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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역할기반 근 제어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은 정보 장  분석에 리 

사용되지만 여러 보안 이슈 에서도 내부자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 져 있다. 

구문 분석을 통한 통 인 침입탐지의 한계로 인해 최근의 연구결과는 응형 시스템으로 요약될 수 있

으며, 이러한 에서 우리의 연구는 데이터베이스에 근하는 사용자 질의에 한 분류 측을 수행하여 

실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 내용 비교를 통해 측값과 상이한 경우 내부자 공격으로 단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상호 유사성이 큰 사용자 질의에 한 분류라는 문제 해결을 

해 입력의 유의미한 특징을 모형이 잘 추출하고, 신경망을 사용하여 유사성의 척도를 직 으로 학습하는 

계층  구조를 가지는 심층 표  학습 신경망으로, 학습모델은 온라인 거래 벤치마크인 TPC-E 공개 설계 

구조를 활용하여 각각의 역할로 구분된 11개의 분류모형당 1,000개의 질의를 생성하여 학습되었으며,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인 94.17%의 분류정확도를 달성하 다. 제안하는 방법의 정량  

성능을 10겹 교차 검증으로 평가하 고, 정성  성능 분석을 해 신경망으로 임베딩한 특징공간을 시각

화하여 결함간의 압축 벡터의 군집화 분석을 수행하 다.

키워드: 딥러닝, 표 형 학습, 심층 삼 항 신경망, 데이터베이스 보안, 내부자 침입탐지, 사용자 질의 

특징추출

Abstract Database management systems employing role-based access control are widely used for 

information storage and analysis, but several studies have revealed that such system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insider attacks, among various other security issues. Our study proposes a method that 

can verify an event as an insider attack when the predicted value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value 

by performing classification prediction on the user query accessing the database and comparing it with 

the log performed by the actual database system. Our model for solving the problem of classification 

of user queries with high mutual similarity is a deep representation learning architecture with a 

hierarchical structure, in which the model extracts meaningful features and directly learns the measure 

of similarity using a network. The model was trained by generating 1,000 queries per 11 roles clas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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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BMS에 한 내부자  외부자 근방식 구조

Fig. 1 Overall structure of the proposed method for detecting insider intrusions

using the TPC-E public schema as an online transaction benchmark, and it achieved higher performance 

than any of the previous works, with a classification accuracy of 94.17%. The quantitative performance 

was evaluated by 10-fold cross-validation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intrusion detection model, while 

for qualitative performance analysis, a clustering analysis of compression vectors between defects was 

conducted by visualizing the embedded feature space.

Keywords: deep learning, metric learning, triplet network, database security, insider intrusion 

detection, user query feature extraction

1. 서 론

형화, 분산, 빅데이터 처리가 필수 인 상황에서 데

이터의 형태나 모델링 략에 따른 여러가지 형태의 데

이터베이스 리 시스템(DBMS)이 존재한다. 높아져 가

는 DBMS 의존도에 비해서 악의 인 사용에 의한 트랜

잭션 처리에 기존 시스템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통 인 보안이슈 처리 기법의 문제 의 한계를 극복하

기 한 데이터 주도 학습 모델을 구축하여 이러한 탐

지를 인식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 으로 발

해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 질의의 높은 

복잡도로 인해 기존의 딥러닝 시스템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나 시스템 근 권한이 있으며, 네트워크 아키텍쳐, 

시스템 정책  로시 에 익숙한 내부 사용자에 의한 

학습데이터에서 유의미한 특징추출이 불가능한 악의

인 시도에 의한 데이터 공격에 상 으로 취약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1]. DBMS에 한 몇가지 유형의 보안

공격은 크게 외부자에 의한 공격과 내부자에 의한 공격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은 DBMS에 근하는 각 

계층에 한 사용자 질의를 보여 다. 침입탐지 시스템

(IDS)은 DBMS에 근하는 다양한 사용자의 질의를 분

석하고 실제 데이터에 근할 수 있는 합법 인 권한을 

부여한다. 부분의 데이터 보안 문제는 외부자에 의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며, 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

