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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인공지능을 사용한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 (NIDS)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많은 양의 raw data에서 복잡한 패턴을 찾을 수 

있는 딥러닝 기법의 효율성 때문이다.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는 

네트워크 패킷을 감시하여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는 것이 목표인데, 수 

없이 많은 네트워크 패킷들을 분석하여 정상 행위의 패턴을 학습하는 

것에 딥러닝을 사용한 결과 현재까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모든 네트워크 환경이 같을 수 없고, 특히 IoT와 같이 저가형 장치들이 

대부분인 분산(distributed) 네트워크인 경우 현재 연구를 적용하기 

힘들다. 하나의 중앙 gateway가 아닌 모든 device들의 네트워크를 

감시해야 되는 분산 네트워크 환경의 경우, 자원적 한계가 있는 edge 

device에서도 잘 실행될 수 있는 가벼운 탐지 기법과 edge device가 

추가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성능을 위해 탐지 정확도를 

포기하거나, 탐지 정확도를 위해 실시간 탐지 방식이 아닌 오프라인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Kitsune는 이런 환경에서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를 

통해 Kitsune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itsune에서는 

효율성을 위해 네트워크 패킷의 일부분만 사용하여 공격을 탐지하기 

때문에 특정 공격들에 대해 취약하다. 특히 payload에 취약점을 

유발하는 메시지가 있는 공격을 전혀 탐지할 수 없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Payload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는 암호화된 메시지의 

복호화 과정과 메시지의 의미론적 분석이 필요한 점, 두번째로는 

unstructured data인 payload 메시지를 인공 신경망을 위해 벡터화해야 

하는 점이다. 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어 있지만 자원적 

한계가 명확한 IoT와 같은 환경에서는 해결책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payload 정보를 사용하는 대신, payload로부터 발생하는 

process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여 공격을 탐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각 edge device에서 payload로부터 process가 실행되면 이를 감시하여 

행위 정보를 system call sequence로 표현하고, system call 

sequence를 벡터화 하여 비정상 행위 탐지를 한다. 실험 결과 

payload에 공격이 있는 경우, Kitsune에서는 random하게 판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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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도 더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payload에 공격이 있는 경우, 

Kitsune가 보는 네트워크 패킷의 정보에는 특별히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격을 정상이라고 분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위 정보를 같이 보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payload 공격도 잘 탐지할 수 있었다. 

또한 payload가 아닌 Kitsune에서도 탐지할 수 있는 공격들에 대해서도, 

Kitsune보다 행위 정보를 같이 보는 모델이 더 좋은 정확도를 보였다.  

 

 

주요어 :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 딥러닝, IoT 

학   번 : 2019-2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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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 (NIDS)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여 비정상적 패턴을 찾아 공격 행위를 

탐지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은 알려진 공격을 

분석하여 공격의 특성과 비교하여 공격을 탐지하는 시그니처 기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전문가가 각 공격을 분석하여 특징을 

찾아내야 되고, 각 공격의 특징을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신규, 또는 분석되지 

않은 공격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1],[2].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는 정상 행위를 학습하여 비정상 행위를 구분한다. MLP 

(Multi-Layer Perceptron),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등등 다양한 모델을 활용한 

방식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은 게이트웨이를 활용한 중앙 

집중형 (centralized) 네트워크 환경을 다룬다. 이 환경에서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이 게이트웨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게이트웨이에 침입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악성 행위를 탐지한다. 그러나 edge나, 

Internet of Thing (IoT)와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안에 다수의 

subsystem이 있는 분산 (distributed)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모든 

edge device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최적화된 

침입 탐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Kitsune[3]에 따르면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침입 탐지 

시스템은 중앙 집중형 환경보다 현실성과 확장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는 edge device의 자원적 한계 때문이다. 인공 신경망을 사용한 

인공지능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데, 이를 저가형 

장치인 edge device에서 실행시키기에는 자원적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고가형 장치인 게이트웨이에서 인공 신경망을 사용할 수 

있는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환경과 저가형 장치인 edge device에서도 

인공 신경망을 사용해야 되는 분산 네트워크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분산 



 

 2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화된 침입 탐지 시스템이 필요하며 Kitsune에서 

이를 구현하였다.  

