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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표준의 목적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현 규격 (STIX)은 사이버 위협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사이버 위협
분석이 가능하도록 사이버 위협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본 표준은 보안 솔루션의 위협 탐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 정책을 용이하게 수
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STIX 2.0 유스케이스를 제공하여, 고도화 및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은 사이버 위협 정보 교환을 위한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준 규격(STIX)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STIX의 개념과 구성, 그리고 주요 기능을 설명한다. 또한,
사이버 위협 분석, 침해 대응 활동, 사이버 위협 정보 교환 등의 전반적인 사이버 위협
관리 체계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STIX 2.0 유스케이스를 제시한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해당 사항 없음

3.2 인용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해당 사항 없음

Preface

1 Purpose

The Structured Threat Information eXpression (STIX) defines a method for expressing
cyber threat information so that cyber threat information can be shared quickly and
analyzed. This standard provides an STIX 2.0 use case that can be used to quickly
share the threat detection information of the security solution and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response policy, thereby suggesting way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cyber threats that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intelligent.

2 Summary

This standard describes the concept, composition and main functions of STIX to help
users understand the structured threat information standard for cyber threat
information exchange. We also present the STIX 2.0 use case, which can be used to
establish an overall cyber threat management system such as cyber threat analysis,
countermeasures activity, and exchange of cyber threat information.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None.

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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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현 규격(STIX 2.0)에 대한 유스케이스
(Use Cases for Structured Threat Information eXpression (STIX 2.0))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사이버 위협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현 규격(STIX)
을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기술한다. 본 표준의 범위는 사
이버 위협 정보 교환을 위한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준 규격(STIX)에 대한 개념과
구성, 그리고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사이버 위협 분석, 침해 대응 활동, 사이버 위
협 정보 교환 등의 전반적인 사이버 위협 관리 체계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STIX
2.0 유스케이스를 제시한다.

2 인용 표준
3 용어 정의
4 약어
CCE

Common Configuration Enumeration

CTI

Cyber Threat Intelligence

CVE

Common Vulnerability & Exposures

CVRF

Common Vulnerability Reporting Framework

CWE

Common Weakness Enumeration

OSVDB Open Sourced Vulnerability Database
SDO

STIX Domain Object

SRO

STIX Relationship Object

STIX

Structured Threat Information eXpression

TAXII

Trusted Automated eXchange of Indicator Information

5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현 규격(STIX) 소개
5.1 STIX 의 개념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현 (STIX) 규격은 사이버 위협 정보의 공유와 사이버 위협
분석이 가능하도록 사이버 위협 정보를 표현하는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현 규격(STIX)은 개별 보안관제 업체 또는 기관(CERT)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일관된 분석, 그리고 자동화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４

STIX 1.0 은 8 가지 구성 요소로 사이버 위협정보를 구조화하였으며, 각 구성 요소
는 Observable, Indicator, Incident, TTP, ThreatActor, Campaign, ExploitTarget,
Course of Action(COA) 등이 있다. 또한, 각각의 구성요소는 다양한 세부적인 속성
을 가지고 있으며 XML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5-1)은 STIX 1.0의 구조를 나타내
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5.2 절에 기술한다.

(그림 5-1)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현(STIX 1.0) 구조
2017년 7월 OASIS CTI TC에서 채택된 STIX 2.0은 도메인 객체(domain object)와
관계 객체(relationship object)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가지 SDO와 2가지 SRO로 구
조화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구성 객체는 다양한 세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JSON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5-2)은 STIX 2.0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
인 내용은 5.2 절에서 설명한다.

(그림 5-2)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현(STIX 2.0) 구조
５

5.2 STIX 의 구성요소 및 속성
본 절에서는 STIX 1.0과 2.0에 대한 구성 요소와 속성을 소개한다. 특히, STIX는
버전에 따라 서로 다른 스키마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정보 표현을 위해
STIX 1.0은 XML을 사용하고 STIX 2.0은 JSON을 사용한다.
우선, STIX 1.0은 8가지의 구성요소를 갖고 있으면, 각 구성 요소별 세부 속성은 아
래와 같다.
(1) Observable
• 사이버공간에서 관찰 가능한 모든 이벤트 관련 구조체: STIX의 기반 구성요소
를 표현한다.
• 예시: 파일관련 정보(이름, 해쉬, 사이즈, 삭제기록 등), 레지스트리 키, 서비
스 목록, IP주소 등
(2) Indicator
• 위협지표 관련 구조체: ‘Observable’중 위협지표를 위한 데이터 모음을 표현
한다.
• 예시: 해킹된 도메인, 위조된 이메일, 트로이목마와 관련된 파일해쉬 등
(3) Incident
• 사고 관련 구조체: ‘Indicator’중 사이버 공격으로 밝혀진 결과를 표현한다.
• 예시: 피해시간 및 피해시스템 등 육하원칙에 기초한 피해·공격 관련 정보
(4)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 (TTP)
• 공격기법 관련 구조체: ‘Incident’배후의 전략 및 기술, 절차 등 공격기법을
표현한다.
• 예시: (목적) 신용카드정보 유출, (기술) 키로거 등 악성코드가 삽입된 첨부문
서를 포함한 표적형 이메일 송부, (절차) 공격목표 설정 → 사회공학적 이메일 작성
→ 백신위회 악성코드 제작 → C&C 도메인 구축 → 공격메일 발송
(5) ThreatActor
• 공격자 관련 구조체: ‘TTP’의 수행주체를 표현한다.
(6) Campaign
• 전체공격 관련 구조체: ‘ThreatActor’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1개 이상의
Incident 및 TTP로 구성된 행위를 표현한다.
(7) ExploitTarget
• 취약점 관련 구조체: ‘ThreatActor의 TTP’실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네트워크, 설정 정보의 취약점 등을 표현한다.
• 예시: CVE 및 OSVDB, CVRF, CWE, CCE 등 포괄
６

