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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안 위협과 보안 빅데이터 



1.1 `13年 IT Mega Trend<1> 

ICT 산업과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9가지 Trend 

빅 데이터와 보안 위협이 중요 Trend로 선정되었고 SW 컨버전스 영역에서도 중요 항목임 

① 빅 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출 (Valuable Big Data) 

②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 (Progress in Cloud Services) 

③ 통합형 IT 비즈니스(IT Consolidation) 

New 
Values 

⑥ 상황 인지형 기기와 서비스 
    (Contextual Devices and Services)  

⑦ 차량의 스마트 기기화(Smart Vehicles) 

New 
Creativities 

④ 지능화된 보안 위협(Advanced Cyber Attacks) 

⑤ 공격적 특허전략(Patents as Strategic Weapons) 

New 
Threats 

⑧ Green IT의 진보(Re-visioning of Green IT) 
⑨ 개방형 생태계를 통한 기업의 급성장 
    (Rapid Business Development) 

New 
Growths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반 기술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위협

대응을 위한 통합보안 기술 

<1> 삼성SDS에서 매년 하반기에 다음해 주목받을 IT trend를 발표함  http://www.ictstory.com/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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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 참고URL: http://www.ictstory.com/287



1.2 최근 10年間 주요 위협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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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年間 국내외 주요 위협은 금전적 이득을 노린 정보유출(개인정보, 기밀문서) 형태와  

장애유발 및 파괴 등의 서비스 가용성과 관련된 침해사고로 변화되며 다양한 대응기술이 개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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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年 Global 보안위협 Trend   

‘13년 맥아피, 시만텍<1> 등에서 제시한 주요 보안위협 Trend는 모바일, 타깃 공격, 신종 악성코드 위협, 

핵티비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모바일 보안 

모바일 악성코드 급증, 비인가 사용자 네트워크 접근,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사내 정보유출 등의  

이슈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정책 개발,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함 

타깃 공격(Target Attack) 

SCADA, APT, Stuxnet<2>, 등 특정한 목적 하에 

지속적이며 지능화된 공격이 증가하고 있음 

농협 해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이미지 

하락은 물론 영업 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신종 악성코드 위협 

컴퓨터 운영체제나 특정 파일들을 암호화하여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후 

현금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랜섬웨어<3> 위협 증가 

핵티비즘(Hacker + Activism)<4> 

정치∙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정부나 기업∙단체 等의 

인터넷 웹 사이트를 해킹하는 행위 발생 

<1> 2013 Threats Predictions, - McAfee 2012.12.27, 2013년 주목해야 할 ‘Top 5 보안트랜드’, 시만텍 
<2> APT : Advanced Persistent Threat, SCADA :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tuxnet : 사회 기반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범죄용 S/W 
<3> 랜섬웨어(Ransomware) : 내부 문서나 중요파일 등을 암호화해 열지 못하게 한 후, 파일접근을 위한 결재를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4> 핵티비즘 :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여 정치, 사회 운동과 관련된 안건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커 



1.4 보안위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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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해킹은 단순 해킹을 넘어 기간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이버 전쟁 수준 

점점 증가하는 정보유출사고의 90%는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임 

공격자와 공격목적 

  기술적, 금전적 동기의 공격에서 정치, 사회적 동기의 공격으로 변화 

  전문 테러 집단에 의한 사회 혼란 야기 및 국가기간망 파괴 목적의 사이버테러 형 공격 

  내부자, 퇴직직원에 의한 고객정보 및 산업 기밀정보 유출 행위 

공격 방법 

공격 피해 

  공격대상 시스템의 정보를 장기간 수집 및 분석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지능화된 공격(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수행 

  정상적 업무 행위에 의한 정보획득 및 유출행위로 업무이해에 의해 논리적 분석 필요 

  인터넷 기반 서비스 공격에서 ICT 융합기술 관련 사회기반시설로 공격 대상의 변화 

  서비스 마비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에서 공격 대상을 파괴하는 타깃형 집중공격으로 변화 

  개인정보 및 고객정보 유출,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및 기업 영속성 방해 



1.5 통합관점의 보안관리체계 

. . . 

