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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ur society has evolved into a fully connected society in a mixed reality environment enabling various knowledge sharing / 

management / control / creation due to the expansion of broadband ICT infrastructure, smart devices, cloud services and social media 

services. Therefore cyber threats have increased with the convenience.

The society of the future can cause more complex and subtle problems, if you do not have an effective response to cyber threats, due 

to fusion of logical space and physical space, organic connection of the smart object and the universalization of fully connected society.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trategy to build knowledge-base as the basis to actively respond to new cyber threats caused by future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universalization of fully connected society.

Keywords : Target Attacks, Advanced Persistent Threats, Cyber Threats, National Security Knowledge_Base

고도화된 사이버 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한 

Knowledge_Base 구축 략

이 태 †․박 동 규††

요     약

우리 사회는 역 ICT 인 라의 확충과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

한 지식의 공유 / 리 / 제어 / 창조가 가능한 혼합 실 환경의 상시 연결사회로 진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이버 이 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사회는 물리  논리공간의 융합, 스마트 객체의 유기  연결, 상시연결 사회의 보편화로 인하여 사이버 에 한 효과  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APT와 같은 고도화된 사이버 에 한 새로운 근방법과 응 체계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다양한 미래서비스 환경 변화와 상시 연결사회의 보편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한 기반으로써 국가 보안 Knowledge-Base 구축 략을 제시한다.

키워드 : 타켓공격, 지능형지속가능 , 사이버 ,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

1. 서  론1)

우리 사회는 역 ICT 인 라의 확충과 스마트 디바이

스 보 , N드라이 /유클라우드/다음 클라우드 등의 클라우

드 서비스 확 와 더불어 페이스북/카카오톡/유튜 와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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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공유/ 리/제어/창조가 가능한 상시 연결사회로 진화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생활 패턴은 시간과 공

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되었으며, 사이버공간과 실공간의 

구분이 없는 서비스 제공으로 신 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편의성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은 조직 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고 특정 기업이나 국

가를 상으로 장기간의 기획침투  잠복, 정보유출 등의 

지능형 지속가능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s) 

공격의 성격을 나타내는 등 정치 인 성격의 공격으로 발

하고 있다. 구  해킹 사건, 오퍼 이션 오로라(Operation 

Aurora), 이란 원 을 마비시켰던 스턱스넷(Stuxnet),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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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T attack phase

벌 에 지 기업을 노렸던 나이트 드래건(Night Dragon), 

RSA 사의 OTP 기술 유출 사고 등은 특정 지역, 특정 국가

를 상으로 한 고도화된 APT 공격의 표 인 사례로 거

론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 간 사이버 에 한 우려를 사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 에 효과 으로 처하

지 않으면 국가의 안보가 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어 이

에 한 체계 이고 능동 인 응 략을 국내·외에서 연구, 

개발 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물리  논리공간의 융합과 

스마트 디바이스에 의한 이동성이 극 화되는 환경변화에 

따른 고도화된 사이버 인 APT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국가 사이버 공격 응 기술 황을, 4장에서는 국가 사이

버 공격 응 체계 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5장에서 

향후 다양한 미래서비스 환경 변화와 상시 연결사회의 보편

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에 능동 으로 응하

기 한 기반으로써 국가 보안 Knowledge-Base 구축 략

을 제안하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고도화된 사이버 인 APT 분석

APT 공격은 최신 기술로서 기존의 공격이 불특정 다수

를 상으로 시도한 것과는 달리 명확한 표 을 정하여 공

격자가 목 을 달성할 때까지 장기간 동안 지속 으로 정보

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 한 공격을 감행한다는 

에서보다 지능화된 기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격의 방식

도 시스템에 직  침투하는 것뿐 아니라, 표 이 된 조직의 

내부 직원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단말기 등에 한 우회 공

격들을 사용한다는 에서보다 정 한 공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APT와 같은 고도화된 에 응하기 

해서는 기존의 방어보다 심도 있고 조직 인 응이 필요

하며 개별 보안 기술  솔루션 용이 아닌 사  통합 

차원의 보안 체계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 APT 공격을 방어하기 하여  세계의 모든 보안 

련 기업들과 보안 련 기 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다[1-13]. 각각의 연구에서는 APT의 피해 사례 분

석을 통하여 APT 공격의 특성을 악하고 APT 공격을 단

계별로 분석하여 다 계층화된 데이터 심의 깊이 있는 방

어 책을 수립하고 있는 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

하다고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없으며, 특히 국가 인 

응 체계에 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APT 공격은 일반 인 공격과 더불어 제로데이

(Zero-Day) 취약 , 루트킷과 같은 고도의 지능 인 보안 

을 동시에 이용하여 목표에 침투해 은 히 정보를 빼돌

리는 킬 체인(Kill Chain)을 생성하는 특징을 갖는다. 한, 

APT 공격은 보안탐지를 회피하기 하여 은 하고, 천천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 인 공격에 비해 몇 배가 되는 

긴 시간 동안 공격이 행해진다. 보통 다수의 표 공격이 순

식간에 목표를 공격해 필요한 정보를 탈취해 간다면, APT

는 목표 시스템에 활동 거 을 마련한 후 은 히 활동, 새

로운 기술과 방식이 용된 보안 공격들을 지속 으로 공격

해 정보 유출이나 삭제, 시스템에 한 물리 인 피해 등 

공격자들이 궁극 으로 원하는 목 을 이루기 해 행해지

는 공격이다.

