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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IT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해킹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

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부분의 기관 및 기업들은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 중이다. 하지만 IT기업의 

특성상 스타트업이거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상용 보안관제 솔루션과 비슷한 성

능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1]

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기반의 로그분석솔루션인  Elk 

Stack을 사용하여 기존 시장에서 판매중인 상용 로그분

석 솔루션을 대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실제 보안장비와 

연동하여 실제 사용 솔루션을 도입한 기관과 유사한 보

안관제센터를 구축가능 한지에 대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기관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도

입했을 때 실시간으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관 분

석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사전징후 및 사후분

석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관련 연구

2.1 Elk Stack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인 ElkStack을 활용하여 보안

관제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보안관제 구현이 가능하고 기관별 

기술 및 운영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 또한, 기술공유를 

통해 보안관제 탐지기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

다.[1][2]

 

▶▶ 그림 1. 로그 분석시스템 구성

2.1.1 Elasticsearch
  Elasticsearch는 Lucene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분산 검

색 엔진이다. Lucene은 손쉽게 검색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바 형태의 검색 라이브러리이다. 로그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오픈소스이다. 

현재 깃허브, 위키피디아, 넷플릭스 등에서 구축하여 운

영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솔루션의 로그를 분석하

고 검색, 통계등을 내는 SIEM(Securty Information & 

Enterprise Management)의 검색엔진으로 사용 하였다.[3]

2.1.2 Logstash
  Logstash는 보안 솔루션의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Elasticsearch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JRuby로 만들어

졌으며, 로그를 수집해서 Elasticsearch로 보내주면 JSON

형태로 로그 수집 및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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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로그 분석 솔루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기업들도 앞다퉈 로그 분석 솔루션을 도입하여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 비용자체가 만만치 않아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한 기관 및 기업은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LK Stack을 이용하여 로그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ELK Stack의 검색 속도 및 로그 데이터의 시각화 성능은 시장 점유율 1위인 Splunk와 비교 했을 때 비슷하였다. 또한, 오픈

소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업간 기술 공유를 통해 보안관제의 탐지기술이 한층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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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KIBANA
  Kibana는 Elasticsearch에서 가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화를 해주는 오픈소스 솔루션이다. 시계열 분석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로그데이터를 가시화 한다. 지

도상 표현이나, 그래프 등을 통해 과거의 로그 데이터와 

손쉽게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어 데이터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

▶▶ 그림2. Kibana를 활용한 시각화 분석 예시

2.2 Splunk

  Splunk는 현재 시장 점유율 1위인 로그 분석 솔루션으

로 Elk Stack이 해내는 기능들을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한

다. 설치가 매우 간편하고, 사용법이 Elk Stack에 비해 

간단하다. 또한 강력한 UI를 제공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즉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100개국이상, 

1만개 이상의 기업, 공공기관들이 Splunk솔루션을 이용

하고 있다.

3. 실험결과

3.1 성능 비교

  ELK Stack과 Splunk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200만줄

부터 1000만줄의 방화벽로그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며 검

색을 하였다. 오픈소스인 Elk Stack과 상용 솔루션인 

Splunk의 검색 속도는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테스트 결

과는 시스템 및 데이터 성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위 : 초)

▶▶ 그림3. 성능테스트 결과표

3.2 도입 비교

1) 설치 : ELK Stack은 Splunk보다 설치가 어렵다. 

Splunk는 통합 솔루션이기 때문에 설치만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ELK Stack은 다양한 솔루션을 각각 

설치하고 연동하고 OS의 환경설정 등을 고려해야 한

다. 

2) 도입비용 : ELK Stack은 오픈소스 기반이라 초기 소프

트웨어 도입비용은 없다. Splunk는 500MB까지는 무

료이고 이후에는 1G당 유료이다.

3) 확장성 : ELK Stack은 오픈소스 기반이고 

Elasticsearch가 REST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에 응용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Splunk

는 완성형 솔루션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진다. 

4) 성능 : 두 솔루션 모두 우수한 검색 성능을 보였다. 

대용량 보안 로그 분석 시 ELK Stack으로 구축해도 

성능문제는 없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오픈 소스코드 솔루션 ELK Stack을 활

용해 로그 분석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대용량 보안 로그 

분석은 유료 솔루션과 비슷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에는 Elk Stack을 오픈소스 보안장비들

과 연동하여 보안관제센터를 만드는 방안과 인공지능 기

술등을 적용하여 보안관제 자동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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