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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사이버 공격은 더욱 조직적이고 목적 지향적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aeyeon46.lee@hanwha.com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수행되는데, 이를 지능적 지속 

공격인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이라고 한

다. APT 공격 집단은 보안 취약점이나 사회공학적 기

법, 해킹 도구 사용 및 자체 공격 도구 개발 등을 통

해 집단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때까지 공격을 시도하

고 진행한다. 이를 관제하기 위해 공공 및 금융, 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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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at hunting is defined as a process of proactively and iteratively searching through networks to detect and 

isolate advanced threats that evade existing security solutions. The main concept of threat hunting is to find out 

weak points and remedy them before actual cyber threat has occurred. And HMM(Hunting Maturity Matrix) is 

suggested to evolve hunting processes with five levels, therefore, CSOC(Cyber Security Operations Center) can 

refer HMM how to make them safer from complicated and organized cyber attacks. We are developing a system 

for cyber situation awareness system with pro-active threat hunting process called unMazeTM. With this unMaze, it 

can be upgraded CSOC’s HMM level from initial level to basic level. CSOC with unMaze do threat hunting 

process not only detecting existing cyber equipment post-actively, but also proactively detecting cyber threat by 

fusing and analyzing cyber asset data and threat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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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에서 사이버 통합보안관제센터인 CSOC(Cyber 

Security Operations Center)을 운용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많은 제조사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보안 제품들을 출시

하고 있지만, CSOC의 특성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용만 발생할 뿐 원하는 효과를 얻기도 어렵

다. 그래서 많은 CSOC 운영 방식이 보안 장비의 탐지 

성능에 의존하던 보안관제 방식에서 발전하여, SIEM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장비를 도

입 및 운영하면서 여러 종류의 보안 장비에서 발생하

는 로그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SIEM을 

이용해 보안 장비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비 업데이트보다 공격자의 취약점 발견 시점이 빠

르면 보안 장비에서 탐지하지 못하는 Zero-day 공격을 

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시그니쳐 기반

으로 알려진 위협은 지속적으로 변형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패턴이나 시그니쳐 기반으로 위협을 탐지하는 

IDS/IPS(Intrusion Detection/Prevention System)와 같은 보

안 장비의 탐지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관제 패러다임이 위협 헌팅

(Threat Hunting)이다. 위협 헌팅은 위협이 발생하기 이

전에 위협이 발생할만한 사이버 자산의 취약점을 찾

아내고, 이를 제거하여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조

치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칭한다. 이런 위협 헌팅 프로

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협 헌팅 성숙도 

모델 5단계를 정의하며, 성숙도 단계별로 어떤 분야에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위협 헌팅 성숙도 매트릭

스도 제안되었다[1].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위협 탐지와 병행하여 위협 

헌팅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unMazeTM라는 명

칭을 가진 상황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CSOC에 

적용하여 사용시 위협 헌팅 성숙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안한다. unMaze는 보안장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 경보를 표준 인터페이스를 이용

해 연동하여 사이버 자산 정보와 융합 후 탐지 결과

를 사이버 상황도에 도시하고, 위협 인텔리전스 문서

를 분석하여 사이버 자산의 취약점과 매핑시켜 잠재

적 위협을 경고한다. 또한 사이버 자산을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해 관리하며,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블

랙리스트에 해당하거나 화이트리스트 기반 비인가 트

래픽을 검출한다. 위협 헌팅 프로세스가 적용되지 않

은 일반적인 CSOC에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unMaze 

시스템을 연동하여 운영시, CSOC은 위협 헌팅 성숙

도를 최소 1단계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CSOC에 

위협 헌팅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

술하고, 3장에서는 위협 헌팅 개념 및 성숙도 모델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unMaze의 각 기능을 설명

하고, 5장에서는 unMaze 적용시 CSOC이 획득할 수 

있는 위협 헌팅 성숙도에 대해 설명한다. 6장에서 결

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본 논

문을 구성한다.

