 지원 개선

· Unicode 파일명 지원

· jse, url, iqy, slk 파일 지원

2.0.6

· Volatility 통합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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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2일 JPCERT/CC는 악성 프로그램의 구성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MalConfScan를 GitHub에 

최초로 업로드했다. MalConfScan는 Volatility에서 확보한 메모리 덤프를 이용하여 악성 행위를 검색하고 구성 

데이터 및 DGA 도메인 덤프, 악성코드가 참조하는 문자열을 나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JPCERT/CC는 

MalConfScan를 Cuckoo Sandbox에 연동하여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으로 제작하여 GitHub에 추가로 

배포하고 있다. 현재 MalConfScan에서 지원하는 악성코드 목록은 표 [5-2]과 같다.

1) MalConfScan

[그림 5-3] Volatility 플러그인으로 사용되는 MalConfScan 화면

목록

[표 5-2] MalConfScan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탐지 가능한 악성코드 목록

Ursnif Smoke LoaderEmotet PoisonIvy CobaltStrike

AZORult AgentTeslaNanoCore RAT FormBook NodeRAT

Pony njRAT

Datper HawkEyeRamnit Lokibot

Bebloh

(Shiotob

URLZone)

NetWire

RedLeaves 

(Himawari  

Lavender Armadill  

zark20rk)

PlugX TSC_Loader xxmm

일반적으로 실행 파일 문자열 검색을 위해 String, PEStudio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열 추출을 시도한다. 

일반적으로 문자열 추출을 통해 IP, URL 및 기타 유용한 문자열을 획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며 유용한 

데이터는 로직에 의해 메모리로 불러와 실행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메모리 데이터 확보를 위해 

가상환경에서 실행 시 Anti-VM 기능 및 분석 방해요소 제거를 위한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Cuckoo Sandbox 설치 시 Anti-VM을 우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최대한 일반 PC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낸다. 우회가 성공하여 정상적으로 실행될 경우 Sandbox에서 동작한 모든 행위를 기록하며 

MalConfScan 플러그인이 메모리 덤프 데이터에서 분석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표 5-3]의 샘플을 이용하여 MalConfScan 플러그인이 설치된 Cuckoo Sandbox 동작 결과와 일반적인 문자열 

검색을 이용한 정보량 차이를 보여주려 한다.

내용

[표 5-3] 테스트에 사용된 샘플 정보

목록

Sandvik_Group_Meeting_Document_20170222_doc_.exe파일명

b3139b26a2dabb9b6e728884d8fa8b33M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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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MalConfScan 플러그인을 이용한 데이터 추출 결과

[그림 5-4] 테스트 샘플 문자열 추출 결과

문자열 추출의 경우 String, PEStudio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에 하드코딩 되어있는 C2 정보 및 유용한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다. 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라 PE 정보 및 가독성을 위해 ASCII, URL 등 맞춤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악성코드 내부 로직을 통한 C2 주소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파일이 난독화 되어있는 경우 정보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MalConfScan의 경우 Cuckoo Sandbox 결과창의 VM Memory Dump 페이지에 존재하며 메모리 내 분석에 

유용한 데이터는 Cuckoo Sandbox에서 추출하며 MalConfScan의 경우 지원하는 악성코드에 대한 C2 데이터, 

Mutex 등 상세 데이터 추출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5-7] Behavioral Analysis 페이지

Cuckoo Sandbox를 이용하여 분석한 데이터로 확인 시 실행 파일로 확인되며 악성코드의 위험도의 점수는 현재 

설정오류로 인해 정확한 점수 표현이 되지 않으나 해당 파일은 very suspicious로 확인된다.

Behavioral Analysis 페이지에서 확인 결과 임시 폴더에서 obedience.exe가 실행된 이후 iexplore.exe 

프로세스가 실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샘플을 이용한 Cuckoo Sandbox 분석 결과

[그림 5-6] 테스트 샘플 Cuckoo Sandbox 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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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 Files 페이지에서 확인 결과 obedience.exe 외 2개의 파일이 추가적으로 Drop되며 starburn.dll이 

hankerchief.dat 데이터를 디코딩한 이후 iexplore.exe를 이용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네트워크 통신 페이지 확인 결과 67.205.132.17:443으로 다수의 통신 시도가 확인된다. 

[그림 5-9] Network Analysis 페이지

[그림 5-8] Dropped Files 페이지

다시 MalConfScan 페이지로 돌아와 확인 시 행위, Drop된 파일, 네트워크 데이터가 종합된 내용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프로세스 명과 C2 정보, Mutex 등의 정보만 확인 가능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MalConfScan를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악성코드의 경우 악성 코드명이 Malware Name에서 확인된다.

샘플로 사용된 파일의 경우 RedLeaves RAT이며 감염된 PC에 원격 접속이 가능해지며 시스템/사용자 계정 

정보 탈취 및 원격코드 실행 등 악성 행위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확보 가능한 C2 정보를 이용하여 최단 시간 내 1차 대응을 진행한 이후 행위, Drop된 파일에서 확인된 

데이터들과 조합하여 초기 침해사고 분석에 사용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0] VM Memory Dump 페이지 내 MalConfScan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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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개 Sandbox와 분석 데이터 비교03.

