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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fax 및 JPMorgan Chase와 같이 주목을 많이 끄는 기업이 보안 침해 건에 연루되면 
뉴스에서 끊임없이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지만,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기업 
조직이 보안 위험을 시정하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트너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CIO 중 전체의 95%가 보안 위협이 앞으로 
더 증가하여 자사 조직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며 CIO 어젠다에서 디지털 보안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답한 것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출처: 2018 가트너 CIO 
어젠다 설문조사, 2017년 10월). 다행히 대부분의 보안 침해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근원으로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안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각 기업의 최우선 
선결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웹기반 애플리케이션 중 전체의 81%는 자격 증명 도난이나 가짜 사용자
(rogue user)로 인해 보안이 침해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출처: “2017 데이터 침해 조사 
보고서” Verizon). 이 정도면 무척 만만한 표적입니다. 이렇게 쉬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실제로 공격에 악용되는 취약점은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하다"고 가트너는 전합니다(출처: 
“취약점 관리를 가장 중대한 위협에 맞춰야 할 때(It’s Time to Align Your Vulnerability 
Management Priorities With the Biggest Threats)” 가트너, 2016년 9월 9일).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주력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체론적인 보안 관점에서 접근할 때, 우선 보안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필수 분야가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 인벤토리(현황 파악)

2.	보안 구성 확립

3.	적절한 액세스 제공

4.	모니터링 및 감사

5.	취약점에 맞선 보호

업계 보안 전문가나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는 일명 “다중 보안
(layered security)” 또는 “심층 방어(defense-in-depth)”라고 불리는 전체론적인 
보안을 구현하는 방안을 권장합니다. 이는 공격 벡터를 차단하고 공격 시도가 감지되면 
사용자에게 알려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급업체 패치 같은 단편적인 보안 전략은 공격을 막기는 하지만 감지 작업이나 대응 
지원 면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최신 다중 보안 
전략을 따르면 인물, 프로세스와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각종 도구와 방법론을 동원해 
환경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중 보안(심층 방어)이란 무엇일까요?

다중 보안은 데이터 자산과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오남용하지 않고 종합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여러 가지 단계나 계층의 보안 제어 수단을 활용하는 
보안 방책을 뜻합니다.  모든 위협에 맞서 만능으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한 
가지 보안 솔루션이란 없으므로, 각 계층에서 서로 다른 보호 기능에 부족한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급업체 패치 같은 단편적인 보안 
전략은 공격을 막기는 하지만 감지 
작업이나 대응 지원 면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최신 다중 보안 
전략을 따르면 인물, 프로세스와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각종 
도구와 방법론을 동원해 환경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DHS-4300A-Sensitive-Systems-Handbook-v11_0.pdf
https://www.techrepublic.com/blog/it-security/understanding-layered-security-and-defense-in-depth/
https://www.techrepublic.com/blog/it-security/understanding-layered-security-and-defense-in-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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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산업제어시스템 사이버대응팀(Industrial Control Systems Cyber 
Emergency Response Team, ICS-CERT)은 다중 보안 또는 "심층 방어는 전체론적인 
관점을 활용해 모든 자산을 보호하되, 각각 상호연결성과 종속성을 고려하며 기업 
조직에서 이용 가능한 리소스를 이용해 각 비즈니스의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한 노출도를 
바탕으로 다층적인 모니터링과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출처:권장 실례: 심층 보안 
전략으로 산업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강화(Recommended Practice: Improving 
Industrial Control System Cybersecurity with Defense-in-Depth Strategies), 
산업제어시스템 사이버대응팀(Industrial Control Systems Cyber Emergency Response 
Team), 2016년 9월).

다중 보안은 원래 군용으로 고안되어 실효성이 검증된 심층 방어 모델을 사용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IT 시스템 전반에 걸쳐 여러 계층의 
보안 제어를 배치하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무수히 많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밝혔듯이, "각종 악성 활동을 모두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단 하나 또는 일련의 방어 기법이나 프로그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어 
기법과 프로그램을 다층적인 방식으로 적용하고 구현하여 복잡한 장애물을 설치해 진입을 
막고, 탐지 가능성을 강화하며 침해 성공률을 낮춰야 합니다."(출처: 미국 침해사고대응팀: 
여러 업종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안 침해(US-Cert: Intrusions Affecting 
Multiple Victims Across Multiple Sectors), 2017년 4월) 수많은 전략과 구성요소가 서로 
잘 구성되면 탁월하게 효과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중 보안에는 시스템,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을 포함할 수도 있고, 전송 수준에서의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보안 전문가가 미사용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DATA
Database Security
(DBF, DAM, Encryption)

Application Security
(WAF, IPS)

Log, Monitor & Alert
(SIEM)

Logical Security
(Authorization, Authentication, Access Control)

Endpoint
(Anti-malware, Containerization)

Network Security
(IPS, Firewall, Segmentation, Activity Monitoring)

Encryption
(Data in transit, Data at rest)

Training and Awareness

SECURITY ATTACKS

그림 1: 다중 보안 모델

리미니스트리트 글로벌 보안 서비스(Global Security Services, GSS) 보안 아키텍트 
전문가팀을 비롯한 업계 보안 전문가들도 이러한 다층적인 보안 방식을 구현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계층마다 공격 벡터를 차단하여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핵심은 예방이지만, 그만큼 탐지도 중요합니다. 탐지 기능은 
다중 방어로 알림 기능까지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격자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어보고 잠겼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다른 진입 지점을 찾아봅니다. 이런 중요한 
인텔리전스를 입수하여 공격에 대응하면 다른 (원래의 공격 대상과는 무관할 수도 있는) 
시스템도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https://www.us-cert.gov/ncas/alerts/TA17-117A
https://www.us-cert.gov/ncas/alerts/TA17-117A
https://www.us-cert.gov/ncas/alerts/TA17-1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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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엔드포인트 보호, 애플리케이션 보호, 다중 인증(MFA), 네트워크 보안 장치, 이벤트 
상호 관계 및 프로세스 제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다중 보안 옵션으로 구성된 에코시스템 
전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 예방, 탐지 및 대응까지 완비된 종합적인 엔터프라이즈급 
보호를 제공하는 다중 보안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중 보안 방어 전략을 세울 때 최소한의 요소로서 주력해야 하는 몇 가지 
필수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그림 2 참조).

