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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의 활용도와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와 관련된 사고와 피해는 점점 증가 하고있으며, 특히 내부자에 의

한 사고는 그 위험성이더 높다. 이런 내부자의 공격은 전통적인 보안 시스템으로 방어하기 힘들어, 규칙 기반의이상 행동탐

지 방법이 널리 활용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공격 방식 및 새로운 환경과 같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통계적 마르코프 모델 기반의 적응형 이상 이동 탐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사람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내부자에 의한 위험을 사전에 탐지한다. 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와 지속적인 통계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오탐지와 미탐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되었다.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실험에서는 0.92의 높은 F2-점수를 얻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정상으로 보여지지만, 의심해볼 이

동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 통계 학습과 환경 요소를 바탕으로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와 모델링 알고리즘을 다양화 시켜 적용한

다면 보다 더 범위 넓은 비정상 행위에 대해 탐지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Adaptive Anomaly Movement Detection Approach

Based On Access Log Analysis

Nam-eui Kim* , Dong-cheon Shin**

ABSTRACT

As data utilization and importance becomes important, data-related accidents and damages are gradually increasing. Esp

ecially, insider threats are the most harmful threats. And these insider threats are difficult to detect by traditional security

systems, so rule-based abnormal behavior detection method has been widely used. However, it has a lack of adapting fle

xibly to changes in new attacks and new environment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daptive anomaly movem

ent detection framework based on a statistical Markov model to detect insider threats in advance. This is designed to mini

mize false positive rate and false negative rate by adopting environment factors that directly influence the behavior, and le

arning data based on statistical Markov model. In the experimentation, the framework shows good performance with a hig

h F2-score of 0.92 and suspicious behavior detection, which seen as a normal behavior usually. It is also extendable to det

ect various types of suspicious activities by applying multiple modeling algorithms based on statistical learning and enviro

nme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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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데이터 시대에서는 산업분야를 시작으로

데이터 분석의 효용성과 가치는 점차 확대되고 있

다. 이는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으로 경쟁함

에 있어 대량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혁신

과 가치 창출이 기업간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1].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

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

대의 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의 변질이나 유출

을 막기 위한 보안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2].

특히, 데이터의 유출은 내부자의 공격에 의해서 빈

번이 발생한다. 이는 재산적 피해 뿐만 아니라 기

업가치까지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현대 기

업의 가장 큰 보안 위협 중 하나로 꼽힌다[3][4].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컨텍스트를 고려한 행동 분

석 기반의 이상 행동 탐지 방법 [5] 그리고 머신

러닝을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 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비지도 통계 학습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

의 탐색적 분석이 주된 목적이다. 본 논문의 주목

적인 이상 행동 탐지는 보안 사고를 방지하는 것

인데, 보안 사고에 어떤 행동이 관여되었는지 규

명하는 게 쉽지 않고, 레이블 된 학습 데이터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비지도 학습을 활용

하여 이상 탐지를 할 것이다.

2.2 마르코프 체인 (Markov chain)

패턴 도출을 위해 n+1회의 상태는 오직 n회에

서의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마르코프 성질(M

arkov Property)을 바탕으로 상태 전이 확률(stat

e transition probability)을 정의할 수 있는 마르

코프 체인(Markov Chain)을 활용한다. 우리는 이

동 패턴을 상태로 보고, 이동 패턴 간의 전이 확

률을 마르코프 체인을 통해 구하여 이상 이동을

탐지 할 것이다.

2.3 환경 요소가 고려된 개별 모델 생성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 놓일 때 비슷한 행동을 보

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상황은 다양한 환

경 요소에 의해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요소

별로 데이터를 분류한 후 모델을 생성하고자 한

다. 이는 학습의 과 적합(overfitting) 문제를 방지

할 수도 있으며, 모델의 작은 크기로 갱신의 효율

성으로 모델의 품질을 쉽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도 가진다[6].