Cuckoo Sandbox를 제외한 외부 공개 Sandbox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업로드된 샘플 및 샘플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있어 침해사고 관련 샘플이나 외부에 공유되면 안 되는 파일의 업로드는 

금해야 한다.

any.run은 회원가입 시 무료로 제공되는 Sandbox 서비스로 샘플 업로드 시 사용자가 Sandbox 화면에 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5-0] 하단부는 통신 관련 데이터, 파일 변경, 디버그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통신 

관련 데이터에서 HTTP, TCP 통신 내역 확인, DNS 질의, 탐지된 Snort 룰 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실행 간 발생한 

통신을 PCAP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왼쪽의 경우 샘플 파일 정보 및 샘플 다운로드, 샘플 재분석 기능이 존재하며 Processes 항목에서 해당 샘플 

파일 실행 시 파일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데이터는 하단부에서 확인 가능하며 more info 

클릭 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해당 샘플 파일 실행 시 확인되는 IOC 정보 요약 및 ATT&CK matrix 또한 확인할 수 있다.

1) any.run

[그림 5-11] any.run에서 샘플 파일 분석 결과 

Joesandbox은 회원가입 시 무료로 제공되는 Sandbox 서비스로 샘플 업로드 시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이한 점으로 Android, iOS에서 사용되는 앱 설치파일의 Sandbox 분석을 지원한다. 

Full, Management, IOC Report를 각각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Full Report는 기본정보, 탐지 시그니처, 

파일의 분류, 프로세스 트리, ATT&CK Matrix, 행위 그래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매우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Drop된 파일의 악성 탐지 여부 및 파일에 대한 Disassembly까지 제공하고 있어 Sandbox 서비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샘플 제공 및 메모리 덤프 등 관련파일과 PCAP 등 파일 제공하고 있으나 분석 도중 사용자의 개입과 샘플 분석 

시간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2) Joesandbox

[그림 5-12] Joesandbox 에서 샘플 파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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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ge 또한 회원가입 시 무료로 제공되는 Sandbox 서비스로 샘플 업로드 시 기본적으로 Windows 7, 10 

버전의 Sandbox 동작하게 되며 사용자가 운영체제, 언어, 인터넷 접속방식, 시간, 브라우저를 선택하여 동작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설정을 프로필로 저장이 가능하다. 분석 시간 동안 사용자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리포트 확인 시 탐지 관련 시그니쳐, 프로세스 동작 순서, 네트워크 통신, ATT&CK Matrix 데이터를 확인 

가능하며 샘플 및 관련 파일, 메모리 덤프, PCAP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추가 메뉴에서 시간 순서에 따른 파일 및 레지스트리 생성, 네트워크 통신, 프로세스 정보, Mutex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Triage

[그림 5-14] Triage에서 제공하는 파일 다운로드 목록

[그림 5-13] Triage에서 샘플 파일 분석 결과 

지금까지 Cuckoo Sandbox와 MalConfScan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분석한 예시와 함께 MalConfScan 

플러그인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추가로 같은 샘플을 외부 공개 Sandbox 서비스에 분석 요청하여 분석 

결과 및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Cuckoo Sandbox의 경우 2019년 2.0.7 이후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없으나 다양한 플러그인 조합, 이용자들의 

플러그인 제작 및 배포를 통한 다양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 공개 Sandbox 서비스의 경우 Cuckoo 

Sandbox보다 더욱더 많은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

Cuckoo Sandbox 및 외부 공개 Sandbox 서비스에 제공하는 것 중에서 특이 사항만 [표 5-4]에서 

정리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맞는 Sandbox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Cuckoo Sandbox에 마음에 들었다면 한번 

구축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정리04.

순번 내용 Any.runCuckoo Sandbox Joesandbox Triage

1
분석 환경에

사용 가능한 OS

무료 사용자는

Windows 7 x32

고정

설치된 VM의

OS에 따라

무료 사용자 기준

Windows 7,10 x64

macOS High Sierra

Ubuntu 16.04, 20.04 x64

Android 9

무료 사용자 기준

Windows 7, 10, 11 x64

macOS 10.15

Android 9 x86, 10, 11 x64

arm9, mips9, mipsel9

Ubuntu 18.04 x64

2

분석에

이용 가능한

최대 시간

최초 60초,

300초까지

추가 가능

300초까지

선택 가능
120초 고정

1,800초까지
선택 가능

3 동시 분석 XX X 최대 OS 2개

5
데이터 다운로드

(샘플 등)
OO O O

7 Snort Rule OO O X

4
분석 도중

사용자 개입
O

O

(플러그인 설치 시)
X O

6 ATT&CK Matrix OX O O

8 YARA Rule X
O

(플러그인 설치 시)
O X

9 Disassembly XX O X

[표 5-4] Sandbox 서비스 간 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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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Up SOC,
보안관제 성숙도 향상을 위한 로드맵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김미희

