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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스템 호출 순서에 한 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정상 인 시스템 호출 순서를 일정한 크기로 시스템 호출 순

서를 분할하여 진을 생성하여 탐지자로 사용한다. 시스템 호출의 매개변수를 고려하는 방법은 매개변수의 길이에 

한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탐지자로 사용한다. 시스템 호출 순서만을 고려한 모델은 시스템 호출 순서는 정

상이지만 포맷 스트링 공격과 같이 매개변수의 값만 변하는 공격을 탐지할 수 없으며,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만을 

고려한 모델은 매개변수 각각을 고려하므로 공격이 시작되지 않은 구간에서 획득한 정보에 의해 정  결함률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공격과 련된 시스템 호출의 여러 속성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근 방법으로서 연속 인 시스템 호출 순서  매개변수를 그룹(Group)화하여 보다 효율 으로 학습  

탐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비정상 인 행 를 정상 인 행 로 단하는 정  결함률을 개선하

기 하여 시스템 호출 순서  매개변수에 시간 개념을 용하여 시스템 호출 순서  매개변수의 비정상행 를 

탐지한다. 실험 결과 제안 기법은 DARPA 데이터 셋을 사용한 실험에서 시스템 호출의 정  결함률은 시간을 고

려하지 않은 시스템 호출 순서 모델보다 시간을 고려한 시스템 호출 순서 모델의 정  결함률이 13% 향상되었다.

ABSTRACT

In the metho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in the system call orders, the normal system call orders are divided into a certain size of system call 

orders to generates gene and use them as the detectors.  In the method to consider the system call parameter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parameter lengths are used as the detectors. The attack of which system call order is normal but the parameter values are changed, such as the 

format string attack, cannot be detected by the method that considers only the system call orders, whereas the model that considers only the system 

call parameters has the drawback of high positive defect rate because of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interval where the attack has not been 

initiated, since the parameters are considered individually.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re efficient learning and 

detecting method that groups the continuous system call orders and parameters as the approach that considers various characteristics of system call 

related to attacking simultaneously. In this article, we detected the anomaly of the system call orders and parameters by applying the temporal 

concept to the system call orders and parameters in order to improve the rate of positive defect, that is, the misjudgment of anomaly as normality.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where the DARPA data set was employed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improved the positive defect rate by 13% 

in the system call order model where time was considered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e model where time was not considered.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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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시스템 호출을 기반으로 하는 침입 탐지 방법은 시스

템 호출 순서에 한 상 계를 분석하는 방법[1, 2, 3, 

4, 5]과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를 고려하는 방법[6, 7, 8]이 

있다. 시스템 호출 순서에 한 상 계를 분석하는 방

법은 정상 인 시스템 호출 순서를 일정한 크기의 시스

템 호출 순서로 진을 생성하여 탐지자로 사용하고, 시스

템 호출 매개변수를 고려하는 방법은 매개변수의 길이

에 한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탐지자로 사용한

다. 시스템 호출 순서만을 고려한 모델은 정상이지만 포

맷 스트링 공격[9]과 같이 매개변수의 값만 변하는 공격

을 탐지할 수 없으며,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만을 고려한 

모델은 매개변수 각각을 고려하므로 공격이 시작되지 

않은 구간에서 획득한 정보에 의해 정  결함률이 높

게 나타나는 문제 이 있다. 특히, 침입탐지 시스템 에

서 시스템 호출 순서와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를 이용한 

모델은 정  결함률이 높으며 비정상 인 시스템 호

출을 정상 인 시스템 호출로 단하여 경보(alarm)를 

발생시키지 않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공격과 련된 시스

템 호출의 여러 속성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근 방법으

로서 연속 인 시스템 호출 순서  매개변수에 단  시

간 개념을 용하여 그룹(Group)화 함으로서 비정상

인 행 를 정상 인 행 로 단하는 정  결함률을 

개선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스템 호출 

순서를 고려한 탐지 방법과 시스템 호출 번호 매개변수를 

이용한 탐지 방법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단  시간을 

심으로 시스템 호출 순서와 매개변수 길이에 하여 통계

 특성을 고려한 비정상행  침입탐지 모델을 제안한

다. 4장에서는 제안 모델을 단  시간을 고려한 정  결

함률과 부정  결함률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

에서는 결론  향후과제에 한 방향을 제시한다.