2. 사이버 상황인식을 위한 사이버 통합보안관제센터

  사이버 통합보안관제센터인 CSOC은 모니터링, 검

출, 분석 그리고 대응 행위를 포함하는 컴퓨터 네트

워크 상에서의 인가되지 않은 행위에 맞춰 공격을 방

어하는 행위를 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조직이 

활동하는 공간이다[2]. CSOC 내에서도 전문적으로 사

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인력

으로 구성된 조직을 침해사고 전담 대응팀이라 하여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라고 하는

데, CERT는 정보통신망 등의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나 기관의 업무 관할 지역 내에서 침해사

고의 접수 및 처리 지원을 비롯해 예방, 피해복구 등

의 임무를 수행한다[3].

  상황인식(Situation Awareness)이란 시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요소와 그에 대한 속성을 인식하고, 가까운 

미래에 현재의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인

지하는 활동이다. 주로 상황인식 시스템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분야의 의사 결정권자에게 의사 결정에 중

요한 현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를 연구하는 분야로, 항공이나 교통관제, 선박 항법, 

군대 지휘 및 통제 등 상황을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시스템이다[4]. CSOC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탐지 및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CSOC이 상황인식 시스템 범주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사이버 상황인식 시스템 관점에서 CSOC의 기능 범

위를 해석하면, CSOC은 보안 장비를 활용해 위협 탐

지를 판단하면서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기능과 더불

어, 가까운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위협까

지 예측하는 기능도 포함되어야 한다. 위협 헌팅은 잠

재적인 위협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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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의 관제방법이므로, 사이버 상황인식 시스템이 

지향하는 목적에 알맞은 프로세스로 활용할 수 있다.

3. 위협 헌팅 및 위협 헌팅 성숙도 모델

  위협 헌팅은 위협이 발생하기 이전에 위협이 발생

1) [1]에서는 “friendly intelligence”로 표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운

용중인 CSOC에서 이미 적용되어 사용중인 intelligence로 해석하여, 
해당 부분을 기적용된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표현했다.

2) PoP(Pyramid of Pain)는 위협 인텔리전스의 IOC(Indicators of 
Compromise) 형태를 6단계로 구분하며, 상위 단계로 갈수록 IOC를 

분석하기 어려운 단계이다. 가장 하위 단계부터 Hash value, IP 
addresses, domain name, network/host artifacts, tools, 가장 상위 단계

로 TTPs(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로 정의했다[5].

할만한 사이버 자산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사전

에 조치하여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조치하는 일

련의 프로세스이다. 위협 헌팅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협 헌팅 성숙도 모델을 5단계로 정

의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 분야에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에서는 위협 헌팅 성숙도 모델을 다음과 같은 정

의로 제안했다. 초기 0단계는 자동화 경보에 의존하는 

단계, 최소 1단계는 CSOC이 위협 인텔리전스를 도입

하는 단계, 절차적 2단계는 타 기관에서 진행한 데이

터 분석 과정을 적용하는 단계, 진보적 3단계는 새로

운 데이터 분석 과정을 창출하는 단계, 선도적 4단계

는 자동화된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

이다. Table 1은 위협 헌팅 성숙도 매트릭스로, 각 단

위협 헌팅 성숙(Hunting Maturity: HM) 단계

위협 
헌팅
수행 
과정

0단계 - 초기
(Initial - HM 0)

1단계 - 최소
(Minimal - HM 1)

2단계 - 절차적
(Procedural - HM 2)

3단계 - 진보적
(Innovative - HM 3)

4단계 - 선도적
(Leading - HM 4)

데이터 
수집

없음
IT 환경 중 일부에서 

몇 가지 종류의 
데이터만 수집

IT 환경 전체적으로 특정 종류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가설 
생성

SIEM, IDS, 
방화벽 등 

장비가 탐지한 
alert에 의존

새로운 가설 
생성을 위해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

새로운 가설 생성을 
위해 일반적인/ 
기적용된1) 위협 

인텔리전스를 분석

새로운 가설 생성을 위해 
일반적인/기적용된 위협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Crown jewel analysis 

기법을 사용해 수동으로 
사이버 자산을 scoring함

새로운 가설 생성을 위해 
일반적인/기적용된 위협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자동으로 사이버 자산을 
scoring함

가설 
검증 
도구

alert을 알려주는 
콘솔이나 SIEM을 

사용한 분석 
수행함.

