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18.18.04.048

Snort를 이용한 비정형 네트워크 공격패턴 탐지를 수행하는 
Spark 기반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

Spark-based Network Log Analysis Aystem for Detecting 

Network Attack Pattern Using Snort

백나은*, 신재환*, 장진수*, 장재우**

북 학교 컴퓨터공학과*, 북 학교 IT정보공학과**

Na-Eun Baek(nannani100@jbnu.ac.kr)*, Jae-Hwan Shin(djtm99@jbnu.ac.kr)*, 

Jin-Su Chang(lklin1749@jbnu.ac.kr)*, Jae-Woo Chang(jwchang@jbnu.ac.kr)** 

요약

최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발 하는 

네트워크 기술을 악용하여 공공기 , 기업 등을 상으로 하는 공격 사례가 증가하 다. 한편 기존 네트워

크 침입 탐지 시스템은 네트워크 로그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로그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Snort를 이용한 비정형 네트워크 공격패턴 탐지를 수행하는 Spark 기반의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용량의 네트워크 로그 데이터에서 네트워크 공격 패턴 

탐지를 해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분석을 해 Port Scanning, Host Scanning, DDoS, 

Worm 활동에 해 네트워크 공격 패턴을 탐지하는 규칙을 제시하 으며, 이를 실제 로그 데이터에 용하

여 실제 공격 패턴 탐지를 잘 수행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능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Spark 기반 로그 

분석 시스템이 Hadoop 기반 시스템에 비해 로그 데이터 처리 성능이 2배 이상 우수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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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network technology has been used in various fields due to development of network 
technology. Howeve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attacks targeting public 
institutions and companies by exploiting the evolving network technology. Meanwhile, the 
existing network intrusion detection system takes much time to process logs as the amount of 
network log increas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Spark-based network log analysis 
system that detects unstructured network attack pattern. by using Snort. The proposed system 
extracts and analyzes the elements required for network attack pattern detection from large 
amount of network log data. For the analysis, we propose a rule to detect network attack 
patterns for Port Scanning, Host Scanning, DDoS, and worm activity, and can detect real attack 
pattern well by applying it to real log data. Finally, we show from our performance evaluation 
that the proposed Spark-based log analysis system is more than two times better on log data 
processing performance than the Hadoop-ba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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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터넷 보 률  사용률이 증가하고 네트워크 기술

을 사용하는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네트워크 기술을 

악용한 악의 인 네트워크 침입 사례가 증가하 다. 한

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  

한 해 동안 해킹사고 수처리 건수는 12,847건으로 다

수의 네트워크 침입 사건들이 발생하 다. 이처럼 네트

워크 기술의 발 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공격은 계속

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의 해결을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랜섬웨어, DDoS 공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네트워크 로그를 수집  분석하여 네트워크 공격

을 탐지하는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Network 

Intrusion Detection System)[1]  네트워크 로그[2]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첫째, 이동건의 연

구[3]에서는 네트워크 로그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

공함으로써, 네트워크 로그의 분석 결과를 편리하게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격의 종류나 공격 여부에 해

서는 사용자가 직  단해야 하는 한계 이 존재한다. 

둘째, 장진수의 연구[4]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기술인 

Hadoop[5] 기반의 MapReduce를 이용하여 용량 데

이터 처리를 수행하 다. 그러나 Hadoop 기반의 

MapReduce를 이용한 용량 데이터 분석 작업의 경우, 

디스크 I/O에 따른 오버헤드가 발생하여 성능 하의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 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Spark 기반의 네트워크 로그를 수집하고 네트워크 침

입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표 인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인 Snort[6]를 사

용하여 네트워크 로그를 수집하고 처리한다. 아울러 

용량 데이터 처리 임워크인 Spark[7]를 사용하여 

수집된 로그의 분산 처리를 수행한다. Spark를 이용한 

분산처리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입출력 시 발생하는 

I/O 오버헤드 문제를 해결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마지막으로 Port Scanning, Host Scanning, DDoS 