APT는 주로 국가 간 첩보 활동이나 기간 시설 괴 등

의 특정 목 을 달성하기 해 행해지며, 부분 배후에 후

원하는 첩보 조직이나 단체가 연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APT가 단순히 정보 유출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공

격자가 지속 으로 표 을 원격 조종하여 정보 유출을 포함

한 시스템에 운 을 방해하거나 물리 인 타격까지도 유발

하는 공격이다[1].

지  재산권이나 가치 있는 고객 정보를 가진 거의 모든 

조직이 표 공격의 상이라면, APT는 주로 정부기 이나 

기간 시설, 방  산업체, 그리고  세계 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 기술을 보유한 주요 기업들과 이들의 력업체  

트  기업들을 상으로 한다[2].

APT는 USB, 외장하드 등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고 정

상 인 트래픽 경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방어가 매우 어렵고, 정상 인 메일이나 웹 사이트 등을 통

해 악성코드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표 에 

가해지는 APT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매우 어렵다[3].

국내·외의 주요 APT 해킹 피해 사례를 로 들면 국내

에서는 농  산망 해킹사건, 캐피탈 해킹 사건, 네이

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3.20 산망 마비사태 등

을 들 수 있으며, 국외에서는 달빛 미로 사건, 미국 하원 사

건, 미국 국방부 사건, 교황 달라이 라마 사무실 사건, 국 

RBS 월드페이 해킹 사건, 미국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 해킹 

사건, 이란 원자력 발 시설 해킹 사건(스턱스넷), 다국  

석유회사 해킹 사건(일명 Night Dragon), RSA 해킹사건, 

모건 스탠리 해킹사고(일명 오로라 사건), GhostNet 사건, 

랑스 정부 사건, 캐나다 정부 사건, 호주 정부 사건, 록히

드 마틴 사건, 국제 통화 기  (IMF) 사건 등을 로들 수 

있다[4][5].

APT 공격 단계는 각 연구마다 조 씩 차이가 있으며 

표 인 분석단계를 보면 Fig. 1과 같이 정찰, 비, 타겟 , 

근 확장, 데이터 수집, 유지의 6단계를 수행한다[5].

3. 국가 사이버 공격 응 기술 황

3.1 국내 사이버 공격 응 기술 황  

국내에서도 사이버 공격 응을 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넷 연구를 수행하

으며,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에서도 자스민(ZAS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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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를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에 한 공격 시그니처를 

실시간으로 생성· 리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14][15][16]. 

한국 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악성코드 탐지시스템은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에 한 공격특징을 탐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공격을 네트워크상에서 탐지할 수 있는 공격 

시그니처를 실시간으로 생성  리 하는 시스템이다[1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넷 연구를 수행하 으

며 안 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한 신종  넷 능동형 

탐지  응 기술을 개발하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한  넷 능동형 탐지  응 

기술은  넷 고유의 그룹행 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넷을 탐지/분석할 수 있으며, 악성 의 형태  특성에 

상 없이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을 통한 행  기반으로 을 

탐지/분석할 수 있다. 한, 능동형 악성  탐지 기술을 통

해 다양한 악성 의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으며, 악성 

의 감염 통보  치료 유도가 가능하다[15][16].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된 사이버 공격 응 연구는 고도화

된 공격에 응하기에는 다음과 같이 부족한 이 존재한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된  넷 능동형 탐지  

응 기술은 서버의  감염 여부는 알 수 있으나 서버를 통

해 감염된 호스트의 정보는 알 수 없는 단 이 있다. 그리

고 한국 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자스민 시스템도 사이버 

공격에 한 공격 시그니처를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리할 

수 있지만, 비정상행  분석 시 분석을 통한 결과가 악성코

드 데이터베이스하고 매칭이 안 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시스템 다 악성코드별 분포 황, 악성코드 달 

경로 황, 좀비 연계도 황 등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사  응을 하기 한 정보 구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3.2 국외 사이버 공격 응 기술 황

국외에서도 사이버 공격 응을 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었다. 그  표 인 로젝트로 자동화된 정보 수집과 

달 시스템을 갖춘 에셜론 로젝트(ECHELON Project)와 

연방 망을 통과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 인 상태를 탐지하는 

아인슈타인 로그램을 들 수 있으며, 한, 허니팟 기술을 

사용하여 공격 정보와 공격 차단 시그니처를 생성하는 노아

(NoAH) 로젝트를 로 들 수 있다.

