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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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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지능형 지속 위협 (APT) 내부자 위협

위험과 취약점 관리 인시던트 대응

• 모범사례와 함께 하는 신속한
대응

• 컴플라이언스의 유지

클라우드 보안

•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 식별

• 오용 탐지

• 취약점과 위험에 대한 단일
뷰

• 위험에 기반한 우선순위화

핵심 데이터 보호

• 핵심 데이터의 위치 파악

• 오용 식별

• 악성 사용자 식별

• 계정 도용과 데이터 유출 탐지

• 실시간으로 침해된
엔드포인트를 발견할 필요

• 진화하는 위협 행위와
컨텍스트를 포함하여 경보
우선순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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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보안
데이터

보안 전문가들은 엄청난 양의 보안 지식을 생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식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예시:
• 연구 논문

• 산업 발표

• 포렌식 정보

• 위협 인텔리전스
코멘트

•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 분석가 보고서

• 웹페이지

• 위키

• 블로그

• 뉴스

• 뉴스레터

• 트위트

보안지식의세계
방어에는활용되지못하는다크데이터
전통적인 회사는 이 지식의 8%만을 활용함 *

사람이생산한지식

• 보안 이벤트와 경보
• 로그와 구성 데이터

• 사용자와 네트워크 활동
• 위협과 취약점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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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제 인력/분석가의 하루 동안의 작업에서 평균 70%는 거의
낭비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

오탐을 분석,
처리, 제거
작업

실제의
보안 이벤트
분석, 대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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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세 개의 GAP

#2 오늘날 가장 큰
과제는 경보의 정확성을
최적화 하는 것임(너무
많은 오탐)

#3 부족한 리소스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분야는
위협 식별, 모니터링 ,
그리고 잠재적
인시던트의 이첩임

속도 gap

가장 높은 사이버 보안
과제는 평균 인시던트와
대응 시간의 절약임

위 내용은 고객들의
80%가 2년 전보다
인시던트 대응 속도가
향상되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내용임

정확도 gap인텔리전스 gap

#1 부족한 리소스로
인한 첫번째 도전 과제는
위협 연구임

#3 사이버보안 과제 중
세번째로 높은 것은
새로운 위협과 취약점을
갱신하는 것임

GAP의 보정을 위한 관리 비용의 증가와 ROI 압력



AI보안: Watson for Cyber 
Security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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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WATSON ?

• 인간의 뇌를 닮은 컴퓨팅 기술에 기반

• IBM WATSON은 인간의 뇌와 같이 학습하고 이해하며,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진화하며, 
추론과 학습까지 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이 적용되어 있음.

8

사용자의 피드백을 추적하고 성공 및 실패 모든 상황으로 부터
감지하고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통해
훈련되는 학습 시스템 으로 이용을 할 수록 똑똑해 짐

Learn :

자연어 이해 와 음성인식, 이미지 인식, 시각화 기술 등 인간의
방식으로 오늘날 존재하는 데이터의 약 80 %를 차지하는 비정형
데이터로 부터 데이터간의 상호작용을 이해

Understand :

질문을하면, 가설의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분야 데이터로
부터 평가 및 분석하여, 여러 해답 후보를 확실성과 함께 제공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

Rea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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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왓슨이 보안 언어를 학습하는가?

수집

• IBM 위협 문서

• 온라인 보안 문서

• IBM 보안 전문가

학습

• 위협 요소, 지시어

• 보안 SME

• 머신 러닝

테스트

• Q/A 테스트

• 점수화

• UI 통한 답변 제시

경험

• 지속적 학습

• 새로운 보안 지식

적용



10 IBM Security

Watson for Cyber Security의 연속적이고 자동화된 파워

왓슨 디스커버리 서비스
비정형의 큐레이팅 된 컨텐츠로부터 보안 지식의 기본을
생성하고 유지함

보안을 위한 통계 정보와 관계 추출(Statistical 
Information and Relation Extraction , SIRE) 모델
보안 컨텐츠의 자연어 처리를 통해 보안의 언어를
왓슨에서 가르침

