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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안의 핵심은 ‘패치 관리’, 왜? 

최근 청와대를 사칭해 다수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악성 한글 파일을 첨부한 메일이 유포된 사실이 알려

져 적지 않은 파장을 야기했다. 얼마 전에는 모 설계용역 회사의 업무 시스템에 매크로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엑셀 파일이 유입된 일도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및 일반 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취

약점을 이용한 보안 침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취약점, 즉 제로

데이(Zero-day)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 전에 발견되어 보안 패치까지 제공된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보안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보안 패치 적용에 소홀하고 패치 관리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여러 정보보호 관련 규제에도 불구하

고 패치 관리가 미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여러 정보보호 관련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기관의 패치 관리가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패치 관리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이하 MS)가 지난 1월 12일을 기점으로 구버전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이하 IE)

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보안 업데이트를 중단함에 따라 기관 및 기업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 및 

기업의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가 구버전의 IE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상당수 기업에서는 인트라넷 등 업무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이유로 구버전의 IE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에서 구버전 IE를 사용하는 비율은 약 50.34%로, 절반 이상의 기업

에서 구버전 IE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는 구버전 IE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심각한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악성코드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성코드가 악용하는 소프트웨

어 취약점은 IE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공격자들은 윈도우(Windows) 등 주요 OS와 MS 오피스,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Adobe Flash Player), 자바(Java) 등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도 악용하고 있다. 특히 어도비 플래

시와 자바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이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공격자들이 집요하게 파고든다. 국내에서는 

한글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공공 기관 및 기업의 

클라우드 및 가상화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베놈(VENOM) 취약점(CVE-2015-3456), VM웨어 워크스테이션 취약점(CVE-

2015-2336) 등도 발견됐다.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 언제나 유효하다, 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발표한 ‘악성코드 은닉 사이트 탐지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재 유포되고 있는 악성

코드들은 최신 취약점이 아닌 이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은 지난 2015년 12월 

한 달간 유포된 악성코드가 이용한 주요 취약점으로, 2015년 이전에 발견된 취약점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6~7년 전에 

발견된 취약점까지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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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취약점 소프트웨어 취약점 

인터넷 익스플로러 

(Internet Explorer) 

CVE-2010-0249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Adobe Flash Player) 

CVE-2010-2884 

CVE-2010-0806 CVE-2011-0611 

CVE-2010-0249 CVE-2011-2140 

CVE-2011-1255 CVE-2012-0754 

CVE-2012-4792 CVE-2012-1535 

CVE-2012-4969 CVE-2013-0634 

CVE-2013-1347 CVE-2014-0515 

CVE-2013-2551 CVE-2014-0556 

CVE-2013-3893 CVE-2014-0569 

CVE-2013-3897 CVE-2014-8439 

CVE-2014-0322 CVE-2015-0311 

CVE-2012-1875 CVE-2015-0313 

CVE-2008-2551 CVE-2015-3043 

CVE-2008-0015 CVE-2015-0336 

CVE-2015-2419 CVE-2015-3113 

자바 애플릿  

(Java applet) 

CVE-2011-3544 CVE-2015-3133 

CVE-2012-0507 CVE-2015-5119 

CVE-2012-1723 MS OLE CVE-2014-6332 

CVE-2012-4681 MS Windows Media CVE-2012-0003 

CVE-2012-5076 Adobe reader (PDF) CVE-2010-0188 

CVE-2013-0422 MS XML  CVE-2012-1889 

CVE-2013-1493 MS Silverlight  CVE-2013-0074 

CVE-2013-2423   

CVE-2013-2460   

CVE-2013-2465   

[표 1] 2015년 12월 악성코드 취약점 악용 현황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격자들이 최신 취약점이 아닌 패치까지 배포된 오래된 취약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공격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공격 툴

을 암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공격자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이다. 결국 새로운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시간

과 노력을 들이기 보다는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가성비 대비 효과가 훨씬 좋다는 의미다. 

