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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하고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협 요소를 빠르게 분석하여 즉각적으로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기술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요소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안 대처 및 다차원 가시성 강화 기술을 제시하고, 

각 요소기술을 순환루프형태로 구성한 사이버 방어 순환을 형성하는 스마트 보안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Ⅰ. 서 론  

컴퓨팅 환경이 PC (personal computing) 중심의 개인 

컴퓨팅 환경에서 IoT/모바일/클라우드 (mobile/ IoT/ 

cloud computing) 환경으로 다양화되고, 온라인 가상 

화폐와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악의적인 공격자가 

익명성을 확보하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국가기관의 서버와 PC 에 

대한 고도의 사회 공학적 기법과 제로데이 취약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과, 금전적인 요구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시스템을 감염시켜 데이터를 

암호화를 시키는 랜섬웨어 (ransomware), 보안이 

취약한 IoT 단말들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등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공격을 검사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방화벽 (firewall), 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 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등과 같은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사용한다. 하지만 기존의 보안 시스템들은 

분산된 하드웨어의 탐지, 제어 기능으로 인해 유연하지 

못한 구조를 가지며, 기존의 알려진 악의적인 트래픽을 

탐지하는 정적인 침입 탐지 기술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공격에 대한 대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그니처 기반 탐지 (signature-based inspection)로 

인한 IDS 의 오탐 (false-positive)과 미탐 (false-

negative)의 확률이 높아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DN (software-defined networking) 

기반의 유연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능형 스마트 보안 

프레임워크인 사이버 방어 순환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이버 방어 순환 시스템은 위협의 탐지, 분석, 및 

대처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대응이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기존의 유연하지 못한 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사이버 방어 순환(cyber defense cycle) 기술 

 

Ⅱ. 사이버 방어 요소 기술 

제안하는 사이버 방어 순환 기술의 구조는 그림 1 과 

같이, SDN 기반의 IoT/모바일/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세가지 (다차원 정보수집, 위협 분석, 보안 대처)의 요소 

기술로 이루어 진다. 

 

2-1. SDN 기반의 유연한 네트워킹 

SDN (software-defined network)은 네트워크의 

트래픽의 경로를 결정하는 컨트롤 평면과 데이터들이 

지나는 데이터 평면을 분리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관리를 

유연하고 민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또한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기술은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가상화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SDN 과 NFV 를 통해 방어 순환 

시스템을 유연하게 적시, 적소에 네트워크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전반적인 보안 

위협에 대한 광범위한 가시성 확보와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1].  

 



2-2. 다차원 가시성 확보 기술 

제안하는 사이버 방어 순환 기술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의 수집을 바탕으로 한다. SDN 

기반의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전반의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트래픽을 유연하게 라우팅/포워딩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트래픽 모니터링 정책을 바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3]. 또한 트래픽의 경로를 

바탕으로 유사한 트래픽을 분석하여 같은 IDS 에서 

검사하여 탐지 효율을 높인다 [4].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뿐만 아니라 기기 상태 정보 (자원 

사용량, 프로세스 정보 등) 및 사용자 행동 정보  

(서버/DB 접속 로그, 메일 등)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단순히 네트워크 정보만을 활용하는 

1 차원적인 모니터링 기법으로는 탐지할 수 없는 

랜섬웨어, APT 등과 같은 다양한 공격에 

적응적/선별적으로 다양한 도메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복잡한 형태의 공격도 탐지할 수 있다. 

  

2-3. 위협 정보 분석 기술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 운영시스템 자원사용 및 보안 

로그, 사용자 행동 패턴 등의 서로 다른 도메인의 

정보지만 상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많은 

양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저장한다. 이렇게 확보된 

다양한 도메인의 빅데이터 (big data)를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딥러닝/강화학습 

(deep/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위협 정보  (threat intelligence)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2-4. 보안 대처 강화 기술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협 정보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분석한 위협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안 대처 또한 중요하다. 그림 2 과 같이 보안 대처에는 

네트워크를 재구성 하고, 감염된 호스트를 네트워크에서 

분리시키고, 위협으로 판단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대응 이외에도, 분석된 정보에 따라 

모니터링 정책을 능동적으로 변경하고, honeypot 을 

생성하여 네트워크에 유동적으로 배치하는 등 각 위협에 

알맞은 대처를 함으로써 보안을 강화시킨다.  

 

Ⅲ. 사이버 방어 순환 구조 

사이버 방어 순환 시스템에서는 각 단계 간 위협 정보 

공유를 통해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분석한 위협 

정보를 사이버 방어 순환의 모든 단계의 요소 시스템에 

실시 간으로 공유하여, 잠재적 위험이 있는 트래픽, 

호스트 또는 사용자에 대해 능동적으로 감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체 시스템이 위협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분석된 위협 정보를 방어 순환 전 단계로 확산시켜, 

확산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차원 정보수집 시스템은 

새로운 모니터링 정책을 즉각적으로 적용하여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한다. 새로 생긴 트래픽이나, IDS 로부터 

의심스러운 트래픽이라는 알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해당 플로우의 전체 트래픽을 검사한다 [5].  

이는 기존의 보안 솔루션은 위협이 발견되었을 때,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거나 위협을 차단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여, 위협 정보를 잘못 판단하고 

차단하였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 방어 순환 기술은 모든 

요소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연동되고 상호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위협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즉시 그에 알맞은 새로운 네트워크 보안 정책이 

도출되고, 위협에 알맞은 대응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림 2 사이버 방어 순환(cyber defense cycle) 구조 

 

IV.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이버 방어 순환 기술은 다차원 

정보활용, 위협정보 공유, 적응적 반응 및 능동적 

모니터링을 통해 모바일, IoT, 클라우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의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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