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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damage of cyber attack toward infra-system,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system is gradually increasing. In this 

situation, militar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yber warfare, and they establish a cyber system in preparation,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threaten. Thus, the study of Intrusion Detection System(IDS)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network defence system is 

required. IDS is divided into misuse and anomaly detection methods. Recent studies attempt to combine those two methods to 

maximize advantagesand to minimize disadvantages both of misuse and anomaly. The combination is called Hybrid IDS. Previous 

studies would not be inappropriate for near real-time network environments because they have computational complexity problems. It 

leads to the need of the study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IDS that have high detection rate and low computational cos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Hybrid IDS which combines C4.5 decision tree(misuse detection method) and Weighted K-means algorithm 

(anomaly detection method) hierarchically. It can detect malicious network packets effectively with low complexity by applying mutual 

information and genetic algorithm based efficient feature selection technique. Also we construct upgraded the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IDS reusing feature weights in anomaly detection section. It is validated that proposed Hybrid IDS ensures high detection accuracy 

(98.68%) and performance at experimen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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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가 기반 시스템, 국방  안보 시스템 등에 한 사이버 공격의 피해 규모가 차 커지고 있으며, 군에서도 사이버 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평시 구분 없이 비하고 있다. 이에 네트워크 보안에서 탐지와 응에 핵심 인 역할을 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의 

요성이 증 되고 있다. 침입 탐지 시스템은 탐지 방법에 따라 오용 탐지, 이상 탐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근래에는 두 가지 방식을 혼합 

용한 하이 리드 침입 탐지 방식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 그 지만 기존 연구들은 높은 계산량이 요구된다는 에서 근 실시간 네트워

크 환경에 부 합하다는 문제 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의 성능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 인 속

성 선택 기법을 용한 의사 결정 트리와 가  K-평균 알고리즘 기반의 고성능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제안하 다. 상호 정보량

과 유 자 알고리즘 기반의 속성 선택 기법을 용하여 침입을 더 빠르고 효율 으로 탐지할 수 있으며, 오용 탐지 모델과 이상 탐지 모델

을 계 으로 결합하여 구조 으로 고도화된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제안하 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

템은 98.68%로 높은 탐지율을 보장함과 동시에, 속성 선택 기법을 용하여 고성능 침입 탐지를 수행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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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 국가 기반 시스템, 국방  안보 시스템 등이 IT 기

술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테러의 

피해 규모가 차 커지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장이 기존 

물리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고, 작  수행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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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력 요소를 유기 인 연결을 통해 통합 작  체계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심 (NCW, Network Centric Warfare)

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이버 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ㆍ

평시 구분 없이 비하고 있다[1]. 사이버 장에서 지속 인 

우세를 유지하기 해서는 네트워크 작 , 사이버 방어 작 , 

공세  사이버 작 을 성공 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 에서

도 핵심 지휘통제체계와 무기체계등을 연동시키는 네트워크

를 철 하게 방어해야 사이버작  뿐 아니라 궁극 으로 물

리 에서도 성공 인 작 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네트워크에 한 의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시 으로 

응하는 것이 매우 요한데, 네트워크 방호 시스템  탐

지와 응에 핵심 인 역할을 하는 것이 침입 탐지 시스템

(Intrusion Detection System)이다.  

일반 으로 침입 탐지 시스템은 탐지 방법에 따라서 오용 

탐지(misuse detection),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2]. 오용 탐지 방식은 이미 알려진 공

격 유형을 분석하여 규칙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침입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오용 탐지 방식은 알려진 공격에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지만 새로운 공격을 탐지할 수 없다

는 특징이 있다. 이와 반 로 이상 탐지 모델은 정상 네트워

크 트래픽에 해 분석하고 패턴을 로 일링한 것을 기반

으로, 정상 트래픽의 로필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트래픽들을 

이상 행 라고 가정하여 공격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이상 탐

지 방식은 새로운 공격 유형을 탐지하는데 유용하나 알려진 

공격을 탐지하는 데에는 오류율이 높아 비효율 인 방식이다. 

기존의 오용 탐지 방식과 이상 탐지 방식의 문제 을 해결

하기 해서,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는 하이 리드 탐지 방식

이 제안되었다[3]. 하이 리드 탐지 방식의 기 연구는 단순

히 오용 탐지 모델과 이상 탐지 모델을 합치는 방향으로 연구

되었다. 각각의 모델에서 따로 학습하고, 테스트하여 단순히 

결과를 합치는 방식이었고, 자원과 성능 측면에서 비효율 이

었고 이상 탐지 방식의 오류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두 모델을 계 으로 결합한 탐지 

모델이 제안되었다[4]. 이 방식은 오용 탐지 모델 구축 이후 

나머지 정상 데이터들을 통해 이상 탐지 모델을 구축하는 방

식으로, 복된 데이터로 각각의 모델을 구축하지 않아 효율

으로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이 리드 침

입 탐지 시스템은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이상 탐지 모델과 오용 탐지 모델의 장 을 극 화 

할 수 있는 효율 인 구조와 기법이 필요하다. 계  하이

리드 구조의 장 을 극 화 할 수 있는 한 기법의 조

합과 순서, 분할 구조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성능을 고려한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의 탐지

율을 향상시키기 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 기법을 

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이다. 이런 기법들은 정확

한 패턴 분류와 군집화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 으로,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에 혼합 용되어 알려진 공격의 패

턴을 추출하고 정상 행 를 군집화하여 아웃라이어를 분별해

내는 역할을 한다. 이런 근 방식들은 침입 탐지 시스템의 

탐지율을 향상시키고 오탐율을 이는데 큰 기여를 하 다. 