공격, Worm 활동 등의 네 가지 공격에 한 패턴을 탐

지하는 rule 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로그

를 분석하여 탐지된 공격 유형  공격 횟수를 시각화

하여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 배경 

 련 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Spark 기반 네트

워크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시스

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공격패턴 분석  시각화에 

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제안하는 Spark 기반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의 네트워크 로그 데이터 처리 속도 

 공격 탐지 정확도에 한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마

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II. 연구 배경 및 관련 연구

1. 연구 배경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탐지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설치 치와 목

에 따라 호스트 기반의 침입 탐지 시스템(HIDS)  네

트워크 기반의 침입 탐지 시스템(NIDS)으로 분류된다. 

침입 탐지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필터링  축약, 네트워크 공격 추   응 등이다.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는 Snort, Suricata[8], 

Bro[9] 등이 있다. 이 가운데 Snort는 오  소스 기반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써[10][11],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을 한 효율 인 보안 도구이다. 그러나 

Snort는 실시간으로 Rule에 의해 감지된 네트워크 침입

을 탐지하지만, 정형화된 공격 패턴 이외의 공격을 탐

지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한편 Spark는 UC Berkeley의 AMP 연구실에서 개발

된 오  소스 클러스터 컴퓨  임워크이다. Spark

는 Driver 노드와 Worker 노드를 이용하여 작업을 분

산 처리하며, 반복 인 데이터 연산에 해 캐시를 사

용하여 빠른 데이터 처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Spark는 

RDD(Resilient Distributed Datasets)[12]를 기본 객체

로 사용하여 규모 데이터 분석에 효율 이다. Spark

의 in-memory 방식의 데이터 처리는 데이터를 디스크

에 장하지 않고 RAM에 장하여, 디스크 장 방식

보다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Spar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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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디스크 기반 시스템보다 10배~100배 성능

개선을 이루었다[13]. 한, Spark는 in-memory 상에

서 데이터의 tolerance를 해결하기 하여, RDD와 같은 

읽기 용 데이터 구조를 사용한다. 따라서 Spark는 클

러스터 노드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손실된 경

우에도 RDD를 통해 연산을 다시 수행함으로써 손실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한편, 기존 Hadoop의 MapReduce를 이용한 규모 

데이터 분석 작업은 각 iteration에서 디스크 기반의 

HDFS를 통해 데이터가 달되기 때문에[그림 1](a), 

디스크 I/O에 따른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문제 이 존재

한다. 그러나 Spark는 처음 iteration에서만 디스크로부

터 데이터를 입력받으며, 그 이후에는 in-memory 형태

로 작업을 수행한다[그림 1](b).

(a) Hadoop 

(b) Spark

그림 1. Hadoop 및 Spark 에서의 데이터 처리

2. 관련 연구

네트워크 환경에서 생성된 로그의 공격패턴을 분석

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건의 연구[3]은 보

안 을 탐지하고  사용자에게 나타내기 해 네트워

크 로그에서 세 가지 요소를 추출하 다. 세 가지 요소

는 Source IP, Destination IP, Destination Port로 각각 

공격의 근원지 정보, 공격의 상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세 가지 요소를 추출하여 

분석 후 10분 단 로 나 어 각각의 비율에 한 RGB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를 제공한다. 그러나 RGB 색의 

변화를 통해 네트워크 로그의 상태만을 시각화하기 때

문에 네트워크 공격을 사용자가 직  단해야 한다는 

한계 이 존재한다. 

둘째, 최 수의 연구[14]는 기존 SQL 질의를 이용한 

용량 데이터 분석에서 성능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해, Hadoop기반의 MapReduce를 이용하여 용량 데

이터를 처리한다. 해당 연구는 처리 단계  Log 

Thread Correlation 단계로 구성되며, 처리 단계에서 

수집된 로그를 정규화하고 동일 유형의 값으로 변환시

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켰다. 한, Log Thread 

Correlation 단계에서는 Map과 Reduce 작업을 통하여 

유사 로그를 병합함으로써, 량의 데이터를 효율 으

로 처리하도록 하 다. 

