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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스템 호출 함수 시퀀스만을 데이터로 활용하여 시스템의 정상적인 행

위를 학습하는 신경망 기반 이상 탐지 모델의 문제점 중 하나는

mimicry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공격자는 데이터에 no-op 시스템

호출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 행위를 정상적인 행위인 것처럼 모

방하여 탐지를 피하고 원하는 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mimicry 공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

인 것이 시스템 호출 함수 대신 branch 시퀀스를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

이다. 그러나 branch 시퀀스는 시스템 호출 함수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 공격 탐지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별도의 하드웨어 피쳐들

을 활용해 추출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 실시간 온라인 탐지 시스템

에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단점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mimicry 공격에 강건

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 호출 함수 데이터와 시

스템 호출 인자 데이터를 함께 통합시켜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

한다. 시스템 호출 인자가 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 행위 정보를 충

분히 담고 있음을 보이는 통계 모델 기반 접근법에 기인하여 시스템 호

출 인자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의 입력 벡터로 변환시킨다. 이후 시스템

호출 함수의 입력 벡터와 통합하여 LSTM 모델을 통해 공격을 탐지하

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이다.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branch 시퀀스를 데이터로 활용

한 연구와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개의 실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하여 공격이 성공적으로 탐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branch 시퀀스 모델과 비교하여 탐지 정확도와 탐지 소요 시간, 양쪽 지

표 모두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시스템 보안, 이상 탐지, 시스템 호출, LSTM

학 번 : 2019-2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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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이미지 처리나 음성 인식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스템 보안 분야에서도 기존 특정한 공격에 대한 규칙을 지정하여

공격을 탐지하는 방식 대신, 학습 기반 시스템 행위 모델을 사용해 시스

템 내부의 정상적인 행위 정보를 학습시켜 공격이나 이상 행위들을 탐지

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데

이터 형태는 시스템 호출 함수의 시퀀스 데이터인데 모든 프로그램의 동

작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200~400개의 비교적 적은 수로 구성되어

모델링이 쉽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정상적인 시스템

호출 함수 시퀀스로부터 패턴을 찾아내어 학습시킨 모델은 기존 방법에

비해 성능이 좋게 나타났으며 특히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공격을 탐지

해내는데 유의미한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시스템 호출 함수만을 데이터로 활용한 프로그램 행위 모델은

mimicry 공격에 취약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mimicry 공격은 시스템 호

출 시퀀스 모델이 시스템 호출의 종류라는 일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것에

착안하여 공격 행위를 정상적인 시스템 호출 함수로 흉내내는 공격 방식

이다. 같은 시스템 호출일지라도 인자 값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는 행위

가 달라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no-op 시스템 호출 정보를 삽입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공격자는 정상적인 시스템 호출 함수를 쉽게 모방할 수

있게 되며, 시스템 호출 함수만을 데이터로 사용한 모델은 공격과 정상

의 차이를 발견해내지 못해 공격을 탐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mimicry 공격의 위협에 맞서는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는 시스템 호출 함수 대신 branch를 데이터

로 사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이다[1]. 하나의 시스템 호출이 발생할 때

시스템 호출 함수에 정의된 대로 코드가 실행되며 수많은 branch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 branch 시퀀스는 프로그램 행위에 대한 좀 더 세부적

인 정보들을 담고 있어 같은 시스템 호출일지라도 정상적인 데이터인지,

아니면 no-op 시스템 호출로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mimicry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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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위 연구에서는 이를 LSTM을 활용한 딥러

닝 모델을 통해 학습시켜 시스템 호출 데이터에 비해 훨씬 방대한 양인

branch 시퀀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하지만 이상 침입 탐지 연구의 최종적인 방향이 실시간 온라인 탐지

임을 고려했을 때 branch 시퀀스 데이터를 사용한 방법론은 여전히 한

계점이 존재한다. LSTM을 활용한 딥러닝 모델을 통해 탐지 시간을 효

과적으로 감소시켰지만, 하나의 시스템 호출에 대해 수백 개씩 발생하는

branch 데이터는 실시간 탐지에 활용하기엔 여전히 시간적으로 부족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200~400개 종류로 구성된 시스템 호출에 비해

branch 모델에서 사용한 주소 정보는 수만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데이터