그 지만 보통의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큰 

계산 비용이 든다는 문제 이 있기 때문에 근 실시간 네트워

크 환경을 고려하면 이 문제 은 침입 탐지에 핵심 인 결함

이 될 수 있다. 보안 시스템에서는 탐지의 정확성뿐만 아니

라 빠른 탐지와 시 인 응 한 필수 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체 시스템 측면에서 성능

을 고려한 침입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에서 언 한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

템의 성능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  속성 선택을 용한 

의사 결정 트리와 가  K-평균 알고리즘 기반의 고성능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  네트워크 로토

콜 유형별로 속성 선택(Feature selection) 기법을 용하고, 

선택된 속성에 해서 탐지를 수행한다. 오용 탐지 모델에는 

네트워크 로토콜 유형별로 C 4.5 의사 결정 트리를 용하

고 이상 탐지 모델에는 가  K-평균 알고리즘을 용한다. 실

험을 통해 제안한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은 98.68%로 

높은 탐지율을 보장함과 동시에, 속성 선택 기법을 용하여 

고성능 침입 탐지를 수행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하이 리

드 침입 탐지 시스템과 속성 선택 기법에 해서 소개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에 해 설

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 하이 리드 

시스템과 탐지율과 성능 측면에서 비교ㆍ분석하 으며, 5장

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과제에 해 제시하 다.

2. 련 연구

2.1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

Depren[3]은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 구축에 있어 

오용 탐지 방식과 이상 탐지 방식을 평행하게 구축하는 

근 방식(Parallel Hybrid IDS)을 제안하 다. 제안한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 모델은 의사 결정 트리 기반의 

오용 탐지 모델과 SOM (Self-organization map) 기반의 이

상 탐지 모델, 의사 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모

델을 수평으로 배치하여 구축되어 독립 으로 데이터셋을 

훈련시키는 구조다. 각각의 탐지 모델은 상호 교류가 없고 

단순히 의사 지원 시스템에 의해 탐지 결과를 통합되는 방

식으로 비효율 인 구조를 지니며, 같은 데이터에 해 두 

번 학습해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계산 비용이 들어간다. 

G. Kim[5]는 의사 결정 트리 기반의 오용 탐지 모델과 

1-class SVM 기반의 다  이상 탐지 모델을 결합한 하이

리드 탐지 시스템 (DT-SVM)을 제안하 다. 이  연구들과

는 다르게 오용 탐지 모델과 이상 탐지 모델을 계 으로 

통합한 구조로 각각 모델의 장 과 특성을 히 활용하

다. 먼  체 데이터에 해서 의사 결정 트리를 활용하여 

알려진 공격에 한 탐지를 수행하고, 분류된 정상 데이터

들에 해서 다  1-class SVM 모델을 형성하여 아웃라이

어를 분류해 새로운 공격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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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만 이 연구에서 용한 DT, SVM 모델은 성능 문제

를 고려하지 않아 근 실시간 환경에 부 한 침입 탐지 시스

템이다. 침입 탐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특징이 탐지에 필

수 인 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는 좋지 않은 향

을 미치기도 하는데[6], 이 연구에서는 이런 상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셋의 모든 특성을 고려하여 모델을 구축하 다. 

본 논문에서는 에서 설명한 침입 탐지 시스템의 계

인 구조를 용하되, 속성 선택 기법을 용하여 고차원 분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훈련, 탐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

으며, 특히 이상 탐지 모델에는 속성 선택 단계에서 분석된 

속성의 요도를 반 하여 더 정확한 이상 탐지를 수행한다. 

2.2 속성 선택 기법을 활용한 침입 탐지 시스템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에 용될 

속성 선택 기법의 기본 인 개요에 해서 설명하고, 다음 속성 

선택 기법을 용한 기존 침입 탐지 시스템에 해서 소개한다.

일반 으로 속성 선택 기법은 필터(filter) 방식과 래퍼

(wrapper) 방식으로 분류된다. 필터 방식은 처리 단계에서 학

습 알고리즘에 의해 독립 으로 속성을 선택하는 기법으로, 높

은 순 의 속성을 우선 선택한다. 필터 기법은 연산 속도가 빨

라 고차원 데이터 셋을 분석하는데 합하다는 장 이 있다[7]. 