(8) Course of Action (COA)
• 대응 관련 구조체: ‘ExploitTarget’치료 및 ‘Incident’대응 등을 표현한다.
STIX 2.0은 도메인 객체와 관계 객체로 구성된다. 도메인 객체는 12가지가 존재한
다.
(1) 공격 패턴(Attack Pattern) 객체
공격 패턴(Attack Pattern)은 악의적 사용자가 대상의 훼손을 시도하는 방법을 설명
하는 TTP(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의 한 형식이다.
(2) 캠페인(Campaign) 객체
캠페인(Campaign)은 특정 목표군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단의 악
의적 활동 또는 공격(일명 웨이브라 함)을 설명하는 악의적 동작의 집합이다.
(3) 조치(Course of Action) 객체
조치(Course of Action)는 공격을 예방하거나 진행 중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실
행한 작업이다.
(4) ID(Identity) 객체
ID(Identity)는 실제 개인, 조직 또는 그룹(예: ACME, Inc.)는 물론 개인, 조직 또는
그룹의 부류(예: 재무 부문)을 표현할 수 있다.
(5) Indicator 객체
Indicator는 수상한 또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패턴
을 포함하고 있다.
(6) 침입 단체(Intrusion Set) 객체
침입 단체(Intrusion Set)는 단일 조직이 지휘한다고 판단되는 공통 속성을 가진 악
의적 동작과 리소스의 그룹화된 집합체이다.
(7) 멀웨어(Malware) 객체
멀웨어(Malware)는 일명 악성코드 및 악성 소프트웨어라고도 알려진 TTP(전술, 기
법 및 프로시저,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의 일종이며, 피해자의 데이
터,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또는 가용성을 훼손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붕괴시킬 의도를 가지고 시스템에(대개
몰래) 삽입하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8) 관측 데이터(Observed Data) 객체
관측 데이터(Observed Data)는 STIX™ Version 2.0. Part 3[3]과 Part4[4]에 정의된
사이버 관측 가능 객체 사양을 사용하여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해 관측한 정보를
７

전달한다. 예를 들어 관측 데이터는 IP 주소, 네트워크 연결, 파일 또는 레지스트리
키의 관측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9) 보고서(Report) 객체
보고서(Report)는 위협 행위자, 멀웨어 또는 컨텍스트와 관련 세부 정보를 포함한
공격 기법에 대한 설명과 같이 하나 이상의 주제에 초점을 맞춘 위협 인텔리전스의
모음이다.
(10) 위협 행위자(Threat Actor) 객체
위협 행위자(Threat Actor)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실제 개
인, 그룹 또는 조직이다.
(11) 도구(Tool) 객체
도구(Tool)는 위협 행위자가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소프
트웨어이다.
(12) 취약성(Vulnerability) 객체
취약성(Vulnerability)은 해커가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취약한 부분이다.
관계 객체는 다음과 같이 2가지 객체로 구성된다.
(1)

관계성(Relationship) 객체

관계성(Relationship)은 두 SDO가 서로 관련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2)

발견(Sighting) 객체

발견(Sighting)은 CTI의 무언가(예: indicator, 멀웨어, 도구, 위협 행위자 등)가 발
견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한다.
5.3 STIX 의 기능
5.3.1

스키마

스키마(schema)는 다른 유형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STIX에서는
두 가지 스키마가 이용되며, STIX 1.2 스키마는 XML을 사용하고 STIX 2.0 스키마는
JSON을 사용한다..
XML 스키마는 XML 파일에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 요소와 특정 구조를 정의한다.
JSON 스키마는 JSON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한다.
JSON 스키마는 주어진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되는 JSON 데이터와 이 데이터로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JSON 스키마는 JSON 데이터의 유효성 검
사, 문서화, 하이퍼링크 탐색 및 상호 작용 제어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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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X 객체를 만들기 전에 JSON 스키마와 각 객체의 속성과 객체 간 관계를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5.3.2

STIX 검사기

STIX 유효성 검사 (validator) 도구는 STIX JSON 콘텐츠가 STIX 2.0 규격을 준수하
는지 확인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며, 생성된 콘텐츠가 STIX 2.0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5.3.3

패턴 검사기

또 다른 유효성 검사 도구는 STIX 패턴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된다. STIX 패턴은
STIX indicator SDO 내 Cyber Observable 객체를 나타내는 표현식이다. 이는 사이
버 활동을 나타내는 인텔리전스를 모델링하는데 유용하다. 이 도구는 단순히 패터
닝 구문이 패터닝 표현식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file :
hashes.'SHA256'='eH537f25c895bfa782526529a9b63d97aa631564d5d789c2b765448c8635fb6
c '] 패턴은 패턴 유효성 검사 도구를 통과하지만, [file : hashes.'SHA-256'=
'example.exe'] 는 통과할 수 없다.
5.3.4

STIX 시각화

STIX 객체 간의 많은 관계는 JSON 블록을 보는 것만으로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STIX는 JSON을 보다 간결하고 읽기 쉬운 다이어그램으로 변환하는 데 도
움이 되는 STIX 시각화 도구를 제공한다. 시각화 도구는 STIX 2.0 과 노드 및 에지
가 있는 그래프의 비교를 강화한다. SDO는 노드로 변환되고 SRO는 각 노드를 연
결하는 에지로 변환된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기반이며 대화형으로써 노드를 드래
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객체를 시각화 할 수 있다. 노드와 모서리를 클릭하면
SDO 및 SRO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파일, 복사 및 붙여 넣기 또는
유효한 URL에 대한 링크를 통해 JSON을 업로드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
다.
5.3.5

STIX 상승 변환

STIX 상승 변환 도구는 STIX 1.2 로 작성된 콘텐트를 STIX 2.0 콘텐츠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5.3.6 STIX 패턴 비교기
패턴 일치 도구는 STIX 관찰 데이터를 STIX 지표 패턴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관측된 데이터가 패턴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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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IX 2.0 유스케이스
6.1 개요
고도화,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안 솔루션의 위협
탐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 정책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유스케이스의 개념은 (그림 6-1)과 같다. 각 유스케이스는 사이버
위협 분석(UC1),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지표 패턴 지정(UC2), 대응 활동 관리(UC3)
및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UC4)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6-1) STIX 유스케이스 개념

6.2 랜섬웨어(WannaCry) 대응을 위한 STIX 2.0 유스케이스
일반적으로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
스를 제한하기 위하여 암호화를 실행한 후 암호화 키에 대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
는 일종의 악성 소프트웨어이다. 일반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은 전자 메일 첨부 파일
로 전달되어 컴퓨터 사용자가 모르게 감염시키는 정상적인 파일로 위장된 트로이
목마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WannaCry 랜섬웨어는 전자 메일 첨부 파일을 통해
확산되는

일반

랜섬웨어와는

달리

인터넷에

액세스할

때만

감염을

시도한다.

