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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 방법이 악성코드를 사용한 공격 형태이며, 이에 대한 피해사례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탐지방법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개

선할 수 있는 증상 기반의 탐지방법과 상태 전이 개념을 도입한 시나리오 기반의 공격징후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키워드: 악성코드(Malware), 사이버 공격(Cyber Attack), 탐지 알고리즘(Detection Algorithm) 

I. 서 론

현재 스마트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는 

반면에 이를 악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들이 사회적 문제

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1].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 

방법이 악성코드를 사용한 공격이다. 그리고 신규로 발견되는 악

성코드가 2012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까지 발견된 악성코드의 수가 2008년 대비 2013년에 약 400%로 

증가한 상태이다[2].  
이처럼 악성코드가 다양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악성

코드에 의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악성코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악성코드를 하나하나 수집하는 것도 어렵지

만 일일이 분석하는 것 역시 쉽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 탐지를 위하여 

기존 탐지방법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기

반의 공격징후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II. 본 론

공격징후 탐지 알고리즘의 핵심은 기존 탐지방법의 한계점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첫 번째는 알려진 공격만을 탐

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공격의 양상은 APT와 같

이 알려지지 않은 신규취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탐지방법으로는 공격 징후 탐지의 한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의 문제점은 탐지된 시점의 이벤트만을 가지고 판단한

다는 것이다. 이는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탐지하고 빠

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지만 최근의 지능화된 공격 

및 공격 징후를 탐지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공격 징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의 핵심 내용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 핵심 내용의 첫 번째는 이벤트가 아닌 증상을 기반으로 탐지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공격의 방법이 다를지라도 공격에 따라 

발생되는 증상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

으로 증상 기반의 탐지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알려지지 않은 공격

을 탐지 할 수 있다.
○ 두 번째의 핵심 내용으로 시간에 따른 증상의 변화를 모델링

하여 탐지 알고리즘에 적용한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델링 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Petri Net에 기반한 상태와 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그림 1의 Petri Net을 기반으로 한 해킹 탐지 모델로는 State 

Transition Analysis 라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이는 해커가 시스

템에 권한을 획득 후 권한상승을 시도하는 과정 등 해킹의 과정을 

시나리오로 만들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는 초기 상태와 N개의 전

이 상태를 거쳐 해킹이 완료된 상태인, Compromised State를 표

함하고 있다. State Transition Analysis 방법은 이와 같은 전이과

정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성격 즉, 프로세스 접근, 디렉터리 쓰기 

접근 등 다양한 성격을 시나리오로 정의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해

킹시도를 탐지한다. 각 전이 단계를 일으키는 해커의 행위를 

Action으로 정의하였으며, 알고리즘에서는 초기상태나 중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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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끝나는 Action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최종 해킹상태인 

Compromised State가 되면 탐지모듈은 침입이 발생되었다고 경

고하는 구조이다.  

그림 502. 상태전이 예시

Fig 1. Example of State Transition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Petri Net기반의 모델링 방법에 시간

의 개념을 접목하고 State Transition Analysis 방법과 같은 시나

리오 기반으로 해킹단계를 모델링하며, 추가적으로 State 
Transition Analysis 방법의 전제조건 2가지를 극복함으로 징후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림 2는 징후탐지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다. 해킹으로 발생될 

수 있는 증상을 정의하고, 정의된 증상을 조합하여 해킹 시나리오

를 만든다, 하지만 모든 해킹이 정형적으로 동일한 순서로 이어나

지는 않기 때문에 초기 상태에 대한 이벤트 발생 없이 중간단계에

서부터 발생되더라도 해킹을 탐지하기 위해 각 시나리오의 적절한 

단계에 Point를 찍어 해당 Point와 일치(또는 상회)하는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경우를 분석의 Seed로 잡는다. 이와 같은 단계는 해킹

이 완전히 성공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크며, 해킹이 아닐 가능

성 또한 상존한다. 따라서 해킹의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의된 시나리오의 각 증상들과 기존에 수집된 RAW Data
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Match Rate를 계산함으로 탐지된 단계 

다음에 일어날 해킹에 대한 징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03. 알고리즘 상세도

Fig 2. Flowchart of Algorithm

III.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격징후 탐지 알고리즘의 핵심은 기존 

탐지방법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한 방법으로 두 가지 개념 즉 

이벤트가 아닌 증상을 기반으로 탐지하는 방법과 시간에 따른 증

상의 변화를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상태전이를 이용한 탐지 알고

리즘을 적용한 시나리오 기반의 공격징후 탐지 알고리즘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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