전처리가 복잡해지고 딥러닝 모델의 크기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

다는 문제점도 있으며, branch 시퀀스 데이터 수집을 위해 Intel의 Intel

Processor Trace(PT)나 ARM의 real-time trace macrocells(ETM,

PTM, STM) 같은 하드웨어 피쳐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존재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branch 시퀀스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다시

시스템 호출 함수 데이터를 사용하는 한편, mimicry 공격으로부터의 강

건성을 유지하기 위해 context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다. mimicry 공격 탐지를 위한 수많은 연구 중 시스템 호출 인자만을 데

이터로 활용한 통계 모델 기반 접근법[2]으로부터 시스템 호출 인자도

그 자체로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시스템 호출

함수의 시퀀스와 인자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 딥러닝 학습 기반 방법론을

구현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솔루션이다.

시스템 호출 인자만을 데이터로 활용한 연구를 참조하여 인자 데이터

를 딥러닝 모델의 데이터로 재구성하였다. String length, String

character distribution, Structural inference, Token finder 4개의 통계적

모델에 대해 정상적인 시스템 호출 인수를 학습시켜 이상 데이터를 발견

하는 기존 방법을 변형하여 4개의 모델이 인자 데이터를 딥러닝 입력 벡

터로 변환하는 feature extrac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했다. 이

방법을 통해 매우 다양한 타입과 형태로 들어와 사람의 지식에 기반하여

정의된 규칙에 의지하고,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순차적인 시스템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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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담지 못했던 시스템 호출 인자 모델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

다. 또한 이렇게 재구성된 인자 벡터를 함수 벡터와 합쳐 하나의 벡터로

구성해 LSTM 모델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다음 시스템 호출 함수를 예

측하는 데에 시스템 호출 인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구현된 시스템 호출 함수 및 인자의 통합 시퀀스 모델의 성능을

branch 시퀀스 모델의 결과와 비교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개의 실

제 프로그램에 대해 탐지 정확도와 탐지 소요 시간을 지표로 성능을 측

정하였고, 통합 시퀀스 모델이 branch 시퀀스 모델 대비 양쪽 지표 성능

이 모두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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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

본 장에서는 논문에서 구현한 모델의 상세한 디자인 및 실험 내용에

앞서 관련한 배경지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제 1 절 시스템 호출

운영 체제는 커널 모드와 사용자 모드라는 두 개의 별도 영역에서 작

동한다. 시스템 호출은 응용 프로그램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인터페이

스로서 사용자 모드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커널 모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시스템 호출을 통한 요청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자 모드의 응용 프로그램이 커널의 기능을 사용

할 수 있게 한다. 시스템 호출을 통해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변

경되며, 커널 모드에서 시스템 호출을 처리하면 다시 사용자 모드로 돌

아가 작업을 계속하게 된다. 시스템 호출에는 프로세서 제어, 파일 조작,

장치 관리, 정보 유지, 통신 등의 유형이 있으며, 각 시스템 호출에는 고

유한 정수 번호가 할당되며 그 번호와 인자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명

령을 수행한다.

제 2 절 LSTM

LSTM(Long Short-Term Memory)은 RNN의 유형 중 하나로 RNN

의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인공 신경망 네트워크이

다. 시퀀스 형태를 띄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알고리즘으

로 일반적인 RNN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셀 스테이트(cell state) 개념의

추가이다. 셀 스테이트는 LSTM 네트워크의 전체에 걸쳐 유지되며 현재

의 상태 정보를 저장한다. 저장된 셀 스테이트 정보는 각 레이어의

input, forget, output 게이트의 값에 영향을 주며 현재의 입력,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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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출력값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과거의

정보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다음 상태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기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데이터에 적합한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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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디자인 및 구현

본 장에서는 논문에서 사용한 시스템 호출 통합 시퀀스 모델의 디자인

과 구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그림 1은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진다. 먼저 시스템 호출 데

이터를 LSTM 레이어의 입력 벡터로 구성한다. 이후 LSTM 레이어를

통해 시퀀스 분석을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LSTM 출력 벡터를 해석

하여 최종적인 Anomaly Score를 도출하게 된다.