X-Force Threat Intelligence
정형화된 위협 인텔리전스 피드의 집적 소스

보안 지식 그래프
보안 지식 기본을 저장하고 가시성 있게 표현함

지식 탐구 알고리즘
보안 지식 그래프를 탐구하고 분석함

Watson
for Cyber 
Security

외부 공공의
보안 컨텐츠

유입

자연어 처리
수행

보안 컨셉과
관계성에 대하

학습하고
연결시킴

관련된
인디케이터에
증거를 제공

지식 분석을
향상시키기

위해 피드백을
받음

머신 러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획득

주어진
인디케이터
셋을 통해
지식을

탐구하고
통찰력을 전달



SOC에 대한 인공 지능 적용
(SOC: Security Oper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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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초동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SOC팀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QRadar 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

QRadar Advisor Watson for
Cyber Security

QRadar Advisor 

자동으로 Advisor에
오펜스(보안경보)를
전송

관련된 로컬 문맥을
수집하여 관찰
대상을 추출

인공지능 분석을
사용하여 관련 외부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오펜스에 추가

인공지능 분석을
사용하여 관련 외부
데이터의 통찰력을
오펜스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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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adar Advisor with Watson 작동 순서

지식그래프의심스러운
행위들

디바이스
행위들

다른
디바이스들

1 단계 – 특징 사냥

인시던트/비정상

결과와 새로운 특징

의심스러운
디바이스

위협

2단계 – AI 조사/연구

특징

3단계 – 확장된 특징 사냥

인시던트 진단

QRadar
Advisor

QRadar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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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분석 결과에 대한 대응: 오케스트레이션

빠른 대응으로 보안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보안 사고 오케스트레이션과 대응 자동화 플랫폼을 통한

탐지

보호

보안 사고대응
수준향상

• 산업규정 항목 정보제공
• 정보유출 데이터 타입유형 정의

• 글로벌 표준 정보보호 규정

자동화 프로세스
최적화

• 사고대응 업무단계 및 업무 기본 제공
• 사고대응 유형별 변동사항 자동 업데이트
• 시뮬레이션을 통해 죄적 대응 프로세스 구축

보안 위협정보
자동분석

• 사고처리 대응가이드, 조건별 대응 항목표기
• 정보유출 관련항목 정의
• 포렌식, 사고 관련 근거정보 수집

중앙관리 환경
통합관리

• 보안사고 유형별 체크리스트 자동정의 및 할당
• 처리담당 지정 , 진척사항 점검, 대응 이력조회
• 자동화 액션정의 (API연동 및 스크립트 적용 등)

자동화된 사고대응 프로세스

보안팀 유연한 권한 확보

사고 대응시간 단축

대응

신속한 사고대응사전대응 준비

선제적
대응

기대효과



모바일 보안 &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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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App

Advisor
정책 및 앱 배포 개선 사항을 식별하여 사용자 생산성 향상

엔드포인트, 앱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 취약성 및 새로운 위협
요소 발견

업계 및 동종 벤치마킹에서 모범 사례 및 학습을 적용하여 IT 
운영 효율성 향상

MaaS360 Advisor with Watson

Mobile Expense Management

Device Management

App Management

Patch & Update Management

Ident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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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Scan Advisor: Faster and Deeper scans

Findings

Language
Specific 

Parser (LSP)
+

Framework
Handler

IRX

Analysis

ASoC Static Analyzer
IR Gen
Utility

지능형코드분석

Application

코드커버리지를확장하고
False Negative를제거함

Analytics
(IFA)

Analytics
(ICA)

Security
Rules

지능형조사분석

False Negative를제거하여품질을
향상시킴

Fix 그룹

취약점을 fix로
집적하여개발자의
생산성을향상시킴

Findings
Fix

Groups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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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의 향후 전망

기대수준 AI 보안의 효과 Top 3 채택

AI 보안이
사이버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수
있다고 믿음

57%

#1 인텔리전스

#2 스피드

#3 정확성 현재는 전체 설문 대상 중
7%만이 AI가 가미된 보안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음 2~3년 동안 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3X

현재 다음 2 ~3년

탐지와 인시던트
대응을 위한 결정 기능
향상

인시던트 대응 시간의
획기적 개선

이벤트와 실제 인시던트
차이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확실성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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