Endpoint DB Server N/W APP  Mobile 

종합분석 
엔진 

수집 / 저장 

정책/관리 등 

이기종 단위보안시스템(네트워크, 시스템)의 로그와 이벤트를 수집하여 통합 및 분석하고  

IT 자산정보와 취약점 정보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위험분석함 

보안 빅데이터 
분석 필요성 

 통합보안관제와 모니터링의 영역이 넓어짐  분석 대상, 범위(보안시스템에서 업무시스템 확대) 

 보안로그 빅데이터 처리 필요성 증가 (정상행위에서 정보유출 모니터링 분석)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앞의 배경에서 통합보안관리 필요성 언급 필요



1.6 빅데이터와 보안 빅데이터 정의 

※ TDWI Research 2011 

■ 빅데이터의 정의  

    데이터의 양, 생성주기, 형식 등에서 과거 데이터에 비해  

    규모가 크고 형태가 다양하여 기존의 방법으로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 

■ 빅데이터의 3가지 요소(3V)  

    ① 데이터의 다양성(Variety) 

        구조화된 DB에서 정형/비정형의 데이터  

    ② 규모 (Volume) 

        Tera Byte 에서 Peta Byte 로 방대해짐  

    ③ 빠른 속도(Velocity) 

        수집 처리분석/예측을 

        Just-In-Time 처리 

 

빅 데이터 보안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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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데이터의 다양성, 규모, 빠른 속도 3가지로 정의, 또는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하기도 함 

보안 빅데이터는 다양한 보안 데이터와 연관분석을 위해 처리속도가 더욱 중요해짐 

■ 보안 빅데이터의 정의  

    분석 대상 로그가  보안로그에서 어플리케이션 로그로   

    규모가 커지고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기존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보안 로그 데이터 

■ 보안 빅데이터의 성격 

    ① 데이터의 다양성(Variety) 

        보안시스템 로그정형/비정형 어플리케이션 로그, 

        패킷 및 트래픽 바이너리 형식의 데이터 

    ② 규모 (Volume) 

        Tera Byte 에서 Peta Byte 로 방대해짐  

    ③ 빠른 속도(Velocity) 

        수집 처리분석의 실시간 연관분석 

        Historical 연관분석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앞장 시사점으로서 분석(빅데이터,통합 필요성)  이에 대한 전략으로서 통합보안 보안빅데이터와의 컨버전스빅 데이터의 정의   빅 데이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사실 빅 데이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의가 합의된 바는 없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 앤드 컴퍼니 [McKinsey & Company]는 2011년 5월에 발간한 보고서'Big Data :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에서"빅 데이터의 정의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셋(Dataset) 규모로, 그 정의는 주관적이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다. 또한 데이터량 기준에 대해 산업분야에 따라 상대적이며 현재 기준에서는 몇 십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까지가 그 범위이다" 라고 설명한다.   빅 데이터의 종류   이렇게 데이터 단위의 관점에서 빅 데이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빅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다. 빅 데이터의 데이터 종류는 정형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정의 설명 정형(Structured)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스프레드시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반정형                     (Semi-Structured)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XML이나 HTML, 텍스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비정형  (Unstructured)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문서 및 이미지/동영상/음성 데이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속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이며, 비교적 선형적으로 증가하던 정형 데이터조차 연간 40~60%에 이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빅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의 차이점   그렇다면 빅 데이터 처리는 기존 데이터 처리와 어떻게 다를까?IT 시장조사기관 Gartner는 2011년 1월 발간한 보고서 'Big Data Analytics'에서 기존 데이터 처리와 빅 데이터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설명했다. ■  빠른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된다    대용량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위주로 장기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데이터 처리에 요구되는 즉각적인 처리속도와는 달리,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된다. ■  처리(Processing) 복잡도가 높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 복잡한 로직 처리, 대용량 데이터 처리 등으로 인해 처리 복잡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분산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  처리할 데이터양이 방대하다    클릭스트림(Clickstream) 데이터를 예로 들면,    고객 정보수집 및 분석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해야 하므로 기존 방법과 비교해 처리해야 할 데이터양은 방대하다. ■  비정형 데이터의 비중이 높다    소셜 미디어 데이터, 로그 파일, 클릭스트림 데이터, 콜 센터 로그, 통신 CDR 로그, 이마트 방문 차량 로그 등    비정형 데이터 파일의 비중이 매우 높다. 처리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  처리/분석의 유연성이 높다    잘 정의된 데이터 모델/상관관계/절차 등이 없어 기존 데이터 처리방법에 비해 처리/분석의 유연성이 높은편이다.    또한, 새롭고 다양한 처리방법의 수용을 위해 유연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동시처리량(Throughput)이 낮다    대용량 및 복잡한 처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동시에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양은 낮다.    따라서 실시간 처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데이터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까지 빅 데이터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빅 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는 시작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기업들에 저장되는 자료들을 분석 처리하여 쓸모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의미조차 확실치 않은 또는 아직은 빅 데이터를 이용한 기업 활동이 보편적인 형태가 아닌 지금은 빅 데이터를 생각하기 보단 지금 현재 기업들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 가공하여 쓸모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빅 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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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협 대응 기술의 변화 



