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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인공지능의 본고장 캠브릿지에서 
2013년 7월 설립 

머신 러닝과 
수학적 알고리듬에서 착안 

유명 수학자들과  
영국/미국 정보요원들의 협업 

2015년 10월 한국지사 설립 
(여의도 IFC Two 22F) 

⊙ 2019 Info Security – Cloud, ICS and SCADA Gold Awards   ⊙ 2019 Cyber Security – Cloud, Cybersecurity, Critical Infrastructure Security   ⊙ 2019 Financial Times 
Fastest Growing Company in Europe   ⊙ 2019 Nation Technology Awards 올해의 보안제품   ⊙ 2019 CogX Best AI Product in Security Winner   ⊙ 2019 The Aiconics - 

AI 최고의 어플리케이션 우승   ⊙ 2019 Globee Awards AI (전분야 대상) GOLD 외 다수 수상   ⊙ 2019 Forbes Cloud 100   2019 Golden Bridge Awards - Company of the Year 

─ “다크트레이스는 최초의 잘 동작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안 솔루션!”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캠브릿지의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최신의 수학적 기법을 주 기술로 적용한 다크트레이스의 사이버 면역체계시스템은 어떠한 생물체도 따라잡지 못하는 가장 민감한 면역체계를 지닌 악어-사람의 동작-적응-대응을 모방한 생체모방기술



순서를 바꾸지 않고 위협을 찾기  



알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 남는 방법 

머신러닝 

학습데이터 
Training Data 

모델 입력 데이터 결과 

학습 과정 (Modeling) 

추론 (Inference) 

일반화 (Generalization) 

다른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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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망 안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 

2 Stuxnet 멀웨어의 Beaconing 단계 파악 
단 한번도 접속한적 없는 PC가 (확률 xx%) 
비 정상적인 유저 브라우저 (확률 xx%) 
비 정상적인 시간에 (확률 xx%) 
비 정상적인 주기로 접속 시도 (확률 xx%) 

6 Stuxnet 멀웨어의 PLC Overwrite 행위 파악 
단 한번도 접속하지 않은 Control 서버가 (확률 xx%) 
비 정상적인 트래픽을 (확률 xx%) 
비 정상적인 시간에 (확률 xx%) 
이전에 없던 일정한 주기로 통신 (확률 xx%) 

ICS/SCADA 망 침투 이전 시점 파악 ICS/SCADA 망 침투 이후 시점 파악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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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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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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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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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B 메모리 서
버메시지블록, 프린
터 스풀러등을 통한 
감염 

3. 감염 매개체 
(Step 7의 파일 
또는 USB메모리) 

2. HTTP를 통한 C&C 
프린터 스풀러 WinCC를 
통한 외부 통신 

5. USB 파일을 로
드하여 WinCC 감
염 

6. PLC Check로직
을 감염시킴, 매 
15분 마다 통신 덮
어쓰기 

7. 시스템을 파
괴하는 시그널 
송신 

8. 모터는 이상 속도
를 그대로 보고 

9. PLC 레포트는 
모든 상태를 정
상으로 보고 

10. 관리자는 정상 
화면만 보임 

사용자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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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 망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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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스턱스넷 



제어망에서의 구성 – 어디를 봐야할까 

계층적 어플라이언스 구조 
 회사의 규모 및 구조에 맞는 다양
한 구성가능 
Darktrace Unified View Server 
 대규모의 통합된 네트워크 view 및 
분석 
Darktrace Master Appliance 
 Probe들의 데이터를 취합/분석
/view제공 
Darktrace Probe 
 데이터 수집 

Darktrace vSensor 
 가상환경에서의 데이터 수집 SW 

외부망 사내망 

ICS망 안전망 

Field devices 
PLCs/RTUs 

DMZ Servers Intranet Serv
ers Desktops Peripherals Laptops BYOD 

Safety Ins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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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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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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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트레이스 Industrial Immune System 장비는 기존 산업 인프라 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ICS/SCADA) Switch의 Mirroring 혹은 Spanning Port에 모니터링 모드로 연결됩니다.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협들 

