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이상징후, 악성코드 및 X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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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
1. 인공지능 기반 악성코드
분석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및 역할
1.

기관/산업체 명

수행기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9~202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0~2021

한국연구재단

2020~2021

기관/산업체 명

수행기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21

지니언스

2020

기관/산업체 명

수행기간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2021

지능화된 악성코드 위협으로부터 ICT 인프라 보호
*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기반 다중 AI 학습 모델 및 탐진 엔진 개발
* 앙상블 기반 지능형 다중 AI 학습 알고리즘 및 탐지 엔진 고도화

2.

딥러닝 기반 악성코드 패턴 룰셋 생성 자동화 원천기술 개발
* PE Header, String, Entropy, DLL/API 등의 악성코드 특징 정보 추출 연구
* 딥러닝(DNN, CNN) 기반 악성코드 분석기술 연구

3.

Malware Obfuscation 극복을 위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및 Locality Sensitive Hashing 기반
악성코드 그룹분류 분석
* 악성코드 패커 특징 분석 및 LSH를 통한 악성코드 유사성 분석
* CNN 기반 바이너리 분석 및 악성코드 그룹분류 연구

2. 이상징후(Anomaly) 분석
및 XAI 분석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및 역할
1.

제어시스템 운전정보 이상행위 탐지의 원인tag 분석 방안 연구
* 산업제어시스템 환경에서 수집된 HAI 데이터셋 대상으로 딥러닝을 이용한 이상징후 탐지기 개발
* 개발한 이상징후 탐지기가 이상징후 탐지 시 XAI 기반 원인tag 분석기술 연구

2.

인공지능 기반 악성코드 분석기술 및 EDR 기술 개발
* NAC 장비 로그 및 에이전트 네트워크 트래픽 로그를 활용한 EDR 이상징후 분석 시스템 연구
* MITRE ATT&CK 기반 Attack profile 의심 위협 탐지 기술 개발

3. 그 외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및 역할
1.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생애주기 프로파일링 기술 개발

* 텍스트 마이닝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 및 변형된 텍스트 처리기술 개발
* 저작권 침해사이트 및 침해컨텐츠 탐지를 위한 유사도 분석 및 고속 검색기술 개발

수험번호 : 0059 - 000057

주요 연구실적
1. (1저자) SCI(E) 4편, KCI 3편, 국내외 학술대회 3편
 E-SFD: Explainable Sensor Fault Detection in the ICS Anomaly Detection System – IEEE Access

| (SCI(E), 2021)

 MITRE ATT&CK 및 Anomaly Detection 기반 이상 공격징후 탐지기술 연구 – 한국융합보안학회

| (KCI,

2021)

 불법복제물 고속검색 및 Heavy Uploader 프로파일링 분석기술 연구 – 한국정보보호학회

| (KCI,

2020)

 Semi-supervised based Unknown Attack Detection in EDR Environment – TIIS

| (SCI(E), 2020)

 Effective DGA-Domain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with TextCNN and Additional Features - Electronics

| (SCI(E), 2020)

 Platform-independent malware analysis applicable to window and linux environments - Electronics

| (SCI(E), 2020)

 LOF 기반 공격 의심 행위 탐지기술 연구 - 한국정보통신학회

| (국내학술,

2020)

 A Study on Detecting Suspicious and Malicious Activity based on Autoencoder

| (국외학술,

2020)

 저작권보호를 위한 변형된 파일 제목 정규화 기법 – 한국융합보안학회

| (KCI,

2019)

 kNN 기반 악성코드 분석 최적화 방안 연구 - 한국정보보호학회

| (국내학술,

2019)

2. (공동저자) SCI(E) 1편, KCI 1편, Scopus 1편, 국내외 학술대회 6편
 Anomaly Based Unknown Intrusion Detection in Endpoint Environments – Electronics

| (SCI(E), 2020) | (Scopus,

 Stacked-Autoencoder Based Anomaly Detection with Industrial Control System - SNPD
 불법저작물 유포자 행위분석 프로파일링 기술 연구 – 한국정보보호학회

3. (공동발명) 특허 출원 2건

2020)
| (KCI,

2020)

수험번호 : 0059 - 000057

주요 성과
1. HAICon2020 – 최우수상(국정원/국보연)
 2020년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위협 탐지 AI 경진대회 (HAICon2020)에서 팀 리더로 참가하며, 최종 2위로 최우수상을 수상
 2021년 HAICon2021도 현재 최종 3위로 우수상 수상 유력

