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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입 탐지 모델의 설계와 분석

이요섭
*

Design and Analysis of Multiple Intrusion Detection Model 

Yo-Seob Lee*

요 약

침입 탐지 모델은 침입 행 가 발생할 때 침입을 탐지하기 해 사용하는 모델로서 침입 패턴을 잘 표 하

기 해서는 먼  침입 패턴의 유형에 해 분석하고 각 유형별로 침입 패턴에 한 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하나의 호스트 벨의 침입뿐만 아니라 다  호스트를 이용한 네트워크 벨의 침입을 탐

지하기 해서는 이러한 다  침입의 유형을 정의하고 다  침입에 한 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침입 탐지 시스템의 안 성에 한 검증 방법을 제공하는 다  침입 탐지 모델을 제안하고 제안한 모

델의 안 성을 검증하며 다른 모델들과 비교․평가한다. 

ABSTRACT

Intrusion detection model detects a intrusion when intrusion behaviour  occurred. The model analyzes a variety of intrusion pattern and 

supports a modeling method  to represent for a intrusion pattern efficiently. Particularly, the model defines classes of intrusion pattern and 

supports modeling method that detects a network level intrusion through multiple hosts for multiple intrusions. In this paper, proposes a 

multiple intrusion detection model that support a verification method for intrusion detection systems and verifies a safeness of proposed 

model and compares with othe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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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침입 탐지는 컴퓨터 자원의 무결성이나 비 성, 이

용성 등을 해하는 행 들을 탐지하는 기술이다[1]. 

이 기술은 인터넷의 격한 성장으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역으로 정보의 노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 에서 호스트나 네트워크의 보안을 해 가장 

필요로 한다. 재의 해커들은 지능 인 침입 패턴으

로 해킹을 시도하는 추세이다. 침입 탐지 시스템은 해

커들의 침입 시나리오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 시

스템에 해를 주지는 않지만 그 상태에 따라 그 시스

템이 침입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별해 다[2-4].

침입 탐지 시스템의 안 성이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침입 탐지 모델을 사용한다. 침입 탐지 모델

은 특정 행 가 침입인지를 정해주고 그 시스템에

서 탐지 가능한 침입 패턴들을 나타낼 수 있으며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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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탐지 모델로 표 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의 안

성을 검증해 다.

침입 탐지 시스템을 표 하는 고 인 모델로는 

Dorothy Denning이 제안한 모델이 있다[5]. 이 모델

은 어느 특정 시스템이나 응용 환경, 시스템의 취약

성, 침입의 유형과는 독립 으로 침입 탐지 시스템이 

표  가능하기 때문에 리 사용되어진다. Dorothy 

Denning의 모델은 하나의 호스트 벨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만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호스

트들을 통하여 침입하는 다  침입에 해서는 표

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침입 패턴을 표 하기 보

다는 침입의 기 을 설정하여 시스템 자원의 사용시 

비정상 인 패턴이 발생하는 경우 침입을 탐지하기 

때문에 오용 형태의 침입을 탐지하기에는 많은 문제

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여 다  호

스트나 다  사용자, 다  터미 을 이용한 다  침

입을 정의하고 이러한 침입의 유형에 해 분석한다. 

한 다  침입을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 

다른 모델과 비교 분석한다.

Ⅱ. 침입의 개념과 종류

침입(intrusion)이란 컴퓨터가 사용하는 자원의 무

결성, 비 성, 이용성을 해하는 일련의 행 들의 

집합이나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정책을 괴하는 행

를 말한다. 침입은 행 의 결과와 행 의 처리순서

에 따라 분류된다.

