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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나날이 증가하는 해킹의 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한 침임 탐지 시스템과 로그 수집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침임 탐지 시스템이 생겨났으며, 이
는 다양한 종류의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서로의 단 을 보안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네트워크 기반인 NIDS(Network-based IDS)와 호스트 기반인 HIDS(Host-based IDS)의 장단 을 

가진 Hybrid IDS을 구성하기 해 NIDS와 HIDS의 로그 데이터 통합을 해 실시간 로그 처리에 특화

된 Kafka를 이용하고, 실시간 분석에 Spark Streaming을 이용하여 통합된 로그를 분석하게 되며, 실시

간 송 도 에 발생되는 데이터 유실에 해 별도로 장되는 Hadoop의 HDFS에서는 데이터 유실에 

한 보장을 하는 실시간 Hybrid IDS 분석 시스템에 한 설계를 제안한다.

1. 서론

  나날이 증가하는 해킹의 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한 침임 탐지 시스템과 로그 수집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침임 탐지 시스템이 제안되었으나 

단일 시스템에서 각기 다른 단 이 발견되었으므로, 본 연

구를 통해서 단일 침입 탐지 시스템의 단 을 보완하는 

하이 리드(hybrid) 방식의 시스템의 설계를 제안한다.

  침임 탐지 시스템은 네트워크기반인 NIDS(Network–

based IDS)[1]와 호스트 기반인 HIDS(Host-based 

IDS)[2]로 구분된다. NIDS의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

석하기 때문에 실시간 탐지와 응이 가능하고 HIDS에서 

볼 수 없는 패킷까지 검사가 가능하다. HIDS는 실제 일어

난 이벤트를 포함하는 로그를 검사하므로 NIDS가 놓치는 

시스템 내부 공격, 요한 서버 터미  공격을 분석할 수 

있는 각각의 장단 이 존재한다. 따라서 두 가지 시스템 

 하나만 사용하여 침임을 탐지하기엔 많은 문제 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두 가지 탐지 방식이 통합된 하이 리드 

IDS[3]가 필요하며, NIDS와 HIDS에서 발생되는 량의 

로그 데이터를 통합하여 통합된 분석을 통해 성능을 향상

시킬 필요성이 생겼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 리드 IDS 구성을 해서 NIDS와 

HIDS의 로그 데이터를 통합하는 기능에는  처리

(pre-processing)로 로그 처리에 특화된 Kafka를 이용하

여 데이터를 통합하고, 통합된 데이터는 Spark Streaming

으로 송되어 실시간 분석된다. Hadoop의 HDFS에서는 

Kafka에서 처리하지 못하거나 손실되는 부분을 언제든 다

시 읽어 들일 수 있도록 별도의 Collector에 의해 로그가 

실시간으로 장하여 배치 작업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Hybrid IDS를 구성하기 해서는 NIDS와 HIDS의 로

그 데이터를 통합하는 일이 가장 요하다. 이를 해서 

IDS에서 수집되는 로그를  처리 과정에서 Kafka가 데

이터를 송하기 에 로그 병합 방법[7]을 이용하여 

Sensor IP, Source IP, Destination IP, Port, Protocol, 

Direction, Signature와 같은 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정규화

화 시킨 통합 로그 데이터를 송하게 된다.  

3. 본론

Kafka는 분산 메시징 시스템으로 용량의 실시간 로

그처리에 특화된 아키텍처 설계를 통하여 기존 메시징 시

스템보다 우수한 TPS를 보여 다. 이를 통해 시스템 

는 응용 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안정 으로 얻는 실시간 

스트리  데이터 이  라인 구축이 가능하고 데이터 스

트림을 변환하거나 이에 반응하는 실시간 스트리  애

리 이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실시간 발생되는 

NIDS와 HIDS의 로그를 분산처리를 통해 빠른 속도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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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할 수 있게 된다.

Hadoop은 용량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 클러스

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로그램을 지원하는 자바 소

트웨어 임워크로 Hadoop은 Java로 구 된 

MapReduce 로그래  모델을 포함하여 용량 데이터를 

일반 인 컴퓨터로 구성된 클러스터 환경에서 병렬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Hadoop의 일 시스템인 HDFS는 

데이터 장에 한 높은 H/A(High Availability)를 보장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송되는 도 에 발생

될 수 있는 데이터 유실에 해서 방지할 수 있다.

Spark Streaming은 높은 처리량, 내결함성, 실시간 스

트림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Apache Spark API의 

확장형으로 Spark Streaming은 입력 데이터 스트림을 수

신하고 데이터를 배치로 나  후 Spark 엔진에서 처리하

여 최종 결과 스트림을 일 으로 생성한다. Map, 

reduce, join 과 같은 고  함수로 표 된 복잡한 Spark의 

기계 학습  그래  처리 알고리즘 스트림 데이터에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Kafka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Kafka를 연동하지 않고 Spark Streaming만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경우 Spark Streaming에서 

NIDS 데이터와 HIDS 데이터를 처리하여 통합하고 분

석하는 모든 작업을 처리하게 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

한다. 다라서 본 논문에서는 Kafka를 이용하여 처리로 

NIDS와 HIDS 데이터를 통합하여 Spark Streaming은 오

직 송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데 사용하고, 실

시간 송 도 에 생길 수 있는 데이터 유실에 해서 별

도의 Collector를 통해 HDFS에 장하여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체 인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 System Architecture

NIDS의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여 패킷을 검사

하기 때문에 실시간 탐지가 가능하지만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난 공격에 해서는 탐지 할 수 없고, HIDS는 실제 

일어난 이벤트를 감시하여 패킷을 감지하여 보다 정확한 

감지가 가능하지만 모든 패킷 헤더를 볼 수 없으므로 모

든 종류의 공격을 탐지가 불가능하다. 

그림 1에서 제안한 시스템 구성을 통해 Kafka의 Topic

을 Source IP로 설정하여 해당 IP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패킷 검사 로그와 실제 일어난 이벤트 로그 모두를 장

하여 해당 Source IP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크, 시스템 이

벤트 상의 모든 로그 정보를 얻어오는 Hybrid IDS를 구

성하게 된다.  

최종 으로 통합된 로그는 Spark Streaming을 이용하

여 분석하게 된다. Spark Streaming에서는 실시간 분석을 

하여 DBN + SV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석하게 된

다. 분석 시스템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Analysis System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NIDS와 HIDS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통

합한 Hybrid IDS의 실시간 로그분석 시스템에 한 방안

을 제시하 다. 로그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사  로그 병합 

방법을 이용해 정규화한 량의 로그 데이터들을 Kafka를 

통하여 Source IP(Topic) 별로 송하여 Source 

IP(Topic)별로 발생한 모든 네트워크 패킷 검사 로그와 

실제 일어난 시스템 이벤트 로그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데 있어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Spark Streaming을 이용한 실시간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

로 로그들에 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실시간 송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실은 Hadoop HDFS에 실

시간으로 장하여 데이터의 유실을 방지한다.

 향후 실시간 분석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통해 재 IDS 

탐지에 사용되는 Rule의 탐지율을 검사하여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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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Rule로 변경하거나 HDFS 장되어 있는 실

시간 로그 정보를 이용하여 일정 주기마다 지속 인 Rule 

업데이트를 병합하는 시스템이 가능할 것으로 상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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