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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보안 환경

매월 두 번째 화요일은 SAP 보안 패치 데이입니다. 요즘에는 공급업체에서 사용권자에게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및 사용 가능한 패치를 알립니다. SAP
는 제품별 패치가 포함될 수 있는 보안 정보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패치 
화요일 이후의 수요일은 비공식적으로 "해킹 수요일" 또는 "익스플로잇(Exploit) 수요일"
로 불립니다. 악의적인 행위자가 보안팀이 패치를 적용하기 전에 패치 화요일 알림을 
참고해 목표로 삼을 취약점을 식별합니다.1

그리고 SAP 패치는 SAP가 직접 발견했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행위자가 SAP에 보고한 
결함만 처리하며, 해당 결함이 반드시 악의적인 진영에 의해 발견되거나 적극적으로 
악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CVE는 제품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후부터 SAP 제품에 
존재해 왔습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월간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조직의 환경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초대됩니다. 그런 다음 IT 보안팀은 권장 사항을 적용하고, 구성을 업데이트하고, 
커스터마이징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적인 패치 설치를 책임집니다.
취약점이 데이터베이스나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안 문제는 
일반적으로 원격 액세스, 트로이 목마, 멀웨어, 잘못 구성되거나 도난된 자격 증명, 
안전하지 않은 암호, 피싱, 부적절한 하드웨어 폐기 및 웹 연결 솔루션에서 발생합니다. 
공급업체 패치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패치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및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위협 및 관련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습니다.

 

“SAP 지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SAP는 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사용자가 모든 

보안 패치 애플리케이션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의 글로벌 SAP 지원 

그룹 부사장인 Luiz Mariotto가 한 말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요 방어 영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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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패치에 의존할 
때의 위험

420만 달러
중간 규모 조직의 패치 관리 및 구현을 위한 기술팀 채용 

시 중위 비용

– Aberdeen 그룹  

Aberdeen 그룹은 중간 규모 조직이 패치 관리 및 구현을 위한 기술팀 채용 시 
중위 비용을 연간 420만 달러로 추정합니다. 사이버 공격의 규모와 심각성이 
계속해서 더해 가는 만큼, 라이선스 사용자가 SAP 보안 패치 데이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세요.2

 � F5 Labs의 2022 애플리케이션 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수의 
애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 보안 문제가 액세스 침해(피싱, 무차별 침해, 
크리덴셜 스터핑 등)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전체 데이터 
침해의 30% 이상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3

 � Verizon의 2021년 데이터 침해 조사 보고서(DBIR)에 따르면 침해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한 침해의 14%에서 재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고, 
침해의 86%에서 재정적 영향이 발생했습니다. 
침해 행위로 인한 영향의 95%에 대해 $826에서 $650,000 사이의 재정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4  

 � 랜섬웨어 공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SonicWall 조사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105%, 북미에서는 104% 증가했습니다.5

 � CIO의 2022년 IT 인재 요구 사항 균형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인재는 설문 조사 응답자가 향후 12개월 동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상위 두 
가지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응답자들이 사이버 보안 개선을 
향후 12개월 동안 해결해야 하는 주요 기술 관련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고 
언급했습니다.6

보안 패치만으로는 최신 공격 벡터로부터 보호될 수 없습니다. 취약점을 
수정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 돼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이 지연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아지거나 심지어 무시되기까지 하며, 조직이 
데이터 손실, 평판 손상 및 재정적 피해에 불필요하게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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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보안 패치를 
받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다음은 SAP가 특정 CVE에 대한 패치를 릴리스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차트에 있는 이러한 패치 중 일부는 패치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렸으며 그동안 
라이선스 사용자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처: 미국 취약점 데이터베이스(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 및 SAP 보안 패치 데이 정보(Security Patch Day Details). 
오라클 중요 패치 업데이트, 보안 경고 및 게시판. 패치 시간은 SAP에서 보안 패치를 제공한 최초 릴리스의 GA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 SAP는 완전히 지원되는 릴리스 구성 요소에 대해 

