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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존의 로그 분석 기법

기존 로그 분석 기법

Equipment

Raw Log

Filtering

Normalization

Correlation

Filtering
• 분석할 로그 데이터와 분석하지 않을 로그 데이터 구분

Normalization
• 형태가 다른 여러 원시 로그 데이터를 공통 포맷으로 나타내기 위한 기법
• 원시 로그 데이터를 부분 데이터로 파싱하고, 공통 포맷으로 변환

Correlation
• 로그 내, 로그 간, 이벤트 흐름에서 발견되는 상관 관계 분석
• Micro-Level : 하나 이상의 로그에서 필드 간의 상관 관계
• Macro-Level : 문맥 데이터 및 이벤트 흐름에서 얻어지는 상관 관계

Result

기존 기법과 최신 기법의 차이점

Equipment

Raw Log

Filtering

Normalization

Correlation

Result

기존 상관 관계 기법의 한계
• 규칙 상관 관계를 생성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지식만을 기반으로 규칙을 생성함
• 미리 알지 못하거나 유사해 보이는 특징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

빈도수 기반 분석
• 입력되는 로그의 출발/목적지 IP 등을 count하여 시스템의 이상 탐지 가능
• 단독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보통 베이스라인 기반 분석에 활용 됨

베이스라인 기반 분석

통계적 분석

• 데이터 집합의 정상 범위를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이용하여 베이스라인으로 제공
• 보통 중간 값, 평균 값, 정규분포 표준편차 등의 데이터를 사용함

머신 러닝 기반 분석
• 데이터를 통계적 방법과 연관 지어 과거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의 관계를 알아냄
• 패턴 인식, 예측 시스템, Fraud 탐지, 언어 인지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02. 머신 러닝?

머신 러닝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정한 태스크 T를 수행할 때 성능 P만큼 개선되는 경험 E를 보이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태스크 T와 성능 P에 관하여 경험 E로부터 학습한다고 말할 수 있다.
– Tom Mitchell (Carnegie Mellon University)

컴퓨터를 인간처럼 학습시켜 스스로 규칙을 형성하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

체중 예측 시스템
주어진 데이터
키, 성별
태스크 T
체중 예측
성능 P
특정 사람의 키와 성별을 입력 받았을 때, 해당 사람의
체중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었는가에 대한 결과
경험 E
체중 예측 태스크 T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얻는 경험

그럼 딥 러닝은?

여러 가지 비선형 변환 기법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시도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집합

– Wikipedia

충분히 깊은 인공신경망을 머신 러닝 모델로 사용하는
머신 러닝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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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Learning vs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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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Learning vs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데이터 양이 적어도 전처리 등을 통해
좋은 성능을 보임

어떤 Task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함
Data
dependencies

많은 양의 행렬 연산 능력이 필요하여
고성능의 H/W가 요구됨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의 H/W로도 충분
Hardware
dependencies

데이터의 Feature를 전문가가 직접 식별하고
추출해야 함

Feature 식별 및 추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짐
Feature
engineering

출처 : https://www.analyticsvidhya.com/blog/2017/04/comparison-between-deep-learning-machine-learning/

Machine Learning vs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분할한 후
각각에 대한 solution을 구하고,
결과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동작

End-to-End 방식으로 동작함
Problem Solving
approach

상대적으로 긴 시간 소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소요
Execution
time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명확히 해석할 수 있음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해석할 수 없음
Interpretability

출처 : https://www.analyticsvidhya.com/blog/2017/04/comparison-between-deep-learning-machine-learning/

Machine Learning vs Deep Learning

[

목적과 상황에 맞게!

]

ex #1
데이터 많음

하드웨어 성능 안 좋음

하드웨어 성능이 안 좋으니까
머신 러닝으로 하자!

전문가 의견 많음

ex #2
데이터 많음

하드웨어 성능 안 좋음

전문가 의견 많음

데이터가 많으니까 하드웨어 성능이
안 좋아도 딥 러닝을 써보자!