2.1 최근 위협의 특징 

지능형 지속위협인 APT 공격은 특정 기업이나 조직네트워크에 침투하여 활동 거점을 마련 후 

기밀정보를 수집해 지속적으로 빼돌리는 은밀한 형태의 표적공격을 말하며, 대응에 한계가 있음 

정의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정보수집 및 취약점 
분석 등 지속 공격 
수동 및 자동화 

비인가자가 
취약점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수동 공격 

시스템을 손상시킬 
목적으로 자동화된 
악의적인 코드 공격 
자동화, 대규모화 

CPU 등 자원을 
고갈시켜, 네트워크 
및 시스템 가용성 
고갈 공격 
자동화, 대규모화 

분류 APT 공격 
일반 해킹 악성코드 DDoS 

일반 해킹 

공격 목적 금전목적, 정치목적 호기심, 자기과시 등 
금전목적, 정치목적 
호기심, 자기과시 

금전목적, 정치목적 
호기심, 자기과시 

공격 대상 
웹/응용서버, 
DB서버, 
DNS서버,PC 

웹서버,응용서버, 
DB서버, PC  웹서버, PC 

웹/응용서버, 
DB서버, 
DNS서버,PC 

공격 유형 
복합,지속적인 공격 
기존공격+신기술 

Buffer Overflow공격 
으로 권한획득, 
Spam relay 등 

Worm, Virus, 
트로이목마 등 

악성봇, 감염PC 이용 
대량 트래픽 유입 

공격 기간 장기간(4개월 이상) 단기간(24시간 내외) 단기간(24시간 내외) 단기간(24시간 내외) 

11 



2.2 現 위협분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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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와 Port 기반이 위협분석 방법은 어플리케이션과 웹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위협탐지가 어려움 

지능화된 위협탐지를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계층분석과 콘텐츠 중심의 분석이 필요함 

 

구분 現 위협 분석 한계점 

단위 

보안 

IP, Port 중심의 네트워크 

계층의 탐지 

알려진 공격 위주의 탐지

분석 

어플리케이션 탐지 不可 

알려지지 않은 공격 탐지 

不可 

APT 위협 탐지 어려움 

통합 

보안 

네트워크와 단말보안 시

스템간 연관성부여시 IP, 

Port 중심연계 

단시간(최대 1일) 범위분

석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단

위연관성 분석 不可 

수개월 범위 데이터 분석 

不可 

보안 

관제 

유해 IP 중심 분석 

알려진 공격 탐지 및 대

응 

콘텐츠 인식부족 

알려지지 않은 공격 및 공

격간의 연관성 분석 부족 

HTTP/HTTPS가 전체 Traffic의 87% 차지 
HTTP Traffic의 54%는 Client/Server 

46%는 Browser 기반 Application 

Web Browsing은 단 23% 

SANS<1> Top 20 Threats 中 
대다수가 Application-Level 

<1> SANS Institute : 정부와 기업 단체간의 연구원 대상 IT보안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미국 워싱턴DC), 미국 FBI 와 공동으로 Top20 등 목록 발표 



2.3 차세대 침입차단, 침입탐지시스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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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단위보안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 계층 정책 및 통제가 가능해야 하며 사용자, 그룹 중심의 

