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Threat Hunting Seminar

사이버 위협 헌터 (CYBER HUNTER)의 시대 :
위협이 새로운 세대로 변화되면서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DeokJo Jeon, CQVista Inc.
Ja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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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Prevention)위주의 보안”은 결국 실패한다!
지능형 위협 = 샌드박스 기반 APT 방어 솔루션 도입

80%

업계 선도 차세대방화벽 +APT,
APT 솔루션의 평균 악성코드 탐지율

Miercom, 2016

통합보안 관리(SIEM) = 경보 분석: 약 1%

16,937 건

(평균) SIEM 경보 수 /
주간(Week)

80%
84%
146 일

네트워크 침해사고 발생 비율
Verizon, 2016

외부기관에 의한 침해사고 탐지비율
Mandiant, 2016

평균 탐지 갭(gap) 일 수
Mandiant, 2016

 다양한 보안 솔루션으로 탐지
가능한 보안 위협: 60%
 놓치는 위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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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17 Threat Hunting Report (330 SOC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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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Prevention)위주의 보안”은 결국 실패한다!

공격자
3

 일부 공격자들은 방어자들 보다 똑똑하다.
 공격자/침입자들은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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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 사이버 전쟁, 지능형 위협 등
2003년 이라크전쟁

2007년 에스토니아 기간전산망 마비

• 미군이 악성코드 침투
• 이라크 지휘 통신망 파괴
• 무기체계(레이다) 기능마비

• 동유럽에서 가장 앞서가는 Connected Society
• 정부기관, 은행, 언론사, 발전소 기능 마비 -> 혼란
• 3주간 공격 계속 -> 전기, 가스, 카드거래 불가

2010년 이란핵발전소 공격
• 우라늄 농축시설에 악성코드로 공격
• 온도조절장치 파괴
• 8400대 원심분리기 가동 불능

2007년 시리아 핵시설 폭격
• 이스라엘공군의 F15/F16 이 시리아 내륙
120KM에 건설중인 핵시설 폭격
• 사전 사이버공격으로 시리아 방공망 마비

201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 이메일/SNS를 통한 가짜 뉴스, 괴담 유포
• 우크라이나 기반시설에 악성 코드 공격
• 전형적인 사이버 심리전

Vox: 사이버 전쟁 7대 강국
• 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이란,
프랑스

• 북한: 사이버전 해커 약 1만 명 운영

2016년 대한민국 국방부 해킹
• 한미 연합군이 작성한 “김정은 참수
작전 계획” 등 다수의 군사기밀이
포함된

작전계획 5015 유출

• 국방장관의 PC를 포함한 인터넷용 PC
2500대, 인트라넷용 PC700여대도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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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베트남 사이버전 부대 공개
• 2017-12-27, MBN 뉴스
• 1만 명 규모 사이버전 부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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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revention 실패가 보안의 실패는 아니다

위협 탐지되지 않음

완화

초기 침해

146 Days
5 Months

※ 자동화된 보안 기술(Prevention)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실패한다.
Prevention이 보안의 최종 방어선은 아니다 !
1차 저지선이 뚫리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체계 (위협 헌팅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면 피해를
막아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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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헌팅(Threat Hunting)이란?

사이버 킬 체인(Cyber Kill Chain) 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위협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제거하는 행위.

정찰

익스플로잇

44%의 위협은 자동화된 보안
도구로는 탐지되지 않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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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명령 및 제어
(C&C)

내부망 이동

공격자가 발견 될 때까지
네트워크에 머문 평균 시간

유출

47%의 악성코드는 자체적으로

탐지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에 의해
탐지 2

2017 Threat Hunting Report, Crowd Research Partners
2017 M-trends, Mand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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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실패  “탐지 및 대응(Hunting)”
지능형 위협 대응을 위한 적응형(Adaptive) 보안 아키텍처
Predict