그 지만 필터 기법은 분류기에 최 화되있지 않고, 최 의 속

성 개수를 선택하는데 추가 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단 이 

있다[8]. 필터 방식에서 속성 연 성의 순 를 매기는 척도로 가

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상  계수(Correlation criteria), 

상호 정보량(Mutual Information) 등이 있다.

래퍼 기법에 기반을 둔 속성 선택 기법은 분류기의 분류 결

과를 활용하여 속성들을 반복 으로 선택하고, 평가하여 속성

들을 선택하는 기법이다. 래퍼 기법은 분류기의 분류 결과를 

평가하여 속성을 선택하기 때문에 분류기에 최 화된 속성을 

선택할 수 있어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속성 부분 집합을 평가하기 해 매번 새로운 

분류 모델을 생성해야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많이 들어 보

통 필터 기법에 비해 연산 속도가 느리다. 래퍼 기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탐색 기법은 유 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이

나 PSO (Particle Swarm Optimization) 등이 있다.

침입 탐지 시스템 분야에서도 고차원 네트워크 데이터에

서 악성 네트워크 패킷을 탐지하기 해 속성 선택을 용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침입탐지시스템에서 속성 선

택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장 은 다음과 같다[9]. 첫째, 

선택한 부분 속성 집합만을 활용하여 침입 탐지를 수행하기 

때문에 탐지 학습  분류의 계산량이 어든다. 둘째, 고속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집해야 하는 속성 정보의 양이 어든

다. 셋째, 분류된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에 한 이해도를 높

인다. 넷째, 복된 데이터와 상 성이 낮은 데이터, 노이지 

데이터를 배제한다.

Fatem Amiri[10]은 상호 정보량 기반의 속성 선택 기법을 

용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제안하 다. 최  속성은 통

인 방식의 상호 정보량을 기 으로 선택하고, 다음 속성부터

는 상호 정보량을 기반으로 한 목  함수를 두어 그 값이 최

가 되는 속성을 순차 으로 선택했다. 최종 으로 목 함

수가 최 가 되는 부분 집합의 속성들을 선택한다. 여기서 

제안한 상호 정보량 기반 속성 선택 기법은 기존 필터 기법

이 지니는 속도 측면에서의 장 은 가져가면서, 최 의 속성 

부분 집합 수까지 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그 지만 속성 요도를 탐지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선택된 

속성 집합이 분류기 결과에 최 화된 집합이 아니라는 필터 

방식의 단 은 그 로 보유하고 있다.

J. Cho[11]은 상호 정보량 기반의 필터 방식과 유 자 알고

리즘 기반의 래퍼 방식 두 가지를 융합한 속성 선택 기법을 

제안하 다. 먼  상호 정보량을 계산하여 순 를 매겨 기 

후보 집단을 선택하고, 유 자 알고리즘으로 분류기에 최 화

된 속성들을 선택한다. 여러 데이터들을 용하여 실험한 결과 

분류의 정확성 측면에서 다른 속성 선택 기법에 비해 우수함

을 증명하 다. 그 지만 기 속성 집합을 선택하는데 있어 

속성수를 직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  속성수를 지정 

해주어야한다는 단 이 있고, 제안한 속성 선택 기법의 속도에 

한 우수성을 증명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J. Cho[11]에서 제안한 속성 선택 기법과 

유사하게 필터 방식과 래퍼 방식을 혼합한 방식을 용한

다. 상호 정보량을 통해 기 후보 집단을 선택하고, 유 자 

알고리즘으로 분류기에 최 화된 속성들을 선택한다. 그

지만 기 후보 집단을 선택하는데 있어 Fatem Amiri[10]에

서 제안한 상호 정보량 기반 속성선택 기법을 용하여 최

화된 기 후보 집단을 선택한다. 단순 상호 정보량과 유

자 알고리즘을 용하여 속성을 선택하는 것보다 빠르게 

최 화된 후보 속성들을 선택할 수 있다.  

3. 제안하는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에 

해서 설명한다. 침입 탐지 시스템은 속성 선택 단계, 처리 

단계, 탐지 단계의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체 시스템 구조는 아래 Fig. 1과 같다.

Fig. 1. Structure of Proposed Hybrid Intrusion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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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속성 선택 단계

제안하는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는 상호 정보

량과 유 자 알고리즘을 혼합한 속성 선택 기법을 용한다. 

본 장에서는 먼  상호 정보량과 유 자 알고리즘에 해 각

각 설명하고 제안하는 속성 선택 기법에 해서 설명한다. 

1) 상호 정보량

논(Shannon)의 정보 이론에서는 랜덤 변수들 사이의 연

 정도를 나타내는 상호 정보량을 소개하 다. 상호 정보량

은 기본 으로 랜덤 변수의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

(Entropy)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만약 랜덤 변수 X가 

 Pr ∈의 소스 알 벳 를 가진다면 X의 

엔트로피는 아래 Equation (1)과 같다.

