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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이버 공격 기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도 확
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 기업들은 다양한 침해사고를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위협정보를 
정리한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인텔리전스 리포트의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수작업을 통해 분류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개체명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정형 인텔리전스 리포트에서 위협 
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추출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주제어: 개체명 인식, 보안, 딥러닝

1. 서론

최근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발전하고 

증가함에 따라 물리적 공격 방법이 아니라 컴퓨터나 네

트워크 같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보안 위

협이 증가하고 있다. 보안 위협은 금융업무시스템, 국가 

전산망, 교통통제시스템, 항공기 관제통제시스템 등 현

대 사회에서 주요 핵심 전산시스템을 목적으로 취약한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1]. 보안 

위협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자료 훼손, 단순 침입 등 

침해정보를 추출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주고 있다[2]. 

이와 같이 고도화된 공격 기법, 공격 기술, 공격 실행 

방법에 대한 보안 위협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수많은 보안 기업들에서는 각 공격에 대

한 방어 기술 및 절차, 보안 위협정보를 정리하여 보고

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며, 이를 인텔리전스 리포트

(Intelligence Report)라고 한다[3,4]. 하지만 각 기업

에서 배포하는 인텔리전스 리포트는 각각 작성 방법이 

차이가 있으며, 사이버 공격 기법이 다양해지고 증가함

에 따라 인텔리전스 리포트의 수도 증가한다. 정해진 형

식 없이 작성된 방대한 인텔리전스 리포트에서 보안 위

협정보를 사람이 일일이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로부터 위협정

보로 판단되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추출할 수 

있는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텔리전스 리포트에서 위협정보를 인식하고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방대하고 비정형된 인텔리전스 리포트

를 활용하며, 자연어처리 기술인 개체명 인식 모델을 통

해  보안 위협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위협정보를 추

출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이란 단체명

(OG), 사람(PS), 지명(LC) 등의 개체명(named entity)을 

정의하고 문서에 있는 단어나 어구에 중에서 특정 의미

를 갖고 있는 어휘에 해당 개체명으로 인식하는 기술이

다[5,6]. 본 연구에서는 인텔리전스 리포트에 있는 위협 

정보를 개체명으로 인식하여 탐지한다. 예를 들면 

Hash(hash), DDoS(malware.ddos), 공격 시도(ip.attack) 

등과 같은 20개의 위협 정보를 개체명으로 구성하여 탐

지한다. 개체명 인식은 질의응답, 정보검색 등에서 활용

될 수 있다. 

개체명 인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 왔으며, 

Lample 외(2016)은 Bi-LSTM 모델을 이용하여 신경망 구

조를 연구하였으며, 준지도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을 활용하여 4개의 언어에서 우수한 성능을 얻

었다[7]. 또한 장윤정 외(2018)은 공간상에서 정보를 추

출하고 Bi-LSTM-CRF 모델과 결합한 모델을 적용했으며, 

기존의 Bi-LSTM-CRF 모델보다 성능을 향상시켰다[8].

3. 위협정보 자동 탐지 및 자동 추출 모델

아래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위협 정보 자동 

탐지 및 추출 모델의 전체 구조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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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협 정보 자동 탐지 및 추출 모델

APT와 Fireeye에서 제공하는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어절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 문

서의 최대 길이는 약 78,000어절이고 최소 길이는 약 

240 어절이다. 위협 정보 개체명은 Hash, 악성코드, IP, 

도메인/URL로 크게 4분류로 나뉘어져 있으며 

Hash(hash), DDoS(malware.ddos-악성코드), 공격시도

(ip.attack) 등과 같이 총 정의된 개체명은 총 2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Trojan.PonyDOS"라는 단어

는 20개의 개체명 중 해당 단어에 속하는 개체명인 

“B_malware.ddos"로 표현한다. 

문장에서 어절마다 단어 임베딩과 character 임베딩을 

연결(Concatenation)하여 어절 단위의 자질을 추출한다. 

character 임베딩을 통해 out-of-vocabulary가 나타났을 

때도 학습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자질을 추출한 후 

BI-LSTM(양방향 LSTM)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6]. LSTM 모델은 이전에 데이터 자질과 입력된 데이터 

자질을 시간의 흐름대로 학습하는 시퀀스 기반의 모델이

며, 이를 바탕으로 BI-LSTM은  문장의 앞부터 뒤로 순서

대로 학습하는 순방향(forward) 네트워크 방식과 문장의 

뒤부터  앞으로 순서대로 학습하는 역방향(backward) 네

트워크 방식으로 진행하며 모든 은닉 상태(hidden 

state)에서 연산하여 출력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특

정 시간 프레임에 대해 이전 데이터 자질과 이후 데이터 

자질을 파악하여 문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BI-LSTM을 통해 출력된 결과를 CRF(Conditional Random 

Field)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CRF는 특정 시간 프레임에 

대한 개체명 태그의 분포를 예측한 다음 최적의 개체명 

태그 시퀀스를 찾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체명 태깅을 

예측하는 정확도를 높여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

델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F1-Score를 활용한다. 

F1-Score은 정밀도(Precision)과 재현율(Recall)의 활용

하여 두 결과의 산술 평균을 구한다.

  

4. 결론

사이버 공격이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 대응하며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 기업에서는 보안 위협 정보에 대한 인텔리전스 

리포트들을 배포하고 있다[9]. 하지만 대부분의 인텔리

전스 리포트는 각 기업마다 형식이 다르며 정형화되지 

않으며, 사람이 수작업에 의해 분류하기엔 시간과 비용

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이전 연구

에서 비정형된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바탕으로 구축된 위

협 정보 개체명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협 정보 자동 탐지 

및 추출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인텔리전스 리포트의 

자질을 추출하기 위해 한 문장을 어절 단위로 구성하고 

워드 임베딩과 character 임베딩을 연결하여 

out-of-vocabulary 문제를 해결한다. 추출한 자질을  

BI-LSTM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하며, 예측되는 개체명 태

그 결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CRF를 추가한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정형 인텔리전스 리포트에서의 

위협 정보 자동 탐지 및 추출 모델을 활용하여 텍스트로

부터 위협정보로 판단되는 중요 단어를 자동적으로 인지

하고 추출함으로써, 인텔리전스 리포트의 중요 키워드를 

시각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여 높은 정확도의 키워드 추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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