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분야와 주요 사업자

시큐리티플러스 박형근 대표

인공지능이란 여러 환경 하에서 지능에 기반하여 학습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최선의 선택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좀더
포괄적이다. 구글의 딥마인드, IBM의 왓슨 등 상용 혹은 오픈소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보안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려는 시도가 증가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도입 필요성으로는 방대한 정보보안 관련 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어려움과 부족한 정보보안 인력의 해소가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는
정보보안 분야로는 위협 인텔리젼스, 통합보안 관제, 네트워크 패킷 분석, 악성코드
분석, 사용자 이상행위 분석, 사용자 인증과 사기 탐지,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분야에 등이며, 이미 상당한 분야에서 상용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기반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해 조언 받을 수 있는
전문가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때 국내에서 보다 많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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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공지능 개요
1. 상용 인공지능 동향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 이 용어에 대한 최초 정의는 1956년에 개최된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 교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기계를 인간이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 - The science and
engineering of making intelligent machines.
다소 현대적인 정의는 컴퓨터 과학자인 닐스 닐슨(Nils J. Nilsson)의 2010년 저서, 'THE
QUEST FOR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인공지능은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지능이란 어떤 개체가 주어진 환경 아래에
서 예측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자질이다.” -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at activity devoted
to making machines intelligent, and intelligence is that quality that enables an entity to function
appropriately and with foresight in its environment.
즉, 인공지능이란 단순히 기계학습(머신러닝, Machine Learning)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다양
한 환경 하에서 지능에 기반하여 학습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최선의 선택을 통해 그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좀더 포괄적인 용어이다. 인공지능은 기계학
습을 포함하여, 자연어 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정형/비정형 자료에 대한 분석과 지식 트리
(Knowledge Tree)를 통한 지식화 능력, 인간과의 자연스런 소통을 위한 음성 인식과 음성 기
반의 표현 능력,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추론을 기반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능력 등을 포
괄한다.
현존하는 여러 상용 인공지능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공지능은 아마 인간과 인공지
능 간 세기의 대결을 만든 알파고, 즉 구글의 딥마인드1)가 아닐까 한다. 딥마인드는 다층 신
경망(Deep Neural Network)와 큐 러닝(Q-Learning)을 조합하여 심층 인공지능 기술인 '심층 큐
네트워크(Deep Q-network)를 독자 개발했다.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4승 1패의
기록과 함께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크게 보여 줬다. 현재 딥마인드는 인공지능을 의료와 건강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분야에서 보다 앞서 등장한 인공지능은 IBM DeepQA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왓슨이다. 인공지능 왓슨은 자연어 형식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공지능으
로 현재 왓슨은 의료와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법, 세금, 소비자 서비스 등 17개 산업 및 학
문 부문으로 매우 다양하게 적용 및 활용 중이다. IBM과 구글을 포함하여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등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혹은 플랫
폼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KT의 기가지니, SKT의 누구라는 이름의 AI 플랫폼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적용
분야도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부터 검색, 번역, 추천 서비스 등 그 응용과 적용 범위도 다양
하다. 참고로 인공지능은 현재 기계학습보다 더 넓은 영역의 기술 집합체이다.

1) https://deepmi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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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소스 인공지능 동향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매우 다양하다. 우선은 코드 기여로 오픈소스화
된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들부터 살펴본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인공지능의 완성도를 높이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용 등 알고리즘을 보다 발전시키고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인공지능 오픈소스로는 구글에서 코드를 기여하고 있는 텐서플로2)가 국내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텐서플로는 파이썬, 자바, C, Go,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스
위프트 등 언어와 윈도, 리눅스, 맥OS, 라즈베리파이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IBM에서 코드를 기여한 아파치 시스템ML3)이 있다. 아파치 시스템ML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스파크와 연동하여 인공지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도 Cognitive Toolkit (CNTK)4)이라는 이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한,
NVIDIA의 cuDNN, DL4J, Caffe 등 다양한 딥러닝 오픈소스와 관련 프로젝트들이 있다.