Kitsune는 효율적인 학습 모델과 최적화된 방식으로 성능과 

정확도를 모두 잡았다. 실험을 통해 edge device에서도 인공 신경망이 

잘 실행될 수 있으며, 초당 수십개의 네트워크 패킷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인상적인 정확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Kitsune에는 명확한 단점이 존재한다[4]. 효율성을 

위해서 네트워크 패킷의 일부분만 보는 Kitsune의 특성상,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공격에 대해 탐지가 불가능하다. 특히 네트워크 header가 

아닌 payload에 나타나는 공격을 탐지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Kitsune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Kitsune가 탐지할 수 없는 공격을 탐지 가능하면서, 정확도와 성능을 

유지하여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실행 가능한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을 제시한다. 

Payload 정보를 네트워크 패킷을 통해 분석하는 Deep Packet 

Inspection (DPI) 방법이 있지만, DPI는 많은 연산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edge device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ayload 정보를 네트워크 패킷이 아닌 edge 

device의 행위 정보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는 payload란 결국 

device에서 행위를 발생시키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산 

환경에서 네트워크 정보와 edge device의 행위 정보를 결합하여 

header에 있는 정보만 분석하는 Kitsune에서 탐지할 수 없는 공격들을 

잡아내는 더 완전한 NIDS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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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  경 
 

제 1 절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상 

행위를 정의하는 것이다. 엄청난 양의 네트워크 정보를 다루고 다양한 

정상 행위가 있기 때문에 정상 패턴을 찾는 것이 난제이다. 따라서 

수많은 정보에서 패턴을 찾아내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딥러닝은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에 적합하다[5].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들 중, IoT와 같이 다수의 device와 게이트웨이가 존재하며 서로 

통신하는 분산 네트워크 환경은 장치들의 자원적 한계와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최적화된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산 환경에 맞는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이 연구되었지만, 

정확도를 희생하였거나, 정확도를 위해 실시간 탐지를 포기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2],[6],[7].  

              
Kitsune는 다른 시도들과 달리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경량화를 하여 

실시간 탐지가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Kitsune는 (1) packet’s 

source MAC and IP 주소, (2) packet’s source IP, (3) packet’s 

source and destination IP, (4) packet’s source and destination port 

정보를 사용하여 인공 신경망을 통해 정상 행위와 비정상 행위를 

구분한다. 또한 필요한 연산양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큰 autoencoder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작은 autoencoder를 사용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인공 신경망의 input feature들을 여러 개의 cluster로 

그림 1: Two types of autoencoder 

(a)                                   (b) 

One big autoencoder Two small autoenco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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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각 cluster에 배정된 작은 autoencoder를 사용함으로 인공 

신경망의 연산양을 최소화하였다.  

 

 

제 2 절 Deep Packet Inspection (DPI) 
 

 Deep Packet Inspection은 payload 정보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기존 header 정보만 사용한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을 회피하는 

공격들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DPI는 자원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payload의 메시지를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의미론적 

분석이 필요하며, 암호화 되어있는 경우, 복호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인공 신경망의 

입력으로는 벡터 형식의 데이터를 주어야 되는데, 특정 structure를 

가진 header와 같은 경우는 쉽게 변환이 가능하지만, payload와 같은 

unstructured 데이터는 벡터화를 위해 따로 machine learning 

algorithm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payload 자체를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탐지 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Payload의 메시지는 edge device에 도착한 후에, 분석되어 

edge device에서 실행된다. Payload는 실행되는 메시지 정보를 담고 

있고, device의 행위 정보를 보는 것은 payload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행위 정보를 보는 것으로 위에 언급한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메시지의 복호화와 의미론적 분석을 마친 후에 

실행되는 행위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분석이 필요하지 않으며, 

행위 정보는 branch data와 같은 structure를 가진 정보를 통해서 행위 

정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벡터로 변환하기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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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디 자 인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디자인은 위의 그림 2와 같다. 총 5개의 

component로 이루어져 있으며, (1) Gateway Manager, (2) Network 

Feature Extractor, (3) Device Manager, (4) Device Feature 

Extractor, (5) Anomaly Detector이다.  

 

제 1 절 Gateway Manager 
 

 Gateway Manager는 외부로부터 오는 network packet을 가장 

먼저 수신하는 분산 네트워크 환경의 hub에서 작동한다. Gateway 

Manager에서 하는 일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외부에서 오는 네트워크 패킷을 Network Feature Extractor에 

전달한다. 그리고 Network Feature Extractor에서 raw 네트워크 

패킷을 벡터화 시킨 network feature를 전달받는다. 두번째로는, 같은 

패킷을 edge device에 전달한다. 그리고 패킷을 전달받은 edge 

device에서 패킷의 payload에 있는 메시지를 참고하여 행위를 수행한 

뒤, Device Feature Extractor를 통해 행위 정보를 벡터화 시킨 device 

feature를 전달받는다. 세번째는 network feature와 device feature를 

결합하여 Anomaly Detector에 전달한다. Network feature와 device 

feature를 매칭 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패킷의 timestamp field에 겹치지 

그림 2: Desig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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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랜덤 정수를 ID로 부여하며, 만약 기존 패킷에서 timestamp 

field를 사용할 경우, 수정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timestamp field의 

값을 ID로 사용한다. 

