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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개념정의

• 머신 러닝
•

모든 소프트웨어는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 받고 입력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보여주거나 응답을 제공

•

기기가 하나의 작업을 수행할때 결과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세스 향상 방안과 그 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대응 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부름

•

머신 러닝은 프로그램에서 정의되지 않은 것을 학습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것

학습 대상
데이터
머신러닝
알고리즘

새로운 데이터

분류

예측

• 지도(Supervised) 학습 및 비 지도(Unsupervised) 학습
•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 지도 학습은 훈련데이타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해내기 위한 기계 학습 방법
- 미리 정의된 데이터 군을 정의된 결과치와 함께 제공되어 특정 패턴 또는 통계치를 통해
학습된 데이터 예측 군과 보이는 편차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
- 훈련 데이터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함
- 회귀분석(Regression): 관련 데이타들은 일정한 형태를 갖게 된다는 판단하에서
분석하는 방법(예:아파트 값과 평수와의 상관관계)
- 분류(Classification): 데이터를 Category 별로 서술하는 데이터 모델로 데이터의 추세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
•

비지도 학습(Unsuspervised Learning)

- 미리 정의된 데이터 군은 제공하지만 결과를 산정하지 않고 결과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

• Cognition의 의미
•

옥스포드 사전

“ Cognition means mental action or process of acquiring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rough thought, experience and the senses”
•

위키백과

“인식(認識, Cognition)은 대상을 아는 일이다. 객관적 실재 의식으로부터의 반영이다.
인식은 인간의 실천에서 시작되며, 실천을 통해서 처음으로 감각적 직관에 의한 직접적·개별
적·구체적인 감성적 인식이 형성된다. 이는 사물의 본성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인상
같은 것이다. 이 감성적 인식을 방침으로 하여 다시 실천을 계속하면 그릇된 점은 정정되고 다
른 사물과의 비교·구별 등을 통하여 개념·판단·추리를 하며 사물의 본질적인 이성적 인식을 얻
는다. 이 이성적 인식을 일반적으로 인식이라 부른다. 참된 의미에서의 이성적 인식(진리)은 개
인적 실천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역사적 축적, 다수의 사람의 인식(집단성)으로 이룩된다.
”

• 인지 시스템(Cognitive System)
•

Adaptive: 정보의 변화 및 목적인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것을 학습. 애매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을 판단하거나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

Interactive: 사용자가 필요한 사항을 편리하게 요청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받는 것

•

Iterative와 Stateful: 문제의 상태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을때 질문을 하거나 다른 분석
대상을 포함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방법. 이 전의 질의 사항을 참고하여
추가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

•

Contextual: 정보의 의미, 내용, 시간, 장소 관련 범위, 규정, 사용자 프로파일, 프로세스,
임무 및 목적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추출하는 것. 다양한 정보 분석 대상으로 부터 정형 및
비정형 정보를 활용

• 인지 컴퓨팅(Cognitive Computing)

Signal
Proc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Cognitive
Computing

머신
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언어
인지 및
화면 이해

사람과
컴퓨터간
대화

감정 분석

• 학습 지도를 통해서 행동을 배우는 능력
- 명시적 훈련(Explicit Training)
- 피드백을 통한 학습(implicit Training)
- 상황에 따른 행위를 예측
• 자연어 표현을 지원
- 언어를 통한 대화 능력
- 최적화된 표현을 찾아서 전달
• 추론을 통한 접근 방법
…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고 분석되고 있음

AI의 필요성과 위험성

보안의 어려움

컴플라이언스
요구

보안 대응 기술
부족

너무 많은 운영대상
장비

GDPR 벌금은
최대 수조원
이 될 수 있음
(글로벌 회사들
의 고민)

2022년까지, 1.8
백만개 이상의
보안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
측

회사내에서 보안
을 위해서 너무 많
은 보안 제조사의
너무 많은 장비를
사용

보안에서 AI가 필요한 이유

기술 능력

보안 분석 요구사항

보안 기술
•
•
•

11

IBM Security

보안장비들의 복잡성
보안 위협들의 고도화
최선의 운영방안 전무

대응 시간

분석 필요사항
•
•
•

전체 상황을 분석하기
어려움
내부 위협에 대한 인지 부족
효과적이지 못한 데이타

대응속도
•
•

고격이 더욱 빨라지고 있음
유출까지의 시간이 짧아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보안의 요구사항을 지원

