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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란 기업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보안관제센터(SOC; Security Operation Center)는 각종 보안 이벤트 및 시스템 로그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보안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점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안 관제 업무는 365일×24시간 상시 

유지되어야한다. 그러나 관제사의 업무능력 편차, 인수인계시 정보의 누락, 보안 위협의 고도화로 인해 

보안관제사의 업무 피로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안 관제사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보안 관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 중 

AI 기술과 자동화 기술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보안관제사의 업무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안 센서 장비로부터 수집된 방대한 규모의 

보안 로그를 분석하여 위협 발생 유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위협을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AI 기술은 다양한 센서 장비로부터 수집된 보안 로그 정보 및 관제사의 대응 

이력 정보를 학습하여 위협을 탐지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자동화 기술은 탐지된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보안 정책을 보안 센서 장비에게 자동으로 배포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AI 기술을 보안관제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피처 추출 및 전처리 기술,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협을 탐지하는 AI 모델의 기술 동향을 기술한다. 두번째로는 관제 업무 자동화를 

위해 보안관제 업무 프로세스 및 자동화 사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윈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의 

보안관제 자동화 솔루션 개발 로드맵과 현재까지 식별된 보안 관제 자동화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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