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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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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체인 개념 

❚ 사이버킬체인 개념 

❚ 사이버킬체인 개념의 군사적 활용 



표적이 타격점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중 한 단계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여, 공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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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성 긴급표적 

한국군 킬체인 능력 
구축 개념도 

과정 

※ 출처: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Mar-2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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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IntelEdge Inc. 



록히드마틴은 사이버공격이 일련의 계획된 절차하에 수행된다는 점을 인식

하고, 다양한 사이버공격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사이버 공격 절

차와 방어 유형을 제시 

제시한 공격 절차‧방어 유형을 군사 개념인 ‘킬체인’(Kill Chain) 에 적용하

여 ‘사이버킬체인’(Cyber Kill Chain)이라는 용어로 명명(2010) 

 

미 국방부, 가트너, 베다시스, 휴렛패커드, 시스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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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절차: 7단계 

방어 유형: 탐지, 거부, 교란, 약화, 기만,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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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유형 

  공격절차 

탐지 
(Detect) 

거부 
(Deny) 

교란 
(Disrupt) 

약화 
(Degrade) 

기만 
(Deceive) 

파괴 
(Destroy) 

정찰 
(Reconnaissance) 

무기화 
(Weaponization) 

유포 
(Delivery)  

악용 
(Exploitation)  

설치 
(Installation)  

명령･제어 
(C2)  

목적 달성 
(Actions on Objectives)  

※ 출처: Eric M. Hutchins, etc, “Intelligence-Driven Computer Network Defense Informed by Analysis of Adversary Campaigns  
and Intrusion Kill Chains” Proc. 6th Int'l Conference. Information Warfare and Security(ICIW 11), 2010 



공격 절차: 7단계 

 록히드마틴 사이버킬체인 공격 절차 중 설치 단계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목적  

달성 이후 유지하는 단계를 추가 

방어 유형: 록히드마틴 사이버킬체인 방어 유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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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S. Department of Defense, Cybersecurity Test and Evaluation Guidebook Version 1.0, 2015 



공격 절차: 6단계 

 록히드마틴 사이버킬체인의 정찰 및 무기화 단계가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포함 

 공격유형의 다양성을 구분‧반영하기 위해서는 목적 달성 단계를 세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3단계(권한 상승, 자원 접근, 탈취)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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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Ramon Krikken, Anton Chuvakin, 
Selecting Security Monitoring Approaches by Using the Attack Chain Model, 2014 



공격 절차: 7단계 

 공격자가 표적자료가 저장된 위치를 파악하고 접근권을 획득하는 단계를 표적  

식별 단계로 명칭 

 공격 후에 후퇴하는 행위를 별도의 단계로 둠 

방어 유형: 방지, 탐지, 억제,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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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Verdasys, Cyber Attack Defense A Kill Chain Strategy(White Pap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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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 조사, 정책실행, 방지, 억제  



공격 절차: 10단계 

 공격자가 시스템에 침투한 이후의 단계(Actions)를 세분화하고 무기화 단계를 포

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록히드마틴의 사이버킬체인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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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 
비정상 통신 

공격 전달 악용 설치 
명령 및 
제어 

정보 탈취 채널 생성 권한 상승 내부 탐색 
지역적  
탈취 

시작 

Actions 

※ 출처: Hewlett Packard Enterprise, 
HPE Attack Life Cycle Use Case Methodology(Technical White Paper), 2016 



공격 절차: 3단계(세부 절차 구성은 록히드마틴 공격 절차와 동일) 

방어 유형: 공격 전(Before), 공격간(During), 공격 후(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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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마틴의 사이버킬체인 모델을 비롯하여 각 기관/업체에서 제시한  

모델은 세부 단계구성(활동)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격 절차와  

방어 유형으로 분류됨 

 방어 유형은 탐지, 방지 등과 같이 아군의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파괴 등과 같이 적의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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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유형 

  공격 절차 

탐지 
(Detect) 

거부 
(Deny) 

교란 
(Disrupt) 

약화 
(Degrade) 

기만 
(Deceive) 

파괴 
(Destroy) 

정찰 
(Reconnaissance) 

무기화 
(Weaponization) 

\ 

유포 
(Delivery)  

악용 
(Exploitation)  

설치 
(Installation)  

명령･제어 
(C2)  

목적 달성 
(Actions on Objectives)  

공 
격 
 

절
차 

방어   유형 



공세적 사이버작전(형태) 

 사이버킬체인 공격 절차 및 방어 유형 중 파괴와 같이 적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수행

하는 활동과 관련됨 

방어적 사이버작전(형태) 

 사이버킬체인 방어 유형과 관련되며, 우리 군도 사이버킬체인 모델과 유사하게 방어적 

관점에서 적 사이버공간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네트워크 작전(형태) 

 사이버킬체인 공격 절차, 방어 유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관련 임무를 수행

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간접적으로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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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적 
사이버작전 

방어적  
사이버작전 

네트워크 작전 

방어적 사이버
작전 대응행동 

방어적 사이버
작전 내부방어 

사이버정보
보호 및 보안 

방어적 
사이버작전 

사이버작전
환경분석 

사이버 ISR 
공세적  

사이버작전 

형태 

기능 



국방부 훈령규정 및 합참 교범 상 국방사이버위협 대응체계에 대한 직접적 

정의는 없음 

포괄 범위에 따라 협의 또는 광의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함 

 

 

 

☞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고려 

    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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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함 범위 