셋째, Jian Zhang의 연구[15]는 DDoS 공격에 노출된 

클라우드 노드를 DDoS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효율

인 탐지를 한 탐지 모델을 제시하 다. 해당 연구는 

Packet Collector/Loader 단계, Abnormal Check 단계, 

Non-Parameter CUSUM Based Decision 단계로 구성

된다. 첫째, Packet Collector/Loader 단계는 패킷을 수

집하고 HBASE에 Key, Source IP, hop-count, time-stamp 

등의 정보를 장한다. 둘째, Abnormal Check 단계는 

MapReduce를 통해 정상 패킷과 비정상 패킷을 각각 

합산하여 비정상 인 네트워크 흐름을 탐지한다. 마지

막으로 Non-Parameter CUSUM Based Decision 단계

는 CUSU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집된 네트워크 로

그에서 비정상 패킷을 탐지하여 DDoS 공격 여부를 탐

지한다. 해당 연구는 트래픽 민감도, 다양한 공격 규모

의 응성, 탐지의 시성 등의 요소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탐지 가능한 공격

이 DDoS 공격에 한정되는 한계 이 존재한다.

넷째, 김민택의 연구[20]은 네트워크 요소에 한 엔

트로피 값을 계산하여 DDoS, Port Scanning  Host 

Scanning 공격에 한 탐지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 연

구는 DARPA 2000의 한정 인 data set만을 사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 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이 어려우

며, Port Scanning 탐지에 한 검증을 수행하지 못한 

한계 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김재 의 연구[21]은 트래픽의 변화량인 

Variance를 이용하여 기존 트래픽 기반 Worm 탐지 기

법보다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며 빠르게 Worm 활동을 

탐지한다. 그러나 Worm이 발생한 근원지와 트래픽 특

성에 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Worm에 한 차

단  응이 어려운 한계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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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로그 추출기 알고리즘

III. Spark 기반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

1. 전체 구조

본 논문에서는 Spark 기반의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

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로그 수집기, 로그 

추출기, 로그 분석기, 시각화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로세스는 일반 인 탐지 시스템

에서 사용하는 구조이며 공격에 한 빠른 분석을 한 

처리 과정, 분산처리를 통한 효율 인 데이터 처리 

과정을 포함하며 이는 [그림 2]와 같다. 첫째, 로그 수집

기는 서버에 설치된 네트워크 로그를 수집하고, Snort

를 통해 수집된 네트워크 패킷 로그를 클러스터를 사용

하여 HDFS에 분산 장한다. 둘째, 로그 추출기는 

HDFS에 장된 네트워크 로그에서 네트워크 침입 탐

지에 필요한 요소 즉, <시간, IP, Port>를 추출한다. 

한, 각 로그의 요소별로 시간당 발생 횟수를 카운트한

다. 추출된 요소  요소 별로 카운트된 결과를 

MapReduce 기반의 데이터 장 시스템인 Hive에 장

된다. 셋째, 로그 분석기는 로그 추출기에서 추출된 요

소를 이용하여 네 가지 네트워크 공격(Port Scanning, 

Host Scanning, DDoS, Worm 활동)에 한 분석을 수

행한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애 리 이션은 R[16]을 

이용하여, 막  그래 , 꺾은선 그래 , 원형 그래  등

의 형태로 시각화하여 사용자에게 결과를 제공한다.

그림 2. 전체 시스템 프로세스

2. 로그 수집기

제안하는 시스템의 로그 수집기는 네트워크 로그 탐

지 시스템인 Snort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네트워크 로그

를 수집한다. 수집된 로그에는 Time, Type, Source IP, 

Source Port, Destination IP, Destination Port, ID, Len 

등이 포함된다. Snort를 통해 최 로 수집된 로그의 형

태는 [그림 3]과 같다. 수집된 네트워크 로그는 셀 스크

립트를 통해 n개의 데이터 노드에 분산 처리된다. 마지

막으로 n개의 노드에서 처리된 결과는 HDFS에 장된다. 