 

Inventory
Know what you have

Access
Correct provisioning and deprovisioning are key 

Monitor and Audit
It’s important to know what’s happening 

Vulnerability Protection
Reduce the surface area for attacks

Configuration
Secure configuration is the best baseline

그림 2: 다중 보안의 필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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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위험 프로필 판단

적절한 보안 구성요소를 구현하려면, 먼저 시스템에 내재된 위험 프로필을 숙지하고 자사 
조직 내 위험 허용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급적 위험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는 보안/위험 관리 전문가와 비즈니스 사이에는 확연한 긴장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할 목적으로 이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만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ISACA의 “정보 위험 
프로필의 주요 요소(Key Elements of an Information Risk Profile)”가 특히 이 부문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이것은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기밀 유지(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과 가용성(Availability)까지 일명 'CIA'로 불리는 고전적인 3대 요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시스템을 비즈니스 프로세스별로 분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시스템 중에는 타고난 특성상 위험 수준이 다소 높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R 
급여 지급 시스템의 경우 개인 식별 데이터를 포함하며 셀프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구매 
시스템보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HR 시스템의 위험 프로필에는 성격상 구매 
시스템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Key Business Processes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Payroll and benefits High High High

Credit and collections High High High

Web presence High High Medium

Billing and receivables Medium Medium Medium

Supply chain management Medium Medium Low

Messaging and communications Medium Low Low

Procurement and payables Low Low Low

Current Information Risk Levels By Key Business Processes

그림 3: ISACA 학술지 2013년

 

https://www.isaca.org/Journal/archives/2013/Volume-4/Pages/Key-Elements-of-an-Information-Risk-Profile.aspx?utm_referrer=
https://www.isaca.org/Journal/archives/2013/Volume-4/Pages/Key-Elements-of-an-Information-Risk-Profile.aspx?utm_refer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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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벤토리 - 이미 보유한 역량 파악

이러한 시스템이 직면한 위험을 중대한 비즈니스 영향력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 손실, 직원 생산성 손실 및 가용 시간 손실 등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ISACA
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치명적(catastrophic), 중대(major), 보통(moderate), 경미(minor) 
및 미소(negligible) 등으로 분류합니다(출처: ISACA: 정보 위험 프로필의 주요 요소(Key 
Elements of an Information Risk Profile), 2013). 기업에서는 위험 프로필을 정립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건실한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비즈니스 요구 사항과 
보안 실용성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을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보안 
구성 요소를 무엇부터 구현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것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다중 보안 프로그램을 
생성할 때 가장 첫 단계는 범위 내 시스템의 인벤토리(현황 파악) 작업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기업 조직 전체에 걸쳐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스캔(검사)하여 식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가짜 
소프트웨어나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정식으로 조사하고 공식적인 관리 
프로세스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ERP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가짜 소프트웨어를 찾는 
것은 드물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후자 쪽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ERP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하거나 복제하여 개발, 
테스트 또는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그림 4). 그런데 비즈니스에서 
후원하는 운영 프로젝트에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사본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본의 수명이 
각기 다른 경우 이 프로세스가 좀 복잡해집니다.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마일스톤에 
도달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사본이 삭제되고, 새 사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Test

Development

Support

Production Non-Production

Data 
Warehouse

Production

Clone/Copy

그림 4: 데이터 수명 주기 프로세스

새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안에 포함된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데이터나 개인정보 데이터를 포함한 경우 주의해서 
취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루틴을 마련해야 하는데, 가짜 데이터베이스가 발견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짜 중요한 정보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 수정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전에 표 사본을 몇 부 만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한 표에 중요한 데이터(예: 미국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본이 쌓이면서 보안 위험과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중 보안 프로그램을 생성할 
때 가장 첫 단계는 범위 내 
시스템의 인벤토리(현황 파악) 
작업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기업 조직 
전체에 걸쳐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스캔
(검사)하여 식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가짜 소프트웨어나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정식으로 조사하고 공식적인 
관리 프로세스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ERP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가짜 소프트웨어를 찾는 것은 
드물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https://www.isaca.org/Journal/archives/2013/Volume-4/Pages/Key-Elements-of-an-Information-Risk-Profile.aspx?utm_referrer=
https://www.isaca.org/Journal/archives/2013/Volume-4/Pages/Key-Elements-of-an-Information-Risk-Profile.aspx?utm_refer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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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경고!
어느 대규모 금융 기관에서 관리자 자격 증명이 손상되어 보안 침해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사고 후 "모든" 시스템에 다중 인증(MFA)을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MFA가 설치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도난된 자격 
증명으로 데이터 침해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카탈로그화할 때는 특정 데이터 요소를 꼭 수집해서 보관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와 같이 흔히 사용되는 식별자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자사에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보관할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정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다른 선택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중요한 데이터에 관련된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려할 점은 문제의 데이터를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지 다른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최선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결제 데이터가 이 부문의 대표적인 예인데, 대부분의 기업 조직에서는 
토큰화와 P2P 암호 방식을 받아들여 이용 중입니다.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이미 신용카드 
결제 처리를 아웃소싱하고, 자사 카드 소유주 데이터를 내부에서 직접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결제 처리업체에서는 시스템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신용카드 데이터가 끝이 아닙니다. 토큰화 공급업체에서는 
개인 식별 정보(PII)와 같은 다른 중요한 데이터 보관도 아웃소싱할 수 있게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외부로 옮기면 규정 준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중에는 시스템 인벤토리 작업 후에 현재 활성 상태가 아닌 모듈을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플리케이션 공격면을 줄여 미사용 애플리케이션 모듈과 미사용 
웹페이지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고 잠재적인 표적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벤토리 프로세스를 실시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와 중요한 데이터가 반드시 프로그램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수천 개에 달하는 기업 조직의 경우 Snow, Imperva, IBM, Flexera 및 Integrigy와 
같은 공급업체 제작 도구를 사용하면 검색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주요 작업 항목:

	―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인벤토리 실시

	― 데이터 유형을 카탈로그로 정리 

	― 신용카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 아웃소싱 고려

 



리미니스트리트  |  차세대 다중 보안 전략으로 시스템 보안 확보 9

 

2. 구성 - 보안 구성이 최선의 기준

구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본 구성을 보안 모범 사례를 
염두에 두고 고안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구성은 
첫 설치와 설정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끝낸다는 목적으로 고안합니다. 따라서 잘 
알려진 기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단순한 비밀번호 요구사항을 부과하며 고도의 권한이 
주어진 계정이나 데모 및  테스트 계정(사용자)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성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취약점입니다. 

 

위험 경고!
인터넷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27,000곳 이상이 랜섬웨어로 
인해 손상되고 감염된 상태입니다. 이는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기본 구성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불상사입니다.

인벤토리를 생성하고 나면 각각 식별된 데이터베이스는 보안 모범 사례에 따라 구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성 관리는 IT 인프라 라이브러리(ITIL) 변경 관리 프로세스의 핵심 
개념입니다. 변경 관리란 자산의 수명 주기를 관리하여 IT 서비스에 발생하는 업무 
중단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유익한 변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성과 기능을 조정해야 하게 되고, 오래된 소프트웨어라면 자연히 변경 
사항이 많아지게 됩니다. 구성 관리는 변경 사항의 유형과 관계없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테스트하여 승인을 거친 후에 프로덕션에 마이그레이션되도록 보장하며, 문서화 내용(
시점, 작성자, 방법 및 위치 등)도 기록하도록 보장해줍니다.

