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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보유출사고나 주요 보안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내부자에 의한 보안위협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권한 있는 내부자에 의해 발생한 보안사고는 외부에서의 침입행위보다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내부자 위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보유출이나 보안사고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 도입의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내부자위협통합관리체계(EITMS : Enterprise Insider-Threats Management

System)를 제안한다. EITMS는 직무와 역할 및 개인 활동에 근거한 정상패턴을 추출하여 특정한 권한을 가진 내부자

에 의해 발생 가능한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한다. 또한, 위협행위를 가시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조기에 정보유

출과 보안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스코어링 시스템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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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massive data breaches or major security incidents show that threats posed by insiders have greatly

increased over time. Especially, authorized insiders can cause more serious problems than external hackers can.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need to introduce a system that can monitor the insider threats in real time and

prevent data breaches or security incidents in early-stage. In this paper, we propose a EITMS(Enterprise

Insider-Threats Management System). EITMS detects the abnormal behaviors of authorized insiders based on the

normal patterns made from their roles, duties and private activities. And, in order to prevent breaches and incidents

in early-stage, a scoring system that can visualize the insider threats is also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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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5년 2월, 보메트릭(Vormetric)이 다양한 국가의

IT 관리자 8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내부자 위

협(Insider Threat)’[14]에서, 응답자의 93%가 내부자

위협을 가장 심각한 보안위협 유형으로 꼽았으며, 조

직 내 가장 큰 보안위협 요인으로 ‘권한이 있는 사용

자’를 지목하였다. 또한, 민감한 정보 및 IT 자산에 대

한 접근권한을 가진 비기술직 직원이나 CFO/CEO 등

의 임원진에 의한 정보유출이 실제로도 상당수 발생

되었으며, 응답자의 절반은 그러한 내부자에 의한 위

협을 식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U.S. CERT의 분석보고서[3]에 의하면, 외부

자에 의한 사이버범죄 발생 비율이 내부자보다 상당

히 높긴 하지만, 피해 규모 측면에서는 내부자에 의한

피해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에 의한 보안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

해도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많은 조직과 기업들

이 대책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가 이동하는 경로상의 특정 포인트에서만 보안을

적용하는 기존의 경계보안방식만으로는 내부자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리가 어렵다는 인식 하에,

DLP(Data Leakage Prevention)나 DRM(Digital

Right Management) 등과 같은 데이터 중심의 보안

솔루션 혹은 NAC(Network Access Control)과 같은

접근통제 솔루션들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 솔루션들마저도 스노든의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권한이 있는 내부자에게는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허술한 방어책일 뿐이며, 중요하고 민

감한 정보의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내부자의 의한 보안위협을 효

과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며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내

부자위협통합관리체계(EITMS : Enterprise Insider-

Threats Management System)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체계는 특정 업무영역에서의 주요 정보 및 IT

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의 비정상적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위해 해당 사용자의 직

무특성과 장기간 관찰된 개인적 행동양상을 정상행위

패턴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인 위협관리를 통해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징후를

보다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자별 보안수준을 점수화하여 관리하는 ‘Security

Scoring System’을 포함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내부자

보안위협 대응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고 분

석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체계의 설계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4장에서 내부자의 비정상행위를 판단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상행위 패턴의 생성과정에 대

해 기술한다. 5장에서는 사용자별 보안수준 정량화 관

리를 위해 적용된 Security Scoring System의 개념과

동작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정보보호는 일반적으로 기술적 보안으로부터 관리

적 보안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주로 권한설정

강화와 같은 강력한 접근통제의 구현을 통해 내부자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Manpreet Singh등은

[13]에서 네트워크 접근통제정책 모델을 구성하는 기

본요소들을 정형화된 표현법을 사용하여 모델링하였

다.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에서의 다양한 정보보호 위

해요소들을 고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사

각지대가 존재해고 있다. 최종욱 등은 [4]에서 주요

정보의 보호와 유출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DLP방식

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암호모듈과 접근제어기능을

활용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들은 권한을 가진 내부자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

