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인공지능(AI)?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人工知能) - 두산백과01



알파고(2016)02



앨런 튜링(Alan Turing, 1912~1954)03



튜링 테스트(Turing test) - 두산백과03



캡챠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03



개 고양이 문제(1)04



개 고양이 문제(2)04



개 고양이 문제(3)04



02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機械學習) – 두산백과05



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1)05



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2)05



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3)05



Ⅱ
인공지능(AI)

For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에서 AI의 필요성(1)01

방화벽 IDS IPS WAP SYSLOG WEBLOG



사이버보안에서 AI의 필요성(2)02



사이버보안에서 AI의 필요성(3)03

데이터

입력

A

B

알고리즘



4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따른 ICT 융합全분야신·변종사이버위협증가

사이버보안 영역에 대한 지능정보 기술 도입 요구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배경04



Ⅲ
사이버보안

AI
Dataset



아무리 좋은 AI 모델을 활용하더라도,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지면 AI 모델의 결과 품질 또한 떨어짐

☞ AI 모델의 결과는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결정

양질의 사이버보안 AI 학습 데이터셋 요구01

“ 인공지능은잠재적인사이버공격을자율적으로식별하거나대응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WEF, 2020) ”



Data-Centric AI Competition01

Source : Andrew Ng(2021)



양질의 데이터기반 사이버방역 체계 지능화 촉진 환경마련을 위한

사이버보안 AI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개방 추진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1/3)02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03



Ⅳ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21년)
소개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 결과(1/2)01

구분
악성코드 진단명 기반

대용량 데이터셋
악성코드 속성 정보

기반 데이터셋
최신 사회 이슈 관련

데이터셋

악성
코드
분야

구축 데이터셋 3억건 1억건 12만건

원시 데이터
수집 대상
파일 타입

EXE 등,
24개 이상 파일 타입

PDF 등,
30개 이상 파일 타입

HWP 등,
10개 이상 파일 타입

AI 라벨
11,800종 이상
패밀리 데이터셋

3,717종 이상
유사/변종 데이터셋

26종 최신 사회·
위협 이슈 키워드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 결과(2/2)01

구분
사이버 침해사고
예·탐지 데이터셋

사이버 공격 전술
(Tactics) 

단계별 데이터셋

최신 침해사건 재현
데이터셋

침해
사고
분야

구축 데이터셋 2억 건 이상 1억 건 이상 1.2억건 이상

수집 환경
FW, IDS, IPS, WAF, 

DPI 등 6개 이기종
장비 운영 환경

악성코드 자동 분석
플랫폼 활용

FW, IDS, IPS, WAF 
등 6개 이기종 장비

운영환경

AI 라벨
정상 및 공격 행위

17종 이상
공격 테크닉 기반

230종 이상
침해사건 시나리오

15종



랜섬웨어, 가상화폐 채굴 및 코로나 이슈 악용 공격 등

악성코드 분야 AI학습용 데이터셋 3억건

악성코드 분야 AI 데이터셋 개요02



악성코드 분야 AI 데이터셋 – 메타데이터 예제02

① 정적분석(공통) ② 정 적 분 석 ( P E )



정보유출, DDoS 및 공급망 공격 등 최신 국내외 침해사고 재현

침해사고 분야 AI학습용 데이터셋 1억건

침해사고 분야 AI 데이터셋 개요03



침해사고 재현 및 데이터셋 구축 환경(1/2)03



침해사고 재현 및 데이터셋 구축 환경(2/2)03



침해사고 분야 AI 데이터셋 – 메타데이터03



Ⅴ
실증사례



20여개 기업·기관 대상 AI데이터셋 실증01



통신·게임·보안 등 생활 밀접 IT 서비스 분야 실증을 통한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활용 우수사례 발굴”



데이터셋 활용 대표 우수사례 - 지역정보개발원(KLID) | 공공

▪ |실증내용| 전국 17개 지자체 대상 보안관제 모델에 AI 최신 데이터셋 적용

▪ |실증결과| 최신 침해사고 시나리오 추가학습→ AI모델 탐지역량 최대 5~30%이상 향상

· 스피어 피싱, 내부망 침투 등 최신 사고 시나리오 학습을 통해 기존 AI모델이
탐지하지 못했던 최신 위협에 대한 선제적 방어 효과

02



데이터셋 활용 대표 우수사례 - 넥슨코리아 | 게임분야03

▪ |실증내용| 게임사 유입 악성파일 탐지 및 핵툴 자동 식별/분류 모델 개발

▪ |실증결과| 기존대비 수동분석 시간 70% 이상 감소 및 업무 효율화 30% 이상 증대

· 패턴기반 백신이 놓친 미탐영역을 보완함으로써 수 억명대 유저의 pc 및 모바일
기기 등 대규모 감염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



데이터셋 활용 대표 우수사례 - KT | 민간04

▪ |실증내용| KT에서 운영 중인 AI 기반 악성코드 탐지 모델 성능 개선

▪ |실증결과| KISA에서 구축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AI 재학습

· AI를 재학습 시킨 결과 기존 모델 대비 탐지율 상승(83%→92.6%), 미탐율 감소(224개→ 68개)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보급 확대(2022년)06



2022년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07

지능정보기술 적용 촉진 및 침해사고 대응 업무 지능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 확대 및 활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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