중요 보안 패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전 버전을 구현하려면 전체 제품 또는 기술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SAP 보안 패치는 애플리케이션 취약성의 주요 

원인인 사용자 지정 코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 구현은 기존 환경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며 

패치를 프로덕션으로 이동하기 위해 다운 시간 및 

회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CVE-2020-6296

CVE-2020-26815

CVE-2021-21465

5,521

1,867

5,674

5,521

1,867

5,674

일부 SAP CVE(7.0+ CVSS)에 대한 패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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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경로: 계층화된 
보안 
많은 보안 전문가들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보안 모델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보다 총체적이고 심층적이며 계층화된 보안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공격 벡터를 차단하고 각 계층에서 공격 시도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해 
알림을 발송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합니다. 계층화된 보호 또는 
DID 접근 방식은 포괄적인 진입 장벽을 제공하고 공격 탐지 가능성을 높이며 
공격 성공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줄입니다.

“공격 방법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고 공격자는 매우 

효과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사팀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로 데이 보안 

방법과 심층 방어 기술 및 원칙을 활용하여 약점을 식별, 
이해 및 제어하고,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 Gabe Dimeglio 

 리미니스트리트 
최고기술책임자 
부사장 겸 사이버 보안 총괄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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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HOST

NETWORK

PERIMETER

PHYSICAL

POLICIES,
STANDARDS, & AWARENESS

OS, vulnerability management, malware protection

Encryption, identity management, segmentation

Firewalls, NAT, DoS prevention

Fences, walls, guards, locks, keys, badges, etc.

Data classification, password strengths, code reviews, usage policies

Air-gapped backup

SSO, identity propagation, trust,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coding practices

DATA

정책, 표준 
그리고 인식
심층 방어의 최상위 계층은 조직 내 거버넌스 
수립과 인식 개선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이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의 활동은 직원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피싱 공격에 빠지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층화된 보안 접근 방식의 이점 
계층화된 보안 전략은 여러 가지 가능한 공격 경로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도구를 사용합니다. 계층화된 보안 전략에 있어 보안 운영 및 IT팀은 SAP의 패치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것보다 취약성에 대해 더 효과적이고 빠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안 모델 및 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패치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제품 또는 솔루션만으로는 회사의 보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여러 보안 제품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써 다음과 같이 심층적이고 
계층화된 보안 접근을 구축합니다.

물리적, 경계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이러한 계층은 직원 뱃지에서 방화벽 및 암호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동을 처리합니다. 왕국을 
보호하는 울타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죠. 여기에는 
생체 인식을 사용하여 승인된 사람만 실체적 영역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체크포인트와 
방화벽 및 암호화를 사용하여 악의적인 행위자를 
차단하는 디지털 진입로 보호가 모두 포함됩니다.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 계층
이 부분이 바로 스택의 핵심이자 SAP 라이선스 
사용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공격자가 
이 수준에 도달하면 기록 시스템 및 악용이 
가능한 기타 민감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라이선스 사용자의 
책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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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ini™ Protect는 방어 계층 전반에 걸쳐 보안 자문, 
지원 및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글로벌 보안 서비스는 잠재적인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관리 
서비스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기업 전반에 걸쳐 전체적이고 계층화된 
보안 모델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맞춤형 보안 취약성 분석 보고서부터 핵심 보안 제어 및 공급업체의 식별 및 
선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에 이르기까지, 리미니스트리트는 취약성을 사전에 
식별, 예방 및 완화하여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심층 방어를 위한 리미니스트리트의 접근 
방식  

APPLICATIONS

HOST

NETWORK

PERIMETER

PHYSICAL

POLICIES,
STANDARDS, & AWARENES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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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ini™ Protect for SAP 
리미니스트리트는 진화하는 위협적인 환경으로부터 SAP 고객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 보안 취약점 분석 보고서(SVAR)란 무엇입니까? 

