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IBC)
Vol. 20, No. 3, pp.1-7, Jun. 30, 2020. pISSN 2289-0238, eISSN 2289-0246

- 1 -

https://doi.org/10.7236/JIIBC.2020.20.3.1

JIIBC 2020-3-1

네트워크 침입탐지를 위한 세션관리 기반의 LSTM 모델

LSTM Model based on Session Management 
for Network Intrusion Detection

이민욱*

Min-Wook Lee*

요  약  증가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머신러닝을 적용한 자동화된 침입탐지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순환형 학습모델을 적용한 침입탐지기술이 높은 탐지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순환형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통신이 중첩된 환경일수록 연관된 통신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탐지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세션관리모듈을 설계하여 LSTM(Long Short-Term Memory) 순환
형 모델에 적용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CSE-CIC-IDS 2018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으며, 정상통신비율을 증가시켜 악성통
신의 연관성을 낮추었다. 실험결과 통신연관성을 파악하기 힘든 환경에서도 제안하는 모델은 높은 탐지성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With the increase in cyber attacks, automated IDS using machine learning is being studied.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the IDS using the recursive learning model shows high detection 
performance. However, the simple application of the recursive model may be difficult to reflect the 
associated session characteristics, as the overlapping session environment may degrade the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designed the session management module and applied it to LSTM (Long Short-Term
Memory) recursive model. For the experiment, the CSE-CIC-IDS 2018 dataset is used and increased the
normal session ratio to reduce the association of mal-sess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odel
is able to maintain high detection performance even in the environment where session relevance is 
difficult to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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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양한 서비스들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됨에 따라 
네트워크 사이버 위협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안
전문 업체 Mcafee의 2019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

면 RDP Brute force, Web Attack, SMB, Webshell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사이버공격이 
계속하여 급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1]

이 같은 네트워크 공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동적
인 탐지 기술에서 자동적인 탐지 기술 연구로 발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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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존 수동적인 탐지기술 연구로 전통적인 IPS, 방
화벽부터 통합로그분석을 위한 SIEM(Secrity Information 
Event Management) 기술이 있다.[2] 하지만 이 같은 방
식은 패턴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술자의 전문성뿐만 아니
라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네트워크 사
이버 공격과 변화하는 대응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 반
면 머신러닝 모델은 데이터만 정제하면 어떤 분야들 적
용이 가능하기에 네트워크 공격 탐지뿐만 아니라, 악성코
드 탐지나 데이터유출과 같은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3][4]

머신러닝을 이용한 연구는 전통적인 모델인 kNN, Naive 
Bayesian, Random Forest부터 RNN(Recurrent Neural 
Network)과 LSTM(Logn Short-Term Memory) 등 최
신 순환형 학습모델이 적용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다.[5][6][7][8]9] 특히 순환형 모델은 네트워크 침입탐지에 있
어서 높은 정확도와 탐지율을 보여주어, 통신의 시간 특
성이 침입탐지 성능을 높이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보수집, 침투, 권한 획득 등 시간 순
에 따른 네트워크 사이버 공격의 특징을 순환형 학습모
델에 반영하였을 때, 더 높은 탐지 정확도를 얻을 수 있
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 네트워크 침입탐지 기술에 
적용한 순환형 모델은 통신의 시간적인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순환형 학습모델이 적용된 침입탐지기술은 통
신세션을 단순히 시간 순으로 학습하고 있다. 이 같은 방
식에 따라 통신세션을 학습할 경우, 서로 관련 없는 세션
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학습될 수 있고, 반대로 
관련 있는 세션의 연관관계가 약하게 학습될 수 있다. 결
과적으로 이 같은 현상은 통신이 더욱 많이 중첩된 환경
에서 탐지율의 저하 또는 오탐률의 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관성 있는 세션을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관성 있는 세션이란 특정 공
격자가 발생시킨 일련의 세션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LSTM 모델에 세션관리모듈을 적용한 
SM-LSTM(Session Management based LSTM) 모델
을 설계하였다. 세션관리모듈은 동일한 사용자가 발생시
킨 일련의 세션을 구분하여 저장하고 출력 시켜 LSTM 
모델에 학습시킨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은 네트워크 
침입탐지 기술에 머신러닝을 적용한 연구사례를 소개하
며, 3장에서는 SM-LSTM 모델을 제안한다. 4장은 제안
한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 및 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Ⅱ. 관련연구