1) 행 의 발생장소에 따른 침입

 - 외부 침입 : 시스템의 사용권한이 없는 외부 

사용자에 의한 침입

 - 내부 침입 : 사용권한이 있는 내부 사용자가 

비합법 인 방법에 의한 침입

2) 행 의 형태에 따른 침입

 - 비정상 인 형태의 침입 : 컴퓨터 자원의 비정

상 인 행 나 사용에 근거한 침입

 - 오용 형태의 침입 : 시스템이나 응용 소 트웨

어의 약 을 통하여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는 

잘 정의된 공격 형태

3) 행 의 순서에 따른 침입

 - 순차 침입 : 한 명의 침입자가 하나의 터미

을 사용하여 하나의 침입을 수행하는 것

 - 다  침입 : 한 명 는 한 명 이상의 침입자

들이 여러 의 터미 을 사용하여 하나의 침

입 는 그 이상의 침입을 수행하는 것

4) 침입자의 수와 터미 의 갯수에 따른 침입

 - Single Intruder Single Terminal(: SIST) : 하

나의 터미 을 이용한 한 명의 침입자에 의한 

침입

 - Single Intruder Multiple Terminal(: SIMT) : 

하나 이상의 침입을 수행하기 해 한 명의 

침입자가 여러 개의 도우를 사용하는 침입

 - Multiple Intruder Multiple Terminal(: MIMT) 

: 여러 명의 침입자에 의한 하나 이상의 침입

Ⅲ. 침입 탐지 모델

침입 탐지 모델은 침입 탐지 시스템을 추상화하여 

설명하기 해 사용된다. 부분의 침입 탐지 시스템

은 침입 탐지 모델을 통하여 입력의 타입이나 시스

템의 상태, 특정 침입 패턴의 탐지 등을 표 한다. 

3.1 Dorothy Denning의 침입탐지모델

일반 인 침입 탐지 모델은 1987년 Dorothy 

Denning에 의해 제시되었는데[5], 아직도 많이 사용하

고 있는 모델이다. 그 이유는 부분의 침입 탐지 시

스템의 추상 인 모델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고, 

찰할 시스템이나 입력의 형태, 특정 침입에 의존 이

지 않고 독립 이기 때문이다.

그림 1. 일반 인 침입 탐지 모델

Fig. 1 Generic intrusion det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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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hiuh-Pyng Shieh의 침입탐지모델

Shieh의 침입탐지모델[8]은 직  계에서 시스템 

상태와 상태 이, 주체와 객체사이의 간  계를 

나타내는 규칙으로 정의된다. 시스템 상태는 감사 추

에서 캡처되고, 보호 그래 로 표 된다. 

3.3 Sandeep Kumar의 침입패턴모델

Kumar의 모델[9]은 칼라 페트리 네트(CPN, Color 

Petri-net)에 근거하고 있다. 각각의 침입 행 는 칼

라 페트리 네트로 표 되고, 네트에서 하나 이상의 

기 상태들과 하나의 최종 상태는 모델에서 매칭을 

정의하기 해 사용된다.  

Kumar의 모델은 침입을 탐지하는 모델이기 보다

는 침입 패턴을 표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의 침

입 탐지 시스템을 모델링하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Ⅳ. 다  침입 탐지 모델

4.1 다  침입 탐지 모델

다  침입 탐지 모델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

로 이루어진다.

그림 2. 다  침입 탐지 모델

Fig. 2 Multiple intrusions detection model

이벤트 생성기는 이벤트를 생성시키는 부분을 나

타낸다. 패턴분류기는 하나의 호스트에서 입력된 패

턴을 단순 패턴이나 연속 패턴, 다  패턴, 기타 패턴 

등의 형태로 분류하여 각각의 패턴 규칙 집합에서 침

입인지를 정한다. 존재 패턴규칙 집합에서는 한 번

의 이벤트 발생으로 침입을 탐지하는 경우를 처리하

고 연속 패턴 규칙 집합에서는 이벤트의 순서가 침입

과 연 되어 있는 경우를 처리한다. 다  패턴 규칙 

집합에서는 이벤트들의 순서와는 상 없이 이벤트들

의 발생 유무를 침입과 연 하여 처리한다. 기타 패

턴 규칙 집합에서는 이외의 패턴들을 처리한다.