머신 러닝의 구성 요소

Machine Learning
표현 : 태스크를 수행하는 에이전트가 입력 값을 처리하여 어떻게 결과 값을 만들지 결정하는 방법
(ex. 서포트 벡터 머신, 의사 결정 트리, k-means 모델 등)
Representation

평가 : 에이전트가 얼마나 태스크를 잘 수행하였는지 평가하는 방법
(ex. 동일한 기준으로 정량화된 결과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태스크 수행 정도 판단)
Evaluation

최적화 : 평가에서 설정한 기준을 최적으로 만족하는 조건을 찾는 것
(ex. 경사감소법 등과 같은 최적화 방법론으로 학습 모델에 사용된 가중치 결정)
Optimization

머신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성 (Feature)”
입력 데이터를 구별해낼 수 있는 특징을 정량화 한 것
특성의 적절한 선정은 Machine Learning의 정확성 및 효율성에 큰 영향을 줌
(In Statistics : 설명변수, 독립변수, 예측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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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성 (Feature)”
입력 데이터를 구별해낼 수 있는 특징을 정량화 한 것
특성의 적절한 선정은 Machine Learning의 정확성 및 효율성에 큰 영향을 줌
(In Statistics : 설명변수, 독립변수, 예측변수)

“

좋은 프레임워크의 사용 << 좋은 알고리즘의 사용 << 넘사벽 << 적절한

특성의 선정 ”

Ex. 동물 분류 문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데 키/몸무게 등의 특성이 주요한 특성이 될 수 있을까?
 큰 고양이와 작은 고양이, 큰 강아지와 작은 강아지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주요한 특성이 아님

로그 분석에서의 머신 러닝

로그에서 유의미한 “특성

“

(Feature)”을 추출해야 함

좋은 프레임워크의 사용 << 좋은 알고리즘의 사용 << 넘사벽 << 적절한

특성의 선정 ”

[Wed Oct 11 14:32:52 2000] [error] [client 127.0.0.1] client denied by server configuration: /export/home/live/ap/htdocs/test

• 시간 정보
• 로그 Type
• IP 주소 및 host 정보
• 로그 설명
• 어플리케이션 경로

Feature
Extract

Log
Analysis
Model

Result

03. 여러 가지 로그 분석 관련 논문

Paper’s Key Point!

제목

주목한 단계

키 포인트

Beehive : Large Scale Log Analysis for
Detecting Suspicious Activity in Enterprise
Networks

전처리 단계

오염된 로그를 Feature extract 가능한 상태로 변경하고, 변
경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테고리화 및 feature로 가공하여
클러스터링

System Log Pre-processing to Improve
Failure Prediction

전처리 단계

연관된 인과 관계 규칙을 알아내는 Apriori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기존의 로그 전처리 단계의 문제점 개선

Semantic Interpretation of Structured Log
Files

전처리 단계

구조화된 로그 데이터를 사이버 보안 도메인에서의 의미론적
표현 기준인 UCO 기반의 RDP 형태로 변환

Execution Anomaly Detection in Distributed
Systems through Unstructured Log
Analysis

전처리 단계
탐지 단계

원본 로그에서 로그의 특징을 나타내는 Key Sequence를 추
출하고 그룹으로 분할
Finite State Automata(FSA)에 분할한 Key Sequence를
학습시켜 시스템 비정상 작업 흐름 탐지

Log analysis using Splunk Hadoop Connect

전처리 단계

기존 로그 수집의 문제점인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간단한 테크닉 적용

Anomaly Detection in Log Data using Graph
Databases and Machine Learning to Defend
Advanced Persistent Threats

분석 단계

APT 방어를 위해 기존의 Cyber Kill Chain 항목들에 이벤트
시퀀스를 매핑시킨 후 그래프 기반의 분석 기법 적용

03.1 Beehive : Large Scale Log Analysis for Detecting Suspicious Activity in Enterprise Networks

Beehive : Large Scale Log Analysis for Detecting Suspicious Activity in Enterprise Networks

Network

System

Firewall

Web Service

..
.

Log
Analysis
Model

Result

Beehive : Large Scale Log Analysis for Detecting Suspicious Activity in Enterprise Networks

Network

“Dirty Log”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분석에 용이한 상태가 아닌

오염된 상태로 기록된 Log
System

“Dirty Log”를 유발하는 상황
• 불완전한 로그
Firewall

• 상호 모순되는 로그
• 매우 큰 스토리지 사용
• 특이하지 않은 상태 로깅
• 사고로 오인하여 로깅

Web Service

..
.

