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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Threat)공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APT공격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지속성이다. 공격자는 내외부에서 지속적

으로 공격대상의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한다. 보안관제 시스템(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의 경우 이러한 지속적인

공격에 대하여 정상적인 접근 실패로 오인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별도의 경고를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오

탐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하여 지나칠

수 있는 오탐을 임계치 기준 분류하여, 산출된 비교 값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공격에 대한 예측 및 공격에

대한 개선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 기법을 사용하여 장기적으로 시도되는 공격 데이터를 분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격 징후 탐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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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This study suggests the way of forecasting APT and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APT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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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킹 및 악성코드 기술발전 및 사회공학기법의 발

달로 특정 그룹, 기관에 대한 표적 공격(APT)에 의한

위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중요한 산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구글, 야후와 같은

유명 인터넷 업체, EMC RSA같은 대표적인 보안업

체, 영국 RBS 월드페이, 다국적 석유회사, 미국 국립

오크리지연구소, 모건 스탠리의 해킹사건 등 다수의

APT 공격 의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APT공격은 공격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제로데

이 취약점 및 루트 킷과 같은 고도의 공격 기술과 ‘드

라이브 바이 다운로드(Drive-by-download)’, SQL 인

젝션, 악성코드, 스파이웨어, 피싱, 및 스팸 등을 복합

적으로 사용하며, 공격자는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공

격 대상의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한다.

보안관제 시스템(ESM)의 경우 이러한 지속적인

공격에 대하여 정상적인 접근실패로 오인, APT 공격

을 받고 있음에도 별도의 경고를 할 수 없는 한계점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탐 데이터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Data-Mining 을 이용하여 지나칠 수 있는

오탐을 임계치 기준 분류하여, 마이닝 값을 토대로 지

속적으로 일어나는 공격에 대한 예측 및 APT 공격에

대한 개선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 연구

에 대하여 기술하고, 3장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기반

으로 한 개선된 마이닝 기반의 보안관제시스템(ESM)

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 모델에

국내외 공격 사례를 적용해 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

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2. 관련연구

2.1 패턴기반 침입탐지

패턴기반 침입탐지는 오용 탐지(Misuse Detection)

로 불리며, 이미 발견되고 정립된 공격을 미리 입력해

두고, 정책에 해당하는 패턴을 탐지하게 되었을 때 알

려주는 기법이다. 방법론의 종류로는 서명 분석(Signa

ture Analysis),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상태

전이 분석(state transition analysis), 페트리 넷(petri-

nets) 과 같은 방법이 있다. 패턴 기반 침입탐지의

경우 미리 정해진 패턴 외 침입 행위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하다.[1][2][3]

2.2 행위기반 침입탐지

행위기반 침입탐지 시스템은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정적 또는 동적 분석을 통하여 인식하며, 이를 벗어난

것을 침입으로 간주하는 탐지 방식으로 알려지지 않

은 침입 유형도 탐지 가능하다. 하지만 공격의 다양성

을 이용한 정상 행위 위장 또는 불규칙한 사용자의

행위로 구현이 어려우며, 높은 시스템 자원을 요구한

다. 따라서 정상 행위에 대한 오탐율이 높다. APT 공

격과 같은 정상적인 접근 행위를 가장한 유형의 경우

탐지가 매우 어렵다.[4][5][6]

2.3 보안관제시스템(ESM)

보안관제시스템은 방화벽(firewall), 침입탐지 시스

템(IDS),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Anti-Spam)등의 보안

이벤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시

스템을 말한다. 주요 기능은 네트워크 침입차단, 시스

템/네트워크 침입탐지 등의 보안 이벤트를 수집하여

통합 보고서 제공이다.

현재 사용되는 보안관제시스템은 보안 담당자에게

수집한 보안 이벤트를 위험등급 구분 방법론(Risk Cl

assification Methodology), 정규화/규칙 기반 이벤트

수집(Normalization/Rule base Event Collection), 비

정상 감지 및 대응(Abnormal Detection/Reaction), 통

합정책 관리(Intergrated Policy Managemen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매 순간 발생한 사이버 위협의 즉시

적 대응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지만, 연동된 보안장비에서 탐지된 것만 수집, 전

시하기 때문에 보안관제시스템(ESM)의 탐지 정보는

기존 장비에 종속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누적되는 대량의 보안 이벤트로

인하여, 전문가가 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건마다 공격 진위 여부 분석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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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잘못된 탐지로 판별할 시 장시간에 걸친 공격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어렵다.