다  침입 처리 엔진은 패턴분류기에서 분류되어 

나온 패턴들이 각각의 패턴 규칙 집합에서 탐지되지 

않고 여러 호스트에서 들어온 패턴들을 처리한다.

4.2 Design/CPN을 이용한 다  침입 탐지 모델의 표

다  침입 탐지 모델은 Design/CPN이라는 도구

를 사용하여 모델링한다[6-7]. Design/CPN은 칼라 

페트리 네트로 모델링하고 시뮬 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로그램이다

그림 3은 다  침입 탐지 모델을 칼라 페트리 네

트로 표 한 것으로 패턴이 입력되면 각각의 패턴으

로 분류되고 각각의 패턴을 처리하는 모듈에서 침입 

패턴인지의 여부를 정한다.

입력 패턴은 (타임스탬 , event_id, arg1, arg2, 

arg3)의 형태로 표 된다. 그림 6의 입력 패턴의 

1`(1012101112, “cp", "/bin/sh", "/usr/spool/ 

mail/root", "")를 보면, 이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

이 10월 12일 10시 11분 12 이고, cp 명령어를 사

용하여 /bin/sh 일을 /usr/spool/mail/root 

일로 복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침입 탐지 

모델은 패턴을 분류하는 모듈 Classify_pattern과 단

순 패턴, 연속 패턴, 다  패턴, 기타 패턴을 처리하

는 모듈 Process_si_pattern, Process_s_pattern, 

Process_m_pattern, Process_o_pattern, 여러 호스트

에서 입력된 다  침입 패턴을 처리하는 모듈 

Process_mi_patter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에서 setuid 허용 명령어를 이용하여 침

입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cp와 chmod, touch, 

mail 명령어들의 순서를 체크하기 해 각각의 타

임스탬 를 비교한다. cp, chmod와 touch 명령어

는 각각의 발생 순서에 상 이 없다. 단지 이 명령어

들은 mail 명령어의 타임 스탬 와 비교하고 순서

가 규정한 침입 패턴의 순서와 같은 경우에는 각 패

턴이 가지고 있는 라미터를 비교하여 동일한 경우 

침입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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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  패턴을 처리하는 모듈

Fig. 4 Multiple pattern processing module

그림 3. Design/CPN의 다  침입 탐지 모델

Fig. 3 Multiple intrusions detection model in Design/C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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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  침입 탐지 모델의 분석

5.1 제안한 모델과 다른 모델들의 비교

제안된 침입 탐지 모델과 Denning, Shieh, Kumar

의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 평가한다. 

비교 항목으로는 각각의 모델이 지원하는 입력 이

벤트의 종류와 탐지 가능한 패턴의 종류,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모델링 가능한 부분을 선정하 다.

section
proposed 
model

Denning 
model[5]

Shieh
model[8]

Kumar 
model[9]

input 
event

audit 
event,
packet

audit 
event

audit 
event

audit 
event, 
packet

detection 
pattern

sequential
intrusion,
multiple 
intrusion

sequential
intrusion

sequential
intrusion

sequential
intrusion

modeling
area

all parts all parts
protection 
set flow 
policy

intrusion
pattern

표 1. 제안한 모델과 다른 모델과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with the proposed model and 
the other model

제안한 모델과 Kumar의 모델이 audit 이벤트와 

네트워크 패킷을 입력 이벤트로 표 이 가능하기 때

문에 호스트나 네트워크 벨의 침입 탐지 시스템이 

모델링이 가능하고 Denning과 Shieh의 모델은 audit 

이벤트만 표 이 가능하므로 호스트 벨의 침입 탐

지 시스템만 모델링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안한 

모델은 순차 침입 이외에도 다  침입의 탐지가 가

능한 데 비해 다른 모델들은 순차 침입의 탐지만 가

능하기 때문에 다  침입을 탐지하는 네트워크 벨

의 침입 탐지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이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어렵다. 제안한 모델과 Denning의 모델

은 침입 탐지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모델링할 수 있

지만 Shieh의 모델은 보호 집합과 흐름 정책을 통하

여 모델링하기 때문에 행  로 일이나 규칙 집합

과 같은 부분을 계속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이 

없고, Kumar의 모델은 단순히 침입 패턴만을 모델

링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표 하기 어렵다.