관리와 콘텐츠 기반의 관리가 가능해야 함 

<참고> SonicWall Next Generation Firewall, Polo Alto Next Generation Firewall 

L2 / L3 Networking, HA, 
Config Management, Reporting 

App-ID 

Content-ID 

Policy Engine 

Application Protocol Detection 
and Decryption 

Application Protocol Decoding 

Heuristics 

Application Signatures 

URL Filtering 
Threat Prevention 

Data Filtering 

User - ID 



2.3 차세대 침입차단, 침입탐지시스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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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침입차단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의 탐지, 분석, 제어기능 및 신규어플리케이션의 식별 가능 

차세대 침입탐지시스템은 네트워크 행위기반이 분석방법과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가능 

구분 침입차단 차세대 
침입차단 침입탐지 차세대 

침입탐지 

분석 
계층 

3~4 계층 7 계층 4~7 계층 4~7 계층 

탐지 
트래픽 

모든 트래픽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구분
된 트래픽 

모든 트래픽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구분
된 모든 트래픽 

대응 
알려진 포트, 비인가 
사용자의 침투대응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오
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는 비인가 사용자 침투 

4~7계층의 취약성 이용 
침입 

서버 취약성과 어플리케이
션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
의 침입 

접근제어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접근제어 
요소 

IP, 포트, 프로토콜 
IP, 포트, 프로토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 
IP, 포트, 프로토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탐지  
알고리즘 

패킷 필터, 어플리케이
션 프록시, 상태기반 
검사 

어플리케이션 분류와 자체 
방법 

DPI, 시그너처, 프로토콜 
기반, 이상행위 탐지, 휴
리스틱 

상태기반 검사, DPI, 어플리
케이션 분류, 시그너처, 패
턴매칭, 이상행위탐지, 휴리
스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불가능 

어플리케이션 핑거프린트 
갱신으로 가능 

시그너처 갱신으로 가능 
시그너처와 어플리케이션 
핑거프린트 갱신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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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차세대 통합보안 기술 



3.1 통합보안관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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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협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보안관리 솔루션도 대용량 로그 수집 및 분석과 Application 

계층분석으로 변화 

Applic
ation 

보
안 

IT 

용    도 

(Security Information   
& Event Management) 

~2000年  

SEM / ESM 

SIM 

(Security Event Management  
/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국내 ESM솔루션기반  
관제서비스 본격시작 

해킹 발생 75%  Application 
Level에서 발생 

1960年 

분석영역 

2012年  

 IT단위시스템 로그통합 및 
장애처리 모니터링용 활용    

 IT시스템과 보안시스템의 연계분석을 통한 
  보안관제용으로 활용 

 ESM기능을 포함, Application  
  연계를 통한 종합분석으로 활용 

해외 SIEM 본격화 

 IT시스템 위주의 통합 및 
  분석 중점 

 IT+ 내부 보안영역 전체에 대한 
  알려진 보안위협 (상관) 분석에 중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위협 
  (상관) 분석 포함 

솔 
루 
션 

 로그세이버 등  이글루시큐리티,인젠  윈스테크넷, 이글루시큐리티 등 

 Cisco, Symantec등 다수  SIEM 기반 업체들이 대부분 포함  HP, EMC, McAfee, IBM 등 

국내 

해외 

(Security Information t Management  

~1996년  

NG-SIEM 

2006年  



3.2 빅데이터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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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위한 주요기술은 인프라기술(저장, 처리), 분석기술, 표현기술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모듈과 데이터 수집모듈 등으로 구성가능하며, SIEM 구성요소와 대응 

-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으
로 저장방식과 처리방식으로 구분 

- 클라우드 기반, Hadoop/ 
MapReduce  등 

- 확장성처리속도 관점 

분석 기술 인프라 기술 

-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두뇌 
역할로 대용량 배치 처리 등 

- 통계처리분석/모델링예측, 
R/Mahout 등 

-  확장성과 편의성이 중요 

 - 빅데이터 기반 응용 및 서비스 
 - 데이터 처리분석 및 시각화 표현 
   기술 
 - 데이터 관리 편의성 중요 

응용/표현기술 



3.3 통합보안관리 기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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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빅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도록 구성한 차세대 통합보안은 