Ⅱ. 보안 분야에 있어 인공지능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분야
1. 보안 분야에 있어 인공지능 도입 필요성
보안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도입 필요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여기서
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이슈가
있다. 2018년도 7월 기준 무선 인터넷 트래픽 통계5)를 보자면 작년 동월 대비 21%가 증가한
393,154TB의 네트워크 트래픽의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매일 증가하고 있는 유무선 네트워
크 트래픽에 대해 이상 징후를 기존 방식으로 분석하기란 용이치 않다. 또한, 매일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는 정보보안 관련 인터넷 지식들을 모두 검색하여 이해하고 패턴화시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악성코드의 증가율 역시 다양한 변종의 출현과 함께 매번 새로운 기록
을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코드를 출현하는 속도에 맞춰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즉, 정보
보안 분야에 있어 분석해야 할 데이터 량의 급속한 증가는 인공지능 분석의 주요 동인 중
하나이다.
두 번째로는 충분히 숙련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전문가의 부족이다. 정보보안 분야
는 IT의 발전에 따라 많은 연관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취약점과 위협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습의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취
약점은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가 약 31% 증가한 20,832건의 취약점이 발표되었다면, 올
해도 그 기록은 충분히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6) 또한 다양한 보안 및 해킹 컨퍼런스에서 새
로운 공격 기법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부족한 인력 구조 속에
2)
3)
4)
5)
6)

https://www.tensorflow.org/
https://systemml.apache.org/
https://github.com/Microsoft/CNTK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2018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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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취약점들과 새로운 공격 기법에 대한 학습할 시간의 확보는 기업의 인재 교육 프
로그램 내에서 전략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닌 온전히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정보보호 예산
을 편성한 기업이 48.1%로 전년 대비 15.6% 증가되었으나, 이중 36.8%가 1% 미만이며, 정보
보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9.9%로 전년 대비 1.1%가 하락되었다. 또한 애로사항 중
전문 인력 확보가 39%로 전년 대비 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7) 전 세계적으로도 대기
업의 83%가 적절한 기술 레벨을 가진 인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0년까지 150
만 명의 보안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8) 이에 따른 현재 부족한 인력을 정보보
안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과 함께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부족한 경험과 지식의 격차를 메워 줄 파트너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고려는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한다.

2. 인공지능 적용 분야
1) 위협 인텔리전스
보안 사고를 조사하는 보안 분석가들은 사고 데이터 내 IP, 도메인이나 파일 해쉬값 등을
검토하며 주변의 관련 데이터들을 검색한다. 또한 다양한 검색 방법과 정보들을 활용하여 새
로운 악성코드나 침해 식별 정보(IoC - Indicator of compromise)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사고 데이터의 분석을 확장하며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한다. 연구 논문,
컨퍼런스 프리젠테이션, 보안 관련 뉴스, 업계 발표, 분석 보고서, 뉴스레터, 각종 웹 사이트
와 블로그, 위키, SNS, 공개된 위협 정보 등 각종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배포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 및 분류하며, 정제된 위협 인텔리젼스로 재생산하는 과
정은 통합 보안 관제 혹은 보안 연구가들의 많은 시간과 인원을 요구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정보의 8%만 활용 가능하며, 보안팀의 80%는 보안
사고 시 만약 위협 인텔리젼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다면 공격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9)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인터넷 상의 자동 수집 혹은 제시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의해 정
보보안의 용어로 이해 및 분석하고 이를 위협 인텔리젼스 데이터로 정제한다. 인공지능은 학
습 기간 동안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반복하며, 보안 관련 문맥, 문맥과 문맥 사이의 관
계, 연관된 행위 정의, 다양한 룰(Rule) 등을 정의하여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정형 데이터 및
연관된 지식의 구조화된 체계를 만든다. 재생산된 위협 인텔리젼스 정보에 대해서는 근접성,
관계성과 진실성을 기반으로 평가되고, 필요하다면 재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제 이
분야의 상용 서비스인 IBM의 Watson for Cyber Security에서는 통계적인 정보와 관계성 추출
모델(Statistical Information and Relation Extraction - SIRE)을 보안 문맥에 대한 자연어 처리와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모델로 사용한다.
인공지능은 보안 연구자들이 보다 빨리 분석하고 새로운 위협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 준
7)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Ponemon: Cyber Threat Intelligence Report 2015
9) Watson for Cyber Security - 보안 분석에 대한 코그너티브 보안 시대,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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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수집된 새로운 악성 패턴을 식별함으로써 제로데이 공격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로데이 인텔리젼스 기반으로 탐지력을 증가시키며, 전 세계적인 위
협 인텔리젼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적인 위협 동향을 예측한다. 이 분야에 있어 대표적인
기업은 IBM과 SK Infosec이다.
2) 통합 보안 관제
93%의 통합보안 관제센터 관리자가 모든 잠재적인 위협을 선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
에서 근무 중인 42%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보안 경보의 중요한 숫자'들을 알지 못한다.
또한 보안 회사의 31%는 보안 경보를 때때로 무시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며, 전체 보안 경보
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경보의 50%를 무시한다.10) 첫 번째로 살펴 본 인공지능 기반으로
생성된 위협 인텔리젼스를 활용하여 통합 보안 관제 대상 기업 내 IT 자산과 로그, 이벤트에
대해 데이터 마이닝으로 보안 솔루션이나 서비스에서 감지하지 못한 위협에 대해 탐지 및
식별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 IBM, Cyber Security for Watson을 활용한 통합 보안 관제 >