Beehive : Large Scale Log Analysis for Detecting Suspicious Activity in Enterprise Networks

원본 로그 데이터들을 Feature Extract 가능한 형태로 변경

Data
Preprocess

• Parsing
• Filtering
• Normalization

전처리 된 로그 데이터를 4가지 카테고리, 총 15개의 독립적 지표로 가공

Feature
Extract

•
•
•
•

Destination-based
Host-based
Policy-based
Traffic-based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host들을 클러스터링

Detection
using Clustering

• 결과 그룹들의 Feature 특성을 분석하고 labeling 수행
• 정상 host 그룹으로 식별되지 않은 host들을 비정상 host로 식별

Beehive : Large Scale Log Analysis for Detecting Suspicious Activity in Enterprise Networks

Data
Preprocess

Parsing
•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Raw 로그에서 해당 로그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추출

Filtering
• 파싱한 로그에서 필요하지 않은 요소를 필터링
(ex.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heartbeat 로그, 중복 로그 등)

Normalization
• 필터링 결과를 Feature로 만들 수 있는 상태로 정규화
(ex. 타임스탬프 정규화, IP-Host 매핑, Static IP 찾기 등)

Beehive : Large Scale Log Analysis for Detecting Suspicious Activity in Enterprise Networks

Feature
Extract

측정이 가능한 Feature로 추출
상호 종속성이 없는 Feature 추출을 위해 PCA 적용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 성분 분석)
최소한의 벡터로 데이터 분포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벡터를 선택하는 분석 방법
이 때, 고차원의 표본 데이터를 상호 종속성이 없는 저차원의 공간에 표현할 수 있게 변환하는 과정 수행

Feature Extract에서는?
• 초기 데이터 그룹에서 해당

데이터 그룹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선택하는 개념으로 사용

Beehive : Large Scale Log Analysis for Detecting Suspicious Activity in Enterprise Networks

Feature
Extract
Category

Destination
Based

Host-Based

Policy
Based

Traffic
Based

Feature

Description

New Dest.

한 host에서 새롭게 연결된 dest 개수

New Dest. Without W.L referer

화이트리스트 referer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dest 개수

Unpopular Raw IP Dest.

유명하지 않은 IP

Fraction of unpopular Raw IP dest.

유명하지 않은 IP의 비율

New user-agent String

새로운 user-agent 문자열

Block Domains

정책으로 block된 도메인

Block Connections

정책으로 block된 연결

Challenge Domains

알려지지 않은 도메인에 접근할 시 정책에 부합하는지 응답을 요청하는 도메인

Challenge Connections

알려지지 않은 연결에 접근할 시 정책에 부합하는지 응답을 요청하는 연결

Consented Domains

사용자가 챌린지 도메인에 동의 응답을 보낸 도메인

Consented Connections

사용자가 챌린지 연결에 동의 응답을 보낸 연결

Connection Spikes

한 host에서 발생하는 연결 횟수가 급증하는 순간

Domain Spikes

한 host에서 탐지되는 도메인 횟수가 급증하는 순간

Connection Bursts

Connection spike가 일어나는 시간 간격

Domain Bursts

Domain spike가 일어나는 시간 간격

Beehive : Large Scale Log Analysis for Detecting Suspicious Activity in Enterprise Networks

Detection
using Clustering

Feature Extract 결과를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 수행
결과 그룹의 Feature 특성을 살펴보고, Labeling 수행

03.2 System Log Pre-processing to Improve Failure Prediction

System Log Pre-processing to Improve Failure Prediction

기존 로그 사전 처리 방법의 문제점
• 중요한 Failure 패턴 데이터 삭제의 가능성 존재
• 여러 위치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로그 누락 가능성 존재
• Failure를 특정하는 데 유용한 하위 시스템 장애 정보의 누락 가능성 존재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Solution
• 시/공간 필터링 메소드
 이벤트 시작/종료 시간, 카운트, 위치 등을 추적
• 인과 관계 기반 필터링 메소드
 Apriori 연관 규칙 이용
 인과 관계를 독립적으로 필터링 하는 것이 좋지만, 상관관계가 있는 이벤트를 결합시켜주는
인과 관계 기반의 필터링도 중요