▶  제어망 제조사가 납품한 장비에서 불필요 서비스 동작으로 인한 300MS 에 대한 가용성 침해 

▶  NTP 서버의 불필요한 DNS 쿼리로 인한 주요 업무 방해 행위 발생 

▶  내부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접속하지 않는 외부의 희귀한 사이트 접속 

▶ 장애 또는 휴먼에러로 인한 외부로 대용량의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  내부망에 있는 컴퓨터의 외부 *.teamviewer.com 접속(원격 관리 프로그램) 시도 

▶  지능형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최신공격 움직임 

▶  내부자 VDI로부터 20Gbyte가 넘는 집중적인 통신량 

▶  해킹 되거나 백도어로 보이는 IoT/Printer 기기의 연결 

▶  생체정보 스캐너 & 출입 카드 스캐너 등 물리정보를 다루는 기기들의 이상행동 

폭넓은 데이터 분석 AI를 통해 편견(룰, 시나리오)없이 분석 가능 

실 탐지사례 데이터 

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들을 탐지할 수 있나요? 

▶  NAS서버로 대용량의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  NAS서버로 다수의 로그인 실패 

▶  내부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접속하지 않는 외부의 희귀한 사이트 접속 

▶  외부로 대용량의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  내부망에 있는 컴퓨터의 외부 *.teamviewer.com 접속(원격 관리 프로그램) 

▶  지능형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최신공격 움직임 

▶  내부자 VDI로부터 20Gbyte가 넘는 집중적인 통신량 

▶  해킹 되거나 백도어로 보이는 IoT/Printer 기기의 연결 

▶  생체정보 스캐너 & 출입 카드 스캐너 등 물리정보를 다루는 기기들의 이상행동 

폭넓은 데이터 분석 AI를 통해 편견(룰, 시나리오)없이 분석 가능 



최근의 위협들의 공통점이란, 예상되는 위협인가? 

Useful Conclusions: 

- 모든 경우에 사이버 킬체인은 IT망에서 OT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수평 감염과 권한 상승을 위한 ‘Living off the Land’ 공격 기술이 OT망에서 최소 한번은 사용되었습니다. 

-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은 충분하지 않음. 모든 위협은 실제 망의 가시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 모든 공격은 사이버 킬체인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지점에서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야기하였습니다 

- C2 통신은 가장 흔한 IOC(Indicator of Compromise)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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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off the Land’ 공격 : 수평감염을 수행하는 동안 네트워크에서 탐지되지 않은 상태로 멀웨어가 사용하는 고급기술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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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잘 학습하고, 적용하기 위해 진화한 다크트레이스의 사이버 면역시스템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진화하고 있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50%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왜 이해하기 어려웠을까 ? : 그 이유는….. 	- ‘확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 전통적으로 빈도주의(Frequentism)에 따라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다. 100번 던지면 50번은 앞면이 나온다.(굉장히 강력하고, 대부분의 확률론을 지배하는 방법이다.,)	- 이와 반대가 바로 베이지언 주의 – ‘확률’을 주장에 대한 신뢰도로 해석하는데,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는 주장의 신뢰도가 50%다. >> 별 것 아닌 것 같으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용어정리 : 	- H : Hypothesis – 가설 혹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 : 병에 걸렸다. 합격을 했다. 등 어떤 가설이든 사건이 발생한 주장	-  E : Evidence – ’새로운 정보’P(H) :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신뢰도�P(H|E) : 새로운 정보를 받은 후 갱신된 신뢰도>> 사전 확률이라는 건 정해져있는데, 이건 불확실성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근거가 나온 후 그럼 그 이후의 사후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확률론 패러다임의 전환 : 연역적 추론에서 귀납적 추론으로 전환 >> 기존에는 빈도주의(연역적) 사고에 기반하여, 엄격한 확률 공간을 정의해야만 계산할 수 있다. 이미 확률이 결정돼 있다라는 것으로 불확실성은 없다라고 전제. 	- 모집단이 어떠한 정규분포(엄격한 기준)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놓고, 지금 뽑은 표본이 표준 편차를 어느정도 갖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에서>> 귀납적으로 베이지안 주의로 변경된다. >> 경험에 기반해서 나온 주장(완전한 데이터가 있을 수 없음) : P(H) >> P(H|E), 즉 추가 근거 확보를 통해 진리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로 변경되고 있다.신뢰도의 갱신이고, 이는 굉장히 복잡한 방법론을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질병 A의 발병률 0.1%, 이 질병이 실제로 있을 때 질병이 있다고 검진할 확률(민감도)은 99%, 질병이 없을 때 없다고 실제로 질병이 없다고 검진할 확률(특이도)는 98%다.1. 만약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고 검진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질병에 걸렸을 확률은?0.047 = 4.7%H : True 이다. 실제로 병이 있다. : P(H) = 0.001E : Positive 로 출력되었다. 진단 O : 2. 한번 양성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두번째 검진을 받고 또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질병에 걸린 확률은?P(H) = 0.709 >> 2번째 검사를 받으면 실제로 질병이 있을 확률은 급격히 증가한다.>>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사전 확률을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갱신해서 새로운 확률로 갱신하다.



