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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네트워크 공격이 차 발 되며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기법들은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변칙 인 해킹기법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침입 탐지 시스템

(Intrusion Detection System, IDS)은 기존의 알려진 공격에 해서만 탐지하고 변칙된 새로운 패턴의 공

격을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 문제에 합한 해결책을 찾고자 여러 가지 알고리즘

들이 연구되었고, 아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에서는 이러한 연구된 알고리즘들을 비교해 보

았고 효율 인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인터넷의 격한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편리성뿐

만 아니라 교육, 경제, 국방 등 다양한 곳에서 효율 으로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로인하여 개인이

나 집단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표 인 해킹 사례  하나로 2011년 3

월에 국내 주요기 , 포털사이트  은행 등이 분산 서비

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DDoS)을 받은 사건이 있겠다. 이 사건 이외에도 각종 해

킹 련된 사건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각 기 들은 막

한 손실을 입게 되면서 많은 매체를 통해 일반시민들에

게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보안에 많은 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공격들을 막기 한 많은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해커들도 

탄생하게 되면서 해킹의 기법들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기

법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공격 패턴들이 탄생하면서 공격

을 탐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에서는 보안 기법 에 사

에 공격을 탐지하여 방지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

(Intrusion Detection System, IDS)에 해서 심을 가져, 

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Network Intrusion 

Detection System, NIDS)에 해 연구 해보았으며, 해킹 

기법의 발달로 응하여 변칙 인 공격 기법들을 탐지할 

수 있도록 연구된 알고리즘들을 비교하여 효율 인 용 

방안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먼  침입 탐지 시스템이란 사 에 공격들을 탐지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침입을 탐지할 상에 따라 호스트 침입 

탐지 시스템(Host intrusion Detection System, HIDS)과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Network Intrusion Detection 

System, NIDS),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Hybrid 

Intrusion Detection System)으로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뉘

게 된다. HIDS는 주로 시스템 내부의 로그를 탐지하며, 

NIDS는 네트워크 기반의 공격 패턴 탐지를 하게 된다. 

Hybrid IDS의 같은 경우는 HIDS와 NIDS의 장 만을 취

합한 것이다. 한 탐지 방법에 따른 분류에 의한 비정상

행 (anomaly)탐지와 오용(misuse)탐지가 있다. 비정상행

 탐지 같은 경우는 정상 인 로 일(profile)을 유지하

다가 이에 어 나는 행 가 발생할 때 탐지를 하여 알려

주는 방법이고, 오용탐지는 알려진 취약 을 입력해두어 

이미 알려진 공격이 시도될 때 이를 탐지하는 방법이다. 

NIDS의 경우 빠른 속도로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 나오면

서 이를 빠르게 처할 수 있는 탐지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탐지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

으며, 알고리즘 성능 평가를 할 때 주로 사용된 Dataset인 

KDD Cup 1999에 의하면 주요 공격은 4가지로 분류된다

[1]. DoS(Denial of Service), R2L(unauthorized access 

from a remote machine), U2R(unauthorized access to 

local superuser privileges), Probe로 구별된다. KDD Cup 

training dataset에는 24개의 공격 유형이 포함되어 있고 

test dataset에는 training dataset에 없는 14개의 유형이 

추가로 포함된다.

   LBG(Linde-Buzo-Gray) 알고리즘은 EM(Expectation 

Maximization)기반의 K-means 알고리즘의 단 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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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만들어졌다. 비균일 이진 분할에 의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기 값 없이 이진 분할에 의해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므로 수행 속도가 빠른데, LBG 알고리즘은 

K-means와 비균일 이진 분할의 장단 을 통해 만들어져 

네트워크 침입 탐지에 용하 다. LBG 알고리즘은 

Y.Linde, A.Buzo, R.Gray 세 명의 이름 첫 자를 따서 

LBG라 명명되 고, Accuracy Rate는 99%로로 K-means

와 비교해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지만 데이터양이 증가

하면 할수록 K-means에 비해 수행 시간은 훨씬 오래 소

요된다[2].

   K-means 클러스터링(clustering) 알고리즘은 침입 탐

지에 련된 Dataset의 데이터마이닝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비계층  클러스터링이며, 분할 역 k개를 지정

하여 데이터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k개의 그룹에는 k개만

큼의 심 이 존재하고 이 심 들과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데이터를 분류한다.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은 최근 많이 일어나는 공격 기법  DDoS와 Witty 

Worm에 해 공격 탐지를 능력을 평가했을 경우에 

DDoS의 경우 97%, Witty Worm은 94% TPR(true 

positive rate)를 보여줬으며 각 2%씩의 FPR(false 

positive rate)을 보여주었다[3]. 