Apriori 알고리즘
트랜잭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두 아이템의 연관된 인과 관계 규칙을 알아내는 알고리즘
Ex. 편의점 문제
편의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였을 때, 라면을 구매한 경우 햇반을 같이 구매한 경우가 많음
 라면과 햇반의 관계성이 높음

System Log Pre-processing to Improve Failure Prediction

[

Model 구조

]

정규 표현식을 이용한 계층적 카테고리 집합으로 이벤트를 분류하여
기존의 로그 사전 처리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System Log Pre-processing to Improve Failure Prediction
이벤트 카테고리화

Event
Categorization

• 구문 분석을 이용하여 이벤트를 분류하고 카테고리화 하는 단계
 ex. 이벤트 로그의 구문이 같은 경우, 동일한 카테고리로 그룹핑
• 이벤트 카테고리 별 위협도를 측정하고 그룹의 분류를 수행
 위협도 및 중요도가 낮은 이벤트는 필터링
ex. Cache Failure Event, DDR Register Failure Event, Interrupt Failure Event,
Power Hardware Failure Event, Link Failure …

이벤트 필터링

Event
Filtering

• 중복 레코드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터링 수행
 무엇이 중복인가?
 무엇을 저장해야 하는가?

중복 식별

저장 대상 식별

특정 시간에 동일한 위치에서 보고되는

기존에는 첫 번째 레코드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

동일한 유형의 이벤트 제거

 중요 정보 누락의 위험성

특정 시간에 상이한 위치에서 보고되는

최적 임계 값 설정
이벤트 기록, 시작/종료 시간, 개수, 위치 기록

유사한 유형의 이벤트 제거

System Log Pre-processing to Improve Failure Prediction
인과 관계 필터링
• 의미론적 중복(Semantic Redundancy) 개념을 기반으로 필터링 수행
 의미론적 중복 : 구문이나 문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Causality-related
Filtering

Confidence
인과 관계를 측정할 두 사건이 모든
트랜잭션에서 동시에 발생하는가?
𝑐𝑜𝑛𝑓𝑖𝑑𝑒𝑛𝑐𝑒 𝐴 → 𝐵 =

𝑃 𝐴𝐵
𝑃 𝐴

Lift
모든 트랜잭션 상에서 두 사건 A와 B의
인과관계는 얼마나 되는가?
𝑙𝑖𝑓𝑡 𝐴 → 𝐵 =

𝑃 𝐴𝐵
𝑃 𝐴 𝑃 𝐵

앙상블 분류
• 의사 결정 트리(Decision Tree), 역전파 신경망(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베이지안 신뢰 네트워크(Bayesian Belief Network)의 3가지 분류 기법을 이용하여
결과 분류 수행

Ensemble
Classify

Decision Tree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Bayesian Belief
Network

03.3 Semantic Interpretation of Structured Log Files

Semantic Interpretation of Structured Log Files

Identifier

System

Find Data’s
Semantic means

Network

System Log

System

• 사용자 활동,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이벤트 흔적
• Windows Event Log 등이 대표적인 System Log
• 악성 행위 진단, 디버깅, 시스템 감사, 포렌식 조사 등에 사용

Network Log

Network

• IDS, 웹 서버, 방화벽, 네트워크 장치 등 네트워크 관련 장비의 로그
• 악성코드, 악성 에이전트의 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정보 포함
• 손상 전의 침입에 대해 치료 및 사전 차단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됨

Semantic
Data

Semantic Interpretation of Structured Log Files

[

TABEL Framework

]

RDF linked data를 이용하여 의미론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Framework