Ⅱ. 련연구

비정상 침입 탐지를 해 시스템 호출의 특이성을 찾

아내어 비정상 유무를 단하는 시스템 호출 련 정보

를 이용한 모델에 하여 기술한다.

2.1. 네거티  선택(negative selection)을 이용한 모델

1994년 멕시코 학의 S. Forrest 교수는 흉선에서 항

체 T-cell이 생성될 때 몸 안에 있는 항체와 같은 T-cell은 

선택하지 않는 네거티  선택을 용하여 컴퓨터에서 

비정상 으로 실행되는 것을 탐지하기 한 항체 생성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 알고리즘은 change detection 

알고리즘으로 정상 인 이진수 집합 x와 임의로 생성된 

이진수 집합 y사이의 match(x,y)는 어도 r개의 이진수

가 연속해서 일치되는지를 단한다. 면역 시스템을 이

용하는 방법은 시스템 호출 순서의 길이가 짧을 때 합

한 방법이며, 인간의 신체에서 흉선으로부터 항체 T-cell

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용한 것이 특징 이다[10, 

11, 12].

2.2. 시스템 호출 순서를 이용한 모델

시스템 호출 순서는 모든 정상 인 행 의 시스템 호

출에 하여 고정된 도우 크기에 맞추어 시스템 호출 

순서를 분할하여 탐지자로 사용한다. 시스템에서 처리

되는 시스템 호출 순서와 탐지자간 불일치 정도로 공격 

여부를 단한다[13, 14, 15, 16].

2.3.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를 이용한 모델

format string 공격, security critical data공격, race 

condition 공격 같은 침입은 비정상 인 행 에서 시스

템 호출 순서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시스템 호출 순서로 

비정상 유․무를 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의 분포  순서 등을 이용하여 침입을 탐지하

는 방법이 제안되었다[9,17].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로세스

가 실행되면 생성되는 시스템 호출이 실패할 경우 실패

한 정보가 장되어 있는 로그 일을 이용하여 침입하

는 것으로서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에 한 평균 와 

표 편차 을 갖는 문자열 길이 분포가 측되어질 

때,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 모두에 하여 길이 을 갖는 

매개변수 문자열의 평가는 (식 1)과 같이 변수 와 평

균과의 차이가 임계값 보다 클 가능성은 분산보다 작

고 문자열 길이 이 평균 보다 클 가능성 에 의해 

단된다.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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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간 기반의 비정상 행  침입 

탐지 모델 

단  시간을 이용하여 시스템 호출 순서(System Call 

Sequence, SCS)의 유사성과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

(System Call Parameter, SCP)의 통계  분포를 고려한 시

간 기반의 비정상 행  침입 탐지 모델을 기술한다.

3.1. 개요

제안 모델은 시스템 호출 순서의 연 성 분석과 매

개변수의 길이에 하여 단  시간 개념을 용한 침

입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시스템 호출 감

사 자료에서 로세스 ID, 시스템 호출 번호, 시간, 매

개변수를 추출하여 비정상 인 시스템 호출 유․무를 

단한다. 제안 모델에서 단 시간이라 함은 정상

인 시스템 호출 감사 자료에서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시스템 호출 순서  매개변수를 단  시간으로 분할

하는 기 을 의미한다. 이 때 시간의 단 는 ms를 사용

한다. [그림 1]은 제안 모델의 구성요소이다. 구성요소

는 크게 정상 인 시스템 호출 데이터 셋으로부터 침

입탐지에 필요한 필드들을 추출하는 원시 데이터 수

집  이벤트 생성 단계와 이 이벤트에 시간 개념을 

용하여 탐지자를 생성하는 학습단계, 새로운 로세

스가 실행되면 생성되는 시스템 호출 순서  매개변

수에 시간 개념을 용하여 학습단계에서 생성된 탐

지자와 비교하여 시스템 호출 순서  매개변수의 길

이에 하여 비정상 유․무를 단하는 침입탐지 단

계로 이루어져 있다.

