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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은 우리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따
라서 네트워크에서 환경에서의 침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서비스 
거부공격,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웜 등은 악의적인 의도로 호스트나 네트워크의 자원을 고갈 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서버의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이 다운되면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의 손실도 발생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벡터를 이용하여 지역 네트워크망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의 비정상 증가를 분석함
으로 침입을 탐지하고 위험수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면
서 인터넷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산업이 커지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유통이 
중요해 짐으로 네트워크의 침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도 매우 크다. 따라서 인터넷 침입을 탐지하고 차
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요즘은 침입의 탐지에 그
치지 않고 침입을 예방하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침입차단 

시스템, 침입예방 시스템, 침입탐지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침입차단 시스템은 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트워크의 출입구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외부의 접근 시도는 차단할 수 있으나, 이
미 인증된 사용자나 이를 가장한 침입에 의한 공격에
는 취약하다. 특히 내부인 혹은 허가된 외부인에 의해 
발생하는 침입은 대처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침입탐
지 시스템은 정보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로부터 보안 

관련 정보들을 수집, 분석하여 침입 또는 오용을 탐지
할 뿐만 아니라 침입에 대한 적절한 기능을 포함하는 
시스템이다[1]. 침입예방 시스템은 Packet header + 
content field 를 검사하여 침입 혹은 유해정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다[2]. 
본 논문에서는 침입탐지 시스템을 위한 침입탐지 

기법으로 기존의 침입탐지 방법과는 다른 n차원 벡터
기법을 이용하여 특정 요소에 대한 침입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IP 헤더와 TCP 헤더에서의 일부 파라미터만
을 벡터 요소로 선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 IDS 의 정의, 기존의 방

법, 관련연구와 침입탐지를 위한 가정 기술하고 3 장
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탐지 방법, 4 장에서는 실
험 및 결과 5장에서는 결론으로 맺을 것이다. 

 
2. 관련연구 및 가정  

일반 IDS 란 Intrusion Detection System 의 약자로 탐지 
대상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감시하여 비인가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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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하여 구별해 낸다. 여기서 
침입이란 자원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훼손하는 
제반행위로써 기밀성은 자원으로의 접근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함을 무결성은 자원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함을 가용성은 합법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언제나 자원의 접근이 
가능함을 나타낸다[3]. 정상적인 트래픽으로부터 이후 
트래픽을 예측하는 방법 Seasonal ARIMA 모형[7], 
웨이블릿 분석을 사용[8], 퍼지-자기회기 모형[9], 
지수평활법[5]이 있다.  트래픽 분석으로  flow 기반의 
인터넷응용 트래픽 특성분석 연구도 있었다. 이는 
flow Grouping mothod를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별로 
분류하고, flow 기반으로 이들 응용 프로그램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6]  
본 논문에서 정상적인 트래픽으로부터 정상적인 트

래픽 데이터를 가공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에서의 
침입을 탐지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 침입탐지를 효과
적으로 하기 위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트래픽의 
양은 시간대 또는 요일과 같은 변수에 민감하기 때문
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벡터의 각 요소의 평균값과 
분산값은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에 가장 적절한 값이
라 가정한다. 트래픽 양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데이터의 이상을 탐지하는 기법으로 시계열 분석이 
있다. 이 분석은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월별요인, 요일
요인, 시간요인을 파악하였다.[4]  또한 침입탐지의 목
적은 지역 네트워크망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지역 
네트워크망으로 들어오는 패킷에 대한 것이다. 침입탐
지 모니터링을 위한 위치는 지역 네워워크 망의 방화
벽을 통과한 패킷에 대한 침입탐지 모니터링을 한다.  
또한 인트라넷의 중요서버를 보호 대상으로 하여 패
킷의 목적지 주소가 중요서버인 것들에 대한 침입탐
지 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침입탐지 모
니터링을 위한 위치를 나타낸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위치 