협의 사이버 관련 기술체계 요소로 한정 

광의 기술체계 요소 뿐만 아니라 관련 조직(인력)까지 포함함 



일반 민간의 사이버킬체인 모델에서는 셀별 설명과 관련 기술체계(제품)를 

소개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 사이버킬체인 모델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범주 기준과 마찬

가지로 기술체계(제품) 뿐만 아니라 인력 요소를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 

 사이버킬체인의 목표는 관련 조직의 세부 목표, 세부 임무 및 조직간 협업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각 조직은 임무 수행을 위해 기술체계(제품)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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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세부 임무 
• 관련 조직 
• 수행 절차 
• 기술체계(제품) 



❚ 설계원칙 및 가정사항 

❚ 방어적 사이버작전 프레임워크 설계 

❚ 공세적 사이버작전 프레임워크 설계 

* K-CKC: Korea Cyber Kill Chain 



① 존재하거나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개념)을 

설계한다. 

② 현존하는 사이버킬체인 모델(개념)의 장점들을 최대한 수용한다. 

③ 민간의 모델을 군 사이버작전 적용에 맞도록 개량한다. 

④ 기존 군사작전의 이론 및 첨단 군사지식을 포함한다. 

⑤ 사이버위협에 대해 방어 위주의 모델에 공격 개념을 추가한다. 

⑥ 한국군 사이버작전 수행여부 판단 가능한 잣대(기준)을 제시한다. 

⑦ 항목 중 주요기술은 민간 COTS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시 GOTS를 개발을 

반영한다. 

⑧ 제시하는 모델의 버전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⑨ 모델에서 각 단계는 공격/방어의 큰 흐름을 나타내며, 공격/방어는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다발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⑩ 모델에서 일부 단계는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예. 탐지와 대응, 대응과 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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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 방어 
 

敵 공격  

작전계획 
(Operation Plan) 

작전수행 
(Defensive Operation) 

작전종료 
(Expiration) 

임무계획 
(Mission Planning) 

감시예방 
(Prevention) 

탐지* 
(Detect) 

대응* 
(Response) 

복원 
(Resilience) 

추적파괴* 
(Destroy) 

 피해평가 
(Report) 

정찰 
(Reconnaissance) 

무기화 
(Weaponization) 

유포 
(Delivery) 

권한탈취 
(Exploitation) 

설치 
(Installation) 

명령 및 제어 
(Command & Control) 

목적달성 
(Action on Objectives) 

Nov-14-2017 

 방어작전 단계는 미 정보작전 교리 6단계(탐지, 거부, 교란, 약화, 기만, 파괴)를 조정·통합(*)하고,  

   작전계획 및 종료 단계를 추가하여 설정 



사이버킬체인 기반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발전방안 20 

작전계획 작전수행 작전종료 

임무계획 감시예방 탐지 대응 복원 추적파괴 피해평가 

 적이 활용할 수 있는 내부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접근 원천을 차단하고 피해 최소화 

 적의 사이버공격 경향을 분석하고 방어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최신의 사이버공격•방어 기술 동향 및 적의 사이버공격 경향을 분석 

 정부 및 민간과 최신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intelligence) 공유 

 군 자산의 취약점을 점검하여 방어대책을 수립 및 시행 

 기술적 영역 뿐만 아니라 인적 영역에 대한 방어대책 수립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중화, 암호화 등 복구 체계 구축 

 적 공격 기술 등 정보 수집/관리/공유 기술, 취약점 분석 기술, 권한 관리 기술 

 데이터/네트워크/서버 보안 기술, 암호화 기술, 변경 관리 기술 등 

Nov-14-2017 

방어적 사이버작전 프레임워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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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 공격단계 주요기능 세부기술 주요제품 

정찰 
(Reconnaissance)  최신 사이버공격•방어 기술 동향 분석 

 적 사이버공격 경향 분석 

 아군 자산의 취약점 점검 

 식별된 취약점 보완(제거) 계획 마련 

및 시행 

 최신 적 공격 기술 등 정보 공유 

 취약점분석, 보안성점검기술 (이하공통) 
 종합추론기술 
 접근통제 기술(AAA, URL Filtering 등) 
 Application Visibility &Control 기술 
 온라인 키보드 보안, 메모리 보호/해킹 
방지, 개인정보 탐지/관리/조치 기술 

 정보 수집/관리/공유 기술 

 HPE Aruba ClearPass (HPE) 
 HPE ArcSight SIEM(HPE) 
 Identity Service Engine(Cisco) 
 AhnLab Safe Transaction 
 AhnLab Privacy Management 

무기화 
(Weaponization) 

- - 

유포 
(Delivery) 

 종합추론기술 
 SandBox 기술 
 Anti-Spam, Anti-Virus, Firewall 
 DLP 
 유해사이트 차단, USB 자동실행 차단 
 정보 수집/관리/공유 기술 

 HPE ArcSight SIEM(HPE) 
 AMP ThreatGrid(Cisco) 
 V3 Internet Security(AhnLab) 
 AhnLab 내PC지키미(AhnLab) 

권한탈취 
(Exploitation) 

 최신 사이버공격•방어 기술 동향 분석, 

적 사이버공격 경향 분석 

 아군 자산의 취약점 점검, 대책 마련 

및 시행 

 최신 적 공격 기술 등 정보 공유 

 접근 제어/관리 

 적의 C2 기반 발견을 위한 오픈 소스 

연구 

 공격/방어 훈련 실시 

 종합추론기술 
 Security Policy Management 
 정보 수집/관리/공유 기술 

 HPE Fortify SCA/SSC/ 
WebInspect(HPE) 