그림 1 전체적인 모델 구조

제 1 절 데이터 전처리 및 입력 벡터 구성

본 모델에서는 시간(timestamp), 시스템 호출 함수(syscall), 시스템 호

출 인자(sys_arg), 프로세스 아이디(pid)를 데이터로 사용한다. 이 중 시

스템 호출 함수와 시스템 호출 인자가 실제로 딥러닝 모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이며 데이터가 들어오면 각각 임베딩 레이어와 인자 모델을 거치

게 된다.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각각의 데이터가 벡터 형태로 구성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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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나의 벡터로 통합하면 LSTM 레이어에 전달하기 위한 입력 벡터

가 된다.

시스템 호출의 개수와 종류는 시스템의 버전 및 환경마다 상이하며 본

모델의 실행 환경인 x86_64 Linux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호출의 종류는

약 335개 정도이다. 시스템 호출들은 각각이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어

벡터의 하나의 값만이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구성되는 원-핫 벡터의 형

태로 구성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원-핫 형태의 벡터는 단어의 수, 즉 시

스템 호출의 개수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벡터가 필요하며 하나의 값만이

1이기 때문에 단어 간 유사도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

에 본 논문에서는 원-핫 형태의 시스템 호출 번호 벡터를 임베딩 레이

어에 통과시켜 좀 더 적은 차원의 표현으로 변화시켜 LSTM 레이어의

입력 벡터로 사용한다.

시스템 호출 인자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기 위해 통계 학습 모델을

기반하여 이상 시스템 호출 인자를 탐지하는 과거 논문을 참조하였다.

해당 논문은 정상적인 시스템 호출 인자 데이터를 4개의 통계 모델에 대

해 학습시켜 정상적인 수치를 벗어나는 이상 데이터를 탐지한다. 전체

모델은 문자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3개의 모델과 정수 데이터를 처

리하는 하나의 모델로 구성되는데, 각각 String length 모델, String

character distribution 모델, Structural inference 모델, 그리고 Token

finder 모델이다. 각 모델에서는 시스템 호출 인자 데이터에 대해

probability 값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anomaly score를 계

산해 해당 데이터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본 논문은

각 모델에서 도출되는 probability 값을 이용해 score 값을 계산하는 대

신 벡터의 요소로 사용하여 시스템 호출 인자 벡터를 구성한다.

제 2 절 LSTM 레이어

시스템의 실행 정보를 담고 있는 시스템 호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상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호출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가 가지는 순차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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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으로 RNN의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한 장단기 메모리

(LSTM) 레이어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다. LSTM 레이어는 RNN

에 Cell State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현재 레이어의 상태 벡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과거의 상태 벡터를 활용하여 다음에 오게 될 시스템 호출 벡

터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제 3 절 출력 벡터 해석

LSTM 레이어를 거쳐 나오게 되는 출력 벡터는 시스템 호출 함수와

시스템 호출 인자와 관련된 정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때문에 두 가지

별개의 정보를 각각 분석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에서 손실 함수를 둘로

나누어 모델을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출력 벡터를 해석하는 단계에서도

출력 벡터를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 해석하였다.

시스템 호출 함수에 해당하는 출력 벡터는 Softmax 출력 레이어에 통

과시켜 다음에 발생하게 될 시스템 호출 함수를 예측하는 확률 분포 벡

터를 얻는 데 사용한다. 손실 함수로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사용하여

최종적인 시스템 호출 함수의 손실 값을 도출하게 된다. 정상적인 시스

템 호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하므로 통과시킨 데이터가 정상

적인 데이터라면 성공적으로 다음에 올 시스템 호출 함수를 예측할 것이

고 손실 값이 낮게 나타나게 된다.

시스템 호출 인자에 해당하는 출력 벡터는 현재의 시스템 호출 함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음에 발생할 시스템 호출 인자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

에 시스템 호출 함수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인자 값을 분석하는 것이 어

렵다. 따라서 시스템 호출 인자의 경우 현재의 인자 벡터의 특징 그 자

체를 학습하도록 구성했으며 이를 위해 입력과 같은 값이 출력으로 복사

되도록 학습하는 Autoencoder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였다. Autoencoder

는 encoder와 decoder로 구성되는데 본 모델에서는 LSTM 레이어가

encoder의 역할로 사용되어 입력 벡터를 내부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역할

을 수행한다. 이후 decoder로서 sigmoid 활성 함수를 적용시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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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인자의 결과 벡터를 구성한다. 손실 함수로는 평균 제곱 오차

(RMSE)를 사용하여 최종적인 시스템 호출 인자의 손실 값을 도출한다.

