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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o 시계열 기반의 침해사고 활동이력 분석결과 도출
o 실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반의 침해사고 공격 분석
2. 연구내용 및 범위
o 실제 공격 데이터를 기준으로 공격행위 및 특징분석
- 사이버 블랙박스 R&D과제 개발결과물에서 수집한 데이터 특징 분석

천원

1.

※ 수집 데이터 : CTAS, Google 이력, 악성코드 공유사이트(VirusShare), Whois 정보 등

-

공격행위를 특정화할 수 있는 패턴 기반 특성 분석

※ 시계열 정보 기반 침해사고 활동이력(패턴, 특징 등) 분석

o

머신러닝 기반의 침해사고 공격분석 알고리즘 도출
- 수집데이터 특성에 따른 머신러닝 핵심 전처리 과정 연구‧분석
※ 데이터 차원축소를 위한 특징 선택 및 특징 추출 기법 연구(자동 특징 선택, 주성분 분석 등)

-

머신러닝 알고리즘 선택 및 적용을 통한 결과 산출

※ 머신러닝 기법 분류(Supervised/Unsupervised/Reinforced Learning) 별 특성 파악 필요
※ Unsupervised Learning(Clustering, Anomaly Detection, Latent variable model 등) 세부 기법 고려

침해사고 연관정보 특성 및 분석결과 기반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선
o 실제 수집중인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공격분석 알고리즘 검증
- 사이버 블랙박스 R&D과제 결과물 기반 자동 공격분석 머신러닝 모듈 개발
-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산출된 결과 검증
-

※ 산출된 결과가 실제 침해사고 분석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의미 분석

연구결과물
및 제출시기
o 발표 및 보고서
- 중간발표 및 중간보고서(‘16.9)
- 최종발표 및 최종보고서(‘16.11)
3.

※ 자동 공격분석 모듈 실행결과 및 분석 포함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자동 공격분석 모듈(‘16.11)
o 국내 외 논문 1건
o

4.

과제수행 대상기관
및 지원자격

정보보호 관련 학계 전문가(교수)
o 머신러닝 및 데이터분석 연구 유경험자
o

기타사항
o 연구를 위한 침해사고 정보는 본 과제(KISA) 및 외부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를 활용할 것
o 주요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정보는 선정기관에서 자료 수집 필요
o 과제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간
o 과제 수행기간 중 주기적(약 2-3주) 회의 개최를 통한 과제 연구방향 조율 추진
o 제안서의 소요예산 편성 시 “위탁과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할 것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