An Example from a real world, 빈도주의적 접근방법 

걸리지 않았어. * 걸리지 않았어. * 걸렸어. * 걸렸어. 

50% 50% 50% 50%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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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해하기 어려웠을까 ? : 그 이유는….. 	- ‘확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 전통적으로 빈도주의(Frequentism)에 따라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다. 100번 던지면 50번은 앞면이 나온다.(굉장히 강력하고, 대부분의 확률론을 지배하는 방법이다.,)	- 이와 반대가 바로 베이지언 주의 – ‘확률’을 주장에 대한 신뢰도로 해석하는데,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는 주장의 신뢰도가 50%다. >> 별 것 아닌 것 같으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용어정리 : 	- H : Hypothesis – 가설 혹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 : 병에 걸렸다. 합격을 했다. 등 어떤 가설이든 사건이 발생한 주장	-  E : Evidence – ’새로운 정보’P(H) :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신뢰도�P(H|E) : 새로운 정보를 받은 후 갱신된 신뢰도>> 사전 확률이라는 건 정해져있는데, 이건 불확실성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근거가 나온 후 그럼 그 이후의 사후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확률론 패러다임의 전환 : 연역적 추론에서 귀납적 추론으로 전환 >> 기존에는 빈도주의(연역적) 사고에 기반하여, 엄격한 확률 공간을 정의해야만 계산할 수 있다. 이미 확률이 결정돼 있다라는 것으로 불확실성은 없다라고 전제. 	- 모집단이 어떠한 정규분포(엄격한 기준)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놓고, 지금 뽑은 표본이 표준 편차를 어느정도 갖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에서>> 귀납적으로 베이지안 주의로 변경된다. >> 경험에 기반해서 나온 주장(완전한 데이터가 있을 수 없음) : P(H) >> P(H|E), 즉 추가 근거 확보를 통해 진리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로 변경되고 있다.신뢰도의 갱신이고, 이는 굉장히 복잡한 방법론을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질병 A의 발병률 0.1%, 이 질병이 실제로 있을 때 질병이 있다고 검진할 확률(민감도)은 99%, 질병이 없을 때 없다고 실제로 질병이 없다고 검진할 확률(특이도)는 98%다.1. 만약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고 검진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질병에 걸렸을 확률은?0.047 = 4.7%H : True 이다. 실제로 병이 있다. : P(H) = 0.001E : Positive 로 출력되었다. 진단 O : 2. 한번 양성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두번째 검진을 받고 또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질병에 걸린 확률은?P(H) = 0.709 >> 2번째 검사를 받으면 실제로 질병이 있을 확률은 급격히 증가한다.>>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사전 확률을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갱신해서 새로운 확률로 갱신하다.