  

게다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배포되었더라도 전세계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패치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취약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점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주기적으로 보안 패치를 

배포하는 등 사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패치의 배포 속도와 실제 사용자들이 패치를 적용하는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 속도는 상대

적으로 느리다 보니 취약점이 누적되어 위협에 노출되는 범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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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우에는 전사에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임직원들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도 다양할 뿐만 아

니라 사용 중인 버전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이를 보안 관리자가 일일이 확인하고 최신 패치를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기업에서 자체적인 업무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에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했을 때 프로그램간의 호환성 및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격자들은 이러한 상황과 

오래된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강화로 PMS 도입 늘어…실제 효과는?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시스템을 노린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비롯한 다수의 정보 보안 관련 규제들이 패치 관리 또는 패치 관리 시스템(Patch Management System, 이하 PMS) 도입

을 강제화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사를 중심으로 망분리 환경에도 PMS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 규제 내용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자치부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

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내부 업무용 시스템 인터넷 접속 차단 

• 내부망에 설치된 패치 관리, 그룹웨어 등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원칙적으

로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 

- 업데이트용 패치 파일 등 외부에서 파일 전송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수

동으로 다운로드하고 무결성 검증 및 확인 후 적용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행정자치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백신 프로그램 등 최신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

여 관리 

• 보안 프로그램을 정기적(일 1회이상)으로 업데이트 

[표 2] 주요 정보보호 관련 규제 중 패치 관리에 관한 규정 

 

그러나 기업 및 기관의 규모, 비즈니스 특성, IT 인프라 등 PMS 도입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은행 등 금

융 기관에서는 폐쇄망 환경에서의 오프라인 패치 지원 및 패치 검증 지원 여부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난 2013

년 발표된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에서는 업데이트용 패치 파일의 경우 무결성을 검증 및 확인 후 적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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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지점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전 지점망으로 패치 적용 시 네트워크 과부하가 발

생할 가능성 등도 필수 고려 사항이다.  

  

한편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할 패치의 종류와 범위도 다양해 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기존에 도

입된 다수의 보안 솔루션에 PMS까지 추가되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관리를 위한 

관리만 하는 꼴’이라는 불만도 적지 않다. 

 

안랩 패치 매니지먼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보안 및 소프트웨어 패치 관리 솔루션인 ‘안랩 패치 매니지먼트(AhnLab Patch Management, APM)’는 기업 내 PC의 각종 

소프트웨어 패치를 실시간으로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정책에 위배되는 PC에 대한 인터넷 접근 차

단 등의 조치가 가능해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국정원 권고 패치 자동 적용 ▲네트워크 

대역폭(QoS) 설정 기능 ▲패치랩 및 테스트 그룹 기능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패치 제공 등에 고객 만족도가 높다.  

 

[그림 1] 안랩 패치 매니지먼트 관리자 화면 

 

1. 국정원 권고 패치 자동 적용 

한글, 어도비 등 국정원 권고 패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검증하고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은 

국정원 권고 패치 제공이 아니라 이들 패치를 적용하는 방식이 ‘자동화’되어있다는 점이다. PMS 제품 중에는 일부 프로

그램의 경우 메일이나 오프라인 방식으로 패치를 전달해 보안 관리자가 서버에 올리거나 공유 폴더를 통해 사내 배포

를 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자의 조작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반해 안랩은 AST 서버를 통해 고객사의 

APM 서버로 패치 파일을 자동으로 전달하며 이 APM 서버를 통해 사내 시스템에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특히 한글 프로그램 패치와 관련해 타 PMS 제품은 한글 패치를 강제 업데이트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안랩 

패치 매니지먼트는 서버를 통해 강제로 에이전트 시스템에 내릴 수 있다. 또한 안랩은 실제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글 패치에 대한 ‘사일런트 패치(Silent Patch)’ 기능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능을 이용할 경우, 신규 

한글 패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알림창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사용자

