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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터넷 및 개인용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2019 년 한 해 악성코드 공격이 약 99억 개가 발견되는 등 

복잡한 공격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

o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반의 시그니처(Signature) 탐지 기법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

으나 기존의 시그니처 기법들은 복잡한 공격들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존재함

- 많은 전처리 필요: 실제 데이터를 얻고 학습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양한 툴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해

야하며 이는 많은 사전 노력을 필요로 함 (e.g.악성코드-IDA)[1]

- 증거기반 탐지: 공격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요소들(e.g. 도메인 명, IP주소 등)을 이용한 탐지들

은 한계가 있음

- 오탐율(False-positive) 문제: 새로운 공격 탐지를 위해 이상탐지 방식을 사용하나 정상행위가 이상행

위와 유사할 경우 잘못된 탐지가 자주 발생함

o 실제로 앞선 이유들을 근거로 로그를 이용한 이상탐지 시스템이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함

- 상대적으로 적은 전처리: 로그의 경우, 이벤트 템플릿 파싱(Parsing)만 이루어지면 별다른 분석 없이 

바로 사용가능함[1]

- 행위기반 탐지: 로그는 그 내부 파라미터가 아닌 행위, 행동에 대한 기록을 보기 때문에 본질적인 

탐지가 가능함

- 오탐율(False-positive) 문제: 로그 이상탐지의 경우, 로그 자체가 아닌 그 패턴도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탐율이 떨어짐

o 로그 이상탐지 시스템은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에 능한 LSTM(Long Short-Term Memory 

models), RNN(Recurrent Neural Network)과 같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으로 전개되며 대부분의 연

구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줌[1-4]

o 하지만 높은 성능임에도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데 이는 딥러닝 방식으로, 예측 및 판단에 대한 

근거 및 이유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임

o 판단의 이유 및 해당 근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 데이터 오염 및 모델 문제 파악의 어려움: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데이터가 오염

되거나 혹은 모델 자체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모르고 지나칠 위험이 있음

  (e.g. 늑대/허스키실험[그림 1])

- 인사이트(Insight) 제공의 어려움: 머신러닝의 경우, 많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도

메인 전문가가 놓친 인사이트 제공이 가능한데 설명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인사이트를 전달할 수 

없음

- 신뢰성 제공의 어려움: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판단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결국에는 신뢰성 문제로 실제 도메인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가 없음

[그림 1] 늑대/허스키 분류 결과 설명성 문제[5]



o 위의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명가능한 로그 이상탐지 시스템을 제안함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본 연구에서는 정확하면서도 설명가능한 로그 이상탐지 시스템을 목표로 선정함

o 이전 연구들에서 [그림 2]와 같이 정확성과 설명성 사이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가 존재한다

고 언급했으나[6] 이는 정확히 증명된 바가 없으며 데이터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내는 모델은 달라짐[7]

 [그림 2] 성능과 설명성 간의 트레이드오프[6]  
 

o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과 설명성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상탐지 모델의 구현을 

목적으로 함

o 본 연구의 설명성 제공은 규칙을 통해 이루어지며 규칙은 “If antecedent(조건) Then result(결과), 

posterior probability(θ)(확률)”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규칙을 만족할 경우 정상,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상행위로 판단함

                [그림 3] 제안 모델 추출 규칙 예시 

o [그림 3]에서 보이는 것처럼 규칙과 결과는“IF a1 AFTER a2 Then Normal" 형태로 표시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순차 패턴으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정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상행위로 판단하게 되

며 이렇게 판단하는 확률 및 신뢰도는 "posterior probability(e.g. 1번 규칙의 93.14%)" 와 같다는 의미

를 내포하게 됨

o 이렇게 규칙을 제공할 경우, 해당 규칙이 얼마나 판단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연

스럽게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해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게 됨

o 정상과 이상행위를 구분하는 규칙들을 발견하고 확률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결과와 설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주요내용



[그림 4] 제안모델 프레임워크 

 

o 제안 모델은 [그림 4]과 같이 로그 템플릿 추출 단계, 템플릿 임베딩 및 중요 로그 선택 단계, 규칙 

추출 단계로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짐 

1. 로그 템플릿 추출 단계

[그림 5] 로그 템플릿 추출 단계 

o 로그 템플릿 추출 단계는 [그림 5]와 같이 실제 로그에서 로그 이벤트 템플릿들을 추출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하는 변수(e.g. IP주소 등)는 제외하고 고정된 템플릿들만을 추출하며 이에 대

한 예시는 [그림 6]와 같음 

o 로그 템플릿 추출로는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방식의 로그 파싱 알고리즘인 Drain[8] 과 

Spell[9] 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때 Drain이 더 좋은 파싱 성능을 가진 것을 확인, Drain을 사용

해 파싱을 진행함

o 앞선 과정으로 생성된 로그 템플릿들은 각각의 세션ID(해당 연구: BlockID)에 맞게 연결되어 순차화가 

진행되며 결과적으로 각각 ID 행위에 대한 순차 로그 데이터셋을 구축함



[그림 6] Drain 파싱 결과 예시[8]
 