 
∈
log              (1)

X, Y 사이의 연 성을 의미하는 상호 정보량은 아래 

Equation (2)로 계산할 수 있다. X, Y가 상호 독립 이라면 

이 값은 0이 되고, 연 성이 클수록 더 큰 값을 지닌다. 여

기서 는 X, Y의 결합 확률 도 함수(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의미한다. 

  
∈∈

log


      (2)

한 여러 속성이 존재 할 때 속성 F와 체 클래스 C와

의 상호 정보량 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수식은 아

래 Equation (3)과 같다. 

  
∈∈

log


       (3)

  값이 클수록 체 클래스에서 속성 F가 갖는 정

보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작을수록 속성 F가 갖는 정

보량이 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유 자 알고리즘

유 자 알고리즘은 자연의 진화과정에 기반으로 한 모델

로 존 홀랜드(John Holland)가 개발한 최 화 탐색 기법이

다. 유 자 알고리즘은 문제의 후보 해들을 유 자 형태의 

구조로 표 하고 장한 다음, 목 함수에 의해 차 으로 

진화시킴으로써 우수한 해 집합을 생성해낸다. 기본 으로 

기화, 합도 평가, 재생산, 교배, 변이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  무작 로 해의 기 집단을 선택하고, 선택된 집단에 

해 합도 평가를 수행한다. 합도 평가는 미리 설정한 

목 함수 값의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 합도가 우수한 해

의 개체들을 확률 으로 더 많이 선택하고, 교배를 통해 재

생산함으로써 해의 우수성을 유지한다. 한 일부 변이를 

통해 최 화된 해를 탐색한다. 

3) 제안하는 속성 선택 기법

본 논문에서는 Fatem Amiri[10]에서 제안한 상호 정보량 

기반의 기법과 유 자 알고리즘을 혼합한 속성 선택 기법을 

제안한다. 먼  상호 정보량을 기반으로 한 목 함수를 바

탕으로 순차 으로 속성을 선택하고, 최종 속성 집합을 다

음 유 자 알고리즘의 기 속성 집합으로 선택한다. 제안

하는 속성 선택 기법의 순서도는 아래와 같으며, 1차 속성 

집합을 선택하는 목 함수와 유 자 알고리즘의 목 함수는 

아래 Equation (4), (5)와 같다. 

Fig. 2. Flowchart of Proposed Feature Selection

  
∈
     (4)

( : 속성 와 선택된 체 클래스 와의 상호 정보량, 

 : 가  변수,  : 선택된 속성수,  : 선택된 속성 집합)

  


     (5)

(: 분류기의 정확도,  : 속성 집합의 속성 수, 

 : 체 속성 수)

여기서 분류기의 정확도는 체 데이터에서 정확하게 분

류된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존 래퍼 방식의 유 자 

알고리즘으로 탐색할 경우에는 랜덤으로 기 집합을 선정하

지만, 제안 방식은 상호 정보량 기반으로 우수한 집합을 먼

 선정하여 더 은 진화를 수행하여 탐색 시간을 효과 으

로 일 수 있다. 필터 기법에 비해서는 느린 탐색 시간으로 

속성을 선택하지만, 기존 래퍼 방식보다 빠른 탐색 시간으로 

분류기에 최 화된 속성 부분 집합 선택이 가능하다.

3.2 처리 단계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를 침입 단계의 분류 기법에 용하

여 분석하기 해서는 분류 기법에 한 데이터 형식으로 

환해야 한다. 제안하는 하이 리드 탐지 기법의 가  K-

평균 알고리즘은 유클리디안 거리를 측정하여 군집화하기 

때문에 이산형 값들을 연속형 값으로 환시켜야 하고, 값

들의 범 를 통일시켜야 한다. 이를 해 탐지 단계 이 에 

처리 단계로 데이터 정규화  속성 값 치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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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정규화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의 속성 값들은 속성별로 범 가 다

르기 때문에 정규화가 필수 이다. K-평균 알고리즘에서 정

규화하지 않고 거리 값을 계산할 경우 거리는 큰 값을 갖는 

속성에 의존하게 된다. 보통 데이터 범 를 0∼ 1 사이로 

통일시키기 해서 다음 Equation (6)을 용해 정규화한다. 

 

 
                (6)

(  : , 후 속성 값,  : 해당 속성 차원의 값  

가장 작은 값,  : 해당 속성 차원의 가장 큰 값)

2) 속성 값 치환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의 속성들은 이산형, 연속형 속성으

로 나뉘며 속성 값 치환은 이런 이산형 속성 값들을 K-평

균 알고리즘에 용하기 해서 연속형 속성 값으로 치환하

는 과정이다. 

이산형 속성 값을 연속형 속성 값으로 치환하는 방식  

해당 속성의 값들을 0∼ 1 사이에 동일한 간격으로 임의 분

할시키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지만 이런 방식은 값

에 따라 거리 측정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공격의  정도를 고려해서 치환하고

자 하는 속성 값에 해서 그 값이 체 클래스에서 침입 패

킷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한 비율을 계산하고 그 값을 새

로운 속성 값으로 치환한다. 이 치환 방식을 용하면 공격의 

 정도에 따라서 거리가 측정되기 때문에 침입을 탐지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치환 수식은 다음 Equation (7)과 같다. 

