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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접근 관리
편의성과 보안성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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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BM Security

2021 IBM Security X-Force Insider Threat Report

내부자 위협에 대한 비용은? 644,852달러
(* Ponemon Institute의 2020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의심되는 내부자 이벤트를 모니터링, 조사, 대응 및

복구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

1. 내부자 공격에 대한 탐지
40% - 내부 모니터링 툴
(SIEM 등)

2. 내부자 공격에 있어
해당 내부자의 40%는
데이터 접근에 대한 특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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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BM Security X-Force Insider Threat Report

1. 내부자로 확인되었거나, 
관리자 권한 접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 모두,
이러한 권한 상승된 접근이
사건 자체 내에 일정 역할을
수행했음.

2. 특권 혹은 관리자 권한의
접근 권한을 가진 기업 내
다양한 역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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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수준과 관련된 내부자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1. 최소 권한 원칙 준수: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장 낮은 수준의 접근
권한을 갖도록 보장. 계정 및 권한 관리 내에 Recertification 프로세스 도입과 주기적인
권한/위험 검토

2. 제로 트러스트 모델 기반으로 특권 접근 관리(PAM) 솔루션 구축:
민감한 조직 역할에 대한 위험 프로필 구축 지원.

3. 통합 보안 관제(SIEM)와 연계된 다계층, 심층 방어 전략:
보호 정책을 강제화하고, 사용자 행동 이상을 감지하고, 내부 공격자를 자동으로
타겟팅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수립

4. 보안 및 관리 부서의 독립성과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
위협을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감독을 제공. 개발 부서도 마찬가지(예. DevSecOps). 

5. 직원을 위한 지속적인 보안 인식 교육:
(특권 및 관리 권한을 가진 직원을 위한) 역할 기반 교육을 통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징후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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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 관리의 어려움

1. 클라우드 사용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

2. 클라우드 사용자에 대한 책임 추구성 확보 문제

3.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유에 대한 문제

4. 접근 경로의 단일화와 통합 관리의 문제

5. 허용되지 않는 명령어 통제와 랜섬웨어 대응

6.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패스워드 관리 문제

7. 관리되지 않는 인스턴스와 계정 탐지

8. 이상 사용자에 대한 탐지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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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사용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

인터넷 상에서 접근하는 클라우드 사용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 만일 ID/PW가 도용되고, IP 대역이
공인 IP 혹은 Proxy IP라면, 접근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 Account Takeover

- Credential Stuf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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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사용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

클라우드 사용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MFA(모바일 OTP, FIDO 등)의
적극 활용

적응형 접근 통제와의 결합
MFA 혹은 적응형 접근 통제와

결합된 PAM 솔루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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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사용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

모바일 OTP의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화면 캡쳐 방지 지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SMS 혹은 이메일 기반 OTP는 Message

Redirect Attack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격에 모바일 OTP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반면, 모바일 기반 OTP의 경우, 악성 앱에 의한
스크린 캡쳐 공격에 주의해야 합니다. 



9 IBM Security

클라우드 사용자에 대한 책임 추구성 확보 문제

클라우드 웹 관리 콘솔 상에서 악의적인 혹은 사용자 실수에 의한 문제 사항들을 추적할 수 있는가?

또한, 중요 인스턴스 내에 악의적인 혹은 사용자 실수에 의한 문제 사항들을 추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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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사용자에 대한 책임 추구성 확보 문제

클라우드를 포함한 중요 네트워크/보안 관련 웹 관리 콘솔 상의 악의적인 혹은 사용자 실수를 추적하기 위
해서, 또한 중요 인스턴스 내 악의적인 혹은 사용자 실수에 의한 문제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책임
추구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클라우드 사용자의 책임 추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은 감사 로그와 영상 기록(세션 레코딩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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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사용자에 대한 책임 추구성 확보 문제

필요하다면, 중요한 인스턴스에 대한 접근에 대해 모바일 OTP의 이중 인증을 통해 등록된 사용자가 접근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Windows Server 상에 부가 인증으로 모바일 OTP 적용 Linux Server 상에 부가 인증으로 모바일 OT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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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유에 대한 문제

어떻게 접속 정보(예. ID/패스워드, OTP)를 공유하고 있나요? 과연 그 방법은 과연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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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유에 대한 문제

ID, 패스워드, 모바일 OTP를 직접 알려 주지 않고, 안전하게 편리하게 인스턴스와 클라우드 관리 콘솔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ession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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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경로의 단일화와 통합 관리의 문제

방화벽 관리가 의외로 도전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통합 관리도 또 하나의 어
려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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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경로의 단일화와 통합 관리의 문제

Verify Privilege Vault의 프록시 게이트웨이를 통해 점프 서버보다 편리하게, 사용자는 마치 직접 접속하는
것처럼, 관리자는 사용자의 행위를 기록하고 허용되지 않는 명령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게이트웨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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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경로의 단일화와 통합 관리의 문제

물론 전체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한 통일적인 정책 강제화 및 중앙집중적 관리 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정책 관리 서버

사용자

보안/운영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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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는 명령어 통제와 랜섬웨어 대응

접근 계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명령어(예, passwd, kill, rm –rf * 등)를 제어하거나, 랜섬웨어와 같은 악의
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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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패스워드 관리 문제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패스워드 관리 문제는 개별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관리 이슈일 수도 있습
니다. 하지만, 하드 코딩된 패스워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일반적인 문제는 컨테이너 기반 어플리케이션
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문제가 됩니다.

DevOps V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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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지 않는 인스턴스와 계정 탐지

관리되지 않는 인스턴스 혹은 계정이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관리되지 않는 인스턴스와 계정은 악
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비즈니스 목적과 다른 용도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로 악용되
는 사례는 매우 흔한 예입니다. 그 외에도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거나, 자원이 오남용될 수 있습니다.

IBM은 디스커버리 기능을 통해 관리되지 않는 인스턴스와 계정을 탐지합니다. 단, 계정의 탐지는 탐지할
마스터 계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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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용자에 대한 탐지와 대응

마지막으로 모든 예방 통제 이후에는 제대로 통제가 효과를 발휘하는지,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과의 연계
혹은 이상 행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상 사용자에 대한 탐지와 대응이 이뤄져야 합니다. 

Verify Privilege Vault와
IBM Security Qradar SIEM과 연동 모습

Verify Privilege Behavi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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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y Privilege Vault와 함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접근 통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치 옵션

- IDC내 On-Prem 배치 모델

- Public Cloud 내 On-Prem 배치 모델

- Security as a Service로 Saa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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