An Example from a real world, 귀납적 베이지언 주의 

걸리지 않았어. * 걸리지 않았어. * 걸렸어. * 걸렸어. 

걸렸는데 걸리지 않았다고 할 확률  

걸렸는데 걸리지 않았다고 할 확률  

걸렸는데 걸렸다고 할 확률 * 걸리지 않았는데 걸렸다고 할 확률 

걸리지 않았는데 걸렸다고 할 확률…………..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왜 이해하기 어려웠을까 ? : 그 이유는….. 	- ‘확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 전통적으로 빈도주의(Frequentism)에 따라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다. 100번 던지면 50번은 앞면이 나온다.(굉장히 강력하고, 대부분의 확률론을 지배하는 방법이다.,)	- 이와 반대가 바로 베이지언 주의 – ‘확률’을 주장에 대한 신뢰도로 해석하는데,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는 주장의 신뢰도가 50%다. >> 별 것 아닌 것 같으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용어정리 : 	- H : Hypothesis – 가설 혹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 : 병에 걸렸다. 합격을 했다. 등 어떤 가설이든 사건이 발생한 주장	-  E : Evidence – ’새로운 정보’P(H) :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신뢰도�P(H|E) : 새로운 정보를 받은 후 갱신된 신뢰도>> 사전 확률이라는 건 정해져있는데, 이건 불확실성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근거가 나온 후 그럼 그 이후의 사후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확률론 패러다임의 전환 : 연역적 추론에서 귀납적 추론으로 전환 >> 기존에는 빈도주의(연역적) 사고에 기반하여, 엄격한 확률 공간을 정의해야만 계산할 수 있다. 이미 확률이 결정돼 있다라는 것으로 불확실성은 없다라고 전제. 	- 모집단이 어떠한 정규분포(엄격한 기준)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놓고, 지금 뽑은 표본이 표준 편차를 어느정도 갖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에서>> 귀납적으로 베이지안 주의로 변경된다. >> 경험에 기반해서 나온 주장(완전한 데이터가 있을 수 없음) : P(H) >> P(H|E), 즉 추가 근거 확보를 통해 진리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로 변경되고 있다.신뢰도의 갱신이고, 이는 굉장히 복잡한 방법론을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질병 A의 발병률 0.1%, 이 질병이 실제로 있을 때 질병이 있다고 검진할 확률(민감도)은 99%, 질병이 없을 때 없다고 실제로 질병이 없다고 검진할 확률(특이도)는 98%다.1. 만약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고 검진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질병에 걸렸을 확률은?0.047 = 4.7%H : True 이다. 실제로 병이 있다. : P(H) = 0.001E : Positive 로 출력되었다. 진단 O : 2. 한번 양성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두번째 검진을 받고 또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질병에 걸린 확률은?P(H) = 0.709 >> 2번째 검사를 받으면 실제로 질병이 있을 확률은 급격히 증가한다.>>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사전 확률을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갱신해서 새로운 확률로 갱신하다.



ABOUT RBE(Recursive Baysian Estimation)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𝑷𝑷 𝑯𝑯 𝑬𝑬 =
𝑷𝑷 𝑬𝑬 𝑯𝑯 𝑷𝑷(𝑯𝑯)

𝑷𝑷(𝑬𝑬)
 

(사건 A의) 사후 확률 

= 

가능도 

* 

(사건 A의) 사전 확률 

수학적 표현 P(H|E) P(E|H) P(H) 