유출과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

최근에는 내부자의 행동학적, 심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위협행위를 예측하는 모델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내부자 위협대응을 위한 지침서와[5] 와 2014년도 미

국 사이버범죄 보고서[11]에서는 내부자 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제안된 다양한 억제방안 및 모니터링 기법

들이 향후에도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연구[6][8]에서는 내부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

적인 관찰, 그리고 인적자원에 대한 위협탐지 등의 포

괄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내

부자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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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내부자위협통합관리체계 흐름도

프로파일링과 행동학적 패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Kosinski등은[7]에서 개인적인 특성과

웹사이트 선택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패턴

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개인별 성격테스트를 필요로

하여 다수의 인원에 대한 적용은 제한될 수도 있다.

LIWC(Li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10]는 각

범주별로 사용되는 단어들과 그러한 단어들의 사용횟

수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개인적 특성을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단어의 사용빈도보다 이미지아이콘

이나 터치스크린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인터페이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

는 접근방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내부자 위협대응과 관

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안되긴 했지만, 접근통

제의 강화 혹은 중요 정보 자체의 보호와 유출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내부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적인 특성 혹은 행동학적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증가하고 있지만 제

한적인 특성만을 반영하고 있어 내부자 위협을 종합

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3. EITMS(Enterprise Insider-Threats

Management System) 개요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내부자위협통합관리체계

는 사용자의 직무, 그리고 개별적인 행동패턴을 이용

하여 정상행위패턴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정

내부자의 비정상행위를 탐지하며, 전체적인 구성 및

동작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특정 내부자가 출근하면 출입통제체계를 통해 출근

시간이 기록되고, 그 내부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PC에

서의 인증을 받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중앙의 관제시

스템에서 개인 PC에서의 인증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하면, 내부자위협통합관리체계에서는 해당 내부자에

대한 정상행위패턴을 읽어 들여 PC 및 정보체계들에

서의 비정상행위 식별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다. 또

한 조직에서 시스템관리자가 사전에 설정한 시스템보

안정책도 함께 적용된다. 정상행위패턴은 직무 및 역

할에 기반한 Default 패턴과 개인별 활동성향에 기반

한 Private 패턴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4장에서 설명한다.

내부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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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내부자 활동들을 모니터링한

다.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위하여 출근하는 시점부터

퇴근하는 시점까지의 각종 시설출입, 사무기기 사용

등 물리적인 활동들이 포함된다. 둘째로, 조직이 운영

하는 정보체계 내에서의 활동들을 모니터링 한다. 정

상적인 로그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기

록된다. 특정 시점에서의 내부자 행위가 사전에 정의

된 정상행위패턴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관찰된

활동내역을 반영하여 Private 패턴을 갱신한다. 만약

정상행위패턴을 벗어난 비정상행위가 관찰되면,

Security Scoring 체계를 통해 비정상행위별로 사전

정의된 점수를 비정상행위발생 직전까지의 점수에 합

산하여 종합 점수를 산출하고, 시스템보안정책에서 정

의하는 종합 점수별 조치로서 ‘경고’, ‘세션차단’, ‘보안

팀 출동 및 사고조사’ 등의 대응이 이루어진다.