선제적 탐지 없음

full-text나 SQL-like 
query 등을 통해 
SIEM이나 로그 
분석기 활용

간단한 도구나 
histogram을 활용하여 

기존의 헌팅 
프로시저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함

시각화 도구 또는 그래프 
분석을 활용함. 새로운 

헌팅 프로시저를 개발함

고도화된 시각화 도구 
또는 그래프를 활용한 

분석 수행. 새로운 헌팅 
프로시저를 개발하고 

이를 공개함.

위협 
탐지

SIEM/IDS alert만 
의존하거나 탐지 

장비가 없음

domain, URLs, 
hash값 등 PoP2)의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IOC 식별

도메인명이나 forensic 
artifact 등 PoP의 

중하단 단계의 IOC를 
식별하고 이를 시간 

기반으로 분석함

PoP의 높은 단계 있는 
IOC 상대방의 TTPs를 

탐지 가능

자동으로 복잡한 TTPs를 
찾아내고 campaign을 
추적함. 정보 공유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IOC를 공유함.

분석 
자동화

없음

기본적으로 
매칭되는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alert과 매핑시킴

효율적인 헌팅 
프로시저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고 주기적으로 
프로시저를 수행함

효율적 위협 헌팅 프로시저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여 

자주 프로시저를 수행하고, 
표준 편차나 이상치 탐지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 
사이언스를 수행함

효율적 헌팅 프로시저의 
지속적 수행을 자동화하여 

경보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머신 러닝과 
같은 고도화된 데이터 

사이언스를 수행함

Table 1. Definition of threat hunting maturity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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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 위협 헌팅 수행 과정이 갖춰야 하는 활동 범위

를 정리해놓았다.

  위협 헌팅 성숙도 매트릭스는 총 5단계로 구분하며, 

0단계인 초기 단계는 보안 장비를 통해 사이버 자산

에 위협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일반적인 

CSOC의 기능을 나타낸다. 위협 헌팅 수행 과정에서 

위협 탐지 항목을 가장 기본 기능으로 제시했다는 것

은, 위협 헌팅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위협 탐지 기능

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위협 탐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CSOC이라면 보안장비를 보

완하거나, 탐지에 사용되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확대해

서라도 발생하는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

을 먼저 보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장비를 통해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CSOC의 

경우라면, IT 환경의 일부 데이터 수집을 기존 프로세

스에 추가 시켜, 위협 인텔리전스가 적용된 위협 가설

을 생성할 수 있는 단계가 기본적 1단계이다.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

리중인 자산이 해당 위협에 대해 취약점을 갖고 있다

는 지식 정보가 있을 때 수립 가능하다. 그러므로 관

리중인 자산에서 일부라도 데이터 수집이 반드시 필요

하며, 해당 취약점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이 어떤 것들

이 있는지 매핑시키는 위협 인텔리전스 지식이 있어야 

한다. 위협 가설로 가정한 잠재적 위협의 징후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가설 검증 도구를 사용해서 공격을 

탐지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SIEM이나 

로그 분석기이다. 텍스트 형태로 질의를 하거나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형태로 질문을 생성해서 

로그를 분석함으로써, 공격자가 사용하는 domain이나 

URL, 악성코드의 hash값 등을 찾아낼 수 있다. 가정한 

공격 행위가 발견되면 잠재적 위협 발생 요소로 파악

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 또는 완화하는 대응방책을 적

용하여 잠재적 위협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하나의 위협 

헌팅 가설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다.

  위협 헌팅 성숙도 2단계 이상의 데이터 수집 기능

은 관리중인 IT 환경에서 특정 종류의 데이터를 지속

적으로 수집한다는 동일한 범주를 가진다. 그러나 가

설 생성 단계는 2단계부터 4단계 까지 구분되어 있다. 

