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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을 위한
머신 러닝 가이드

사이버 위협 및 공격자는 기존 방어 수단을 우회하고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접근 방식을 재창조하고 있다.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은 보안 팀이 난해한 신종 공격 및 알려지지 않은
위협으로부터 우위를 점하기 위한 최신 도구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을 언급하고 있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서로 상이한
도구를 식별하는 데 큰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본 가이드는 사이버 보안에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을 접목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보안 방어에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한 가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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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의 출현
공격자들이 보다 더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과 전술을 발전시킴에 따라, 현재 보안 기술로는
그러한 공격들로부터 효과적인 방어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악성코드를

난독화하는 도구는 널리 퍼져 있으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다양하고
교묘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만 기존 방어 기술들을 우회하는 회피 기법들로 인하여 조직을
방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보안 기술은 시그니처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파일의

악성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미 확보하지 못한 잠재적 위협을 예측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술들은 하루에 네트워크를 통해 유출•입 되는
수백만 개의 파일을 처리 할 수 있는 성능 한계를 가집니다. 이러
한 현상은 분산 네트워크, 하이브리드 IT, 모바일 장치, IoT 및
기타 장치의 확산으로 엔드포인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
라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신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협
예측 및 제로데이 공격의 탐지는 사이버 방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 기 술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은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협

벤더가 고객을 유혹하는데 이용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측 및 제로데이 공격 탐 지하는

본 가이드의 목적은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실체가 무엇인

것은 사이버 방어분야에서 나타나고

지 명확히 설명하고 사이버 공격 방어와 관련하여 어떤 가치를

있는 근본적인 변화 입니다.

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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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이란 무엇인가?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히 예측하는
기술기반 프로세스입니다.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은 인간의 마음이 결정이나 예측
하는 법을 학습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 앨런 튜링 (Alan Turing) 은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은
아이의 마음이 학습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프로세스를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눴습니다:
1. 출생 당시 마음의 초기 상태;
2. 정규 교육을 통한 학습;
3. 정규 교육을 통하지 않고 획득한 추가 경험.

머신(Machine)이 학습하는 데에도 유사한 구성 요소를 고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는 학습된 모델의 성능과 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미 칩 니 다 .

1

2

3

특징 공간(FEATURE SPACE): 학습 알고리즘에 포함될 특성.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특징 공간은 코의 체적, 주둥이의 길이, 동공 모양 및 꼬리의 움직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 (TRAINING DATA): 머신(Machine)이 학습할 데이터 샘플.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모델을 구축하는 데이터 과학자는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기를 원할 수 있으며, 학습
데이터에는 정의된 특징 또는 특징 공간의 특징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훈련 데이터에는 9.6cm 의 코, 8cm 의
주둥이, 둥근 동공 및 밑 부분에서만 움직이는 꼬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습 알고리즘(LEARNING ALGORITHM): 모델을 구축 할 때 "학습"을 수행하는 요소.
모델의 목적은 알고리즘이 관찰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 제공된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모델을
생성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Decision trees) •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s) • 딥 러닝(Deep learning)

•선형 회귀(Linear Regression) • kNN • K-평균 (K-Me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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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에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알고리즘 적용할 때, 알고리즘 자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도 학습” 및 “비지도 학습” 법 중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의 범주 또는 유형을 살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의 선택은 가용한 학습
데이터 및 학습 결과로 나온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모델이 추구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백서에서는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분류 및 접근방식의 차이점을 검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사이버 방어에 적합한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유형을 선택 할 때 보다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수동적인 보안 기술 - 사후(Reactive) 방어
약 30 년 전 인터넷이 시작된 이래로 악의적인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방어는
본질적으로 수동적이었습니다. AV (Anti-Virus) 소프트웨어는 1988 년 Morris Worm 과 1990 년대의
후속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AV 엔진은 알려진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의 시그니처를
작성하고 엔드포인트에 시그니처 업데이트를 통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므로 시그니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탐지할 수 없습니다.

Windows | 57 69 6e 64 6f 77 73 20
WiNdOwS | 57 69 4e 64 4f 77 53 20

AV 기술의 한계는 위협 요소가 간 단 한 바 이 트
변경 (코드나 악성코드 동작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통해 탐지 시그니처를 우회함으로써 AV
에 의한 탐지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wINDOWS | 77 49 4e 44 4f 57 53 20