예(진단검사) P(병을 앓고 있다|양성 판정) P(양성 판정|병을 앓고 있다) P(병을 앓고 있다)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왜 이해하기 어려웠을까 ? : 그 이유는….. 	- ‘확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 전통적으로 빈도주의(Frequentism)에 따라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다. 100번 던지면 50번은 앞면이 나온다.(굉장히 강력하고, 대부분의 확률론을 지배하는 방법이다.,)	- 이와 반대가 바로 베이지언 주의 – ‘확률’을 주장에 대한 신뢰도로 해석하는데,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는 주장의 신뢰도가 50%다. >> 별 것 아닌 것 같으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용어정리 : 	- H : Hypothesis – 가설 혹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 : 병에 걸렸다. 합격을 했다. 등 어떤 가설이든 사건이 발생한 주장	-  E : Evidence – ’새로운 정보’P(H) :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신뢰도�P(H|E) : 새로운 정보를 받은 후 갱신된 신뢰도>> 사전 확률이라는 건 정해져있는데, 이건 불확실성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근거가 나온 후 그럼 그 이후의 사후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확률론 패러다임의 전환 : 연역적 추론에서 귀납적 추론으로 전환 >> 기존에는 빈도주의(연역적) 사고에 기반하여, 엄격한 확률 공간을 정의해야만 계산할 수 있다. 이미 확률이 결정돼 있다라는 것으로 불확실성은 없다라고 전제. 	- 모집단이 어떠한 정규분포(엄격한 기준)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놓고, 지금 뽑은 표본이 표준 편차를 어느정도 갖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에서>> 귀납적으로 베이지안 주의로 변경된다. >> 경험에 기반해서 나온 주장(완전한 데이터가 있을 수 없음) : P(H) >> P(H|E), 즉 추가 근거 확보를 통해 진리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로 변경되고 있다.신뢰도의 갱신이고, 이는 굉장히 복잡한 방법론을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질병 A의 발병률 0.1%, 이 질병이 실제로 있을 때 질병이 있다고 검진할 확률(민감도)은 99%, 질병이 없을 때 없다고 실제로 질병이 없다고 검진할 확률(특이도)는 98%다.1. 만약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고 검진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질병에 걸렸을 확률은?0.047 = 4.7%H : True 이다. 실제로 병이 있다. : P(H) = 0.001E : Positive 로 출력되었다. 진단 O : 2. 한번 양성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두번째 검진을 받고 또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질병에 걸린 확률은?P(H) = 0.709 >> 2번째 검사를 받으면 실제로 질병이 있을 확률은 급격히 증가한다.>>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사전 확률을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갱신해서 새로운 확률로 갱신하다.



ABOUT RBE(Recursive Baysian Estimation) 

VS 

60% 15% 95%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왜 이해하기 어려웠을까 ? : 그 이유는….. 	- ‘확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 전통적으로 빈도주의(Frequentism)에 따라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다. 100번 던지면 50번은 앞면이 나온다.(굉장히 강력하고, 대부분의 확률론을 지배하는 방법이다.,)	- 이와 반대가 바로 베이지언 주의 – ‘확률’을 주장에 대한 신뢰도로 해석하는데,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는 주장의 신뢰도가 50%다. >> 별 것 아닌 것 같으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용어정리 : 	- H : Hypothesis – 가설 혹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 : 병에 걸렸다. 합격을 했다. 등 어떤 가설이든 사건이 발생한 주장	-  E : Evidence – ’새로운 정보’P(H) :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신뢰도�P(H|E) : 새로운 정보를 받은 후 갱신된 신뢰도>> 사전 확률이라는 건 정해져있는데, 이건 불확실성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근거가 나온 후 그럼 그 이후의 사후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확률론 패러다임의 전환 : 연역적 추론에서 귀납적 추론으로 전환 >> 기존에는 빈도주의(연역적) 사고에 기반하여, 엄격한 확률 공간을 정의해야만 계산할 수 있다. 이미 확률이 결정돼 있다라는 것으로 불확실성은 없다라고 전제. 	- 모집단이 어떠한 정규분포(엄격한 기준)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놓고, 지금 뽑은 표본이 표준 편차를 어느정도 갖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에서>> 귀납적으로 베이지안 주의로 변경된다. >> 경험에 기반해서 나온 주장(완전한 데이터가 있을 수 없음) : P(H) >> P(H|E), 즉 추가 근거 확보를 통해 진리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로 변경되고 있다.신뢰도의 갱신이고, 이는 굉장히 복잡한 방법론을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질병 A의 발병률 0.1%, 이 질병이 실제로 있을 때 질병이 있다고 검진할 확률(민감도)은 99%, 질병이 없을 때 없다고 실제로 질병이 없다고 검진할 확률(특이도)는 98%다.1. 만약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고 검진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질병에 걸렸을 확률은?0.047 = 4.7%H : True 이다. 실제로 병이 있다. : P(H) = 0.001E : Positive 로 출력되었다. 진단 O : 2. 한번 양성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두번째 검진을 받고 또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질병에 걸린 확률은?P(H) = 0.709 >> 2번째 검사를 받으면 실제로 질병이 있을 확률은 급격히 증가한다.>>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사전 확률을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갱신해서 새로운 확률로 갱신하다.