Prevent

위험, 공격 표면
연구 및 조사분석

공격 표면 최소화

Response
분석 및 조치

목표: 침투 불가능한 시스템

Detection
침해사고/위협 인지

탄력적인 적응형 시스템

“2020년까지 기업 정보보호 예산의 60% 이상이 신속한 탐지 및 대응 방안에 투자될 것임”

2020

- “2014년 말 기준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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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헌팅(Threat Hunting)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위협은 사람(해커, 적성국 등)을 기반으로 함.
 따라서 위협은 자동화된 방법이나 프로그램 설치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사이버 위협 헌터가 그들의 전략, 전술 및 절차(TTP)을 파악하여 막아야 한다!
 위협 헌팅의 목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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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reat Hunting Report (330 SOC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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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 헌팅(CTH = 탐지 및 대응)
'Threat Hunting' On The Rise
CTH (Cyber Threat Hunting)의 정의
"기존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는 지능형 위협을 탐지하고 격리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능동적이고
반복적으로 검색하는 프로세스“.[1]
CTH는 잠재적인 위협이나 침해사고가 발생했음을 경고 한 후에 조사를 수반하는 전통적인
위협 관리 조치(방화벽, IDS, SIEM 등)와는 대조적임.

전통적인 위협 관리 조치 (SIEM)

사이버 위협 헌팅(Cyber Threat Hunting)

로그 정보 (Discrete)

네트워크 위협 헌팅 도구

자동화된 보안 관리

호스트 위협 헌팅 도구

알려진 위협에 대한 관리

수작업(사람)에 의한 위협 헌팅

위협 방지 및 차단

침투 불가능한 시스템
(=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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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피해 최소화

탄력적인 적응형 시스템
(=Detection &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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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H(사이버 위협 헌팅): 탐지 및 대응 (Detection & Response)
2017 ~ 2020
 2017년 탐지 및 대응(Detection & Response)이 조직 보안의 최우선 순위
 2020년까지, 탐지 및 대응(Detection & Response) 능력 향상에 대한 지출이
보안지출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가 될 것

Prevent
공격 표면 최소화

Response

Detection

분석 및 조치

침해사고/위협 인지

+





+

탐지 및 대응(Detection & Response) 방식으로의 전환: 사람, 프로세스 및 기술 요소를 포괄
향후 5 년 동안 보안 시장의 성장을 주도
탐지 및 대응(Detection & Response) 능력과 묶이지 않는 방어(Prevention)는 효과가 없다.
탐지 및 대응 (Detection & Response) 전략에 대한 조직 내 지식 부족
 컨설턴트, 보안 서비스 공급자 (MSSP) 및 아웃소싱 업체에 의한 외부 도움이 우선 순위

Sid Deshpande, principal research analyst at Gartner
https://www.gartner.com/newsroom/id/363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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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헌팅(Threat Hunting)
 많은 보안 요원들은 위협 헌팅(Threat Hunting)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오래 전부터 ＂헌팅(Hunting)”을
해왔다고 믿고 있으며, 일부는 사실임.
 위협 헌팅(Threat Hunting)은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론이 생성되고 있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새로운 용어임.

 위협 헌팅(Threat Hunting) 은 이미 수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시 프로세스로 나타나고 있음
 보다 지능적이며 표적화된 헌팅(Hunting) 방법 적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
 보다 지능적이며 표적화된 헌팅(Hunting) 방법: 적절한 도구, 사람, 프로세스 및 의사결정권자 인식을 포괄

2017 Threat Hunting Report
(330 SOC 대상 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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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H(사이버 위협 헌팅): 탐지 및 대응 (Detection & Response)
2017 ~ 2020
Prevent
공격 표면 최소화








방화벽
데이터 보안
EPP
네트워크보안
SIEM
…

 보안 관제 서비스 (MSS)