WannaCry 랜섬웨어는 문서 파일, 압축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 및 가상 컴퓨터
파일과 같은 다양한 파일을 암호화를 한다.
아래의 절에서는 앞서 설명했던 4가지 유형의 유스케이스 중에서 사이버 위협 분
석(UC1),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지표 패턴 지정(UC2), 대응 활동 관리(UC3)에 대한
유스케이스만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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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UC1: 사이버 위협 분석
SMBv2 원격코드실행 취약점 악용한 랜섬웨어(WannaCry) 악성코드 공격 관련 정보를
분석한다.
(1) Identity
우선, 관측자 정보를 Identity 객체로 정의한다.
{
"type": "identity",
"id": "identity--987eeee1-413a-44ac-96cc-0a8acdcc2f2c",
"created": "2017-04-14T13:07:49.812Z",
"modified": "2017-04-14T13:07:49.812Z",
"name": "IglooSecurity”
"identity_class": "organization",
"contact_information": "noreply@igloosec.com",
"sectors": [
"technology"
]
}

(2) Observed Data
egg 형식의 압축 파일이 첨부된 1 개의 배송안내 메일이 수신되었으며 52 개의 C&C
서버 도메인(2 개만 정의)이 관측되었다.
{
"type": "observed-data",
"id": "observed-data--cf8eaa41-6f4c-482e-89b9-9cd2d6a83cb1",
"created_by_ref": "identity--987eeee1-413a-44ac-96cc-0a8acdcc2f2c",
"created": "2017-04-14T19:37:11.213Z",
"modified": "2017-04-14T19:37:11.213Z",
"first_observed": "2017-04-14T21:37:11.213Z",
"last_observed": "2017-04-14T21:37:11.213Z",
"number_observed": 1,
"objects": {
“0”: {
“type”: “email-addr”,
“value”: leeseojin****@gmail.com,
“display_name” : “Seojin L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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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observed-data",
"id": "observed-data--cf8eaa41-6f4c-482e-89b9-9cd2d6a83cb2",
"created_by_ref": "identity--987eeee1-413a-44ac-96cc-0a8acdcc2f2c",
"created": "2017-04-14T19:37:11.213Z",
"modified": "2017-04-14T19:37:11.213Z",
"first_observed": "2017-04-14T21:37:11.213Z",
"last_observed": "2017-04-14T21:37:11.213Z",
"number_observed": 1,
"objects": {
"0: {
"type": "email-message",
“to_refs” : “0”,
“is_multipart”: false,
“subject” : “FedEx 배송관련 안내”,
"body_multipart": [
{
"content_type": "application/zip",
"content_disposition": "attachment; filename=\" ipa_email_attachment_zip\"",
"body_raw_ref": "5"
}
]
}
}
}
{
"type": "observed-data",
"id": "observed-data--cf8eaa41-6f4c-482e-89b9-9cd2d6a83cb3,
"created_by_ref": "identity--987eeee1-413a-44ac-96cc-0a8acdcc2f2c",
"created": "2017-04-14T19:37:11.213Z",
"modified": "2017-04-14T19:37:11.213Z",
"first_observed": "2017-04-14T21:37:11.213Z",
"last_observed": "2017-04-14T21:37:11.213Z",
"number_observed": 1,
"objects": {
“0”: {
“type”:”domain-name”,
“value”:” 43bwabxrduicndiocpo.net”,
“description” : “CnC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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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ype": "observed-data",
"id": "observed-data--cf8eaa41-6f4c-482e-89b9-9cd2d6a83cb4",
"created_by_ref": "identity--987eeee1-413a-44ac-96cc-0a8acdcc2f2c",
"created": "2017-04-14T19:37:11.213Z",
"modified": "2017-04-14T19:37:11.213Z",
"first_observed": "2017-04-14T21:37:11.213Z",
"last_observed": "2017-04-14T21:37:11.213Z",
"number_observed": 1,
"objects": {
“0”: {
“type”:”domain-name”,
“value”:” dyc5m6xx36kxj.net”,
“description” : “CnC 서버”
}
}
}

(3) Attack Pattern
램섬웨어 타입의 Malware 가 수신되었으며, 공격 패턴은 램섬웨어 WannaCry 공격
활동이다. 공격 패턴으로 멀웨어를 사용하는 관계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
"type": "attack-pattern",
"id": "attack-pattern--7e33a43e-e34b-40ec-89da-36c9bb2cacd5",
"created": "2016-05-12T08:17:27.000Z",
"modified": "2016-05-12T08:17:27.000Z",
"name": " Targeted Malware ",
"external_references": [
{
"source_name": "capec",
"id": "CAPEC-542"
}
]
}

{
"type": "mal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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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malware--fdd60b30-b67c-11e3-b0b9-f01faf20d111",
“created_by_ref” : "identity--987eeee1-413a-44ac-96cc-0a8acdcc2f2c",
"created": "2014-02-20T09:16:08.989000Z",
"modified": "2014-02-20T09:16:08.989000Z",
"name": " WannaCry ",
"labels": [
" Ransomware "
]
}

{
"type": "relationship",
"id": "relationship--57b56a43-b8b0-4cba-9deb-34e3e1faed9e",
"created": "2016-05-12T08:17:27.000Z",
"modified": "2016-05-12T08:17:27.000Z",
"relationship_type": "uses",
"source_ref": " attack-pattern--7e33a43e-e34b-40ec-89da-36c9bb2cacd5",
"target_ref": " malware--fdd60b30-b67c-11e3-b0b9-f01faf20d111"
},

(4) Vulnerability
Microsoft Windows 의 SMBv2 원격코드실행 취약점('17.3.14 패치발표, MS17-010)을
악용한

랜섬웨어

악성코드로

CVE-2017-0147,

CVE-2017-0143

취약점

정보와

연관되었으며, 멀웨어가 이 취약점을 공격대상으로 하는 관계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
"type": "vulnerability",
"id": "vulnerability--0c7b5b88-8ff7-4a4d-aa9d-feb398cd0061",
"created": "2016-05-12T08:17:27.000Z",
"modified": "2016-05-12T08:17:27.000Z",
"name": "관련된 CVE 정보”
"external_references": [
{
"source_name": "cve",
"external_id": "CVE-2017-0147"
},
{
"source_name": "cve",
"external_id": "CVE-2017-0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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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relationship",
"id": "relationship--6ce78886-1027-4800-9301-40c274fd472f",
"created": "2014-06-30T09:15:17.182Z",
"modified": "2014-06-30T09:15:17.182Z",
"relationship_type": "targets",
"source_ref": " malware--fdd60b30-b67c-11e3-b0b9-f01faf20d111",
"target_ref": " vulnerability--0c7b5b88-8ff7-4a4d-aa9d-feb398cd0061"
}

(5) Campaign, ThreatActor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Campaign 과 ThreatActor 로 객체를 정의하고,
Campaign 과 ThreatActor 는 ‘attributed-to’ 관계를, Campaign 과 AttackPattern 은
‘uses’ 관계, 그리고 Campaign 과 Vulnerability 는 ‘targets’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
"type": "campaign",
"id": "campaign--e5268b6e-4931-42f1-b379-87f48eb41b1e",
"created": "2017-05-12T15:50:10.983Z",
"modified": "2017-05-13T08:33:39.001Z",
"name": "랜섬웨어 (WannaCry) 공격",
"description": "