2단계에는 가설 생성시 일반적인 위협 인텔리전스에 

추가하여 기적용된 위협 인텔리전스를 사용한다. 기적

용된 인텔리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생성하

고, 어떤 위협 인텔리전스를 적용하여 대응을 수행했

는지를 관리하는 위협 헌팅 수행 과정이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 관리될 때만 가능한 업무이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협 헌팅 성숙도 2단계에 해당하는 

CSOC은 histogram이나 dashboard 형태의 간단한 도구

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hash 값이나 IP 주소와 같은 PoP 중하단 단계에 있는 

IOC(Indicators of Compromise)를 사용해서 이를 시간

에 따라 연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3단계와 4단계는 CERT와 같은 분석가 조직이 위협 

헌팅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때 가능하다. 공

격자의 TTPs(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는 공

격 행위 중 가장 분석하기 어려운 단계인데, 이를 파

악하고 위협 헌팅 프로시저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여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보적 3단계에서는 가설 생성

시 위협 인텔리전스 뿐만 아니라 자산의 중요도를 측

정하여 분석하는 crown jewel analysis 기법을 적용해 

가설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crown jewel analysis는 

관리중인 사이버 자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가중치

를 계산하여 가장 중요한 자산을 선정하는 분석 기법

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시스템의 민감도 분석 및 

위협 발생시 자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하

기 위한 선행과정이다[6]. 예를 들면, 중요 데이터가 많

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일반 사용자의 단말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잠재적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아 데이터베이스의 서버 취약점을 우선적으로 분

석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사이버 자산의 crown 

jewel analysis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7], 항목별 자산의 점수를 사용자가 설정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한다.

  3단계인 진보적 단계와 4단계인 선도적 단계의 가

장 큰 구분점은 자동화이다. 4단계에서는 사이버 자산

의 중요도를 자동으로 설정 및 관리하고, 자동으로 복

잡한 TTPs나 전술을 찾아내고 이를 시스템을 통해 외

부에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헌팅 프로시저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이를 머신러닝과 같은 고도화된 데이터 사

이언스의 기초 데이터로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선

도적인 위협 헌팅 성숙도를 갖게 되면, 최소한의 보안

관제 인력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자산의 

중요도를 관리하고, 위협 발생 현황을 직관적 시각화

로 인지하며, 복잡한 공격자의 공격 행위를 사전에 탐

지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CSOC은 

방화벽이나 APT 솔루션과 같은 하나의 시스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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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여러 시스템이 고도로 융합된 최적화 시스템을 구

축해야 할 것이다.

  위협 헌팅 개념을 도입한 사이버 보안장비는 많은 

국내외 제조사에서 개발 중이며, 대표적으로 위협 헌

팅 프로세스 개념을 제안한 미국의 Sqrrl Inc.[1], 엔드포

인트 솔루션에 위협 헌팅 개념을 적용한 Carbon black 

Inc.[8], Cybereason Inc.[9] 등이 있다. 위협 헌팅 프로세

스를 적용해서 위협 헌팅 성숙도를 만족하는 방법은 

제조사의 개발 제품 및 해당 제품을 적용하는 사이트

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위협 헌팅 개념을 CSOC에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10]에서 정리되어 발표

되었다. [10]에 따르면, 위협 헌팅에 대해 지식을 가지

고 있는 CSOC 담당자는 60 %나 되지만, 현재 보안 

관제에 위협 헌팅 개념을 적용한 곳은 CSOC 중 1/3

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위협 헌팅 적용시 위협을 탐

지하기까지의 기간이 2.5배 단축되었고, 위협을 조사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배 가량이 단축되었다고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고했다. 위협 헌팅 적용시 가장 

큰 장점을 응답자의 72 %가 진화된 위협에 대한 탐지 

성능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위

협 헌팅 기법을 적용한 사이버 상황인식 시스템을 기

존 CSOC에서 사용 시에도, 진화된 위협 및 발생하지 

않은 잠재적 위협에 대한 탐지 성능이 개선될 수 있

으며 이는 5장에서 후술한다.