어떠한 행동에서 위협을 추출 

행위 자체의 수상함 
Beaconing, DGA 

군집 내에서의 유별성 
Clustering 

과거 패턴과의 불일치 
Single/Multi Extreme Feature 

전체에서의 희귀성 
Rareness 

회귀적 베이즈 추론 기반의 위협 확률 계산 (Classifier) 

60% 15% 95%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우리몸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발생되고 사라지는데, 이를 학습하는 시스템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켜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고-포기하고-지켜가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여기에 크게 4가지의 개념을 채용하고 60여가지의 알고리즘이 그 동작 원리를 구현하였음



인간이 가장 쉽게 하는게 가장 어려운 법 



어떠한 위협에서  행동을 추출 

행위 자체의 수상함 
Beaconing, DGA 

군집 내에서의 유별성 
Clustering 

과거 패턴과의 불일치 
Single/Multi Extreme Feature 

전체에서의 희귀성 
Rareness 

회귀적 베이즈 추론 기반의 위협 확률 계산 (Classifier) 

60% 15% 95%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우리몸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발생되고 사라지는데, 이를 학습하는 시스템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켜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고-포기하고-지켜가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여기에 크게 4가지의 개념을 채용하고 60여가지의 알고리즘이 그 동작 원리를 구현하였음



Why AI is essential for Cyber Security 

1. 보안관련 리소스 활용의 최적화 

o 단순 반복(기존 자산)과 정밀 진단(인공지능)의 적절한 업무 분담 효율화 
o 탐지 이후 대응 및 프로세스 개선에 고급 인력 배치를 통한 효과 달성 

 
2. 증가하는 복잡도에 대한 가시성 확보 

o 모바일,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인공지능이 적응 

o 내부 자산에 대해 능동적 학습 및 적응을 통한 우리 조직의 특별함을 인지 

o 우리만 갖고 있는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인공지능의 지수화 가능 

 
3. 우수한 인공지능으로만 가능한 [이상징후] 탐지 

o 기 도입 보안장비의 위협 탐지의 최종적 대부자로서 인공지능을 통한 고도의 효율 및 효과성 확보 

o 탐지 기준을 중심으로 한 보안장비의 고도화로 인한 사각지대를 보완 

… 그런데 제어망에서 정말 위험이 나타날까? 기존의 SIEM을 무용화 시킬 수 있는가?… 

 
 

<미러링 구성 예시> 



왜 이런 GUI를?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Explainable AI (XAI) 기술 

정상 행위 
(자동학습) 

이상 행위 

보안 위협 

500여개 
위협 분류 

1단계  탐지 사유 및 가이드 확인 

3단계: 상세 통신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 

[500여 개의 검증된 보안위협 분류 모델] 

2단계: 정황 및 통계 확인 

※ 관련 PCAP파일 추출로 증거 확보 가능 

위협 징후 탐지 후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문 팀 운영 

DPI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1. 2. MSSP or3. 



