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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usion detection technology is highlighted in order 

to establish a safe information-oriented environment. 

Intrusion detection system can be categorized into 

anomaly detection and misuse detection according to 

intrusion detection pattern.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rchitecture to make up 

for the defect of conventional anomaly intrusion 

detection. This architecture reduces additional resource 

consumption and cost by placing the agent in the 

strategic location in Internet. 

I. 서론 

  인들의 생활환경에서 인터넷은 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수도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호스트로부터 달되는 개인 라이

버시 정보는 네트워크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험이 

매우 높으며, 이에 한 응책이 실하게 요구 되고 

있다.

  재 네트워크상의 여러 가지 들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한 보안 제품들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

지시스템, 바이러스 툴,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

이 있으며, 특히 침입탐지 기술은 안 한 정보화 환경을 구

축하는데 주목받는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상 침입 탐지의 단 인 False 

Positive 오  문제와 오용 침입탐지의 단 인 False 

Negative 오  문제를 보완하고 에이 트를 인터넷상에

서 략 인 치에 배치하여 추가 인 리소스와 비용

을 일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다.

II. 본론

  기존의 침입탐지시스템은 앙 시스템 자체가 침입

의 상이 될 수 있고, 감사 상이 제한 일 수밖에 

없다. 한 수행 인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정내용을 변

경하거나 기능을 추가/변경하기 해서는 시스템 체

를 재시작 해야 하며 침입자가 침입탐지시스템을 공격

할 경우, 침입탐지시스템의 서비스가 단되거나 오류

가 일어나는 등의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2]

  한 기존 침입탐지시스템의 단 을 보완한 분산 침

입탐지시스템의 경우에는 다수의 침입탐지시스템을 설

치, 운 해야하므로 배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네트워

크 자원 부하를 증가시키는 단 을 갖는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 인 침입탐지시스템을 구

축하기 하여 분산된 에이 트 구조를 통해 탐지 효율

을 높이고 각 에이 트들은 수집한 정보를 간단하게 정

리하여 매니 로 달함으로써 침입탐지시스템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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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공격받는 경우라도 다른 에이 트의 감사 데

이터들과의 통계를 통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다.

그림 1 EIDS 구조
  

  에이 트(Agent)는 특정 호스트에서 동작하는 침입탐

지 시스템으로, 랫폼에 독립 이므로 이 기종 간에 에

이 트 구성이 가능하고, 주어진 에이 트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클래스만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에이 트는 노드

들의 자원과 비용을 이기 해 클러스터링을 하여 최

화된 배치를 한다. 매니 (Manager)는 에이 트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에이 트에서 탐지하지 못한 

침입을 탐지할 수 있다. 에이 트에서는 이상침입탐지를 

수행하고, 매니 에서는 오용침입탐지를 수행한다. 

특정노드에 에이 트를 구 하는 것은 추가 인 리소

스와 비용이 요구되므로 략 인 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반면에 그 수는 충분해야 하고, 노드들 사이에 

히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해 EIDS 최  배치 

Algorithm을 제안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Ⅲ. 실험평가

  EIDS의 성능 분석을 하여 다양한 공격 유형을 용

시킴으로써 각각의 탐지율, False Positive 오 율, False 

Negative 오 율을 측정하 다.

그림 2 공격 유형에 따른 탐지율

그림 3 공격 유형에 따른 False Positive 오 율

그림 4 공격 유형에 따른 False Negative 오 율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는 기존의 이상침입탐지의 

단 인 False Positive 문제와 오용침입탐지의 단 인 

False Negative 문제를 보완하고 에이 트는 인터넷 

상에서 략 인 치에 배치하여 추가 인 리소스와 

비용을 일 수 있다.

  향후 에지 라우터에 에이 트를 설치하여 실제 망 환

경에서의 용이 요구되며, 에이 트와 매니 의 구조

를 이용한 최 배치 알고리즘의 최 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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