의 별도 조작이 필요 없게 된다. 즉, 사용자 편의성은 높이고 한글 패치를 강제로 적용할 수 있어 한글 프로그램을 주

로 사용하는 공공기관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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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대역폭 설정 기능을 통한 QoS 보장 

안랩 패치 매니지먼트의 ‘네트워크 대역폭 설정’ 기능은 특히 은행 등 금융권에서 각광받고 있다. 네트워크 대역폭 설정 

기능이란 말 그대로 패치 적용 시 사용할 네트워크 대역폭을 설정하는 QoS(Quality of Service) 기능으로, 기업의 환경에 

따라 패치 적용을 위한 대역폭 조정이 가능해 패치 적용 시 네트워크 과부하를 방지한다.  

  

은행들이 전국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수 천대의 ATM 기기들도 패치 관리의 대상이다. 문제는 ATM 기기가 사용하는 네

트워크 대역폭이 작아 모든 ATM 기기에 패치를 한 번에 내리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 가능성 높다는 점이다. 안랩 패

치 메니지먼트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초당 기본 200KB, 필요에 따라 초당 100 ~ 1024KB 범위로 설정할 수 있어 업무망

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패치 적용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대역폭 설정 기능은 주로 은행권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지점

망을 갖고 있는 곳이라면 모두 활용할 수 있다. 

 

3. 패치랩 및 테스트 그룹 기능을 통한 안정성 

안랩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한 자체 패치랩을 통해 패치 검증을 수행한다. 패치 검증이란 MS 오피스 등 상용 프로그

램의 최신 패치와 ERP 시스템, 사내 메신저 등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주요 애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충돌로 인한 장애를 방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다. 안랩의 패치랩은 별도의 전담 인력으로 운

영되고 있어 탁월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또한 ‘테스트 그룹’ 설정을 통해 업무 중요도나 민감도에 따라 부서 또는 팀 단위, 또는 적용 시간대 단위로 순차 적용 

및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 일부 기업의 경우 사내에서 사용 중인 그룹웨어 호환성 문제 등을 우려해 즉각적인 최신 패

치 적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안랩 패치 매니지먼트의 테스트 그룹 설정 기능을 통해 최신 패치를 순차

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시스템 및 업무 장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SW 저작권 점검까지, 패치 관리 그 이상의 ‘가치’ 

안랩 패치 매니지먼트가 각광받는 이유는 탁월한 패치 관리의 안정성과 편의성 때문만이 아니다.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서는 사내 소프트웨어(이하 SW) 라이선스 수량 점검에도 안랩 패치 매니지먼트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SW 저작권 점검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최근 주요 소프트웨어 제공사들이 라이선스 관리

를 강화함에 따라 계약 위반 사례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경

우 SW 저작권 점검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으며 그 결과가 대통령에까지 보고된다. 일반 기업의 경우 강제 규정은 없

으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위반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모 항공

사에서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구매한 수량보다 초과하여 사용 중인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 해 수백만 원

에 달하는 벌금을 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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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프트웨어 저작권 점검 관리 화면 

 

안랩 패치 매니지먼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별도의 에

이전트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안랩 패치 매니지먼트의 ‘SW 저작권 관리 점검’ 기능을 이용해 각 PC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금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어 적극적인 사용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 밖

에도 기업에서 권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다각도로 사용자의 참여 및 설치 유도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

점이다. 

 

통합 콘솔로 보안 관리자의 운영 부담도 적어 

V3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인 ‘안랩 프라이버시 매니지먼트 스위트(AhnLab Privacy Management Suite)’, PC 취약

점 점검 및 자동 조치 솔루션 ‘안랩 내PC지키미’ 등과 연동을 통해 통합적인 엔드포인트 보안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이

들 솔루션을 하나의 통합 콘솔을 통해 중앙에서 사내 보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이 외에도 안랩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로 안전한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안랩 패치 매니지먼트를 찾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