에셜론 로젝트는  세계에 걸친 자동화된 정보 수집과 

달 시스템을 지칭하는 암호로, 미국 NSA의 주도하에, 호

주 Defense Signals Directorate(DSD)를 비롯한 다른 국가 

기 들과 함께 운 되고 있다. 한, 국의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GCHQ)와 각종 조약에 따른 

미국의 여타 동맹 기 들도 이에 가담하고 있다[17]. 이러한 

국가들은 1947년의 UKUSA 정에 따라, 그들의 활동을 조

정하기 시작하 고, 에셜론은 화, 이메일, 인터넷 다운로

드, 성송신 등을 포함하여 매일 30억 통신을 가로챌 수 

있다고 알려졌다. 에셜론 시스템은 모든  송신들을 무

차별 으로 수집하여, 인공 첩보 로그램을 통해 가장 핵

심 인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에셜론의 

정확한 능력과 목 은 아직 불분명하다[18].

미국의 국토안보부(DHS)는 군사용 네트워크를 감시하

는 국방부의 로그램을 이용해 2003년에 처음 아인슈타

인 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로그램은 교통부와 같은 연

방정부 기구의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정보의 흐름

을 추 하여 사이버 공격일지 모르는 비정상 인 흐름을 

찾아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알려져 있는 사이버 공격 유형

을 찾아내 사이버보안센터에 즉각 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

는 형태로 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로그램도 알려지

지 않은 정교한 공격을 막거나 찾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했었다[19]. 아인슈타인은 미국 정부  공공 기 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해 구축한 보안 로그램으로 1, 

2, 3의 세 가지 버 으로 나 어진다. 아인슈타인 1, 2는 

침입 탐지에 을 두고 있으며, 아인슈타인 3은 미리 

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20].

유럽에서는 허니팟 기술에 기 하여 사이버 공격 시그니

처를 생성하는 노아 로젝트를 수행하 다. 노아 로젝트

는 허니팟 기술에 기 하여 보안 모니터링을 한 인 라의 

개발을 해 필요한 기술 인 작업들을 수행하고 설계하는 

데 그 목 이 있었다. 노아가 지향하는 것은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정보 보안 련 조직들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

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 보안 련 조직들이 해당 

에 더욱 능동 으로 처하도록 하며, 연구자들에게 탐지 

기술 향상을 한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아 로

젝트는 학계, 연구소, 산업체 등 8개의 트 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의 연구 인 라 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다[14].

국외에서도 와 같이 사이버 공격 응을 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지만, 국외에서 수행된 사이버 공격 응 연

구도 고도화된 공격에 응하기에는 다음과 같이 부족한 

이 존재한다. 에셜론 로젝트는 자동화된 정보 수집과 

달 시스템은 갖추었으나 실행코드를 탐지할 수 없으며, 아

인슈타인 로그램도 트래픽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비정상

인 상태를 탐지할 수는 있지만, 여 히 실행코드를 탐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 노아 로젝트도 공

격 차단 시그니처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여 히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사  응을 하기 한 정보 구축이 불가능

한 상황이다.

2012년에 들어와서 사이버 을 비한 새로운 계획을 미

국에서 추진하는 이다. 미국 국방부는 실 투입용 사이버 

무기 개발을 한 규모 로젝트 ‘ 랜 X’를 추진하고 있

다. ‘ 랜 X’는 국방부 산하 방  고등 연구 계획국

(DARPA)이 주도할 정으로, 민간기업과 학, 게임업체들

도 거 참여한다. ‘ 랜 X’는 국의 방공망과 지휘통신체

계를 무력화시키는데 을 두어, 미국 사이버 략의 방

향 환을 시사하고 있다. ‘ 랜 X’는 군의 통신망 이더

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세계 수백억  PC의 치를 

담은 사이버 자지도 작성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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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컴퓨터의 도메인을 담은 사이버 지도를 작성하고 견고

한 운 체계를 개발하여 사이버  발생 시 군의 PC를 한 

번에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21]. 미국의 

랜 X와 같은 최근의 추세를 볼 때 국가 으로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응하기 한 체계 인 방안에 한 수립이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4. 국가 사이버 공격 응 체계 황

4.1 국내 사이버 공격 응 체계 황

우리나라의 국가 사이버 안  체계는 ‘국가 사이버 안  

리 규정’에 의해 정부가 국가안보차원의 사이버 에 

한 응을 보다 강화하여 국가 인터넷망의 자  침해사

고 조기탐지  피해확산 방지를 해 구축한 범국가  체

계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침해 응 센터’가 민간

분야를 담당하고, 국가안 보장회의(NSC) 사무처 주 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출범한 국가정보원 소속의 ‘국가 사이버  

안  센터 (NCSC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가 공

공분야를 담당하며, 국방정보본부 산하의 ‘사이버사령부’가 

군 분야를 담당하는 민· ·군 종합 응 체계이다.