AV 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패킷이 유입되기 전에 트래픽을 필터링 하기 위해서 방화벽이
구축되었습니다. AV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방화벽은 규칙 기반으로서, 알려진 위협에 대한 해시
값, IP 주소, 포트 및 프로토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AV 및 방화벽의 주된 문제점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실제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한 시그니처 및 규칙을 작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016 년 12 월 현재 매일 약 323,000 개의 새로운 악성 코드 파일이 발견되고 있으며 (2011 년에는
일간 70,000 개 파일), 따라서 이러한 보안 기술을 통해서 악성코드 및 기타 공격을 막는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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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술의 혁신 - 샌드박스
혁신적인 사이버 보안 기술 중 하나는 샌드 박스 기술입니다. 샌드 박스는 자동화된 실행 및
포렌식 분석을 수행하여 악의적인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가상 머신 (VM)입니다. 샌드 박스는
시그니처를 이용하여 1 차 필터링 한 후, 트래픽을 무작위로 샘플링 하여 2 차 필터링 함으로써 분석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 기술은 특히 무작위로 파일 샘플을 추출하여 이들 샘플을 실행시켜 행위를
관찰하는 기술로서 새로운 위협을 탐지하는 데 비교적 효과적이었습니다.

유입 트래픽

샌드박스의 문제점
샌드 박스의 명백한 문제점은 시그니처, 패턴 일치 또는 무작위 파일 샘플 추출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위협 행위자는 샌드박스 내에서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많은 회피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샌드 박스 여부에 대한 환경 점검 (다음과 같은):

- 일반적인 분석 도구.
- 마우스 클릭과 움직임.
- 클립 보드 내용.
- 멀티 코어 CPU.
- 디스크 사이즈.

•

임의 Sleep 명령.
특정 버전의 Adobe Flash Player 또는 PDF 뷰어 해킹.
악성코드가 시작되기 전에 사용자 상호 작용 요구.

•

악성코드 페이로드를 실행하기 위해 쿠키, 인증 또는 두 번째 파일과 같은 대상 전용 데이터를 이용.

•
•

조직은 엔드포인트 탐지 및 침입탐지 시스템과 같은 보다 정교한 사이버 방어를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본질적으로 사후(Post-Breach) 보안 기술입니다. 즉, 시그니처, 해시 및 패턴
매칭을 사용하여 알려진 악성 징후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은 신종 공격이나 해당 행위와 매칭할 규칙이 없는 파일에서 알려지지 않았거나
난독화된 악성코드에 대해서는 악성 가능성을 예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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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의 강점
기존 사이버 보안 기술은 새로운 사이버 위협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언급한 제약 사항과 더불어,
기존 보안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 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 년 현재, 악성코드의 70-90 %가 각 조직에 고유한 형태이므로 새로운 악 성 코 드 를 효과적으로
탐지 할 수 없다.
• 시그니처와 패턴 매칭 보다 복잡한 분석을 수행하는 샌드박스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일부만 분 석 할
수 있으며 자주 우회(회피)된다.
• 많은 조직들이 위협 헌팅 기법을 사용하여 이미 네트워크 내부에 잠입한 공격을 찾는 방향으로 전환
하였다.
하지만 침해 이후 발견에 이르는 평균 위험 시간은 2016 년에 99 일로서 전년 대비 50 일이 감소
하였지만 효과적 교정이나 피해를 줄이기에는 여전히 긴 시간이다.
• 분산 네트워크, 모바일 장치, PoS (Point of Sale) 장치 및 IoT (Internet of Things) 설치가 증가로
인하여 공격 대상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서 위협 행위자에게 시스템을 공격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동작 원리와 두 가지 유형의 차이점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은 새로운 샘플에 대한 예측을 위해 학습 데이터의 특징이나
특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비지도(Unsupervised) 및 지도 (Supervised) 학습, 두 가지 유형이 사이버 보안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금부터는 각 유형에서 학습 과정이 어떻게 동작하는 지와 주요 사용
사례 시나리오 및 각각의 강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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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도 학습(Unsupervised ML)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ML)에서는 학습 인스턴스에 부여된 알고리즘의 결론에 따라 데이터를
그룹화함으로써 예측되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ML)의 역할은 학습
인스턴스를 정렬하는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학습 인스턴스가 정렬되는 방법은 아래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알고리즘에게 인스턴스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특징.
• 원하는 그룹 수, 최소 그룹 크기, 밀도 또는 계층화된 정렬 여부 등 정렬 과정을 위 한 매개 변수
.
아래의 그림은 학습 알고리즘이 컬러 모양의 학습 인스턴스를 정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아래
간단한 예제에는 여러 그룹을 형성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세 가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ML)의 한 가지 주요 단점은 알고리즘이 형성하는 그룹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동일한 그룹 또는 클러스터에 배치된 인스턴스 간의 일부 유사성을 알 수도 있지만 알
고리즘이 왜 또는 무엇 때문에 이들을 유사하게 분류 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 인스턴스

모델 1: 4 개의 클러스터

모델 2: 4 개의 클러스터

모양 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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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별 분류!

