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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요약

약 80%의 기업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1

"시간은 돈입니다.
보안 침해를 탐지하고 억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보안 침해를

식별하고 억제하는 기간이
266일이었다가 총 279일로

늘어났습니다. 빠른 대응으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200일 이내에
보안 침해를 탐지해서 억제한다면

평균 12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3

디지털 공격면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엣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자들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침입할 입구를 무한에 가깝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 공격 및 회피 기술로 인해 위협 동향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에서는 위협이 네트워크에 침입하기 전에 모두 
차단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기업에서 보안 사고를 발견하면 즉시 대응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보안 사고의 
성격, 범위, 위험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려면 전문적 도구와 기술, 반복적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기업에서는 효과적인 위협 완화에 특화된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보안 침해는 피할 수 없고,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

기업 네트워크, 지점 사무실, 원격 사용자 및 기기, 클라우드 자산은 모두 위협 행위자들이 
새로운 공격 수단을 찾아내는 벡터입니다. 방화벽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희미해지면서, 기업에서 방어에 신경 써야 할 공격 면이 회사 네트워크 내부에서 시작되어 
인터넷까지, 심지어는 직원의 가정까지 확장되었습니다.2

갑작스러운 대규모 원격 근무 전환으로 인해 기업의 공격 면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기기를 보호하기란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런 기기 
대부분은 IT 부서에서 알 수도 없지만, 공격자가 침입 지점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격은 더욱 빠르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멀웨어 자동화와 회피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격을 멈추기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공격이 빠르게 확산되는 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를 사용한 표적화된 공격도 늘어났습니다. 범죄자들은 시간을 
들여 정찰한 다음, 특정 피해자를 노립니다. 침투하고 나서 몇 주간 환경 내에 머물며 
정찰하고, 보안 컨트롤을 우회합니다. 이들이 오래 잠복할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범죄자들은 잠복 기간에 랜섬웨어 페이로드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빼내서 
인질로 잡을 방법을 알아냅니다.

랜섬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격자가 네트워크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액세스할 수 있는 기기, 데이터, 계정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보안 침해의 피해가 커지고 
공격자와 이들의 액세스 권한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늘어나서, 복구 비용도 
상승합니다.

기업들은 보안 침해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지만 완화할 수는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략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 대응(IR)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대응이란?

IR은 보안 사고 또는 침해를 찾아내서 조사하고 피해를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비용과 평판 훼손)를 제한하고 
복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전담 팀, 적절한 도구,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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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응 기술

대부분 중간 규모 기업에는 적어도 매일 보안 도구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도구는 위협 방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 팀은 도구 세트의 배포, 구성 및 지속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게다가 이런 보안 관리 작업은 팀에서 공유하는 여러 담당 업무 
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안 운영자는 다양한 IT 및 보안 제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IR과 관련된 경력이나 
투자할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기업에서 보안 침해를 당할 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비상 대응 기술과 사이버 보안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및 액세스 제어

■ 보안 취약성

■ 프로토콜 설계

■ 악성 코드 분석 

■ 공격자의 TTP 

■ 구현 결함

■ 구성의 약점

■ OS(Windows, Linux, Apple), 네트워크(방화벽, 프록시, SIEM, PCAP)를 포함한 로그 분석

■ 디지털 포렌식

간단히 말해서, 이들은 사이버 방어 기술과 운영과 관련된 것보다는 사이버 범죄자의 도구와 기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급격히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 동향에서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일에 열정이 있고 위협 행위자가 사용하는 최신 전술, 기술,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고 대응 도구

마찬가지로 이들 팀에는 다른 도구 세트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예방 중심적 보안 관제에서 인시던트가 진행되는 도중에 
경고를 보내서 명확히 탐지해냈다면, 공격은 이미 차단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방화벽은 알려진 위협을 차단하고 추가적인 위협을 중간 수준의 위험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험 수준이 
중간인 공격이 방화벽을 통과하게 됩니다. 게다가 중간 수준으로 위험을 지정하더라도 대개는 명확한 분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더 높은 위험 등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엔드포인트와 관련하여, 엔드포인트 보호 플랫폼(EPP)은 다수의 알려진 멀웨어 또는 악성 시스템 활동을 중단할 수 있지만,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전체 스캔을 기반으로 수상한 동작에 대한 경고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전문 팀에게 분석과 위협 인텔리전스, 헌팅을 위한 전문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탐지 도구. 탐지 도구는 위협 및 세밀한 지표(예: IP 주소)와 URL 및 도메인에서 계산된 지표(예: 파일 해시, 상세한 시그니처)를 식별해야 
합니다. 특히, 동작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석 도구. 무언가 탐지되면 적절한 도구로 디스크에서 발견된 파일이나 메모리에서 발견된 파일리스 멀웨어를 자동 분석해야 합니다. 그 
정보를 추출하고 자동 분석과 인간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려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멀웨어의 동작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위협 인텔리전스. 보안 침해 지표(IOC)가 발견되면 위협 인텔리전스가 정보를 보강해서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헌팅. 헌팅 능력이 있으면 분석 단계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보안 침해/인시던트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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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응 프로세스