2017년 5월 12일 ~ 13일 동안 전세계 12만대 이상 컴퓨터를 감염시킴.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약 100개국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되는 램섬웨어, 일명 워너크라이(WannaCry)로 인한 피해가
발생. 공격자 타입은 Malware Developer 동기는 금전적인 것에 기인(Financial or Economic). 숙련도는
전문가(Expert)",
"aliases": ["WannaCry"],
"first_seen": "2017-05-12T04:50:40.123Z",
"objective": "Theft"
}
{
"type": "threat-actor",
"id": "threat-actor--56f3f0db-b5d5-431c-ae56-c18f02caf500",
"created": "2017-05-08T15:50:10.983Z",
"modified": "2017-05-08T15:50:10.983Z",
"labels": ["hacker"],
"roles": ["malware-author"],
"sophistication": "expert",
"resource_level": "team",
"goals": ["Theft the development Tools"],
"primary_motivation": "organizational‐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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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hadow Brokers”
}
{
"type": "relationship",
"id": "relationship--3dcf59c3-30e3-4aa5-9c05-2cbffcee5922",
"created": "2017-08-08T15:50:10.983Z",
"modified": "2017-08-08T15:50:10.983Z",
"relationship_type": "uses",
"source_ref": "campaign--e5268b6e-4931-42f1-b379-87f48eb41b1e",
"target_ref": "attack-pattern--7e33a43e-e34b-40ec-89da-36c9bb2cacd5"
}
{
"type": "relationship",
"id": "relationship--3dcf59c3-30e3-4aa5-9c05-2cbffcee5923",
"created": "2017-08-08T15:50:10.983Z",
"modified": "2017-08-08T15:50:10.983Z",
"relationship_type": "targets",
"source_ref": "campaign--e5268b6e-4931-42f1-b379-87f48eb41b1e",
"target_ref": " vulnerability--0c7b5b88-8ff7-4a4d-aa9d-feb398cd0061"
}
{
"type": "relationship",
"id": "relationship--3dcf59c3-30e3-4aa5-9c05-2cbffcee5924",
"created": "2017-08-08T15:50:10.983Z",
"modified": "2017-08-08T15:50:10.983Z",
"relationship_type": "uses",
"source_ref": "threat-actor--56f3f0db-b5d5-431c-ae56-c18f02caf500"
"target_ref": " attack-pattern--7e33a43e-e34b-40ec-89da-36c9bb2cacd5"
}
{
"type": "relationship",
"id": "relationship--3dcf59c3-30e3-4aa5-9c05-2cbffcee5925",
"created": "2017-08-08T15:50:10.983Z",
"modified": "2017-08-08T15:50:10.983Z",
"relationship_type": "attributed-to",
"source_ref": "threat-actor--56f3f0db-b5d5-431c-ae56-c18f02caf500"
"target_ref": " campaign--e5268b6e-4931-42f1-b379-87f48eb41b1e"
},
{
"typ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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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elationship--3dcf59c3-30e3-4aa5-9c05-2cbffcee5926",
"created": "2017-08-08T15:50:10.983Z",
"modified": "2017-08-08T15:50:10.983Z",
"relationship_type": "targets",
"source_ref": "threat-actor--56f3f0db-b5d5-431c-ae56-c18f02caf500"
"target_ref": " identity--987eeee1-413a-44ac-96cc-0a8acdcc2f2c"
}

6.2.2 UC2: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지표패턴 지정
(1) Indicator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 URL 을 URL Watch 타입의 Indicator 로 정의하고 해당
Indicator 를 나타나는 관계 객체를 표현한다.
{
"type": "indicator",
"id": "indicator--d81f86b9-975b-bc0b-775e-810c5ad45a4f",
"created": "2017-02-29T13:49:37.079000Z",
"modified": "2017-06-29T13:49:37.079000Z",
"labels": [
"malicious-activity"
],
"name":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URL",
"pattern": "[url:value = ‘43bwabxrduicndiocpo.net'] OR [url:value = ‘dyc5m6xx36kxj.net’]",
"valid_from": "2017-06-29T13:49:37.079000Z"
},
{
"type": "relationship",
"id": "relationship--6ce78886-1027-4800-9301-40c274fd473g",
"created": "2017-06-30T09:15:17.182Z",
"modified": "2017-06-30T09:15:17.182Z",
"relationship_type": "indicates",
"source_ref": "indicator--d81f86b9-975b-bc0b-775e-810c5ad45a4f",
"target_ref": " malware--fdd60b30-b67c-11e3-b0b9-f01faf20d111"
}
{
"type": "relationship",
"id": "relationship--6ce78886-1027-4800-9301-40c274fd473h",
"created": "2017-06-30T09:15:17.182Z",
"modified": "2017-06-30T09:15:17.18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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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_type": "indicates",
"source_ref": "indicator--d81f86b9-975b-bc0b-775e-810c5ad45a4f",
"target_ref": "threat-actor--56f3f0db-b5d5-431c-ae56-c18f02caf500"
}

6.2.3 UC3: 사이버 위협 대응 활동 관리
(1) Course Of Action
사전 대응 조치(Remedy)로는 ‘SMB 프로토콜 비활성화’,
방법이

있으며

COA

객체로

표현한다.

각각의

‘Windows 최신 업데이트’

객체에

대해서

악성코드를

mitigate(완화)하는 관계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
"type": "course-of-action",
"id": "course-of-action--8e2e2d2b-17d4-4cbf-938f-98ee46b3cd3f",
"created_by_ref": " identity--987eeee1-413a-44ac-96cc-0a8acdcc2f2c",
"created": "2016-04-06T20:03:48.000Z",
"modified": "2016-04-06T20:03:48.000Z",
"name": " SMB 프로토콜 비활성화 ",
"description": "네트워크 방화벽 및 Windows 방화벽을 이용하여 SMB 관련 포트(TCP 139,TCP 445) 차단"
}
{
"type": "course-of-action",
"id": "course-of-action--8e2e2d2b-17d4-4cbf-938f-98ee46b3ef3g",
"created_by_ref": " identity--987eeee1-413a-44ac-96cc-0a8acdcc2f2c",
"created": "2016-04-06T20:03:48.000Z",
"modified": "2016-04-06T20:03:48.000Z",
"name": "Windows 최신 업데이트 ",
"description": " MS 업데이트 카탈로그 사이트를 통해 버전 업그레이드 및 최신 보안패치 다운로드 및 적용 ",
"external_references": [
{
"url": " http://www.catalog.update.microsoft.com/Search.aspx?q=KB4012598"
}
]
}
{
"type": "relationship",
"id": "relationship--44298a74-ba52-4f0c-87a3-1824e67d7fad",
"created": "2016-04-06T20:07:1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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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2016-04-06T20:07:10.000Z",
"relationship_type": "mitigates",
"source_ref": "course-of-action--8e2e2d2b-17d4-4cbf-938f-98ee46b3cd3f",
"target_ref": " malware--fdd60b30-b67c-11e3-b0b9-f01faf20d111"
}
{
"type": "relationship",
"id": "relationship--44298a74-ba52-4f0c-87a3-1824e67d7fae",
"created": "2016-04-06T20:07:10.000Z",
"modified": "2016-04-06T20:07:10.000Z",
"relationship_type": "mitigates",
"source_ref": " course-of-action--8e2e2d2b-17d4-4cbf-938f-98ee46b3ef3g ",
"target_ref": " malware--fdd60b30-b67c-11e3-b0b9-f01faf20d111"
},

상기 랜섬웨어(WannaCry) 대응을 위한 STIX 2.0 유스케이스에 대한 STIX 2.0 다이어그
램은 (그림 6-2)와 같다.