4. 내부자 정상패턴 형성 및 추출

4.1 Default Pattern 추출

내부자의 대한 Default 패턴은 조직 구성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직무와 역할에 관한 패턴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인사정보체계를 사용하여 업무활동

을 하는 인사관리담당 실무자의 Default 패턴을 정의

하기 위한 주요업무 행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 1 > 인사관리담당 실무자의 주요업무 행위

주요 업무 행위
• 근로계약서/서약서 관리

• 인사기록카드/ERP 인사기록 관리

• 신원 보증보험 가입 및 관리

• 인사관련 제증명 서류발급(재직,경력 증명서 등)

• 승진 평가요소별 점수 조회(검증)

• 승진 개인자력공개신청 관리

• 월별 인원변동 추이/보고

• 사직서 접수 및 처리

• 개인정보관리

기본적으로 Default 패턴에 정의된 업무행위는 일

과시간 중에 수행된다. 그러나 일과시간 중이라 하더

라도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나 접속권한이 주어

지지 않은 정보체계에 접속하여 어떤 작업

을 수행하고자 시도한다면 이는 내부자 위협행위로

구분되어 모니터링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예

를 들어, 인사관리담당자가 자신의 업무영역 밖인 성

과관리담당 업무에서 특정 정보를 변경시키려 시도하

거나 다른 정보체계에 접속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또

는 기록변경담당자가 권한변경담당자가 운영하는 체

계에서 권한 설정의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협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고유업무영

역에 속한 행위라 하더라도, 연간계획이나 월간계획,

혹은 주간계획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진행되

는 경우, 즉 정상적으로는 11∼12월에 수행되어야 할

업무가 2∼3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러한

행위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러한 방식으로 인사관리담당자의 고유 업무행위에 기

반한 Default패턴을 정의한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에 명시된 ‘경고’는 권한이 없는 내

부자가 해당업무행위를 시도했을 경우의 알림 및 조

치를 의미한다.

<표 2> 인사관리담당 Default Pattern 추출

인사관리 홍길동 Default pattern

출근
2015-04-21

HR2 (인사관리담당)

출입통제체계

08:26:17 출근

직무
내용

HR2
/
IP
220.
88.
194.
231

근로계약서/
서약서 관리

인사정보체계 경고

09:30:48

인사기록카드/ERP
인사기록 관리

인사정보체계 경고

10:55:47

신원 보증보험
가입 및 관리

인사정보체계 경고

-

인사관련 제증명
서류발급(재직, 경력

증명서 등)

인사정보체계 경고

10:58:31
경령증명서발급

승진 평가요소별 점수
조회(검증)

인사정보체계 경고

-

승진 개인자력공개
신청 관리

인사정보체계 경고

08:52:33

월별 인원변동
추이/보고

인사정보체계 경고

10:38:25

사직서 접수 및 처리
인사정보체계 경고

09:25:12

개인정보관리
인사정보체계 경고

10:32:28

OTHER
TASK 영업자료 DB접속

마케팅관리체계 경고

18:47:52-
19:07:14 ◎

퇴근
2015-04-21

HR2 (인사관리담당)

출입통제체계

19:20:37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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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홍길동 Private pattern

출근

2015-04-21

HR2 

( )

출입통제체계

08:26:17 

평균 08:26:28

활동

HR2

/

IP

220.

88.

194.

231

인사정보체계
14:06:26 경고

개인자력조회

PC인증
08:35:43 성공 경고

평균: 08:35:36

웹접속
08:26:17 경고

naver.com

암복호화체계
11:07:33복호화 경고

요구자료서식 *.hwp

저장매체사용
08:26:17 경고

USB저장

OA기기사용
15:34:19 출력 경고

프린터 H8100

S/W정보
15:42:17 UPDATE 경고

V3 

자료교환
11:12:05 발송 경고

요구자료서식 .hwp

4.2 Private Pattern 추출

내부자의 Private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물리

적인 행위와 각종 정보체계 내에서의 행위에 대한 모

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정보체계에

서 생성될 수 있는 로그 정보를 통합하여 Private 패

턴을 추출하였으며, 로그 정보 추출의 대상이 된 주요

정보체계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고, (그림 2)는

일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출입통제체계의 로그 출력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2]