 HPE ArcSight SIEM(HPE) 
 Identity Service Engine(Cisco) 
 AhnLab Patch Management 
  (AhnLab) 
 SolidStep(SSR) 

설치 
(Installation) 

 종합추론기술 
 Sandbox 기술  
 정보 수집/관리/공유 기술 

 HPE ArcSight SIEM(HPE) 
 MDS(AhnLab) 
 AhnLab Patch Management(AhnLab) 

명령 및 제어 
(Command & Control) 

 종합추론기술 
 FireWall 
 정보 수집/관리/공유 기술 

 HPE ArcSight SIEM(HPE) 
 AhnLab Safe Transaction 
 V3 Internet Security(AhnLab) 
 

목적달성 
(Action on Objectives) 

 데이터, 시스템 등 백업/이중화 
 데이터, 시스템 등 암호화 
 변경 관리 
 공격대응절차 수립/발전 

 데이터 암호화 기술(FPE, SST, IBE 등) 
 시스템 보안 기술 
 망분리 기술 
 정보 수집/관리/공유 기술 

 HPE SecureData(HPE) 
 SecureMail(HPE) 
 TrueZone(AhnLab) 

방어적 사이버작전 프레임워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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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정찰 
(Surveillance & 

Reconnaissance) 

작전계획 
(Operation Plan) 

작전수행  
(Offensive Operation) 

작전종료 
(Expiration) 

잠재표적 식별 
(Identification) 

표적감시 
(Surveillance) 

표적선정 
(Targeting) 

무기선정 
(Weaponization) 

유포* 
(Delivery) 

권한탈취* 
(Exploitation) 

설치* 
(Installation) 

명령 및 제어* 
(Command & Control) 

목적달성* 
(Action on Objectives) 

정화 
(Clean-up) 

전과평가 
(Report) 

Nov-14-2017 

사이버킬체인 모델(*)을 참조하여 감시정찰, 작전계획, 작전수행(정화), 작전종료 단계

를 추가하여 설정 



감시정찰 작전계획 작전수행 작전종료 

잠재표적 
식별 

표적감시 표적선정 무기선정 유포 권한탈취 설치 
명령 및 
 제어 

목적달성 정화 전과평가 

사이버킬체인 기반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발전방안 23 

  사이버공격 목표 달성 위한 적의 사이버공간 상의 잠재표적 식별하고 확정함 

 사전에 충분한 我 감시정찰 자산 통하여 사이버공격 위한 잠재표적들 후보군 포함 

하여 우선순위별 식별함 

 최초의 사이버공격 위한 사전 작전수행으로 적 피해 정도가 극대화되는 표적 식별 

 공격작전과 감시정찰의 지능화, 고도화를 통해 잠재적 적 표적을 식별 

 사이버 감시정찰 지능화시스템(가칭) 

Nov-14-2017 

공세적 사이버작전 프레임워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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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세부기술 주요제품 

• 정보 분석 

• 가용 잠재표적 식별 

• 잠재표적 분석 

• 잠재표적 추천/심사 

• 잠재표적 선정 

• 잠재표적 우선순위 수립 

• 잠재표적에 대한 정보 

• 사이버  잠재표적 관리 기술 

   - 잠재표적 식별 

   - 잠재표적 분석 

   - 잠재표적 추천/심사/선정 
 

• 적 취약점 식별 기술 
 

• 사이버작전 상황도 기술 

   - 정보 수집 기술 

   - 아측 상황 분석/도시 

   - 적 상황 분석/도시 
 

• 상황 전망 기술 

• 사이버감시정찰 

시스템(가칭) 

• 사이버지휘통제 

시스템(가칭) 

공세적 사이버작전 프레임워크 설계 



❚ 예제: 방어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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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 방어 
 

敵 공격  

작전계획 작전수행 작전종료 

임무계획 감시예방 탐지 대응 복원 추적파괴  피해평가 

정찰 

무기화 

유포 

권한탈취 

설치 

명령 및 제어 

목적 달성 

oo사: 임무계획에서 탐지까지 수행하나 대응능력 미비 
oo단: 예방에서 복원까지 수행 
사이버oo센터: 예방, 탐지, 복원 수행하나 현재 대응능력 미비 
추적파괴, 피해평가 기능 미수행 



❚ 기본개념 

❚ 방어적 사이버작전 발전방안 

❚ 공세적 사이버작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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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전(作戰) 관리(管理) 

일반 정의 
(네이버사전)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전투, 수색, 행군, 
보급 따위의 조치나 방법 또는 그것을 짜는 일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함 

용어(영어) operation management (operation) 

목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我사이버영역
의 생존성 및 신뢰성을 보장함 

규정에 따른 업무로, 我사이버영역을 
관리(구축, 유지보수, 운용)함 

임무(역할) 
•지휘통제, 작전계획 
•타 군사작전과 연계 
•국가SCADA 지원 등 

•훈령, 일반지침, 업무매뉴얼 등 

대응규모 Systematic(체계적/조직적/지속적) React(자극시 일시반응) 

속도(tempo) 실시간~수개월 실시간~수일 

적용 술(術) 구사 규정(規定) 준칙 

시점 평시~상황발생시~위기시~전시 평시~상황발생시~위기시~전시 

예시 
•교량작전 
•수공작전 

•교량관리 
•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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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영역이 총5개로 확대되고 있음 