정상적인 시스템 호출 인자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모델은 정상적인 데이

터가 들어오게 되면 입력 벡터를 출력 벡터로 잘 복원해낼 것이다.

위 과정을 거치면 시스템 호출 함수의 손실 값과 시스템 호출 인자의

손실 값이 도출된다. 두 개의 손실 값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시켜 하나의

최종 손실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이 일정 임계값을 넘으면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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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본 장에서는 실험 단계에서 사용한 데이터 셋 구성 방식, 모델 학습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다. 먼저 데이터 셋 수집을 위

해 사용한 프로그램과 정상/공격 시스템 호출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모델 학습에 사용한 매개변수 및 네트워크 관련 정보에

대해 기술한다. 공격의 대상으로서 데이터를 수집한 환경과, 학습 및 성

능 지표를 측정한 환경은 공통적으로 Ubuntu 16.04.7 LTS를 사용하였

다.

제 1 절 데이터 셋 구성

MySQL와 Nagios[3, 4]. 두 개의 실제 프로그램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

하여 모델을 학습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커널의 특정 정보들을 수집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systemtap 4.0을 사용하였

다. 스크립트 언어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 정보들을 원하는 형태로 추출

하고 필터링하기 용이하여 실험 과정에 채택하였다. 데이터로는 타임스

탬프(timestamp), 시스템 호출 함수(syscall), 시스템 호출 인자(sys_arg),

프로세스 아이디(pid), 작업명(execution_name)을 수집하였다. 프로세스

아이디는 같은 pid를 가지는 시스템 호출끼리 시퀀스 데이터를 따로 구

성하여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고, 시스템 함수와 시스템 호출 인자는 공

격 탐지를 위한 데이터로 사용한다. 타임스탬프와 작업명은 공격이 탐지

된 시점과 관련 실행 정보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할 정상적인 시스템 호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정상적인 행위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하는 모델의 경우 학습한 정상 데이터의 범주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아니면 실제 데이터가 정상적인 데이터일지라도 비정상적인 데이터로 판

단하게 된다. 즉, False positive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

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데이터들을 최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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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게 정의하는 것이 성능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각 프

로그램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무작위적인 실행을 수

행하여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MySQL을 예로 들면 데

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생성, 변경, 삽입, 삭제하는 등의 작업들을 반복

적으로 만들어내도록 스크립트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시스템 호출 데이터

를 수집했다. 실제 운영되는 온라인 환경에 본 모델을 적용할 경우 이미

수집된 방대한 양의 정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온라인 분석을 수

행한다면 위의 수집 과정이 없어도 더 높은 성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

다.

공격 데이터로는 MySQL에 대해 CVE-2016-6663과 CVE-2016-6664

를 통한 privilege escalation 공격[5, 6], 그리고 Nagios에 대해

CVE-2016-9565와 CVE-2016-9566을 통한 privilege escalation 공격[7,

8]을 수행하여 사용했다. 공격은 각각 20번씩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수집한 정상 및 공격 시스템 호출 데이터는 pid 별로 데이터를 따로

나누어 구성했다. 이렇게 나눈 시퀀스 데이터의 길이가 5만 개 이상이

될 때마다 별개의 데이터로 다시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 위 과정을 거친

데이터에 대해 정상적인 시스템 호출 데이터는 전체를 6:4의 비율로 나

누어 60%를 학습 데이터 셋으로, 40%를 평가 데이터 셋으로 활용했고,

공격 데이터는 전부 평가 데이터 셋으로 활용했다.

