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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nymon Plus(ver 3.0)은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으로 용량 로그  빅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장․

분석할 수 있는 제품( 당 40,000 이벤트 처리)으로서, 방화벽 로그 분석을 통한 비정상 네트워크 행  

탐지, 웹 로그 분석을 통한 사용 패턴 분석, 인터넷 쇼핑몰 사기 주문 분석  탐지, 내부 정부 유출 

분석  탐지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확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련 인 라 로그를 

분석하고 측하여 상 보안사고 시기에 집  경계를 통한 선제  응을 모색하기 해 통계  

이론에 기반한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 회귀분석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측 엔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한다.

1. 서론

   최근 IT 환경의 고성능화는 각종 보안 장비, 네트워크

⋅서버 장비  어 리 이션에서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

의 폭증을 야기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술의 태동  발

을 진하고 있다.

   국내 로그 분석 제품은 단순 국내 보안 리 제품과, 

외산 로그 분석 제품  기존의 ESM 솔루션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원시 로그의 장을 요구하는 법과 규제의 

증가에 따라 원시로그를 장하지 못하는 ESM은 시장에

서 존재 가치를 잃어 갈 것으로 측되고 있다. 한 원시 

로그를 장할 수는 있으나 상  분석 기능이 미흡한 단

순 국내 보안 리 제품 한 가 주 시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단되고 있다. 국내 로그 련 시장은 고가

의 통합 로그 분석 시장과 가의 단순 로그 리 시장으

로 양분되어 있으며, 자의 경우 국산 제품과 외산 제품

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역시 국내 업체들

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1]사의 통합 로그 분석 제품인 Anymon Plus는 세계 

최고의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 장⋅분석 성능을 앞세워 

PoC에서 경쟁사 제품을 압도하고 있으며,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 Anymon Plus는 원시로그를 장하

본 논문은 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3년도 이공계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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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SM 제품이며, 외산 제품에 못지않은 동  분석 기능

을 제공하고 있기에, 로그 분석 시장, ESM 시장을 동시에 

석권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희귀분석과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통계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한다. 이를 통해, 보안사고  

에 선제 으로 응할 수 있으며 소기업에서 범용

으로 도입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에 극 활용될 수 있다.  

  

2. 기반 연구 

  기존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은 구조로

서 보안장비, 서버  어 리 이션이 고객사의 로그 수집

상 시스템으로 에이 트가 탑재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

이트 메니 는 무제한 병렬 확장이 가능하여 분사 수집⋅

장⋅분석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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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

A안
통계 으로 완벽

하게 검증된 도구

연동, 연산 속도 문제로 실시간 처

리의 어려움

과도한 시스템 자원 유(CPU  

메인메모리

B안

측 엔진 외 에

도 범용 사용 가

능

서버별, CPU당 고가의 가격 정책

원하는 측 엔진 로직은 추가 구  

필요

C안

구 과 련한 모

든 소스 확보 가

능

개발  검증에 많은 시간 소요

D안

표  라이 러리 

체 가능 

측 엔진 개발만 

집 함으로써 개

발 기간 단축

오 소스 라이 러리 사용시 라이선

스 이슈

상용 라이 러리 사용시 추가 구매 

비용 부담

  통계 로그 분석 시스템은 궁극 으로 (그림 2)와 같은 

계락 인 구조로서 실질 으로 통계  측 엔진을 개발

하는 방법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2) 통계  측 엔진의 

구조

 

  기존 제품과 연동 는 인터페이스를 공유하여 GNU 

R[2,3]과 연동하는 시도(A안), 수학⋅통계 라이 러리를 

이용한 시도(B안)와 순수하게 통계  측 엔진을 새롭게 

개발하는 시도(C안), 수학  표  라이 러리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시도(D안)로 분류되며 <표1>과 같은 장단 을 

가지고 있다.

<표 1> 통계  측 엔진 개발을 한 장단  분석

3. 통계학  기반 측 엔진 구조 설계

  본 논문에서는 오 소스 라이 러리 기  개발 후 진

으로 자체 모듈 교체가 가능한 수학 표  라이 러리를 

기반으로 (그림 3)과 같은 통계  측 엔진을 설계하고 

각 모듈을 구 한다.

(그림 3) 통계  측 엔진 세부 구  구성 모듈

  각 모듈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Data Editing:읽어온 데이터의 null 제거, 문자->숫자 

변환, 추가 변수 설정

  ⋅Basic Stat: 가공된 데이터에 한 기  통계 계산

  ⋅Matrix: 회귀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역행렬 계산 처리

  ⋅Statistics: 기본 통계 계산

  ⋅Parameter 선택: 통계 분석할 상 변수 선택

  ⋅Linear Regression: 선형 회귀분석 계산

  ⋅Parameter Estimating: 회귀분석 결과에 한 평가를 

                  한 ANOVA, R^2 등의 통계값 계산

  ⋅Variables Transform: 선형변수를 함수로 변형

  ⋅Residual Analysis: 구해진 라미터 간의 상호 상

             계(정규, 등분산, 독립) 악

  ⋅Distribution Function: 분포함수 계산

  ⋅Outlier Analysis: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추출/제거, 

          연속형 변수의 분석 시 데이터의 특이

          (Outlier) (이탈값)에 의해 평균과 분산이 크게 

          향을 받으므로 이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

          는 분석  사  조치로 탐색  자료 분석

  ⋅Test Simulation: 입력 데이터  일부를 검증용 데이

          터로 활용하여 측이 잘 되는지 테스트

  ⋅System Info: 행렬 계산을 좀 더 효율 으로 하기 

          한 시스템 사양 악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희귀분석과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통계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으며 이를 통해, 보안사고  

에 선제 으로 응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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