3. 이상 이동 탐지 프레임워크

(Anomaly Movement Detection

Framework, AMDF)

(그림 1) 이상 이동 탐지 프레임워크 개요

4.1 이동 패턴 모델링 레이어 (Movement Pattern

Modeling Layer, MPML)

모델링 레이어는 접근 기록으로부터 이동 패턴

을 생성한 후 사용자가 정한 환경적 요소를 적용

하여 마르코프 체인 기반 모델을 생성한다.

4.1.1 데이터 전처리

우리가 활용하는 접근 기록은 이동이라는 엔티

티로 변경하여 패턴화할 수 있도록 가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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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이동 패턴 생성

우리 프레임워크는 적재된 접근 기록 중 개인

별 접근 기록을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이동 패턴을

생성한다.

4.1.3 환경 요소 적용

AMDF에서는 보안 전문가와 같이 해당 환경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가 직접 환경 요소를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물리 공간에서 범용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로는 직위 및 직책, 근무

시간 , 레이아웃 및 보안 장비 유형 등이 있다.

4.1.4 모델 생성

이전 단계에서 진행한 환경 요소 별 분류된 데

이터를 학습하여 요소 별 모델을 생성한다. 선별

하는 요소 개수에 따라 모델의 개수는 달라지며,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최적화된 모델을 생성

하여 탐지에 활용할 수 있다.

모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모델 생

성 및 갱신에 높지 않은 비용을 요구하며, 학습-

개선의 사이클을 단축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모델

의 품질을 쉽게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7].

4.2 이상 이동 탐지 레이어 (Anomaly Movement

Detection Layer, AMDL)

탐지 레이어는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이

전 접근 기록을 참조하여 현재의 이동 패턴을 생

성한다. 그 후 모델링 레이어에서 지정한 환경 요

소와 관련된 데이터를 참조하여 적절한 모델을 선

택한다. 모델이 선택되면, 전이확률을 계산하여,

이상 이동을 판단할 수 있다.

4.2.1 패턴 생성

패턴 생성은 MPML에서 패턴 생성 단계와 동

일한 작업을 수행한다. 한 가지 차이점은 MPML

에서는 패턴 생성을 우리가 지정한 기간 동안의

모든 연속된 접근 기록을 바탕으로 패턴을 생성하

지만, AMDL에서의 패턴 생성은 현재 발생한 접

근 기록과 그 이전 연속된 접근 기록을 참조하여

현재의 이동 패턴을 생성한다.

4.2.2 모델 선택

발생한 접근 기록에 포함된 컨텍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여 통합한 뒤 최적의 모델을 선택한다.

4.2.3 전이 확률 계산

선택된 모델을 통해 현재의 이동 패턴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발생될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

4.2.4 이상 이동 탐지 및 알람

이상 이동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임

계값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값들은 각 환경에

서 테스트한 후 적절한 값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5. 실험 및 분석

이전 장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실험에 적용해

보고 그 효과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실제 접근

제어시스템에서 기록된 접근 기록으로부터 이상

움직임을 탐지해보는 실험을 수행한다.

5.1 실험 배경

실제 서버를 운영하는 센터에서 수집된 4개월

간의 접근 기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데이

터는 10개의 카드리더기가 설치된 출입문에 접근

한 102명의 접근 기록이다.

5.2 실험 환경

Ÿ 1개의 사무실, 1개의 서버실, 1개의 창고, 1개

의 맨트랩으로 공간 구성

Ÿ 경비원 2명(24시간 2교대), 기술자 2명(24시간

2교대), 보안담당관 2명, 청소부 1명

Ÿ 직무에 따라 인가된 접근 권한이 다름

Ÿ 각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에 In/Out 양

방향으로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인식시

켜야 접근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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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실험 대상 환경의 평면도이다. 서버

실은 맨트랩을 지나야만 출입이 가능하며, 특정 상

황에서만 사용되는 화물용 문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림 2) 실험 대상 센터 평면도

5.3 실험 데이터

실험 용 데이터는 실제 보안 사고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발견된 12

개의 허가되지 않은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12개

의 행동 중 6개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

며, 나머지 6개는 허가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이벤

트에 따라 용인되는 행동이다. 4개월 간의 데이터

는 편의를 위해 A, B, C, D로 지칭한다. 추가적으

로 기간 내에 발생한 이벤트 정보는 제공받지 못

하여 고려되지 않는다.