수집부터 분석 및 처리까지 병렬처리구조이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중심의 위협탐지분석이 가능함 

구분 現 통합보안 차세대 통합보안 

단위보안 
로그 

4 계층 
IP 프로토콜 중심 
시그너처 중심 
콘텐츠 분석 로그 

4~7계층 
IP,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중심 
시그너처, 콘텐츠 중심 
콘텐츠, 컨텍스트 분석로그 

통합보안 
시스템 

4 계층 기반 연관분석 
보고서 중심 
단기간 (시간, 일단위) 
연관분석 

4~7계층 기반 연관분석 
보고서 및 예 경보 기능 
장기간(월, 년단위) 크로스 컨
텍스트 연관분석 

모니터링 
(관제대상/

방법) 

네트워크 트래픽중심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
트래픽 

데이터 중심(알려지지 않은 공
격)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 트래픽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 트래픽 

분석 
대상 

시스템(IP중심) 보안
관제 

사용자,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보안관제,내부정보/개인정보 
모니터링 

분석 
방법 

기술중심 
네트워크 기반 공격 
탐지 

위험관리 중심 
사용자 행위 중심공격탐지 
내부정보/개인정보 유출탐지 

시스템  
구조 

중앙 집중 구조 
분산처리구조, 무정지 결함 허
용 구조 

로그 수집 정형 데이터 수집 비정형/정형, 원본로그수집 

로그수집 
방법 

Syslog, FTP, File, API 
등 

Syslog, FTP, File, API 등 
Queue(JMS, MQ), WebService 
등 



시 

3.4 차세대 통합보안관리 기술(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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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노드 기반의 로그수집 구조는 로그 수집센서가 동적으로 로그를 수집할 수 있고 고가용성 확보를 

위해 마스터노드가 프로세스 정보를 모두 관리하고 동적배치함 

다중노드 기반의 분산처리 ■ 프로세스 Invoke 

① 프로세스 Invoke 시, 위치 

정보와 실행정보를 MQ 이용 

Master 전송 

② Master 는 MQ를 이용하여 

모든 노드에 정보 전송 

③ MQ 로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에서 선택적으로 반응 

 

■ 프로세스 Failover  

① 프로세스 Invoke , 상태보고 

② 장애 발생, 기존연결 오류 

③ 마스터는 Heart beat 등으

로 장애 감지 

④ 임의 서버에 fail 프로세스 

invoke 

⑤ 상태 정보 보고 

⑥ 수신 프로세스에 신규프로

세스 정보 보고 

⑦ 신규 프로세스와 접속 

※ Master Node : Agent와 Slave Node의 connection 연결을 위한  
                       배분작업 및 Slave Node의 상태 확인  
※ Slave Node : Agent로부터 전달받은 로그를 처리 (정규화, 필터링) 

시각화 

분석방법 

다중노드 수집구조 



3.4 차세대 통합보안관리 기술(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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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의 다수서버에 의해 수집된 로그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산횟수와 데이터의 

지역성을 고려해야 함, 종류별 파일저장, 시간분할 저장, MapReduce 연산횟수의 감소가 영향이 있음 

시각화 

분석방법 

다중노드 수집구조 

MapReduce 기반 보안로그 연관분석  

Operating System 

Log  
Normalizati

on 

MapReduce Library 

Hive  

 
 
 
 
 

Hadoop File System 

Gathering  Analysis 

Log 
Reduction 

Log Thread 
Correlation 

Heterogeneous Log 
Correlation 

Log Focus Analysis 

Scenario 
Based Log 
Correlation  



3.4 차세대 통합보안관리 기술(2/3)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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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빅데이터 수집성능과 분석성능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수집성능이 높은 솔루션과 

분석성능이 높은 솔루션을 결합하는 방법, ②다수 패키지를 결합한 개발, ③All-in-one 솔루션이 있음  

Interface 

S 社 솔루션 A 社 솔루션 

Endpoint DB Server N/W Application Mobile 

로그수집 솔루션(ETL) 