네트워크 침입탐지에서 머신러닝모델 연구는 적용하
고자 하는 통신계층에 따라 구분된다. 네트워크 통신 계
층에 따라 활용 가능한 Feature의 범위가 다르므로 어떤 
네트워크 계층에서 학습시킬 것인가는 네트워크 침입탐
지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네트워크 침입탐지에서 머
신러닝에 활용되는 Feature는 Packet 수준의 네트워크
계층과 Session 수준의 전송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Packet 계층의 연구는 Chan, P. K., et al.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IP, Port, Flag, data size, window size 등 
Packet 수준의 Header 정보를 Feature로 활용하여 침
입탐지모델을 설계하였다.[10] 또한, Perdisci, R., et al.
과 Liu, H., et al., Wang, K.,et al. 는 Packet Header
보다 실질적인 데이터(Payload)에 초점을 맞추어 
Payload의 Feature 활용 가능성을 증명하였다.[11][12][13]

Session 계층에서 머신러닝연구는 Zhang, C, et al.
과 Chadza, T., et al.에 의해 수행되었었으며, Packet 
계층 Feature에 세션시간, 송수신 바이트, 패킷의 송수
신 간격 등 Session에서 관측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머신
러닝 학습에 활용하였다.[14][15] 또한, Yu, Y., et al. 는 
Session 계층에서 발생하는 큰 사이즈의 Payload를 부
분적으로 학습 시켜 악성통신을 탐지할 수 있음을 증명
하였다.[16]

특히 Yin C., et al.은 침입탐지기술에 RNN 모델을 
적용하여 시계열 학습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8] 
Kim, J., et al.은 RNN의 장기간 통신에 대한 학습 영향
력 약화(Vanishing Proble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STM을 적용하여 98.88% 탐지율과 96.93% 정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다.[9]

침입탐지에 대한 머신러닝 적용은 Packet 계층에서 
Session 계층으로 확대되었으며, 비순환형 학습모델보다 
순환형 학습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더욱 효과적인 침입탐
지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존 순환형 학습
모델은 통신의 시간특성을 반영하였으나, 각 통신의 주체
에 대해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것은 정상통신
이 중첩된 환경에서 서로 다른 통신이 연관된 것으로 오
학습 시킬 수 있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악성통신 간에 
연관성을 잃어 탐지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수많은 통신세션이 공존하는 환경에서도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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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M-LSTM 탐지 흐름도
Fig. 1. SM-LSTM Detection Flow

그림 2. 세션관리모듈
Fig. 2. Session Management

세션을 구분하여 성능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SM-LSTM
을 제안한다.

Ⅲ. 네트워크 침입탐지를 위한 세션관리 
LSTM 모델

1. SM-LSTM(Session Management based LSTM)
SM-LSTM은 기존 LSTM 모델에 세션관리모듈을 추

가한 모델이다. 새로운 세션이 입력되었을 때, 입력된 세
션은 세션관리모듈에 저장된 뒤 LSTM 학습을 위해 출력
된다. 그림 1은 SM-LSTM의 전체적인 동작과정을 도식
화한 그림이다. 세션관리모듈은 새로운 세션을 입력받고, 
서로 연관된 세션끼리 구분되어 저장된다. 저장이 완료되
면 연관된 세션을 함께 출력하여 LSTM 모델에 입력(학
습)시키고, 악성여부를 출력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서로 
관련 있는 일련의 세션을 차례대로 학습시킴으로써 관련 
없는 세션이 서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관
세션의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세션관리모듈과 LSTM의 
구체적인 구조와 동작 방식은 3.2절과 3.3절에서 설명한다.

2. 세션관리모듈
세션관리모듈은 특정 IP에서 발생한 일련의 세션을 

관리하여 서로 관계있는 세션만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세션관리모듈은 세션을 저장하는 Session Storage가 존
재하며, Storage 내부는 Session Array로 구성된다. 
Array는 서로 연관된 세션의 Feature를 저장한다. 또한 

관리하는 세션을 구분하기 위하여 Array는 각각 Header를 
보유하고 있다. Header에는 출발지 IP, 목적지 IP, 목적
지 Port가 기록되어있어, 새로운 세션이 유입되었을 때 
Header 정보로 연관 Array를 찾아 유입된 세션을 저장
할 수 있다.

그림 2는 세션관리모듈의 동작과정과 Session Storage
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새로운 세션이 입력되면, Session 
Storage에서 Session Array를 검색한다. 입력된 세션의 
출발지 IP, 도착지 IP, 도착지 Port와 동일한 Array가 존
재할 경우, 해당 Array에 유입된 세션의 Feature를 추가
한다. 만약, Session Array가 가득 찰 경우 Array에 저
장된 Feature를 삭제하고 신규 세션의 Feature를 저장
한다. 삭제할 Feature는 현재 유입된 Feature와 시간적
인 연관성이 가장 떨어지는 오래된 Feature이다. 저장이 
완료된 후 Array에 저장된 Feature는 학습을 위하여 순
차적으로 출력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세션관리모듈은 
서로 다른 통신세션이 섞인 환경에서도 연관된 세션을 
하나로 묶어 학습을 강화할 수 있다.