예측 분석
• 접근방법: 행위 분석 모델 및
새로운 또는 과거의 위협 및
위험을 식별

• Applications: 네트워크 정보,
사용자 정보, endpoint,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클라우드 데이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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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QRadar 사용자 행위 분석

IBM Security

분석 능력 강화

협업 및 대응

• 접근 방법: 위협정보를 분류하여
전달하고 상황에 따른 판단

• Approach: 보안 이벤트가
발생한 원인 및 대응 방안 제공

• Applications: Structured and
unstructured (NLP) 데이터

• Applications: Cognitive SOC
분석가, orchestration, 자동화 및
디지털 가디언

B

IBM QRadar Advisor / Watson for
Cybersecurity

C

Take action with
QRadar User Behavior Analytics

공격자들이 활용하는 AI

AI를 활용한 공격

AI를 공격

AI 도용

• 생성: DeepHack 툴에 SQL
Injection을 학습 시킴 [DEFCON’17]

• 포이즌: Microsoft Tay 챗봇에
트위터를 통해 공격 (그리고
Watson 은 Urban 사전을 이용해
공격 [Po]

• 도용: 공용 API를 통해서 머신 러닝
모델을 도용 [USENIX’16] [DE]

• 자동화: 트위터에 공격대상에 대한
피싱 공격을 생성
[Zerofox Blackhat’16]

• 정교화: Neural network을 이용한
패스워크 크래킹
• 우회: 다크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스테가노그라피 채널을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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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Model Extraction
DE: Data Extraction
Ev: Model Evasion
Po: Model Poisoning

IBM Security

• 우회: 생체 인식을 통한 안면 분석용
컴퓨터 인지 기능을 공격 [CCS’16]
및 자율 주행 차량 공격 [OpenAI]
[Ev]
• 강화: G악성코드 탐지기를 우회하기
위한 유전자 알고리즘 및 강화 학습
활용 (OpenAI Gym
[Blackhat/DEFCON’17] [Ev]

• Transferability: 사실상 Black-box
공격을 통해 대리모델을 학습
시키고 공격에 활용 [ASIACCS’17]
[ME, Ev]
• Privacy: 모델전도 공격을 통해 훈련
데이터를 획득 [CCS’15] [DE]

AI에 대한 공격: 대응 방안

데이터 보안
실제 공격 방어: 프로세스 및 훈련 데이터를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를 더욱 견고하게
보호

모델 보안
Robust models: 복원력이 모델 구축을 위한 기술과 알고리즘을 사용
운영 보안
위협 탐지: 사용중 발생하는 위험한 입력 값을 탐지하고 삭제
Trusted SME

1. 데이터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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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ust Models

탐지

훈련 데이타

신뢰할 수 있는
이용자

트레이닝

2. 모델 보안

3. 운영 보안

IBM Security with AI

지속적이고 자동화된 Watson for Cyber Security

보안을 위한 통계 정보 및 관계 추출 모델(SIRE)
보안 컨텐츠의 자연어 처리를 통한 보안 언어 교육을
Watson에 교육

외부에 공개된
보안 컨텐츠를
제공
정보 분석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

관련된 지표의
형태를 통한
증거 제시

자연언어
처리 수행

Watson
for Cyber
Security

지표들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전체 상황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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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개념 및
관계를
학습하고
완벽히 이해

머신러닝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

Watson Discovery 서비스
구조화되지 않은 선별된 컨텐츠로 부터 보안 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관리
X-Force 위협 정보
최신 위협 정보를 구조화된 형태로 수집
보안 지식 그래프
보안지식에 기반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가시적으로 표현

정보 탐색 알고리즘들
보안 지식 그래프를 탐색하고 분석

Watson for Cyber Security 학습

5분
정형 보안 데이터

1 시간

1주

핵심적인 비정현 보안
데이터를 크롤링

웹 상의 모든 보안과 관련된 지식을
광범위하게 크롤링

시간당 5-10 업데이트 !
X-Force Exchange
파트너 데이터
Open source
수십억개의
유료 데이터
데이터 요소

블로그
웹사이트
뉴스, …

- Indicators
- Vulnerabilities
- Malware names, …

-

New actors
Campaigns
Malware outbreaks
Indicators, …

필터링 + 머신 러닝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

1주당 100K 업데이트!
침해 대등
Attack write-ups
모범 사례
수백만 개의

- Course of action
- Actors
- Trends
- Indicators, …

문서

3:1 감소

머신 러닝/
자연어 처리

수집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주석을 닮

수십억 개의 노드/엣지

17

IBM Security

풍부한 보안 지식 그래프

Watson for Cyber Security 활동
• 새로운 보안 정보를
학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최적화
• 이상활동 및 행위를
분석하여 원인 및 기타
지표를 추가로 찾는데 인지
기반 분석을 수행
• 분석시 놓치기 쉬운 경로 및
관계도를 찾아서 그림으로
생성
• 계속 학습하고 최적화 하고
수집된 정보는 계속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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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을 통해 외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보를 보안 운영에 접목