 
3. 제안하는 침입탐지 기법  

3.1 탐지를 위한 벡터요소 
네트워크 상의 침입을 탐지하기 위한 정보들은 많이 
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IP 패킷에 대한 정보이다. 
이러한 IP 패킷에 대한 정보는 IP 계층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IP 계층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프로토콜의 종류 (UDP|TCP|ICMP), source IP address, 
destination IP address, source port number, destination port 
number, 트래픽양 등이 있다. 또한 시스코의 
Netflow 나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의 MIB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격의 형태는 주로 특정 프로토콜과 포트를 
통하여 이루어 지고 공격이 발생하였을 때, 공격과 
관련된 트래픽 양이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실시간 
침입탐지를 위해 IP layer 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특정 요소들을 벡터 파라미터로 선정하였다. 첫째로 
단위시간 동안의 패킷의 양이다. 공격이 행해질 때 
전체 트래픽이 증가하며, 트래픽의 증가는 네트워크의 
성능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체 패킷량의 
변화는 침입탐지의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로, 
일정시간당 각 프로토콜의 패킷량이다. 많은 공격들이 
특정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예로, Smurf attack 은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Fraggle attack 은 
UD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공격한다. 이외에도 알려진 
많은 공격들 역시 특정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공격한다. 따라서 프로토콜도 침입탐지를 위한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일반적으로 일정시간당 패킷의 수를 
살펴보면 TCP 패킷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UDP, 
ICMP 순서이다. 특히 ICMP 패킷의 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셋째는 일정시간당 포트별 
패킷량이다. 웜의 대부분은 특정 포트를 이용해 
공격을 한다. 예로 Nimda 는 69 번 포트를 CodeRed 는 
80번 포트, SQL Slammer는 1434포트, Witty는 source 
4000 포트, Sasser 은 445, 5554, 9996 을 이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중요한 벡터 성분은 (평균패킷량, 
프로토콜별 평균패킷량, i_포트 평균패킷량,  j 포트 
평균패킷량, …)이다. 또한 추가되는 포트넘버의 수에 
따라서 차수가 늘어난다.  

3.2 필요한 벡터요소 구하기 
■ 요소의 정규화 

아래의 식과 같이 3 가지 요소의 값에 대한 정규화가 
필요하다.  

. 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timeunitofNumber
timeunitPaket

mt ___
)_/(∑=  (1)

timeunitofNumber
timeunitPaketsICMPUDPTCP

mp ___
)_/)||((∑= (2)

timeunitofNumber
timeunitPaketsPorti

m in ___
)_/)_((

)(
∑=  (3)

timeunitofNumber
mX ti

t ___
)( 2

2 ∑ −
=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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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unitofNumber ___  :단위시간당 패킷량 

• timeunitPaket _/  : 단위시간당 총 패킷량 
• timeunitPaketsICMPUDPTCP _/)||(  :단위시간당 각 프
로토콜의 패킷량 

• timeunitPaketsPorti _/)_( : 단위시간당 포트별 패킷량 
• ti mX − : 편차 

2
pσ 값과 2

)(inσ 값은 식 4)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위의 식에서 구한 평균 패킷량과 프로토콜별 평균 
패킷량, 포트별 평균 패킷량은 데이터의 양이 많이 
질수록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정규분포는 표준화에 의해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 인 
표준정규분포로 된다. 이 표준정규분포의 확률을 
이용하여 벡터요소의 값들을 0 에서 1 사이의 값들로 
변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정시간당 패킷의 수를 살펴보면 TCP 

패킷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UDP, ICMP 
이다. 특히 ICMP 패킷의 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참조) 그러므로 UDP, ICMP 패킷은 백터요소를 
(평균패킷량, 프로토콜별 평균패킷량) 인 2 차 벡터를 
생성하고, TCP 를 이용한 공격은 포트번호가 중요한 
특성 파라미터 값이므로 (평균패킷량, 프로토콜별 평
균패킷량, i_포트 평균패킷량,  j 포트 평균패킷량, …)
와 같이 추가되는 포트에 따라 일반적으로 n 차원 벡
터 요소까지 확장 할 수 있다. 

■ 표준화 과정 
아래의 과정에 따라 요소를 표준화 할 수 있다.  

단계 1) 단위시간당 분석하기 위한 요소를 선택 

)N(j),N(i),P,(T,R …=  (5) 

단계 2) 각 요소의 표준화 

t

t
t

mTz
σ
−

=  (6) 

모든 요소에 식 6)을 적용하면 ...))|()|(||( jninptz 의 값을 구

할 수 있다. 벡터의 모든 요소들이 0에서 1사이의 값
으로 표준화된다. 
단계 3) 값들을 확률값으로 변환 

)( ...)|)(|)(||( jninptzZP ≤  (7) 

...),,,( )()( jninpt ppppr =  (8) 

)( ...)|)(|)(||( jninptzZP ≤ 의 값은 그림 2 에서 어두운 부분으

을 나타낸다. 

 
그림 2. 표준정규분포 곡선 

 
3.3 제안하는 벡터를 이용한 침입탐지 기법 

표준화된 벡터 요소들로 벡터를 생성하면 생성된 값
은 벡터 요소들에 의해 n 차원 벡터공간에 표현된다. 
이처럼 벡터공간에 표현된 값들은 각 축에 정사영을 
하면 그 벡터요소의 값만 남고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0 의 값이 된다. 예를 들면, 총 패킷량축에 정사영을 
하면 ...)0,0,0,( tt pr = 가 된다. 
 이처럼 각 요소에 대해 정사영 벡터를 구하고 r 과 
각 축에 대한 정사영 벡터가 이루는 각을 

..)|)(|)(||( jninptθ 라 하면 
 
 
 
 
 

|||| r  와  |||| ...)|)(|)(||( jninptr 의 값은 벡터의 크기 

( ⋅⋅⋅++++= 2
)(

2
)(

22|||| jninpt ppppr ) 

..)|)(|)(||( jninptθ : 벡터와 각축이 이루는 각도. 
 

