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17 -

2022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춘계학술대회 

 

클클라라우우드드  환환경경에에서서의의  LLoogg44JJ  취취약약점점  영영향향  분분석석을을  통통한한  
LLoogg44JJ  취취약약점점  스스캐캐닝닝  시시스스템템  연연구구 

AA  SSttuuddyy  oonn  LLoogg44JJ  VVuullnneerraabbiilliittyy  SSccaannnniinngg  SSyysstteemm  tthhrroouugghh  
LLoogg44JJ  VVuullnneerraabbiilliittyy  IImmppaacctt  AAnnaallyyssiiss  iinn  CClloouudd  EEnnvviirroonnmmeenntt  

 

장수원 
정보보호학과 
세종대학교 

대한민국, 서울 
zelatndnjs@naver.com 

이세한 
시스템보안연구실(지능형드론 융합전공) 

세종대학교 
대한민국, 서울 

sehands@sju.ac.kr 

배승진 
소프트웨어학과 
세종대학교 

대한민국, 서울 
eeodqql09@gmail.com 

박기웅* 
정보보호학과 
세종대학교 

대한민국, 서울 
woongbak@sejong.ac.kr

 

 

11..  서서론론  

최근 JAVA 언어로 제작된 Log4J 라이브러리

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취약점

이 발견되어 Log4J에 대한 취약점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Log4J 취약점의 

영향은 Marven Central Java 패키지 저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35,863개의 패키지 중 8% 이상이 

취약점에 노출이 되어 영향도가 높은 고위험도 

취약점으로 분류되어 있다[1]. 따라서 해당 취약

점을 방어하기 위해 Log4J 라이브러리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공격에 취약한 클래

스를 삭제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내에서도 위와 같은 대응 방안이 

나오면 PaaS(Platform as a Service) 환경 구축

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Log4J와 관련된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자주 바뀌는 대응 방식에 

있어서 환경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한 

서비스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Log4J 취약점

을 분석하고, 해당 취약점이 클라우드 환경내에서

의 Log4J 취약점 영향 분석 및 사용자에게 위험 

 

요요  약약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서버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물리적 

스토리지, 물리적 서버 등)를 가상화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와 IaaS로 

제공되어 인프라 위에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PaaS(Platform as a Service)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구축한 가상화 환경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Log4j 관련 취약점이 발생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사용자 정의 서비스를 구축 시, Log4j 

취약점의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취약점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키워드 :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보안, 서버 보안,  Log4j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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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해주는 스캐닝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Log4j에 관련한 배경 지식을 제공해주어 해당 취

약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3장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Log4J 취약점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4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발환경에서 Log4J 취약점으로부터 안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Log4J 취약

점 스캐닝 시스템을 제안하며,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말한다. 

 

22..  배배경경  지지식식  

본 장에서는 Log4J 취약점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해 Log4J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이

용한 사례를 통해 취약점이 동작하는 원리를 분

석한다. 

 

22..11..  LLoogg44JJ  취취약약점점  

Log4J란 자바 기반 로깅 프레임 워크로서 

Apache 재단의 무료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다. 해

당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웹 사이트 또는 서비스

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로그로 출력하여 

관리해준다. 현재 자바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중 

약 5500여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전자 정부 프

레임워크에서 Log4J를 사용하고 있다[2]. 

Log4shell(CVE-2021-44228)은 Log4j 취약점 

중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는 취약점으로서 CVSS 점

수 중 최고점인 10점을 받은 고위험도 취약점이다. 

해당 취약점은 JNDI(Java Naming and Directory 

Interface)에서 발생하였으며, 공격자는 Lookup 

기능을 이용하여 LDAP서버에 적재된 임의의 코

드를 실행할 수 있다. 

공격자가 Lookup 기능을 이용하여 임의의 코

드를 실행하는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악의적인 공격자는 “${jndi:ldap://example.com/fille}”와 

같은 JNDI 쿼리를 삽입하게 되면 피해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 값을 문자열 그대로가 아닌 

JDNI Lookup기능을 통해 해석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 서버가 해석된 쿼리를 받게 되면 피해 서버

가 공격자 서버로 LDAP 요청을 하고 공격자 서

버는 JNDI 레퍼런스를 응답한다. 응답을 받은 피

해 서버는 HTTP 요청으로 LDAP 응답을 Java 

Code Base로 요청한다. 그 후 공격자 서버에서 공격

자의 악성 클래스 바이너리를 응답하고, 결국 피

해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실행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문제를 대응하려면 JNDI Lookup 명

령어를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림 1. Log4J 취약점 원리 개요도 

 

22..22..  LLoogg44JJ  취취약약점점  사사례례  

2022 년 1 월에는 VMware Horizon Server 내에서 

Log4shell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Sophos 사이버 보안 연구진들에 의하면, 서버 내에 

백도어(Backdoor) 및 암호화폐 채굴기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기기 정보를 수집하는 스크립트 역시 

발견하였다고 보고했다[3]. 