제 2 절 모델 학습

시스템 호출 함수의 개수인 vocab_size은 400으로, 입력 벡터인 임베

딩 벡터의 크기는 24로 설정했고 손실 함수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사

용했다. 시스템 호출 인자 벡터의 크기인 arg_size는 16으로, 손실 함수

로는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했다. 모델 학습은 Adam optimizer를 적용

시켜 수행하였다. 시퀀스 데이터의 최대 길이는 50000, 배치 크기는

1024, LSTM 은닉 레이어 크기는 24, 학습률은 0.001로 적용했다. 시스템

호출 번호와 인자의 가중치는 0.7로 설정하여 각 데이터를 7:3의 비율로



- 12 -

고려하도록 설정했다. 모든 매개변수와 네트워크 설정들은 모델이 최적

의 성능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제 3 절 모델 평가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perplexity라는 지표를 사용하였

다. perplexity는 주어진 데이터가 학습된 모델에 대해 얼마나 벗어난 데

이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게 나타날수록 공격 데이터일 확률이 높

다. 이 지표를 활용하여 일정 perplexity 값을 넘어서는 데이터를 공격

데이터로 판단하도록 모델을 설정하였다. 테스트 데이터 중 정상 데이터

는 데이터 셋 구성 단계에서 나눈 방식에 따라 나뉜 데이터 각각을 하나

의 데이터로 사용해 지표를 측정한 반면, 공격 데이터는 pid 별로 나누

었던 데이터를 다시 하나로 합쳐 한 번의 공격 시도에 대해 하나의

perplexity 지표가 나타나도록 모델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ROC 커브를

활용하여 모델의 공격 탐지 성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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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디자인 및 구현, 그리고 실험 설정을 토대로

모델을 학습시켜 성능 지표를 측정한다. branch sequence를 데이터로 사

용하여 학습시킨 모델을 주요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격 탐지 정

확도와 공격 탐지 소요 시간을 측정하였다. 공격 탐지 정확도는 정상 데

이터와 공격 데이터에 대해 perplexity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표현하고

ROC 커브를 사용해 모델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공격

탐지 소요 시간의 경우 branch 데이터와 시스템 호출 데이터의 발생량

의 차이를 고려하여 데이터 발생량과 초당 데이터 처리 개수를 모두 측

정하여 비교하였다.

제 1 절 공격 탐지 정확도 비교

모델의 공격 탐지 정확도 비교를 위해 perplexity 그래프와 ROC 커브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perplexity 그래프는 그래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상 데이터와 공격 데이터의 perplexity 값을 오름차순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 ROC 커브와 perplexity 그래프를 이용한 공격 탐지 정확도 비교

(a) branch 시퀀스 모델 (b) 통합 시퀀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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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를 보면 MySQL과 Nagios 두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공격과 정상

데이터를 잘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한 데이터들을 기준

으로 적절한 perplexity 값을 threshold로 설정한다면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 없이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었다. 반면

branch 시퀀스 모델의 경우 두 프로그램 모두 미탐과 오탐이 다소 발견

되었다. 통합 시퀀스 모델의 성능 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사용

한 데이터의 특성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시스템 호출의 경우 시

스템의 행위와 관련된 정보들만 가지고 있어 정상 행위를 정확하게 모델

링할 수 있었던 반면, branch 정보는 시스템의 행위에 대한 갖가지 분기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어 행위 정보의 핵심과 관련 없는 잡다한 정

보까지 포함하여 성능이 떨어진 것이다.

제 2 절 공격 탐지 시간 비교

모델의 공격 탐지 시간 비교를 위해 초당 데이터의 처리 개수와 데이

터의 발생량을 각각 측정하였다. 그림 3의 결과에 따르면 통합 시퀀스

모델은 1981890개의 시스템 호출을 처리하는데 6.286초가 소요되었으며

이는 초당 315285개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나타낸다. 반면 branch 시퀀

스 모델은 143373880개의 branch를 처리하는데 525초가 소요되어 초당

273093개의 branch 데이터를 처리했음을 나타낸다. 결과에 따르면 통합

시퀀스 모델의 처리 속도는 branch 모델보다 약 1.15배 빠른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branch와 시스템 호출 모델의 vocabulary 크기 차이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vocabulary 크기가 20000개와 400개로 약

50배 정도 차이나는 것에 비해 속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

는데 이는 통합 시퀀스 모델이 시스템 호출 함수뿐 아니라 인자도 함께

처리하게 되어 연산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의 발생량 측정을 위해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데이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각각 측정했다.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실행시킨 프로그

램은 MySQL에서 정상행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실행시켰던 스크립

트이다. 해당 스크립트를 동일한 조건에서 실행시켜 데이터를 각각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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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4에 표현되어 있다. branch 데이터는 11769309개

발생했고, 시스템 호출 데이터는 27380개 발생하여 같은 프로그램에 대

해 약 430배의 데이터 발생량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초당 데이터 처리 개수가 그리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데이

터의 발생량 자체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두 모델의 공격 탐지

성능의 시간적 차이가 매우 크며 이 차이는 실시간 온라인 탐지에 적용

할 경우 훨씬 두드러진다.