이 모든 대응 활동은 일반적인 관제 활동보다 훨씬 빠르고(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IR은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라도 적절한 도구 외에 
표준과는 완전히 다른 명확한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려 사항:

■ 패치는 매월 화요일에 공개되지만, 여전히 기업에서 패치를 배포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0일 이상입니다.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1년에 여러 번 배포되지만 기업에서는 하나 또는 그보다
아래의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 운영 절차들이 수없이 많고 대응 시간이 일관적이지 않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IR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NIST가 2012년에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 
가이드에서 언급했듯이, "사고 대응은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시던트의 지속 시간이 걸어질수록 피해와 손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4 시간이 
지났지만 이런 원칙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시던트가 발견되는 즉시, 일제히 
활동(대부분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다음 단계에 대한 변수가 큼)을 시작하고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잠재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가지 IR 팀 운영 방식

오늘날에는 공격 면이 급격히 팽창하고 지능적 공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모든 위협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보안 
침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빠르고 안정적인 IR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사고 대응 인력, 도구, 문서화된 계획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
니다. IR 팀은 사내에서 구성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에 어느 전략이 적절한지 알아보려면 "사고 대응 아
웃소싱 또는 사내 팀 구성을 선택할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5가지"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세요.

Kelly Bissell, et al., "The Cost of Cybercrime: Ninth Annual Cost of Cybercrime Study," Accenture Security and Ponemon Institute, 2019.

Lucian Constantin, "Enterprise internet attack surface is growing, report shows," CSO, 2020년 6월 11일.

Dan Swinhoe, "What is the cost of a data breach?" CSO, 2020년 5월 8일.

Paul Cichonski, et al, "Computer Security Incident Handling Guide, Special Publication 800-61 Revision 2," NIST, 2012년 8월.

Conner Forrest, "Report: 77% of companies don't have a consistent cybersecurity response plan," TechRepublic, 2018년 3월 14일.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비즈니스 리더의 77%가

조직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공식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계획(CSIRP)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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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응 아웃소싱 또는 사내 팀 구성을 선택할 시 
가장 중요한 5가지 고려 사항

체크리스트

모든 기업에는 사이버 보안 전략에 있어서 사고 대응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사내에 이 부서를 구성할지, 외부에 위탁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에서 보안 담당자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자료1를 공개했습니다. NIST의 지침을 기반으로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를 도출했습니다.

1. 사고 대응(IR)을 위한 적절한 사이버 보안 직원을 찾으셨나요/찾을 수 있나요?
사고 대응 팀원들은 대다수의 IT 직원보다 더욱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와 같은 사고 대응 도구의 
사용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걸맞은 정신력(및 열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문 직능에서는 특별한 기술로,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아직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이버 보안 직위가 400만 개 이상
입니다.2

2. 인력을 연중무휴 상시 운영할 수 있나요?
사고 대응 직원이 매일 또는 매주 필요하지는 않지만, NIST에서 언급했듯이 필요한 순간에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연중무휴 
언제든 대기 중이어야 합니다. 사고 해결이 지연될수록 피해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사고 대응에는 실시간 가용성이 
필요합니다.

3. 비용을 감당할 수 있나요?
NIST에 따르면,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상시 대기가 필요하며 압박이 심한 환경인 것을 고려할 때 사고 대응 인력은 그 기능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IR의 책임을 부수적 직무로 두는 게 좋은 생각인 것처럼 보여도 이는 중요한 기능일 뿐만 아니라 NIST에서도 역할을 분리하도록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관리와 관제는 사고 대응과 직무를 분리해야 합니다.

4. 장기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NIST에서는 전문 직원에 대한 보상 외에도 기업에서는 예산에 사고 대응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훈련 및 관리, 
작업 영역에 대한 물리적 보안을 위한 자금이 포함됩니다.

5. 액세스 권한과 정보 공유에 대해 우려해야 하나요?
사내에 IR 부서를 설립하면 민감한 정보, 각 기업의 시스템 지식, 액세스 권한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서, 광범위한 보안 팀과 분리하고, 업무가 많지 않은데도 지속적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않았다면 IR 부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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