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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산화로 인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침입이 증가하고,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게 됨으로 인
해 침입탐지시스템에 대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침입탐지시스템 성능은 기존
에 알려진 침입패턴을 가지고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침입에 대한 탐지능력을 측정할 수 없는 취약
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침입탐지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새롭고 다양한 침입패턴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대화형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침입패턴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생성된 침입패턴은
사람에 의해 적합도가 평가되고 높은 점수를 가진 침입패턴의 가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용탐지방법을 사
용하는 침입탐지시스템인 LinSTAT에 적용하여 보았다. 실험결과 생성된 침입패턴의 약 43%정도는 탐지
되는데, 탐지되지 않은 57%는 새로운 침입패턴이라 할 수 있다.

1. 서론
인터넷의 범용화로 정보의 교류 속도가 매우 빨라져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이로 인한 보안사고의 수가 급증하
고 있어 보안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산 시스
템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침입탐지시스템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하지만, 침입탐지시
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침입패턴들은 주로 기
존에 알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변형되거나 혹은 새로운 침입패
턴이 시도될 경우의 탐지능력을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침입
탐지시스템의 성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침입
패턴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침입패턴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침입탐지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해 새롭고 다
양한 침입패턴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U2R 공격의 패턴을
일반화 하고, 대화형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로운 침입
패턴을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된 침입패턴을 Santa Barbara에
서 제공하는 침입탐지시스템인 LinSTAT[3]을 이용한 실험으
로 그 가용성을 검증한다.

개선을 위해서 침입탐지평가를 주제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평
가항목은 침입탐지율, 오판율, 자원 사용량 등이며, R2L, U2R,
DOS, R2U, Probing 등 공격방법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Solaris, Windows NT, Linux 등 운영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침입패턴을 생성하여 탐지시험 및 탐지우회 시험을 수행하였
다.
UCDavis의 평가항목은 침입탐지율, 오판율, 자원사용량 등
이며, 각 평가항목별로 테스트 케이스를 제시하여 침입탐지시
스템을 실행하여 침입패턴 실행 및 탐지 결과를 측정하는 침입
식별실험, 잡음 또는 CPU 부하 등 스트레스를 가하여 침입탐
지 능력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시험, 침입차단시스템의 CPU 및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하는 자원사용량 시험을 수행한다.
ICSA는 미국의 Trust사에 소속되어 있는 네트워크 정보보보
제품 성능 및 취약성 시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설 시험기관
으로, 작성된 침입탐지 시험기준을 근거로 평가를 한다. 평가는
상용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일정 수준의 환경을 구성한
후 침입패턴을 실행하여 침입탐지율, 오판율, 침입탐지 로그 수
준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침입 우회 가능성 및 취약성 시험은
별도로 수행한다.

