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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zation>

• 입력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한 비교와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 정형화

• Open-XDR의 경우 모든 외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러한 변환 과정이 필수

• RNN 탐지를 위해서 길이와 데이터포맷을 모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속도, 정확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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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 추가> <TI평판정보 추가>

• 데이터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생성하게 위해서 Geo, TI의 평판 정보를 추가함

• TI의 정보가 많고 정확할수록 탐지의 정확도 및 성능이 향상됨 (ML의 부족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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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학습된 모듈을 기반으로 탐지

• 데이터가 입력되면 전처리 이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 모델로 유사도 분석

• RNN방식으로 패킷을 분석하므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여 패턴 매칭 대비 정확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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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llar Cyber에서 디자인한 Interflow는 호스트 이름 유저정보, TI와 GEO 정보등의 메타 데

이터를 담고 있는 JSON 형태의 데이터

• 읽기/검색 용이, 대응방법(SOAR연동시 효과적) 등의 정보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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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학습된 모듈을 기반으로 탐지

• Data Lake에 저장된 데이터의 특성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류 기술

• 비정상 행위, 학습된 행위를 벗어난 행위 등의 탐지에 매우 효과적

Jure Leskovec, Stanford CS224W: 
그래프를 사용한 기계 학습

<Graph ML> <Time Series Analysis>

mode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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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h ML을 이용하여 상관관계가 있는 Alert들을 하나로 연결시킴 (상관관계 분석)

• 연결된 Alert을 하나의 Incident로 Grouping => Ranking, Scoring by Graph ML
(Scoring = 정확도 + 위협도 + TI정보)

• 분석 대상건은 줄어들고 분석의 깊이는 더해져 빠른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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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도 학습으로 분류된 비정상 행위 데이터에 대한 사람의 의견 반영

• 라벨링 처리가 되며, 오탐을 대량으로 줄일수 있으며, 다음 분류시 정확도 상승

• 지도 학습의 최대 단점인 샘플 확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Adaptive Learning

learning analyst prefs
reduce false positives 
w/ limited feedback 

labelling 10-100s

Supervised Learning
require: 1,000 or 

1,000,000 malicious / 
normal samples

Anomaly Detection
baseline normal
lack of guidance

§ Start with Security Anomaly Detection results
§ Learn the security analyst preference 
§ Similar to search personalized search 
§ Security analysts’ feedback even in limited quantities is useful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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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는 정탐/오탐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학습된

기준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

기존 패턴기반의 탐지보다 공격 탐지율이 높고(우회 공

격까지 탐지 가능), 비정상 행위등에 대한 탐지가 쉬움

• 그래프 알고리즘 분석을 통한 Incident에 대한 상관분석

이 가능하여 알람의 수를 혁신적으로 줄일수 있음

• 지도 학습의 경우 많은 수의 샘플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 많은 학습 모델 생성이 쉽지 않음

• 비지도 학습의 경우 분류된 정보가 기존 대비 비정

상 행위로 분류되는 것으로 공격인지 아닌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함

• 적응형 학습의 경우 SOC 인력의 정확한 분석이 필

수적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정확도 높은 시그너처 기반의 탐지도 함께 필요함

<장점> <한계>

현재로써, ML기술의 한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TI 정보 활용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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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LAB Feed

※ TI LAB의 역할

§ 국내 포함하여 전 세계 17개 사의 TI DB 등록

§ 등록된 DB를 분석하여 정제

- 각 TI 별로 교차 검증 작업 진행하여 최신 정보 유지

§ 실시간 Feed 상태 업데이트

§ 전 세계 고객사에 최신 TI 정보 실시간 제공

- TI 업데이트 관련 주기 설정 가능(시간/일간/주간)

ML-IDS 패턴 업데이트

Scoring 반영

평판 정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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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트래픽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통신을 기존에 학습된 154 학습 모델로 이상행

위를 탐지 (해당 모델은 벤더에 의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됨)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통신을
모두 저장하고 모니터링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트래픽을 모두 분석
(L4,L7 통신, 연결 상태, DNS 요청, 터널 어플리케이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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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안장비의 이벤트를 받아 이벤트 발생 시점의 트래픽과 상관 분석(머신러닝)을 하여 보다 정확한 이상

행위 탐지

네트워크 트래픽

방화벽

IPS

WAF

DDOS

트래픽과 이벤트 간의 상관 관계 분석시간

대부분의 성공한 공격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음
공격 징후의 전후 데이터 분석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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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4,000 여개의 프로토콜 실시간 분석 가능 (카카오톡, 라인, youtube, cloud 서비스, 각종 프로토콜 등)

• OT/SCADA(Modbus, CIP, ICCP, Honeywell, Rockwell, Yokogawa 등) 다양한 산업 프로토콜 분석 지원

MMS, SCADA, PLC, BAC, RTU, SICS 계열 등의 제어 프로토콜 분석 지원



18

• 지사 / 계열사 및 각 사업장별 구분 가능

• 멀티 테넌트 지원을 통해 각 계열사 / 지사 별 데이터 구분

• 각 테넌트 별 별도의 AI / 머신러닝 동작을 위한 환경 구성 필요

All Tenants

UI Controls

보안관제 센터(SoC)

Data Sources
Raw Events

Signals
Alerts

Incidents
A 계열사

Data Sources
Raw Events

Signals
Alerts

Incidents
C 계열사…

Data Sources
Raw Events

Signals
Alerts

Incidents
B 계열사

Data Sources
Raw Events

Signals
Alerts

Incidents
1센터

Data Sources
Raw Events

Signals
Alerts

Incidents
2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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