원시 데이터 수집  이벤트 생성 단계에서는 정상

인 데이터 셋과 공격이 이루어진 비정상 인 데이

터 셋으로부터 시스템 호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이다.

시간 기반 모델은 시스템 호출 순서의 비정상 유․

무를 단하기 한 모델,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 길이

에 하여 비정상 유․무를 탐지하기 한 모델, 시스

템 호출 순서만으로 탐지가 불가능하거나 시스템 호

출 매개변수만으로 침입탐지가 불가능한 침입을 탐지

하기 해 시스템 호출 순서와 매개변수를 통합한 모

델이다.

호출순서와 매개변수를 

통합한 침입탐지

정상적인 

시스템 호출

원시 데이터 

수집

이벤트

생성

새로운 프로세스 실행

이벤트 학습

침입여부

판단

Time 기반 

Model

보고 및 조치
학습단계

탐지단계

매개변수를 이용한 

침입탐지

호출 순서를 이용한 

침입탐지

정상적인 

시스템 호출

그림 1. 시간 기반의 침입탐지 시스템 개념도
Fig.1 Time based IDS

3.2. 시간 기반의 SCS의 비정상 행  침입탐지 동작 

과정

시간 기반의 시스템 호출 순서를 이용한 침입탐지 시

스템의 처리과정은 [그림 2]와 같이 학습단계와 탐지단

계로 구성한다. 

시스템 호출

순서 추출

정상적인 시스템 

호출 감사자료 단위 시간당 

시스템 호출 

순서 분할(진)

시스템 호출 순서

단
위
시
간

탐지자 DB

진
새
로
운

 

프
로
세
스

 

생
성

테스트 DB

시스템 호출 순서

진

학습단계

탐지단계

그림 2. 시간 기반의 SCS를 이용한 침입탐지 동작과정
Fig 2. Time based IDS using SCS

학습단계는 정상 인 시스템 호출 순서로 이루어진 

데이터 셋을 시간 기반의 시스템 호출 순서를 이용한 침

입탐지 시스템에서 필요한 필드들을 추출하는 시스템 

호출 순서 추출 단계와 단  시간을 용하여 시스템 호

출 순서를 분할하는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시스템 호출 

순서 추출 단계는 시스템 호출 데이터에서 로세스 

ID, 시스템 호출 번호, 시간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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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정보들은 단 시간 개념을 용하여 시스템 호

출 번호들을 단  시간 간격으로 분할하고 이와 같이 분

할된 시스템 호출 번호들을 진이라고 한다. 단  시간

을 용하여 분할된 복되지 않는 진들은 탐지자 데이

터베이스에 장되어 침입탐지자로 사용한다. 탐지 단

계는 새로운 로세스에 의해 생성되는 시스템 호출을 

수집하여 비정상 유․무를 정하는 단계로 시스템 호

출 순서를 추출하는 단계, 단  시간을 용하여 시스

템 호출 순서를 분할하여 진을 생성하는 단계, 학습단

계에서 생성된 탐지자와 진을 비교하여 비정상 유․무

를 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시스템 호출 순서

를 추출하는 단계는 새로운 시스템 호출을 수집하여 

로세스 ID, 시스템 호출 번호, 시간정보를 추출한다. 추

출된 정보 시스템 호출 순서는 학습단계에서 용한 단

 시간을 이용하여 진을 생성한다. 이와 같이 생성된 

진은 학습단계에서 생성된 탐지자와 비교하여 비정상 

유․무를 정받는다.