2. 로그 이벤트 임베딩 및 중요로그 선택단계

[그림 7] 로그 이벤트 임베딩 및 중요로그 선택단계

o 로그 이벤트 임베딩(Embedding) 및 중요로그 선택단계에서는 [그림 7]과 같이 로그에 유사도 기반 임

베딩을 진행하며 임베딩된 벡터값을 기준으로 중요한 로그 순서 및 로그 선택

o 로그 유사도 기반 임베딩을 실행한 이유는 로그를 명목화(Nominal) 데이터에서 수치화 데이터로 변경

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통해 유사한 의미는 가까운 수로, 다른 의미는 먼 수로 벡터화(Vectorized)되게 

됨

o 벡터화는 결국 0 혹은 1이라는 클래스 변화에 대해 각각의 사용자들이 얼마나 다른 행동을 취했는지 

수치화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통해 다른 사용자와 수치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행동을 취하는 로그

와 그 순차를 알 수 있게 됨 

o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임베딩 방식인 “Word2Vec[10]”,“FastText[11]”,“Bert[12]”,“L

og2Vec[13]” 방식을 연구했으며 그 중 짧은 시간에 맞춰 구현이 간단하면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

는 “FastText”를 이용함

o FastText란 n-gram을 이용해서 훈련 데이터에서 나타나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도 의미를 학습해주는 

방식으로 트리를 이용한 계층형 학습을 수행해 다른 모델들에 비해 빠르다는 장점을 지님[11]

o FastText를 이용해 임베딩을 진행한 후 이 값들에 gradient boosting 기반 특징 중요도를 적용해 중요

한 로그와 그 순차를 추출함

o Gradient boosting의 특징 중요도를 이용한 이유는 gradient boosting은 의사결정나무의 부스팅

(Boosting)방식으로 동일하게 정보이득 값을 사용하면서도 여러 개의 나무들이 서로의 에러값을 보완

하면서 연결되기 때문에 정보이득(Information gain)의 값이 의사결정나무에 비해 정확하기 때문임[14]

o 이를 통해 많은 로그들의 패턴을 일일이 다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변화를 보이는 로그들의 

패턴만을 학습해 전체 학습 시간 및 규칙은 줄이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임



3. 순차규칙 추출단계

[그림 8] 순차규칙 추출 단계 

o 마지막으로 규칙추출단계에서는 앞선 임베딩들을 이용해 의미 있는 규칙들을 추출하며 [그림 8]과 같

이 크게 순차패턴 추출 단계, 베이지안(Bayesian)확률을 이용한 필터링(Filtering)단계 2 단계로 나눠짐

o 순차패턴 추출단계에서는 순차패턴 아이템셋 마이닝 알고리즘들에 대해 연구했으며 그 중 FPGrowth

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Prefixspan 기반 알고리즘으로 선택[15]

o 하지만 Prefixspan의 경우, 중복되는 패턴과 규칙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해 Closed pattern, Maximal pattern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

o Maximal pattern의 경우, 현 패턴보다 상위집합인 패턴이 빈번히 나타날 경우(support 임계값을 넘을 

경우)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규칙의 수를 줄이지만 중요한 규칙까지 제거할 위험이 있다는 

단점 존재

o Closed pattern의 경우, 상위집합 패턴이 하위집합 패턴과 동일한 support 값을 가질 경우, 하위집합 

패턴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수식 1) 중복 규칙을 줄이면서도 중요한 규칙을 제거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closed pattern 성질을 Prefixspan에 적용한 BIDE 알고리즘을 이용함[16]

                           ∃⊂ ∃
∃⊂ ∃   

                     (1)

o 기존 BIDE 알고리즘의 경우, support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악성과 정상을 구분하는 

규칙을 찾기 때문에 support보다 confidence의 중요도를 높여 상대적으로 support의 임계값은 줄이고 

confidence의 임계값은 증가시켜 규칙 추출을 진행함[16]

o 위와 같이 confidence의 임계값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사후확률과 confidence는 비례하다는 성질을 갖

고 있으며 사후확률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연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confidence로 미리 낮은 값

을 갖는 아이템들을 제거해 전체적인 학습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행

o 마지막으로 베이지안 확률을 사용해 규칙들의 필터링을 진행하는데 여기선 베이지안 이론의 결과 값

인 사후확률을 구하고 이로 필터링을 진행한 후 마지막에 규칙에 확률을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됨

o 가장 먼저 베이지안 확률에서는 사전확률(prior)값을 선정하고 이후 각 클래스 별 샘플들을 통해 가능

도(likelihood)의 계산을 진행함

o 데이터샘플에 대해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MCMC(MarkovChainMonteCarlo)의 Metropolis hastings의 샘플링 