기존 전장영역은 분할된 고유영역이 있었음 

예: 지상작전, 해상(해중)작전, 공중작전, 우주작전 

사이버 전장영역은 ICT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임 

기존 4개의 전장영역에 추가로 분할되는 개념이 아님 

기존 4개의 전장영역을 모두 꿰뚫는 통할의 개념임(모든 전장영역에 직접 관여함) 



 서비스 거부 

 정보 탈취 

 체계(시스템) 파괴 

 지능형 지속위협(APT) 

 분산 서비스거부(DDoS) 

 맬웨어(Malware), 랜섬웨어(Ransom Ware), 피싱(Phishing) 

  내부자위협, Unknown도구 등 

 네트워크체계 

 인프라체계 

 응용체계 등 

 홈페이지, 이메일, 이동형 저장장치, 메신저, SNS, 웹하드, P2P 등 

사이버킬체인 기반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발전방안 30 Nov-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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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방어적 사이버작전 대상체계 
국가 방어적 사이버작전 대상체계 

방어적 사이버작전: 다층방어 (3차) 개념 적용  

3차 방어는  국방 및 국가대상 전략급(strategic) 사이버작전부대가 책임 담당: 사이버사 

2차 방어는 각군(국직) 전술급(tactical)사이버작전부대가 책임 담당: 각군 사이버여단 

1차 방어는 방어대상체계를 관리(구축,유지보수,운영)하는 부대가 책임 담당 

두 가지 유형의 관리부대로 구분함 

전군적(entire) 관리: 통신사, DIDC, 국전원/각군정체단 

단위별(unit) 관리: 유도탄사, 각군작전사, 수송사, 군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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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책임부대 주요임무 비고 

 
 

작전 

전략급 
(strategic) 

•사이버사 

•국방 및 국가(유사시) 사이버작전 총괄 지휘통제 
•필요시, 국가중요자산, 전술급 작전제대에 대해 작
전지원 
•국방사이버영역 안전보장 위한 최종(3차)책임부대 

•작전지원팀 편성 
  - 국가급 
  - 전술급 작전 
  - 전군적 관리 

전술급 
(tactical) 

•국방 사이버단 
•각군 사이버여단 
•해병대 사이버단 

•해당군(국직) 사이버작전 지휘통제 
•필요시, 전군적/단위별 관리제대에 대해 작전지원 
•해당군(국직) 사이버영역 안전보장 위한 2차책임
부대 

•사이버여단(준장) 
•사이버단(대령) 

관리 

전군적 
(entire) 

•통신사 
•전군적 네트워크(NW)체계 관리 
•전군적 NW체계 안전보장 위한 1차책임부대 

 

•DIDC 
•전군적 인프라(HW)체계 관리 
•전군적 HW체계 안전보장 위한 1차책임부대 

 

•국전원 
•각군 정체단 

•각군(국직)별 응용(SW)체계 관리 
•전군적 SW체계 안전보장 위한 1차책임부대 

 

단위별 
(unit) 

•각군 작전사 
•유도탄사 
•수송사,탄약사등 

•각 단위부대별 사이버방어대상체계 관리 
•각 단위부대별  사이버방어대상체계 안전보장 위
한 1차책임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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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 
(무기)체계 

我 방어적 사이버작전 
대상체계 

감시정찰자산 
전장관리정보 

체계 

전투체계 

자원관리정보 
체계 

공개웹사이트 통신(네트워크) 
체계 

정보통신 
인프라 

타격(무기) 
체계 

 我 방어적 사이버작전 대상체계: 총 9개 분야 

   ☞ C4ISR체계: 3개, 정보통신(인프라): 3개, 무기체계(전투체계): 3개 

   ☞ 현 상황은 C4ISR체계 + 정보통신(인프라) 위주로 방어적 대상체계 인식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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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구분 대상체계 책임부대 

1 감시정찰자산 
•항공/위성 감시자산 
•해상/기상/대공/지상/해안 감시자산 

•3차: 사이버사 
•2차: 각군 사이버여단 
•1차: 단위별 관리부대 

2 
전장관리정보 

체계 

•지휘통제체계: KJCCS/ATCIS/AFCCS/KNCCS/JFOS-K/B2CS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MIMS 
•중앙방공통제소: MCRC,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 KNTDS 
•부대위치추적체계: MTS 

•3차: 사이버사 
•2차: 각군(국직) 사이버여단 
•1차: 전군적/단위별 관리부대 

3 
자원관리정보 

체계 
•군수/수송/장비정비/재정/인사/동원/부대코드 등 

•3차: 사이버사 
•2차: 각군(국직) 사이버여단 
•1차: 전군적/단위별 관리부대 

4 전투체계 •지상/해상/공중전투체계 
•3차: 사이버사 
•2차: 각군 사이버여단 
•1차: 단위별 관리부대 

5 타격(무기)체계 •지상/해상/공중/정밀타격무기체계 
•3차: 사이버사 
•2차: 각군 사이버여단 
•1차: 단위별 관리부대 

6 
미사일방어 
(무기)체계 

•방공망체계 
•미사일방어체계 

•3차: 사이버사 
•2차: 각군 사이버여단 
•1차: 단위별 관리부대 

7 
정보통신 
인프라 

•국방통합정보관리 
•국방인증체계: MPKI 
•암호장비 

•3차: 사이버사 
•2차: 각군(국직) 사이버여단 
•1차: 전군적 관리부대 

8 
통신(네트워크) 