4. 위협 헌팅을 적용한 사이버 상황인식 시스템 - 

unMazeTM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위협 헌팅을 적용한 사이버상

황인식 시스템인 unMaze의 시스템 프레임워크는 Fig. 

1과 같다. 사이버 정보의 흐름은 정보를 수집하여 필

요한 형태로 가공한 후, 관리중인 사이버 자산 정보와 

위협 인텔리전스와 융합한다. 융합된 정보는 시각적 

정보 전달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어, 사용자가 사

이버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향후 예측을 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이 지원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11]. 정보 흐

름의 각 단계별로 시스템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보안 

장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 정보를 사이버 자산 

정보와 융합하여 사이버 상황인식 정보로 가공한 후, 

상황도를 통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위협 현황을 이

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다. 또한 사이버 보안 장비로부터 위협으로 식별되어 

Fig. 1. Proposed system framework for unMazeTM

Fig. 2. SW functional block diagram of unMazeTM

생성된 경보 외에, 관리중인 사이버 자산의 취약점을 

위협 인텔리전스 문서에서 추출한 정보와 매핑하여 

사전에 위협이 발생 가능한 요소를 제거하는 위협 헌

팅 기능도 포함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

용자는 사이버 상황도를 통해 직관적인 사이버 위협 

현황을 시각적으로 전달받음으로써, 피해 현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unMaze는 Fig. 2와 같이 보안장비와 에이전트를 통

해 사이버 자산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사

이버 위협 정보와 사이버 자산 정보, 위협 헌팅 정보

를 융합한다. 융합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사이버 

상황도, 웹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전달

하여, unMaze 사용자들이 빠르게 사이버 상황을 판단

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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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위협 헌팅 기능을 포함하여, 

사이버 자산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잠재적 위협 요소

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1 사이버 상황인식 정보 수집 기능

  일반적인 보안 장비들이 탐지한 위협 정보만 사용

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비해, unMaze의 사이버 상황인

식 정보 수집 기능은 위협 정보를 사이버 자산 정보

와 융합하여 시각적으로 어느 자산에 위협이 발생했

는지 직관적으로 도시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실시간 사이버 상황인식 정보 수집 기능 구현을 위

한 SW 구조는 Fig. 3과 같다. 데이터 수집 모듈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APT 솔루션 장비나 방화벽 등 타 

보안 장비와 표준 인터페이스인 RestAPI를 사용하여 

보안 장비에서 발생한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한 정보

는 ElasticSearch에 미가공된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어, 

향후 분석가가 전문적인 위협 분석시 활용할 수 있도

록 관리된다. 장비를 통해 수집된 가공되지 않은 데이

터를 ElasticSesarch에 저장하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형

태로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능도 

포함한다. ElasticSearch를 로그 DB로 사용하고, 데이

터 중계 모듈은 kafka를 사용하며, 데이터 수집 모듈

은 Logstash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12]. 표준 인터페이

스를 통해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

식이므로, 기존에 사용 중인 보안장비의 네트워크 토

폴로지를 변경하거나 장비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운용상의 장점을 가진다.

     Fig. 3. SW functional diagram for gathering 

information of cyber assets

4.2 사이버 자산 관리 기능

  unMaze의 사이버 자산 관리는 CSOC이 관리하는 사

이버 자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자산의 

 Fig. 4. Implemented web interface for cyber asset 

management

IP 및 타입, 실행되는 응용 정보 등을 관리한다. 사이

버 자산 관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관리하지만, 

unMaze는 Fig. 4과 같이 웹페이지를 통해 직접 DB에 

접근하지 않고도 자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관리되는 자산 정보는 자

산명, 자산 타입, 설치된 운영체제, 운용 응용프로그램

명 및 버전 정보 등이다[13]. 사이버 자산 관리자는 웹

페이지를 통해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기반 비

인가 자원을 선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한다. 블랙

리스트는 시큐리티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가장 직관적

인 방법이며, 화이트리스트 기반 트래픽 분석은 정의

된 리스트 외의 정보는 모두 비인가 정보로 분류한다
[14].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기반 트래픽 분석은 보

안 장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모니터링 기법으로, 

unMaze는 Bro framework[15]을 기반으로 하여 사이버 

자산의 관리 외의 블랙리스트 트래픽이 검출되거나, 

화이트리스트로 정의되지 않은 비인가 네트워크 트래

픽 탐지시 사용자에게 사이버 상황도를 통해 경보로 

알려준다.