최근 사이버 은 단순한 웜 바이러스 유포에서 탈피, 

각종 악성코드를 결합한 웹 해킹, 규모 네트워크를 이용

한 DDoS 공격, 무선인터넷 해킹 등 다양한 형태로 고도화

되고 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국가 산망에 한 이러한 침입시도를 미연에 탐지

하는 활동이 요하다. 재까지 사이버 기 응과 련

된 업무는 소 부처별로 이루어졌으며, 각 부처의 업무범

는 정보자산과 기반시설에 한 침해사고 응  복구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제어시스템이나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스템은 행 법체계로는 보호할 수 

없어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한, 이에 

한 종합 이고 체계 인 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새로

운 국가 안보 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 

APT 공격과 같이 고도화된 공격에 의한 사건들을 통해 이

미 사이버 공격이 국가·사회 으로 력이 막 하여 새로

운 국가 안보의  요인으로 두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

여 주고 있다. 의 사이버 기는 바로 국가 인 기인 

것이다. 이미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의 새로운 요인으

로 두되었으나 민·  분야별 구분 처로 인하여 한계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APT와 같은 고도화된 공격을 방지

하기 해서는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체계 인 사이버 공격 

응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22].

4.2 국외 사이버 공격 응 체계 황

세계 각국은 사이버  담부 를 창설하는 등 사이버 공

격 응능력을 국가  국방 핵심 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사이버침해를 효과 으로 응하기 

하여 주요국의 사이버 공격 응 체계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22].

미국은 2008년 1월에 신 사이버보안을 해 ‘국가 사이버

보안 종합 략’이 수립되었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2009년 5월 말에는 ‘사이버공간 정책 리뷰’가 발표되

었고, 특히 단기실행계획 첫 번째로 국가 사이버보안정책 

추진을 총 할 사이버보안책임 을 임명할 것을 제안되었

다. 이에 따라 오바마 통령은 2009년 12월 22일에 사이버

보안조정 을 임명하 으며, 사이버보안조정 은 미국 국가

안 보장회의(NSC)에 상주하면서 통령과 NSC에 정기

으로 보고하며, 미군과 민간기 의 연방정부 사이버보안정

책 마련을 한 자문 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 5월 27일 오바마 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안보

의 황과 지향 을 공개 발표한 국가안보 략에서 사이버

보안의 의미와 향후 정책 방향을 요한 략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사이버보안과 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의욕 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표 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22].

국은 기술 인 측면에서 미국과 함께 사이버 안보 분야

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  하나이다. 국 정부의 정보보호

에 한 노력은 법률에 따른 행 규제보다 일반 국민에게 

정보침해에 한 의식을 제고하고 사  처 방안계획과 

실행 역할에 을 두고 있다. 조사권한규제법(RIPA), 컴퓨

터 부정사용법, 테러 범죄  안  보장법 등으로 해커와 

바이러스 유포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스팸 련 규제는 

라이버시 법리와 기통신지침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은 정보통신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정보보안 환경 변화

에 극 으로 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안과 

련한 입법 활동도 비교  활발한 국가  하나이다. 정보보

안과 련해서 국은 사이버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심으로 상당히 극 으로 련 법률과 제도를 발 시켜

왔으며, 특히 EU의 각종 지침을 자국법으로 실화시켜 국

제 으로도 정보보안을 선도하고 있다[22].

독일은 정보 보안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신뢰를 조성하

고 정보사회의 기회를 최 한 이용하기 해 독일 자체의 

정보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미

래사회에서의 정보보호  정보보안에 한 요성을 깨닫

고 1991년에 연방정보기술안 청(BSI)을 창설하여 상당한 

산  인력투자를 해 왔다. 독일의 경우 정보보안을 해 

국가  차원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고, 경제 분야에 있

는 기업도 차 정보 보안과 련한 책임의 성을 인식

하고 비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22].

랑스는 1998년 이후 매우 의욕 이고 계획 으로 정보

화를 추진하고 있다. 랑스는 앙 정보 시스템 보안국

(DCSSI) 내에 랑스 정부 CERT인 CERTA를 구축 운

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운  센터를 구축하여 각  기

에 한 사이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랑스 

정부는 사이버보안 기 리 체계를 수립하여 경계 수 을 

5단계로 분류하고 DCSSI로 하여  각 경계단계에 따른 일

련의 사이버보안 기능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각 정부부

처로 하여  사이버보안 조치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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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motion system for construction of national security knowledge base

일본은 정부기 인 방성 주도하에 2006년 2월부터 3개

년씩 정보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1차와 2차에 걸쳐서 

사회기반  생산설비에 한 사이버 테러리즘 책을 수

립·시행하 다. 최근 2010년 7월에 일본정부는 규모 사이

버 공격에 한 처, 정보 보안정책의 강화 시책으로 ‘정보 

시큐리티 2010’시책을 발표하 고, 규모 사이버 공격에 

한 처 시책으로는 한 동 처를 해 내각 방에 

태세를 정비하고 훈련을 실시하거나, 방 성에 사이버 기획 

조정  (가칭)을 배치, 정보 수집 공유 체제 구축 강화 등이 

있다[22].