3.3. 시간 기반의 SCP의 비정상 행  침입탐지 동작 

과정

시간 기반의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를 이용한 침입탐

지 시스템의 처리과정은 [그림 3]과 같이 학습단계와 탐

지단계로 구성한다. 학습단계는 정상 인 시스템 호출 

순서로 이루어진 데이터 셋을 시간 기반의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를 이용한 침입탐지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해 필요한 필드들을 추출하는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 추

출 단계와 단  시간을 이용하여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

를 분할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시스템 호출 매개변

수 추출 단계는 정상 인 시스템 호출 순서로 이루어진 

데이터 셋에서 로세스 ID, 시스템 호출 번호, 시간 정

보, 매개변수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이 추출된 정

보들은 시간 정보에 단 시간 개념을 용하여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들을 단  시간 간격으로 분할하고 분할

된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들의 평균과 표 편차는 탐지

자로 사용한다.

탐지 단계는 새로운 로세스에 의해 생성되는 시스

템 호출을 수집하여 비정상 유․무를 정하는 단계로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를 추출하는 단계, 단  시간을 이

용하여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를 분할하여 매개변수 길

이에 한 평균을 획득하는 단계, 학습단계에서 생성된 

탐지자와  단계에서 생성된 평균을 비교하여 비정상 

유․무를 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를 추출하는 단계는 새로운 시스템 호출을 수

집하여 로세스 ID, 시스템 호출 번호, 시간정보, 매개

변수를 추출한다. 추출된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는 학습

단계에서 용한 단  시간을 용하여 분할 된 후 매개

변수 길이에 한 평균을 구한다. 이와 같이 생성된 평균

은 학습단계에서 생성된 평균과 표 편차에 의해 비정

상 유․무를 정 받는다.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 추출

정상적인 

시스템 호출 

감사자료
단위 시간당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분할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

단
위
시
간

탐지자 DB

통계적 

분포 값새
로
운

 

프
로
세
스

 

생
성

테스트 DB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

통
계
적

 

분
포

 값

학습단계

탐지단계

그림 3. 시간 기반의 SCP를 이용한 침입탐지 동작과정
Fig 3. Time based IDS using SCP

Ⅳ. 평 가

4.1. 개요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비정상 시스템 호출을 단하

는 시간 기반의 비정상 행  침입탐지 모델을 실험하고 

분석한다. 객 인 실험 평가를 해 시간 기반의 비정

상 행  침입 탐지모델에서는 1999년 DARPA 로젝트

에서 제공한 데이터[18]를 사용한다. 

제안 모델의 실험을 하여 사용된 실험 환경은 OS는 

Windows XP SP2이고 1999 DARPA 데이터를 Visul C++ 

6.0 컴 일러를 통해 감사 데이터를 추출한다. 정 ․

부정  결함률을 개선하기 한 기존 모델은 시그 처 

기반, 데이터 마이닝 기법 등을 이용하거나 시스템 호출 

순서를 일정 크기 단 로 분할하여 결함률을 개선하

지만 운 체제  네트워크 상태 등의 실험 환경에 따라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안 모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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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평가는 기존에 시간 개념을 용한 연구가 충분하

지 않으므로 DARPA 데이터에 하여 시스템 호출 순서

의 이상을 탐지하거나 매개변수의 길이가 정상 인 시

스템 호출 매개변수의 평균 인 길이보다 큰 것을 비정

상으로 단하는 실험을 비교 평가한다.

[그림 4]는 실험 데이터 추출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작 과정은 운 체제에서 로그 일을 생성하는 단계

와 로그 일로부터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실험 모델에서 사용되는 실험 데이터

는 DARPA 로그 일을 사용한다.

그림 4. 실험 데이터 추출 과정
Fig 4. Experimental Data

4.2. 실험방법

시간 기반의 시스템 호출 순서를 이용한 침입탐지 모

델의 실험 시나리오-1은 시스템 호출 순서를 일정크기

의 도우로 분할하여 침입을 탐지하는 기존 연구방법

의 부정 ․ 정  결함률을 실험하고, 시나리오-2에서

는 시간 기반의 시스템 호출 순서를 이용한 침입탐지 모

델의 정 ․부정  결함률을 실험한다.

