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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은 주로 인명(PS), 지명(LC), 기관명(OG) 등의 개체를 인식하기 
위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어왔다. 그 이유는 해당 개체들이 데이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도메인이 달라진다면 그동안 사용된 개체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체가 존
재할 수 있다. 특히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위협정보가 문서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보안 문서는 해시값, 악성코드명, IP, 도메인/URL 등 위협정보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안 분야의 위협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개체명 시스템 개발을 위
해 4개의 클래스와 20가지 속성으로 정의한 구축 방식을 구축하고 그 구축 방식에 대해 제안한다.

주제어: 정보보안, 개체명 인식, 위협정보

1. 서론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기반의 모델 생성을 

위해서는 학습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셋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의 필요성은 특정 도메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도학습 기반의 일반적인 모델에서는 필수요소 중 하나

이다.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연구자가 원하는 형

태의 자질추출을 수행하려면 추출 가능한 비정형 데이터

로부터 직접 자질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방법은 모델 개발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

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자 최근 준지도 학습

(Semi-supervised Learning) 및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2][4].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딥러닝 

시스템 개발이 지도학습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

운 도메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은 없거나 필요할 경

우 대부분 새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체명 인식(Named Recognition)은 텍스트로부터 인

명, 지명, 기관명, 날짜, 시간 등 고유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추출하여 그 종류에 따라 의미를 결정하는 자연

어 처리 분야 중 하나이다[3]. 기존 개체명 인식 모델은 

사람이 직접 추출한 자질을 입력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CoNLL2000, CoNLL2003 등 개체명 인식을 위한 데이터셋

이 구축된 이후로는 현재까지도 해당 데이터셋을 활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보보안이라는 특정 

도메인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셋은 아직 존재하지 않

고, 도메인 특성상 기존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수행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보보안 문서 내에서 주요 키워드는 위협정보로 판단

되는 악성코드명, 해시, IP address, 도메인/URL 등이 

있으며 해당 키워드들을 개체명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는 해당 도메인에 적합한 학습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안 도메인에서의 위협정보 개체

명 인식시스템에 활용 가능한 영어 기반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해당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속성 키워드를 기준

으로 4가지의 클래스와 20가지 속성을 정의한 데이터 구

축 방식에 대해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데이터 구축 프

로세스에 대한 내용으로 비정형 데이터 추출, 클래스 및 

속성 정의, 문장경계 인식에 대해 설명한다. 3장은 

Appendix 처리 방식, 4장은 데이터 구축 현황,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에 대해 서술한다.

2.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

2.1 비정형 데이터 추출
국내외 국가 및 보안 분야의 기업들로부터 작성된 보

안 인텔리전스 리포트 중 영어 기반의 오픈 보안 보고서

600여 개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해당 텍스트

는 라인 당 한 어절 단위로 나타냈다[그림 1]. 추출한 

텍스트의 어절 개수는 문서당 240~78,000개로, 이 중 가

장 어절 빈도수가 많은 리포트(1500~5000어절)에서 우선

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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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정형 데이터 추출 

2.2 클래스 정의
속성 키워드로 사용할 4가지 클래스는 [그림 2]와 같

이 정의하였다. Hash, 악성코드, IP, 도메인/URL은 정보

보안 문서에서 위협정보를 나타내는 주요 키워드로, 해

당 클래스의 속성은 클래스마다 다르게 나타내었다. 

Hash의 경우 해시 함수 방식에 따라 해시의 길이가 다르

게 표현되었으므로 단일 hash로 구분하였으나 악성코드 

및 그 외 클래스는 각각 여러 속성 맞게 세분화하여 다

양한 속성정보로 구분하였다.

그림 2. 데이터 클래스

2.3 속성 정의
클래스 속성은 총 20가지로 정의한다. 추출된 텍스트

에서 예상치 못한 키워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hash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에‘기타’ 태깅명을 추가했다. 악

성코드 클래스는 위협정보로 판단 가능한 주요 키워드를 

태깅명으로 정의했고 IP, 도메인/URL의 경우 가장 중요

한 위치 정보가 포함된 유포지, 경유지, 유출지 등을 태

깅명으로 정의했다. 또한, 태깅명은 태깅한 키워드의 클

래스와 속성을 알 수 있도록 클래스명과 소분류명 사이

에 구분자(.)를 활용하여 생성했다. 