보안관제시스템(ESM)은 개방형, Multi Vendor 기

반의 전사적 통합보안관리 플랫폼으로 F/W, IDS, We

b F/W 등 보안 장비를 연동하여, 각 장비에서 보안

이벤트를 수집하며, 미리 정해진 패턴에 의해 위협 정

보를 보여준다.

3. 개선된 마이닝 기반의

보안관제시스템(ESM)

보안관제시스템(ESM)의 대표적인 연동 장비로는

방화벽(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ntrusion Detection

System), 웹 방화벽(Web Firewall), Anti-virus, Anti

Spam 등이 있다. 각 장비에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

여, 미리 정해진 패턴에 의해 위협 정보를 보여준다.

보안관제시스템의 경우 진단 방식이 선례를 보고 규

칙을 생성하여 판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탐 진단

이 내려지더라도 APT 공격의 경우에는 실제 공격의

전초 일 수 있다.

(그림 1)은 E社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에서 수집하

는 데이터 베이스이다. 모든 이벤트 로그를 집계하

여 보여주는 영역과, 방화벽에서 가져온 Syslog에서

의 출발지, 목적지 IP정보의 집계 영역 각 세션의 상

태를 표기해준다. 이외에도 IDS에서 받아온 값을 보

여주는 영역, 안티바이러스에서 받아온 값을 보여주

는 영역, Anti-Spam 에서 받아온 값을 보여주는 영

역을 추가하여 보여줄 수 있다.

방화벽에서 받아오는 데이터 로그는 시간, 사용자

(Source IP), 서버(Destination IP) 등이 있으며, 방

화벽에서 받아온 IP를 주요 객체로 사용한다. 사용자

IP(Source IP)의 경우 인증된 외부 공간, 주사용 공간,

특정 사용 공간, 임시 사용 공간, 해외로 나뉠 수 있

다.

공격자가 특정 ID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 방화

벽에서 차단된다.

해외 접속의 경우 정책에 의해 기본적으로 차단으

로 분류되며, 국내의 경우는 허용하게 된다. 이는 행

위 기반 차단 정책으로 예를 들어, 특정 ID 사용자가

출장의 경우 허용 되는 정상 트래픽이 될 수 있으므

로 행위 기반으로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공격자의 IP 대역이 유해 IP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혹은 공격 지역으로 판단된 경우 패턴 기반 차단 기

법을 통해 차단될 수 있지만, Spoofing 된 IP의 경우

비정상 차단으로 인식된다.

(그림 1) E 社 보안관제시스템

한 예로, 공격자가 국내 IP를 이용한 APT 공격으

로 인증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가정을 세워보도록 한

다. 보안관제시스템(ESM)은 로그인 시도의 경우48시

간 동안 3~4번의 실패로그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실수

로 판단하고 공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책을 세

웠다. 하지만 1시간 동안 3회 실패 시 계정 잠금 이라

는 임계 치를 줄 수 있지만 이 또한, 공격을 식별했다

고 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실패 로그를 데이터 마이닝 비교

값으로 사용한다. 해당 임계치 초과 값의 IP대역을 기

준으로 주사용 구간, 특정 구간, 임시 구간으로 분류

한다.

(그림 2) 개선된 보안관제시스템 알고리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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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는 APT 공격 시 제안하는 개선된 보안관제

시스템의 공격 판단 및 알람에 관한 알고리즘의 예

이다. 1회 실패 시 IP 기준 비교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웨어하우스에 저장된다. 그 후 정상 접속 로그가 나타

나면 실패 시 IP 로그와 비교한다. 이는 임시장소와 ,

정상 사용 장소, 공격성공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

만, 실제로 공격 성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

에 일정 수준이상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 위협으

로 적용한다. 또한 이후에, 1회 실패 로그가 생성 되

었을 경우 최초 실패 로그의 장소와 실패 로그 장소

가 다르다면 공격의 전초로 보고 위협으로 적용한다.