그림 3. 로그 수집 형태

3. 로그 추출기

제안하는 시스템의 로그 추출기는 [그림 4]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비정형 형태로 수집된 로그를 정형 데

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수집된 로그

에서 분석에 필요한 요소만을 추출한다. 분석에 필요한 

요소로는 Source IP, Destination IP, Destinatio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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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등이 있다. Source IP는 공격의 근원지 정보를 포

함하고 있으며, Destination IP와 Port는 공격 상 정

보를 포함한다. 한, Time은 공격 발생 시간 등 요

한 정보를 담고 있다. 추출한 요소에 포함된 정보를 이

용하여 네트워크 공격 패턴을 단한다. 

로그 추출기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요소만을 추출하

여 Hive에 장한다. 로그 추출기는 체 시스템 과정

에서 가장 많은 작업량과 시간을 소비하는 컴포 트이

다. 따라서 용량의 로그 추출  분석을 수행하기 

해 Spark를 사용한다. 

로그 추출기는 Spark를 이용하여 필요한 요소를 추

출하기 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그림 5]. 첫째, 분석

에 필요한 주요소를 추출하는 단계는 용량 로그 데이

터에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분석 시간

을 단축한다. 둘째, 카운트 요소를 추출하는 단계는 일정 

시간 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Source IP, Destination 

IP, Port 등의 발생량을 카운트한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데이터를 장하는 단계는 분석된 데이터를 시각화하

기 해 Hive에 장한다.

그림 5. Spark를 이용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4. 로그 분석기

로그 분석기는 수집된 네트워크 로그를 분석하여 네

트워크 공격 패턴을 탐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VAST 

Challenge 2012[17]에서 제공한 IDS  방화벽 로그, 그

리고 Snort를 사용하여 수집한 네트워크 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격 탐지 조건을 설정한다. 로그 추출기에서 

추출된 요소와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네 가지 네트워크 

공격 패턴, 즉 Port Scanning, Host Scanning, DDoS, 

Worm 활동에 한 패턴 분석을 수행한다[18].

본 논문에서 설정한 공격 탐지 조건은 상 서버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 설정하 으며 각각의 

threshold 값은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유동 으로 변할 

수 있다.

4.1 Port Scanning

Port Scanning 공격은 악의 인 사용자가 특정 목

지에서 사용 가능한 Port에 해 체 인 탐색을 시도

하는 공격이다. Port Scanning 공격 발생 시 보안 로그 

상에서 다른 요소의 발생량에 비해 Destination Port의 

수가 상 으로 증한다. 공격 탐지 기 에 한 수

식은 다음과 같다.

 위험도  


  

  

       (1)

(식 1)과 같이 보안 로그에서 Destination Port의 평

균 발생량을 나타내는 에 해 단 시간 

Destination Port의 발생량을 나타내는 의 비율이 

threshold 을 과하고 의 값이 설정된 

threshold 을 과하는 경우 해당 시 에서 Port 

Scanning 공격이 발생했음을 탐지한다.

4.2 Host Scanning

Host Scanning 공격은 다수의 목 지 IP를 스캔하는 

공격이며, 평상시보다 근하는 목 지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공격 발생 시 보안 로그 상에서 

Destination IP의 수치가 다른 요소보다 상 으로 

증하는 특징이 있다. 공격 탐지 기 에 한 수식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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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도 


  

  

          (2)

(식 2)와 같이 보안 로그에서 Destination IP의 평균 

발생량을 나타내는 에 한 단 시간 

Destination IP의 발생량을 나타내는 의 비율이 

threshold 을 과하고, 가 설정된 threshold 

을 과하는지 검사한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평

상시보다 Destination IP의 발생량이 증하 다고 

단하여, Host Scanning 공격이 발생했음을 탐지한다. 