체계 

•유선망 
•국방전산망 
•전술통신망(합동/지상/해상/공중전술데이터링크) 

•3차: 사이버사 
•2차: 각군(국직) 사이버여단 
•1차: 전군적/단위별 관리부대 

9 공개웹사이트 
•홈페이지 
•SNS 

•3차: 사이버사 
•2차: 각군(국직) 사이버여단 
•1차: 전군적/단위별 관리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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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 방어 
 

敵 공격  

작전계획 
(Operation Plan) 

작전수행 
(Defensive Operation) 

작전종료 
(Expiration) 

임무계획 
(Mission Planning) 

감시예방 
(Prevention) 

탐지 
(Detect) 

대응 
(Response) 

복원 
(Resilience) 

추적파괴 
(Destroy) 

 피해평가 
(Report) 

정찰 
(Reconnaissance) 

무기화 
(Weaponization) 

유포 
(Delivery) 

권한탈취 
(Exploitation) 

설치 
(Installation) 

명령 및 제어 
(Command & Control) 

목적달성 
(Action on Objectives) 

Nov-14-2017 

 전략급 방어적 사이버작전(사이버사령부) 

   ☞ 사이버킬체인(K-CKC)모델의 모든 단계 및 셀(37개 셀)에 대해 임무수행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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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 방어 
 

敵 공격  

작전계획 
(Operation Plan) 

작전수행 
(Defensive Operation) 

작전종료 
(Expiration) 

임무계획 
(Mission Planning) 

감시예방 
(Prevention) 

탐지 
(Detect) 

대응 
(Response) 

복원 
(Resilience) 

추적파괴 
(Destroy) 

 피해평가 
(Report) 

정찰 
(Reconnaissance) 

무기화 
(Weaponization) 

유포 
(Delivery) 

권한탈취 
(Exploitation) 

설치 
(Installation) 

명령 및 제어 
(Command & Control) 

목적달성 
(Action on Objectives) 

Nov-14-2017 

 전술급 방어적 사이버작전(국직/해병대 사이버단, 각군 사이버여단) 

   ☞ 국방 사이버킬체인 프레임워크의 6단계 및 셀(32개 셀)에 대해 임무수행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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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 방어 
 

敵 공격  

작전계획 
(Operation Plan) 

작전수행 
(Defensive Operation) 

작전종료 
(Expiration) 

임무계획 
(Mission Planning) 

감시예방 
(Prevention) 

탐지 
(Detect) 

대응 
(Response) 

복원 
(Resilience) 

추적파괴 
(Destroy) 

 피해평가 
(Report) 

정찰 
(Reconnaissance) 

무기화 
(Weaponization) 

유포 
(Delivery) 

권한탈취 
(Exploitation) 

설치 
(Installation) 

명령 및 제어 
(Command & Control) 

목적달성 
(Action on Objectives) 

Nov-14-2017 

 전군적 사이버관리(국전원/통신사/DIDC, 각군 정체단) 

   ☞ 국방 사이버킬체인 프레임워크의 일부 단계 및 셀(20개 셀)에 대해 임무수행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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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 방어 
 

敵 공격  

작전계획 
(Operation Plan) 

작전수행 
(Defensive Operation) 

작전종료 
(Expiration) 

임무계획 
(Mission Planning) 

감시예방 
(Prevention) 

탐지 
(Detect) 

대응 
(Response) 

복원 
(Resilience) 

추적파괴 
(Destroy) 

 피해평가 
(Report) 

정찰 
(Reconnaissance) 

무기화 
(Weaponization) 

유포 
(Delivery) 

권한탈취 
(Exploitation) 

설치 
(Installation) 

명령 및 제어 
(Command & Control) 

목적달성 
(Action on Objectives) 

Nov-14-2017 

 단위별 사이버관리(각군 작전사, 사령부 등) 

   ☞ 국방 사이버킬체인 프레임워크의 일부 단계 및 셀(12개 셀)에 대해 임무수행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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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정찰 
(Surveillance & 

Reconnaissance) 

작전계획 
(Operation Plan) 

작전수행  
(Offensive Operation) 

작전종료 
(Expiration) 

잠재표적 식별 
(Identification) 

표적감시 
(Surveillance) 

표적선정 
(Targeting) 

무기선정 
(Weaponization) 

유포 
(Delivery) 

권한탈취 
(Exploitation) 

설치 
(Installation) 

명령 및 제어 
(Command & Control) 

목적달성 
(Action on Objectives) 

정화 
(Clean-up) 

전과평가 
(Report) 

Nov-14-2017 

 전략급 공세적 사이버작전(사이버사령부) 

   ☞ 국방 사이버킬체인 프레임워크의 모든 단계(11개)에 대해 임무수행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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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정찰 
(Surveillance & 

Reconnaissance) 

작전계획 
(Operation Plan) 

작전수행  
(Offensive Operation) 

작전종료 
(Expiration) 

잠재표적 식별 
(Identification) 

표적감시 
(Surveillance) 

표적선정 
(Targeting) 

무기선정 
(Weaponization) 

유포 
(Delivery) 

권한탈취 
(Exploitation) 

설치 
(Installation) 

명령 및 제어 
(Command & Control) 

목적달성 
(Action on Objectives) 

정화 
(Clean-up) 

전과평가 
(Report) 

Nov-14-2017 

 전술급 공세적 사이버작전(국직/해병대 사이버단, 각군 사이버여단) 