(그림 6-2) 랜섬웨어(WannaCry) 대응을 위한 STIX 2.0 유스케이스의 다이어그램

１９

6,3 크립트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STIX 2.0 유스케이스
6.3.1 개요

이 유스케이스의 경우 동일한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 속한 두 개의 조직, 즉
회사 A와 회사 B가 있다고 가정한다. 회사 A는 STIX 콘텐츠의 제작자로, 회사 B는
STIX 콘텐츠를 받는 회사로 나타낸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회사 A가 네트워크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감지한다. 회사는 이를 공
유하기로 결정하고, Indicator SDO를 생성한다. 이 indicator에는 탐지된 악성활동의 파
일 해시와 같은 패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패턴이 잘 알려진 일부 멀웨
어 (CryptoLocker) 에 대한 동일한 파일 해시를 탐지한다고 가정한다. 회사 A는 특정
멀웨어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Malware SDO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회사 A는 indicator와 malware객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STIX SRO 객체를
생성한다. 이 relation 객체는 특정 탐지된 indicator객체와 malware 객체와의 관계를 나
타낸다. 이 관계를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나타낼 경우 indicator 및 malware SDO는 "노
드"로 나타나고, relation 객체는 두 객체를 연결하는 "엣지" 로 나타난다.
이후 회사 A는 이 정보를 다른 조직과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relation SRO와 함께
indicator및 malware SDO를 STIX bundle에 포장한다. STIX bundle은 임의의 STIX 객체
모음을 위한 컨테이너로 사용된다. 회사 A는 이 정보를 TAXII 채널을 통해 TAXII 서버에
공개한다. 이 정보는 다른 TAXII 클라이언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의 소비자로서, 회사 A는 회사 TAXII 서버에 로그인한다. 이 시
나리오에서는 회사 A의 STIX 콘텐츠를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회사 B는 회사 A의 위협
정보를 위협 인텔리전스 저장소로 가져와서 자신의 네트워크에서 해당 indicator의 존재
를 검색한다.
회사 A가 보낸 indicator를 네트워크에서 검색한 후 회사 B는 네트워크에서 동일한 멀웨
어를 검색한다. 회사 B는 Sighting SRO를 생성하여 자신도 이 악성코드 해시를 발견했
다고 공유 커뮤니티에 전달한다. 따라서 Sighting SRO는 회사 A에 의해 처음 생성된
Indicator SDO가 회사 B에 의해 보여졌다고 알린다.

6.3.2 공통 특성

STIX 2.0의 모든 SDO와 SRO 객체는 공통 특성을 사용한다. 이 중 일부는 식별된 객체
에서 나타나야 하며, 식별된 객체의 유형인 type 특성, 객체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id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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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그리고 객체의 최초 버전 및 수정 버전의 타임스탬프를 나타내는 created, modified
특성이 존재한다. 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type": "indicator",
"id": "indicator--71312c48-925d-44b7-b10e-c11086995358",
"created": "2017-02-06T09:13:07.243000Z",
"modified": "2017-02-06T09:13:07.243000Z"
}
6.3.3 indicator 객체

이 유스케이스에서는 회사 A의 indicator와 malware SDO를 사용한다. indicator 객체에
는 name, 탐지에 사용되는 pattern, indicator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labels 목
록, 그리고 indicator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valid_from 속성과 같
은 표시기를 설명하는 특성을 갖는다.

{
"type": "indicator",
"id": "indicator--71312c48-925d-44b7-b10e-c11086995358",
"created": "2017-02-06T09:13:07.243000Z",
"modified": "2017-02-06T09:13:07.243000Z",
"name": "CryptoLocker Hash",
"description": "This file is a part of CryptoLocker",
"pattern": "[file:hashes.'SHA-256' =
'46afeb295883a5efd6639d4197eb18bcba3bff49125b810ca4b9509b9ce4dfbf']",
"labels": ["malicious-activity"],
"valid_from": "2017-01-01T09:00:00.000000Z"
}
6.3.4 malware 객체

malware SDO는 탐지된 CryptoLocker 멀웨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멀웨어 SDO는 멀웨어 name, 멀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는
description 및 멀웨어 유형을 특징 짓는 labels 목록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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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malware",
"id": "malware--81be4588-96a8-4de2-9938-9e16130ce7e6",
"created": "2017-02-06T09:26:21.647000Z",
"modified": "2017-02-06T09:26:21.647000Z",
"name": "CryptoLocker",
"description": "CryptoLocker is known to hold files hostage for ransom.",
"labels": ["ransomware"]
}
6.3.5 relation 객체

relation 객체는 회사 A 의 indicator SDO를 malware SDO에 연결한다. 이 객체는 두 객
체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필수 특성과 일반 속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모
든 관계에는 소스 SDO의 ID를 포함하는 source_re, 대상 SDO의 ID를 포함하는
target_re가 필요하다. 또한 관계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 relationship_type 특성이 필요하
다.

{
"type": "relationship",
"id": "relationship--a19fac85-f6f5-47f3-aacd-4bfb54557852",
"created": "2017-02-06T09:30:51.987000Z",
"modified": "2017-02-06T09:30:51.987000Z",
"relationship_type": "indicates",
"source_ref": "indicator--71312c48-925d-44b7-b10e-c11086995358",
"target_ref": "malware--81be4588-96a8-4de2-9938-9e16130ce7e6"
}
6.3.6 STIX 번들

회사 A는 STIX 번들(bundle)을 사용하여 위 세 가지 STIX 객체를 포함한다. 번들은 하
나의 JSON 문서에서 여러 STIX 객체 모음을 공유하는 데 사용된다.
STIX 번들은 type 특성, id 특성을 포함한다. 이 유스케이스에서 STIX버전을 나타내는
필수 특성 spec_version 이 존재한다. 이러한 필수 특성 정보 외에도 STIX 객체 목록은
objects 특성에 존재한다.