프로덕션에 배포하기에 앞서 구성을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안을 
정의하거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이라면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은  
실행(go-live)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적절한 보안 기준 구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권장 보안 모범 사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투 테스트를 수행하여 
배포된 제어에서의 효력을 시험해보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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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술 시행 가이드(Security Technical Implementation Guide, STIG)는 미국 
안보부를 위해 개발한 사이버보안 방법론입니다. 이를 통해 보안 프로토콜을 규격화하며,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보편적인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구성하기 위한 훌륭한 출발점으로 이 가이드를 참조해도 좋습니다. 아래에 
초심자에게 유익한 몇 가지 보안 구성 가이드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다른 제품에 대한 
지침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나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Oracle Database 10g 인스턴스 STIG: https://www.stigviewer.com/stig/oracle_
database_10g_instance/ 

Oracle Database 11g 인스턴스 STIG: https://www.stigviewer.com/stig/oracle_
database_11g_instance/ 

Oracle Database 12c 인스턴스 STIG: https://www.stigviewer.com/stig/oracle_
database_12c/ 

Microsoft SQL Server 2012 데이터베이스: https://www.stigviewer.com/stig/
microsoft_sql_server_2012_database/ 

MS SQL Server 2014 데이터베이스 STIG: https://www.stigviewer.com/stig/ms_sql_
server_2014_database/ 

MongoDB 3.4: https://docs.mongodb.com/manual/release-notes/3.4/?_ 
ga=2.124307722.100705339.1509040383-1611581913.1509040382#security-enhancement

애플리케이션 
오라클 E-비즈니스 스위트 보안 구성 가이드 160여 페이지의 구성 지침을 담은 EBS 종합 
가이드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리미니스트리트에 info@riministreet.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라클 피플소프트: https://apps.questdirect.org/eweb/upload/CFP_Files/Security_
Check_ListOnPremise_and_Cloud(1ebb821bc798406eaeec9706cff984e4).pdf

 

주요 작업 항목:

	― 설치 직후 기본 구성을 변경하여 보안 확보

	― 구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안 상태 확인 

 

https://www.stigviewer.com/stigs
https://www.stigviewer.com/stigs
https://www.stigviewer.com/stig/oracle_database_10g_instance/
https://www.stigviewer.com/stig/oracle_database_10g_instance/
https://www.stigviewer.com/stig/oracle_database_11g_instance/
https://www.stigviewer.com/stig/oracle_database_11g_instance/
https://www.stigviewer.com/stig/oracle_database_12c/
https://www.stigviewer.com/stig/oracle_database_12c/
https://www.stigviewer.com/stig/microsoft_sql_server_2012_database/
https://www.stigviewer.com/stig/microsoft_sql_server_2012_database/
https://www.stigviewer.com/stig/ms_sql_server_2014_database/
https://www.stigviewer.com/stig/ms_sql_server_2014_database/
https://docs.mongodb.com/manual/release-notes/3.4/?_ ga=2.124307722.100705339.1509040383-1611581913.1509040382#security-enhancement
https://docs.mongodb.com/manual/release-notes/3.4/?_ ga=2.124307722.100705339.1509040383-1611581913.1509040382#security-enhancement
mailto:info@riministreet.com?subject=Oracle E-Business Suite Secure Configuration Guide
https://apps.questdirect.org/eweb/upload/CFP_Files/Security_Check_ListOnPremise_and_Cloud(1ebb821bc798406eaeec9706cff984e4).pdf
https://apps.questdirect.org/eweb/upload/CFP_Files/Security_Check_ListOnPremise_and_Cloud(1ebb821bc798406eaeec9706cff984e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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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세스 - 바로잡기 - 프로비저닝과 
디프로비저닝이 핵심

인벤토리를 생성하고 소프트웨어를 강화했으면, 이제 액세스 관리와 구성을 검토할 
차례입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은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유효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존 계정이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생성될 모든 
계정도 유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액세스 관리의 첫 단계는 사용자, 관리자와 서비스 계정을 포함한 모든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액세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최소 권한의 
원칙). 즉 사용자가 처음부터 연결할 수 없다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의 수가 대폭 
줄어들고, 대부분의 경우에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부실한 계정, 미사용 계정과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 계정의 경우 
액세스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주요 액세스 관리 프로세스

프로비저닝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각 계정에 허용할 권한의 종류를 결정하는 일을 '프로비저닝'
이라고 합니다. 프로비저닝은 철저하게 감사와 모니터링을 거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여야 
합니다. 정식 프로비저닝 프로세스가 없으면 액세스 관리가 순식간에 와해되어 약하고 
실효성이 없는 제어로 전락합니다. 모든 계정은 문서로 기록해야 하며, 애플리케이션이 
생성하여 사용하는 계정이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림 5에 묘사한 분류 계획을 
활용하여 각종 계정을 사용량 및 관련 보안 위험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계정을 최소한 세 개의 큰 범주, 즉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로 나누어 그룹으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Provisioning (P)
P1 - Identity & privilege request
P2 - Request approval
P3 - Identity creation
P4 - Privilege assignment
P5 - Communication

Authentication & Authorization (A)
A1 - Identity authentication
A2 - Password controls
A3 - Privilege determination
A4 - Identity & privilege validation
A5 - Segregation of duties

Administration (M)
M1 - Password changes
M2 - Password resets
M3 - Account locking
M4 - Account expiration
M5 - Password expiration

Deprovisioning (D)
D1 - Revocation notification
D2 - Revocation request
D3 - Identitity revocation
D4 - Privilege revocation

그림 5: 액세스 관리 수명 주기

불필요한 액세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최소 권한의 원칙).  
즉 사용자가 처음부터 연결할 수 
없다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의 
수가 대폭 줄어들고,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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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인증과 권한 부여

인증 프로세스는 데이터베이스나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인물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권한 부여로는 로그인한 뒤 할 수 있는 작업을 결정합니다. USB 메모리나 
생체 인식 데이터와 같은 추가적인 인증 요소(다중 인증)를 사용해 추가적인 보안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증으로는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정의하고, 권한 부여로는 그러한 인물이 로그인한 뒤 
믿고 맡길 수 있는 작업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사용자 이름(ID)과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권한 부여는 특히 복잡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기능이 워낙 많아서 허용할 
권한 수가 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한 중에는 사용자 생성, 특정 표에서 데이터 
읽기 또는 모든 표에서 데이터 읽기 등이 대표적이고 데이터 업데이트와 변경 권한도 
포함됩니다.

최소 권한과 드리프트

권한 부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최소 권한이라는 원칙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 POLP)이란 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데 
꼭 필요한 인원에게만 최소한의 수준으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 권한 
원칙을 한 회사의 직원들에게 적용한다면, 실무 인력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의 사용자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출처: 
Margaret Rouse, WhatIs.com) 계정을 생성하고 감사할 때는 최소 권한을 지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요청자 자신도 자기에게 무슨 권한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계정에 데이터베이스 관리권을 전부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보안 위반 행동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확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지배적인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장악하여 제어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를 읽고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를 보통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atabase Administrators, 
DBA)라고 합니다. DBA 권한은 신뢰도가 매우 높은 직원에게만 부여해야 합니다.