세계 각국의 보안 정책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APT와 

같은 고도화된 에 종합 이고 체계 인 응하기 하

여 국가 사이버보안정책 추진을 총 하는 방안이 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5.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Knowledge-Base) 구축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격 기 리 체계에서 부분별로 서

로 다른 조직에 속한 IT 보안 리자들은 많은 같은 들

에 직면하고 유사한 해결 방안을 사용하며, 같은 지식을 수

집하고 용한다. 그러나 그들 부분은 그들 자신의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여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비합리

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APT 공격과 같은 새로운 유형

의 사이버 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하여 국가 차원의 

보안 지식베이스 구축 략  이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응 체계에 한 연구가 필수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지식베이스체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공통의 보안 지식베

이스를 생성하기 한 략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로 

국가 정보통신서비스 인 라의 안 을 도모하기 한 선제

 공격 응이 가능한 국가 보안지식 리 모델 개발이 필

요하며, 신뢰를 통한 지식 공유방안  공유된 지식을 서비

스하기 한 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정상 인 실행 코드와 백신 등에

서 탐지가 가능한 악성코드들이 달되고 있다. 이러한 정

상 실행 코드나 알려진 악성코드를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식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이를 실

시간으로 확인할 기술이 개발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

하지 않는 실행코드를 집  분석하여 새로운 악성코드를 찾

을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재 이러한 데이터베

이스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려진 악성코드가 호

스트로 유입되어도 체 네트워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시

스템이 없어 국가 으로 악성코드의 유포나 감염 정도를 실

시간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실행 가능한 코드가 국가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유포

되고 있으며,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코드가 유포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

가 보안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시간 검색 기술을 개

발함으로써 국가의 보안을 한 단계 업그 이드할 필요가 

실한 상황이다.

5.1 추진 체계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실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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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struction of environment for building national 

security knowledge base

Fig. 4. Long-term plan for promotion of national security 

knowledge base

능한 코드에 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정상 일들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탐지되는 악성코드에 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달되거나 호스트에 새

로 유입된 실행 코드를 확인하여 실행 코드의 유통을 검색·

제어할 수 있는 국가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국가 보안 지

식베이스 구축을 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 Fig. 2, 3과 같

은 추진 략을 수립한다. 

범국가 차원의 실시간 보안 지식베이스의 구축  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응 체계 구축은 

오직 정부만이 추진할 수 있다. 정부의 주도하에 조성할 수 

있는 보안 지식베이스의 구축  환경에 한 추진 략은 

다음과 같다.

-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지식베이스 구축 환경조성을 하여 

기본 트래픽 데이터 정보  활용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한 검증  부실 요소 제거

- 최신의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을 하여 계기 의 연계 로세스 수립  련 사업 

지원

- 보안 지식베이스를 기반으로 범국가 차원의 기 응 체

계를 구축하기 하여 계기 과의 업무 조 체제 구축 

- 최신의 보안 지식베이스 구축을 하여 계 법령 개정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한 근거 마련 

- 보안 지식베이스가 극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응기

, 학계, 산업계 등에 객 성이 부여된 양질의 정보 제공

국가 차원의 보안 지식베이스의 단계별 추진을 한 장

기 계획은 다음 Fig. 4와 같다. 1 단계(1차년도)는 보안 지

식베이스 구축 마스터 랜 도출을 통하여 장기 계획을 체

계 으로 마련하는 단계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안 지식베이스 구축 로세스의 확립  련 제도를 

제·개정하기 한 비

- 보안 지식베이스 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성공 인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한 장기 종합 계획 수립 단계

2 단계(2차년도～3차년도)는 수립된 계획의 추진단계로 

국가 차원의 보안 지식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차원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 로세스 구축

- 보안 지식베이스 구축 로세스를 도입하고, 실시간 트래

픽 수집  데이터 분석을 통합 리하기 한 데이터베

이스  리 시스템 구축

- 보안 지식베이스 시스템 이용을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기 응 체제 구

축

- 국가 차원의 보안 지식베이스 체계 구축  기 응 체

제 구축을 한 법·제도의 제·개정 추진

3 단계(4차년도 이후)는 국가 차원의 보안 지식베이스 체

계 정착  고도화 단계로 정보주도로 시스템을 운 하여 

국가 기 응 체계를 갖추고 산·학·연·민· ·군이 함께 활

용하는 단계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시간 기 응 체계의 고도화를 하여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 로세스의 양 ·질  향상을 수행

- 고도화된 사이버 에 응하기 하여 실행코드 블랙

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데이터베이스의 고도화

- 실행 코드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채 을 미국이나 일본 등 

국외로 확

-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기 응 체제의 

고도화

5.2 추진 과제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기 한 추진 과제로 다음

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1) 보안 지식베이스 구축  활용 로세스 수립

국가 차원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 그리고 기 

응 체계에 한 로세스를 정립하고, 보안 지식베이스 

담 기 의 데이터 수집  타 기 에서 수집된 정보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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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enario 1 for use of national security knowledge base

Fig. 6. Scenario 2 for use of national security knowledge base

베이스화  보안 지식베이스의 활용 로세스를 수립한다.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 구축을 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하도록 한다.

a) 정상 일에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국내·외

에서 개발된 정상 일에 한 시그니처와 해시 값 등을 화

이트리스트로 구성한다.

b)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백신들을 설치한 시스템을 클라

우드로 구성하고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모든 실행 일을 검

사하여 탐지되는 경우 자동으로 시그니처  해시 값 등을 

추출하여 블랙리스트를 구성한다.

