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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BAC 기반 침입 감지 모델은 사용자별로 특정 역할 제한함으로써 내부자 침입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를 위해 쿼리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분류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CNN 모델, 그리고 이를 
확장한 CN-LCS를 사용하여 최적화된 모델들의 성능을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아키텍처로 구성된 LCS을 넘어서, 다양한 아키텍처의 CN-LCS들을 Behavior Knowledge Space(BKS) 
결합 방법으로 앙상블을 형성할 경우, 단일 LCS모델은 물론, 기존 앙상블 방법들을 사용한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앙상블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었다. 

1. 서 론 
외부의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는 공격 

(외부 침입)은 정통적인 방법들로 상대적으로 쉽게 
감지가 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공격을 하는 내부 침입의 경우, 개별적인 
사용자의 패턴과 전체 사용자들의 패턴들을 비교 
분석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트랜잭션들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대응하여 역할 기반 접근 조정(Role-based 
access control, RBAC)은 사용자마다 역할을 부여하고, 
역할마다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데이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 지어서 보안성을 
높이려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내의 역할을 
분류하는 모델들 중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쿼리의 역할 분류를 위해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을 발전시켜서, 다양한 
아키텍처의 분류기들을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성능이 
개선된 침입자 탐지 시스템을 탐구했다. 
2. 관련 연구 

보안 관련 모델의 최적화를 위해 진화연산을 도입한 
예로, Khare et al.은 Spider Monkey Optimization을 적용해서 
NSL-KDD 데이터셋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시켜서 
신경망의 성능을 개선했다[1]. Bu et al. 의 경우 CNN기반 
모델을 기본 분류기로 사용하고, 유전 알고리즘 (GA)을 
기반으로 입력 특징을 선택하는 Learning Classifier 
System (LCS)과 결합하여 유의미한 특징들만 선택하여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2]. 이 연구를 
확장해서 Kim et al. 은 LCS를 통해 학습한 다양한 CNN 
아키텍처를 비교한 실험도 진행했다[3]. 

3. 제안 방법 

제안 방법의 구조는 그림 1와 같다. 입력된 쿼리가 
어떤 역할과 대응하는지 예측하는 분류 모델을 
학습시킨 후, 사용자의 쿼리를 통해 예측된 역할과 
사용자에게 부여된 실제 역할에 차이가 있을 경우 내부 
공격으로 처리한다. 

본 연구는 CNN 아키텍처에 변화를 주는 것에 
추가적으로, 다른 아키텍처 모델들의 결정을 결합해서 
종합적인 예측 정확도를 높이려고 했다. 모델의 학습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입력 쿼리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 (Step 1. feature extraction), 특징들을 
기반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CNN 모델들을 
학습해서 아키텍처별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단계 (Step 2. 
CNN-based Learning Classifier System), 그리고 최적화된 
모델들의 의사결정을 결합하는 BKS 방식 기반 앙상블 
단계 (Step 3. BKS Lookup Table Construction)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Ronao et al.[4]의 PCA기반 특징 추출 
방식을 차용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2, 3단계 
학습과정에 대학 설명과 Behavior Knowledge Space 결합 

그림 1. 제안 방법의 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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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대한 설명을 주로 포함한다. 
3.1. 유전 알고리즘 기반 CN-LCS 학습 

입력으로 받는 특징들 모델의 분류에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과 일부 
특징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칙 발견과 학습 과정을 결합하는 Learning Classifier 
System (LCS)을 사용한다. 모델의 구조가 CNN 
아키텍처를 사용하므로 이를 Convolutional Network-LCS 
(CN-LCS)라고 부른다. 