4.3 DDoS

DDoS 공격은 악의 인 사용자로부터 감염된 다수의 

PC로부터 특정 목 지에 하여 비정상 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켜 해당 목 지의 서버를 다운시키는 

공격이다. 공격 발생 시 보안 로그 상에서 체 로그의 

양이 증가하고 Source IP의 수가 증하지만, 상 으

로 Destination IP, Port는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 공격 

탐지 기 에 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공격 위험도   
 

 



  

  

       (3)

(식 3)과 같이 다수의 PC로부터 비정상 으로 량

의 로그가 발생하 는지 확인하기 해 보안 로그의 평

균 발생량을 나타내는  에 한 단 시간 

보안 로그 발생량   비율이 설정된 threshold 

을 과하거나, Source IP의 평균 발생량을 나타내

는 에 한 단 시간 Source IP의 발생량을 

나타내는   비율이 설정된 threshold 을 과하는

지 검사한다. DDoS 공격은 다수의 근원지로부터 특정 

목 지를 상으로 수행되므로 에 한 의 비율

이 설정된 threshold 을 과하는지 검사하여 조건을 

만족하면 DDoS 공격으로 단한다.

4.4 Worm 활동

Worm 활동이 발생하면 해당 서버에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여 서버를 마비시키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수

의 목 지에 Worm을 하여 일 등을 악의 으로 

암호화한다. 한, Worm 활동은 일반 인 네트워크 트

래픽이라고 보기 어려운 규칙 인 활동 양상을 보이기

도 한다. Worm 활동 발생 시, Destination IP, Port의 양

이 증가하며, 규칙 인 주기로 Source IP의 발생량이 

증가한다. 공격 탐지 기  수식은 다음과 같다.

 활동 위험도 


 

 


 


 

     (4)

(식 4)와 같이 보안 로그에서  , 

에 한 , 의 비율이 각각 threshold , 을 

과하거나, 에 한 의 비율이 threshold 

를 과하는 경우 설정된 시 에서 Worm 활동으로 

단할 수 있다.

IV. 네트워크 공격패턴 분석 및 시각화

공격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Snort를 통해 수집된 

보안 로그이며, Port Scanning, Host Scanning, DDoS, 

Worm 활동 공격에 해 공격을 시도하는 테스트를 수

행하여 공격 패턴 분석을 수행하 다. 아울러 공격 패

턴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1. Port Scanning

네트워크 검색  Scanning이 가능한 도구인 N-map

을 사용하여 해당 서버에 Port Scanning 공격을 시도하

여 테스트를 수행하 다.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식 1)에 용한 결과로 가 threshold 

=1.8 을 과하고, 가 threshold = 100 을 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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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시:분)

    

19:35 25

25.94

0.963

19:36 21 0.809

19:37 24 0.925

19:38 160 6.168

19:39 154 5.936

19:40 156 6.013

표 1. Port Scanning 공격에 대한 분석

2. Host Scanning

사용 데이터는 Snort를 이용하여 수집된 네트워크 로

그와 Nmap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 다. 분석 결

과는 [표 2]와 같다. (식 2)에 용한 결과로 

가 threshold =1.8 을 과하고 가 threshold 

=40 을 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ime
(시:분)

    

19:43 18

18.22

0.987

19:44 18 0.987

19:45 72 3.951

19:46 64 3.512

19:47 78 4.281

19:48 19 1.042

표 2. Host Scanning 공격에 대한 분석

  

3. DDoS

공격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VAST Challenge 2012

에서 제공하는 방화벽 로그를 사용하 으며, 분석 결과

는 [표 3]과 같다. (식 3)에 용한 결과로 

)에 한   의 비율이 threshold 

=10 을 과하며 에 한 의 비율이 

threshold =5 을 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에 한 의 비율이 threshold =50 을 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ime
(시:분)

     

 

18:19 0 0

198.79

0

734.12

18:20 6 1 6

18:21 0 0 0

18:22 32 1240 2611

18:23 32 1248 2696

18:24 23 2652 8459

18:27 30 2650 8439

표 3. DDoS 공격에 대한 분석

4. Worm 활동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VAST Challenge 2012에서 

제공하는 IDS 로그를 사용하 으며, 분석 결과는 [표 4]

와 같다. (식 4)에 용한 결과로 에 한 

의 비율이 threshold =2 를 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threshold =3, =3 는 Worm의 확산 시

도를 탐지하기 한 가 치이다.