당사의 SVAR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팀원들은 각 SAP 보안 
경고를 실행하거나 자사의 산업 및/또는 SAP 소프트웨어 
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무료 서비스를 통해, 당사는 SAP 고객에게 SVAR 보고를 매달 제공합니다. 
또,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정 사항에 대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환경에 적용되는 특정 항목을 알리고, 권장 
사항을 제공하여 패치 적용 없이 CVE의 위험을 완화합니다. 팀원은 어떤 
사항이 적용 가능한지를 결정하고 권장 해결 사항을 적용해달라고 당사에 
연락하기만 하면 됩니다.

Advisory Security Services Fee-Based Security Services Security Solutions

Level 1 security assessments

SAP hardening guide

Monthly and off-cycle security
vulnerability analysis reports (SVARs)

Client-specific security customizations

Assistance for perimeter, network,
and host layers (e.g. WAF config)

In-depth security assessments

Security enhancements

Security configuration enhancements 

Strategic security roadmaps

Rimini Protect for SAP Apps

Rimini Protect for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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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용 리미니스트리트 보안 솔루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Rimini™ Protect for SAP Apps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선두주자인 RedShield가 개발한 기술로 한층 
더 강화된 포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RedShield는 코딩을 전혀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대규모로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의 광범위한 보안과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보안 전문가와 결합된 RedShield 기술은 SQL 주입, 권한 
에스컬레이션, DDoS 및 기타 정교한 공격 등 위협이 발생할 때에 SAP 환경을 
보호하고 위협을 무력화합니다. 
SAP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트래픽도 위협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 
향하는 응답은 공격에 대비해 강화 및 보호됩니다. 
SAP 앱용 Rimini Protect는 응답 트래픽을 가로채고 변환합니다. 
이는 프록시 계층에서 수행되며, 쿠키 환경을 개선하고 세션 하이재킹을 
방지하며 URL을 다시 작성해 데이터 공개를 방지합니다.   

Rimini™ Protect for Databases
McAfee의 기술에 힘입은 이 솔루션은 기존 공급업체의 데이터베이스 
패치보다 더 포괄적인 보안과 더 빠른 보호 시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완전하게 관리되며,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메모리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위협이 데이터베이스에 도달하기 전에 가상 패치를 
사용하여 공격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알려진 취약점과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합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회귀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Rimini Protect는 300만 개 이상의 Log4j 공격을 
차단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공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12월 9일: Log4j가 모든 클라우드 환경의 93%에 영향을 
미치는 CVE-2021-44228 보고

 � 12월 10일: 소스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Log4j의 
취약점을 완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체 개발, 테스트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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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패치와 비교한 
Rimini™ Protect 
 
아래 차트는 리미니스트리트의 심층 보안 접근 방식과 SAP의 패치 모델을 비교합니다.

 

패칭

취약점 완화 또는 패치

보안 정보 또는 취약점 보고서 제공 

복수의 공급업체, 하이브리드 엔터프라이즈를 위해 설계된 보호 제공

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해 취약성에 대한 우선 대응 및 지원

지원되지 않는 릴리스에 대한 보호 

알려진 취약성과 알려지지 않은 취약성에 대해 '제로-데이' 보호 옵션 제공

소프트웨어 코드 변경으로 인한 고가의 회귀 테스트 불필요

원활한 업데이트를 통해 보호 적용까지 걸리는 시간과 워크로드 축소

공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경고 기능

리미니스트리트 보안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한 공급업체 패치에 대해 
Aberdeen의 연구 보고서 읽기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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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 소개
리미니스트리트(Nasdaq: RMNI)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오라클 및 SAP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Salesforce®파트너 업체이기도 합니다. 당사에서는 대응 
능력이 매우 뛰어난 프리미엄 통합형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기업에서 비용을 대폭 절약하고 혁신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며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견기업, 공공 부문은 물론 다양한 업계의 기타 조직에서도 리미니스트리트를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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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rimini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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