What’s new V4, AI Analyst 

재확인 

개별 인시던트 결론 도출 

데이터 확인 가설 검증 

AI 분석가에 의한 분석 영역 

위협탐지 AI 분석가 인시던트 

Data Gathering 
and Analysis at 

Speed and Scale 



What’s new V5, AI Analyst 

재확인 

개별 인시던트 결론 도출 

데이터 확인 가설 검증 

위협탐지 AI 분석가 인시던트 

Data Gathering 
and Analysis at 

Speed and Scale 



왜 인공지능 분석가가 필요한가요? 
Our Answer is…….. 



제어망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가요?(DPI가 필수 인가요?) 
Our Answer is…….. 



얼마나 많은 정보를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학습하는가? 

Flow (Layer 1~4) Application (Layer 5 ~ 7) 

외부 데이터 전송 

외부 통신 수행 

내부 데이터 전송 

내부 통신 수행 

모바일 브라우저 연결 

내부 파일공유(SMB) 읽기 

원격 로그인(RDP) 성공 

압축파일 업로드 

프록시 연결 수행 

실행파일 다운로드 

생산제어 명령 전송 

내부 파일전송(FTP) 쓰기 

[관찰형 행위정보] 

[사후분석용 DB] 

[측량형 행위정보] 

누적 횟수, 누적 용량, 시간, 빈도수 USB 삽입 

[암시형 행위정보] 

[연계분석용 자산DB] 

1,000여종 이상의 풍부한 학습 지표 사후분석을 위한 재가공 

개별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학습과 
정확한 탐지를 뒷받침 

다양한 학습 지표를 통해 
무한에 가까운 상태 표현 가능 
 
비교적 적은 양의 하드웨어 
리소스만으로 학습 가능 

▶ 

▶ 

▶ 



새로운 접근방법 



탐지 사례1 

자기 학습 후 VIP가 사용중인 장비로부터 특정 외부로의 통신 이상 징후 확인 

내부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54.217.247.119에 접속 후 다수의 장비가 지속적인 암호화 행위 확인 

인공지능의 수학적 학습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이상징후를 유니크한 위협 지수로서 활용 가능 



탐지 사례2 



OT와 IT의 혼합을 어떻게 싱글 유저 인터페이스로? 



실 사례를 통한 활용방안 모색3 - 제어망 

탐지 분류 비율(%) 탐지 위협 분류 

Administrative Activity 14 Unusual Activity,Unusual Activity from New Device,Unusual External Activity,Unusual External Connections 

Internal Reconnaissance  17 1GB Outbound,Active RDP Tunnel,Active SSH Tunnel 외 16 개 

New Connectivity  12 Incoming RAR File,Masqueraded File Transfer,Outgoing RAR File 외 8개 

Malfunction  15 Data Transfer - DC to Client,DC External Activity,Domain Controller DynDNS SSL or HTTP 외 6개 

Incoming Connections From Enterprise  7 Bruteforcing,Kerberos Bruteforce,Multiple New Credentials on Device 외 4개 

Outbound Connections To Enterprise  2 Attack and Recon Tools,Exploit Kit,GoNext redirection 

Internet Downloads  42 Bitcoin Activity,External SNMP,External Windows Communications 외 18개 

Internet Uploads  26 Beaconing to Rare Destination,Connection to Sinkhole,CryptoLocker 외 7개 



실 사례를 통한 활용방안 모색3 - 제어망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슬라이드 번호 18
	슬라이드 번호 19
	슬라이드 번호 20
	슬라이드 번호 21
	슬라이드 번호 22
	슬라이드 번호 23
	슬라이드 번호 24
	슬라이드 번호 25
	슬라이드 번호 26
	슬라이드 번호 27
	슬라이드 번호 28
	슬라이드 번호 29
	슬라이드 번호 30
	슬라이드 번호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