   ☞ 국방 사이버킬체인 프레임워크의 일부 단계(8개)에 대해 임무수행 필요함     



❚ 정책 추진로드맵 

❚ 소요제기_방어적 사이버작전 

❚ 소요제기_공세적 사이버작전 



•작전조직 정비 

• 전략개념 및 작전계획 강화 

•방어적 사이버작전 역량 강화 

•방어적 사이버작전 소요제기 

  - 단위별 운영 조직 

  - 전군별 운영 조직 

  - 전술급 작전 조직 

기능확충 단계 역량강화 단계 고도화 단계 

’18-’19년도 ’20-’21년도 ’22년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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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조직 강화 

• 전략개념 및 작전계획 완비 

•방어적 사이버작전 역량 확충 

•공세적 사이버작전 역량 강화 

•방어적 사이버작전 소요제기 

  - 전술급 작전 조직 

  - 전략급 작전 조직 

•작전조직 완비 

•시나리오별 사이버작전 역량 고도

화 

•방어적 사이버작전 역량 고도화 

•공세적 사이버작전 역량 고도화 

•공세적 사이버작전 소요제기 

  - 전략급 작전 조직 

  - 전술급 작전 조직 

 1단계(‘18~’19): 방어적 사이버작전 조직 강화, 사이버킬체인 프레임워크별 소요제기 

 2단계(‘20~’21): 공세적 사이버작전 조직 강화, 전략개념 및 작전계획 완비 

 3단계(‘22~    ): 사이버작전 역량 고도화, 사이버킬체인 프레임워크별 역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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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방
어 

 
敵공격  

작전계획 
(Operation Plan) 

작전수행 
(Defensive Operation) 

작전종료 
(Expiration) 

임무계획 
(Mission Planning) 

감시예방 
(Prevention) 

탐지 
(Detect) 

대응 
(Response) 

복원 
(Resilience) 

추적파괴 
(Destroy) 

 피해평가 
(Report) 

정찰 
(Reconnaiss

ance) 

사이버지휘통제시스템 
 
사이버감시정찰 
  정보시스템 
 
사이버위협정보공유 
  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 

취약점분석, 보안성점검기술,  
종합추론기술, 접근통제 기술 
애플리케이션 가시화/통제 기술 
온라인 키보드 보안, 메모리 보호/ 
 해킹 방지, 개인정보 탐지/관리/조치  
 기술, 정보 수집/관리/공유 기술 

사이버정보 수집기술  :  
 Network FW, URL filtering,   
 Application Visibility &  
 Control 

Network Firewalling, AVC, 
URL filtering, VPN, ISE 

이중화기술, 암호화 기술 
가용성 관련 기술 
자가치유 보안 기술 
자산관리 기술  
복구 플로우 자동화 기술 
복구 플로우 가시화 기술 

Network FW, AVC, 
URL filtering, VPN, ISE 

사이버정보 수집 기술 
 
사이버 취약점 분석  
 
침입 추적 기술  
 
침입 추론 기술  
 
디지털 포렌식 기술  
 
사이버정보 융합/분석  
  기술  
 (다중 사이버센서 융합  
  및 위협 분석 기술)  
 
사이버 상황인식/분석  
  기술  
 
지휘통제 자동화 기술 
 (의사결정, 방책수립  
  지원) 

 

무기화 
(Weaponizat

ion) 

- - Sandbox 

이중화기술, 암호화 기술 
가용성 관련 기술 
자가치유 보안 기술 
자산관리 기술  
복구 플로우 자동화 기술 
복구 플로우 가시화 기술 

Sandbox 

유포 
(Delivery) 

취약점분석, 보안성점검기술 
종합추론기술, SandBox 기술 
Anti-Spam, AV, FW, DLP 
유해사이트차단,  USB 자동실행차단 
정보 수집/관리/공유 기술 

침입탐지기술 : WSA  
 Analysis, Email Analysis,    
 Open DNS, Advance  
 Malware Protection 
매체제어, 스팸차단 
Firewall, Anti-Virus 

WSA Analysis, Email Analysis, 
Open DNS, Advance Malware 
Protection 
ISE 
NGIPS 

이중화기술, 암호화 기술 
가용성 관련 기술 
자가치유 보안 기술 
자산관리 기술  
복구 플로우 자동화 기술 
복구 플로우 가시화 기술 

WSA Analysis, Email  
 Analysis, Open DNS,  
 Advance Malware  
 Protection 
ISE 
NGIPS 

권한 
탈취 

(Exploitatio
n) 

취약점분석, 보안성점검기술 
종합추론기술 
Security Policy Management 
정보 수집/관리/공유 기술 

보안정책관리 
Anti-Virus 

Security Policy Management 

이중화기술, 암호화 기술 
가용성 관련 기술 
자가치유 보안 기술 
자산관리 기술  
복구 플로우 자동화 기술 
복구 플로우 가시화 기술 

Security Policy  
  Management 

설치 
(Installation) 

취약점분석, 보안성점검기술 
종합추론기술 
Sandbox 기술  
정보 수집/관리/공유 기술 

악성코드 분석 기술 
Sandbox 분석 기술    

Advanced Malware 
Protection 

이중화기술, 암호화 기술 
가용성 관련 기술 
자가치유 보안 기술 
자산관리 기술  
복구 플로우 자동화 기술 
복구 플로우 가시화 기술 

Advanced Malware  
  Protection 

명령 및 
제어 
(C2) 