Response

Detection

분석 및 조치

침해사고/위협 인지

보안 관제 요원의 전문성
사이버 킬 체인
네트워크 기반 위협 헌팅
엔드포인트 기반 위협 헌팅

MDR (지능형 보안 관제)

+

+

https://www.gartner.com/newsroom/id/363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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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사이버 위협 헌터(Hunter)의 시대

 위협 헌터(Threat Hunter)는 보통 여러 가지 직책을 병행함

 위협 헌터(Threat Hunter)는 포지션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헌팅(Hunting)에 집중하여야 함
 위협 헌터(Threat Hunter)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 집중력을 잃기 쉽고 헌팅(Hunting) 능력이
저하됨
 팀의 일원으로 위협 헌터(Threat Hunter)는 네트워크, 보안 및 기타 팀과 협력함

 보안 팀 등 다른 팀과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

2017 Threat Hunting Report
(330 SOC 대상 조사)
1

사이버 위협 헌터(Hunter)의 자질
 면밀해야 함
 열정이 있어야 함
 여러 도구에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함
 모험심이 있어야 함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함
 변화하는 시나리오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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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사이버 위협 헌터(Hunter)의 시대
기본 소양 및 전문성


지속적인 보안 모니터링 및 사이버 킬 체인에 대한 이해



TCP/IP 및 주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 대한 지식



패킷 분석 (i.e., tcpdump, Wireshark)



윈도우, 리눅스 및 맥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



데이터 파싱 스킬 (i.e., bash, grep, sed, awk 등)



시그니처 기반 침입탐지 시스템 + 네트워크 이상 행위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 지식



침해사고 대응• 공격 징후 및 침해 징후 지식



위협 인텔리전스 수집



고급 악성코드 분석 기술



프로그래밍 스킬 (C/C++, Perl, Python, PHP, Java)



호스트 및 네트워크 기반 포렌직 기술



공격 및 방어 기술



위협 헌팅(Hunting)



데이터 과학 및 보안 분석



사이버 보안 연구

사이버 위협 헌터 (CYBER HUNTER)의 시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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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공격 모델에 대한 이해
MITRE’s ATT&CK Lifecycle

Lockheed Martin’s Cyber Kill Chain ©
Reconnaissance
Weponization
Delivery
Recon

Exploitation

Deliver
Weaponize

Control
Exploit

Maintain
Execute

Installation
Command & Control (C2)
Actions on Objectives

NSA’s Six-Phase Playbook for Hacking Networks

Initial
Reconnaissance

PROCESS FOUR

PROCESS ONE

Install Tools

PROCESS TWO
Initial Exploitation

Move Laterally

PROCESS FIVE

Adversarial Tactics, Techniques, and Common Knowledge

Gartner’s Cyber Attack Chain Model

Unauthorized Access
Delivery

Establish
Persistence
PROCESS THREE

15

Exploit and/
or Install

C2

Unauthorized Use

Privileged
Operation

Resource
Access

Exfiltration

Collect, Exfil.
PROCESS SIX

© 2018 Copy Rights

Technology: 사이버 위협 헌팅(Threat Hunting) 도구
Network and/or Infra
Released in 2016 (by CQVista Inc.)
•

purpose-built for threat hunting platform. PacketCYBER’s
primary value proposition is to help analysts discover new,
unknown threats through machine learning based malware
detection & algorithm based network anomaly detection with
full context aware metadata for network connection and files.

Endpoint
Founded in 2016
•

building the next generation sandbox and a larger scale
advanced analytic system, that takes malware sandbox
behavior outputs, endpoint snapshots by utilizing agents
on endpoints, which only exist for short periods of time

Founded in 2017
•

16

brings Linux security expertise to teams that may be lacking
it in-house and boosts the capabilities of existing Linux
security teams with fully automated sweeps for intruders 24
hours a day. Also, we can do this without needing to load
any software on your endpoints.
© 2018 Copy Rights