 

위험 경고!
거대 미디어 기업에 해킹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회사에 불만이 있었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해당 직원의 디프로비저닝을 간과한 탓에, 
직원은 물론 다른 기밀 정보까지 공개되는 난처한 결과를 초래했니다.

특히 잘 알려진 기본 비밀번호를 설정한 계정에 필요하지도 않은 DBA 권한을 함부로 
허용하면 각종 보안 조치가 손쉽게 무너집니다.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는 물론 지원 
애플리케이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DBA 권한을 지닌 데이터베이스 계정(또는 
지나치게 높은 권한을 소유한 계정)이 발견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개 
악의적인 성격을 띠지는 않지만, 대체로 관리 소홀, 설계 불량, 지원 또는 개발 활동 미흡 
등이 불러온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되거나 변경되고, 인사 관련 변동 사항(채용, 
전근, 해고 등)이 발생하면서 계정도 그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기업 조직 입장에서 액세스 
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최소 권한 보안 원칙을 적용한다 
해도 일상적으로 권한 업무를 다루지 않으면 권한이 축적되고/거나 잊히는 과정에서 
보안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기본 비밀번호를 
설정한 계정에 필요하지도 않은 
DBA 권한을 함부로 허용하면 각종 
보안 조치가 손쉽게 무너집니다.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는 물론 지원 
애플리케이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http://searchsecurity.techtarget.com/definition/principle-of-least-privilege-POLP
http://searchsecurity.techtarget.com/definition/principle-of-least-privilege-POLP


리미니스트리트  |  차세대 다중 보안 전략으로 시스템 보안 확보 13

업무나 부서에 따라 적절한 최소 권한을 적용하려면 정기적으로 계정과 권한을 감사해야 
합니다(통상 "재인증(recertification)"이라고 부름). 또한, 이와 같은 감사를 대부분 
자동화하면 적시에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Integrigy AppSentry, Imperva 
및 IBM Guardium과 같은 도구가 이러한 감사에 유용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동 
사항을 보고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관리

계정을 편집 또는 변경할 권한이 있는 인물을 결정하고 계정을 수정(편집)하는 시점과 
이유를 결정하는 업무는 반드시 공식적인 프로세스여야 합니다. 주어진 계정에 대한 
각각의 변경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 사항이 보안 
이벤트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프로비저닝

모든 계정은 정해진 수명 주기를 따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을 발생시키며 반드시 닫아야 합니다. 프로비저닝과 마찬가지로, 각 계정을 닫을 
때는 업무 담당자, 처리 시점, 방법과 이유 등을 문서로 기록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따라야 합니다.

 

주요 작업 항목:

	― 공식적인 프로비저닝과 디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제도화

	― 최소 권한 인증 및 권한 부여 검토

	― 관리 프로세스 검토

	― 활동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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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 및 모니터링 - 실태 파악이 중요한 이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A 사용자와 같이 
권한을 지닌 사용자의 신뢰도를 확인하려면 감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감사는 이전에 정립한 제어를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용자에게는 몇몇 
권한만 승인됩니다. 감사는 사용자의 권한이 변경될 때, 또는 사용자가 보유 및/또는 
사용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려 할 때 이러한 사안을 식별합니다.

기업 전체에 공통된 감사 프레임워크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 하나의 
렌즈를 통해 활동을 파악하고 보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프레임워크의 기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감사되어 기록된 일련의 보안 이벤트와 
작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보안 이벤트와 작업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규정 
준수를 위해 이미 마련해둔 주요 규정 준수 및 보안 표준에서 파생되어 다시 그러한 
기준으로 매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ing Act, 건강보험 이전 가능성 및 책임에 관한 법), PCI DSS(Payment 
Card Information Data Security Standards, 결제카드 산업데이터보안 표준) 및 
SOX(Sarbanes-Oxley, 사베인즈 옥슬리 법) 등이 대표적입니다(그림 6 참조). 

 

Payment Card
(PCI DSS)

SOX
(COBIT)

HIPAA
(NIST 800-66)

Foundation Security Events and Actions
(logins, logoffs, account creation, privileges, etc.)

FISMA
(NIST 800-53)

IT Security
(ISO 27001)

Database

Native Auditing DB Log FilesSyslog

Application

Sign-on NavigationAudit Trails

Centralized Logging Solution

Protected Audit Data Alerting & Monitoring Reporting Correlation

그림 6: 감사를 위한 프레임워크 매핑

기업 전체에 공통된 감사 
프레임워크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 하나의 
렌즈를 통해 활동을 파악하고 
보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프레임워크의 
기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감사되어 기록된 일련의 보안 
이벤트와 작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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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수동으로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라면 감사에 유용한 기능이 기본 내장된 경우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이 
중요한 프로세스는 3자 솔루션을 구현해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애플리케이션용 
솔루션으로는 Integrigy, FulcrumWay 및 CaoSys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데이터베이스용 
솔루션으로는 McAfee와 IBM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사외 감사 전문업체와 협력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권한 분리(Segregation of Duties, SoD) 충돌 여부를 검토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앞서 언급한 애플리케이션용 
솔루션은 이러한 SoD 검토 기능도 제공합니다.

 

위험 경고!
세계적인 회계 전문 기업에 데이터 보안 침해가 발생했는데 몇 달이나 
방치되었습니다.이 기간 동안 해커는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고 기밀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작업 항목:

	―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에 감사 및 
모니터링 솔루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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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약점 보호 - 공격 줄이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먼저 자사 
위험 프로필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프로필은 대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방식에 좌우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ERP 시스템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기업의 경우, 사내 네트워크를 통한 경로만으로 액세스를 제한하는 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험에 대응합니다. 외부 액세스를 허용하는 경우 ERP 특정 보안 솔루션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사내 네트워크만 허용하는 기업이라면 다른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보안 투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급업체 소프트웨어 
패치가 취약점에 맞서 자사를 보호할 유일한 선택지로 여겨졌습니다. 세상이 완벽하고 
예산에 제한이 없으며 기한과 리소스가 무한정 주어진다면, 게다가 시스템 가동 중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공급업체 패치도 계속해서 퍼즐 한 조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현실 세계에서 운영 중이고, 리소스, 
예산과 시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수많은 선택지를 포함한 현대적이고 
전체론적인 전략을 포용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구사하려면 보안 전문가 인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오라클에서도 "대규모 환경의 경우 모든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패치를 적용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리소스가 필요하므로 보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측] 이해관계자가 보안 패치 적용과 관련된 
각종 프로덕션 영향(예: 가동 중지 시간)을 정당화할 사유를 납득하기 무척 힘들어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출처: “중요 패치 업데이트를 활용하며 적절한 보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익한 권장 사항(Recommendations for Leveraging the Critical Patch 
Update and Maintaining a Proper Security Posture)” 오라클, 2010년 11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패치를 적용'한다는 원대한 목표는 실질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물론, IT 보안과 IT 운영 사이에 마찰을 빚는 
문제입니다."