2. 대표적 침입탐지시스템 평가연구

3. 제안하는 방법

침입탐지시스템
평가관련
연구의
대표적인
기관은
DARPA[4],
MIT Lincoln Lab[2], UCDavis[5], ICSA[6]
등이 있다. DARPA는 초기에 적은 수의 시스템에 대해 단순한
트래픽을 포함한 은닉이 아닌 적은 수의 공격만으로 평가하였
으나, 1998년 DARPA의 1차 평가에서는 10개의 시스템, 38개
의 공격, 충분한 트래픽과 일부의 은닉화된 공격을 통한 평가
가 이루어졌다. 2000년 DARPA의 침입탐지평가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성능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나 다양한 공격데이터의 수
용에서는 미흡한 면을 보였다.
MIT Lincoln Lab은 1998년부터 DARPA의 지원 아래 침입
탐지 관련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에 대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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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구조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구조는 크게 패턴생성부분과
대화형 유전자 알고리즘(Interactive Genetic Algorithm: IGA)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패턴
생성부분에서는 각 단계별로 행할 수 있는 행위들을 조합하여
침입패턴을 생성한다. 각 단계별 행위들은 EXPECT 스크립트
언어[6]를 사용한다. EXPECT는 Tck/tk 스크립트의 확장패키
지로 프로그램과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터미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전 단계에서 EXPECT를 이용하여 생성된 패턴은 새로운 패
턴을 생성하기 위해 대화형 유전자 알고리즘 부분으로 전달된
다. 대화형 유전자 알고리즘은 적합도 함수가 명시되지 않는
문제에 사용되는 최적화 방법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유전자 알
고리즘에서 적합도 함수 부분만을 사용자 평가로 대체한 것이
며, 사용자가 각 개체에 대한 적합도를 직접 평가함으로써 사
용자의 생각과 주관을 진화 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다. 각 단계
별 행위들간에는 의존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실행되지 않는 침입패턴이 높은 적합도를 가질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화형 유전자 알
고리즘를 사용하여 의존성의 강도에 따라 적합도 값을 부여한
다. 각 유전자 알고리즘 프로그램은 이 값을 반영하여 다음 세
대의 집단을 생성하며, 여기에 교차 및 돌연변이 연산을 적용
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을 해석하여 해당하는 침입패턴
을 화면에 표시하고 앞서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사용자는 의
존성이 약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침입패턴을 얻을 수 있다.
침입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침입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
아야 하는데, MIT Lincoln Lab에서는 U2R, R2L 등의 침입이
일어나는 있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행해지는
행동들을 분류하였다[2]. 본 논문에서는 MIT에서 분류한 과정
에서 각 행해질 수 있는 행위들을 정리하여 침입패턴을 생성하
는데 사용하였으며, 그림 2은 MIT에서 제안한 U2R 침입의 한
종류인 ffbconfig 침입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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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전자 인코딩
표 1. 단계별 행동 및 인코딩

그림 3과 같이 인코딩 할 경우 유전자형이 가질 수 있는 조
합의 수, 즉 탐색 공간의 크기는 8× 10× 8× 8× 8× 8=327,680
이다. 초기 개체들 중에서 침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패턴
이 선택되고, 선택된 패턴은 다음 세대에 나타날 확률을 높임
으로써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침입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대화형 유전자 알고리즘의 교차 연산율과 돌연변이 연산율은
각각 0.6과 0.05로 설정하였다. 적합도 평가를 위해 3명의 사
용자들이 직접 의존성 관계 및 침입 가능성을 비교하며 적합도
점수를 0부터 100까지 10점 단위씩 10단계로 나누어 20번에
걸쳐 평가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법으로 생성된 침입패턴의 유
용성을 Santa Barbara에서 제공하는 STAT 패키지에 속한 침
입탐지 시스템 중 LinSTAT을 설치하여 실험하였다.

4.2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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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침입패턴을 생성하기 위해서 기존 침입패턴의 행위를 분
석하여 각 단계별 행위들을 추가하였으며, MIT에서는 하나로
합합친 암호화 및 복호화 단계를 본 논문에서는 따로 분리 하
였으다. 그림 3는 전체 유전자형의 구성을 보여주며 표 1은 각
단계별 행할 수 있는 행위들의 추가된 내용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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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fbconfig 침입과정의 예
uuencoding 방식을 이용해 tar 압축된 파일이 Mail을 이용
해 침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전달되며, 쉘 명령을 이용해 전
달된 침입코드를 실행시킨다. 침입코드가 실행되면 루트권한을
획득하여 사용자는 원하는 파일의 권한을 변경하여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침입의 목적을 달성하면, 전달된 침입코드 및 tar
파일을 삭제하고 빠져나가 흔적을 지운다.
그림 2와 같이 5단계를 거칠 경우 각 단계별 한 부분씩 조
합을 하면, 750(5× 5× 5× 2× 3)가지 경우의 패턴이 만들어진
다. 침입탐지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
의 패턴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종

