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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AI백신은왜아직도출시가되지않고있을까요?

AI를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율이 99%임에도
왜 AI 백신은 출시되지 않는가?



개인적인결론입니다만…

(1) AI가 탐지 결과에 대한 신뢰성 결여

시그니처 백신

• 악성코드 분석 전문가가 분석 후 시그니처 생성

• 악성코드 탐지 시 사용자의 의심이 크지 않음

AI 백신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결과물을 이용해 악성코드 탐지

• 사용자는 궁금하다 = 어떤 이유로 악성코드로 탐지가 되었나요?

• 악성코드 탐지 이유 설명 불가



개인적인결론입니다만…

(2) 신종 악성코드 탐지 불가

AI 백신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결과물을 이용해 악성코드 탐지 → 즉, 과거 악성코드를 기반으로 학습

• 신종 악성코드는 이전 사례가 없으므로 탐지 불가

• 첫 번째 신종 악성코드는 놓일 수 있음

(이는 시그니처 기반 백신도 마찬가지)

• 두 번째 악성코드가 나오더라도 학습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습 불가

• AI 백신이라도 시그니처 탐지 기법을

보조 방식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음



AI백신은어떻게만들어야하나요?

출처: https://www.marktechpost.com/2022/06/27/microsoft-enhances-the-ai-based-protections-in-microsoft-defender-for-endpoint-with-a-range-of-specialized-machine-learning-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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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성코드 특징 추출 위치 선정
AI 백신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 악성코드 분석 관련 도메인 지식이 반영되어야 함

악성코드 분석 전문가 및 백신 개발자

• PE 파일 헤더의 정보에서 악성코드의 특징을 보지 않음

→ PE 헤더만을 이용한 탐지는 오탐 발생 가능성 커짐

• 악성코드 여부는 디스어셈블하여 악성 여부를 판단함

→ 악성 함수를 찾아야 함

PE 헤더특징만으로는악성코드를 오탐없이 탐지할 수 없음
어셈블리언어로 악성여부를분석해야 함



(2) 악성 함수를 찾는 방법
기존 백신을 이용하여 악성 함수 위치 찾기

• 기존 AI 백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생성 방법은 단순히 악성/정상으로만 탐지함

• 특정 섹션/함수/Overlay 영역을 마스킹 처리 후 백신 검사



(3) 악성 함수의 OPCode 학습
문맥의 의미를 이해하는 탐지 알고리즘 사용

• 기존 N-gram의 빈도수를 특징으로 하는 경우 어셈블리 언어의 문맥과는 무관한 탐지법

• VDCNN(Very Deep CNN) 방식을 통해 어셈블리 언어의 문맥을 AI가 스스로 파악

→ 악성/정상 여부를 식별하게 됨



(4) LIME을 이용한 탐지 위치 시각화
AI를 통해 악성 함수 발견 시 어떤 영역이 악성인지를 시각화 처리

• 기존 AI 모델은 탐지 후 왜 악성코드로 탐지했는지 설명하지 못함

• LIME(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nations)을 통해 시각화 처리



(4) AI 기법뿐만 아니라 시그니처 기법 도입
AI 기법 / 시그니처 기법을 통해 상호 보완

• 이미 두 방법을 통해 미탐율 감소 확인됨

• 백신을 통해 악성 함수 위치 및 크기 추출

→ yara rule 자동 생성 처리



디지털면역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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