 

제 2 절 Network Feature Extractor 
  

Network Feature Extractor는 Kitsune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Kitsune는 네트워크 정보를 사용한 비정상 행위 탐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Payload 정보를 통한 공격 탐지는 edge device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여 탐지할 것이다. Network Feature Extractor에서는 

네트워크 패킷의 header 정보를 통계학 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벡터화 시킨다. 또한 비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패킷 정보에 decay factor를 부여하여 점점 영향력을 낮춘다. 

 

제 3 절 Device Manager 
  

Device Manager는 분산 환경에서의 edge device에서 작동한다. 

Device Manager에서는 Gateway Manager로부터 오는 네트워크 

패킷을 수신하는 device의 포트를 찾고, 해당 포트가 사용하는 

process를 찾는다.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의 행위 정보를 Device 

Feature Extractor가 벡터화 하면, 그것을 전달받아 Gateway 

Manager로 보낸다. 이 때, device로 수신된 네트워크 패킷의 

timestamp field의 ID도 같이 전달하여 Gateway Manager에서 

network feature와 매칭 시킬 수 있게 한다.  

 

제 4 절 Device Feature Extractor 
  

Device Feature Extractor에서는 네트워크 패킷으로 인한 edge 

device의 행위 정보를 벡터화 시킨다. 행위 정보는 edge device의 

system call로 유추하는데, 이는 네트워크 패킷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정 

sequence의 system call이 불리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패킷이 

처리되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 후에 system call정보는 해당 

패킷의 payload로부터 발생한 행위 정보로 생각할 수 있다. 

 Edge device의 행위 정보를 전달할 때에 naïve한 방법은 

system call sequence를 그냥 Anomaly Detector로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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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방식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굉장히 증가시킨다. 분산 환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장치들이 저가형이란 것을 고려하였을 때, 각 edge 

device에서 네트워크 패킷마다 payload에 해당하는 system call 

sequence를 Anomaly Detector로 보내게 된다면, bandwidth의 한계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실험을 해본 결과, 하나의 패킷당 평균 

100개의 system call이 생성되었고, 분산 환경에서 1초에 500개의 

패킷이 송, 수신된다고 가정한다면 50,000개의 system call이 1초만에 

gateway로 전달되어야 된다. 하나의 system call을 정수 (2 bytes)로 

전달한다고 하면, 100K bytes의 데이터가 오로지 system call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쓰여야 되며, 이것은 분산 환경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이 방식은 확장성에 큰 문제가 있다. 분산 환경에 존재하는 edge 

device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기들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상승할 

것이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Gateway에서 벡터화 되기 때문에, 모든 

raw system call을 전달하게 된다면 확장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각 edge device에서 행위 

정보를 벡터화 시키는 것이다. 벡터화 과정은 raw 정보를 의미 있고, 

압축된 형태로 변환하여 Gateway에서 따로 처리할 것없이 Anomaly 

Detector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device의 

행위 정보를 전달하는데 훨씬 적은 bandwidth만 사용할 수 있다. 

벡터화 과정은 크게 두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는 Network 

Feature Extractor에서 사용한 것처럼 통계학을 사용한 방식이고, 다른 

방식은 인공 신경망을 사용한 방식이 있다. System call의 sequence를 

벡터화 하기 때문에, 인공 신경망 모델로는 sequential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LSTM을 사용할 수 있다. 두가지 방식을 모두 구현하여 실험해 

보았으며, 실험장에 더 자세히 서술하겠다. 