2. 2021 사이버안보 논문 공모전 – 장려상(국정원/한국정보보호학회/주저자)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 모델은 현재 수많은 false alarm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false alarm 발생 시 여러 feature를 점검 해야하므로
비현실적 임

 이를 XAI 분석을 통해 이상 행위를 나타나는 여러 feature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신속한 실제 조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연구

3. 'K-사이버 시큐리티 챌린지 2020' AI데이터셋 공모 – 최우수상(KISA)
 팀장으로 참가하며, Encrypted Traffic Analysis 연구/제품 활성화를 위한 AI Dataset 제안

4. 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2건
 2021년도 한국정보보화학회 충청지부 학술대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상
 2020년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 인터넷정보학회 회장상

5. 그 외 성과
 'k-사이버 시큐리티 챌린지 2020' 악성코드 탐지 – 본선진출 (KISA)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챌린지 2019' 악성 도메인 탐지 – 본선진출 (KISA)

수험번호 : 0059 - 000057

대표 연구
1. 연구 배경
 AI 기술은 대체로 적절한 판단결과를 제시하지만, 모든 판단은 100% 신뢰할 수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람이 개입하여 최종 의사결정 및 대응을 필요로 함
 현실적으로 이상징후 판단 시 분석가가 수작업으로 감시대상 sensor를 조사/
대응으로 이는 비효율적이며 업무 생산성이 저하 및 피로도 증가

2. 연구 내용
 시계열 HAI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Bi-LSTM 기반 이상징후 탐지 모델 생성
 이상징후 탐지 모델에서 재학습없이 XAI 기반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를 나타내는
sensor 정보 제공

수험번호 : 0059 - 000057

대표 연구
3. 주요 연구결과
 이상징후 판단 시 분석가에게 모든 감시대상 sensor들 중 어디부

터 조사/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XAI 평가방법론은 연구초기단계이며, 상위 5개의 sensor 정보와
일치여부로 평가

4. 기대 효과
 기존 대비 빠른 의사결정 및 업무 생산성 향상

 안전성이 결여된 AI 시스템에 대해 그 취약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
로 보완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AI 모델 개발

수험번호 : 0059 - 000057

주요 역량
1. EDR/ICS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이상징후 분석
 Network/Process/IDS/IoT 등 다양한 이벤트 로그 데이터 분석 및 anomaly 분석

 MITRE ATT&CK 기반 사이버 공격 및 위협 탐지를 위한 공격 프로파일링 분석
➔ 이상징후 분석 관련 2건의 프로젝트 수행 및 SCI(e) 논문 2편, KCI 논문 1편 게재

2. Window/Linux 신∙변종 악성코드 분석 및 PowerShell 분석
 PE/ELF 파일 정적 및 동적 분석, 주요 패커 특징 분석, 유사도 기반 신∙변종 악성코드 분석, PowerShell 스크립트 분석, 난
독화 분석
➔ 악성코드 분석 관련 3건의 프로젝트 수행 및 SCI(e) 논문 2편 게재
➔ ' (KISA) 2021 사이버보안 AI∙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AI기반 파워쉘 악성 스크립트 탐지 분야 배포 데이터셋 검증

3. 인공지능(AI) 및 XAI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Scikit-learn/Tensorflow/Keras 등 머신러닝 플랫폼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
 LRP/CAM/LIME/SHAP 등 XAI 데이터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
➔ 국내 AI 관련 탐지 및 아이디어 대회 다수 참가, AI 보안 워크샵 및 학술대회 참가 경험

수험번호 : 0059 - 000057

비전 및 포부
1. 기존 역량을 바탕으로 AI 및 XAI 보안기술 연구 (단기)
 급변하는 IT 환경속에서 조직과의 시너지를 통해 발전하는 보안기술 연구개발에 앞장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보안 영역에서의 적용 이슈 해결하고 XAI 연구에 선두주자

2. 상위 수준의 보안기술 연구를 통한 사회적 기여 (장기)
 머신러닝 플랫폼 Tensorflow/Keras와 같은 오픈소스부터 인텔리전스 보고서, 협력/협업 등의 사회적 도움을 통해 성공적인 연
구개발 목표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위한 보안 지식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
여를 목표

➔보안영역에서 XAI 기술을 통해 AI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
구개발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