며[2], SQL 주입에 의한 공격은 잘 문서화 되어 있으

며, 해당 Log를 수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비해 내

부자에 의한 공격은 잠재 으로 더 험하고 탐지하기 

어렵다[3]. 시스템 리자 는 직 직원과 같은 조직

의 내부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이상으로 비정상

인 근권한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재

정  손실을 래하는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해 요데이터 자원 

장소인 DBMS에 근하는 사용자 질의에 한 분류

측을 수행하며, 실제 질의에 의해 수행된 내용과 비교

하여 측한 값과 상이한 경우 내부자 공격이라고 가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정한다. 사용자 질의에 한 분

류 측 모델을 구축하여 내부자 침입에 한 탐지 

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 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

서 제안된 여러 딥러닝 방법에서의 한계 은 유사성이 

높은 입력에 해서 다른 클래스로 구분을 수행하는데 

모델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용자 질의

에 SELECT, INSERT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역할구분

이 다른 클래스의 경우가 표 인 경우이다.

이러한 제약사항을 극복하기 한 우리의 방법은 

TPC-E 공개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각 질의의 역할에 

따른 분리표 을 신경망이 거리의 척도를 이용하여 직

으로 학습할 수 있고, 유사성이 높은 입력에 한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기 한 계층  구조를 가지는 심

층 매트릭 신경망을 제안한다. 우리의 모델은 TPC-E 

공개 데이터 셋을 활용해서 각 역할이 나타내는 패턴을 

모델링하고, 이를 모델이 학습에 활용한다. 제안하는 방

법은 11개의 역할별로 생성된 1,000개의 사용자 질의를 

상으로, 이를 1D 벡터로 처리하여 학습을 진행하

고, 가 치를 공유하는 심층 삼 항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 입력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 신경망의 출력을 입력으

로 활용하는 분리를 한 별도의 신경망을 구성하 다.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딥러닝 알고리즘 비 높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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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를 달성함을 10겹 교차 검증하 고, 시각화한 특

징공간에서의 오분류 데이터 군집화 분석을 통해 제안

하는 모형을 정성 으로 분석하 다.

2. 련 연구

이 섹션에서는 제안된 방법과 비교하기 해 머신 러

닝 근법을 기반으로 수행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소개

한다. 딥 러닝 근법을 사용하는 침입탐지 시스템(IDS)

는 높은 탐지 정확도, 효율성  자동화된 기능으로 인

해 데이터 베이스 침입탐지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4]. 이로 인해 2005년부터 IDS에 여러 머신 러닝 알고

리즘이 채택되었다.

Ramasubramanian et al. 인공 신경망(ANN)을 사용

하여 오용 기반 침입의 행동을 모델링 했다[5]. Valeur 

et al. 베이지안 신경망을 사용하여 비정상 인 쿼리를 

탐지하고 수동으로 생성 된 공격에 해 거의 0에 가까

운 오 탐지율을 달성했다[6]. 그들은 기계 학습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동작을 성공 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Ronao et al. 데이터베이스 

이상 탐지를 해 랜덤 포 스트(RF)와 주성분 분석

(PCA)의 조합을 사용하 다. 여기서 입력은 다  공선 

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선택 으로 사용되

었다[4]. Bu et al. 사용자 질의에서 추출한 특징들의 다

 공손성을 해결하기 해 진화연산 기법을 사용한 

CN-LCS 모델을 제안하여 침입탐지 시스템을 한 질

의분류 결과에 높은 성능을 달성하 다[1]. 표 1은 언

한 연구 사례를 분야와 근방식 별로 요약한 것이다.

3. 방 법

3.1 사용자 질의를 활용한 침입탐지 모형 개요

그림 2은 TPC-E 스키마로부터 생성된 사용자 질의

를 바탕으로 각각의 질의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딥 

매트릭 신경망  트리 렛 신경망을 한 학습 을 생

성하고, 잠재공간에 사상되는 각 특징벡터들의 서로 간

의 상  거리를 분류목록에 의거하여 배치될수 있도록

표 1 머신 러닝 방법을 활용한 IDS 시스템

Table 1 Related works on IDSs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Authors Methods Description