                   (7)

( : 연속형 속성 값,  : 이산형 속성 값, 

 : 값이 체 클래스에서 침입 패킷을 보유한 비율)

3.3 침입 탐지 단계

본 장에서는 침입 탐지 단계의 오용 탐지 모델과 이상 탐

지 모델에 용될 C 4.5 의사 결정 트리와 가  K-평균 알

고리즘에 해서 각각 설명하고 통합 모델인 하이 리드 침

입 탐지 모델을 설명한다. 

1) C 4.5 의사 결정 트리

의사 결정 트리는 데이터 마이닝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

는 분류 알고리즘이다. 의사 결정 트리의 목표는 입력 변수

를 바탕으로 목표 변수의 값을 측하는 모델을 생성하는 것

이다. 입력되는 훈련 데이터가 특정 클래스에 속하도록 구성

될때까지 분할 정복 방식을 재귀 으로 수행한다. 의사 결정 

트리 기법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기법은 Quinlan[12]

가 제안한 C 4.5 의사 결정 트리 알고리즘이다. C 4.5 알고리

즘에서는 속성  정보 이익비율(Information gain ratio)이 

가장 높은 속성값을 선택하여 노드를 분리한다. 데이터 셋 

로부터 S가 n개의 부분 집합 , , ..., 으로 분리된다

면 정보 이익(Information gain)은 아래 Equation (8)과 같다. 이

를 통해 Equation (9), (10)으로 정보 이익 비율을 구할 수 있다.

 
  



×       (8)

            (9)

  
  



×log         (10)

에서 설명한 C 4.5의 분류 기 인 정보 이익 비율은 기

존 노드 분류 기 이었던 정보 이익에 비해서 더 정확한 분

류 결과를 제시한다[12]. 

본 논문에서는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의 오용 탐지 

모델에 C 4.5 의사 결정 트리를 용한다. 네트워크 로토

콜 타입 별로 선택된 속성만을 사용하여 처리된 훈련 데

이터 셋을 학습하여 알려진 공격과 정상 데이터를 분류한

다. 마지막 잎 노드에는 결정 트리에 의해 규칙이 정립된 

공격 데이터들과 정상 데이터들의 부분 클래스로 분류된다. 

2) 가  K-평균 알고리즘

가  K-평균 알고리즘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이  기본 

버 인 K-평균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K-평균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를 K로 분할하는 군집화 기법으로 각 클러스

터와 유클리디안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먼  알고리즘은 임의의 K개의 심(centroids)를 

선정하고, 아래 두 가지 단계가 수렴할 때까지 진행된다. 

- 단계 1 : 각각의 개체 (point)는 가장 거리가 가까운 심

으로 배정된다. 이 때 개체 사이의 거리 계산은 유클리

디안 거리로 측정한다.

- 단계 2 : 배정된 개체를 포함한 클러스터의 심을 다시 

계산한다.  

여기서 클러스터의 심은 라 하며, 아래 Equation (11)

로 정해진다.

  
 
∈
                 (11)

( : 클러스터에 속한 패턴 집합, 
 : 클러스터에 속한 특정 패턴)

K-평균 알고리즘에서 목  함수는 심과 모든 패턴들에 

한 거리의 제곱 합이며, 이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군집

화를 수행한다. 목 함수를 RSS (Residual Sum of Squares)

라고 하며 이것을 구하는 Equation (12), (13)은 아래와 같다.

  
∈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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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에서 설명한 K-평균 알고리즘의 수정 

버 인 가  K-평균 알고리즘을 용하여 이상 탐지 모델

을 구축한다. 수정된 목 함수는 아래 Equation (14)와 같다. 

  
∈




          (14)

( : 속성 에 한 가 치 값,  : 사용자 변수)

속성 선택 단계에서 분석된 속성별 요도를 가  K-평균 알

고리즘 목 함수의 유클리디안 거리에 가 치로 부여함으로써, 

정상 데이터와 악성 데이터의 유형별로 정확한 군집화를 돕는다.

3) 하이 리드 침입 탐지 모델

침입 탐지 모델은 먼  네트워크 유형(TCP, UDP, ICMP)

에 따라 각각 선택된 속성차원에서 C 4.5 의사결정트리기반

의 오용 탐지 모델을 구축한다. 훈련 데이터셋으로 결정 트

리를 구축하여 정상 데이터와 알려진 공격 데이터의 부분 집

합들로 분류함으로써, 알려진 공격에 해서 결정 트리로 탐

지하고, 새로운 공격은 이상 탐지 모델에서 나 어진 부분 

집합들을 군집화 시켜 탐지한다. 