이외 재까지 개발된 비정상행  탐지 기법  실행 기

반 악성 유무 탐지를 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구성하고 

a), b)에서 확인되지 않는 모든 일을 검사하여 화이트리스

트, 블랙리스트, undefined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자동 구축

한다. 한, 새로운 탐지 기법이 되면 이를 수용하기 한 

open API를 개발한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네트워크에서 달되는 모

든 일에 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GUI를 구성하

여 국가 네트워크에서 달되는 모든 실행코드의 악성 여부

를 악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블랙리스트에 매칭된 코드는 

자동 행  추  는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새로

운 공격에 응한다.

보안 지식베이스 활용을 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시나리오 1 : 사이버 에 응하기 하여 보안 지식

베이스 담 기 에서 직  데이터를 수집  분석 후 조

치하는 경우의 보안 지식 활용 로세스

①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 는 유  조직에서 제공한 

정보 제공을 통해 보안 지식이 될 수 있는 정보 수집

② 보안 지식베이스 담 기 은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보안 지식베이스화를 수행하고 계기 과의 력을 통하

여 필요하다면 패치 제작과 패치 검증을 수행하고 기

리 응 체계에 따라서 민간, 국가·공공, 국방 분야 등 국

가 인 사이버  응을 수행하도록 한다. 

- 시나리오 2 : 기존 련 분야 즉 민간, 국가·공공, 국방 분

야의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 에서 악성코드 련 

정보 등을 수집한 경우의 보안 지식베이스 정보 구축  

활용 로세스 

① 기존 악성코드 수집 시스템  신고 수로 악성코드 

련 정보가 각 련 부처별(KISA, NCSC 등)로 수집되는 

경우 보안 지식베이스 담 조직으로 달되어 분석  

검증을 거쳐 보안 지식베이스화를 수행한다. 

② 보안 지식베이스 담 기 은 타 기 에서 수집된 정보

를 기반으로 악성코드 달 이력 보안 맵을 갱신하고, 

기 리 응 체계에 따라서 민간, 국가·공공, 국방 분야 

등 범국가 인 사이버  응을 수행하도록 한다.

- 시나리오 3 : 국가  차원의 축 된 보안 지식베이스를 

이용하여 실시간 좀비 황, 악성코드 달 경로, 지능화 

 고도화된 사이버  정보, 특정 IP의 과거 이력 정

보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로세스

① 국가 인 보안 지식베이스 정보 구축을 통하여 고도화된 

사이버 과 련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

게 된다. 

② 해당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IP나 도메인과 같은 식별 정

보를 이용하여 보안 지식베이스 담 조직에서 리하고 

있는 사이버  련 정보를 검색한다.

③ 보안 지식베이스 담 조직은 요청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고도화된 사이버 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이버 의 험도  시 성에 따른  

응 로세스를 수립한다. 

- 사이버  정보마다 다수 이해 계자가 존재함에 따라 

정보마다 이해 계자별 역할을 구분하고 이해 계자별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사이버  정보의 험도, 시 성 등에 따라  응 

체계의 로세스를 결정하며, 험도가 큰 경우에 정부 

 산·학·연 문가로 구성된 심의 원회를 통해 응 방

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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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enario 3 for use of national security knowledge base

2) 보안 지식베이스 시스템 운   서비스

국가 차원의 보안 지식베이스 시스템 구축 운 을 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행되어야 한다.  

- 악성코드 등  련 이벤트 정보의 실시간 수집, 분석 

 지식베이스화를 자동화할 수 있는 보안 지식베이스 시

스템을 구축한다.

-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에서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근하여 보안 지식베이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

이스를 개발한다.

-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악성코드 이동 경로 보안 맵 

등 보안 지식베이스를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수집된 악성코드 등  련 이벤트 정보를 분석  검

증하고 리하기 한 통합 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실행코드의 분석을 하여 악성코드의 블랙리스트 

 실행코드의 화이트리스트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

화해야 하며, 사이버 침해 정보 수집을 확 하고 리해야 

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 양질의 풍부한 사이버  정보 수집을 한 국내·외 수

집채 을 확 한다.

-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에서 화이트리스트 실행 코

드, 악성코드  사이버 침해 련 정보 수집 채   체

계를 확립한다.

- NIST, US-Cert 등 국외 침해사고 응기   연구기

에서 탐지·분석한 정보 수집 채   체계를 확립한다.

- 모든 사이버  련 정보를 보안 지식베이스 담 조

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분석, 검증, 지식 보호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으로 보안 지식베이스를 갱신하고, 

계기 과의 연계 체제를 통한 보안 련 데이터베이스를 

확 하여 민, , 군 등에서 기 응을 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한, 실시간 트래픽 검사를 통해 갱신된 입체 인 보안 

지식베이스를 활용하여 국가 차원의 실시간  리를 수

행하고 신규  탐지를 분석하며, 그 사항을 검증해야 한

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 알려지지 않은 신규  탐지  분석과 취약 이 존재

하는 실행코드의 실시간 분포 정도, 실시간 좀비 황 정

도 등의 입체 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련 정보를 

계기 과 공유하여 에 응·조치하도록 유도한다.