 
 
 
 

식 9)에 의해 전체 요소에 대한 특정 요소의 변화량
을 관찰할 수 있다. 식 10)은 n 차원의 경우 아래의 
그림 3 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벡터크기의 변환한 값을 
나타낸다. 

 
그림 3. 경고 영역의 2차원 구분 

 
|||| r 와 ..))|()|(||(cos jninptθ 값으로 트랙픽 이상유무를 결정

한다. 이상유무의 경고는 아래와 같이 경고레벨을 결
정한다.  
• Level 1  ( 7.0|||| ≤r ) : 1의 영역을 나타내며 네트워크
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Level 2   ( 7.0|||| >r and, tp  or 5.0≤pp ) : 2의 영역

을 나타내며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영역이다. 
• Level 3 ( 7.0|||| >r , 8.0cos6.0 ..)|)(|)(||( ≤≤ jninptθ ) : 3의 영

역을 나타내며 총 패킷량과 특정프로토콜 패킷량이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증가로 판단하나, 트래
픽양이 많아졌으므로 트래픽 조절이 필요하다. 
• Level 4 ( 7.0|||| >r and tp and pp  >0.5 and 

6.0cos ..)|)(|)(||( <jninptθ  or 8.0cos ..)|)(|)(||( >jninptθ ) : 비정상적

||||
||||cos ...)|)(|)(||(

..)|)(|)(||( r
r jninpt

jninpt =θ  (9)

n
pppp

r jninpt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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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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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트래픽 증가로 총패킷양보다 특정패킷량의 증가가 
두드러짐으로 공격으로 간주하고 최고의 경고를 한다. 
4. 예제 시나리오와 분석 

4.1.  2-차원 패킷분석 
 
UDP 패킷의 비정상적 증가를 가정한다. 
 

 
그림. 4 정상적인 벡터  그림. 5. UDP를 이용한 공격 

 
위의 그림 4 에서 )812.0,764.0(=p , )812.0,0(=pp , 

115.1|||| ≈p , 684.0≈PCOSθ 이다. 7.0|||| >p 이므로 패킷
의 양이 증가하였으나, 8.06.0 ≤≤ PCOSθ 이므로 전체 패
킷량의 증가에 따라 UDP 패킷량도 증가하였으므로 
정상적인 패킷의 증가량으로 간주고 Level 3의 경고를 
한다.  
그림 5 의 경우는 UD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공격할 
때의 벡터이다. )923.0,632.0(=q , )923.0,0(=Pq , 

118.1|||| ≈q , 826.0≈PCOSθ . 7.0|||| >q 로 패킷량의 증가
를 알수 있고, 8.0>PCOSθ 로 우리는 비정상적 패킷의 
증가하였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UDP 패
킷량의 증가로 파악하고 Level 4의 경고를 한다.  

4.2.  3-차원 패킷분석 
 
80포트 패킷의 비정상적 증가를 가정한다. 
 

 
그림. 6. 3차원 정상벡터       그림.7. 80 port 공격 

그림 6 에서, )943.0,893.0,867.0(=p , )943.0,0,0()80( =np , 

275.1||'|| ≈p , 740.0)80( ≈nCOSθ 이다. 7.0||'|| >p 에 의해 

패킷량이 증가함을 파악할 수 있고, 8.06.0 )80( ≤≤ nCOSθ

에 의해 정상적인 패킷의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패킷의 증가로 간주하고 Level 3 의 
경고를 한다.  

그림 7 에서 )943.0,675.0,620.0(=q , )943.0,0,0()80( =nq , 

153.1||'|| ≈q , 817.0)80( ≈nCOSθ 이다. 7.0||'|| >q 에 의해 트래

픽의 증가를 확인하고, Level 4의 경고를 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n 차원 벡터 기법은 전체 
트래픽양의 변화와 특정 프로토콜의 패킷량의 변화 
또 특정 포트번호의 패킷량의 변화를 벡터 요소로 
침입을 탐지하였다. 이 방법의 이점은 연관성있는 
요소들을 벡터요소에 포함함으로써 그 요소들에 관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각 요소들의 축에  정사형을 
함으로 각 요소에 대한 이상유무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n 차원 벡터기법은 

트래픽의 양을 요소로 하는 침입탐지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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