사이버 이슈에 따른 보안관제 고도화의 필요성01.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회적인 이슈와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연계성 강화로 인프라의 복잡성이 증가 

되었다. 이러한 복잡성 증가가 국가와 기업의 사이버보안 리스크로 이어지면서 국가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코로나와 같은 환경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Organization)의 내·외부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분석·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위협요인을 

빠르게 식별하고 대응하여 사이버 위험의 영향도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이버 환경의 

최전방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기술과 프로세스를 통해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는 업무인 

보안관제서비스(Managed Security Service)와 이를 수행하게 하는 인프라인 보안관제센터(SOC, Security 

Operation Center)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보안관제는 ICT인프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통신 및 기업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CND(Computer Network Defense)이나 NOC(Network Operations Centers)의 매커니즘에 기반하여 

네트워크 모니터링, 탐지, 분석(경량 및 패턴분석 등), 사고대응 및 복구활동 등을 수행하여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 

허가되지 않은 비정상 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최근 사이버 환경은 △ 논리적 

측면(Logical Framework)이 IT환경을 넘어 ICS/OT환경으로 확장되면서 융합보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 인프라 측면(Infrastructure)에서는 On-Premise환경을 넘어 Cloud로 확장되고 있고, △ 기술적 

측면(Technology)에서는 AI/ML, Automation, Orchestration등의 데이터 분석 및 운영 기술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종횡의 확장추이를 보임에 따라 사이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연계 보안전략(Business Aligned Security 

Strategy)’을 통해 산업별 특성에 따른 유연(Resilience)한 보안관제운영에 대한 보안설계와 신기술을 접목한 

고도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보안관제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 환경인 

보안관제센터(SOC)의 구조와 구성요소(Functions)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안관제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SOC Architecture 개요02.

보안관제센터는 IT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직의 사이버보안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과 기술의 종합체라고 할 수 있다. SANS에서는 보안관제센터에 

대해 “사전에 설계 및 구성된 시스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는 사람(People), 프로세스(Process), 기술(Technology)의 

조합이다.”라고 정의하였으며, 글로벌 IT리서치업체인 Gartner에서는 “중앙집중화되고 통합된 구조에서 

보안사고 예방, 보안이벤트 모니터링, 탐지 및 대응기술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조직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환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안관제센터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IT인프라를 일정 수준이상의 보안수준(Security Level)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집중화된 환경에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위협요인의 식별(Identify), 예방(Protect), 

탐지(Detect), 대응(Respond), 복구(Recover), 관리(Management)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비즈니스 조직의 특성 및 업무성격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에서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중앙부처에서는 사이버안전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기업에서는 통합보안관제센터로 

불리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SOC(Security Operation Center)로 불리고 있다.

보안관제센터의 성숙도(Maturity)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대책방안의 기본인 관리적·물리적·기술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SOC Model, SOC Operation Structure, SOC Implementation등을 기준을 바탕으로 

‘[그림 6-1] Security Operations & Incident Management Knowledge Area Issue 1.0’와 같은 

지식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PDCA(Plan, Do, Check, Action)사이클로 반영된 지식영역(Knowledge 

Area)은 보안관제 운영 및 사고대응에 대한 운영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 전반적인 운영에 기반이 되는 것은 

정보공유를 위한 내·외부의 위협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된 CTI(Cyber Threat Intelligence)와 ICT인프라 및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보안솔루션을 통해 경보 및 이벤트를 인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관리 및 분석하기 

위한 활동들이 발생되게 된다.

[그림 6-1] Security Operations & Incident Management Knowledge Area Issue 1.0 (출처 : Cy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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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센터에서 보안관제 운영에 필요한 지식영역들을 효율적으로 핸들링 하기 위해서는 보안관제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기술스택이 반영된 SOC Architecture가 필요하다. SOC 

Architecture는 업무성격 및 분류에 따라 3가지의 SOC Functions으로 분류된다. 먼저 △ SOC구성을 위한 

SOC Model, SOC Operation Structure등을 표준화 하고 정의하고 있는 ‘Standard’, △ SOC구성요소의 

핵심요소인 사람(People), 프로세스(Process), 기술(Technology)로 구성된 ‘Component’, △ SOC 

구성요소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Specification’로 구성된다.