3) 보안 지식베이스 업무 담조직 신설

국가 차원에서 실시간 데이터 수집  계기 을 통한 

사이버 침해 정보를 수집·분석  지식베이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인 기 응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 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게 된다. 이 담

조직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실시간 사이버  분석을 통한 유사 침해사고 재발 방

지  신규 사이버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사  방 

능력을 강화한다.

- 국내·외 계기  간의 사이버  정보 력을 통한 신

속한 기 응 업무를 추진  수행한다.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 담 조직은 다음과 같은 으로 

구성될 수 있다. 

-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  : 실시간 데이터 수집 등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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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지식베이스 통합 리  : 보안 지식베이스 갱신, 유

지 리  서비스 제공 등 보안 지식베이스 시스템 운

- 국내·외 총 력  : 국내·외 계기   산·학·연 등 

타 기 과의 력체계 구축  기 응 업무 수행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 담조직에서는 정부 부처별로 산

재하여 수집되고 공유되는 사이버  정보의 신속한 통합 

수집을 하여 유기 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

의 분석·검증  지식베이스화를 통하여 통합 리를 수행

할 수 있는 임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4)  응 체계 구축  인력양성

국가·공공, 민간, 국방 분야, 정보보호 기   산업체, 학

계, 연구소 등과 유기 인 공조 채 을 구축하여 사이버 

 련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를 

갱신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실시간 사이버  

응 체계를 완성한다.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

행한다. 

- 사이버  정보 수집  공조채 을 다변화하여 침해사

고와 연계된 정보를 보안 지식베이스화하여 신속 정

확하게 입체 으로 리한다.

- 사이버  응 련 정책을 제정  활성화하여 국가 

기 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조체계를 활성화한다.

- 해외 계기   산업계와의 력 채 을 확보하고 공조 

체계를 구성하여 국가 기 상황에 한 실시간 사이버 

 응 로세스 구축

그리고 사이버  응 정책, 기술, 표 화 연구를 한 

산업계, 학계, 연구소, 정부기 , 군 등으로 구성된 의체를 

구성  운 한다. 이 의체를 통하여 국가 사이버  

응을 한 보안 지식베이스 담 조직의 요 정보  사

이버 의 험도에 따른 응 방안  연계된 종합 책

을 함께 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 고도화된 사이버 에 처하고 보안 지식베이스 

담 조직을 운 하기 하여 보안 지식을 갖춘 고  인력

을 양성해야 한다. 산업계, 학계, 정부기 , 군의 보안 교육

을 한 활동을 지원하고 모의 해킹 등 실무를 통하여 

에 응 능력을 갖춘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데

이터 탐지 분석  보안 지식화 등 특화된 연구 활동 지원

을 통하여 고  인력을 양성한다. 한, 화이트 해커의 양성

화 활동  양성을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한다.

- 해킹방어 회,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 공모 과 같은 활동

을 통하여 국내 화이트 해커의 양성화 활동을 활성화하

고, 학계  민간 부분 연구 지원을 통하여 화이트 해커

의 연구 참여를 지원한다.

- 화이트 해커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화이트 해커들과

의 연합 모임을 구성하여 다양한 보안 정보 수집  문

가로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한다.

5) 법제도 개선

사이버  응을 한 보안 지식베이스 담 조직 신

설을 하여 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한다. 

- 보안 지식베이스 담 조직 신설을 한 법률 제정  침

해사고 기 응 체계 통합 구축·운 을 한 법률을 개

정한다.

- 신설 조직의 법률  근거를 해 조직의 구성  운 에 

련된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 센터 규정’ (가칭) 는 법

률을 제정한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체계와 사이버 

 응 체계 구축을 한 제도마련  법률 제·개정을 

하여 다음 내용을 수행한다. 

- 고도화된 사이버 에 응하기 하여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련된 정책을 마련한다.

- 공조 체계에 있는 계기 에서 사이버  련 정보 

확보 시 즉각 인 신고 의무화 정책을 마련한다.

- 국가 차원의 사이버  응 로세스 이행 의무화  

이해 계자별 역할을 규정한다.

- 사이버 안  리 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기 

응 련 기존 법제 통합을 개정한다.

한, 사이버  응 방안을 한 인식제고 로그램

을 수행하여 사이버 에 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기반

으로 사이버  련 데이터의 수집과 기 응 조치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해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사이버  상별, 수 별 응 방안에 한 교육·훈련

을 추진한다.

-  응 체계 구축을 통한 사이버  응  방 

사례에 한 교육  국민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 국민을 상으로 사고정보  정보의 등록을 유도한다.