Time
(시:분)













19:30 1

3.59

2

3.88

52

10.29

19:31 1 1 4

19:32 0 0 0

19:33 1 1 4

19:34 1 1 4

19:35 1 1 6

19:36 1 1 32

표 4. Worm 활동에 대한 분석

5. 시각화 인터페이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로그의 분석 결과를 시각화

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시각화 인터페이스는 보

안 로그를 각 공격에 하여 분석을 수행한 후, 통계 시

각화 도구 R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웹 인터페이스 형

식으로 제공한다. 시각화 인터페이스는 꺾은선 그래 , 

막  그래 , 원형 그래 가 존재한다. 첫째, [그림 6]은 

꺾은선 그래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질의한 시간에 발

생한 네트워크 체 로그 발생량  각 요소별 발생량

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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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네트워크 플로우 요소 시각화

둘째, [그림 7]은 막 그래 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발생한 공격의 종류  발생한 횟수를 시각화하여 제공

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8]은 원형그래 를 이용하여 

탐지된 공격이 발생한 시 과 공격 탐지의 정확도를 시

각화한 결과이다. 

그림 7. 탐지된 공격 종류 및 횟수 시각화

그림 8. 공격 발생 시간 및 정확도 시각화

V. 성능평가

제안하는 시스템의 로그 분석과 처리 속도  공격 

패턴 탐지 정확도에 한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첫째, 

데이터 처리 속도에 한 성능 평가를 해,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Spark 기반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시간을 Hadoop MapReduce환경에서 구

한 장진수의 연구[4]의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시간과 비교한다. 둘째, 공격 패턴 탐지 정

확도에 한 성능평가를 해, 논문에서 제안하는 

DDoS 공격패턴 탐지 기법을 Jian Zhang의 연구[15]의 

CUSUM 알고리즘을 이용한 DDoS 공격패턴 탐지 기법

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격 

탐지 Rule 을 이용하여 port scanning과 host scanning, 

worm 공격의 공격패턴 탐지 정확도에 한 성능평가

를 수행한다. 

성능평가를 해 리 스 환경의 마스터 서버 1 , 슬

이  노드 2~9 로 구성된 Spark 클러스터 환경  

Hadoop MapReduce 클러스터 환경을 구축하 다. 성

능평가를 한 환경은 [표 5]와 같다.

항목 성능
CPU Intel(R) Core(TM) i3-3240 CPU @ 3.40GHz

Memory 16GB

OS Ubuntu 14.04.5 LTS

Spark Spark version 2.0.2

Scala Scala version 2.11.8

Hadoop Hadoop-2.7.2

Java Java 1.8.0-131

표 5. 성능평가 환경

1. 데이터 크기에 따른 네트워크 로그 데이터 처리

시간 

데이터 크기에 따른 네트워크 로그 데이터 처리 시간

을 측정하기 해, 마스터 서버 1 와 슬 이  노드 9

를 이용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park 기반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

스템  Hadoop MapReduce 환경에서 구 한 네트워

크 로그 분석 시스템을 비교하 다. 성능평가를 해 

사용한 데이터는 Snort를 이용하여 실험 서버에서 직  

수집한 네트워크 로그이며, 데이터 크기는 각각 2, 4, 6, 

8, 10(GB) 이다. [표 6]은 데이터 크기에 따른 네트워크 

로그 로딩  분석 시간을 나타낸다. 성능평가 결과, 제

안하는 Spark 기반의 시스템이 Hadoop MapReduce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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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시스템보다 평균 2배 이상의 빠른 로그 데이터 처

리 성능을 나타낸다.