S.J. Bu [1] CN-LCS Feature selection

Ronao [4] Ronao [4]
PCA performed prior 

to RF

Valeur [6] Bayesian model
SQL grammar

generalization

Kamra [7] Kamra [7]
Imbalanced SQL

query access

그림 2 내부자 침입탐지를 한 제안 구조

Fig. 2 Overall structure of the proposed method for 

detecting insider intrusions

학습을 진행한 이후, 분류를 한 별도의 신경망을 배치

한 침입탐지를 한 제안 구조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구

조는 크게 TPC-E로부터 특징벡터를 추출하는 부분과 

트리 렛 신경망으로 잠재 공간의 표 을 직 으로 

학습하는 부분, 최종 으로 임베딩 벡터를 활용하여 분

류를 수행하는 부분으로 3개의 컴포 트로 구성되어 있다.

TPC-E 스키마를 바탕으로 생성된 11개의 역할에 따

른 사용자 질의를 바탕으로 1D Norm. 벡터로 처리를 

진행한 데이터를 활용한 우리의 모델은 삼 항 네트워

크를 통해 가 치를 공유하도록 구성되어 신경망의 출

력으로부터의 출력의 직 인 거리 척도로서 특징추출 

잠재공간에 사상되며, 이를 통한 별도의 분류 신경망을 

구성함으로서 사용자 질의에 한 분리 측을 수행하게 

된다.

3.2 사용자 질의를 통한 특징 벡터의 추출

표 2는 TPC-E 스키마의 11개 역할에 한 명세를 

나타낸다. 각 행은 하나의 질의에서 추출되며, 각 열은 

질의의 길이나 필드 는 테이블 수와 같은 십진수 특

징이다. 각 사용자 질의는 11개의 주어진 역할에 따라 

생성된다. 역할 구 을 해 TPC-E 벤치 마크에서 트

랜잭션 데이터 베이스의 의사코드를 참조한다. 각 역할

에는 근 권한 을 나타내는 특정 테이블 T와 해상 속

성 A와 실행되는 명령 C가 있다. 입력 인코딩 체계가 

다르면 성능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생성된 질의의 기능 

추출 로세스는 각 질의의 역할을 모델링 하는 기본단

계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Ronao eo al.에 의해 제안된 

질의에 해 특징 추출 방법을 사용하 다[4].

3.3 특징공간 표 을 한 트리 렛 신경망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유용한 필터를 학습함으로써 공간

인 상 계를 모델링하도록 고안된 컨볼루션 연산 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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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용자 질의의 특징 명세

Table 3 Characteristic specification of user queries

Vector Field Description Elements

SQL-CMD[] Command
Query Mode

Query Length

PROJ-REL-DEC[] Projection relation
Projection relation information

Projected relation ID

PROJ-ATTR-DEC[] Projection attribute
Projection attribute information

Projected attribute ID

SEL-ATTR-DEC[] Selection attribute 
Selection attribute information

Selected attribute ID

ORDBY-ATTR-DEC[] ORDERBY clause features
ORDERBY attribute information

ORDERBY attribute ID

GRPBY-ATTR-DEC[] GROUPBY clause features
GROUPBY attribute information

GROUPBY attribute ID

VALUE-CTR[] Value counter

String information

String length

Numeric information

Function information

JOIN information

AND/OR information

표 2 TPC-E 스키마의 11개 역할 명세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11 roles in the TPC-E schema

Transactions Specifications Transactions Specifications

Read-only Transactions Read/Write Transactions

Broker-volume
SELECT

Trade-order
SELECT, INSERT

714 Kb 759 Kb

Customer-position
SELECT

Trade-update
SELECT, UPDATE

566 Kb 499 Kb

Market-watch
SELECT

Data-maintenance
SELECT, UPDATE

863 Kb 246 Kb

Security-detail
SELECT

Market-feed
SELECT, INSERT, UPDATE, DELETE

571 Kb 456 Kb

Trade-status
SELECT

Trade-result
SELECT, INSERT, UPDATE, DELETE

571 Kb 419 Kb

Trade-lookup
SELECT

Total 11,000 queries generated
490 Kb

와, 입력의 표값을 추출하는 풀링 연산 ϕ는 l번째 층

의 i행 j열 노드 출력 
 에 해 식 (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이때 (m × n) 크기의 컨볼루션 필터 와 (k ×

k) 크기의 풀링 역에 한 풀링거리 τ를 사용한다.