"이제 취약점 관리 우선순위를 가장 중대한 위협에 맞춰 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트너, 2016년 9월

공급업체 패치 적용 - 잘못된 보안 인식

기존 공급업체 패치 적용 모델은 대체로 낡고 비효율적이라고 간주됩니다. 불완전하거나 
게시가 늦을 수도 있고 적용 속도가 느려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취약한 상태로 몇 
달간, 심하면 몇 년간 방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공급업체 
소프트웨어 패치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가동 중지 시간과 인력 부담 때문에 일 년에 
한 번, 공휴일에 패치를 적용합니다(그것도 간혹이기는 하지만). 

기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보안 패치 적용 모델이 모든 제품의 모든 보안 취약점을 
완화하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업계 분석가와 설문조사 보고서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애버딘 그룹(Aberdeen Group)에 따르면 "역년 기준 1년간 공개된 
취약점 중 전체의 42%는 그해 연말까지도 여전히 [공급업체] 패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
라고 합니다(출처: 애버딘 그룹, 가상 패치 적용과 데이터베이스 보안: 효과적인 보완 대책
(Virtual Patching and Database Security: An Effective Compensating Control), 2013
년 4월). 또한, 대다수의 제품과 릴리스는 이미 "유지보수 해지" 또는 일부분에 국한된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수명 주기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사용 기업은 전체의 75%가 더 이상 
공급업체로부터 오라클 보안 패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출처: 리미니스트리트, 2017년 
설문조사 보고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서비스에 관한 감춰진 진실(The Hidden 
Truths About Oracle Database Support)).

기존 공급업체 패치 적용 모델은 
대체로 낡고 비효율적이라고 
간주됩니다. 불완전하거나 게시가 
늦을 수도 있고 적용 속도가 느려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취약한 
상태로 몇 달간, 심하면 몇 년간 
방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riministreet.com/the-hidden-truths-about-oracle-database-support
https://www.riministreet.com/the-hidden-truths-about-oracle-database-support
https://www.riministreet.com/the-hidden-truths-about-oracle-database-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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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시기를 맞춰 게시되지 않는 공급업체 패치

한 공급업체의 보안 패치 샘플 11건을 조사한 결과, 검색부터 패치 릴리스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61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취약한 기간에 취약점의 반감기가 채 
30일이 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더해져 대부분의 사이버 공격은 보안 패치가 출시되기 전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출처: Qualys Research, “취약점의 법칙 2.0(The Laws of 
Vulnerabiliti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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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공급업체 보안 패치 릴리스 지연

공급업체 보안 패치 적용 사례 연구: 오라클 TNS Listener Poison 공격 

기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보안 패치 적용 모델에 의존하면 어떤 면에서 위험한지 사례 
연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60%는 "TNS Listener Poison" 공격에 취약

오라클 취약점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것은 2008년에 오라클에 보고된 TNS Listener 
Poison 공격(CVE-2012-1675)입니다. 오라클에서 보고된 취약점에 대응하는 데는 무려 4
년이 걸렸으며, 실제로 반응을 보였을 때도 결국 해결 방법을 제시할 때까지 1년이 더 
소요됐습니다. 게다가 패치는 또 1년이 흐른 뒤에야 나왔으니, 취약점 보고서가 작성된 
뒤 패치가 나올 때까지 총 6년이 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12c에만 해당하는 
패치였습니다. 2016년 현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60%가 여전히 TNS에 취약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8 참조). 

오라클 취약점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것은 2008년에 오라클에 
보고된 TNS Listener Poison 공격
(CVE-2012-1675)입니다. 오라클에서 
보고된 취약점에 대응하는 데는 
무려 4년이 걸렸으며, 실제로 
반응을 보였을 때도 결국 해결 
방법을 제시할 때까지 1년이 더 
소요됐습니다. 게다가 패치는 
또 1년이 흐른 뒤에야 나왔으니, 
취약점 보고서가 작성된 뒤 패치가 
나올 때까지 총 6년이 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12c에만 
해당하는 패치였습니다.

https://www.qualys.com/research/vulnlaws
https://www.qualys.com/research/vulnlaws
https://www.integrigy.com/files/Integrigy Oracle TNS Poisoning Attack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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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VE - 2012 - 1675
The TNS Listener Poison 
Attack is reported.

June 2013
Oracle 12c workaround 
but can be disabled.

2016
60% of databases assessed 
are still vulnerable to TNS.

June 20, 2014
Oracle BD 11.2.0.4 remains 
unfixed and still vulnerable 
to threat.

April 30, 2012
Oracle security alert-
promise of a future patch.

Oracle states it will not 
offer a fix in any upcoming 
Critical Patch Update.

그림 8: TNS Listener Poison 타임라인

공급업체 패치는 적용하는 데 부담이 크며, 소프트웨어 코드 변경으로 인한 고가의 회귀 
테스트도 포함

기존 보안 패치 적용에는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많은 기업에서는 
공급업체 패치를 일부분, 또는 전부 미루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공급업체 패치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변경하고, 다량의 
테스트와 업무 중단 시간이 수반될 수 있으며 심하면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출처: “가상 패치 적용과 데이터베이스: 효과적인 보완 대책(Virtual 
Patching and Database Security: An Effective Compensating Control)” 애버딘 그룹, 
2013). 가트너에서는 "어느 기업에서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시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3일"이라고 지적하며, 패치를 받지 않는 레거시 시스템은 '무기한 (공격에) 노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출처: “패치를 적용할 수 없다면, 네트워크에서 보호하라(When You 
Can’t Patch It, Protect It From the Network)” 가트너, 2016년 11월).

"적절한 위치에 완화 수단을 구현하는 것이 취약한 시스템 전체에 100% 
패치를 적용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강요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패치를 적용할 수 없다면, 네트워크에서 보호하라(When You Can’t Patch It, 
Protect It From the Network)", 가트너, 2016년 11월

비용이 많이 들고 비즈니스 업무 중단을 발생시키는 공급업체 패치

공급업체 패치 적용에는 관리 인력을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매출과 사용자 
생산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애버딘 그룹에서 내놓은 보고서 "패치를 넘어: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위험 경감(Beyond the Patch: Reducing the Risk 
of Database and Application Vulnerabilities)"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100
개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방식의 공급업체 보안 패치 적용 모델을 따르면 비즈니스 
비용이 평균 약 4백만 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 경고!
대규모 소비자 정보 전문업체에 데이터 침해가 발생하면서 대량의 소비자 
데이터를 도난당했습니다. IT 팀에서는 패치를 배포하지 못했고, 나머지 
취약점을 확인하기 위해 스캔을 진행했지만, 문제의 정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가상 패치 적용이 자동으로 설치되었다면 데이터 침해를 
방지하고 해당 업체에 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가트너에서는 "기업에서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시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3일"이라고 
밝혔으며, 패치를 받지 않는 
레거시 시스템은 "무기한 (공격에) 
노출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
출처: "패치를 적용할 수 없다면, 
네트워크에서 보호하라(When You 
Can’t Patch It, Protect It From 
the Network)", 가트너, 2016년 11
월)

https://www.ascent.tech/wp-content/uploads/documents/mcafee/virtual-patching-and-database-securit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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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대책과 가상 패치 적용 

전체론적인 다중 보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보완 대책을 전략적으로 배포하면(가상 
패치 적용 포함) 기업에서 매일 직면하는 침해적인 익스플로잇에 맞서 중대한 방어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상 패치 적용은 보호 대상인 리소스 외부의 정책 적용 지점입니다. 
취약점 익스플로잇이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식별하여 가로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보완 대책입니다. 