Log file

KB

Tabulate

• 로그 파일의 구조를 구문 분석 및 감지하는 단계
• 로그를 행/열로 분할하여 구조가 있는 테이블 생성

Decode

• Specialist Approach를 이용하여 각 열의 값 유형 식별

Relationship
Generator

• 식별한 유형을 UCO의 의미론적 클래스에 매핑

Generate
RDF

• 매핑 결과를 이용하여 RDF Linked Data 생성

RDF

Semantic Interpretation of Structured Log Files
Tabulate

Tabluate

Decode

• 구분 기호를 기반으로 로그를 열 형태로 분할
• 로그 파일 전체에서 일관된 개수의 열 식별
• 식별한 각 열 내부의 하위 열 식별 및 분리

Relationship
Generator
Generate
RDF

Ex. Apache Log Tabluate
[Wed Oct 11 14:32:52 2000] [error] [client 127.0.0.1] client denied by server configuration

1. 구분 기호를 기반으로 한 열 분할 및 일관된 개수의 열 식별
Wed Oct 11 14:32:52 2000

Wed Oct 11 14:32:52 2000

error

error

client 127.0.0.1

2. 하위 열 식별 및 분리

client denied by server configuration

client

127.0.0.1

client denied by server configuration

Semantic Interpretation of Structured Log Files
Tabulate

Decode
• Specialist Approach를 이용하여 각 열의 값 유형 식별

Decode
※ Specialist Approach

Relationship
Generator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를 specialist로 정의
세 가지 기법을 기반으로 테이블 내 열 들의 specialist 도메인 식별
각 열이 각 specialist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고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도메인에 맵핑

Generate
RDF

Wed Oct 11 14:32:52 2000

Regular
Expression

error

Dictionary
client

127.0.0.1

TIMESTAMP
LOG
LEVEL
-

IP

client denied by server configuration

ML Classifier

DESCRIPTION

Data

Identifier

Identified Domain

Semantic Interpretation of Structured Log Files
Tabulate

Relationship Generator
• Decode 단계에서 구한 유형을 UCO의 의미론적 클래스에 맵핑하는 단계
• 둘 이상의 일치가 있을 경우 다중 관계 집합이 생성되기도 함
• 이 때, Decode 단계에서 None 도메인으로 식별된 열은 고려하지 않음

Decode

Relationship
Generator

※ UCO (Unified Cybersecurity Ontology)
사이버 보안 도메인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의미론적 표현 표준

Generate
RDF

TIMESTAMP

Column

LOG
LEVEL
-

UCO Mapper

DESCRIPTION

UCO
Semantic
Class

Identified Domain

Column-UCO Pair Map

IP

Semantic Interpretation of Structured Log Files
Tabulate

Generate RDF
• 추출된 의미론적 클래스와 UCO 온톨로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RDF
Linked Data를 생성하는 단계

Decode

Relationship
Generator

※ UCO (Unified Cybersecurity Ontology)
사이버 보안 도메인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의미론적 표현 표준

Generate
RDF

type

entry
a

UCO:LogEntry

UCO:logEntry12345
property

uco:requestedResource

uco:hasHTTPRequestMethod

uco:hasTimestamp

/web/events

UCO:GET

Wed Oct 11 14:32:52 2000

element

entry

element

03.4 Execution Anomaly Detection in Distributed Systems through Unstructured Log Analysis

Execution Anomaly Detection in Distributed Systems through Unstructured Log Analysis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상태의 종류
• 작업 흐름 오류
흐름에 따라 실행되는 중 발생하는 오류
• 낮은 실행 성능
정상 실행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문제

작업 흐름 오류 탐지 모델
Log Key Sequence를 유한 상태 기계(FSA)에 학습시켜 시스템 구성요소의 정상적 작업 흐름
모델 생성
• 원본 Text Log 데이터를 Log Key Sequence 형태로 변환
• FSA에 Log Key Sequence를 학습시켜 시스템 실행 흐름 모델 생성

낮은 실행 성능 탐지 모델
Log 메시지의 타이밍 정보를 특성화시켜 성능 측정 모델 학습
• Log 내의 Timestamp, Thread ID, Request ID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상태 변화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여 통계적 분석 수행

Execution Anomaly Detection in Distributed Systems through Unstructured Log Analysis

[

System Log

]

이벤트, 상태, 구성요소들의 상호 작용 등 프로그램 동작을 기록하는 Log
시스템마다 형태가 다름

[Wed Oct 11 14:32:52 2000] [error] [client 127.0.0.1] client denied by server configuration: /export/home/live/ap/htdocs/test

• Parameter
시스템 속성을 표현하는 부분으로 값이 자주 변함
많이 변하는 데이터
• Free-form text
로그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
많이 변하지 않는 데이터

Parameter로 로그 메시지 유형을 나눌 경우 많은 데이터
변화로 인해 유형이 너무 많아짐

= Curse of dimensionality!