２２

{
"type": "bundle",
"id": "bundle--1736e032-a96a-41e9-8302-126677d4d781",
"spec_version": "2.0",
"objects": [
{
"type": "indicator",
"id": "indicator--71312c48-925d-44b7-b10e-c11086995358",
"created": "2017-02-06T09:13:07.243000Z",
"modified": "2017-02-06T09:13:07.243000Z",
"name": "CryptoLocker Hash",
"description": "This file is a part of CryptoLocker",
"pattern": "[file:hashes.'SHA-256' =
'46afeb295883a5efd6639d4197eb18bcba3bff49125b810ca4b9509b9ce4dfbf']",
"labels": ["malicious-activity"],
"valid_from": "2017-01-01T09:00:00.000000Z"
},
{
"type": "malware",
"id": "malware--81be4588-96a8-4de2-9938-9e16130ce7e6",
"created": "2017-02-06T09:26:21.647000Z",
"modified": "2017-02-06T09:26:21.647000Z",
"name": "CryptoLocker",
"description": "CryptoLocker is known to be malicious ransomware.",
"labels": ["ransomware"]
},
{
"type": "relationship",
"id": "relationship--a19fac85-f6f5-47f3-aacd-4bfb54557852",
"created": "2017-02-06T09:30:51.987000Z",
"modified": "2017-02-06T09:30:51.987000Z",
"relationship_type": "indicates",
"source_ref": "indicator--71312c48-925d-44b7-b10e-c11086995358",
"target_ref": "malware--81be4588-96a8-4de2-9938-9e16130ce7e6"
}
]
}

２３

6.3.7 Sighting 객체

회사 B가 회사 A에서 제공한 indicator를 사용하고 비교하는 경우, 해당 네트워크에 동
일한 CryptoLocker 멀웨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커뮤니티에 다시 공유하는 중요
한 정보이며, 이를 위해 Sighting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이것은 STIX 2.0에서 SRO의
다른 유형이며 일부 객체가 탐지되었음을 의미한다. Sighting에는 sighting_of_ref라는 필
수 특성 하나만 존재한다. 이 특성에는 발견된 객체에 대한 참조가 포함된다.
{
"type": "sighting",
"id": "sighting--4eebf1e1-5351-49ed-9b7b-28f0da806d82",
"created": "2017-02-07T20:08:31.154Z",
"modified": "2017-02-07T20:08:31.154Z",
"sighting_of_ref": "indicator--71312c48-925d-44b7-b10e-c11086995358"
}

Sighting 객체가 추가된 STIX 다이어그램은 (그림 6-3)과 같다.

(그림 6-3) 탐지된 indicator를 설명하기 위한 Sighting SRO
6.4 악성 URL 대응을 위한 STIX 2.0 유스케이스
6.4.1 개요
잠재적 대상에게 멀웨어를 감염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은 특정 URL에서 악성코드를 호스
팅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대상이 되는 피싱 메일이나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해당
URL로 이동하게 하여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게 한다. 따라서 악의적 URL목록을 공유하
는 것은 멀웨어에 대한 노출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악의적인 “http://x4z9arb.cn/4712/” URL에 백도어 멀웨어가 호스팅
된 것을 가정한다. 이 사이트에 포함된 백도어 멀웨어는 원격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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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URL은 indicator SDO로 나타낸다. indicator 객체의 pattern 특성으로 달성된다.
pattern 값은 [url: value = 'http://x4z9arb.cn/4712/'] 이다.

6.4.2 indicator 객체

이 indicator 객체에는 URL에 대한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labels 특성을 포함한다.
이 시나리오의 URL은 악의적인 것이므로, indicator의 적절한 labels은 “malicious
activity”이다. indicator 객체의 또 다른 필수 필드는 valid_from이고 이는 해당 URL이
악성행위를 시작한 시간으로 나타낸다. 이 경우 URL은 객체가 생성된 시점부터 유효하
다.

{
"type": "indicator",
"id": "indicator--d81f86b9-975b-bc0b-775e-810c5ad45a4f",
"created": "2014-06-29T13:49:37.079Z",
"modified": "2014-06-29T13:49:37.079Z",
"labels": [
"malicious-activity"
],
"name": "Malicious site hosting downloader",
"pattern": "[url:value = 'http://x4z9arb.cn/4712/']",
"valid_from": "2014-06-29T13:49:37.079000Z"
},
]

6.4.3 멀웨어 객체

이 시나리오에서 URL과 관련된 멀웨어는 백도어 유형이며, 멀웨어 객체를 사용하여 모
델링된다.
멀웨어 객체는 멀웨어 인스턴스에 대한 킬 체인 정보를 포함한다. 이 멀웨어는 백도어

거점에 연결을 수립하고 거기서 원격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멀웨
어 객체는 kill_chain_phases 리스트에 나타낸다. 이 리스트에는 사용된 kill chain의 이름

과 kill chain 내의 phase 를 포함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kill chain으로 “Mandiant
Attack Lifecycle Mode” 을 사용하고, phase_name으로 “establish-foothold” 를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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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malware",
"id": "malware--162d917e-766f-4611-b5d6-652791454fca",
"created": "2014-06-30T09:15:17.182Z",
"modified": "2014-06-30T09:15:17.182Z",
"name": "x4z9arb backdoor",
"labels": [
"backdoor",
"remote-access-trojan"
],
"description": "This malware attempts to download remote files after establishing
a foothold as a backdoor.",
"kill_chain_phases": [
{
"kill_chain_name": "mandiant-attack-lifecycle-model",
"phase_name": "establish-foothold"
}
]
}

6.4.4

STIX 번들

관계성 SRO가 indicator와 malware 객체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URL
indicator는 백도어 멀웨어 객체를 나타낸다. 이 관계에서 indicator id는 source_ref이고
malware id는 target_ref 이다. 관계성 객체에 대한 STIX 다이어그램은 (그림 6-4)와 같
다.

(그림 6-4) 관계성 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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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bundle",
"id": "bundle--44af6c39-c09b-49c5-9de2-394224b04982",
"spec_version": "2.0",
"objects": [
{
"type": "indicator",
"id": "indicator--d81f86b9-975b-bc0b-775e-810c5ad45a4f",
"created": "2014-06-29T13:49:37.079Z",
"modified": "2014-06-29T13:49:37.079Z",
"labels": [
"malicious-activity"
],
"name": "Malicious site hosting downloader",
"pattern": "[url:value = 'http://x4z9arb.cn/4712/']",
"valid_from": "2014-06-29T13:49:37.079000Z"
},
{
"type": "malware",
"id": "malware--162d917e-766f-4611-b5d6-652791454fca",
"created": "2014-06-30T09:15:17.182Z",
"modified": "2014-06-30T09:15:17.182Z",
"name": "x4z9arb backdoor",
"labels": [
"backdoor",
"remote-access-trojan"
],
"description": "This malware attempts to download remote files after establishing
a foothold as a backdoor.",
"kill_chain_phases": [
{
"kill_chain_name": "mandiant-attack-lifecycle-model",
"phase_name": "establish-foothold"
}
]
},
{
"type": "relationship",
"id": "relationship--6ce78886-1027-4800-9301-40c274fd472f",
"created": "2014-06-30T09:15:17.18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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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2014-06-30T09:15:17.182Z",
"relationship_type": "indicates",
"source_ref": "indicator--d81f86b9-975b-bc0b-775e-810c5ad45a4f",
"target_ref": "malware--162d917e-766f-4611-b5d6-652791454fc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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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 A