5.4 실험 진행

아래는 각 단계 별 수행한 내용이다.

Ÿ 데이터 전처리: 주어진 데이터의 시간은 협정

세계시(UTC) 기준으로서, 한국 표준시(KST)

로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 명칭으로

되어있는 AP명을 모델링에 활용하기 위해 숫

자로 변경하였다.

Ÿ 패턴 생성: 접근 기록을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패턴을 구성하였으며, AP 개수별 차이점을 알

아보기 위해 AP 개수를 2개, 그리고 3개로 구

분하여 진행하였다.

Ÿ 환경 요소 적용: 직무와 업무시간(업무시간 중/업

무시간 외)을 요소로 정하여 모델링에 적용하였다.

Ÿ 모델 생성: 보안 담당관, 기술자, 경비원, 청소

부로 나누어지는 4개의 역할과 업무시간 중,

업무시간 외로 나누어지는 2개의 업무시간을

적용한 8개의 모델과, 요소 구분 없는 모든 접

근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1개의 모델로, 총 9

개의 모델을 생성하였다.

5.5 실험 결과 및 평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1) 패턴 구성을 변경해가며 테스트 수행 (2개, 3

개)

2) 임계치 값을 변경해가며 테스트 수행 (95백분

위수, 5% 고정)

3) 학습용과 테스트용의 데이터를 구분하여 교차

검증 (4겹 교차 검증, 4-fold cross validation)

우리는 허용되지 않는 이동을 사전에 구별한 뒤

비교 분석하여 직관적으로 성능을 평가하였다. 아

래는 발견된 허용되지 않는 이동 패턴의 규칙이다.

Ÿ IN->IN 또는 OUT->OUT은 허용되지 않는

다. 예외로, 맨트랩과 서버실간에는 IN->IN과

OUT->OUT이 허용된다.

Ÿ 서버실은 맨트랩을 통해서만 입출입이 허용된

다. 예외로, 화물 운반을 위해 화물용 문을 사

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화물용 문으로 입장하더

라도, 맨트랩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상 행동 탐지를 위한 데이터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정상을 나타내고 극소수의 데

이터만 이상 행동을 나타내는 불균형한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이는 우리 실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데이터가 불균형할 때의

성능 측정에는 정확도(accuracy)보다 정밀도(prec

ision)와 재현율(recall)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게

더 도움이 되는데, 이 둘의 조화 평균(harmonic

mean) 값을 사용하는 F-점수(F-Measure)가 많

이 활용 된다[8]. 특히, 이상 행동 탐지의 경우 탐

지한 것 중 실제 이상 행동인지(정밀도, precisio

n)보다 전체 이상 행동 중 몇 개의 이상 행동을

탐지하였는지(재현율, recall)가 중요하므로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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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비중이 높은 F2-점수를 성능 측정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5.5.1 패턴 구성을 변경해가며 테스트 수행

1) 테스트 1-1

Ÿ 구성: 학습 데이터: A,B,C / 테스트 데이터: D

/ AP 개수: 2개 / 임계치: 5% 고정

Ÿ 모델: 요소 구분 없는 모든 접근 기록을 기반

Ÿ 탐지 결과: <표 8> / 정밀도: 1 / 재현율: 0.75

/ F1-점수: 0.86 / F2-점수: 0.79

테스트를 통해 실제 허가되지 않은 행동 4개

전부를 찾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오탐지(false al

arm)도 1개 발견되었으며, 이는 트레이닝 기간 3

개월간 맨트랩 OUT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횟

수는 2885개인데, 그 중 창고 IN으로 간건 50번으

로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테스트 1-2

Ÿ 구성: 학습 데이터: A,B,C / 테스트 데이터: D

/ AP 개수: 3개 / 임계치: 5% 고정

Ÿ 모델: 요소 구분 없는 모든 접근 기록을 기반

Ÿ 탐지 결과: <표 9> / 정밀도: 1 / 재현율: 1 /

F1-점수: 1 / F2-점수: 1

AP를 3개로 하는 경우에는 AP를 2개로 하였

을 때와 비교하여 허가되지 않은 이동이 포함된

패턴 2개가 한쌍으로 검출되어야 한다. 테스트를

통해 실제 허가되지 않은 행동 4개 전부를 찾아

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탐지도 없었다. 위의

테스트로 AP를 3개로 하는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의 테스트에서는 3개의 AP