5.2 발생 그래 를 이용한 제안한 모델의 분석

다  침입 탐지 모델은 칼라 페트리 네트에 의해 

모델링되며, 사건 발생 그래 (occurrence graph)를 

사용하여 노드가 도달 가능한 시스템 상태를 나타내

고 아크가 변경 가능한 상태를 나타내는 방향성 그

래 를 구축한다. 이 그래 를 이용하여 모델의 완벽

한 분석이 가능하다.

After_multiple

After_cp

After_chmod

After_touch

After_mail

bop : before_otherpattern

violation

check_cp

check_touch

check_mail

check_cp_chmod

check_touch_chmod_mail

After_cp_chmod

check_chmod

1`(1012101112,”cp”,”/bin/sh”,”/usr/spool/mail/root”,” ”)+
1`(1012101232,”chmod”,”4755”,”/usr/spool/mail/root”,” ”)+
1`(1012101225,”touch”,”x”,” ”,” ”)+
1`(1012101304,”mail”,root”,”<“,”x”)

그림 5. 다  침입 패턴을 탐지하는 경우의 발생 그래

Fig. 5  Occurrence graph of multiple intrusion pattern 
detection

그림 5에서는 다  침입 패턴을 탐지하는 경우의 

발생그래 를 나타낸다. 입력패턴에서 각각의 타임스

탬 를 보면 cp, chmod, touch, mail의 순서 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p, chmod, touch, 

mail의 순서는 침입이 발생할 수 있는 순서이기 때

문에 이러한 형태의 침입을 탐지할 수 있다.

그림 6. 다  패턴의 이 발생 빈도

Fig. 6 Transition occurrence frequency of multiple 
intrus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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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 c_cp, c_ch, c_to, c_ma는 Check_cp, 

Check_chmod, Check_touch, Check_mail를 나타낸

다. 연속패턴은 패턴의 이벤트들이 순서에 따라 사용

횟수가 차 증가하는데, Check_touch의 사용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cp, chmod의 순서와 touch의 순

서는 서로 종속 이 아니고 독립 인 계를 나타낸

다. 한 Check_mail의 사용횟수가 Check_cp, 

Check_chmod의 사용횟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

로 보아 mail은 cp, chmod의 순서와 touch의 순

서에 의존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violation과 bop의 발생 빈도

Fig. 7 Occurrence frequency of violation and bop

그림 7에서 violation은 침입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bop는 재 상태는 침입으로 정되지 않

았지만 다  호스트의 다  침입인지를 정하기 

해 다음 모듈로 패턴을 넘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

속패턴은 이벤트의 순서에 의존 이기 때문에 하나

의 침입형태만이 발생하지만, 다 패턴은 세 개의 침

입 형태가 발생하 는데, 이것은 패턴  일부 이벤트

들 간의 계가 독립 이기 때문에 여러 순서의 침

입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Ⅵ. 결  론

기존의 모델은 하나의 호스트 벨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만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호스

트들을 통하여 침입하는 다  침입에 해서는 표

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침입 패턴을 표 하기 보

다는 침입의 기 을 설정하여 시스템 자원의 사용시 

비정상 인 패턴이 발생하는 경우 침입을 탐지하기 

때문에 오용 형태의 침입을 탐지하기에는 많은 문제

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여 다  호

스트나 다  사용자, 다  터미 을 이용한 다  침

입을 정의하고 이러한 침입의 유형에 해 분석하

다. 한 다  침입을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

고, 다른 모델과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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