"가상 패치 적용과 데이터베이스 보안: 효과적인 보안 대책(Virtual Patching and 
Database Security: An Effective Compensating Control)", 애버딘 그룹, 2013

보완 대책이란 "적법한 기술적 또는 비즈니스 제한 사항을 적용한 결과, 명목상 권장되는 
제어 방식을 대신하여 특정 보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대안적인 대책이나 
안전장치를 가리킵니다."(출처: 애버딘 그룹: 정보 위험 프로필의 주요 요소(Key Elements 
of an Information Risk Profile), 2013년 4월). 가상 패치 적용은 보완 대책의 일종입니다. 
보호 대상인 리소스 외부의 정책 적용 지점으로서, 취약점 익스플로잇이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식별하여 가로채는 것입니다(출처: “가상 패치 적용과 데이터베이스 
보안: 효과적인 보완 대책(Virtual Patching and Database Security: An Effective 
Compensating Control)” 애버딘 그룹, 2013).

기업에서는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까지 많이 드는 "전체 패치 적용(patch 
everything)" 모델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 노출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좋지 않은 타격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규제기관과 보안 제공업자 및 분석가 모두 
보완 대책이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에 꼭 필요한 취약점 보호와 정부/규제 기관 규정 준수 
기능을 제공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는 "보완 대책은 관리 요구사항에 개략적으로 제시된 보안 보호 
수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보통 시스템 보안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출처:권장 실례: 심층 보안 전략으로 산업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강화(Recommended Practice: Improving Industrial Control System 
Cybersecurity with Defense-in-Depth Strategies), 2016년 9월). 

 ―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NYDFS)
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새로운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규제 대상 업체에서 
몇몇 규정 준수 표준에 부합할 목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적 보완 대책"(예: 가상 패치 
적용)을 이용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 2013년에 실시한 애버딘 그룹 연구에서 업계 및 정부 규제가 보완 대책으로서 가상 패치 
적용을 도입하는 데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Trend Micro와 같은 보안 공급업체에서는 "실제 패치가 제공되어 배포될 때까지, 또는 
유지보수가 중단된 시스템의 경우 영구적인 보호 수단으로서 중요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가상 패치 적용과 같은 보완 대책 사용을 권장합니다(출처: 보안 
위험도가 낮고 비용이 저렴한 가상 패치 적용(Lower Security Risks and Costs with 
Virtual Patching) 2010년 8월).

https://www.ascent.tech/wp-content/uploads/documents/mcafee/virtual-patching-and-database-security.pdf
https://ics-cert.us-cert.gov/sites/default/files/recommended_practices/NCCIC_ICS-CERT_Defense_in_Depth_2016_S508C.pdf
https://www.dfs.ny.gov/legal/regulations/adoptions/dfsrf500txt.pdf
https://www.ascent.tech/wp-content/uploads/documents/mcafee/virtual-patching-and-database-security.pdf
http://la.trendmicro.com/media/wp/deep-security-virtual-patching-whitepaper-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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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 가트너에서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악용되고 있는 취약점에 대한 패치 적용에 주력할 
수 있다면(또는 보완 대책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예: 가상 패치 적용] 이것이 위험 완화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출처: “이제 취약점 관리 
우선순위를 가장 중대한 위협에 맞춰 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It’s Time to Align Your 
Vulnerability Management Priorities With the Biggest Threats)” 가트너, 2016년 9월  
9일).

 ― 오라클에서도 용인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 "자사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패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자사 프로덕션 요구사항과 자사에서 기꺼이 감당할 만한 
위험도 상태(risk posture)를 반영한 정식 보안 패치 적용 정책과 절차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패치를 아예 건너뛰어도 자사 위험도 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역량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출처: “중요 패치 업데이트를 활용하고 적절한 보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유익한 권장 사항(Recommendations for Leveraging the Critical Patch Update and 
Maintaining a Proper Security Posture)” 오라클, 2010년 11월).

범용 솔루션과 전문 보안 솔루션의 비교

범용 보안 솔루션

범용 보안 솔루션은 한 번에 여러 시스템을 아우르며 보통 침입 탐지 시스템과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WAF)을 포함합니다. WAF는 가상 패치 적용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XSS) 및 SQL 주입과 같은 
보편적인 공격에 해당되는 규칙을 통해 보호를 제공하며 거의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등 다양한 범위를 포괄합니다.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이미 
이러한 범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만으로 한 회사의 시스템 대부분을 
다루는  
데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애플리케이션/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특정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데 특화된 솔루션은 한 차원 높은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많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알려진 취약점을 근거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에만 해당되는 규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솔루션도 있고, 리미니스트리트 
ADS(Advanced Database Security)처럼 데이터베이스 메모리를 모니터링하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우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전문화된 애플리케이션 또는 
데이터베이스 특정 규칙을 바탕으로 더 많은 위협을 차단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취약점 보안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용자가 직접 액세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격면을 대폭 줄여 무단 
액세스 위험을 낮추기 위한 단순한 방법이 많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1차 방어선은 
승인된 애플리케이션과 DBA만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접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는 네트워크 세분화입니다. 네트워크 
세분화를 통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만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를 만들어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수신 연결을 제한합니다. 이것이 완료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페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단계로 계속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특정 데이터베이스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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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단계로 DBA 액세스의 수신 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승인된 DBA
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앞서 논한 내용 참조). 보안 
관리 호스트, 즉 점프 서버를 사용하면 이 액세스를 관리하고 로깅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작업을 마치면 MFA를 활성화하여 DBA 보안을 최상의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DBA의 자격 증명이 손상되더라도 무단 액세스를 여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 요소 외에도 데이터베이스별 보안 솔루션을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리미니스트리트 고급 데이터베이스 보안과 같이 가상 패치 적용 기술을 
포함하는 솔루션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상 패치 
적용은 기존의 공급업체 패치 적용과 비교해 훨씬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빠르고 안전한 
데다 간편하기까지 한 경우가 많아 기업 조직에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통해 취약점에 
대한 보호 시간(time-to-protection)을 단축해주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프로덕션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존 공급업체 보안 패치 적용 모델의 경우, 코드 패치가 핵심 비즈니스 시스템 내에서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가상 패치 
적용의 경우, 각각의 새 코드 패치를 중요 업무용 프로덕션 시스템에 도입할 때면 늘 
그렇듯 모든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와 릴리스 레벨에 걸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회귀 테스트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로는 리미니스트리트, McAfee, Imperva 및 IBM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별 관리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사용자만 아니라면 보안은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로부터 "숨기고"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리자로부터의 
연결만 허용할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액세스해야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사내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사용자만으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외부 사용자 액세스에는 VPN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내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MFA를 적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면을 줄일 
수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외부 사용자로부터의 위협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쓸 수 없는 경우,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이나 가상 패치 
적용 기술을 포함한 애플리케이션별 보안 솔루션 뒤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는 Integrigy, Imperva, Onapsis 및 ERPScan 등이 있습니다.

