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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 계속)
그렇다면 클라우드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독자라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신의 독자적인 Heartbleed 위협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눈
치챘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며, 특정 클라우드의 구축 상황에 따라 위협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LAMP 클라우드 사이트: 전형적인 클라우드 사이트는 Apache, MySQL 및 PhP가 구동되는 리눅스 배포 (보
통 줄여서 LAMP라고 불린다) 인스턴스들을 포함하고 있다. 클라우드가 도입된 것이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이며
Heartbleed 취약성이 2년 전에 알려진 것과 시기가 겹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클라우드 LAMP 사이트들이 가장 위험
하다.
F5 ADC 하드웨어를 가 진 클라우드: 많은 고객들이 자신들의 클라우드 인스턴스들 앞 단에 F5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두고 있다. F5 ADC가 TCP 연결들을 병합하고, 공통 객체들을 캐시하고, 또한 당연한 일이지만 성능이 많이 요구되는
하드웨어 암호화 연산에 따른 부하를 덜어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이런 고객들은 F5가 SSL을 종료
하므로 이미 보호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가상 서버들이 HTTPS의 암호화를 해제하지 않은
채 내보내지 않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아래 참조)
F5 가 상 ADC: 완전히 가상화된 클라우드에서는 F5 모듈도 가상 인스턴스이다. 근본적인 암호화 하드웨어 오프로드가
생기지 않으면, F5 모듈이 HTTPS 서버들을 위해 SSL을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 덜 매력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드웨어
로 구축된 앞의 경우에 비해 Heartbleed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 경우도 F5 플랫폼이 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가상 ADC에 내재하는 SSL 스택의 소프트웨어가 Heartbleed에 취약하지 않으며 따라서 충분한 방어를 제공하
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
기존 F5 고객들은 단순히 단일 솔루션을 읽고 자신이 보유한 F5 디바이스의 안전성을 재확인한 후, 자신이 현재 안전할
뿐 아니라 자신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지난 2년 동안 Heartbleed에 성공적으로 맞서왔음을 알고 두 다리 뻗고 자면 된다.
만약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F5에 연락하기를 클릭해서 F5 코리아에 연락을 취하면 된다.
만약 F5가 생소한 고객이라면, F5 코리아에 연락을 취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할 것을
권장한다.
F5에 연락하기
결론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인 제럴드 와인버그 (Gerald Weinberg)는 “만약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처럼 건
축가들이 건물을 짓는다면, 이런 건축물을 찾는 첫 번째 딱따구리가 문명 전체를 파괴해버릴 것이다.”라고 말한 일이
있다.
Heartbleed야말로 바로 그런 딱따구리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F5 BIG-IP 디바이스들과 가상 인스턴스들이 벌써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으며 그들이 담당하고 있
는 HTTPS 애플리케이션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자들은 그렇게 방어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으며, 보안 팀
과 협력해 자신에 맞는 속도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F5
에 전화를 걸거나, F5의 시험용 버전을 이용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현재 LTM에서 SSL 터미네이션을 하고 있는 경우, 11.5.0이나 11.5.1에서 디폴트 암호화를 COMPAT로 바꿔서 보안
F5 SSL 스택을 벗어나게 하지만 않았다면, 보호되고 있다. F5의 고객 중 이런 경우는 그 수가 매우 작은 것으로 판명되
었다.
만약 11.5.0 또는 11.5.1을 사용 중이고 관리 인터페이스가 인터넷에 노출되었다면, 취약하다. BIG-IP 관리 인터페이스
에는 OpenSSL 1.0.2이 사용된다. F5는 이런 구성을 권장하지 않는다.
Heartbleed에 대 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F5 커뮤니티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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