데이터 크기 2(GB) 4(GB) 6(GB) 8(GB) 10(GB)

Hadoop(sec) 86.9 137.3 196.6 250.0 312.9

Spark(sec) 42.4 67.1 96.2 113.2 155.5

성능 향상(%) 204.3 204.5 204.4 220.8 201.2

표 6. 데이터 크기에 따른 로그 데이터 처리 성능

2. 클러스터 수에 따른 네트워크 로그 데이터 처리 

시간

클러스터 수에 따른 네트워크 로그 데이터 처리 시간

을 측정하기 해, 마스터 서버 1 와 슬 이  노드 3

~9 를 이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성능평가

를 해 사용한 데이터는 Snort를 이용하여 수집한 

10GB의 네트워크 로그 데이터를 사용하 다. [표 7]은 

클러스터 수에 따른 네트워크 로그 데이터 처리 시간의 

성능 평가 결과이다. 제안하는 Spark 기반의 시스템이 

Hadoop MapReduce 기반의 시스템보다 2배에서 2.5배 

빠른 로그 데이터 처리 성능을 나타내었다.

클러스터 수 4( ) 6( ) 8( ) 10( )

Hadoop(sec) 511.0 370.6 341.2 312.9

Spark(sec) 200.0 171.5 167.6 155.5

성능 향상(%) 255.4 216.0 203.6 201.2

표 7. 클러스터 수에 따른 로그 데이터 처리 성능

3. DDoS 공격패턴 탐지율

DDoS 공격 패턴 탐지 정확도의 성능평가를 해, 제

안하는 Spark 기반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을 Jian 

Zhang의 연구의 DDoS 탐지 기법[15]과 비교하 다. 

Jian Zhang의 연구는 패킷을 수집하여 HBASE에 정보

를 장한 뒤 Hadoop MapReduce를 이용하여 비정상 

패킷을 검출하고 CUSU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DDoS 

공격 여부를 단한다. 성능 평가를 해 해킹 툴의 일

종인 hping[19]을 사용하여 DDoS 공격을 실시하 다. 

hping은 Dos 공격, Flooding 공격, 방화벽 테스트, Port 

Scan 등의 테스트를 지원하는 툴이다. 이를 해 SYN 

Flooding attack을 실시하 으며, 한 시간 동안 총 20번

의 공격을 실시하 다. 실험 결과는 [표 8]과 같다. 제안

하는 Spark 기반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은 총 20회

의 공격  15회를 탐지하여 75%의 공격 탐지율울 보

다. Jian Zhang의 연구의 DDoS 탐지 기법은 총 20회

의 공격  11회를 탐지하여 55%의 공격 탐지율을 보

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

이 기존 연구에 비해 우수한 공격 탐지율을 나타내었다. 

DDoS
공격 번호

탐지유무

제안하는 
시스템

Jian zhang의 
연구

1 D_1 O X

2 D_2 X X　

3 D_3 O O

4 D_4 O O

5 D_5 X　 X

6 D_6 O X　

7 D_7 O O

8 D_8 O X　

9 D_9 O X　

10 D_10 O O

11 D_11 O X　

12 D_12 X　 X　

13 D_13 O O

14 D_14 X　 X　

15 D_15 X　 O

16 D_16 O O

17 D_17 O O

18 D_18 O O

19 D_19 O O

20 D_20 O O

총 공격 횟수 20회 - -

탐지 횟수
(탐지율)

- 15회(75%) 11회(55%)

표 8. DDoS 공격 패턴 탐지율

4. DDoS를 제외한 공격패턴 탐지

DDoS 공격을 제외한 나머지 공격 탐지에 한 비교

는 기존 연구들에 한 자세한 시스템 구조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

로 비교하 으며 내용은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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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격 횟수 탐지 횟수 탐지율(%)