구분 상세내용설명

Standard

· 조직의 비즈니스 성격에 따른 보안관제센터의 요구사항분석

· 보안관제센터 구성에 필요한 물리적, 기술적 표준 사항(ISO/IEC)

활용

· SOC Standard를 기반으로 조직의 보안전략에 대한 수준 측정 가능

: SOC 준비도(Readiness) 및 성숙도(Maturity)

SOC를 구성하고 위한

SOC Model, SOC Architecture, 

SOC Operation Structure,

SOC Implementation등을

분석하고 정의하여 명문화된 기준

Component

· 사람(People) : SOC Chief, SOC Deputy Chief, 1-Tier Lead(s),

2-Tire Lead(s), Trending Lead, Scanning Lead, VA/PT Lead,

System Life Cycle Lead, Stakeholder

· 프로세스(Process) : SOC Workflow, Incident Response

Process, Threat Hunting Process, SOC Orchestration

· 기술(Technology) : Threat Intelligence, Threat Hunting,

Incident Response

SOC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를 People, Process, 

Technology의

3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Standard를 반영하기 위한 

세분화된 구성항목

Specification 

· Analysis & Response : Real-time Monitoring, Incident

Analysis, Forensic Artifact Handling & Analysis

· Scanning & Assessment : Network Scanning, Vulnerability,

Scanning, Situational Awareness

· System Operation : System Admin, Engineering

SOC Component를 이용하여

수행하게 되는 업무 R&R별

업무범위 및 상세 수행내역

[표 6-1] SOC Functions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KS A ISO/IEC Guide 2’에 따르면 표준(Standard)은  ‘합의에 따라 작성되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를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발견된 사항들에 근거하여 공동체의 이익 최적화 촉진을 

목표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제센터(SOC)에서도 최적의 보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표준화(Standardization)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간의 업무명세 확립 및 중복 최소화, 업무 통일성과 

일관성에 기반한 효율화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안관제센터의 ‘Standard’는 SOC Model, SOC Operation Structure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이해관계자 및 조직내 기술적 역량 등을 고려하여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ISO27001, ANSI ISA/IEC 

62443, NIST SP-800-82 등의 국제표준 이외에도 산업별 표준을 반영해야 한다. △ 에너지(Energy) 

분야에서는 ISO 27019, NERC CIP, API STD 1164, ONG-C2M2, △ 교통(Transport)분야에서는 ISO/TR 

13569:2005, AIAA, △ 금융(Financial)분야에서는 PCI DSS, PSD 2, SOX, ISO/TR 13569:2005, GLBA, 

△ 헬스케어(Healthcare)분야에서는 ISO 27799, HIPAA,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Digital Infrastructures) 

ISO27011등의 표준들을 적용하여 Cyber Security Framework를 구성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보안관제센터 뿐만 아니라 보안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NIST Cyber Security 

Framework를 적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SANS 2019 State of OT/ICS Cybersecurity Survey, June 

2019’의 ‘Top 10 Regulations, Standards, Best Practices Used’결과에 따르면 38.1%가 NIST CSF를 

사용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ISO 27000 Series(32.0%), NIST 800-53(31.4%), NIST 800-82(30.9%), 

ISA/IEC 62443(30.4%)등이 순위에 랭크되었다. NIST CSF는 다양한 산업분야 및 보안 프레임워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림 6-2]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ENISA의 프로파일링이나 IEC 62443에서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1) SOC Functions : Standard

[그림 6-2] Adjusting (profiling) ENISA to the NIST CSF to be integrated into the methodology(좌),
Mapping between NIST CSF and OT CSMS from IEC 62443-2-1 Standard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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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IGMSM Framework V1.1.2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이글루시큐리티의 보안관제방법론(IGMSM, IGLOO SECURITY Management Security Methodology) 

역시 NIST CSF를 적용한 보안관제방법론이다. 특히 기존의 NIST CSF의 5가지 항목(△ 식별(Identify), △ 

예방(Protect), △ 탐지(Detect), △ 대응(Respond), △ 복구(Recover))의 항목 이외에 보안관제의 수준 및 

성숙도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Management)’라는 영역이 추가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관리 및 평가, 인증, 운영에 이르기까지 SOC 

Functions의 한 카테고리인 Standard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표준화된 지침 및 구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보안관제센터 운영 가시화(Operation Visualization)이 

가능해 지면서 보안관제센터의 준비도(Readiness)와 성숙도(Maturity)에 대한 기준지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안관제센터의 표준화 과정들을 통해서 정량적·정성적측면의 수준 평가결과를 토대로 고도화된 

보안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AS-IS분석과 TO-BE를 위한 보안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보안관제센터 구성을 위한 핵심 Functions 중 하나인 Component는 △ 사람(People), △ 프로세스(Process), 

△ 기술(Technology)의 3가지 요소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보안관제센터(SOC)의 3요소를 사람, 프로세스, 

기술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본 기고에서는 보안관제센터 전반에 걸쳐 Cyber Security Architecture관점에서 

Functions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안관제센터의 구성요소 항목을 Component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먼저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력자원(Human Resource)에 대한 모든 범주를 의미하는 

‘사람(People)’은 보안관제센터의 책임자(SOC Chief), 관제요원(Tier 1 Analyst : Alert Investigator, Tier 

2 Analyst : Incident Responder, Tier 4 SOC Manager Commander 등), 보안진단요원(VA/PT Lead), 

이해관계자(Stakeholder, 보안관제센터 운영방식에 따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의미)로 구성된다.