취약점분석, 보안성점검기술 
종합추론기술 
FireWall 
정보 수집/관리/공유 기술 

NGIPS, Advance Malware  
 Protection   
FW, C&C 통신 차단 기술 

NGIPS 
Advance Malware Protection   

이중화기술, 암호화 기술 
가용성 관련 기술 
자가치유 보안 기술 
자산관리 기술  
복구 플로우 자동화 기술 
복구 플로우 가시화 기술 

NGIPS 
Advance Malware  
  Protection   

목적 
달성 

(Action on 
Objectives) 

취약점분석, 보안성 점검기술  
데이터 암호화 기술 
시스템 보안 기술 
망분리 기술 
정보 수집/관리/공유 기술 

NetFlow Analysis, NGIPS  
보안관제기술 

NetFlow Analysis 
NGIPS 

이중화기술, 암호화 기술 
가용성 관련 기술 
자가치유 보안 기술 
자산관리 기술  
복구 플로우 자동화 기술 
복구 플로우 가시화 기술 

NetFlow Analysis 
NGIPS 

Nov-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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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방
어 

 

敵 공격  

작전계획 
(Operation Plan) 

작전수행 
(Defensive Operation) 

작전종료 
(Expiration) 

임무계획 
(Mission Planning) 

감시예방 
(Prevention) 

탐지 
(Detect) 

대응 
(Response) 

복원 
(Resilience) 

추적파괴 
(Destroy) 

 피해평가 
(Report) 

정찰 
(Reconnaissance) 

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통합관제 등) 
 
사이버감시정찰정보시스템 
 
사이버지휘통제시스템 
  - 전장상황 인식 
  - 사이버작전 계획 수립 
  - 사이버작전 상황도 
     (Cyber COP)   

HPE Aruba ClearPass (HPE) 
HPE ArcSight SIEM(HPE) 
Identity Service  
 Engine(Cisco) 
AhnLab Safe Transaction 
AhnLab Privacy  
 Management 

ArcSight SIEM(HPE) 
NGIPS, ASA, ISE(Cisco) 
AhnLab Safe Transaction 
AhnLab Privacy  
 Management 

NGIPS, ASA, ISE(Cisco) 
HPE Aruba ClearPass, ArcSight  
 SIEM(HPE) 
AhnLab Safe  
 Transaction(AhnLab) 
AhnLab Privacy  
 Management(AhnLab) 

- NGIPS, ASA, ISE(Cisco) 

사이버위협정보공유 
 시스템 
사이버감시정찰정보 
 시스템 
사이버지휘통제시스템 
  

무기화 
(Weaponization) 

- 

ArcSight SIEM(HPE) 
AMP Threat Grid(Cisco) 
V3 Internet  
 Security(AhnLab) 

AMP Threat Grid(Cisco) 
ArcSight SIEM(HPE) 
V3 Internet Security(AhnLab) 

- AMP ThreatGrid(Cisco) 

유포 
(Delivery) 

 HPE ArcSight SIEM(HPE) 
 AMP ThreatGrid(Cisco) 
 V3 Internet  
  Security(AhnLab) 
 AhnLab 내PC지키미 
  (AhnLab) 

ArcSight SIEM(HPE) 
NGIPS, WSA, ESA,  
 OpenDNS(Cisco) 
V3 Internet Security, 내PC 
 지키미(AhnLab) 

NGIPS, WSA, ESA, OpenDNS  
 (Cisco) 
ArcSight SIEM(HPE) 
V3 Internet Security,  
 내PC지키미(AhnLab) 

- 
NGIPS, WSA, ESA,  
 OpenDNS  (Cisco) 

권한 
탈취 

(Exploitation) 

HPE Fortify SCA/SSC/  
 WebInspect(HPE) 
HPE ArcSight SIEM(HPE) 
Identity Service  
 Engine(Cisco) 
 AhnLab Patch Management 
  (AhnLab) 
 SolidStep(SSR) 

ArcSight SIEM(HPE) 
ISE(Cisco) 
V3 Net for Server  
 9.0(AhnLab) 
MetiEye(SSR) 
ConnecTome(NARU  
  Security) 

ISE(Cisco) 
ArcSight SIEM(HPE) 
V3 Net for Server 9.0(AhnLab) 
MetiEye(SSR) 
ConnecTome(NARU Security) 

이중화/재해복구 솔루션 

암호화 솔루션 

복구자동화 솔루션  

자산관리 솔루션 등 

ISE(Cisco) 

설치 
(Installation) 

 HPE ArcSight SIEM(HPE) 
 MDS(AhnLab) 
 AhnLab Patch  
  Management(AhnLab) 

Fortify Application  
 Defender(HPE) 
AMP –Endpoint(Cisco) 
MDS(Sandbox) 

AMP –Endpoint(Cisco) 
Fortify Application  
 Defender(HPE) 
MDS(Sandbox) 

이중화/재해복구 솔루션 

암호화 솔루션 

복구자동화 솔루션  

자산관리 솔루션 등 

AMP –Endpoint(Cisco) 
MDS(Sandbox) 

명령 및 제
어 
(C2) 

 HPE ArcSight SIEM(HPE) 
 AhnLab Safe Transaction 
 V3 Internet  
  Security(AhnLab) 

Fortify Application  
 Defender(HPE) 
NGIPS, OpenDNS(Cisco) 
AhnLab Safe Transaction, 
V3 Internet Security  
  9.0(AhnLab)  