 

제 5 절 Anomaly Detector 
  

Anomaly Detector에서는 매칭된 network feature와 device 

feature를 통하여 비정상 행위를 탐지한다. Anomaly Detector에는 

3개의 component가 있다. Dimension reduction algorithm, feature 

divider, 그리고 classifier이다. Kitsune와 비교하였을 때, edge 

device의 행위 정보까지 보는 우리 모델의 연산양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을 위해서는 

연산양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를 위해 dimension reduction algorith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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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Dimension reduction algorithm의 역할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Anomaly Detector의 인공신경망에 들어가는 input 

(network feature와 device feature)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PCA[8]를 사용하여 input의 크기를 줄였는데, PCA는 고유 벡터 

(eigenvector)를 사용하여 k axes를 찾아, 기존 n차원의 벡터를 k 

차원의 벡터로 투사한다. 이를 통해 정보의 손실 없이 input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Feature divider에서는 k 차원으로 줄어든 input 벡터를 

hierarchical clustering algorithm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sub벡터로 

나눈다. 하나의 큰 벡터를 여러 개의 작은 벡터로 나누는 이유는 

Kitsune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인공 신경망의 연산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위 정보와 연관성이 높은 네트워크 정보를 미리 찾아 

인공 신경망의 학습 난이도를 낮춘다. 결과적으로 device feature를 

여러 개의 sub-vector로 나누고, 해당 sub-vector와 연관성이 높은 

network feature를 sub-vector에 추가하여 최종 sub-vector들을 

생성한다. Network feature 중 device feature와 연관이 없는 

feature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Classifier에서는 sub-vector로 나누어진 input들을 처리하는 

여러 개의 autoencoder로 이루어져 있다. 각 autoencoder에서는 

device feature와 network feature로 이루어진 sub-vector를 

reconstruction하며, reconstruction loss를 통해서 비정상 행위를 

탐지한다. 정상 행위를 학습시키기 때문에, 정상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sub-vector들은 제대로 reconstruction이 될 것이지만, 비정상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sub-vector들은 제대로 reconstruction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Reconstruction loss는 RMSE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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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  험 
 

Device Feature Extractor에서 설명하였듯이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한 DFE (Statistical)과 LSTM을 사용한 DFE (LSTM)을 구현하여 

실험을 하였다. 

Statistical DFE는 edge device의 행위 정보를 벡터화 하기 위해 

모든 system call들을 Linux Assembly libraries project를 참고하여 

그룹화 하였다. 이는 edge device에 다른 OS들이 사용될 수 있고, 각 

OS 마다 사용되는 system call의 숫자나, definition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각 system call들을 기능 별로 그룹화 하고 판별된 그룹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하였다. 또한 decay factor를 사용하여 

오래된 정보의 영향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LSTM DFE는 LSTM을 활용하여 system call sequence를 

학습시켜 벡터화 한다. LSTM DFE의 output은 LSTM layer의 hidden 

state를 사용한다. System call sequence를 LSTM으로 학습시키는 

이유는, LSTM이 sequential한 data를 처리하는 데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9]. 이 때 DFE의 LSTM 모델은 자원적 한계가 

있는 edge device에서 사용하기 위해 최소한의 구성인embedding layer, 

LSTM layer, softmax layer로 이루어져 있으며, NLP에서 영감을 받아, 

다음 system call을 예측하는 학습 방법을 채택하였다. 

 

1.4GHz quad-core ARM Cortex-A53 processor과 1GB RAM을 

사용하는 Raspberry Pi 3 Model B+ 보드 2개를 사용하여 실험 환경을 

구축하였다. System call을 기록하는 것은 ftrace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구성 요소들은 Python을 이용해 구축하였다. 딥러닝 

모델은 Tensorflow로 만들었다. 

 

제 1 절 Dataset Generation 
 

 

표 1: Summary of generated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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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정보와 device의 행위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데이터 

셋이 없는 관계로 실험실에서 IoT환경을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한 IoT 환경은 온도 센서, 감시 카메라, NAS (Network Attached 

Storage)와 중심 게이트웨이로 구성하였다. NAS와의 FTP 연결, 온도 

센서로부터 현재 온도 가져오기 등등 정상 행위를 실행하여 benign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표 1에서 볼 수 있듯, 4가지의 공격을 정상 

행위 사이사이에 실행하여 현실적인 공격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Payload 

Attacks는 payload에 취약점을 유발하는 메시지가 있는 공격이다. Port 

Scanning과 같은 경우, 따로 system call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network feature만 사용하여 공격을 탐지하였다. 