2) SOC Functions : Component

[그림 6-4] 2022 Security Operation Center Component
(출처 : SANS SANS Institute 2015, ‘Building a World-Class Security Operations Center : A Roadmap’ 일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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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구성요소는 ‘프로세스(Process)’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구성원들의 업무명세를 절차(Procedure)에 

따라 수행하기 위한 Input과 Output간의 상호작용을 명시한 것을 의미한다. SOC Workflow, Incident 

Response Process등에 적용됨으로써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명세를 Standard에 따라 가시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SOAR(Security Orchestration and Response)의 Playbook 작성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안관제센터의 ‘Deployment Model’은 사람, 프로세스, 기술이라는 항목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프로세스 수행을 위한 Input과 Output의 형태가 ‘Deployment Model’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해 영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보안관제센터의 ‘Deployment Model’은 △ 보안관제센터의 플랫폼이나 

서비스, 유지보수 방식 등에 따라서 제공자(Provider)나 소비자(Customer)를 구분하는 소유자(Ownership) 

관점에서 분류하거나, △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위치(Location)에 따른 고용형태(Customer Perm, Service 

Provider)에 따라 분류될 수 있게 된다. 

좀 더 세분화해서 보자면, 조직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조직구성(Dedicated, Distributed)이나 보안관제센터의 

기능(Multifunctional, Fusion), 보안관제센터의 조직 내 인력구성(Insourcing, Outsourcing, Multi-

Sourcing)등에 따라서 분류되기도 한다. ‘Deployment Model’유형에 따라 주요업무 및 수행방식 등으로 

인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 및 수행업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Standard’나 

‘Specification’의 구체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수행업무

· SIEM경보(Alert, Event)를 모니터링하고 보안 모니터링 도구의 관리 및 구성

· 경보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분석하여 실제 보안사고 발생여부를 1차 확인

(공격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1차 완화조치 수행)

· 취약점 점검(Vulnerability assessment) 및 침투테스트(Penetration Testing) 수행

· 주기적인 Threat Intelligence 및 CWE, CVE에 대한 PoC 존재여부에 따른 인프라

영향도 등에 대해서 확인

· 보안사고 발생 시 Tier 2 Analyst(Incident Responder)와 함께 사고 대응 및 후속조치

수행

· 보안사고를 인지하고 보안 모니터링 도구의 경보 및 아티팩트(Artifact)등을

상세분석하여 피해범위 판단 및 조치 수행

· 사고를 통해 획득된 정보(IoC, C2, TTPs등)을 기반으로 위협 인텔리전스(Threat

Intelligence)와 상호연계해 공격주체 및 공격방법 등을 분석하여 추가 영향도를 분석

· 사고 완화를 위한 시스템 및 인프라 격리, 조치 및 개선을 통한 복구 전략 결정수립

[표 6-2] SOC 구성인력별 수행업무 분류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 보안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보시스템 설계 전문가

· Security Architecture 구성을 위한 솔루션 및 도구 지원

구분

Tier 1 Analyst

Alert Investigator

Tier 3 Analyst

Subject Matter Expert / 

Threat Hunter

Tier 2 Analyst

Incident Responder

· 자산, 우선순위 및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비즈니스 크리티컬 보안사고를 대응할 조직을

직접 관리

· 보안사고, 규정준수 및 기타 보안에 대한 비즈니스 일원화 창구 역할 수행

· Business-Aligned Security approach에 따른 strategy와 strategic capability

Tier 4 SOC Manager

Commander

Security Engineer

Support and Infrastructure

보안관제센터의 ‘Deployment Model’중 가장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이 ‘Dedicated SOC(단독운영방식)’과 

‘Distributed SOC(이관처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Deployment Model’은 보안관제센터의 구성 인프라 및 

인력 등을 단독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단일화된 플랫폼 

구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Distributed SOC’의 경우에는 다수의 보안관제센터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운영하는 구조로서 국내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들은 해당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상당수이다. 상위 

보안관제센터에서 1차 모니터링을 통해 경보를 인지하면 하위 보안관제센터에게 이관처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수행하게 된다. 보안관제센터 소규모로 운영되어 24*365구조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보안관제 운영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주요업무

[표 6-3] SOC Deployment Models 주요업무 분석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구분

· 전담시설, 전담직원이 있는 전담 SOC

· 사내 직원을 통한 완전한 운영, 연중무휴 운영
Dedicated SOC

· 네트워크 운영센터(NOC)와 SOC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전담팀이 있는

전담시설

Multifunctional

SOC/NOC

· 일부 Full Time직원과 일부 Part Time직원이 지역별로 운영Distributed SOC

· 위협 인텔리전스(Threat Intelligence), 운영기술(Operation Technology)와

같은 새로운 기능과 결합된 기존 SOC
Fusion SOC

· 글로벌 기업의 다른 SOC를 조정하고 위협 인텔리전스(Threat Intelligence),

상황인식(situational awareness) 및 지침을 제공

Command(Global)

SOC

· 전담시설, 파트타임 팀원이 없이 일반적으로 중요한 경고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에만 활성화
Virtual SOC

· 아웃소싱 기반으로 SOC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SSP(Managed Security

Service Providers), MDR(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와 접목