3. LSTM(Long Short-Term Memory) 학습모델
LSTM은 Hochreiter와 Schmidhuber에 의해 제안

된 학습모델이다.[17] LSTM은 기존 RNN의 긴 의존 기간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LSTM은 각각
의 학습 단계를 의미하는 Cell이 있으며, Cell 내부에는 
입력, 삭제, 출력 함수가 존재하여 학습된 데이터가 언제 
삭제될 것인지 모델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LSTM 모델을 차용하였으며, 네



LSTM Model based on Session Management for Network Intrusion Detection

- 4 -

그림 3. LSTM 모델 구조
Fig. 3. LSTM Model Architecture 

Category Original Dataset
(Train / Test)

Noise Dataset
(Train / Test) Description

Normal 3786027 / 420670 37860273 / 4206697 Normal Dataset Count

Mal

Web Attack 342854 / 38095 Web Attack Dataset Count
(SQL Injection, XSS, Web Based Brute Force etc.)

Brute Force 588870 / 65430 Brute Force Dataset Count
(SSH, FTP Brute Force)

DoS 835 / 93 DoS Attack Dataset Count
(Hulk, Slowloris etc.)

Mal Data Ratio 20% 2% Malicious Data(Web Attack, Brute Force, DoS) 
Ratio compared with Normal Data

표 1. 실험 & 테스트 데이터 셋
Table 1. Train & Test Dataset 

트워크 Feature를 학습할 수 있게 학습 데이터 입력 값
을 변경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3은 LSTM의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Cell의 입력 값으로 <이전 상태 값(  )>, 

<이전 결과 값(   )>, <현재 학습 데이터( )>를 입력
받는다. 현재 학습 데이터는 단일 세션의 Feature값을 
의미한다. 세션관리모듈에서 출력된 세션들의 Feature
가 시간 순으로 각 Cell의 학습데이터로 입력된다. 탐지
결과 값은 마지막 Cell에서 출력된 값을 사용한다.

Cell은 <결과 값( )>과 <현재 상태 값( )>을 출력

한다. 각각의 값은 Input Gate( )와 Forget Gate( ), 

Output Gate( ) 함수에 의해 생성되며, 각 Gate는 

bias(), Weight( )로 구성된 Sigmoid( ) 함수이다.
   ∙               (1)

  ∙             (2)

   ∙                   (3)

<현재 상태 값( )>과 <출력 값( )>은 (4)~(6) 수식

에 의해 계산된다. <현재 상태 값( )>은 Forget Gate

와 Input Gate 비율에 따른 <중간 상태 값( )>과 <과

거 상태 값(  )>의 합으로 결정되며, <출력 값( )>

는 tanh   와 Output Gate( ) 값의 곱으로 결정
된다.
 tanh ∙              (4)

      
                   (5)

  tanh                   (6)

Ⅳ. 실험 및 결과

4장에서는 세션관리를 통해 순환형 학습모델의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였다. 이를 위해 정상 통신 비율을 서로 다르게 구성한 
데이터 셋을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기존 학습모델과 제안하는 SM-LSTM 모델의 성능을 비
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1. 실험 데이터 셋 및 Feature 소개
SM-LSTM 모델의 테스트를 위하여 케나다 사이버보

안연구소에서 제공하는 CSE-CIC-IDS 2018의 데이터 
셋을 활용하였다.[18] 전체 데이터 셋에서 세션 기반의 침
입탐지 모델에 적합한 네트워크 공격 데이터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네트워크 데이터에 정상 통신 비율을 조정하여 
Original 데이터 셋과 Noise 데이터 셋을 생성하였다.

IDS 2018 데이터 셋의 원본 데이터는 DoS, Brute 
Force, Web attack , Infiltration attack, DDoS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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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Original Dataset Noise Dataset

DR(%) FAR(%) Accuracy(%) DR(%)
(Diff)

FAR(%)
(Diff)

Accuracy(%)
(Diff)

kNN 71.37 37.15 69.69 72.04
(0.68)

39.31
(2.15)

71.77
(2.09)

NB 76.50 56.15 70.05 75.87
(-0.63)

57.32
(1.17)

75.08
(5.03)

RF 82.59 24.04 81.28 80.73
(-1.86)

23.66
(-0.38)

80.62
(-0.66)

RNN 85.15 15.45 85.03 86.70
(1.55)

28.37
(12.93)

86.34
(1.31)

LSTM 90.52 16.24 89.18 87.98
(-2.54)

31.88
(15.64)

87.50
(-1.68)

SM-LSTM 89.66 15.25 88.69 89.69
(0.02)

16.12
(0.87)

89.55
(0.86)

표 2. 실험결과
Table 2. Experiment Result

격 카테고리가 구성되어있다. 이 중 세션 기반의 공격 방
식인 Web Attack, Bruete Force, DoS 데이터를 선정
하였다.