4.3 능동적 위협 헌팅 기능

  unMaze의 능동적 위협 헌팅 기능은 위협 인텔리전

스 정보와 CSOC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 정보를 융합

하여, 인텔리전스에서 명시한 취약점을 보유한 자산이 

있는 경우 잠재적 위협이 발생 가능한 자산으로 간주

하고, 사전에 조치하는 능동적 대응을 수행하는 일련

의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위협 헌팅은 발생하지 않은 잠재적 위협 발생 요소

를 제거하는 활동이므로, 잠재적 위협 요소가 무엇인

지를 가정하는 가설을 수립하는 과정이 위협 헌팅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위협 헌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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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설 수립에는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가 필요한

데,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문서 형태로 배포되는 경우

가 많다. 위협 인텔리전스 문서를 분석하면, 일반적인 

사이버 위협의 증상과 발생 배경, 그리고 해당 위협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인 사이버 자산의 취약점 코드인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등만 기술

되어 있다. CERT팀과 같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일

반적인 위협 인텔리전스 문서만 보면 어떻게 위협 헌

팅을 위한 초기 가설을 세울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 그러나 unMaze의 위협 헌팅 기능은 위협 인텔리

전스와 사이버 자산 정보를 융합하여 초기 가설을 수

립하여 시각화하므로,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해당 위

협에 대한 취약점을 가진 사이버 자산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Fig. 5의 위협 헌팅 

적용 예시와 같이, unMaze는 국내외 보안 관련 업체

에서 발간하는 위협 분석 정보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인 KISA의 C-TAS(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 

System)와의 연동을 통해 위협 인텔리전스 문서를 자

동으로 수집한다. 위협 인텔리전스 문서의 경우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와 같이 해당 문서가 다루는 대표적

인 위협 이슈가 주어지고, 사이버 위협에 사용된 취약

점 코드인 CVE가 같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정 위협 인텔리전스 문서명과 CVE 코드, 그리고 그 

CVE 코드값과 맵핑되는 사이버 자산 관련 취약점 코

드인 CPE(Common Platform Enumeration)에 해당하는 

사이버 자산 정보를 연관 분석하여, unMaze의 사이버 

상황도를 통해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Fig. 5. Proposed threat hunting algorithm with threat 

intelligence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는 매우 방대한 양으로 매일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정보를 모두 수집한다 하

더라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중

요 정보를 식별하지 못하고 위협 분석 대상에서 누락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unMaze는 위협 헌팅 초

기 가설 수립을 위해 관리중인 자산과 연관되어 융합 

정보로 가공된 후 시각적 정보 전달까지 이뤄지기 때

문에, 사용자가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단순히 정보

만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중인 사이버 자산

에 적용한 실질적인 위협 인텔리전스로 활용할 수 있

다. unMaze를 활용하여 자산의 취약점을 찾아 잠재적 

위협 요소로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사이버 위협이 발생할 확률을 점차 낮추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4.4 사이버 상황도 기능

  사이버 상황도는 CSOC에서 지휘관의 상황인식 및 

의사결정을 돕는 시각적 도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

이버 상황인식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제안된 Cybaware

는 시각화 기능의 목표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상으로 다양한 뷰로 생성하여 여러 디스

플레이 플랫폼을 통해 시각화’하는 기능으로 정의했

다[16]. unMaze의 시각화 상황도는 dashboard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 정보 전달이 아닌 직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unMaze는 Fig. 6과 같이 물리적 

사이버 자산의 배치를 모델링하여, 사이버 위협 분야

의 전문가 뿐 아니라 비전문가에게도 직관적으로 사

이버 위협 정보를 전달한다.