위험을 완화해주는 가상 패치 적용

애버딘 그룹에 따르면 가상 패치 적용이란 "보호 대상인 리소스 외부에 정책 적용 지점을 
설정하여 알려진 취약점의 익스플로잇이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식별하여 가로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출처: 애버딘 그룹: 정보 위험 프로필의 주요 요소(Key Elements of 
an Information Risk Profile), 2013년 4월). 가상 패치 적용은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위협에 맞춰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가상 패치 적용 솔루션은 전반적인 전체론적 보안 전략의 일부분으로서 중대한 이점을 
제공합니다(그림 9 참조). 예를 들어 리미니스트리트 고급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최첨단 
가상 패치 적용 보안 솔루션으로서 오라클, SAP HANA, SAP Sybase, IBM Db2 및 MS SQL 
Server 등을 포함한 다수의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합니다. 이 솔루션이 제공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 패치 적용의 경우, 각각의 
새 코드 패치를 중요 업무용 
프로덕션 시스템에 도입할 때면 
늘 그렇듯 모든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와 릴리스 레벨에 걸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회귀 테스트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로는 
리미니스트리트, McAfee, Imperva 
및 IBM 등이 대표적입니다.

https://www.ascent.tech/wp-content/uploads/documents/mcafee/virtual-patching-and-database-security.pdf
https://www.ascent.tech/wp-content/uploads/documents/mcafee/virtual-patching-and-database-security.pdf
https://www.riministreet.com/Documents/Collateral/Rimini-Street-Solution-Datasheet-Advanced-Database-Security-McAfe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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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 빠른 보호	— 가상 패치 적용은 소스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고, 보호 기능을 검토한 뒤 
거의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패치 적용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에서는 대개 
취약점이 발견된 뒤, 또는 공급업체에서 패치를 공개한 뒤 24~48시간 내에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 간편한 배포	— 사전 코드 업데이트나 공통 필수 코드 업데이트가 없고,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광범위한 회귀 테스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이전 릴리스와 새 릴리스 모두 보호	— 가상 패치 적용 보호는 릴리스가 오라클에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100% 지원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보안 수정 사항을 
받기 위해 공격에 노출된, 유지보수 서비스가 중단된 릴리스를 수용하거나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 종합적인 보호	—공급업체 측에서 한 번도 보안 패치를 제공한 적이 없는 익스플로잇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 다양한 공급업체 보호	— 오라클, IBM, 마이크로소프트 및 SAP를 포함한 다양한 주요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제공합니다. 

 ―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 보호	— 규칙 기반 가상 패치 적용 기술은 이전에 식별된 일반적인 
위협(예: SQL 주입 익스플로잇, 스크립팅 및 메모리 기반 공격 등)에 맞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 모니터링과 알림	— 악의적인 행동이 시도되면 이를 모니터링하고 알림을 제공하여 
공격을 차단하는 데 유용한 조치를 제시합니다.

 

Virtual Patching Reduces the Likelihood of Risk

Virtual Patching is:
SIMPLE

Need for emergency 
patches or workaround 

is reduced

EFFICIENT

Enterprises can choose 
to avoid the hassle of 

vendor patches

CONVENIENT

Libraries & support code filers are 
unchanged, preventing disruption 

of critical applications & databases

CONTINUOUS SECURITY PROTECTION VS. VENDOR PATCHING

그림 9: 애버딘 그룹, "패치를 넘어: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위험 경감(Be-
yond the Patch: Reducing the Risk of Database and Application Vulnerabilities)",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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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패치 적용 대 공급업체 패치 적용 이용 시 지속적인 보안 보호 기능의 비교

애버딘 그룹에 따르면 "기존 공급업체 패치 적용에 비해 [가상 패치 적용을 이용하면] 
취약점이 공개된 시점부터 완화 시점까지의 기간이 대폭 단축되며, 이로써 엔터프라이스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이 침해될 가능성을 크게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림 10 참조). (출처: 애버딘 그룹, “패치를 넘어: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위험 경감(Beyond the Patch: Reducing the Risk of Database and Application 
Vulnerabilities)”, 2016년 12월)

 

Medium Risk High Risk Very High Risk Low Risk

Medium Risk Low Risk Low Risk Low Risk

Unknown Months/Years

VENDOR 
PATCH

VIRTUAL 
PATCH

0 Day 
Vulnerability 
Reported

Virtual Patch 
Policy 
Update

Vendor Patch 
Available

Vendor Patch 
Installed

Vendor Patch release may take 
months or years after 0 day

Vendor Patch installs are 
typically delayed 14-18 months

Vendor Patch are typically 
updated 24-48 hours after 
0 day or vendor patch release

Vendor Patch can easily be 
installed immediately

그림 10: 애버딘 그룹, "패치를 넘어: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위험 경감(Be-
yond the Patch: Reducing the Risk of Database and Application Vulnerabilities)",  
2016년 12월

벤치마크 연구 조사 결과 동급 최강의 실적을 올리는 업체는 실적이 뒤처진 업체에 
비해 가상 패치 적용을 이용할 가능성이 두 배 높은 것으로 밝혀져

애버딘, "가상 패치 적용과 데이터베이스 보안: 효과적인 보완 대책(Virtual Patching and 
Database Security: An Effective Compensating Control)", 2013년 4월(그림 11 참조)

 
Best in 
Class

Industry 
Average

Laggards

57%

31%
26%

그림 11: 동급 최강의 실적 달성자는 가상 패치 적용 기술을 사용 중

가상 패치 적용이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점차 인정받는 이유는 이 방식이 공급업체 
패치에 비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이며 더 빨리, 안전하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프로덕션 시스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취약점에 
맞서 더욱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형태로 보호 시간(time-to-protection)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  |  차세대 다중 보안 전략으로 시스템 보안 확보 24