종합분석  
솔루션 Mart 

Log 
저장 

Rule  
Engine 

Report 
Engine 



3.4 차세대 통합보안관리 기술(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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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기술은 보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위협탐지 통찰력을 

제공하여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 

시각화 

분석방법 

다중노드 수집구조 

[참고] SecViz.org : 보안 로그와 이벤트에 대한 수집 및 분석 시각화에 대한 open source  
         http://afterglow.sourceforge.net/ 

APT Attacker Web Traffic  

  [Secviz] 시간단위 네트워크 트래픽 SAS Viusal Analytics 



3.5 SIEM 참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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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Cloud Security Alliance)는 클라우드 기반 SIEM을 기업네트워크와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평가, 구성 배치 방법을 가이드 함 

SIEM Reference Model 

SecaaS SIEM 

Hybrid SIEM 
[참고] SecaaS Implementation Guidance – Category 7 SIEM 
※ CSA : 클라우드 보안 연합 단체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 Sun, HP, Dell, 등으로 구성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https://cloudsecurityalliance.org/research/secaas/?r=43#_downloads 전체 10개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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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안 빅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4.1 통합보안 분석 목적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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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안관리체계의 활용분야 세분화  보호대상과 분석목적 구분 

구   분 

도입 
목적 

주 목적 

보호대상 

분석대상 

법적  
요구사항 

관련부서 

솔루션 
관점 

중요요소 

솔루션 

로그연동 
대상 

고려사항 

침해사고 대응 체계  (외부관제) 

 해킹사고대응, APT탐지 분석대응 

 주요서버, 내부자산 (가용성 중심) 

 IP (공격자 IP), 공격내용 

 정보통신망법 등 

 IT 운영조직  
(정보기획) 

 속도 개선 (EPS/Search) > 분석 > 편의성 

 SIEM (HP, RSA, McAfee(Intel), IBM,  
이글루시큐리티)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보안 제품 중심 
 (방화벽/웹 로그) 

정보유출 모니터링 체계  (내부통제) 

 내부정보/개인정보 유출 대응, 감사대응 

 고객정보, 보안문서 (기밀성 중심) 

 사람(유출행위자), 유출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현업부서  
(정보기획/정보보호파트/준법감시/감사) 

 속도 개선 (EPS/Search) > 분석 > 편의성 

 NG – SIEM 업체, 내부통제분석업체,  
(SI개발 포함) 

 Application 보안(DB 보안/PC보안) 중심 
 (DB 접근로그/DRM 로그) 

 보안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 관점에서 보안 빅데이터 관리정책 및 표준화 



4.2 구현관점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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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활용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내외부 데이터 통합 수집/분석 역량과 인프라, 조직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듯 보안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인프라와 분석역량, 조직이 필요함 

 빅데이터 내부 활용을 위한 조건  

목적에 맞는 구현방
법과 통제 수준 정의 

통제 목적, 컴플라이언스 요
구와 통제목적에 맞는 수준  

해석 가능한 로그필
드 연동 및 정규화 

로그 연동의 우선순위와 적합
한 선택, 로그 정제 

분석 룰 및 위협정보 
활용, 시각화 

위험과 통제목적에 맞는 위협 
시나리오 정의 

보안 빅데이터 처리 
아키텍처 구성 

EPS(Event Per Second),데이
터 저장기간, 네트워크 대역
폭 등  

보안 운영 프로세스 
목적별 분석 조직, 인력과 프
로세스 정의 

데이터 접근성 

빅데이터 인프라 

분석 역량 

데이터 중심 조직 

외부의 제3자 데이터 활용 가능성 

내외부 데이터 체계적 결합 및 전사

적 이용가능성 

클라우드 기반 통합분석 시스템 
전사적 데이터 통합 활용 체계 

대용량 데이터 분석 기술
(Hadoop 등) 실시간 기반 분석, 
시각화S/W등 

전문적 분석 조직 및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조
직 구조 

 보안 빅데이터  통합분석 구현을 위한 조건  

고려사항 
 빅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한 기술이 보안 빅데이터 에도 적용 
 기술적 관점과 보안 정책과 보안운영프로세스 개선으로 목적에 맞는 분석 룰 개발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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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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