  unMaze의 사이버 상황도는 실시간 위협 상황, 위협 

헌팅, 비인가 패킷 관리 등으로 메뉴를 분리하여 목적

  Fig. 6. Implemented cyber COP of unMazeTM for 

cyber situation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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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위협 

상황 도시 기능은 보안 장비를 통해 탐지된 위협을 

도시하는 기능으로, 위협 분석 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 

요약하여 팝업창 형태로 제공한다. 보안장비에서 발생

한 위협 정보 중에서 중요 정보만 추출하여 사용자에

게 팝업창으로 알리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하이퍼링크 기능을 구현하였다. 위협 헌팅 

도시 기능은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와 사이버 자산 정

보를 융합하여, 자산의 취약점으로 인해 위협이 발생

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사

용자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인가 패

킷 탐지 도시 기능은 화이트리스로 관리 중인 사이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IP가 네트워크 내에서 유통되

는 경우 위협 경보를 발생한다. 사이버 위협으로 식별

되지 않더라도 인가되지 않은 패킷이 유통되는 것을 

분석하여, 해당 비인가 트래픽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

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이버 상황도를 통해 사용자는 즉각적으로 위협 발

생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수행할 수 있

어 CSOC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5. unMaze 적용시 CSOC의 위협 헌팅 성숙도 향상

  unMaze를 사용하여 CSOC을 운용하는 경우, Table 2

와 같이 위협 헌팅 성숙도를 획득할 수 있다. 각 항목

별 획득 가능한 단계 및 그 이유를 아래에 기술한다.

5.1 데이터 수집: 0단계 → 1단계

  위협 헌팅 성숙도 중 데이터 수집 과정은 IT 환경 

위협 헌팅

수행 과정
위협 헌팅 성숙 단계별 만족 조건 unMaze 사용시 위협 헌팅 성숙 단계 

데이터

수집

[위협헌팅 성숙도 1단계]

• IT 환경 중 일부에서 몇 가지 종류의 데이터만 수집

 ElasticSearch를 이용해 발생되는 로그를 미가공 형태로 

저장

 빅데이터 수집 및 검색 솔루션의 기본적인 검색 기능 

제공

 보안장비에서 RestAPI를 통해 위협 탐지 로그 수집

가설 생성

[위협헌팅 성숙도 1단계]
• SIEM, IDS, 방화벽 등 장비가 탐지한 alert에 의존

• 새로운 가설 생성을 위해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

 KISA C-TAS를 비롯해 외부의 위협 인텔리전스와 사

이버 자산 정보 융합하여 잠재적 위협이 발생 가능한 

자산에 대한 가설 생성

가설 검증 

도구

[위협헌팅 성숙도 2~3단계]
• full-text나 SQL-like query 등을 통해 SIEM이나 로그 분

석기 활용

• 간단한 도구나 histogram을 활용하여 기존의 헌팅 프로

시저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함

• 시각화 도구 또는 그래프 분석을 활용함. 새로운 헌팅 

프로시저를 개발함

 수집한 데이터를 직관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사이버 상

황도 개발

 ElasticSearch의 kibana를 통해 SIEM이나 로그 분석기와 

같은 텍스트 기반이나 SQL 기반 데이터 검색 가능

공격 탐지

[위협헌팅 성숙도 1단계]
• SIEM/IDS 위협 경보에만 의존하거나 탐지 장비가 없음

• domain, URLs, hash값 등 PoP의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IOC 식별

 hash 값이나 ip 정보, domain 명 등을 알 수 있도록 보

안 장비를 연동

분석 

자동화

[위협헌팅 성숙도 2단계]
• 기본적으로 매칭되는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alert과 

매핑시킴

• 효율적인 헌팅 프로시저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고 주기

적으로 프로시저를 수행함

 KISA C-TAS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위협 헌팅 가설

을 생성

 주기적인 위협 인텔레전스 업데이트에 따라 위협 헌팅 

프로시저도 주기적으로 수행됨

Table 2. Enhancement of threat hunting maturity level with unMaze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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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 자산에서 몇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1단계로 정의했다. unMaze는 APT 솔루션 