백서

기타 주요 취약점 구성 요소 

침입 탐지 및 예방 - 네트워크 보안

어느 기업에나, 어떤 식으로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투자를 100%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의 침입 탐지 및 예방 솔루션은 자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WAF가 
있는 경우, 이를 웹 기반 ERP 시스템 보호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트워크 팀에서 이미 
자사에서 보유한 보안 투자를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 보안 제어를 통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보호

보안 인시던트의 절대 다수는 정당한 사용자 계정이 피싱, 멀웨어 또는 기본 비밀번호 
사용으로 인해 손상된 데서 기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기존의 최종 
사용자 바이러스 백신과 안티멀웨어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이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관계로 입증됩니다. 이메일 위생(email hygiene) 제어가 1차 방어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피싱 공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과 안티멀웨어는 원격 액세스 트로이 목마(RAT)를 비롯해 사용자 자격 증명을 
도용하는 기타 멀웨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모니터링과 알림 

보호도 좋지만, 이제 보호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정문을 따고 
집안에 침입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다면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 할지 모르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구현한 보호의 
계층이 많을수록 보안 침해 시도에 관한 알림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에는 모니터링 및 알림 기능이 기본 내장되어 있더라도, 그런 기능은 다루기 
힘들거나 중대한 성능 오버헤드가 뒤따르거나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비실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동종 최고의 모니터링 솔루션을 활용하며 위협에 반응, 
위협을 식별할 능력을 갖추고 그러한 위협이 이미 구축된 방어 수단을 손상할 수 없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는 McAfee, Integrigy, 
Imperva 및 IBM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반출 - 감지 및 예방 

누군가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경우, 데이터가 기업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손에 넣은 인물은 유효한 
자격 증명을 확보하고 액세스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 손실 방지 시스템을 
이용하면 꼭 필요한 인텔리전스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예방 조치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P2P(Peer-to-peer) 통신, Tor 브라우징 및 기타 보편적인 데이터 반출 방식을 감지하고 
차단할 방법을 구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버가 아웃바운드 연결을 열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개념만으로도 커다란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구현에서 종종 간과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권장 사항을 네트워크 팀과 
논의하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아웃바운드 통신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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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종 사용자 보안 인식 교육에 가치가 있는지 논쟁이 있지만, 
다중 보안 전략의 경우 퍼즐을 이루는 모든 조각에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육받은 
사용자 한 명만이라도 피싱 캠페인을 발견한다면 공격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인텔리전스 데이터의 일부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프트" 관리는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심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전반적인 방어에 
유익한 것은 확실합니다. Wombat Security 및 PhishMe와 같은 공급업체에서는 보안 
인식 및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종합적인 다중 보안 전략을 도입하여 구현하려면 동종 최강의 보안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취약점 보호 솔루션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McAfee, Imperva, Onpasis, 
ERPScan 및 Integrigy와 같이 엔터프라이즈 보안이 주력 부문이고 제품 포트폴리오에 
가상 패치 적용이 포함된 기업의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제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대한 취약점을 발견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주요 작업 항목:

	― 네트워크 세분화 확립

	― 다중 인증 구현 

	― 최종 사용자 보안 제어 설치

	― 모니터링 및 알림 솔루션 설치

	― 데이터 반출에 대비한 보호 기능 확보

	― 침입 탐지 및 보호 솔루션 설치

	― 가상 패치 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취약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 이행

	― 사용자에게 보안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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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5가지 보안 필수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확보하는 과정은 지나치게 복잡할 
필요는 없지만, 계획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보안 전략은 오랫동안 주로 
사베인즈 옥슬리(Sarbanes-Oxley) 법과 같은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지향해 왔습니다. 
또한, ICOFR(Internal Controls Over Financial Reporting,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권 
확보)에 주안점을 두어 대표적으로 의무 세분화 문제에 주력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엔터프라이즈 보안에도 새로운 시대가 왔으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다른 제어 방식을 적용할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보안 솔루션은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여러 공급업체가 얽힌 기술 환경에 빠르고 종합적이며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는 
취약점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어느 기업에서나 검증된 최신 솔루션, 지식과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자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에 미치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글에서 언급한 개념은 이미 전사적으로 배포한 상태일 것입니다. 아직 구현하지 
않은 보안 개념의 경우, 이 글에서 소개한 비교적 간편한 단계에 중점을 두고  
기업을 보호하는 전략을 세우면 저녁 뉴스에 회사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ssential Layered Security Program Components
and Key Action Items Checklist

Inventory

 Inventory all your databases and applications

 Catalog your data types

 Consider outsourcing sensitive data such as credit cards

Configuration
 Immediately after an install, change the default configuration to make sure it is secure

 Regularly check your configurations to make sure they are secure

Access

 Institute formal provisioning and deprovisioning processes

 Review least-privilege access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Review your administration process

 Consider activity monitoring software

Auditing  Implement audit and monitoring solutions for enterprise applications and databases

Vulnerability Protection

 Establish network segmentation 

 Implement multifactor authentication

 Install end-user security controls

 Install monitoring and alert solutions

 Protect against data exfiltration

 Install intrusion detection and protection solutions

 Take practical steps to minimize vulnerability with virtual patching software

 Educate your users 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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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 글로벌 보안 서비스

리미니스트리트의 글로벌 보안 서비스 팀에서는 고객을 도와 고객업체 전사적으로 
전체론적인 다중 보안 모델을 배포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에서는 고객에게 조치 가능한 
보안 인텔리전스를 제공하여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입니다. 맞춤형 보안 취약점 분석 
보고서부터 중요 보안 제어(및 공급업체) 식별 및 선정에 이르기까지, 리미니스트리트는 
고객이 ERP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한참 넘어도 순조롭게 위험을 줄이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미니스트리트의 ADS(Advanced Database Security) 솔루션은 McAfee 제공 
기술로 강화하여 데이터베이스 메모리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알려진 취약점과 알 수 없는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가상 패치 적용을 활용해 
공격 시도가 데이터베이스에 도달하기도 전에 차단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 GSS(Global Security Services)는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비용 없이 광범위한 지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이메일 enquirykorea@riministreet.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고객이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미래를 위해 안전한 
경로를 확보하도록 최전선에서 돕고 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세계적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이자 오라클 및 SAP 제품에 대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당사는 
2005년 이후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의 기준을 새로 세웠으며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SAP를 비롯한 기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라이선스 
사용 기업에 수상 경력에 빛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총 유지보수 비용을 최고 90%까지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고객은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최소 15년간 필수 업그레이드를 강요받지 않습니다. 

https://www.riministreet.com/global-security-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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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ini Street 소개
리미니스트리트 (Nasdaq: RMNI)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공
급사로서 오라클 및 SAP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최고의 제3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Salesforce®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대응 능력이 매우 뛰어난 프리미엄 
통합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라이선
스 사용자가 상당한 비용을 절약하여 혁신을 위한 리소스를 확보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성
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견기업, 공공 부문 및 그 밖
의 광범위한 산업 분야 기업들이 리미니스트리트를 신뢰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
웨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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