· 모든 운영을 아웃소싱으로 진행하거나 사내 보안직원과 공동운영

Managed SOC

(MSSP/M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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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관처리방식 (Distributed SOC)단독운영방식 (Dedicated SOC)

운영구조

· 다중SOC구조로 일반적으로 상위SOC와

하위SOC로 운영

· 일반적으로 상위SOC에서 하위SOC로

이벤트이관 (이관된 경보에 대해 하위

SOC에서 자체처리 수행)

· 별도의 하위SOC가 존재하지 않는 단독

(자체) 운영

· SOC내에 보안관제, 사고대응, 보안솔루션

운영 등의 업무를 모두 일괄적으로 처리

보안

솔루션

운영

· 상위SOC와 하위SOC가 별도로 구성된 SOC

모니터링 환경을 이용하여 보안관제 수행

· 운영권한에 따라서 상위SOC와 하위

SOC가 분리

· ICT인프라구조 운영에 필요한 단독적인

SOC 구성플랫폼

(Ticket 처리 시스템, SIEM, Endpoint, 

Network 등을 일원화하여 운영)

권한설정

· 상위SOC와 하위SOC등 운영구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위SOC는 모니터링 권한만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설정 등에 대한 권한 

제한

· 접근권한, 모니터링권한, 운영권한 등이

SOC환경에 따라 세분화

· 보안솔루션에 대한 접근 및 운영권한을 보유

· 운영조직 내 구성원들의 R&R에 따라서

권한이 차등부여 되지만 하나의 조직 내에서

운영가능

구성

주요특징

· 분산화된 조직에서 일관된 보안정책 반영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

· 업무R&R에 대한 명시가 모호한 경우에는

중첩으로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

· 단일화된 보안정책 및 운영방안을 수립가능

· 단일 비즈니스 및 조직구조에 최적화된

운영효율화 도모 가능

(Business-oriented,

Organization-oriented Architecture)

[표 6-4] SOC Deployment Models에 따른 주요특징 비교
(출처 : MITRE, ‘Cybersecurity Operations Center’ 일부 재구성)

마지막 항목은 보안관제센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협정보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나 방법 

등을 의미하는 ‘기술(Technology)’이다. Threat Intelligence, Threat Hunting, Incident Response등 

위협(Threat)를 통해서 공격주체 및 공격기법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방법이나 도구, 기법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등의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최근 

Technology에서 가장 부각되는 키워드를 꼽자면 단연 Automation과 Orchest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5]와 같이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Data Source 및 Threat Intelligence 를 통해서 TTPs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나 조사 절차(Investigation procedures)에 대한 과정에 빅데이터 분석 및 

AI/ML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Automation이나 Orchestration를 통해 보안관제의 성숙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5] Pyramid of Pain by David J. Bianco(상),
Fidelis Cyber Security and Vector8 About Data Source Spectrum(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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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센터 내에서는 보안정보(Data Source, Threat Intelligence)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SIEM 

Architecture 및 Ticketing System, Platform integrations 등의 도구를 통해서 Event Monitoring, Threat 

Response등의 업무를 정의(Role Definition)하고 지속적인 고도화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Functions간의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분류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6-6] SOC 업무 구분별 수행업무’에서는 보안관제센터에서 수행하는 일반적은 업무 분류 및 수행업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보안관제센터의 구성에 따라서 수행되는 업무들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NIST CSF 관점에서 보면 보안진단 및 Threat Intelligence를 통해 예방(Protect)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보안관제 및 보안솔루션 운영 업무를 통해 탐지(Detect)활동, 침해사고 조사 및 대응을 통해 대응(Respond) 및 

복구(Recover)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 SOC Functions : Specification

Property 수행업무 종류

보안관제

보안진단

Threat 
Intelligence

(위협정보
수집/저장/
분석/공유)

침해사고
조사 및 대응

· 단위보안솔루션 기반 단위보안관제
· 통합보안관제솔루션 기반의 통합보안관제
· 경보 이벤트 및 로그 기반의 빅데이터 보안관제
· AI/ML 기반의 인공지능 보안관제

· 공격 및 대응 관점별 : Red Team(Attack
Vector / Techniques), Blue Team(Detective /
Preventative Controls)

· Vulnerability Assessment, Penetration Testing

· OSINT : crtsh, cybercrimeTracker, cymon, 
greyNoise, phishingCatcher, urlhaus,
ransomwareTracker

· Vulnerability : Exploit-DB, CVE, CWE, GitHub
· Web Application Defacing : zone-h, xssed,

phishtank, shodan, Zoom-Eye
· SCAM : Bitcoin Abuse Database

· Digital Forensic, Incident Response,
Threat Hunting

· Server based : Anti-Virus, Anti-Exploit,

DLP(Data Loss Prevention),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 Network based : F/W, IDS/IPS, WAF, Anti-

DDoS, Anti-SPAM, DPI(Deep Packet Inspection)

· Integration & Analysis based : ESM(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SIEM(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TMS(Threat Management System)