표 1 데이터 처리 속도 비교

표 2 데이터 발생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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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호출 함수와 시스템 호출 인자의 통합 시퀀스를

활용한 신경망 기반 이상 행위 탐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적 모델

을 활용하여 시스템 호출 인자를 분석하는 과거 방법론을 기반으로 시스

템 호출 인자를 딥러닝 모델의 입력 벡터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mimicry 공격에 취약하다는 시스템 호출 함수 모델

의 단점과 성능 정확도가 낮고 규칙 기반 방법에 의존한다는 시스템 호

출 인자 모델의 단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 두 개의 실제 프로그

램에 대해 제안한 모델의 공격 탐지 성능을 측정하였고, 기존 branch 모

델과 비교하여 탐지 정확도와 탐지 소요 시간 모두 성능 향상이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통합 시퀀스 모델을 실제 작동 중인 온라인

시스템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시키고 보완한다면 빠른 탐지와

낮은 오탐률을 보이는 최신 실시간 이상 탐지 시스템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7 -

참 고 문 헌

[1] H. Yi, G. Kim, J. Lee, S. Ahn, Y. Lee, S. Yoon, et al., "Extended

abstract: Mimicry resilient program behavior modeling with

lstm based branch models", 1st Deep Learning and Security

Workshop (DLS 2018)

[2] Kruegel, C., Mutz, D., Valeur, F., Vigna, G.: On the detection of

anomalous system call arguments. In: Snekkenes, E.,

Gollmann, D. (eds.) ESORICS 2003. LNCS, vol. 2808, pp. 326

–343. Springer, Heidelberg (2003)

[3] Oracle, “MySQL,” https://www.mysql.com/, 2016.

[4] N. Enterprises, “Nagios,” https://www.nagios.org/, 2016.

[5] D. Golunski, “CVE- 2016-6663 Privilege Escalation / Race

Condition PoC Exploit,”

https://www. exploit-db.com/exploits/40678/, 2016.

[6] ——, “CVE- 2016-6664 Root Privilege Escalation PoC Exploit,”

https://www.exploit-db.com/exploits/40679/, 2016.

[7] ——, “CVE- 2016-9565 Nagios Core ¡ 4.2.0 Curl Command

Injection / Code Execution PoC Exploit,”

https://www.exploit-db.com/exploits/40920/, 2016.

[8] ——, “CVE-2016-9566 Nagios Core ¡ 4.2.4 Root Privilege

Escalation PoC Exploit,”

https://www.exploit-db.com/exploits/40921/, 2016.



- 18 -

Abstract

Neural Network-Based Anomaly

Detection Using Integrated

Sequence of System Call Function

and Argument

김 요 한

전기ㆍ정보 공학부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ne of the problems with neural network-based anomaly detection

models that use only system call function sequences as data to learn

the normal behavior of the system is that they are vulnerable to

mimicry attacks. This allows the attacker can imitate an attack as if

it were a normal behavior by inserting no-op system calls into the

data to avoid detection and carry out the desired attack. Various

methodologies have been presented to prevent these mimicry attacks,

and one of them is to use branch sequences as data instead of

system call functions. However, branch sequences have the

disadvantage of being difficult to apply to real-time online detection

system due to the fact that the amount of data is too large compared

to system call functions, which takes much more time to detect

attacks and the hassle of extracting them using separate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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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To solve these shortcomings and at the same time to create a

robust model for mimicry attacks, this paper presents a new

methodology for integrating system call function sequence data used

previously and system call arguments data together. We converts

system call arguments data to the input vector of the deep learning

model, referring to the statistical model-based approach that shows

that the system call arguments contain enough system behavior

information to detect attacks. Then in our technique, we integrate

system call function and argument input vectors to detect attacks

through LSTM model.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odel, comparativ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studies using the branch sequences

as data. We confirmed that the attacks carried out on two real

programs were successfully detected, and both detection accuracy and

detection time were improved compared with the branch sequence

model.

keywords : System Security, Anomaly Detection, System Call,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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