다음으로 오용 탐지 모델의 마지막 잎 노드에 의해서 분

류된 각각의 정상 데이터 부분 집합들에 해 가  K-평균 

알고리즘 기반의 이상 탐지 모델을 구축한다. 이상 탐지 모

델은 해당 네트워크 유형에서 분석된 속성들의 가 치를 반

하여 정상 데이터 부분 집합을 군집화시키고 정상 데이터 

클러스터 외에 다른 클러스터가 형성될 경우 이를 새로운 공

격으로 간주한다. TCP 유형에 한 침입 탐지 모델의 탐지 

과정은 Fig. 3과 같다.

Fig. 3. Intrusion Detection Procedure of 

Proposed HIDS (TCP)

제안하는 하이 리드 구조가 갖는 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 탐지 모델의 훈련 시간과 테스트 시간을 일 수 있다. 보

통 기존의 이상 탐지 시스템들이 오 라인 분석 모델로 구축된 

주요 원인은 훈련 학습과 테스트의 과도한 계산량과 메모리 오

버헤드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악성 데이터의 탐지 이후에 실

시간 으로 탐지 모델을 업데이트하기 해서는 훈련 학습 시간

을 최소화 시켜야한다. 그러므로 실시간 침입 탐지 시스템 구축

을 해서는 이상 탐지 모델의 훈련 학습과 테스트 시간을 최소

화 시키는 것이 필수 이다. 제안한 이상 탐지 모델은 체 데

이터 셋에 해서 군집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정 트리에 의

해서 속성 특성이 유사하게 가분류된 부분집합을 군집화 시킨

다. 이미 일정 범  내에 있는 데이터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

에 K-평균 알고리즘의 군집화는 더 빨리 수렴한다. 궁극 으로 

제안한 하이 리드 구조는 훈련 시간과 테스트 시간을 임으로

써 실시간 침입 탐지 시스템에 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제안 구조는 이상 탐지 모델의 정 오류율을 낮춤으

로써 탐지율을 높일 수 있다. 기존 하이 리드 침입 탐지 방식

들은 정상 행  규칙들을 규정하기 해서 체로 하나의 이상 

탐지 모델만을 형성하 다. 그 지만 정상 데이터들의 패턴들

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상 탐지 모델만

으로 체 정상 데이터를 분석해 군집화 시키는 것은 오분류를 

일으킬 수 있고 복잡도를 높인다. 제안 구조를 통해 분류된 부

분 집합들은 체 데이터셋에 비해 은 수를 분석하며, 패턴

이 비슷한 데이터끼리 분류되어 있어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

4.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성능평가에 사용된 데이터  환경에 해 

설명하고, 제안한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 성능을 평

가한다. 성능 평가에 앞서 실험 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해

서 TCP 로토콜 유형에 속하는 네트워크 패킷에 한 실

제 탐지 수행 과정의 시를 Fig. 4와 같이 제시하 다.

<1. 속성 선택 단계>에서는 TCP 로토콜 유형 데이터 

집합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속성 부분 집합이 선택되었다. 각 

속성은 속성 선택 시 계산되었던 상호 정보량 값을 가 치 

값으로 갖는다. 다음 <2. 처리 단계>에서 먼  연속형 속

성  속성 값 범 가 0∼1 사이가 아닌 속성들에 해 

<2-1. 정규화>를 수행한다. 시에서는 duration 속성에 

한 정규화 과정을 나타내었다. 이어서 <2-2. 속성 값 치환>

단계를 수행하는데, 시에서는 service 속성의 telnet의 공격 

 정도를 계산하여 연속형 속성으로 치환하 다. 처리

가 끝난 네트워크 패킷은 <3. 오용 탐지 모델>의 의사 결정 

트리에 의해서 마지막 리 들  37번 리 로 분류된다. 마지

막으로 <4. 이상 탐지 모델>에서는 37번 리 에 분류된 네트

워크 패킷에 하여 가 치를 용한 K-평균 알고리즘을 수

행하는데, 시에서는 service 속성에 한 상호 정보량 기반 

가 치 값을 보여주었다. 각각 속성들의 가 치를 용하여 

K-평균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값의 범 에 따라 최종 으로 정

상 는 이상 군집에 속하는지 결정되고, 탐지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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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 of Intrusion Detection Procedure

4.1 실험 환경

본 논문이 제시한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해, 실험 데이터로는 침입 탐지 시스템 성능 평가 

데이터셋으로 잘 알려진 KDD’ 99 (Knowledge Discovery & 

Data mining Cup)의 수정 버 인 NSL-KDD 데이터셋[13]

을 사용하 다. KDD Cup’ 99 데이터는 미 국방부 산하 연구 

기 인 DARPA에서 침입 탐지 평가를 해서 만든 데이터

이다. 기존 KDD’ 99 데이터셋은 복 데이터 문제로 정확한 

실험이 어려웠으나, 근래에는 복 데이터 문제를 개선한 

NSL-KDD 데이터셋이 제안되었으며, 침입 탐지 시스템의 

실험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14]. 한 용 기법은 데이터 

마이닝 소 트웨어인 WEKA[15]를 통해 실험하 다. Table 

1은 성능평가를 한 실험환경 정보이다.