ϕ∑  
  ∑  

     
 

ϕ  max× 
 

(1)

주어진 1D 특징벡터 x는 식 (2)의 연산으로 신경망 

내부에서 압축되고 재구축 특징벡터를 출력한다.

 ϕ    (2)

이때 신경망 에서 σ는 시그모이드 비선형 활성화 

함수이고, b는 편향함수, z는 특징공간에서의 잠재 변

수이다. 신경망은 입력되는 x에 가 치를 곱하고, 편향

상수를 더해서 활성화 함수를 용해서 비선형을 획득

하는 것으로 최종 으로 잠재 공간에서의 벡터 표 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직 으로 입력의 특징을 모델링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각의 가 치를 공유하는 신경망을 3개로 묶어, 각 

특징 벡터의 표 공간에서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한 

삼 항 손실을 정의하며(3),

   max‖‖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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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anchor(A)와 positive(P)는 같은 구분 클래스

에서 선택하고, negative(N)은 A, P와는 다른 클래스에

서 선택하여 신경망의 학습으로 이용된다. 체 데이터

에 한 학습 을 생성할 경우에는  의 데이터가 

생성되어야 하고 모든 데이터에 해 분석을 진행하여 

기  
에 해 

는 기 에 해서 가장 거리가 

먼 positive point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를 선택하게 

되면, 매번 이러한 point를 찾는데 계산량이 증하고 

아웃라이어에 한 오버피 의 험성 때문에 A, P, N 

학습 은 학습을 한 배치사이즈 분석시에 수행되며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샘 링 수행된다.


 

   
 

 

 (4)

실험 으로 앞서 말한 가장 최 의 학습 을 구성한

것보다 식 (4)에서 나타낸 것처럼 A-P 보다 A-N 간

의 거리가 더 멀긴 하지만 margin  가 충분히 크지 

않는 N를 선택하는 것으로 학습 을 구성하 다.

4. 실험  결과분석

제안된 체 시스템을 한 학습 데이터셋을 소개하

고, 제안한 모형에 한 정합성을 검증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은 사용자 질의를 이용해서 변환한 

후 추출된 특징벡터이다. TPC-E에 정의된 33개의 테이

블을 상으로 11개의 역할에 따른 각각 1,000개의 사

용자 질의에 해 277개의 특징을 추출하여 구성된 1D 

벡터를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 으며, 표 3에서처럼 

사용자 질의에 해 과 질의부분을 분리해서 각각을 

구성하 다. 이 실험은 가상 합성질의를 사용하여 역할

별 SQL 질의의 정상 인 동작을 모델링하고, 클래스간

의 불균형을 해결한다. 모델이 몇 가지 특정한 역할만 

학습하는 경우 비정상 질의의 발생빈도가 정상보다 낮

아 체성능이 크게 하된다. 이는 데이터 마이닝의 주

요 문제인 클래스 굴균형 때문인데, 이로 인해 분류를 

한 신경망은 기본 클래스로 편향되어 은 데이터항

목을 가진 클래스의 분류 성능이 크게 하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각 역할에 한 가상 SQL 질

의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 이션하

고 모델링하는 장 이 있다. TPC-E 스키마는 고객 거

래 주문을 실행하고 고객 계정을 리하며 융 시장과

의 고객 상호 작용을 담당하는 개 회사의 활동을 모

델링한 것으로 11개 클래스 역할 각각에 해 TPC-E 

스키마를 기반으로 1,000 개의 쿼리가 생성됩니다. 를 

들어 “TRADE_ HISTORY” 테이블의 쿼리에서 가져온 

필드는 277개의 10진 특징으로 추출된다.

그림 4는 분류정확도를 기존 지도학습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포함한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10-겹 교차검

그림 3 사용자 질의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 시각화

Fig. 3 Visualization of feature vectors extracted from 

user queries

그림 4 10겹 교차검증을 통한 타 모델과의 정확도 비교

Fig. 4 Accuracy comparison with other models through 

10-fold cross-validations

증한 결과이다. SVM 모형이 90.60%의 분류정확도를 

기록한 것에 비해 선행연구인[1] 진화연산을 통한 입력 

데이터를 선별한 CN-LCS 모델의 경우 92.53%, 제안하

는 트리 렛 신경망 기반의 경우에는 94.17%로 분류정

확도가 상승한다.