NGIPS, OpenDNS(Cisco) 
Fortify Application  
 Defender(HPE) 
AhnLab Safe Transaction, V3  
 Internet Security 9.0(AhnLab)  

이중화/재해복구 솔루션 

암호화 솔루션 

복구자동화 솔루션  

자산관리 솔루션 등 

NGIPS, OpenDNS(Cisco) 

목적 
달성 

(Action on 
Objectives) 

 HPE SecureData(HPE) 
 SecureMail(HPE) 
 TrueZone(AhnLab) 

Fortify Application  
 Defender(HPE) 
StealthWatch, AMP (Cisco)  
보안관제 서비스(AhnLab) 

StealthWatch, AMP (Cisco)  
Fortify Application  
 Defender(HPE) 
보안관제 서비스(AhnLab) 

이중화/재해복구 솔루션 

암호화 솔루션 

복구자동화 솔루션  

자산관리 솔루션 등 

StealthWatch, AMP  
  (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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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감시정찰 
(Surveillance & Reconnaissance) 

작전계획 
(Operation Plan) 

작전수행  
(Offensive Operation) 

작전종료 
(Expiration) 

잠재표적식별 
(Identification) 

표적감시 
(Surveillance) 

표적선정 
(Targeting) 

무기선정 
(Weaponization) 

유포 
(Delivery) 

권한탈취 
(Exploitation) 

설치 
(Installation) 

명령 및 제어 
(Command & 

Control) 

목적달성 
(Action on 
Objectives) 

정화 
(Clean-up) 

전과평가 
(Report) 

기
술 

사이버  잠재표적  
 관리 기술 
  -잠재표적 식별  
  -잠재표적 분석 
  -잠재표적 추천/ 
    심사/선정 
 
적 취약점 식별  
 기술 
 
사이버작전상황도  
  기술 
  - 정보 수집 기술 
  - 아측 상황 분석  
    /도시 
  - 적 상황 분석/ 
    도시 
 
상황 전망 기술 

사이버 표적감시  
 분석기술 
 - 표적 식별 
 - 표적 감시 
 - 표적 분석 
 
상황전망 기술 

 

사이버표적 
 관리 기술 
 - 표적 식별  
 -표적 분석 
 -표적 추천/심사 
   /선정 
 
적 취약점식별  
 기술 
 
사이버작전  
 상황도 기술 
 -정보수집기술 
 -아측 상황분석/ 
  도시 
 -적 상황 분석/ 
  도시 
 
상황전망기술 

사이버무기관리  
  기술 
 - 무기식별기술 
 - 무기분석기술 
 - 무기추천기술 
 
적 취약점식별  
 기술 
 
사이버공격기술 
 
사이버작전 
 상황도 기술 
 -정보수집기술 
 -아측상황분석/ 
   도시 
 -적 상황분석/ 
  도시 
 
작전관리기술 

 
비닉 침투 기술 
  
비닉 주입/패치  
 기술 
 
네트워크침투 
 기술 
  
펌웨어 분석/ 
 침투기술 
 
펌웨어 기반  
 에이전트 제작 
 
OS우회삽입기술 
 
자동전파기술 
  (봇넷형태) 
 
능동침투기술 
 
관련 도구 
 - FW tunneling 
 - 로그 에디터/ 
   와이퍼 

무선 네트워크  
 마비 및 접속기술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  기술 
 
관련 도구 
 - Rootkit 
 - PW Cracker 

검출 우회 기술 
 - 바이러스,  
    방화벽,  
    침입탐지 
 
객체 은닉 기술 
 - 코드, 프로세서,  
    통신, 난독화  
    기술 
 
시스템 정보수집  
 기술 
 - 취약점 주요  
   객체 식별 
 
관련 도구 
 - 네크워크 매퍼 
 - 이메일/채팅  
    서버 
 - 백도어 등 

스텔스 임무수행  
 기술 
 
무선네트워크  
  마비 및 접속 
  기술 
 
조작코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이동경로  
 네비게이션 기술 
 
실행 및 관리  
  기술 

네크워크 분산 
마비기술  
- 좀비장비 확보 
기술 
- 자원고갈 기술 
- 탐지회피 기술 

안티 포렌식  
 기술 
 
디지털 증거 
 은닉 기술 
 
디지털 증거 
 변조 기술 
 
디지털 증거  
 제거 기술  

 사이버정보 
  수집기술 
 
 사이버 취약점  
  분석 
 
 디지털 포렌식  
  기술 
 
 사이버정보  
  융합/분석 기술 
  (다중사이버센서  
   융합 및 위협 
   분석기술) 
 
 사이버  
  상황인식/분석  
  기술 
 
 지휘통제  
  자동화 기술 
 (의사결정,  
  방책수립 지원) 

주
요
제
품 

사이버감시정찰 
 시스템 
 
사이버지휘 
 통제시스템 

 

사이버감시 
정찰시스템 
 
사이버지휘 
통제시스템 

사이버감시정찰 
시스템 
 
사이버지휘통제 
 시스템 

사이버지휘통제 
 시스템 

사이버 공세적 
 대응체계  

(적용체계)  
NCW전장감시 
체계, 스마트재머
체계 
 
사이버 공세적 
 대응체계 

(적용체계)  
 사이버 작전체계 
 
사이버 공세적 
 대응체계 

사이버 공세적 
 대응체계 

사이버 공세적 
 대응체계 

사이버 공세적 
 대응체계 

사이버감시정찰  
 시스템 
 
사이버지휘통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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