방식을 이용해 샘플링을 진행해 가장 신뢰성 있는 사후확률 분포를 생성한 후 point estimation을 진



행해 expected 확률을 선정함

[그림 9] 제안 모델의 순차규칙 추출형태 

o 본 연구에서는 정상 혹은 악성을 구분하는 이진분류이기 때문에 가능도 분포로는 Binomial 분포를 이

용하고 Binomial에서 사용되는 모수 값은 Beta 분포에서 추출해 사용하여 [그림 9]와 같은 식의 규칙 

형태를 생성 

o 결과적으로 a를 만족할 경우 y(class 1)가 될 확률은 Binomial(θ)를 따르며 해당 모수 θ는 Beta를 따

른다는 것을 의미함

주요실적 / 구현결과
1.  사용 데이터

o 본 연구 데이터로는 HDFS(Hadoop File System)데이터셋[17]을 사용하였으며, 총 575,061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있음

o 해당 데이터셋은 라벨링(Labeling)데이터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활용되 대표적인 벤치마킹 데이터

2. 추출된 규칙

o 365개의 정상 순차 규칙을 추출 했으며 그에 대한 일부의 규칙은 [그림 10]과 같음

o 각각 하나씩의 로그들은 AFTER로 연결되며 THEN 이전은 해당 순차규칙 패턴을 나타내며 Normal은 

정상이라는 결과를 나타냄

o 마지막 확률은 사후확률로, Metropolis Hastings 방식을 이용해 추가적으로 10,000개의 샘플을 생성해 

좀 더 신뢰성 있는 사후확률을 생성함

 
[그림 10] 추출된 정상 순차규칙 집합



2. 제안 프레임워크 연구 성능 

o 추출된 정상 순차 규칙 집합을 이용해 총 398,518 개의 BlockID 당 시퀀스 샘플에 대해 평가했으며 

Accuracy, F1score, Precision, Recall 에 대한 결과는 [그림 11]과 같음

o 이와 함께 auc_score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그림 12]와 같음

[그림 11] 제안 모델 성능 평가

[그림 12] 제안 모델의 auc_score 평가

  

3. 비교 연구

o [표 1]은 각각 딥러닝 기반의 Deeplog[1], LogAnomaly[2], LogRobust[3], LSTM-based 모델[4]의 성능과 

딥러닝 외 로지스틱회귀(Logistic Regression)[18], 서포트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19],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20]을 활용한 로그 이상탐지 모델의 성능을 보여줌   

o 제안 모델은 이전의 머신러닝을 활용한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딥러닝을 활용한 

대부분의 모델들과도 매우 유사하거나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음

o 결과적으로, 제안 모델은 규칙과 확률 제공을 통해 설명 및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성능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줌

Deeplog
Log

Anomaly
Log

Robust
LSTM

-based
Logistic

Regression
SVM PCA

Precision 0.95 0.96 0.98 1.00 0.99 0.99 0.63

Recall 0.96 0.94 1.00 0.993 0.92 0.94 0.96

F1score 0.96 0.95 0.99 0.996 0.96 0.96 0.77

[표 1] 이전 모델과 성능비교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크게 5가지로 제안모델의 설명가능성, 빠른 속도, 정확성에서 파생되어짐

1)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 블랙박스 모델(딥러닝 모델)들의 경우, 별다른 특징 선택이 없어도 매우 정확한 결과를 낸다는 장점

이 존재

- 하지만 이런 모델들은 그 내부 메커니즘의 이해가 어렵고 결과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중요한 결정에서 믿고 사용할 수 없어, 실제 필드에서는 이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님

- 제안모델은 그 내부 메커니즘 자체가 규칙으로 해당 확률까지 명확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공격자의 의도로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모델 자체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빠른 시간 내 파악할 

수 있음

2) 실제 필드에서 사용가능한 시스템:

- 2019년 EU의 인공 지능 고위 전문가 그룹(AI HLEG)에서는 설명가능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완

전한 신뢰성을 얻지못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는 정책을 발표함

- 설명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모델과 다르게 해당 정책에 만족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실제 필드의 활용

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

3) 정확하고 자동화된 침입탐지 시스템: 

- 현재의 침입탐지 시스템은 딥러닝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발생하는 문제나 전문가의 피드백 및 

업데이트를 위해 규칙기반으로 이루어져있음

- 본 연구는 딥러닝을 이용한 로그 이상탐지 방식과 유사한 성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익숙

하고 편한 규칙기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 큰 이질감이 없으며 큰 변화 없이 

정확한 규칙을 추출해 사용할 수 있음

4) 새로운 인사이트 창출: 

-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모델(딥러닝 모델)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있는 규칙 및 패턴을 생성해도 

그 내부 메커니즘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 전달하기가 어려움

- 하지만 본 연구는 의미있는 규칙을 확률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모델처럼 인사이트를 생성하

면서도 이를 전달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을 지님

- 또한 인사이트가 잘못될 경우, 도메인 전문가에 의한 피드백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델의 개선이 가능

해짐

5) 작은 데이터 및 학습시간으로 인한 사용성: 

- 기존 연구들인 딥러닝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며 특히 학습시간이 길고 리소스가 많이 필요해 작은 

중소기업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

- 본 연구는 전체의 약 10% 정도의 로그 시퀀스를 아이템셋 마이닝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딥러닝처

럼 많은 리소스가 부담스러운 작은 기업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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