선행연구의 오분류 분석을 상으로 입력의 유사성에 

한 구분이라는 문제를 풀기 한 딥 매트릭 신경망의 학

습에 의한 결과로 제안하는 모델의 타당성이 입증된다.

표 4는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을 효과 으로 표 하기 

해 Recall, Precision, Accuracy, F1 score를 계산하

여 모델을 검증하 다.

표 5의 혼동행렬상 오분류 경우에 한 분석을 수행

하기 해 그림 5에서는 신경망 출력 직 층의 활성화 

함수값을 t-SNE 알고리즘으로 시각화하고 오분류 데이

터를 추 하 다. 오분류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의 추

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t-SNE는 고차원 공간에서 유

사한 두 벡터가 2차원 공간에서도 유사하도록, 원공간에

서의 데이터간의 유사도를 보존하면서 차원을 축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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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류별 정 도, 재 율

Table 4 Precision, Recall, F1 score

0 1 2 3 4 5 6 7 8 9 10 average accuracy

precision 1.00 1.00 0.98 0.99 0,94 0,93 0.84 0.80 0.97 0.98 0.91 0.94

0.95recall 1.00 0.99 0.99 0.99 0.92 0.90 0.93 0.90 0.97 0.95 0.88 0.95

F1 score 1.00 1.00 0.99 0.99 0.93 0.92 0.89 0.85 0.97 0.97 0.89 0.94

표 5 혼동행렬을 통한 오분류 분석

Table 5 Misclassification results in confusion matrix

Actual

0 1 2 3 4 5 6 7 8 9 10

Predicted

0 285 0 0 0 0 0 0 0 0 0 0

1 0 317 0 0 0 0 0 0 0 0 0

2 0 0 315 1 1 0 0 2 2 0 0

3 0 0 1 297 1 0 0 0 1 0 0

4 0 0 0 2 293 4 0 12 0 0 0

5 0 2 0 0 2 243 0 5 0 6 1

6 0 0 1 0 1 0 228 0 1 0 33

7 0 1 0 0 18 19 0 230 3 3 1

8 0 0 0 0 0 0 1 5 300 0 2

9 0 0 0 0 1 3 0 1 0 314 0

10 0 0 0 0 1 0 15 1 1 7 272

그림 5 오분류 시각화

Fig. 5 Visualization of misclassified cases

때문에 해당 분석을 해 사용되었다. 우리는 실험을 통

해 입력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 는데 이를 통해 구분

하고자 하는 데이터간의 유사도가 매우 큰 경우가 많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모델은 신경망의 출력의 유

사도를 직  평가 척도로 사용하여 이를 두 데이터간의 

거리로서 비교하는 모델로서 선행연구에 비해 1.64% 높

은 분류 정확도를 달성하 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DBMS를 사용하는 여러 시스템에 

해 보안 이슈의 요성을 언 하고, 이 에서 특히 취약

한 내부자 침입탐지를 목표로 사용자 질의를 분석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역할별 분류를 수행하는 모형을 제안

하 다. 본 논문의 공헌은 TPC-E 공개 벤치마크 데이

터 셋을 사용해서 일반 인 머신러닝 기법이나 선행된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CN-LCS)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가지며, 실험을 한 학습 데이터를 체 사용하지 않

고, 배치별 샘 링 방법을 도입하여 진화 연산등의 알고

리즘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용 가능한 계층  구조를 가지는 모델을 제안한다는 것

에 있다. 한 정 도, 재 율에 한 정량  분석을 수

행함으로써 제안한 모델의 강건성을 입증하 다. 향후 

오분류 분석을 통해 분류 실패에 한 내용을 추  하

여 트리 렛 신경망을 구성하는 모델에 한 개선과 커

리큘럼 학습을 한 데이터를 구성하기 한 하드-트리

렛 을 샘 링 하기 한 방법, 그리고 n-차원의 유

클리디안 거리에 기반한 손실 함수를 개선하기 해 연

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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