로 패턴을 구성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

5.5.2 임계치 값을 변경해가며 테스트 수행

1) 테스트 2-1

Ÿ 구성: 학습 데이터: A,B,C / 테스트 데이터: D

/ AP 개수: 3개 / 임계치: 5% 고정

Ÿ 모델: 요소 구분 없는 모든 접근 기록을 기반

Ÿ 탐지 결과: 정밀도: 1 / 재현율: 1 / F1-점수:

1 / F2-점수: 1

앞에서 진행한 테스트와 동일한 설정이며,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2) 테스트 2-2

Ÿ 구성: 학습 데이터: A,B,C / 테스트 데이터: D

/ AP 개수: 3개 / 임계치: 95 백분위수

Ÿ 모델: 요소 구분 없는 모든 접근 기록을 기반

Ÿ 탐지 결과: 정밀도: 0.66 / 재현율: 1 / F1-점

수: 0.8 / F2-점수: 0.9

높은 재현율을 보여주었지만, 임계치 5% 고정에

비해 낮은 정밀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실험에 사용

한 데이터가 한 패턴에서 다음 패턴으로 연결될 때

하나 혹은 두개의 패턴으로 연결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의 테스트로 임계치 값은 5%

고정으로 할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어 앞으로의

테스트에서는 5% 고정 임계치 값을 기본으로 한다.

5.5.3 4겹 교차 검증(4-fold cross validation)

각 월별로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하여 4

겹 교차 검증을 진행하였다. 편의상 각 집합을 다

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Ÿ 1집합: 학습 데이터: A,B,C / 테스트 데이터:

D / 패턴 구성: 3개 / 임계치: 5% 고정

Ÿ 2집합: 학습 데이터: A,B,D / 테스트 데이터:

C / 패턴 구성: 3개 / 임계치: 5% 고정

Ÿ 3집합: 학습 데이터: A,C,D / 테스트 데이터:

B / 패턴 구성: 3개 / 임계치: 5% 고정

Ÿ 4집합: 학습 데이터: B,C,D / 테스트 데이터:

A / 패턴 구성: 3개 / 임계치: 5% 고정

<표 1>과 (그림 3)는 각 집합의 테스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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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정밀도 재현율 F1-점수 F2-점수

1집합 0.88 1 0.94 0.97

2집합 0.4 1 0.57 0.76

3집합 0.8 1 0.88 0.95

4집합 0.88 1 0.94 0.97

평균 0.74 1 0.83 0.91

<표 1> 4겹 교차 검증 결과 표

(그림 3) 4겹 교차 검증 결과 그래프

총 4번의 테스트 후 나온 F2-점수의 평균은 0.

91로서, 우리가 생성한 모델은 높은 성능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집합의 경우 이전

테스트에서 F2-점수가 1을 얻었지만, 4겹 교차 검

증에서는 0.97을 얻었다. 그 이유는, D 데이터에서

접근 기록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 적용했

기 때문에 청소부가 업무시간 이외에 직원사무실

에 출입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특정 환경에 대한 종속성 없이

물리 보안에서 수집되는 접근 기록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이상 이동을 탐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

안하였다. 이는 높은 기술력이나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동이라는 행동의 요인과 해당 요인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통합한 분석은 기존 미 탐

지되는 이상 이동은 물론 모호한 이상 이동도 탐

지가 가능하다. 또한 환경 요소로 구분된 데이터

를 학습하여 개별 생성한 작은 크기의 모델은 지

속적인 갱신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새로

운 공격 방법과 새로운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패턴

생성 단계에서 이동 패턴을 환경에 맞추어 다양화

시키고 중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확장한다면 탐

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을 올

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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