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현재 보안관제 시장은 AI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 중이다. 그 이유는 보안장비간 서로 발생하는 
로그들이 있고, 이러한 로그 데이터들은 하루에도 
백만 이상으로 발생하고, 데이터에 대해 유해한 정
보가 있는지 탐지 및 분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인원의 수는 제한적이고, 보안관제 업무상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하여 데이터를 감시해야하고,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도 따라온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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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안관제에 AI기술을 도입하면서 사람이 해결
하기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여 완화 되었지만, 이러
한 기술을 사용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상황
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보안관제 환경에서 AI
기술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나열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Ⅱ. 관련현황

국내에서 보안관제의 운영 방식은 보안 장비들
간 발생하는 보안로그들을 보안정책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탐지 및 분석하는 방식이다. 보안로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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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보안관제 시장은 AI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 중이다. AI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안장비간 대량
으로 발생하는 로그와 빅데이터에 대해 이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시간적인 문제와 인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다. 하지만 AI를 적용함에도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보안관제 시장은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문제점 말고도 많은 문제점과 대응하고 있으며, 본 논문은 다섯 가지의 문제점
을 다루고자 한다. ‘AI 모델 선정’, ‘AI 표준화 문제’, ‘빅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 ‘책임소재의 문
제’, ‘AI의 타당성 부족’ 등 보안관제 환경에 AI기술을 적용함에도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Currently, the security control market is operating based on AI technology. The reason for using AI is to detect 
large amounts of logs and big data between security equipment, and to alleviate time and human problems. However, 
problems are still occurring in the application of AI. The security control market is responding to many problems other 
than the problems introduced in this paper, and this paper attempts to deal with five problems. We would like to 
consider problems that arise in applying AI technology to security control environments such as ‘AI model selection’, 
‘AI standardization problem’, ‘Big data accuracy’, ‘Security Control Big Data Accuracy and AI Reliability’, 
‘responsibility material problem’, and ‘lack of AI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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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DDoS 장비, IDS(침입탐지시스템), IPS(침
입차단시스템), WAF(웹방화벽) 등의 장비에서 탐
지 된 네트워크 패킷의 일부이다. 현재 보안관제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AI기반 기술들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학습 및 탐지 등 외에도 다
양한 기술들이 쓰이고 있다. 데이터 수집은 위와 
같이 대량의 데이터를 기관이 정보를 수집하여 미
래에 같은 공격 데이터가 침입할 경우 그 공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집한다. 데이터 전처
리는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 학습에 
대한 데이터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수
집된 샘플링, 변환 등을 위해 유형을 정의하고, 유
사 분석 등 다양한 단계를 적용한다. 수집된 데이
터에서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하는
데 이때 특징을 피처라고 부른다. 앞의 과정을 피
처 추출 이라고 부른다. 학습 및 탐지는 정ㆍ오탐
의 식별과 이상행위 탐지 등 목표로 하는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과정은 앞의 전처리된 데이터
를 입력받고 학습 모듈, 탐지 모듈을 사용해 선택
된 머닝러신 및 딥러닝 등 알고리즘을 접하여 새
로운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렇듯 보안관제 환
경에 AI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제품들이 개발
되고 있지만, 실제로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많은 문제점들 중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소
개하고자 한다. ‘AI모델 선정’, ‘AI의 표준화의 문
제’, ‘빅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 ‘책임소재의 
문제’, ‘AI의 설명 부족’ 등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
보겠다. [1][2]

Ⅲ. 보안관제에 AI기술 적용시 문제점

  위와 같이 보안관제 환경에 AI기술을 적용할 시, 
발생하는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1. AI 모델 선정

  보안관제 환경에서 AI기술 적용은 시간적 제약
과 인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
만 AI의 모델을 선정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은 소요
가 걸린다는 문제이다. 이유는 보안관제 기기마다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기에는 모델이 제한적이며, 기기를 호환
할 수 있는 모델이여야 한다. 그리고 모델의 역할
은 분석대상인 데이터에 대해 이상행위 탐지를 하
는데 정상인 데이터와 사이버 위협 데이터를 비교
하여 정상 수치에서 오차가 클 경우 공격 데이터
라 판단한다. 좋은 모델일수록 정상적인 데이터를 
보다 많이 학습하여 현 보안관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보안관제에 사용하는 장비들을 모두 
호환하며 가장 좋은 성능치의 모델을 선정하기 위
해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 AI 표준화 문제

  보안관제에 AI기술을 적용하기 전, 국내보안관제
시장은 각 업체 및 기업마다 관리 및 운영방식은 
달랐다. 이유는 각 기관의 역량에 따라 보안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관의 역량이 높을수록 새로
운 사이버 위협 데이터에 대한 대응기술이 보다 
발전되어 있을 것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대응기술
의 수준이 다른 기관보다 높은 것을 선호하기에 
한 쪽 기관을 더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기관간 경쟁구
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 정보에 대한 
공유와 소통은 잘 이뤄지지 않으며, 현재 AI를 적
용한 보안관제 환경에서도 유지되고 있어 문제점
을 유발하는 상황이다.