2022년 4월에는 중국의 해커그룹 Deep Panda가 

Log4shell을 이용하여 Fire Chili 루트킷(Rootkit)을 

배치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FortiGuard Labs 연구진은 금융, 여행, 화장품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새로운 공격을 

감지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루트킷 배치는 

악성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레지스트리를 변조하고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를 

위장하기 위한 콜백(Callback)을 생성하게 한다. 

그 이후 지속적인 데이터 탈취를 위해 백도어를 

설치한다. 연구진은 새로운 루트킷인 Fire Chil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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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루트킷과는 다른 독특한 코드 기반을 

가진 참신한 변종이라고 설명하였다[4]. 

 

33..  LLoogg44JJ  취취약약점점  영영향향  분분석석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Apache, Tomcat과 

같이 자바로 된 웹 서버 구현 소프트웨어 내에는 

Log4J 관련 라이브러리가 포함 되어있다. 또한 

Log4J는 다양한 제품 내에 패키지 형태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에서 Log4J 취약점 

존재 여부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해당 웹 서버 구현 소프트웨어는 

Log4J 취약점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Apache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40.19% 점유율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5], Log4J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보안 

업데이트는 필수적이다. 

표 1. Log4J 취약점 관련 환경변수 및 대응 방안 

VVeerrssiioonn  JJaavvaa  EEnnvviirroonnmmeenntt  VVaarriiaabbllee  RRoollee  

2.0 ~ 
2.9.1 

zip -q -d log4j-core-*.jar 
org/apache/logging 
/log4j/core/lookup/JndiLookup.clas
s 

Lookup 
class 

path 제거 

2.0 ~ 
2.14 

System.setProperty("com.sun.jndi.l
dap.object.trustURLCodebase", 
"false"); 

원격코드 
실행거부 

System.setProperty("com.sun.jndi.r
mi.object.trustURLCodebase", 
"true"); 
System.setProperty("com.sun.jndi.
cosnaming.object.trustURLCodebas
e", "false"); 

2.10.0 
~ 

2.14.1 

Dlog4j2.formatMsgNoLookups=tru
e 

Lookup 
메소드 
비활성화 

LOG4J_FORMAT_MSG_NO_LOOKU
PS=true 
%m{nolookups} 
(log4j2.xml 설정) 

 

Log4J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Log4J 

관련 라이브러리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가 

되어 있다면 Log4J의 버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 1]은 Java 설치 버전에 따른 Log4J 

취약점에 대응하는 방안을 보여준다[6]. 

이와 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Java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되면 Log4J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던 Java 환경변수 값의 

상당수가 변동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Java 

환경변수를 확인하고 위험성을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44..  LLoogg44JJ  취취약약점점  스스캐캐닝닝  시시스스템템  설설계계  

자바 환경변수를 이용하여 취약점을 스캐닝 

하는 방법은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Log4J 취약점은 많은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웹 서버 구축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하는 일반 사용자 및 개발자가 

Log4J 취약점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축 또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Log4J 취약점 스캐닝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2. Log4j 취약점 스캐닝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서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자신의 서버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자바 환경변수 스캐너(Java Environment 

Variable Scanner)가 현재 구동 중인 서버 

시스템 내 Java 관련 환경변수들을 스캐닝하고, 

기존에 Log4J 취약점으로부터 안전한 설정값이 

저장되어 있는 자바 환경변수 체크리스트(Java 

Environment Variable List about Log4J)와 비교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사용자 서버 내 

자바 환경변수 설정 값과 체크리스트 설정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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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경우 사용자에게 Log4J 위험성을 

알려주도록 설계되었다. 

자바 환경변수 중 Log4J와 관련된 환경변수는 

[표 1]과 같다. 

 

55..  결결론론 

과거의 클라우드는 인터넷을 통해 단순한 

저장공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였으나 최근에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IaaS, PaaS, BaaS, SaaS를 

통합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어 각광받는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 

내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7]. 

하지만 Log4J 취약점과 같이 대응 방안이 

자주 변동하게 되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까다로워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하면 클라우드 환경을 

유지보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캐닝 시스템을 

토대로 클라우드 서비스 중 PaaS를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 및 개발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AAcckknnoowwlleeddggeemmeenntt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원 

(No.2019-0-00426, IoT - 기반 이식 침습 형 

고위험 의료장치를 위한 능동형 킬 스위치 및 

바이오 마커 활 용 방어 시스템 개발, 10%), 

(No.2021-0-01816 , 메타버스 자율트윈 

핵심기술 연구, 10%)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NRF-2020R1A2C4002737, IoT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지능형 분석 플랫폼 기술 연구, 

80%)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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