출처: IBM 통합 보안 관제 솔루션 소개 자료
그러나 반면에 통합 보안 관제에서 다루는 각종 로그와 다양한 이벤트를 직접적으로 인공
지능에 학습시켜서 관제 인력이 미쳐 파악하지 못한 이상 로그나 이벤트, 공격의 징후를 파
악 및 오탐을 줄여 주기 위한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ESM
및 SIEM 솔루션 공급회사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ESM과 SIEM 기능 내에서 보다
향상된 상관 분석을 위해서나, 위협 판단 행위에 대한, 그리고 통계적인 베이스라인 제시와
다차원 분석 분야에 인공지능 혹은 기계학습에 대한 기술들이 적용된다. 인공지능을 통합 보
안 관제에 활용해 본 결과, 기존 위협 분석보다 60배 더 빨라졌으며, 분석 속도가 수시간에
서 수분 이내로, 보안 운영의 업무 부담이 25배 절감되었으며, 식별되지 않았던 새로운 위협
10) IBM 통합 보안 관제 솔루션 소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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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탐지가 10배 증가되었다고 한다.11)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은 이글루, IBM, LogRhythm,
SparkCognition 등이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IBM에서 개발되고 있는 하빈(Havyn) 프로젝트도
매우 흥미로운 접근 방식으로 주목할 만하다.

< 하빈(Havyn) 프로젝트 로고와 이미지 샷 >

출처: IBM, 하빗 프로젝트 발표 보도자료
종래의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에서 하빈은 사이버 보안 영역에 대해 교육
받은 IBM 왓슨(Watson) 기반으로 인간과 대화 가능한 통합보안 관제 지원 서비스이다. 자연
스러운 워크플로와 투명성, 그리고 향상된 공동 작업을 통해 위협 분석가 및 보안 관리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다. 하빈은 음성을 기본 인터페이스로 하여 문자 입력이나, 클
릭과 같은 사용자 입력을 받아, 하빈 클라우드에 이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표시하거
나, 음성으로 읽어 준다. 하빈의 활용 예를 보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음성 기반의 질문에 대
해 답변하거나, 자연어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12)
3) 네트워크 패킷 분석
전통적인 침입탐지시스템은 탐지하고자 하는 공격에 대한 정보와 시그니처가 있어야 하고,
정보와 시그니처가 없는 공격을 인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네
트워크 분석 시스템의 인공지능 혹은 기계학습 기반 기술의 도입을 통해 기존 네트워크 활
동을 학습시키고, 평상 시 네트워크 활동 사항으로부터 이상 행위를 분석 및 추론한다. 네트
워크 상의 동일 디바이스들의 행위에 대한 문맥 분석과 학습, 연결 관계에 대한 통계와 추
이, 정상과 비정상 행위의 판단을 위한 위험도 산정을 수행하여 네트워크 상의 이상 징후를
판단한다. 침입탐지 문제는 실시간적이고 자동화된 지식(Knowledge) 생성의 문제로 볼 수 있
으며, 인공지능의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과 분류(Classification)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즉, 정상정인 네트워크 패킷과 각종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패킷을 수집하고, 이 패킷에 다양
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지식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지식을
11) SOGETI, FIDUCIA GAD, SCANA 등 인공지능 기반 통합보안 관제 솔루션 적용 기업 피드백
12) Project Havyn: Giving Cybersecurity a Voice - https://youtu.be/nVyqGKhLB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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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패킷들에 대하여 정상 및 비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13)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행위 분석은 사용자의 활동 내역에 대해 로그, 이벤트, 수행
명령, 자산 등에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에 대해 감사 데이터 저장소 및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
고, 다양한 규칙(Rule)과 모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학습 단계를 수행한다. 이때 사용되는
모델로는 기본적으로 정상과 이상의 분류에 대해서는 베이지안(Bayesian),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Holt-Winters 모델 등이 주로 채택된다. 이후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며 규칙
과 모델을 확인하며 이상 사용자를 탐지 혹은 위험 점수를 조정한다. 이 분야에 있어 대표적
인 기업은 다크트레이스, 크로니클, 벡트라 등이 있다.
4) 악성코드 분석
새로운 악성코드와 이에 대한 변종은 AV-TEST 통계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390,000개가 넘
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악성코드 분석가들의 시의 적절한 대응이 매우 어렵다. 또한, 각종
분석을 돕기 위한 자동화 도구와 샌드박스 등을 활용하긴 하지만, 이에 대한 회피 기술 또한
발전하여 이에 대한 탐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안티 바이러스는 파일 혹은 데이
터 서명 및 패턴 분석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악성 활동을 이전 사례들과 비교한다. 즉, 안티
바이러스는 악의적인 파일을 탐지하여 시스템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한다.
그러나, 파일 혹은 데이터 서명 및 패턴을 갖고 있어야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며, 수없이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악성코드에 대해 발견하고 이를 파일 혹은 데이터 서명 및 패턴으로
만드는 작업 간의 시간 간격은 계속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에
서도 행위 분석이라든가 위협 정보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보완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서명
및 패턴 업데이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기존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인공지능 혹은 기계학습을 악성파일과 정상 파일 구분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되고 있다. 실제 인공지능을 악성코드 분야에 활용한다고 하
더라도 속도 면에서 가장 빠른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의 시그니처 기반의 진단은 가장 먼저
활용된다. VirusTotal과 같이 클라우드 기반 멀티 안티 바이러스 엔진을 통해 현재 확보된 알
려진 악성코드에 대한 진단으로, 진단이 필요한 코드와 그렇지 않은 코드를 식별해 낸다. 첫
번째 안티바이러스 엔진을 통과한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에 대해 자동화된 안티 리버싱으
로 프로그램 코드화한 다음, 6개의 악성 로직 혹은 그에 대한 변이를 포함하는지 분석한다.
6개의 악성 로직이란 ▲취약점 공격 로직(Exploit) ▲감염 및 전파 로직(Infect) ▲시스템 호출
변경 및 가로채는 로직(Hook) ▲동적 프로그램 삽입(Injection) ▲비정상 시스템 자원 접근 로
직(Access) ▲정보 유출 로직(Theft)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도 탐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샌드박스 내에서 시스템 혹은 브라우저 행
위 기반 분석을 함께 수행한다. 악성코드의 위협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상 행위와
IoC(Indicator Of Compromise), 블랙 IP 리스트, C&C IP 리스트와 같은 인텔리젼스 정보를 활용
하여 악성코드에 대한 비정상 여부 판별을 수행한다. 이 분야의 있어 대표적인 기업은 사이
랜스, Deep Instinct, 아바스트, 마이크로소프트, 세이트시큐리티 등이 있다.