INGEST

LEARN

위협정보 데이타베이스

IBM Watson
for Cyber Security

보안이벤트

연구 보고서

정보의 중추(Corpus)

사용자 활동

보안 관련 서적

TEST

EXPERIENCE

취약점 정보
유명 웹사이트 정보

구성 정보
취약점 분석 결과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로그

블로그 및 SNS 활동 정보

보안 정책

기타 정보

사람에 의해 생성된 보안
정보

IBM Security 와 IBM Research를
통한 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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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업 보안 분석

기업 데이터를 상관분석

Watson for Cyber Security는 보안 컨텐츠들을 최신의 정보를 품질및 정확도를 기반으로 선별되어 학습되고 있음

IBM Security

Watson for Cyber Security는 보안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보로 변환

INGEST

학습된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Watson은
관련 정보들의 연관성을 표현

LEARN

TEST
파일 해쉬

위협 명칭

감염 경로

IoC와 Artifact

EXPERIENCE

머신 러닝을 활용하여 Watson은 24시간
자가 학습을 진행
자연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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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이 자연어 결과를
Text 형태로 매핑

Watson이
지식그래프 생성

Watson은 단순 알고리즘이 아닌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

INGEST
질의
LEARN

TEST

EXPERIENCE

지금 발생한
위협이 어떤
취약점과
관련이
있습니까?

정보 중추
활용 검색

IBM Security

점수 및 가중치

• 연구 보고서

• 횟수

• 보안 웹사이트

• 유사성

• 출판물

• 관계성

• 각종 위협 정보
• 내부 스캐닝 결과

• 분야별 관련성/
비즈니스 정책

• 자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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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추출

Watson은 보안 컨텐츠 분석을 통해 학습

INGEST

LEARN

보안 분석시 훈련된 Watson을 활용하게 되면 수분 내에
관련정보를 방대한 정보저장소로 부터 추출하여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

TEST

EXPERIENCE

Watson for
Cybe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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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AI 적용 기대효과

Watson을 통해 위협의 분석 및 대응 시간을 감소

전통적인 위협 부석
인시던트 선별

조사 및 영향도 평가

교정

일에서
주 단위
소요

IBM Watson for Cyber Security가 위협 분석을 지원
인시던트
식별

조사 및 영향도 평가

교정

분에서
시간 단위
소요

보안 위협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귀한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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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을 IBM 보안 전반에 적용하여 도움 제공

Watson for Cyber Security

IBM QRadar Security Intelligence Platform
QRadar는 Watson에 사전
분석된 보안 인시던트를 보냄
Send to Watson for Security

Watson은 자동으로 보안
분석가에게 위협의 가능성,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하여
시간을 상당히 절약함

내부 위협 이벤트와 인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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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보안 지식

봇넷 접속 IP 행위 분석
WATSON 분석 내용

봇넷 IP
• QRadar 봇넷 접속 시도 IP에 대해
Offense를 생성
̶ 보안 분석가는 동일 시간 기준 약 5개의
관련 정보를 확인

• Watson은 50개 이상의 관련 정보를
보여주고 확인하여 위험한 접속이라는
것을 확인
̶ Email hashes
̶ File hashes
̶ IP addresses
̶ Do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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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파일 다운로드
WATSON 분석 내용

악성 파일 다운로드
• 내부 사용자가 악성파일 다운로드 시도
해당 악성코드만 차단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차단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
̶
̶

• Watson 추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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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ware이 대규모 전파 시도행위임을 확인
분석가는 Watson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확인하여 추가로 관련된 파일에 대한
차단을 설정

THANK YOU
FOLLOW US ON:
ibm.com/security
securityintelligence.com
xforce.ibmcloud.com

@ibmsecurity
youtube/user/ibmsecurity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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