대분류 소분류 태깅명
Hash Hash hash

악성코드

가상통화채굴 malware.mining
백도어(원격제어) malware.backdoor

DDoS 공격 malware.ddos
드랍퍼(다운로더,런처) malware.drop

랜섬웨어 malware.ransom
정보유출 malware.infosteal

기타 malware.unknown
정상(악성코드 아님) malware.normal

IP

C&C, 정보유출지 ip.cncsvr
공격시도(scan, brute 

force, ping, sql injection 

시도 등 다양한 공격시도)

ip.attack

유포지 ip.distribute
DDoS공격 수행(봇넷) ip.ddos

기타 ip.unknown
정상 ip.normal

도메인/URL

C&C, 정보유출지 url.cncsvr
경유지 url.codevia
유포지 url.distribute
기타 url.unknown
정상 url.normal

표 1. 클래스 및 속성

2.4 문장경계
앞서 문장경계 인식과 관련한 국내 논문에 따르면 영

어의 경우 총 3가지 구두점(마침표, 물음표, 큰따옴표)

을 문장경계 후보로 볼 수 있다[5]. 그러나 악성코드명, 

URL, 도메인/IP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도 구두점을 포함

하고 있다. 정보보안 도메인 특성상 문장을 구분하기 위

해 위의 구두점들을 구분자로 사용할 경우 문장의 경계

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었다. 따라서 텍스트 추출 과정

에서 3가지 구두점 단위로 문장을 분리하는 대신 문장과 

문장 사이에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하였으며 잘못 분리된 

어절의 경우 각 문장에 맞추어 수작업으로 구축했다.

태깅 방식은 BIO(Begin, Inside, Outside) 에서 B, I

를 사용하여 첫 어절은 B_, 중간 어절은 I, 그 외의 다

른 어절은 공백으로 처리하였다.

3. Appendix
보안 문서 내에는 키워드 설명을 위한 appendix가 문

서 중간 혹은 끝에 존재한다. appendix는 부가적인 설명

을 위해 문장 내의 키워드에서 테이블과 표로 해당 내용

을 나타낸다. 그 자체로는 의미적 요소가 없지만, 

appendix가 가리킨 테이블과 표에는 의미적 요소를 갖는 

중요 키워드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키워드가 가리키

는 표 또는 테이블을 중요 요소로 태깅하되, 하나의 

appendix가 여러 클래스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경우, 해

당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 클래스를 키

워드로 태깅하였다.

그림 3. Appendix 태깅

4. 데이터 구축 현황
현재까지 600여 개의 비정형 문서로부터 추출한 텍스

트 중 120여 개의 문장에서 태깅을 진행하였고 약 45만 

건의 어절 단위 태깅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추후 구축한 

데이터는 해당 분야의 다른 연구자들을 위해 무료로 공

개할 예정이다.

5. 결론
기존 개체명 인식은 지명, 인명, 기관명 등이 키워드

지만 정보보안 문서 내에서는 위협정보를 포함할 수 있

는 악성코드명, 해시, IP address, URL/도메인을 주요 

키워드로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안 도메인에

서 위협정보 개체명 인식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그 구축 방식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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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약 600여 개의 비정형 문서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여 45만 건의 어절 단위 태깅 데이터를 확보하였

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로는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보안 도

메인에서의 위협정보 개체명 인식을 위한 모델에 적용 

및 성능 검증과 준지도, 비지도 학습 모델에 적용하여 

정보보안 도메인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

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 (No.2016-0-00010-003, 디지털콘텐츠 In-House R&D)

참고문헌
[1] Nadeau, David, Peter D. Turney, and Stan Matwin. 

"Unsupervised named-entity recognition: 

Generating gazetteers and resolving ambiguity." 

Conference of the Canadian Society for 

Computational Studies of Intelligence, 2006.

[2] Zhu, Xiaojin. "Semi-supervised learning 

literature survey." Computer Scienc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3, 4, 2006.

[3] Nadeau, David, and Satoshi Sekine. "A survey of 

named entity recognition and classification." 

Lingvisticae Investigationes 30.1, 3-26, 2007.

[4] Derczynski, Leon, et al. "Analysis of named 

entity recognition and linking for tweet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51.2, 32-49, 

2015. 

[5] 박수혁, 임해창. "기계 학습 기법을 이용한 문장경

계인식."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