랜섬웨어(WannaCry) 대응을 위한 STIX 1.0 유스케이스
본 부속서에서는 WannaCry 램섬웨어에 대한 사이버 위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STIX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STIX 1.0 유스케이스를 설명한다.
A.1

UC1: 사이버 위협 분석

SMBv2 원격코드실행 취약점을 악용한 랜섬웨어(WannaCry) 악성코드 공격 관련
정보를 분석한다.
(1) Observable
egg 형식의 압축 파일이 첨부된 1개의 배송안내 메일이 수신되었으며 52개의
C&C 서버 도메인이 관측되었다.
<stix:Observables xsi:type="cybox:ObservablesType" cybox_major_version="2" cybox_minor_version="1">
<cybox:Observable id="IGL:observable_000009392_01">
<cybox:Event>
<cybox:Type xsi:type="cyboxVocabs:EventTypeVocab-1.0.1">Email Ops</cybox:Type>
<cybox:Actions>
<cybox:Action>
<cybox:Type xsi:type="cyboxVocabs:ActionTypeVocab-1.0">Receive</cybox:Type>
<cybox:Associated_Objects>
<cybox:Associated_Object id="IGL:object_ipa_email_000009392">
<cybox:Properties xsi:type="EmailMessageObj:EmailMessageObjectType">
<EmailMessageObj:Header>
<EmailMessageObj:To>
<EmailMessageObj:Recipient category="e-mail">
<AddressObj:Address_Value>leeseojin****@gmail.com</AddressObj:Address_Value>
</EmailMessageObj:Recipient>
</EmailMessageObj:To>
<EmailMessageObj:Subject>FedEx 배송관련 안내</EmailMessageObj:Subject>
</EmailMessageObj:Header>
<EmailMessageObj:Attachments>
<EmailMessageObj:File
object_reference="IGL:object_ipa_email_attachment_zip_000009392"/>
</EmailMessageObj:Attachments>
</cybox: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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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ox:Association_Type xsi:type="cyboxVocabs:ActionObjectAssociationTypeVocab1.0">Returned</cybox:Association_Type>
</cybox:Associated_Object>
</cybox:Associated_Objects>
</cybox:Action>
</cybox:Actions>
</cybox:Event>
</cybox:Observable>
<cybox:Observable id="IGL:observable_000009392_02">
<cybox:Object id="example:Object-37be6630-b2df-4bf9-8750-3f45ca9e19cf">
<cybox:Properties xsi:type="URIObject:URIObjectType" type="URL">
<URIObject:Value>43bwabxrduicndiocpo.net</URIObject:Value>
</cybox:Properties>
</cybox:Object>
</cybox:Observable>
<cybox:Observable id="IGL:observable_000009392_03">
<cybox:Object id="example:Object-37be6630-b2df-4bf9-8750-3f45ca9e19cf">
<cybox:Properties xsi:type="URIObject:URIObjectType" type="URL">
<URIObject:Value>dyc5m6xx36kxj.net</URIObject:Value>
</cybox:Properties>
</cybox:Object>
</cybox:Observable>
</stix:Observables>

(2) TTP
개인

고객의

랜섬웨어

타입의

멀웨어가

수신되었으며,

공격

패턴은

램섬웨어

WannaCry 공격 활동이며, 공격 대상은 조직 내 정보 자산으로 판별되었다.

<stix:TTPs>
<stix:TTP xsi:type="ttp:TTPType" id="IGL:ttp_000009392">
<ttp:Intended_Effect>
<stixCommon:Value xsi:type="stixVocabs:IntendedEffectVocab1.0">Theft</stixCommon:Value>
</ttp:Intended_Effect>
<ttp:Behavior>
<ttp:Attack_Patterns>
<ttp:Attack_Pattern capec_id="CAPEC-542">
<ttp:Title>Targeted Malware</ttp:Title>
</ttp:Attack_Pattern>
</ttp:Attack_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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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Malware>
<ttp:Malware_Instance>
<ttp:Type xsi:type="stixVocabs:MalwareTypeVocab-1.0">Ransomware</ttp:Type>
<ttp:Title>WannaCry</ttp:Title>
</ttp:Malware_Instance>
</ttp:Malware>
</ttp:Behavior>
<ttp:Resources>
<ttp:Tools>
<ttp:Tool>
<cyboxCommon:Type xsi:type="stixVocabs:AttackerToolTypeVocab1.0">Malware</cyboxCommon:Type>
</ttp:Tool>
</ttp:Tools>
</ttp:Resources>
<ttp:Victim_Targeting>
<ttp:Targeted_Systems xsi:type="stixVocabs:SystemTypeVocab-1.0">Enterprise
Systems</ttp:Targeted_Systems>
<ttp:Targeted_Information xsi:type="stixVocabs:InformationTypeVocab-1.0">Information
Assets</ttp:Targeted_Information>
</ttp:Victim_Targeting>
<ttp:Exploit_Targets>
<ttp:Exploit_Target>
<stixCommon:Exploit_Target idref="IGL:et_000009392"/>
</ttp:Exploit_Target>
</ttp:Exploit_Targets>
</stix:TTP>
</stix:TTPs>
</ttp:Behavior>
<ttp:Resources>
<ttp:Tools>
<ttp:Tool>
<cyboxCommon:Type xsi:type="stixVocabs:AttackerToolTypeVocab1.0">Malware</cyboxCommon:Type>
</ttp:Tool>
</ttp:Tools>
</ttp:Resources>
<ttp:Victim_Targeting>
<ttp:Targeted_Systems xsi:type="stixVocabs:SystemTypeVocab-1.0">Enterprise
Systems</ttp:Targeted_Systems>
<ttp:Targeted_Information xsi:type="stixVocabs:InformationTypeVocab-1.0">Information
Assets</ttp:Targeted_Information>
</ttp:Victim_Targeting>

３１

(3) Exploit Target
Microsoft Windows의 SMBv2 원격코드실행 취약점('17.3.14 패치발표, MS17-010)
악용한 랜섬웨어 악성코드로 CVE-2017-0147, CVE-2017-0143 취약점 정보와 관
련되어 있음을 파악되었다
<stix:Exploit_Targets>
<stixCommon:Exploit_Target xsi:type="et:ExploitTargetType" id="IGL:et_000009392"
timestamp="2014-02-20T09:00:00.000000Z">
<et:Title>SMBv2 related Vulnerability </et:Title>
<et:Vulnerability>
<et:CVE_ID>CVE-2017-0146</et:CVE_ID>
<et:References>