보안솔루션
운영

·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 로그분석 및 침해사고 예방
· 위협탐지 및 분석을 통해 경보 생성 및 고도화

· 인프라에 존재하는 보안위협을 사전에 점검 및
조치하는 행위

· 조직의 자산(Asset)내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Incident)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행위

· 분석대상에 따른 증거물(Artifact)의 수집 및 분석
수행하여 최근에는 감사(Audit)측면 에서 활용 증가

· 서버, 네트워크 등 기능별 단위 보안기능 수행
(DID, Defense-in-depth) 

· 인프라의 보안위협 대응을 위해
통합보안관제솔루션을 연동 및 운영, 관리, 자동화

· 선제적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
· 공격 유효성 판단 및 분석을 통해 유사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 표준화된 위협 정보 공유 체계(STIX / TAXII),

공유기술(REST, OpenAPI, Log , SNMP, Trap 등)
을 통한 정보공유

[표 6-5] SOC 업무 구분별 수행업무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 성숙도 향상을 위한 대응전략03.

보안관제 성숙도(Maturity)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SOC Architecture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Functions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안관제 성숙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6-6] SOC capability progression model’은 보안관제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utomation, AI/ML 등의 적용해 이상탐지(Anomaly Detection), 행위분석(Behavior Analytics), 

예측탐지(Predictive Detections)등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보안관제의 성숙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안관리 

플랫폼(Log Collection Platform, Ticketing System, Security Incident Management Platform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서 SOC Architecture의 Functions별 성숙도도 향상을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보안관제센터(SOC)의 성숙도는 크게 5개 레벨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Level1에서는 요구사항에 따른 기본적인 

보안 모니터링 및 대응, 로그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을 수행하며, Level2에서는 중앙집중화된 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위협 인텔리전스 워크플로우(Threat Intelligence Workflow), 보안경보에 따른 우선순위 지정 등을 

수행하여 수집된 로그에 대한 분석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Level3에서는 표준화되고 일관적인 보안모델을 

적용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 함으로써 사고대응(Incident Response)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위협식별 및 자동화된 워크플로우(Automated Workflow)를 통해 모니터링 및 운영측면이 강화된 

조직구성단계를 의미한다. Level4에서는 위협탐지 및 분석을 위한 서버 및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포렌식 

도구 등이 구성되어 있어 보다 수준 높은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구성함으로써 정량적 측면의 성능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Level5단계에서는 적사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보안관제 수준 

향상을 통해 선제적인 예방기능을 통한 취약점 식별과 고도화된 SIEM Architecture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유연성(Resilience)를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6] SOC capability progression model (출처 : Acc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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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센터의 성숙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은 현재 보안관제센터의 수준(AS-IS)을 

측정하고, 향후 목표하는 ‘Cybersecurity Architecture’를 구현하기 위한 보안관제센터의 성숙도 수준(TO-

BE)이 설정해야 한다. 앞서 SOC Functions를 통해 보안관제센터가 구성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프로세스, 기술, 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보안관제센터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SOC-CMM’은 조직내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델인 

CMM(Capability Maturity Model)을 적용한 지표로서 성숙도 측정 결과는 [그림 6-7]과 같이  △ Business, 

△ People, △ Process, △ Technology, △ Service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그림 6-8]의 NIST CSF기준으로도 지표화가 가능하다.

표준화된 보안관제센터의 성숙도 지표를 활용하면 보안관제센터에서 보호해야 하는 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성숙도 향상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가시화가 가능해 지면서 보다 고도화된 

보안관제센터 구현이 가능해 지게 된다.

1) 조직측면의 SOC 성숙도 향상방안

[그림 6-7] SOC-CMM으로 측정한 SOC성숙도를 SOC-CMM 기준으로 출력한 결과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그림 6-8] SOC-CMM으로 측정한 SOC성숙도를 NIST CSF 기준으로 출력한 결과 (출처 :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센터(SOC)의 성숙도를 향상시키기 고도화할 영역을 확인하였다면 위협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야 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최근에 보안관제센터의 성숙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단연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Cyber Threat Intelligence)라고 할 수 

있다. CTI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로그들을 수집 및 분석하여 위협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행위로 ‘[그림 6-9] Threat Intelligence Spectrum’의 좌측에 포진해 있는 정형화된 

인텔리전스가 주를 이루었다면, 우측의 인텔리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롤링, 빅데이터, AI/ML을 기반한 CTI 

Platform등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그림 6-10] Cyber Threat Intelligence Informed Cyber Security Services’과 같은 CTI Platform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Architecture, Security Collaboration, Risk Management 

등)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수집, 적재, 분석, 활용, 가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Threat Hunting, Automation, 

Orchestration등이 가능해 지게 된다.

2) 기술측면의 SOC 성숙도 향상방안

[그림 6-9] Threat Intelligence Spectrum(출처 : Palantir, GOVCON 6)

[그림 6-10] Cyber Threat Intelligence Informed Cyber Security Services(출처 : correlatedsecurity, Ju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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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04.