다음 선정한 데이터에 정상 통신세션을 추가하였다.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통신세션을 추가할 경우 잘못
된 학습과 탐지결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정상 값의 범위를 측정한 뒤, 해당 범위 
내에서 정상 값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값을 생성하였다. 
Feature의 속성에 따라 Port, Protocol 등 원본 데이터
와 동일해야하는 Feature값은 유지하였고, 전송바이트, 
초당 전송 패킷 등 변경 가능한 Feature 값에 대해서만 
정상범위 내로 변경하여 생성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원본 
데이터와의 유사성을 높였다. 생성한 데이터를 원본 데이
터 셋에 추가하였으며, 공격세션이 전체 데이터 셋에서 
균일하게 분포하되, 순서는 동일하도록 데이터 셋을 구성
하였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데이터 셋을 학습용과 테스트
용 데이터 셋으로 분리하였다. 이 같은 과정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 셋은 표 1과 같다. 최종적으로 Original Dataset
에는 20%의 높은 빈도로 공격 데이터가 포함되어있으며, 
Noise Dataset에는 2%로 낮은 빈도로 공격 데이터가 
포함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셋에서 학습에 사용될 Feature와 
세션관리를 위한 Feature를 선정하였다. 출발지 IP, 목
적지 IP와 목적지 Port는 세션관리를 위한 Feature로 
선정하였으며, 학습을 위한 Feature는 Sung, A. H., et 
al. 이 제안하는 Feature[19] 중 5개를 선정하였다. 선정
된 Feature는 source bytes(출발지에서 보낸 데이터 크
기, flag(연결 에러 등의 상태 값), rerror_rate(서버 거부 

에러), service(ftp, http 등), dst_host_diff_srv_rate
(다른 서비스에 접근한 비율)이다.

2. 실험 및 결과
구성된 Original 및 Noise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SM-LSTM을 포함한 총 6개의 모델을 실험하였다. 비교
군 학습모델은 비순환형 학습모델 kNN, NB(Naive 
Bayesian), RF(Random Forest)과  순환형 학습모델 
RNN, LSTM을  선정하였다. 모델의 성능변화를 관측하
기 위하여 (7)~(8) 수식에 따라 모델의 정탐률(DR), 오탐
률(FAR), 정확도(Accuracy)를 측정하였다.


                 (7)

 
                        (8)

 
       (9)

     
     

표 2는 전체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교를 위하
여 Noise Dataset 실험결과 하단에 Diff를 추가하였다. 
Diff 값은 Original 데이터 셋 실험결과 값과 비교하여 
Noise 데이터 셋 실험결과 값이 증가되었거나 감소된 수
치를 의미한다.

Original 및 Noise 데이터 셋의 통신 특징에 따라 비



LSTM Model based on Session Management for Network Intrusion Detection

- 6 -

순환형 학습모델과 순환형 학습모델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비순환형 학습 모델(kNN, NB, RF)에서는 
데이터 셋 특징에 따라 성능에 변화가 없었으나, 순환형 
학습모델(RNN, LSTM)에서는 오탐률 증가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M-LSTM 모델은 순환형 학습모델을 이용함
에도 연관된 세션을 구분하여 학습시킴으로써 높은 탐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연관된 세션을 고려하지 않은 학습모델
에서 발생하는 침입탐지 성능저하를 실험하였고, 이를 방
지하기 위한 SM-LSTM 모델을 제안하여 성능을 검증하
였다. 실험을 위하여 데이터 셋에 정상세션 비율을 높이
고, 정상세션들 간에 공격세션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구
성하였다. 이같이 통신 중첩이 증가된 환경에서 일반적인 
순환형 학습모델은 연관된 세션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
고, 오탐률 증가로 인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였다. 반면, 
SM-LSTM은 세션관리를 통해 공격세션에 서로 다른 세
션이 섞이더라도 높은 탐지성능을 유지하는 것에 성공하
였다.

향후 연구로는 세션관리와 학습 Feature에 관한 최적
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상통신이 많은 일반적인 네
트워크 서비스 환경에서 SM-LSTM모델을 실험하여 실
제 서비스 환경이 탐지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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