Port Scanning 20 20 100

Host Scanning 23 20 87.0

Worm 15 13 86.6

표 10. DDoS를 제외한 공격 패턴 탐지율

기존 연구의 특징  한계 제안하는 연구의 특징 제안하는 연구의 차별성

Port Scanning

김민택. et. al[1]
∙ 네트워크 요소에 대한 엔트로피 
값을 계산하여 공격 탐지 수행

∙ DARPA 2000의 한정적인 data 
set만을 사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
이 어려움

∙ 네트워크 로그에서 Destination 
Port 발생량에 대한 Destination 
Port의 평균 발생량 비율 및 
Destination Port 발생량이 일정 
임계값 이상일 때 공격이라고 판단

∙ Nmap을 이용하여 실제 서버에 
Port Scan을 시도한 후 탐지를 
수행하여 탐지 정확도를 검증

Host Scanning

김민택. et. al[1]
∙ 네트워크 요소에 대한 엔트로피 
값을 계산하여 공격 탐지 수행

∙ Port Scan 탐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지 못함

∙ 네트워크 로그에서 Destination 
IP 발생량에 대한 Destination IP
의 평균 발생량 비율 및 
Destination IP 발생량이 일정 임
계값 이상일 때 공격이라고 판단

∙ VAST Challenge 2012에서 제
공한 data set과 실제 시스템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패턴의 log 
set을 사용하여 공격 탐지를 수행

Worm

김재현. et. al.[3]
∙ 트래픽의 변화량인 Var iance를 
이용하여 기존 연구보다 높은 정
확도를 유지하며 빠르게 웜 활동
을 탐지

∙ 웜이 발생한 근원지와 트래픽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웜에 대한 차단 및 대응
이 어려움

∙ 네트워크 로그에서 Worm 탐지
를 위한 Source IP, Destination 
IP, Port 요소만을 추출 후, 이에 
대한 발생량을 계산하여 분산처
리 환경에서 빠르게 공격 탐지 
수행

∙ 네트워크 로그에서 대응에 필요
한 정보를 Hive에 테이블 형태
로 저장 및 관리하기 때문에 웜 
활동에 대한 대응이 가능

표 9. DDoS를 제외한 공격 탐지 차별성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격 패턴 탐지 Rule을 

이용하여 DDoS 공격 이외의 세 가지 공격의 탐지 정확

도에 한 자체 인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성능 평가 

결과는 [표 10]과 같다. 첫째, Port Scanning의 탐지 정확

도는 Snort를 이용하여 로그를 수집한 후 N-map을 이

용하여 1시간동안 총 20번의 Port Scanning공격을 시

도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이 20회 공격  20회의 공격을 탐지하여 탐지율 

100%를 나타내었다. 둘째, Host Scanning의 탐지 정확

도에 한 성능 평가는 Snort를 이용하여 로그를 수집

한 후 N-map을 이용하여 1시간동안 총 23회의 Host 

Scanning 공격을 시도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

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이 23회의 공격  20회를 탐

지하여 87.0%의 탐지율을 보 다. 마지막으로, Worm 

활동에 한 탐지율 성능평가를 해, 1시간동안 총 15

회의 Worm 활동을 시도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이 총 15회의 공격 에서 

13회를 탐지하여 86.7%의 탐지율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이 Port 

Scanning, Host Scanning, Worm 공격에 해 약 

87~100%의 우수한 공격 탐지율을 나타내었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Snort를 이용한 비정형 네트워크 공격

패턴 탐지를 수행하는 Spark 기반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용량의 네

트워크 로그 데이터에서 네트워크 공격패턴 탐지를 

해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이를 해 Port 

Scanning, Host Scanning, DDoS, Worm 활동에 해, 

네트워크 공격패턴을 탐지하는 Rule을 제시하 으며, 

이를 실제 로그 데이터에 용하여 우수한 공격 패턴 

탐지율을 달성함을 보 다. 아울러 기존 기법과의 성능

평가를 통하여, 제안하는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이 

용량의 로그 데이터를 효율 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 고, 기존 기법보다 공격 탐지율이 우수함을 보 다. 

향후 연구로는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공격 패턴을 탐

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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