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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
본 메일은 Aruba Central 에 발생한 보안 인시던트 건에 관해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HPE 에서는 지난 2021 년 11 월 2 일, Aruba Central 네트워크 분석과 연락처 추적 기능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키가 침해되었고, 외부 공격자가 이를 사용하여 2021 년 10 월 9 일부터
27 일까지 18 일간 사내 환경에 접근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액세스 키는 정규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10 월 27 일부로 사용을 중지하였으며, 현재 환경은
보안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번 인시던트로 인해 영향받은 대상은 Aruba Central 에 포함된 개인정보 내의 네트워크 분석과
연락처 추적 기능뿐입니다.
•

네트워크 분석 기능은 Aruba Central 고객을 위해 Wi-Fi 네트워크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

연락처 추적 기능은 같은 소스 데이터를 사용해 연락처와 위치 추적 레코드를 만듭니다.

HPE 에서는 이 인시던트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조사를 개시했으며 현 단계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uba Central 환경의 네트워크 분석과 연락처 추적 기능에 포함된 데이터는 30 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해당 환경 내에 보관된 데이터는 30 일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

이 환경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중요한 개인정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는 MAC 주소, IP 주소, 디바이스 운영 체제 유형과 호스트 이름, 일부 사용자
이름(ID) 등을 포함합니다. 연락처 추적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액세스 포인트(AP) 이름,
근접 연결과 해당 AP 에 연결한 시간 등도 포함합니다.

•

액세스와 트래픽 패턴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귀하의
개인정보에 무단 액세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보안에 중요한 정보는 침해되지 않았으며,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키를 변경하거나
네트워크 구성을 변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HPE 에서는 고객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현재 액세스 키를
취급하는 사내 규정과 툴을 체계적으로 보강하여 이러한 인시던트가 재차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 조처 중입니다. HPE 는 고객과의 비즈니스와 당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된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arubanetworks.com/incidentFAQ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Aruba Sales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aruba_customer_inquiries@hp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