5.3 추진 방안

앞에서 설명한 추진 체계를 실행하기 한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 지식베이스 구축 로세스 수립방안

범부처  산업체, 학계, 연구소 문가들로 구성된 담

반을 구성하여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 구축 로세스를 수립

한다. 구축 로세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학·연·민· ·군 등 범부처를 포 하는 국가 보안 지식

베이스 구축 로세스 수립

-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한 데이터 수집 로세스 개발 

- 타 기 에서 수집된 정보의 검증을 한 검증 로세스 

개발 

-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수집과 리스트 데이터베이스 

갱신 로세스 개발 

- 실시간 실행코드 분석을 한 빅 데이터 분석 로세스 

개발

- 실시간 보안 지식베이스 갱신 로세스 개발 

2) 사이버  응 의체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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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ocess for generation of national security knowledge base

Fig. 9. An example of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knowledge base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 구축  사이버  응 정책, 

기술, 표 화 연구를 한 산업계, 학계, 연구소, 정부기 , 

군 등으로 구성된 의체를 구성  운 한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규모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수집된 빅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분석된 정보의 지식베이스화, 보안 지식의 활

용방법 등 고도화된 사이버 에 응하기 한 신기술 

연구를 추진한다. 한, 고도화된 사이버 에 응하기 

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

석, 지식베이스화하는 독립 인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 시스

템을 구축하고, 구축된 보안 지식을 사용하여 사이버  

정보의 험도, 시 한 정도 등에 따라  응을 수행하

는 사이버  응 체계를 수립한다. 

APT와 같이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응하기 한 지

식베이스를 구축하기 해서 먼  실시간 데이터 패킷의 

수 검사를 통하여 필요한 이벤트들을 수집할 수 있어야 하

며,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여 실행코드 련 정보 검색  

실행코드 추출이 필요하며, 실행코드를 악성코드 데이터베

이스와 화이트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알려진 악성코드는 추 을 수행하고, 알려지지 않은 실행코

드는 연 성 분석을 통하여 악성코드 분석을 수행하고,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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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코드일 경우 지식베이스화하여 실행코드 달 이력 추

을 한 보안 맵을 갱신한다. 다음 Fig. 8은 국가 보안 지식

베이스 생성 과정을 나타낸다. 이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실

행코드 달 이력 보안 맵은 고도화된 공격에 하여 응

략 수립  조기 공격 응 방안 확립이 가능하게 된다. 

한, 국가보안 지식베이스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

가 가능하리라 기 된다. 

- Inbound/Outbound 트래픽 상세 모니터링 분석 체계 확보

- 고 화된 는 숨겨진  탐지/ 응 방안 제시 

- 이 되는 사이트 근 행  탐지  통제

- 공격의 Life cycle을 제공

- 악성코드 유입 경로 분석 

- 감염된 시스템 트래픽 분석 

3) 국가보안 지식베이스 담조직 운  방안

고도화된 사이버 으로 인한 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

우에 신속하게 국가 인 차원에서 응하기 하여 일 성 

있는 정책 수립  운 이 필요하며 이를 해 정부 주도의 

독립 인 담 조직으로 운 하고 기존의 기 리체제와 

연계하여 수행한다. 국가보안 지식베이스 담조직은 다음

과 같이 세 개의 으로 구성하여 운 한다. 

-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  : 실시간 데이터 수집 등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 보안 지식베이스 통합 리  : 보안 지식베이스 갱신, 유

지 리  서비스 제공 등 보안 지식베이스 시스템을 운

한다.

- 국내·외 총 력  : 국내·외 계기   산·학·연 등 타 

기 과의 력체계 구축  기 응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보안 지식베이스 담조직은 재의 국가 기 응

체제와 유기 으로 연 된 독립 인 조직으로 구성되며, 산·

학·연 단체와 민· ·군 사이버  응 체제와 연계하여 

정책  종합 책을 수립하여 운 한다. 국가보안 지식베이

스 담조직의 운  는 다음 Fig. 9와 같다.

우선 실행코드 달 이력 보안 맵을 작성하기 해서는 

실행코드 실시간 추 기술과 분석기술이 필요하다. 한, 기

존에 알려진 악성코드와 련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며, 

이것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APT 

등과 같이 고도화된 공격도 실제 공격 진행 과정 에 반드

시 네트워크를 통한 실행코드 달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

행코드 달시 이미 구축된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인 실행코

드 달 이력 보안 맵을 이용하여 실시간 추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민간과 국가·공공 기   군을 포함

한 국가 차원의 체계 인 이벤트 수집  보안 지식베이스

의 구축  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일원화된 조직

이 구축되어야 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물리  논리공간의 융합과 

스마트 디바이스에 의한 이동성이 극 화되는 환경변화 상황

에서의 APT 사이버   공격단계를 분석하 다. 한, 

국내·외 사이버 공격 응 기술 황  사이버 공격 응 

체계 황을 조사 분석하 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고도화된 사이버 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한 

기반으로써 국가 보안 지식베이스 구축 략을 수립하 다. 

본 논문의 결과를 활용하여 APT 등 고도화된 사이버 

에 국가 차원의 효과 인 기 응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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