시간 기반의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를 이용한 침입탐

지 모델의 실험 시나리오-1은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 각

각의 길이에 하여 침입을 단하는 기존 연구방법의 

부정  결함률과 정  결함률을 실험하고, 시나리오

-2에서는 시간 기반의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를 이용한 

침입탐지 모델의 정 ․부정  결함률을 실험한다. 

시간 기반의 시스템 호출 순서와 매개변수를 통합한 

침입탐지 모델의 정 ․부정  결함률을 실험하고 

각각의 제안 모델에 하여 비교 분석한다.

4.3. 실험 결과

이 에서는 시간 기반의 시스템 호출 순서를 이용한 

침입 탐지 모델, 시간 기반의 시스템 호출 매개 변수를 

이용한 침입 탐지 모델, 시간 기반의 시스템 호출 순서와 

매개 변수를 통합한 침입 탐지 모델의 실험 결과에 하

여 기술한다.

그림 5. SCS의 정  결함률
Fig 5. False-positive of SCS

[그림 5]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과 시간을 고려

한 시스템 호출 순서에 한 정  결함률을 나타낸 것

으로서 실험 결과 일정크기 단 로 시스템 호출 순서를 

고려한 모델보다 시간 개념을 용한 시스템 호출 순서 

모델에서 정  결함률이 13% 향상되었다.

그림 6.  SCP의 정  결함률 
Fig 6. False-positive of SCP

[그림 6]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과 시간을 고려

한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에 한 정  결함률을 나타

낸 것으로서 실험 결과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 각각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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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모델보다 시간 개념을 용한 시스템 호출 매개변

수 모델에서 정  결함률이 1.9% 향상되었다.

그림 7. SCP의 부정  결함률
Fig 7. False-negative of SCP

[그림 7]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과 시간을 고려

한 시스템 호출 순서에 한 부정  결함률을 나타낸 것

으로서 실험 결과 일정크기 단 로 시스템 호출 순서를 

고려한 모델보다 시간 개념을 용한 시스템 호출 순서 

모델에서 부정  결함률이 8.6% 향상되었다.

그림 8. SCS의 부정  결함률
Fig 8. False-negative of SCS

[그림 8]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과 시간을 고려

한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에 한 부정  결함률을 나타

낸 것으로서 실험 결과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 각각을 고

려한 모델보다 시간 개념을 용한 시스템 호출 매개변

수 모델에서 부정  결함률이 2.4% 향상되었다.

Ⅴ. 결 론

최근까지 연구되던 침입탐지 모델은 시스템 호출 순

서만으로는 침입을 단하기 어려우므로 침입을 탐지

하기 해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시스템 호출이 발생하는 시스

템의 정  결함률과 부정  결함률을 이기 해 단

 시간 개념을 도입한 시간 기반 비정상행  침입 탐지 

모델을 제안하 다. 제안 모델은 DARPA 자료의 실제 

침입 데이터의 시스템 호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침입

을 단할 때 시간 정보를 이용 하 다. 실험에서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호출 순서 모델보다 시간을 고려

한 시스템 호출 순서는 정  결함률에서 13% 향상되

었고, 부정  결함률에서는 9% 향상되었다. 시스템 호

출 순서와 매개변수 길이에 시간을 고려한 제안 모델의 

시간 복잡도는   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 모델

이 기존 모델보다 비정상 시스템 호출을 정상으로 단

하는 정  결함률과 부정  결함률을 개선해서 탐지

률을 높 지만  제공된 DARPA 감사 자료를 사용함으로

써 수집된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공격은 탐지할 수 없

는 단 이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감사 자료의 추출방법 

 감사 자료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 DOS 공격 등을 해 

매개변수 사이의 계를 고려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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