   Y-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계층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각 데이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설정한 다음 데

이터들 간에 거리를 계산하여 인 한 치에 존재하는 데

이터들끼리 그룹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기존 k-means 알

고리즘에는 큰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하는데 종속성과 퇴

행성이라는 두 가지 단 이 존재했다. 그 단 을 보완한 

것이 y-means 알고리즘이다. 데이터셋(dataset)을 한 

수의 클러스터로 자동분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침입 탐

지를 할 때 장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알고리즘

은 따로 가공하지 않고도 로그 데이터를 training data로 

사용할 수 있다. DR같은 경우 89.98%가 나왔고 FR같은 

경우 1%가 나왔다[4].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BIRCH Hierarchical 

클러스터링 방법은 training 시간을 폭 단축 할 수 있었

고, SVM도 우수한 성능도 보여주었다. 획득 된 SVM 모

델이 네트워크 트래픽보다 정확하게 분류 할 수 있도록 

training 세트에서 요하지 않은 기능을 제거하기 해 

feature selection이 용되었고, Accuracy Rater 95.7%로 

다른 방법과 비교해보았을 때 DoS  Probe 공격 탐지에 

각 99.5%, 97.5%로 우수한 성능을 보 다[5].

   GA(generic algorithm)과 함께 퍼지 규칙을 이용한 것

으로 경계가 모호한 상태인 침입 탐지에 합하다고 제안

한 연구결과도 있다. 퍼지논리란 불분명한 상태, 모호한 

상태를 참 혹은 거짓의 이진 논리에서 벗어나 다치성을 

표 하는 논리로, 경계가 잘 정의 되어 있지 않은 네트워

크상에서 공격인지 아닌지 측하기가 어려운데, 이 문제

를 해결하기 해 퍼지 규칙을 사용하여 침입 차단활동을 

결정해 오작동을 일 수 있다. 해당 방법은 98.95%로 높

은 탐지율을 보여주었지만, 7% 오탐율로 비교  높은 수

치가 나왔다[6].

   GA와 SVM을 동시에 이용한 연구에서는 SVM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을 개선하기 해 GA를 사용하 다. 많

은 연구들에서는 SVM을 분류기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SVM 기반 탐지속도와 처리속도 측면에서 IDS의 성능을 

향상 시켰지만 최근 네트워크가 빨라짐에 따라 처리량 증

가로 인해 개선이 필요로 했다. 한 감사 데이터의 특징 

수가 많아지면서 방 한 양의 감사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

기 때문에 IDS 탐지율이 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은 GA와 SVM의 융합을 통해 최 의 feature set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VM 분류자에 한 최 의 

라미터(parameter)를 악 할 수 있다. GA는 형 검색 

공간에서 검색 할 때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  하나로 최

화 할 수 있는 함수의 형태의 수학  제약이 거의 없다. 

GA와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방법으로 

해당 방법은 GA와 퍼지 규칙을 이용한 방법보다 조  더 

높은 99%의 탐지율을 보여주었다[7].

   SOM(self-organizing map) 방법은 입력 벡터를 훈련 

집합에서 일치되도록 가 치를 조정되는 인공 신경세포 

격자에 기 한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다. 해당 논문의 실

험결과 3계층에서 89%의 탐지율과 4.6%의 오탐율을 보여

주었다[8]. 

   베이시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와 k-means 클

러스터링을 이용한 방법은 99%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

었다. 베이시안 네트워크는 몇몇 측치만으로도 불확실한 

침입의 가능성을 측할 수 있는 추론 기능을 주로 이용

하여 정상 는 비정상을 단한다. 한, 학습 기능을 통

해 변화하는 공격들의 특징이나 패턴을 추출해 낼 수 있

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의 용을 통해 탐지 정

확도를 높일 수 있다. 기 네트워크가 생성되면 데이터 

입력을 받게 되는데, 입력데이터는 test와 training 데이터

의 두 가지가 있다. training 데이터로 단되는 경우 이를 

분석하여 k-means 클러스터링 기반의 노드 구간 범 와 

가 치를 산출하고 산출된 가 치는 학습에 용되어 보

다 견고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test 데이터로 

별된 데이터들은 침입 탐지를 수행하며 공격으로 의심되

는 경우에는 리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이상 데이터는 데

이터 장소에 보 되어 향후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 될 

수 있다[9].