(그림 2) 출입통제체계 로그

<표 3> 패턴형성을 위한 각종 Sources 체계

대상시스템 요구 로그

인사정보체계
• 직원정보 로그
• 퇴사자, 휴직자, 징계자 정보 로그

출입통제체계
• 출입카드이용로그
• 생체정보 이용 로그

PC인증체계
• PC접속 로그
• 인증서 발급 로그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접속 단말기 현황 로그
• 인가/비인가 SW 정보 로그

저장매체
통제시스템

• 저장매체 읽기/쓰기 로그

전자자료
유출방지체계

• 파일 암•복호화 수행 로그
• 에이전트 삭제 로그
• 프린트/복합기/FAX 사용 로그
• 정책 변경현황 로그

S/W 사용로그 • S/W 무결성 검사 로그

자료교환체계 • 자료교환체계

메일 보안시스템 • 메일 로그

비밀 관리체계 • 비밀 대출/열람 관련 로그

파악도 가능하다. 내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

실이나 혹은 타부서 사무실에 머무르는 시간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외부자(방문, 용역 등으로 출

입한 인원)의 출입과 타부서 직원의 출입에 대한 실

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계

정도용 등의 Masquerade 행위[12]에 대한 조기탐지

또한 가능해진다.

출입 로그정보로부터 특정내부자의 출근과 퇴근 시

간을 추적할 수 있고, 출입경로 및 재실 여부 Private

패턴 추출을 위한 소스 정보체계들은 중앙의 관제센

터 서버와 반드시 연동되어야만 하며, 각 정보체계에

서 생성된 로그정보들은 중앙의 관제서버로 실시간

전송되어야만 한다. 중앙에서 수집된 각종 원시 로그

정보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터링 과정을 거치고, 정규화

를 통해 구조화된 형태로 변형되어 통합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된다.

(그림 3) 각종체계 원시로그 통합 개인 DB생성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된 인사관리담당의

Private 패턴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Private 패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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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39 경고

bkSong@naver.com

붙임 : *.hwp

퇴근

2015-04-21

HR2 

(인사관리담당)

출입통제체계

퇴근 18:01:21

평균 18:10:58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은 Private 패턴을 내부자

위협통합관리체계의 비정상행위 탐지에 적용하면, 업

무담당자가 정시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인증과

다양한 사무기기를 사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정상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출근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사용된 경우라면, 실시

간으로 아이디 도용이 탐지되고, 타당한 조치가 취해

질 것이다. 즉 현재 대부분의 조직이 운용하고 있는

내부자 위협 관리체계에서는 계정 도용이나 Masquer

ade 행위의 실시간 탐지가 용이하지 않으며, 계정도용

에 이어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의 외부 유출 징

후 조기 파악도 불가능한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내부자위협통합관리체계는 다양한 내부자 위협에 대

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5. Security Scoring System

‘Security Score’는 내부자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서, 추적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누적된 행위들에

의해 생성된 결과이다. 따라서 Security Scoring

System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내부자 보안위협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고 객관화된 지표를 통

해 실시간으로 위협 식별이 가능해져, 일시적이고 즉

흥적인 위협관리로 발생했던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Security Scoring System의 핵심은 내부자의 비정

상행위에 대해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가

중치부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한

다. 우선 비정상행위 자체의 위험도에 따라 기본적으

로 부여되는 가중치(기본 점수)를 설정해야만 한다.

둘째로, 그러한 비정상행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즉

비정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이 기울여야만 하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가중치는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한 있는 내부자에 의한 보안위협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직책 및 권한

에 따른 가중치를 반드시 설정해야만 한다.