13)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네트워크기반 침입탐지 기술 동향, 이창훈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컴퓨
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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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이상 행위 분석
사용자의 이상 행위 분석은 광범위한 IT와 보안 인프라에 대한 분석과 비즈니스 혹은 사용
자 패턴에 대한 이해라는 어려움으로 인해 이 분야의 해결 방안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이 높은 영역 중 하나이다.
사용자의 평소 업무 패턴과 비교하여 사용자의 이상 행위가 악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은 장기간의 분석과 함께 같은 그룹의 사용자와의 비교 등이 요구되며 정해진 규칙을 기반
으로 하기에는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통한 위험 점수 기반 시스템이 가장 일반
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행위 분석은 사용자의 활동 내역에 대해 로그,
이벤트, 수행 명령, 자산 정보 등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에 대해 감사 데이터 저장소 및 데이
터 마트를 구성하고, 다양한 규칙(Rule)과 모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학습 단계를 수행합니
다. 이때 사용되는 모델로는 베이지안(Bayesian),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Holt-Winters
모델 등이 주로 채택된다. 이후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며 규칙과 모델을 확인하며 이
상 사용자를 탐지 혹은 위험 점수를 조정한다. 이상 사용자의 중요 카테고리로는 동일 그룹
내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새로운 패턴의 발생, 비정상적인 많은 패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패턴, 비정상적인 에러 패턴 등을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판단 결과에 대
해 이상 사용자로 구별된 이유와 행위들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분야의 대표적
인 기업은 IBM, 스플렁크 등이 있다.
6) 사용자 인증과 사기(Fraud) 탐지
사용자 식별과 사기(Fraud) 탐지에 있어 인공지능의 활용은 매우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스
마트폰 혹은 데스크톱의 여러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사용자의 행위 기반 아이덴티티를 만들
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사용자의 평소 마우스 움직임, 클릭, 클릭 시의 압력, 클릭과
클릭 사이의 시간 등의 여러 사용 패턴들을 데이터화하여 사용자의 행위 기반 아이덴티티를
만든다.
< 사용자 행위 기반 특성 식별 학습 그래프 >