모델 3: 2 개의 클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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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도 학습(Unsupervised ML) 응용 – 침해 이후 (Post-Breach) 이상 탐지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ML)의 가장 일반적인 응용은 이상탐지 분야입니다. 일부 사이버 보안
제품들은 다양한 사용자 행동 및 네트워크 트래픽 로그 분석 분야에 비지도 학 습 (Unsupervised
ML)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거의 모든 형태의 비정상 탐지를 수행하며, 인스턴스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분류하여 결론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의 정상 및 비정상 여부를 결정하는 그룹핑은 해당 결정이 내려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 훈련소에서의 고양이는 비정상으로 분류 될 수 있으며 동물 보호소에서의
고양이는 정상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 탐지는 “정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관찰하는 데 약 2 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데이터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며 새롭게 관찰된 모든 사항은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각 클러스터에 배치됩니다.

거의 모든 비정상 탐지 사이버 보안 제품은 행위 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경계선 방어가
새로운 것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할 때 감염 후 행위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문제점은 아래 사이버 킬 체인에서 알 수 있듯이, 정찰 및 민감한 데이터 또는 기밀
정보 유출까지는 수 일, 수 주일 또는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성 행위가 일어 나기
전까지는 탐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정상은 항상 변화하므로 새로운 네트워크 프로세스, 플로우 및 행위가 항상 발생하므로 보안
팀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경고 또는 오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침해 이전

악성코드 전송

침해 이후 

악성코드 설치

정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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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 이동

스테이징

유출

8

사이버 보안을 위한 머신 러닝 가이드

지도 학습(Supervised ML)
지도 학습(Supervised ML) 알고리즘은 ＂라벨을 붙인 이미 분류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생성합니다. 라벨을 붙였다는 것은 누군가가 각 학습 인스턴스에 카테고리를 할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라벨은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학습
프로그램이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고양이"와 "개" 라벨로 충분합니다. 개의
품종을 구별하고자 하는 경우, 진돗개, 풍산개, 퍼그, 달마시안, 삽살개, 콜리, 독일 셰퍼드와 같은
라벨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을 구별하려면 신생아, 사춘기, 성인 및 노인과 같은 연령 관련 라벨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라벨, 학습 인스턴스 및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은 서로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셰퍼드
품종

진돗개
퍼그

개와 고양이처럼 익숙한 것에 대한 라벨링은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 모델을 만들기 위한 각 라벨에 해당하는 학습 인스턴스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라벨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학습 인스턴스를 일일이 확인하는 일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예: 의사)를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학습에 필요한 인스턴스 개수는 수만 개 또는 수십만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도 학습(Supervised ML)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학습 과정에서, 라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
우와 실수 하는 각 경우에 알고리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교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교사는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모든 학습 인스턴스를 분류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머신 (Machine)은 교사를 이용하여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교사는 샘플에 "구멍"이 있는지를 예측하도록 학습시켜서 각 샘플에 라벨을 지정합니다
학습 인스턴스

라벨

구멍 있음

구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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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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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학습(Supervised ML) 응용 – 침해 이전(Pre-Breach) 악성코드 탐지
지도 학습(Supervised ML)은 신중하게 분석되고 선별된 정상 또는 악성 샘플을 기반으로 모델을 생
성합니다. 콘텐트 샘플의 진실에 기초하여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산업과 고객에 관련된 모델을 생성
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학습 과정 없이도 즉각적인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도 학습(Supervised ML) 모델은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ML) 응용 프로그램의 하나인 비정상
탐지 기술에 비하여 전통적인 시그니처 기반 접근 방식과 더 유사합니다. 지도 학습(Supervised
ML)은 학습된 지식(모델)을 기반으로 악성과 유사한 특성이나 특징을 찾는 방식인데, 이전에 작성된
시그니처를 이용하여 파일의 바이트 시퀀스와 일치 여부 확인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학습된
지식을 기반으로 유사한 특성을 찾는 지도 학습(Supervised ML)기법을 적용하면 놀라운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건의 학습 인스턴스를 분석하여 학습하는 지도 학습(Supervised ML) 알고리즘은 파일의 모든
레이어 에서 여러 가지 특성 또는 특징 (매우 작거나 희귀한 조합)을 식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indows 실행 파일은 "메타 데이터", "코드"및 "원시 바이트“ 계층에 걸친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와는 다르게 지도 학습(Supervised ML) 모델은 일부 특징이
없는 파일에 대한 예측도 가능합니다.

 침해 이전

악성코드 전송

침해 이후 

악성코드 설치

정찰

내부망 이동

스테이징

유출

특징 선택 vs. 속도
지도 학습(Supervised ML)을 이용하여 악성 파일을 분석 할 때, 특징 선택 방법은 분석의 정확성과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하나의 지도 학습(Supervised ML) 모델과 또 다른 지도 학습(Supervised ML) 모델 간에는
정확성과 속도 차이가 발생하며 각 모델간의 이러한 차이는 독립적인 실험실 또는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를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 소요, 복잡

복잡한 특징 분석

높은 정확성
비디오
빠름, 단순함

단순한 특징 분석

낮은 정확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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