내부자의 비정상행위 자체에 대한 가중치는 기 설

정된 ‘시스템 보안정책’ 및 『보안기준 위반내용 및

벌점/징계 건의 기준 예시』[1] 등에 의거하여 위반항

목별 중요도 및 위험도에 따라 4점 척도(1점∼4점)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먼저 해당 행위가 기 설정된 ‘시

스템 보안정책’에 위배될 경우 위반항목별 1점을 부여

한다. 그러나 『보안기준 위반내용 및 벌점/징계 건의

기준 예시』에도 해당 행위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는 보안사고자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비정상행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가중치는

『보안사고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고려요소』[1]혹은

별도 내부기준 등을 참고하여 1∼3의 범위로 설정한

다. 대응을 위한 고려요소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의 규

모, 인력,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중

치를 설정한다. 만약 고려요소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

는 각각의 고려요소별 가중치의 평균을 적용한다. 직

책 및 권한에 따른 가중치는 직책과 권한별 그룹을

설정하고, 해당 그룹별로 1∼10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정된 가중치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Security Score를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Security Score = 위반항복 기본 가중치 ×

고려사항 가중치 평균 × 직책/권한 그룹별 가중치

위의 계산식에 의거하여, 특정한 내부자가 중요 정

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타부서 직원의 계정을 알

아낸 후 해당 직원이 퇴근한 이후에 시스템에 접근하

여 정보를 열람하고 USB에 저장했을 경우 Security

Score를 산출하는 절차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

다.

또한 Security Score의 범위는 [9]의 연구를 참고하

여 1∼100점까지로 설정하였으며, 누적된 점수에 따라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 ‘주의’, ‘위험’ 그

룹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그에 합당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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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A의 보안위반 행위

행위

기본

점수

고려

사항

평균

그룹

가중

치

행위

점수
비밀번호 누설, 도용 및

타인계정 무단사용
2 2 3 2 x 2 x 3 =12

인가된 개인소유 상용 정보

통신 장비를 전산기기에

연결하거나 기밀자료 임의

저장•촬영•전송

2 3 3 2 x 3 x 3 =18

※ 행위발생 SECURITY SCORE 산출방법

① 내부자 위반행위의 기본점수를 확인

②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치 고려사항을 판단, 해당

내용을 합산 후 평균 적용

③ 그룹 권한별 가중치를 확인하여 행위자의

소속그룹의 가중치를 적용

④ 위의 ①,②,③ 값들을 곱,

- ① x ② x ③ = SECURITY SCORE

⑤ 기존 행위 별 누적 SCORE + 행위발생 SCORE

- 기존 7 + 행위 30 = 누적 37

내부자 A의

행위발생

SECURITY

SCORE

30

(그림 4) Security Score 산출 절차(예)

(그림 5) Scoring Process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 조직의 보안관리자 혹은

최고관리자는 Security Score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심을 가져야만 할 내부자들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보통의 단계에서부터 내부자에

게 본인의 Security Score를 통보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여 내부자 스스로 위협행위를 중지하게 만들

수 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실시간 적이고 지속적인 관

리를 통해 중요 정보의 대외유출이 발생하기 이전 단

계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6. 결 론

내부자에 의한 보안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및 사회적 파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서, 그러한 내부자 보안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지속

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사고발생이전에 차단할 수 있

는 통합적인 내부자 위협관리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내부자의 직무와 활동패턴에 기

반하여 비정상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Default 패턴과

Private 패턴을 생성하고, Security Scoring System을

통해 내부자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 나갈 수 있

는 내부자위협통합관리체계(EITMS)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체계는 다양한 요소들을 비정상행위 탐지를

위한 패턴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던 ‘계정 유출 및 도용’,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직무범위 이외의 체계접속’, ‘비정상적

인 출입 후 중요자료 열람 및 복호화’ 등의 다양한 비

정상행위를 충분히 탐지할 수 있다. 또한, 내부자의

비정상행위들을 객관적이고 시각화된 방법으로 관리

하는 Security Scoring System을 통해 내부자 보안위

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위협행위를 행하는 내부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하여 정보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향후에는 Private 패턴을 설정함에 있어 내부자의 활

동패턴에 더하여, 보안사고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

고 있는 개인의 감정적 측면이나 재정상태, 근무환경

등도 법적·제도적 허용범위 내에서 반영함으로써 개

인의 활동패턴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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