출처: Trusteer, User Behavior Bio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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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성된 아이덴티티로 사용자에게는 매우 쉬운 단순 인증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실제
그 사용자가 아니면 시스템과 서비스에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사용
자의 행위 특성, 세션과 트랜잭션 모니터링, 그리고 접근 디바이스 특성 등이 인공지능의 분
석 대상이 된다.
인공지능은 행위 생체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이해한다. 세션과 트랜잭션의 비정상 여부
를 식별하기 위해 세션을 평가한다. 악성코드나 조작된 비정상 앱에 의한 요청인지를 판단하
기 위해 디바이스 활동을 분석한다. 그리고, 관련된 위협 인텔리젼스를 수집하고 자동적인
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 사용자 행위 기반 바이오 식별 정보의 활용 예 >

출처: IBM
로그인과 세션을 통해 사용자의 아이덴터티를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평가하며, 여러 증
거들을 기반으로 한 사기 지표(Fraud Indicator)를 갖고 행위 기반 생체 분석의 결과를 실시간
으로 상관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탐지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오탐을 줄이며, 사용자의 불편
을 최소화하면서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생체인증을 최적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은 IBM이다.
7) 취약점 분석 및 모의 해킹
애플리케이션 개발 초기 그리고 반복적인 취약점 분석은 이후 수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인공지능 분석과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소스에 대해 취약점 진단 결과
의 자동 분석과 검토를 통해 비지도 학습과 보안 전문가에 의한 지도 학습을 병행한다. 또
한, 다양한 언어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자동화된 학습을 통해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취약
점 진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데이터의 입출력과
취약점이 발현되는 포인트에 대해 정확히 분류하고 취약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발견된 취약
점을 검토하고 이중 오탐과 의미없는 결과를 제외한다. 그리고 중복된 취약점을 축약하고 최
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 수초, 수분, 혹은 그 이전에는 생각지 못할 만큼 빠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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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광범위하게 취약점 진단을 수행하고 결과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실제 인공지능 기반
으로 프로그램을 진단해 본 결과, 98.6%의 정확도로 프로그램의 구조 파악(데이터 입출력 및
취약점 발현점 탐지) 및 분류가 가능했으며, 98.91%로 오탐을 감소할 수 있다.14) 대상 애플
리케이션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으로 취약점 진단, 불필요/중복 탐지 정제와 수정 권고 사항
에 대한 테스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와 유사하게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IT 인프
라 전반에 걸친 취약점을 탐지하고, 이를 공
< 인공지능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 결과>

격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실행하
는 인공지능이 있다. 이들은 이전과 달리 시
스템의 보안 약점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직
접 공격을 수행하여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
춰져 있고 더 나아가 사이버 무기로써 개발
된다. 인공지능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 진단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은 IBM,
High-Tech Bridge, 스패로우 등이 있다.

출처: IBM

Ⅲ.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상용화된 솔루션과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보안 분야에서의 적용 방향
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국내 IT 업계와 바둑계는 알파고라는 인
공지능과 인간 이세돌의 세기 대결인 바둑 대국을 보며 인공지능이 펼치는 새로운 바둑의
세계에 경탄과 함께 창의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인공지
능은 아직 인간의 창조적 지능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성룡 9단이 알파고의 50국 기보
를 보고 말한, "알파고는 바둑의 격언이 얼마나 우리를 구속했는지 알게 했고, 사람의 바둑
에 대한 생각에 자유를 주었다."라는 의견에는 크게 공감이 간다. 편견과 관습들이 더 크게
발전해 나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와 방해가 되는지. 인공지능은 그러한 편견과 고정된 패턴
없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 줌으로써 창의적이
고 놀랄만한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항상, 인공지능의 보안 분야에 대한 적용을 얘기하자면, 먼저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해 얘기
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끝났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흉내내어서 그런지, 인공지능 자체의 우수성보다는 무엇을 하려
고 하는가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아니던가. 보안 분야에 있어서의 적용 역시, 인공지능 자체보다는 보안 분야에서 달
성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뤄 내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
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안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과 소통 및 융합해야 한다. 또한, 국내
특화된 데이터는 전 세계 어디를 둘러 봐도 우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내에
14) IBM AppScan의 인공지능 모듈인 ICA(Intelligent Code Analytics)와 IFA(Intelligent Finding Analytics)
의 테스트 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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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도 이를 수집, 정제 및 공유하고 전 세계 위협 인텔리젼스와의 협업과 함께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짐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할 줄 아는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
만, 기반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해 조언 받을 수 있는 전문가 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때, 국내에서도 보다 많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솔
루션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보안 분야에 있어서도 보다 다
양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본 소고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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