환 경

CPU
Intel i7-5930K

3.50GHz

RAM 16GB

OS Windows7

Data NSL-KDD [13]

Table 1. Experimental Environment

4.2 실험 결과

먼  제안하는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의 속성 선택 

기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해, 훈련 데이터에서 선택한 속

성의 탐지율과 오류율, 소요 시간을 타 기법들과 비교한다. 

타 속성 선택 기법은 아래 속성 평가 지표와 속성 부분 집합 

탐색 기법을 혼합 용한 기법이며, 설명은 아래와 같다.

- 속성 평가 지표

•CfsSubsetEval[16] :상  계 계수(Correlation relation 

coefficient)를 기반으로 속성 부분 집합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ConsistencySubsetEval[17] : 속성 부분 집합의 체 클래

스에 한 일 성 (Consistency) 수 을 측정한다. 일

성은 확률  근 방식으로, 체 속성 집합에 한 부분 

속성 집합의 일 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ChiSquaredAttributeEval : 각 속성들의 체 클래스에 

한 카이 제곱 테스트 (chi-squared test)를 수행하여 카

이 제곱 통계 값을 측정하여 속성을 평가한다. 

•GainRaioAttributeEval : 각 속성들의 체 클래스에 한 

정보 이익 비율 (Information gain ratio)를 측정하여 속성

을 평가한다. 

• InfoGainAttributeEval :각 속성들의 체 클래스에 한 

정보 이익 (Information gain)을 측정하여 속성을 평가한다.

- 속성 부분 집합 탐색 기법

•PSOSearch[18] :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 알고리

즘을 활용하여 속성 부분 집합을 탐색하는 기법이다. PSO 알고

리즘은 진화형 계산 기법의 일종으로 각 Particle이 집단 체

에서 발견한 목 함수 F, 해의 치벡터를 공유하고 Particle들이 

이동하며 집단 그룹을 진화시키는 방식으로 집합을 탐색한다.

•GeneticSearch : 유 자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속성 부분 

집합을 탐색한다.

•BestFirst : Greedy hillclimbing, backtracking 방식으로 속

성 부분 집합을 탐색하는 방식이다. 공집합부터 탐색하는 

방식(hillclimbing) 체 집합에서 탐색하는 방식(backtracking) 

 선택할 수 있다.

•Ranker : 속성 평가 지표에 따른 각 속성 별 순 를 매겨 

속성을 선택한다.  

비교 분석을 해 각각의 속성 선택 기법들을 통해 훈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속성을 선택했으며, 각 기법 별 20회씩 

실험을 진행하 다. 20회의 속성 선택을 통해 결정된 20개

의 속성 부분 집합에서 15회 이상 선택된 속성들을 최종 부

분 집합으로 결정하 다. 한 실험 시간의 경우 20회의 평

균 탐지 시간을 최종 시간 값으로 결정하 다. Table 2에서

도 볼 수 있듯이 실험 결과 제안 기법은 다른 기법에 비해 

높은 탐지율과 낮은 오류율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제안하는 속성 선택 기법은 4, 5, 6번 기법과 훈련 데이터

에서 유사한 탐지율을 갖지만, 실험 데이터에서 2∼ 6% 정

도 우수한 탐지율을 보인다. 이것은 제안하는 속성 선택 기법

이 분류 기법에 최 화 되어 있으며, 요한 속성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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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속성 선택 기법 개수
훈련 데이터 실험 데이터

DR (%) ER (%) Time (s) DR (%) ER (%) Time (s)

1 CfsSubsetEval+ PSO 6 99.270 0.008 0.22 75.066 0.197 0.31

2 CfsSubsetEval + BestFirst 8 99.467 0.006 0.27 75.594 0.193 0.34

3 InfoGain+ Ranker 18 99.573 0.004 0.57 75.310 0.194 0.63

4 GainRatio + Ranker 18 99.688 0.003 0.56 78.269 0.171 0.67

5 ConsistencySubsetEval + GeneticSearch 19 99.683 0.003 0.54 80.540 0.154 0.56

6 ChiSquaredAttributeEval + Ranker 22 99.559 0.005 0.66 76.632 0.184 0.85

7 Proposed 17 99.719 0.003 0.34 82.301 0.141 0.40

8 All features 41 99.630 0.004 1.23 81.054 0.150 1.27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f Feature Selection Algorithms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제안 기법은 4, 5, 6번 기법에 

비해 탐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한 체 속성을 선택하여 탐지한 것과 6번 기법 (22개)

들로 탐지한 것보다 4 , 5 , 제안 기법의 속성으로 탐지한 것

이 더 높은 탐지율을 보 는데 (훈련 데이터), 이것은 속성

의 수가 분류 문제에서 요한 것이 아니며 의미 있는 속성

을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한 탐지 시

간을 분석해보면 각 기법들의 선택된 속성 개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Detection Rate Comparison of Feature Selection 

