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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질문(KAIST) 학계에서 바라본 보안 동향



좌장 및 패널 소개

이경호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전, NAVER㈜ CISO, CPO
• 전, 고려대학교 정보전산처장
•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분석 전문위원회 위원
• 전,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자문 위원

김용대 KAIST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현) KAIST 사이버범죄대응기술연구센터장
• (전)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센터장
• (전) KAIST 지정석좌교수
• (전) 미국 미네소타대 교수

손기욱 에스에스앤씨 부사장

• (전) ETRI 및 NSR 연구원

• (현) ㈜에스에스앤씨 부사장

• (현)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 부회장 감사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 (현) 지니언스㈜ 대표이사
• (현) 금융보안포럼 부회장
• (현) 시큐리티 스타트업 포럼 회장
• 19 ISLA 아시아 시큐리트 리더십 어워드 대상 수상

이준호 한국화웨이 전무, Chief Security Officer

• (전) 센스톤 공동대표
• (전) NAVER CISO
• (전) Daum Communication CIO
• 2016 한국CIO포럼 ‘올해의 CISO’



공통질문 : 디지털 전환 성공 위한 보안 전략



[KAIST] 디지털 대전환과 보안

 DX는 전산업군에 보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기업들에게 보안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국민이나 국가에 영향은 주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설계부터 구현까지 전주기에 대한

보안성 검토 필수화

 구체적 기술 지정보다는 요구 조건을 지정

 실질적 세계적 기술 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표준화 추구

 새로운 보안 기술 개발에 따른 유연성 있는 규제 개선
 포지티브 규제 X



[SSNC] 디지털 전환 성공을 위한 보안

 디지털전환의가속화로사이버위협증대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성장과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는사이버보안 관련광범위한
수요를촉발
 일반산업과 ICT 융합확대로전체산업분야가사이버위협의 대상이되어산업·경제적 피해심화

 2025년까지사이버테러로인한글로벌피해액은 10조달러를상회할것으로전망(Cybersecurity 
Ventures의사이버범죄연차보고서)



[KISIA] IT 환경의 변화

 디지털 전환으로 기관/기업 뿐 아니라 클라우드(SaaS), 원격지(WFH) 등 업무 환경 확대

 경계선(Perimeter) 기반의 1차원(1-Dimension) 보안 모델 아닌 ‘다차원(N-Dimension) 보안 모델’ 필요

기존 – 1 차원 업무 환경 및 경계선 보호 현재 – N 차원 업무 환경 변화

Data Center Branch

Internet

Enterprise

Cloud Workload Data Center WFH

Mobile External Users

Enterprise

Internet

비용 증가

• 신규시스템 도입

• 보안인력증가

운영 복잡성 증가

• 클라우드 전환

• 다각도모니터링

보안 위협 증가

• 재택근무확산

• 공격표면증가



[KISIA]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적시(Just In Time)에 최소한의 권한(Just Enough Access)’을 제공하는 보안활동

 속성(Attribute)을 기반으로 통제 및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데이터 중심의 다차원 아키텍처’

Never Trust, Always Verify



[Huawei]



[Huawei]



학계에서 바라본 보안 동향



학계에서 바라본 보안 동향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취약점 양산
 4차 산업혁명과 DX의 숙명

 신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존 기술의 기존 취약점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 등

 신기술에 내재된 완전히 새로운 보안 취약점
 적대적 기계 학습

 DeFi 취약점

 영원히 끊임 없는 취약점 양산

 점점 많은 보안 기술이 플랫폼 내재화
 Amazon, Tesla, 등 Bigtech

 장비 산업으로서의 보안은 줄어들 수도

 보안 기술이 경제적 이득으로
 Apple vs. Google vs. Facebook

 Great Firewall of China

 Huawei vs. US Open Cellular

 공격과 수비 기술 모두 중요
 기술의 중립성

 여전히 패치 되지 않은 취약점은 많다

 보안에 있어 우방은 없다



출연연/대∙중∙소기업의 보안



출연연과 기업의 대처방안

 (출연연) 학계와산업계의교량역할그리고, 정부와산업계의인터페이스역할을통해국가적으로어떤분야

에우선순위를두어서산업화를해야할지등에대한전략을같이수립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 연

구소는산업체가필요로하게될차세대기술개발을함으로서산업체의개발순기를앞당기도록노력하는것

이중요



보안 산업계 현안



해킹을 하지 않고 해킹을 합니다. – 랩서스(Lapsus$)

 코로나(Covid-19) 시기에 ‘MS, 엔비디아, 삼성전자, LG전자, 옥타(OKTA) 등 글로벌 기업의 해킹 및 유출 사고 발생

 목표기업의 근무자 또는 퇴직자를 고용(hiring) 하여 ‘정상적인 방법(VPN 등)’으로 조직에 침투

휴대전화를이용한소셜엔지니어링

계정탈취를위한 SIM 스와핑

대상기업직원의개인이메일계정접근

다중인증(MFA) 승인을위한근무자포섭

목표기업정보수집 (직원/팀현황/헬프데스크등)

공급망(SCM) 관계

“우리는 데이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VPN, CITRIX , Anydesk 정보를 제공해줄

(내부)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



공격자 목표의 변화

 공격자의 목표는 1회성 침투가 아닌 ‘조직 내 장기체류’ 로 변경,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

 공격자 목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응(방어) 전략/전술’ 필요

79%
1년 이내, 랜섬웨어 경험*

32%
두 번 이상 공격(침해) 경험

* 보고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랜섬웨어 방어, ESG



CISO 경험과 제언







질의 응답

22



종합과 마무리



위험은 어디에 있는가?

Time
취약점

Patch 제공

취약점

안정화

신종(변종)

공격패턴 출현

숙련된 전문가의 지속적 모니터링??

Attack

Defense

Targeting(정부,군대 등)

공격 가능

일반적(불특정 다수)

공격 가능

공격발생구간

Zero Day 공격

기존 보안시스템(ESM 등)을 통한 방어

양적

Risk

Impact

매우 강함



지금 목표로 삼아야 할 우리 조직의 모습은?

글로벌 No.1 INTELLIGENT 조직

Data 저장소 UX 사용자 경험 분석 프로세스Use Case

자산관리,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분
석에서 보직자, 담당자의 의사결정 지원

DATA EXCHANGE

Various IT Solutions

Line of Business

DATA SHARING

MASTER DATA

META DATA

INTELLIGENT 의사결정 대시보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NORMAL OPERATION의 자동화



GSS 2023,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