(그림 3) 개선된 보안관제시스템 모델

(그림 3)은 개선된 보안관제시스템(ESM)을 모델링

한 결과이다. 최초 로그 데이터에서 위험으로 감지된

로그를 뽑아(Detection Warning Log)내어, 정규화 과

정(Data treatment)을 거쳐 Rule Library에 저장된

다. 이 값들은 데이터마이닝을 거쳐 새로운 모듈로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 맞추어 보여준다. 해당 모듈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출발지 IP, 목적지 IP, 해당 사

건의 분류사항, 마이닝 룰에 따른 결과 그리고 보고사

항으로 분류된다. 결과 데이터는 의사 결정 라이브러

리에 저장되며 개선된 ESM 을 통해서 평가 및 검토

한다.[7]

4. 개선된 보안관제시스템(ESM)

모델의 사례 분석

4.1 A 은행 해킹 사건

2011년 A 은행 전산망에 있는 자료가 대규모 손상

되어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버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노트북을 점령하여 7개월 동안 악성

코드를 심고, 최고 관리자 비밀번호 등 전산망 관리를

위한 각종 정보들을 탈취, 공격명령 파일을 설치 후

원격으로 공격, 서버 운영시스템의 절반을 파괴한 사

건이다.

(그림 4) 개선된 보안관제시스템(ESM)모델을

이용한 A은행 사례분석

(그림 4)은 개선된 모델을 A은행 사례에 적용한 시

나리오이다. 7개월의 APT공격에 의해 시스템 마비가

일어났으며, 대표적인 공격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그림 2)의 알고리즘에서 Type2 인 Unkn

own 장소에서의 접속 로그를 통해서 외부에서의 접

속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실패로그가 확인되지 않

더라도 2차로 수집된 Anti-Virus 로그를 통해 위협을

인지할 수 있으며, 관리자 PC의 경우 임계 치를 최소

로 두어 알람을 통해 공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APT공격의 특성상 일반적인 실패로그로 보

여도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탐지 룰 에 의하여 지

나칠 수 있는 위협 정보를 보고 받아 조치할 수 있다.

4.2 B 기업 해킹 사건

B 기업 해킹 사건은 외부 웹 서버 SQL Injection공

격을 통해 C&C 서버로 사용, 대상 기업의 임직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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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북 또는 시스템을 이용해 기업 내부 네트워크로 접

속을 시도하여 해킹 툴을 이용 중요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취득, 공격을 성공한 사례이다.

제안된 시스템 이용 시, 기업의 내부 시스템이 중

요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획득하고자

시도 할 경우, 생기는 로그 기록을 토대로 설정된 임

계치 내에서 위협 정보로 통보를 내릴 수 있다. 이는

수년간 걸친 공격을 시도하는 APT 공격의 특성상을

이용, 공격 징후 탐지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림 5)는 개선된 모델을 이용한 B기업 해킹 사건

분석 시나리오이다. 원격 명령을 실행하는 일반적인

위협 패킷 정보는 경우에 따라 정상적인 로그로서 인

지 할 수 있으며, 이는 마이닝 룰에 의해 저장된다.

이후 손상된 웹서버에서 일어나는 접근 권한 탈취 중

발생한 실패 정보와 함께 마이닝 룰에 적용 된 위협

패킷과 취합되어 위협 경보를 보내게 된다. 충분한 데

이터의 부족으로 공격 여부를 판별하지 못하더라도,

후에 ID/PW 신규 권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협을

조기에 탐지 할 수 있다. 그밖에, 민감한 주요 PC의

경우 ESM Agent를 이용하여 위험 감지가 가능하다.

(그림 5) 개선된 보안관제시스템(ESM)모델을 이용한

B기업 사례분석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을 기반으로 하는 보

안관제시스템을 모델링 하고, 알고리즘을 통한 분석을

통해 APT공격 시도 시,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공격자의 로그인 시도 시, 계정

차단 및 정상사용 여부에 대한 임계 치를 두고 데이

터마이닝을 거쳐 위협 가능성에 대한 알람 기능을 추

가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도되는 공격에 대하여

데이터를 분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격 징후 탐

지 가능 여부를 개선 가능하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공격 징후 로그에 대한 분석

을 통해 탐지를 개선할 수 있었지만, 특정 실패로그가

접수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며, 보안관제시스템

(ESM)은 로그를 기반으로 위험을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관제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는

탐지가 불가능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격 방

식 분석과 함께 다각도에서 일어나는 공격 시도의 대

응 방안에 관한 연구 및 구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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