   LSTM(long short-term memory) 알고리즘은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2017. 4)

- 224 -



<표 1> 침입 탐지 방법론별 수치 비교

RNN(recurrent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의 종류  하나

로 RNN의 장기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고안된 방법

이다. 해당 방법은 98.88%의 탐지율을 보여 주었으며, 정

확도 한 96.93%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오탐율이 무려 

10.04%나 나타난다[10].  

3. 본론

   본 에서는 공격을 탐지하는 방법론들을 조사하 고 

그 에서 9가지 유형의 논문들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비

교하여 보았다. 한, 조사된 논문들에서 제시된 실험치들 

 가장 우수한 결과 값을 가져와 비교를 하 다.

   표 1에서 제시된 탐지율 련 식들은 각 논문들의 수

식을 참고하여 표 인 용어로 바꾸어 표기하 다. 먼  

Detection rate는 탐지율로 탐지한 공격 건수를 체 공격 

건수로 나  값이며, False rate 는 오탐율로 공격을 정상

으로 단한 건수를 공격으로 단한 체수로 나  값이

다. Accuracy rate는 정확도로 각 분류별 정확도를 합하

여 평균을 구한 값이며, True Positive rate는 침입을 침

입이라 정한 것이고, False Positive rate는 침입이 아닌

데 침입이라 단한 값이다. 한 F-Measure는 단일한 

측정치를 해 침입으로 단되는 클러스터 내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침입데이터를 포함하는지를 평가하는 정확도

(Precision)와 침입데이터의 체 패킷  얼마나 많은 패

킷이 알고리즘에 의해 검출되었는지 평가하는 재 율

(Recall)로 계산한 것으로 가 치 β=1로 설정되었다. T / 

N (True/Negative)은 비정상  정상 탐지율, F/N 

(False/Negative) 비정상  비정상 탐지율, F/P 

(False/Positive) 정상  비정상 탐지율, T/P 

(True/Positive) 정상  정상 탐지율이다.




 
 

   표 1을 보면 각 논문의 실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정

확도는 99%로 LBG, Beyesian Network와 K-means 

Clustering을 사용한 두 방법이 가장 높았고, 탐지율은 

99%로 GA와 SVM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오탐율은 1%로 Y-means Clustering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LSTM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 10.04%

다. 침입이 아닌데 침입이라고 단된 경우는 0.7%로 

SVM과 BIRCH hierachical Clustering이 가장 결과 값이 

높았다. 체 으로 결과 값을 비교해본 결과 모두 높은 

탐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부분 가장 많이 사용되

는 Dataset인 KDD Cup 99 dataset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 

값이라서 시 의 공격 탐지에 우수한 결과를 보여  것

이라고 상하기는 어렵다. KDD Cup 99같은 경우 

Knowledge Discovery Data Mining 회에서 1999년도에 

쓰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이다. 한 

KDD Cup 99 데이터셋은 training  test 데이터에 공통

으로 많은 복된 코드가 포함되어 있고, training과 

test 데이터가 각각 78%와 75%가 데이터가 복된다. 

KDD Cup 99 데이터셋 복성으로 학습 알고리즘은 잦은 

공격을 빈번한 공격 기록에 편향 시키고 가끔씩 발생하지

만 유해한 기록에 해서는 잘못된 분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 데이터의 복성으로 인하여 실험결과가 

체 으로 높은 결과 값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단 에도 

불구하고 KDD Cup 99 Dataset을 쓰는 이유는 침입 탐지 

련 Dataset이 많이 공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고, 많

은 연구들에서 부분 KDD Cup 99 dataset을 이용하다

보니 결과들의 수치가 부분 비슷하게 제시되었다.

4. 결론

   각 논문의 실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체 으로 높

은 탐지율을 보 고 그  LBG방법과 Bayesian Network 

+ K-mean Clustering 방법이 99%의 정확도로 가장 높은 

탐지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LSTM은 98.88%의 높은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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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을 보여주었지만, 오탐율 한 무 높아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각 논문들에서 쓰인 Dataset같은 경우 오래된 

데이터로 최근 발생하는 변칙 인 공격기법들을 탐지했을 

때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KDD Cup 

99 Dataset의 문제   복성으로 인하여 논문들의 실

험 결과가 체 으로 높은 결과 값을 보여 다. 이러한 

단 을 개선하기 해 기존 KDD Cup 99의 복된 코

드를 제거한 향상된 NSL-KDD와 UNB ISCX에서 제공해

주는 Dataset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최근 변칙된 공

격기법들이 무수히 생기는 시  최신화된 Dataset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기에 Snort로 IDS 환경을 구성하여 직  다

양한 공격을 통해 쌓인 네트워크 패킷을 통해 침입 탐지 

Dataset을 만들어 각 종 방법론들을 실험해 보는 것 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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