 

제 2 절 실험 결과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을 평가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ROC 

curve와 AUC 로 Kitsune와 통계적 모델 (Statistical)과 LSTM을 

사용한 모델 (LSTM)을 평가하였다. Payload에 의존하는 공격이 아닌 

reconnaissance 공격의 경우에도 Kitsune보다 통계적 모델 

(statistical) 과 LSTM 모델(LSTM) 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Kitsune는 port scanning 공격과 service detection 공격에 대해 각각 

0.7397, 0.6547의 AUC를 기록한데 비해 statistical 은 0.8511, 

그림 3: Detection Accuracy of Kitsune, Statistical Model, and LSTM Model.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alongside the area under curve (AUC) 



 

 11 

0.7746, 그리고 LSTM은 0.8312, 0.7562를 기록하였다. 이 결과는 

payload에 의존하는 공격이 아닌 기존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탐지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도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이 더 효과적인 것을 보여준다. 정상적인 edge device의 행위 

정보가 payload 뿐만이 아닌 모든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port scanning 공격과 같은 

경우, 공격 중에는 edge device에서 행위 정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정보로 공격을 탐지하지만, 공격 스크립트 앞, 뒤에 있는 정상 

스크립트에서의 행위 정보를 통해 더 정확히 공격을 탐지할 수 있었다. 

Payload에 의존하는 공격의 경우, 본 논문에서 예상한대로 

Kitsune는 전혀 탐지하지 못한다. 랜덤하게 판별하는 경우인 0.5 AUC 

값보다 더 낮은 0.4060, 0.2656을 기록하였다. Payload 공격들은 정상 

행위와 네트워크 상에서는 특별히 차이점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Kitsune에서는 비정상 행위를 정상 행위로 판단하여 랜덤하게 판별하는 

경우보다도 더 안 좋은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 논문이 

제시하는 네트워크 정보와 edge device의 행위 정보를 보는 경우, 

statistical은 0.8155, 0.7569 LSTM의 경우 0.7235, 0.6716의 AUC를 

기록하였다. 이 결과는 edge device의 행위 정보를 통해 payload에 

있는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통계학적 접근을 취한 

Device Feature Extractor를 사용한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LSTM을 사용한 시스템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System call sequence가 너무 길기 때문에 LSTM의 hidden state로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transformer를 사용할 수 있지만, transformer는 

LSTM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연산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원적 

한계가 있는 IoT 환경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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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원적 한계가 있는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기존 방법들은 자원적 한계 

때문에 네트워크 패킷의 특정 부분만 사용하여 공격을 탐지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payload에 취약점을 유발하는 메시지가 있는 공격들을 

탐지하지 못한다. 모든 네트워크 패킷의 payload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함으로 본 논문에서는 payload를 

분석하는 대신, payload로부터 발생하는 행위 정보를 사용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edge device에서 raw data인 system 

call sequence를 압축된 feature vector로 전처리하는 방식으로 성능과 

확장성에도 문제가 없게 하였다. 현재까지 연구된 시스템 중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인 Kitsune와 비교 실험을 하였으며, 실험 결과 Kitsune는 

payload 공격을 전혀 탐지하지 못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payload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을 보였다. 또한 payload 공격이 

아닌 기존 연구에서도 탐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격들도 행위 정보를 

통해 더 정확히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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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N Based Network Intr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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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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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 for network intrusion 

detection systems (NIDS) has shown promising results. Capability 

of ANN to learn patterns from numerous data fits into the nature of 

NIDS, since NIDS monitors endless streams of network traffic to 

detect cyber attacks. Most NIDS researches focus on higher 

detection accuracy using bigger neural networks in centralized 

network, where all network traffic passes through a server.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distributed network systems, such 

as IoT, edge, or fog, demand for optimized NIDS has risen. Since 

local gateways and local host devices in distributed network 

systems are mostly low-end, it is nearly impossible to deploy large 

ANNs to detect network-based attacks. To tackle this issue, 

Kitsune proposed a highly efficient learning algorithm for network 

systems with resource constraints. Nonetheless, Kitsune also has 

its own limitations. For efficiency, Kitusne utilizes information only 

from network header. Therefore, Kitsune fails to detect attacks that 

utilizes payload data to trigger vulnerabilities. However,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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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nalyze payload data also requires tremendous computation. To 

locate payload attacks and to overcome the proposed challenge, we 

suggest a novel extension of Kitsune that comprehensively learns 

both network and device behaviors related to network packets. 

Although device behavior and payload data are not exactly the same, 

using device behavior to approximate payload data make our NIDS 

practical with minimum accuracy drop. As expected, our 

experiments show that Kitsune fails to identify payload attacks. 

Network header shows no difference between normal data and 

payload attacks. But our design successfully approximates payload 

data to detect payload attacks. 

 

 

 

Keywords : NIDS, Deep Learning,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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