등 보안장비에서 발생되는 위협 탐지 정보를 RestAPI

를 이용해 수집하고, 이를 미가공 데이터 형태로 저장

하여 필요한 정보를 분석한다. unMaze는 ElasticSearch

를 이용해 빅데이터 수집 및 기본적인 검색을 할 수 

있고, 시각화 도구인 Kibana를 통해 dashboard 형태의 

웹페이지를 제공하므로, unMaze는 1단계에 해당하는 

데이터 수집을 수행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5.2 가설 생성: 0단계 → 1단계

  새로운 위협 헌팅 가설을 생성하기 위해 위협 인텔

리전스를 분석하는 단계가 위협 가설 생성의 1단계이

다. unMaze는 KISA C-TAS 및 외부의 알려진 위협 인

텔리전스 문서를 활용하여 위협 헌팅 프로세스를 수

행하므로 1단계에 해당하며, 2단계의 기정의된 위협 

인텔리전스 적용은 향후 개발 목표로 수행 예정이다.

5.3 가설 검증을 위한 도구 및 기술: 0단계 → 2단계

  unMaze는 수집한 데이터를 histogram이나 graph가 아

닌 직관적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사이버 상

황도로 표현하였으므로 가설 검증을 위한 도구 수준

은 위협 헌팅 성숙도 2 또는 3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웹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의 검색도 가능하고, 

dashboard 형태로 정제된 시각화 데이터도 제공한다.

5.4 패턴 및 TTP 탐지: 0단계 → 1단계

  unMaze는 hash 값이나 IP 정보, domain 명 등을 알 

수 있도록 보안 장비를 연동하므로 1단계에 해당한다. 

hash 값이나 IP 등은 PoP의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패

턴이나 알려진 시그니쳐에 속하는 IOC이므로, 향후 2

단계나 3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협 인텔리전스

를 분석하는 CERT 인력의 능력이 보완되어야 가능하

므로, 이는 시스템적인 개발 요소보다는 CSOC의 운용

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5 분석 자동화: 0단계 → 2단계

  unMaze는 KISA C-TAS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위

협 헌팅 가설을 생성하므로 2단계로 해석 가능하다. 

KISA C-TAS에서 주간 또는 월간으로 인텔리전스 문

서가 발간되고, 이를 수신하면 연관 분석 및 사이버 

상황도로로 경보를 생성하는 일련의 프로시저가 시스

템적으로 개발되어 운용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사이버 해커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여러 기술을 사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집단을 APT 공격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공격 대

상은 군을 비롯해 금융, 일반적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대부분의 CSOC은 위협이 발생한 

후 보안장비를 통해 발생 결과를 탐지하는 post-active

한 통합보안관제 정책을 사용 중인데, 위협 발생 후 

탐지하는 기존의 보안관제 패러다임으로는 지속적으

로 진화하며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모르는 APT 공격

을 방어하기 부족하다. 위협 탐지와 더불어 pro-active

하게 위협을 헌팅하고 취약점 및 잠재적 위협을 제거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위협 헌팅 기법을 반드시 적용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이버 상황인식 시스템인 

unMaze는 기존에 운영 중인 CSOC에 unMaze 시스템

을 연동하여 위협 헌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unMaze는 보안 장비에서 발생하는 경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로 관리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직관적으로 사용

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위협 인텔리전스 문서에서 

관리중인 자산과 정보 융합하여 어떤 자산이 잠재적

인 위협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후 선대응할 수 있

도록 데이터를 제공한다. 사이버 자산 데이터를 관리

하고 비인가된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 탐지시 이를 가

공하여 사이버 상황도를 통해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unMaze 적용시 CSOC의 위협 헌팅 성숙도

를 초기단계인 0단계에서 최소한의 위협 헌팅을 수행

하는 1단계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향후 unMaze는 위협 헌팅 성숙도를 절차적인 2단계 

이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실시간 사이버 상황인식 정보 수집 기능의 

경우, 성능 저하 없이 수평적인 데이터 수집하고, 시

간에 따라 IOC를 연관 분석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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