<stixCommon:Reference>https://www.rapid7.com/db/modules/auxiliary/scanner/smb/smb_ms17_010<
/stixCommon:Reference>
</et:References>
</et:Vulnerability>
<et:Vulnerability>
<et:CVE_ID>CVE-2017-0147</et:CVE_ID>
<et:References>

<stixCommon:Reference>https://www.rapid7.com/db/modules/auxiliary/scanner/smb/smb_ms17_010<
/stixCommon:Reference>
</et:References>
</et:Vulnerability>
<et:Vulnerability>
<et:CVE_ID>CVE-2017-0143</et:CVE_ID>
<et:References>

<stixCommon:Reference>https://www.rapid7.com/db/modules/auxiliary/scanner/smb/smb_ms17_010<
/stixCommon:Reference>
</et:References>
</et:Vulnerability>
</stixCommon:Exploit_Target>
</stix:Exploit_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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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cident
공격분류는 Unauthorized Access, 자산에 관하여는 조직 내부의 자산, 영향을 받은
대상은 금전적 손실로 판단되었다.
<stix:Incidents>
<stix:Incident xsi:type="incident:IncidentType" id="IGL:incident_000009392">
<incident:Time>
<incident:First_Malicious_Action>2012-0719T14:25:36+09:00</incident:First_Malicious_Action>
<incident:Incident_Reported>2012-10-30T00:00:00+09:00</incident:Incident_Reported>
</incident:Time>
<incident:Categories>
<incident:Category xsi:type="stixVocabs:IncidentCategoryVocab-1.0">Unauthorized
Access</incident:Category>
</incident:Categories>
<incident:Victim>
<stixCommon:Name>KISA</stixCommon:Name>
</incident:Victim>
<incident:Affected_Assets>
<incident:Affected_Asset>
<incident:Ownership_Class xsi:type="stixVocabs:OwnershipClassVocab-1.0">InternallyOwned</incident:Ownership_Class>
<incident:Management_Class xsi:type="stixVocabs:ManagementClassVocab1.0">Internally-Managed</incident:Management_Class>
<incident:Location_Class xsi:type="stixVocabs:LocationClassVocab-1.0">InternallyLocated</incident:Location_Class>
</incident:Affected_Asset>
</incident:Affected_Assets>
<incident:Impact_Assessment>
<incident:Effects>
<incident:Effect xsi:type="stixVocabs:IncidentEffectVocab-1.0">Financial
Loss</incident:Effect>
</incident:Effects>
</incident:Impact_Assessment>
<incident:Status xsi:type="stixVocabs:IncidentStatusVocab1.0">Closed</incident:Status>
<incident:Related_Indicators>
<incident:Related_Indicator>
<stixCommon:Indicator idref="IGL:indicator_000009392_01"/>
</incident:Related_Indicator>
<incident:Related_Indicator>
<stixCommon:Indicator idref="IGL:indicator_000009392_02"/>
</incident:Related_Indicator>
<incident:Related_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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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UC2: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지표패턴 지정

(1) Indicator
랜섬웨어 및 드롭퍼의 해시 정보는 참조가 불가능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Malicious
E-Mail, Exfiltration, URL Watch 타입의 Indicator를 정의한다.
<stix:Indicators>
<stix:Indicator xsi:type="indicator:IndicatorType" id="IGL:indicator_000009392_01">
<indicator:Type xsi:type="stixVocabs:IndicatorTypeVocab-1.1">Malicious Email</indicator:Type>
<indicator:Observable>
<cybox:Observable idref="IGL:observable_000009392_01"/>
</indicator:Observable>
<indicator:Indicated_TTP>
<stixCommon:TTP idref="IGL:ttp_000009392"/>
</indicator:Indicated_TTP>
<indicator:Related_Campaigns>
<indicator:Related_Campaign>
<stixCommon:Campaign idref="IGL:campaign_000009392"/>
</indicator:Related_Campaign>
</indicator:Related_Campaigns>
</stix:Indicator>
<stix:Indicator xsi:type="indicator:IndicatorType" id="IGL:indicator_000009392_02">
<indicator:Type xsi:type="stixVocabs:IndicatorTypeVocab1.1">Exfiltration</indicator:Type>
<indicator:Indicated_TTP>
<stixCommon:TTP idref="IGL:ttp_000009392"/>
</indicator:Indicated_TTP>
<indicator:Related_Campaigns>
<indicator:Related_Campaign>
<stixCommon:Campaign idref="IGL:campaign_000009392"/>
</indicator:Related_Campaign>
</indicator:Related_Campaigns>
</stix:Indicator>
<stix:Indicator xsi:type="indicator:IndicatorType" id="IGL:indicator_000009392_03">
<indicator:Type xsi:type="stixVocabs:IndicatorTypeVocab-1.1">URL
Watchlist</indicator:Type>
<indicator:Observable>
<cybox:Observable_Composition operator="OR">
<cybox:Observable idref="IGL:observable_000009392_02"/>
<cybox:Observable idref="IGL:observable_000009392_03"/>
</cybox:Observable_Composition>
</indicator:Observable>
<indicator:Indicated_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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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UC3: 사이버 위협 대응활동 관리

(1) Course Of Action
사전 대응 조치(Remedy)로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패치를 통해 가능하며, 접속 제한
에 의한 영향은 없으며, 대응 조치의 비용은 낮음으로 판단되며, 대응 조치의 유효
성은 보통(Medium) 수준으로 판단된다.
<stix:Courses_Of_Action>
<stix:Course_Of_Action xsi:type="coa:CourseOfActionType" id="IGL:coa_000009392">
<coa:Stage xsi:type="stixVocabs:COAStageVocab-1.0">Remedy</coa:Stage>
<coa:Type xsi:type="stixVocabs:CourseOfActionTypeVocab-1.0">Patching</coa:Type>
<coa:Parameter_Observables xsi:type="cybox:ObservablesType" cybox_major_version="2"
cybox_minor_version="1">
<cybox:Observable idref="IGL:observable_000009392_01"/>
<cybox:Observable idref="IGL:observable_000009392_02"/>
<cybox:Observable idref="IGL:observable_000009392_03"/>
</coa:Parameter_Observables>
<coa:Impact>
<stixCommon:Value xsi:type="stixVocabs:HighMediumLowVocab1.0">None</stixCommon:Value>
</coa:Impact>
<coa:Cost>
<stixCommon:Value xsi:type="stixVocabs:HighMediumLowVocab1.0">Low</stixCommon:Value>
</coa:Cost>
<coa:Efficacy>
<stixCommon:Value xsi:type="stixVocabs:HighMediumLowVocab1.0">Medium</stixCommon:Value>
</coa:Efficacy>
</stix:Course_Of_Action>
</stix:Courses_Of_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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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1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Ⅰ-1.1 지식재산권 확약서(1)
해당 사항 없음
※ 상기 기재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이외에도 본 표준이 발간된 후 접수된 확약서가
있을 수 있으니,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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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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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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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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