CTH 능력 vs. 사이버 보안 관제 센터 수준
자격 수준
 수준 1 보안 관제 일반적으로 침입탐지 시스템과 SIEM 경보 및 로그를 리뷰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 수행
목표: 전문성 확보 – 취급하는 이벤트, 프로토콜, 패킷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유리.
 대부분의 관제 센터는 수준 1에 속함

 수준 2 보안 관제 특화된 전문 분야를 보유하며, 정상적이지 않은 이벤트 리뷰 및
전문성을 살려서 조사를 수행함.
하급 분석가를 지도하며, 보안 관제 센터의 탐지 및 대응(위협 헌팅) 능력을 향상 시킴.
네트워크 이벤트와 악성코드 분석, 공격 기법, 전술, 절차 연구를 통한 시그니처 생성.
데이터 소스에 대한 수작업 분석(헌팅)을 통하여 공격 및 침해 징후 분석 스킬 개발

 수준 3 보안 관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최소 2 가지 분야의 특화된 전문성 보유.
보안 관제 센터의 리더로서, 이벤트를 리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석가를 지도, 교육
및 훈련 시키며, 복잡한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위협 헌팅) 및 포렌직 조사를 리드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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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H(사이버 위협 헌팅): 탐지 및 대응 (Detection & Response)
2017 ~ 2020
Prevent
공격 표면 최소화

+

Response

Detection

분석 및 조치

침해사고/위협 인지

 CISO의 보안전략 성공 척도: CTH 기여도
 EPP, 방화벽, 어플리케이션 보안 및 침입 방지 시스템 (IPS)과 같은 방어 보안
 CTH (사이버 위협 헌팅)을 위한 지능 제공

위협 방지 및 차단

+

신속한 피해 최소화
(CTH)

CISO : 비즈니스 가치 측면에서
보안 전략에 대한 투자 수익 (ROI)

Lawrence Pingree, research director at Gartner

https://www.gartner.com/newsroom/id/36380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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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징비록(懲毖錄』의 교훈을 잊은 李씨 왕조와 旣得權은
약 300년 후에 李舜臣 將軍이 피로 막은 日本에게 스스로

나라를 바치게 되며…

위협 헌팅(Hunting)과 같은 능동적인
사전 예방적 보안 기능을 갖춘
SOC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가?

2017 Threat Hunting Report
(330 SOC 대상 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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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Let's start h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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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Threat Hunting Seminar

MDR (지능형 보안 관제)

21

© 2018 CQVista
© 2018
Inc. Copy Rights
.

Cf.) 지능형 보안 관제 서비스 (Detection & Response)
2017
주기적 및 능동적으로 위협을 탐지 및 대응(헌팅)하는 회사는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60%는 위협을 헌팅(Hunting)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을 현저
하게 향상 시켰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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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P

MDR

수집, 탐지 및 대응 플랫폼

경계선 방어 기술; 알려진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시그니처 / 규칙 기반
탐지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조사; 행위 분석 및 머신
러닝을 통한 위협 행위 탐지

우선 순위 구분, 조사 및
대응

SLA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속하게
우선순위 분류 수행 (많은 오탐을 초래)

Tier 1 및 Tier 2 수준에서 위협을 조사하고 확인하도록
설계하여 침해사고에 대하여 보다 완전한 이해 제공

내부 보안 프로그램에서의
역할

기본적인 내부보안 대체

고급 기술과 분석 전문가, 위협 헌터 (Hunter) 및
침해사고 대응 전문가를 통해 기존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 및 향상시킴

위협 탐지 범위

알려진 취약점, 알려진 악성코드 및
일반적인 대용량 공격

악성코드, 표적형 공격, 제로데이 및 내부자 위협

관제요원의 전문성

기본 로그 관리, 모니터링, 시나리오 또는
스크립트를 통한 조사

고급 악성코드 분석, 위협 헌팅(Hunting), 포렌직,
침해사고 대응, 데이터 과학 및 보안 분석, 보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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