대화형 유전자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유전자 알고리즘과는 달
리 주관적 평가에 기반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으
로 그 수렴성을 보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
으로는 사용자들이 평가한 적합도의 변화를 통해 수렴성을 보
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각각의 탐색은 10세대까지로 제한을 두
었는데, 이는 대화형 유전자 알고리즘의 특성으로 인한 한계로,
적합도 평가가 사용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의
크기와 세대 수를 비교적 작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기
인한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대수가 10번으로 제한되어있
음에도 불구하고 2, 3세대까지는 적합도가 떨어지다가 4세대
이후로 평균적합도와 최고적합도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음을 보인다. 이는, 초반에는 각각 행위에 따른 의존
성 문제에 부딪혀 생성될 수 없는 패턴을 만들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후 높은 의존성 문제에 부딪히는 행위들의 결합이 발생
하지 않으므로 적합도가 꾸준히 오르는 것이다.

바와 같이, 생성된 패턴의 약 42%가 탐지되었다는 것은 이들
이 LinSTAT에서 정의한 탐지 규칙과 동일한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탐지되지 못한 58%의 패턴들은 LinSTAT
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침입패턴이다.
표 2. 생성된 침입패턴의 탐지율

5. 결론 및 향후 연구

그림 4. 침입패턴 생성의 적합도 변화

그림 5. 생성된 침입패턴 코드의 예
그림 5는 제안하는 방법으로 생성된 평균 적합도 이상의 적
합도값을 가지는 침입패턴의 EXPECT코드를 보여준다. 생성된
패턴은 ①~⑤단계로 구성되며, ①에서는 이미 인코딩 된
temp6.htm, 010.c 파일을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침입하
고자 하는 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이다. ②는 암호화 된 부분
을 복호화하는 과정이며, ③은 침입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부
분이다. 여기서는 다른 임의의 코드를 컴파일 하는 make 파일
에 침입코드가 컴파일 되어 실행되게끔 하는 명령을 추가하여
실행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④에서 첫줄 코드는 원본파일을 복
사해 두는 부분이고, 둘째 줄은 원본 파일의 권한을 변경하는
과정이다. 모든 행위가 끝나면 흔적을 없애기 위해 다시 원래
상태로 파일의 권한을 변경해야 하는데, 미리 복사해 둔 파일
의 속성대로 원본 파일의 권한을 변경하는 과정을 ⑤단계에서
수행한다. 잘못 조합되어 낮은 적합도를 가진 패턴들은 ④, ⑤
단계에서의 의존성 문제와 결부된다. 예를 들면 ④단계에서 파
일 권한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⑤단계에서 파일 권한
을 조절하는 행위를 할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림 5와 같은
코드에서와 같이 평균 적합도 이상의 값을 가지는 패턴들은 이
런 의존성 문제에 결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생성된 침입패턴의 가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균 적합도 보다 높은 패턴 7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LinSTAT을 이용하여 탐지유무를 실험하였으며 표 2에서 보는

전산화로 인해 보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다
양한 침입탐지시스템이 개발 및 연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침입탐지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하지만 성능평가를 위해 알려진 침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새롭고 다양한 침입패턴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화형 유
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롭고 다양한 패턴을 생성하였으
며, 가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LinSTAT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생성과정에서 초기에는 의존성 문제에 부딪혀 낮
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세대가 지날수록 의존성 문제에 부딪
히지 않았다. 생성된 패턴을 분석 한 결과 각 단계별로 의존성
문제에 부딪히지 않은 행위끼리 잘 조합되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평균 적합도 이상의 값을 가진 패턴들을 분석한 결과
의존성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다. 또한 생성된 패턴들을
LinSTAT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약 생성된 패턴의 약 58%
침입으로 작동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지금까지 정의한 각 단계별 행동이 모든 침입유형을
대표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좀 더 구체적인 행위들을 조사 및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또한 각 단계에서 반드시 한 행동
만이 선택되지 않고 두개 이상의 행동이 선택되거나 혹은 한
단계를 건너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예외적인 경우의 침입
패턴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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