우리는 사이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보안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기술과 프로세스의 

집약체인 보안관제센터(SOC)는 고도화·지능화되는 보안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림 6-11] Evolution of the SOC’와 같이 네트워크 기반의 모니터링 환경(Network Operation 

Center)에서 엔드포인트와 클라우드 영역을 아우르는 사이버대응센터(CyberDefense Center)로 변모하면서 

다양한 보안 기술과 보안 매커니즘이 발전해왔다.

인프라 환경의 확장과 기술발전은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찰력(Insight)을 제공하면서 보안관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보안관제서비스를 위한 운영환경인 보안관제센터는 Standard, Component, 

Specification의 3가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었을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더라고 표준화된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좋은 운영방침과 지침을 가지고 있더라고 기술과 인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현실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보안관제라는 것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기술, 조직, 인력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기술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앞서 설명한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조직의 보안관제 성숙도를 고려하여 보다 향상된 보안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6-11] Evolution of the SOC (출처 : ISACA JOURNAL VOL 5,
‘The Evolution of Security Operations and Strategies for Building an Effective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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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15) RS.IA 침해사고 분석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이규환

카테고리 소개 : RS.IA 침해사고 분석01.

대응(Respond) > Incident Analysis, 침해사고 분석

: 침해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과 복구 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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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기능(Function)은 『대응(Respond)』으로, 그 중에서 첫번째로 

소개될 세부활동(Category)은 『침해사고 분석(RS.IA, Incident Analysis)』이다. 

* 본 문서에서 수행하는 『대응』 기능(Function)은 『탐지』 업무 수행 시의 대응과는 다른, 침해사고 발생 시의 대응을 뜻함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침해사고가 발생 시, 침해사고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 2) 침해사고 분석 및 처리 절차 구성, 3) 분석결과를 보고서로 

기록하고 재방방지대책 수립

[그림 7-1] 침해사고 대응 업무 프로세스 (이글루시큐리티 CERT&CSIRTS(침해사고 대응) 방법론)

3) 관련 문서

IG.SOC-041-03 침해사고 기본정보 요청서, IG.SOC-041-01 침해사고 분석보고서, 
IG.SOC-041-02 각 상황별 사고분석 가이드

3) 분석결과를 보고서로 기록하고 재방방지대책 수립

침해사고 분석 및 처리가 마무리 되면, 이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보고서로 기록한다. 이 보고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수행하고, 보고서에는 사고 처리 결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포함한다.

이글루시큐리티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1) 보안관제방법론 프로세스 2) 대응(Respond) 기능 로직 모델

1)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     

            

보안관제 대상 조직은 사전에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침해사고대응팀』은 정보보호조직 

및 보안관제센터를 포함한 관련 조직이 포함 

되어야 한다.

[표 7-1] 침해사고대응팀 R&R

2) 침해사고 분석 및 처리 절차 구성

침해사고 접수로부터 이의 확인, 처리 그리고 

재발 방지 및 복구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과정을 

사전에 수립한다. 여기에는 침해사고 접수, 

대응, 복구, 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검토 및 승인을 수행하고, 보고서에는 사고 처리 

결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포함한다.

[그림 7-2] 침해사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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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15일]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 선도 기업 ㈜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 이득춘, www.igloosec.co.k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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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EM 솔루션의 경보 생성 및 상관 분석 효율성을 높이고, 설치 편의성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첫 번째 특허는 SIEM 솔루션이 설치된 환경에 부합하는 공격 경보가 생성될 수 있도록, 경보 규칙(룰)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자산 정보를 토대로 침해사고를 탐지하는 필수 규칙과 위험도가 낮은 보조 규칙을 구분하고, 발생한 공격이 필수 

규칙에 해당될 경우 경보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 방대한 경보 처리의 부담을 해소하고, 고도화된 보안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특허는 실시간 스트리밍 분석과 배치 분석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두 분석 기법을 혼용하여 이기종 보안 

솔루션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보안 이벤트를 상관 분석하는 기술이다. 실시간 분석 수행을 통해 발생한 경보를 토대로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배치 분석을 실행함으로써, 이기종 보안 이벤트 상관 분석의 신속성과 정확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세 번째 특허는 동적 URL 생성을 통해, 보안 데이터 수집 전용 프로그램인 에이전트(agent)가 온라인에서 호스트에 자동 

설치될 수 있게 지원하는 기술이다. 보안 데이터 수집 대상 시스템(호스트)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정되는 동적 URL 

적용에 따라, 온프레미스, 퍼블릭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의 호스트에 손쉽게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는 “이글루시큐리티는 국내 보안 기업 최초로 SIEM 솔루션을 선보인 이래, SIEM 솔루션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매진해 왔다. 앞으로도 보안관리의 핵심 요소인 SIEM 솔루션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며, 모든 조직이 강력한 보안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이글루시큐리티, SIEM 특허 3건 취득

보안관리의 핵심 요소인 SIEM 솔루션 연구 개발 지속

- 이글루시큐리티, SIEM 리더로서 보안 효율성·편의성 높이는 연구개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