입력의 각 특징마다 1차원 비트벡터로(bit-vector) 
구성된 염색체의 한 비트에 대응하도록 하고, 각 
염색체마다 해당되는 특징들만 입력으로 받는 CNN 
모델들을 학습시킨다. 학습 완료 후 각 모델의 정확도를 
적합도로 사용해서 다음 세대의 염색체들을 생성하고, 
다시 모델들을 학습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진행하면 쿼리의 역할을 분류하는데 최적화된 특징들의 
집합과 해당 집합에 학습된 CNN 모델이 생성된다. 
3.2. CNN 아키텍처 

2단계에서는 CNN 아키텍처마다 다른 LCS를 학습을 
시키면 각 아키텍처별로 최적화된 입력 특징들의 
집합과 학습된 모델을 생성한다. 동일한 구조의 
모델들은 각 입력에 대한 예측이 유사하므로 이들이 
결합된 시스템이 다양한 입력들에 대해 일반화된 
예측을 하기 어렵다. 서로 다른 분류기들의 의사결정을 
취합하면 좀 더 넓은 예측 공간을 기반으로 결정을 
하므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순히 다른 특징들을 활용하는 모델을 넘어서, 
구조적으로 다른 아키텍처의 모델들을 생성하여 
최종적인 의사 결정에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3]에서 제안한 아키텍처 3개와 새로운 
DenseNet 아키텍처를 1개를 포함한 총 4개 아키텍처를 
사용했다. 

- 기본 CNN 아키텍처은 합성곱층들과 풀링(pooling)층을 
일렬로 연결한 기본적인 구조이다. 
- InceptionNet 아키텍처는 이미지 분류 모델인 
InceptionNet의 병렬화된 구조를 응용, 합성곱층들과 
풀링층들을 병령로 연결시킨 구조를 포함한다 (수식 1). 
- ResNet 아키텍처는 이미지 분류 모델 ResNet의 잔류 
연결(residual connection)을 응용해서, 이전 층들의 결과를 
이후 층들의 결과와 합쳐서 역전파(backpropagation) 중 
정보의 손실을 줄이는 잔류 연결을 활용한다 (수식 2) . 
- DenseNet 아키텍처는 DenseNet의 구조를 응용, 하나의 

잔류 연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층마다 이전 
층들과 잔류 연결이 된 구조를 포함한다 (식 3). 
3.3. BKS 결합 

BKS (behavior knowledge space) 결합 방법은 Huang & 
Suen이 처음 제안한 분류기 모델 결합 방법이다[5]. 
일반적인 다른 결합 방식들과는 달리 개별 분류기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이 필요 없으며, 데이터의 크기가 

충분히 크고 전형적인 경우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모델 결합 방법이다. 

2단계에서 모델별로 분류를 한 결과를 하나의 
패턴으로 BKS 테이블에 목표 값과 함께 기록을 한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거치면 입력 패턴( { , … , } )에 
대응하는 각 역할별 분포( ( ,  , … , ) )가 기록되며, 
(수식 4)를 통해 각 역할이 나타날 
확률( (|, … , ) )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수식 5)를 
사용하여 모든 모델들의 예측 결과를 결합한 제일 
적합한 역할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침입 탐지의 경우 대다수의 정상적인 쿼리 인식을 
옳게 분류하는 것보다 소수의 비정상적인 쿼리들을 
탐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여러 모델들의 
예측을 결합하기 위해 앙상블 결합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다수결 앙상블이나 분포 평균 
앙상블은 통계적 평균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다수가 비정상인 쿼리를 분류하지 못하면 시스템 
전체가 잘못된 분류를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BKS 결합을 사용한다. 

BKS는 각 모델들의 예측을 활용을 하나, 모델들의 
예측이 하나의 결정으로 취합되지 않거나, 다수의 
모델들의 잘못된 예측을 할 경우에도 기록된 패턴들을 
통해 옳은 예측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통계적 평균만으로는 분류를 못하는 소수의 비정상적 
쿼리에 대해서 과거 입력들을 기반으로 한 예측을 
함으로써 시스템의 재현율을 개선할 수 있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방법 

모델 학습 및 평가를 위해서는 TPC-E 벤치마크[6]를 
사용하였다. 분류될 수 있는 역할은 총 11개로, 각 
역할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테이블과 
기능이 정해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각 역할별로 
10000개의 쿼리를 생성 (총 110000), 이 중 80% (88000) 
는 CN-LCS의 학습 과정 중 사용, 10% (11000)는 BKS 
테이블 생성에 사용, 그리고 마지막 10%(11000)를 최종 
평가에 사용을 했다. 