3. 보안관제 빅데이터의 정확성 및 AI 신뢰성

  빅데이터를 통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정확하고 올바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시 데이터에 대한 정탐률(True 
Positive)은 오르지만 거짓정보를 옳다고 판단하여 
학습할 경우, 미탐률(False Negative)이 증가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관련된 사례로 지난 2016년 마
이크로소프트(MS)사에서 개발한 AI로봇 테이는 사
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AI 채팅봇이다. 테
이는 구글의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기술인 신경
망이라고 불리는 AI기술을 가반으로 제작됐다. 사
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단어 사용법, 질문방식, 대
답의 방법 등 패턴을 익히고 스스로 학습한다. 학
습하는 과정에서 어느 익명게시판을 통하여 테이
가 인종차별 발언을 하도록 훈련시키자는 글이 올
라왔고, 이러한 집단에 의해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
하게 되었다. 후에는 다른 일반사람들과 대화 시, 
욕설이나 차별적인 발언 등 물의를 일으켜 MS는 
문제가 된 테이를 운영을 중지하고 삭제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AI가 올바른 학습을 위해서 학습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가 순수하고, 정제되어 있어
야 AI가 학습을 통하여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할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보안에 AI기
술을 적용함에 있어 지나친 신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위의 빅데이터 학습에 있어 거짓정보
나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그것을 옳은 판단이
라고 판단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위의 테이로
봇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중, 사람의 개개인의 생각
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이벤트에 대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다시말해 어떤 업체에 보안사고가 
일어 났고, 방안이 여러개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
자. 각 방안마다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어느
것이 해당 이벤트에 대해 적합한지 사람마다 생각
은 다를 것이다. 이렇듯 한 이벤트에 대해 여러 판
단이 나오고 AI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어 
이벤트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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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된다. 그리고 보안장비간 발생하는 대량에 
데이터에 대해 사이버 위협을 초례할 데이터임을 
확인하는 과정도 많은 시간적 요소가 되며, 이러한 
AI를 실무에 적용하기에 정확도가 불안전하여 AI
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3]

4. 책임소재의 문제

  AI의 책임소재의 문제 또한 보안관제 환경에 일
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AI는 빅데이터와 실시간으
로 수집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 서버에 
사이버 위협으로 의심되는 데이터 유입 시, 학습을 
토대로 위협 데이터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
이다. 만약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 사이버 위협
이 서버로 전송되고 보안사고로 이어질 경우, 기관
에 피해가 갈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
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AI 기술을 발명한 사
람의 책임으로 넘어갈 것인지, 보안장비 기기를 제
조한 회사의 책임으로 넘어 갈 것인지, 사이버 공
격을 받은 회사의 책임으로 넘어갈 것인지 등으로 
어느 한 기관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기에 현재로서
는 AI에 관한 법률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
라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4]

5. AI의 설명 부족

마지막으로 AI의 설명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다.
AI는 확인이 되지 않은 데이터의 유입시, 들어

온 데이터에 대하여 사이버 공격 데이터인지, 아닌
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다. AI가 판단하는 기준
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에 비슷한 데이
터를 학습하고 결과로 내었던 값을 도출한다. 하지
만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값은 오직 결
과값만 보여준다. 즉, AI가 어떠한 이벤트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즉, AI는 해당 이벤트
를 받으면 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해답을 내
놓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현재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이벤트에 대해 AI가 판단하여 내놓
은 결과값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명 가능한 AI를 
사용함으로써 기관은 이해하는 당사자가 AI모델의 
작동과 어떠한 알고리즘을 적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여 
아쉬운 상황이다. [5]

 

Ⅳ. 결  론

보안관제에 AI기술을 적용하면서 시간적, 인적 
제한을 완화시켜주지만, AI기술을 적용함에 발생하
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각 문제점들을 보완하
고 해결방안을 적용시킨다면, 업무의 효율성은 향
상될 것이고, 다가올 새로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조치 및 예방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될 것을 전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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