Algorithms (Training Data)

Fig. 6. Detection Rate Comparison of Feature Selection 

Algorithms (Testing Data)

다음은 제안하는 하이 리드 침입 탐지 하이 리드 시스

템의 성능을 탐지 정확성 측면, 속도 측면에서 평가한다. 비

교군은 단순히 두 모델을 결합한 하이 리드 방식(C 4.5+K- 

Means), 단순 결합 모델에 속성 선택 기법을 용한 하이

리드 방식(FS+C4.5+K-Means), 제안 방식에서 속성 선택을 

제외한 하이 리드 방식(Proposed-FS)이며, 가 치의 향

을 평가하기 해 제안 방식에서 가 치를 용하지 않은 

방식(Proposed-FW)를 비교하 다. 한 탐지 정확성을 평

가하기 해 탐지율, 정확도, 오류율을 비교하 고, 속도 측

면에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훈련 시간과 실제 실험 시

간을 측정하여 비교한다.  속성 선택 기법 시간 측정 방

식과 마찬가지로 각 모델별 20회씩 수행하여, 20회 수행한 

평균 훈련 시간과 실험 시간을 최종 시간 값으로 결정하

다. 성능 평가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분 탐지 모델
DR
(%)

ACC
(%)

ER
(%)

Training 
time(s)

Testing 
time(s)

1 C 4.5 + K-Means 92.281 94.533 6.088 30.27 4.80

2
FS+C

4.5+K-Means
90.122 93.213 7.102 14.12 2.25

3 Proposed-FS 99.353 99.421 0.822 20.51 4.51

4 Proposed-FW 98.454 98.632 1.361 11.10 1.79

5 Proposed 98.685 99.081 1.326 11.57 1.87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of HIDSs

제안하는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은 단순 결합 모델

인 1, 2에 비해 높은 탐지율과 정확도, 낮은 오류율을 지니며, 

이것은 제안 시스템이 탐지 정확성 측면에서 단순 결합 모델

보다 더 우수한 탐지 모델임을 알 수 있다. 속성 선택 기법의 

향을 알아보기 해 Proposed (5번)와 Proposed-FS (3번)을 

비교하면, 제안 시스템이 탐지율은 3번 시스템에 비해 0.668% 

낮았지만 훈련 시간에서 3번 시스템이 20.51  인데 비해 

제안 시스템은 11.57 로 8.94  빠르게 모델을 구축하 다. 

한 실험시간에서도 3번 시스템이 4.51 임에 비해 제안 

시스템은 1.87 로 2.64  빠르게 탐지를 수행했다. 이것은 

제안 시스템의 구조에 속성 선택 기법을 용할 경우 탐지

율은 소폭 감소할 수 있지만, 모델 구축 시간과 실제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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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tection Rate Comparison of HIDS

        

Fig. 8. Training Time Comparison of HIDS

Fig. 9. Testing Time Comparison of HIDS

        

Fig. 10. Error Rate Comparison of HIDS

시간 측면에서 큰 성능 향상을 보임으로써, 제안 시스템이 

비교  높은 탐지율을 보장함과 동시에 고성능 침입 탐지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 치의 향을 분석하기 해 Proposed (5번)

와 Proposed-FW (4번)을 비교하면, 두 시스템은 탐지 정확

도와 속도 측면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탐지 정확도 측

면에서는 제안 시스템이, 속도 측면에서는 4번 시스템이 

근소하게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더 정확한 의미를 

단하기 해 모델 구축을 20% 훈련 데이터로 구축하고 테

스트 했을 때, 4번은 98.127%, 제안 시스템은 97.153%의 

탐지율을 보 다. 이것은 분류 모델을 구축할 때 속성의 

가 치를 반 하기 해서는 속성의 정확한 가 치를 단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훈련 데이터와 우수한 기법이 필요

함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의 성

능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 인 속성 선택 기법을 용

한 의사 결정 트리와 가  K-평균 알고리즘 기반의 고성능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제안하 다. 속성 선택 기

법을 용하여 침입을 더 빠르고 효율 으로 탐지할 수 있

으며, 오용 탐지 모델과 이상 탐지 모델을 계 으로 결합

하여 구조 으로 고도화된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제안하 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

템이 탐지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함과 동시에 속도 측면에서

도 뛰어난 성능을 지님으로써, 제안한 시스템이 근 실시간 

네트워크 환경에 합한 침입 탐지 시스템임을 검증하 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한 하이 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의 가 치에 한 다양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발  요소

를 도출하고자 한다. 침입 탐지 시스템에 합한 가 치 추

출 기법과 각각의 속성들의 요도를 정확하게 가 치로 반

할 수 있는 기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체 침

입 탐지 시스템 구조를 병렬  분산화 하여 성능을 향상시

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시간 침입 탐지를 수행할 수 있는 빠른 성능을 보유하고, 

높은 탐지율과 낮은 오류율을 지닌 침입 탐지 시스템을 구

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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