 = () = [( ,  ), ( ,  ), ( ,  )] 
(1)  = () = ( , ) +  (2)  = ([, , … , ]) (3) 

(|, … , ) = ( ,  , … , )∑ ( , , … , )||  (4) 

 = argmax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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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LCS별 세대수는 20, 세대별 인구수는 50으로 
설정했다. 후보 선택 방법은 룰렛 휠 선택 (Roulette 
Wheel selection)을 사용했고, 교차 방법은 2점 교차(two-
point crossover)로 확률은 0.89, 돌연변이는 각 인자별 
확률을 0.01로 설정했다. 각 CNN 모델별 학습에는 
Adam 최적화 알고리즘을 학습률 0.001으로 10 
에포크동안 학습했다. 서로 다른 구조의 모델들의 BKS 
결합이 성능 개선을 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각 LCS별 
단일 성능, 모델들을 다른 앙상블 결합 방법들의 10중 
교차 실험을 진행했다. 
 4.2. 실험 결과 

전체적인 실험 결과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아키텍처의 CN-LCS 모델들의 결합은 단일 
CN-LCS보다 일반적으로 더 좋은 정확도를 보였고, BKS 
결합 방법을 적용한 경우가 제일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평균 결합 방법과 제안된 BKS 결합 방법의 
혼동행렬을 그림 3에서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역할별 
다른 역할로 오분류되는 비율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역할 4, 8, 9, 10의 재현도가 증가했다. 특히 역할 10의 
경우 다른 역할로 오분류 되는 비율이 감소하면서 기존 
재현도 0.69에서 0.91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기존 모델들이 다수가 역할 10 쿼리를 다른 
역할(예를 들어 역할 6)로 분류했을 경우, BKS를 통해 
모델들이 동의하지 않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소수이지만 대체로 틀리던 역할 10 쿼리를 옳게 분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평균 앙상블에서는 역할 
10을 배정받은 사용자가 다른 역할들과 유사한 쿼리를 
설계해서 탐지를 우회할 수 있었지만, BKS를 활용한 
결합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 이러한 공격을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역할 6, 7의 경우 재현도가 감소하였으나, 
정밀도를 함께 고려한 F1점수의 경우 모든 역할들에서 
0.02 이상 증가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내부 침입자의 탐지를 위한 RBAC에서 
쿼리 역할 분류 CNN 모델을 최적화하는 기존 연구들을 
제시하였다. 이후 구조가 다른 CN-LCS 모델들을 

결합하여 개선된 성능의 모델을 얻기 위해 BKS 결합 
방법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제안했고,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이 단일 CN-LCS 모델과 일반적인 앙상블 결합 
방식 대비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 보 통 신 기 획 평 가 원 의  지 원 ( 2 0 2 0 - 0 - 1 3 6 1 , 
인 공 지 능 대 학 원 지 원 ( 연 세 대 학 교 ) ) 과  방 위 사 업 청 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 ( UD 1 9 0 0 1 6 E D )으로  수행되었음 . 
참고 문헌 
[1] Khare, Neelu, et al. "Smo-dnn: Spider monkey optimization and 

deep neural network hybrid classifier model for intrusion detection." 
Electronics 9.4, pp. 692, 2020 

[2] Bu, Seok-Jun, and Sung-Bae Cho. "A convolutional neural-based 
learning classifier system for detecting database intrusion via insider 
attack." Information Sciences 512, pp. 123-136, 2020 

[3] Kim, Ji-Yoon, and Sung-Bae Cho. "Exploiting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a neural-based learning classifier system." 
Neurocomputing 354, pp. 61-70, 2019 
[4] Ronao, Charissa Ann, and Sung-Bae Cho. "Anomalous query 

access detection in RBAC-administered databases with random 
forest and PCA." Information Sciences 369, pp. 238-250, 2016 

[5] Huang, Yea S., and Ching Y. Suen. "A method of combining 
multiple experts for the recognition of unconstrained handwritten 
numerals."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17.1, pp. 90-94, 1995 

[6] Chen, Shimin, et al. "TPC-E vs. TPC-C: Characterizing the new 
TPC-E benchmark via an I/O comparison study." ACM Sigmod 
Record 39.3, pp. 5-10, 2011 그림 2. 분류 모델 10중 교차 실험 결과 

그림 3. (위)평균 앙상블 결합과 (아래)BKS 결합 방

법을 적용한 모델들의 혼동행렬 

2021년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논문집

65


	Main
	Retu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