로그에서 발견되는 의미론적 부분인 Free-form
부분을 이용하여 Key로 사용

text

Execution Anomaly Detection in Distributed Systems through Unstructured Log Analysis

Log Key 추출
• Text Log에서 Log Key를 추출 해 내는 단계
 Log Key
Text Log에서 Free-form text만을 추출하여 생성한 특정 의미를 가지는 Key
Image

file

of

size

loaded

in

seconds.

Log Key Extract
장점
Log Key의 형태로 시스템 식별 가능
차원의 저주 회피 가능

단점
Log Key 식별의 어려움

경험 기반 파라미터 제거
• 숫자, URL, IP 등의 파라미터를 경험에 기반하여 제거
• 예외 사항이 많으므로 주의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Log Key 추출
• Weighted Edit distance를 Log Key 유사성 지표로 하여 K-means 클러스터링 수행
• 같은 클러스터 내의 모든 Inner-class distance를 구하고 최대 값을 임계 값으로 설정
• 새로운 Log Key가 입력되었을 경우 임계 값보다 Edit distance가 작으면 유사한 Log
Key로 판별

Execution Anomaly Detection in Distributed Systems through Unstructured Log Analysis

Log Key 그룹 분할
• 유사한 Log Key들을 sub group으로 분할
Key Group Separate

1. 초기 그룹 Log Key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단어 Sequence 찾기
Image
Image
Edits

file
file
file

of
of
of

size
size
size

loaded
saved
edits # loaded

in
in
in

seconds.
seconds.
seconds.

file

of

size

in

seconds.

2. 공통 단어 Sequence 좌우의 단어 묶음을 구함
• 공통 단어가 아닌 단어만 추출하고, 없으면 공집합으로 표현
Edits

file

“Edits”

of
∅

size
∅

edits # loaded

in

“edits # loaded”

seconds.
∅

“Edits”

∅

∅

“edits # loaded”

∅

∅

“Image”

∅

∅

“loaded”

∅

∅

“Image”

∅

∅

“saved”

∅

∅

“Edits”

∅

∅

“edits # loaded”

∅

∅

2

0

0

3

0

0

∅

3. 각 위치의 단어 count
• 0이 아닌 최소 값 선택
 선택한 값 > 임계 값
선택한 값 이상의 모든 단어를 Parameter로 간주
 선택한 값 < 임계 값
해당 위치의 단어가 Key의 일부인 것으로 간주, sub group으로 분할

Execution Anomaly Detection in Distributed Systems through Unstructured Log Analysis

Log Key 그룹 분할
• 유사한 Log Key들을 sub group으로 분할
Key Group Separate

[

]

Example
하위 그룹 분할 예시 (임계 값 = 4)

Image

file

of

size

loaded

in

seconds.

Image

file

of

size

loaded

in

seconds.

Image

file

of

size

saved

in

seconds.

Image

file

of

size

saved

in

seconds.

Edits

file

of

size

edits # loaded

in

seconds.

“Image”

∅

∅

“loaded”

∅

∅

∅

∅

∅

“loaded”

∅

∅

“Image”

∅

∅

“saved”

∅

∅

∅

∅

∅

“saved”

∅

∅

“Edits”

∅

∅

“edits # loaded”

∅

∅

2 (< 4)

0

0

3

0

0

0

0

0

2 (< 4)

0

0

Subgroup으로 분할 (1st split)

Subgroup으로 분할 (2st split)

Image

file

of

size

loaded

in

seconds.

Image

file

of

size

saved

in

seconds.

Edits

file

of

size

edits # loaded

in

seconds.

Image

file

of

size

loaded

in

seconds.

Image

file

of

size

saved

in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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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력된 Log의 Log Key 찾기

Find New Log’s Log Key

• 경험적인 규칙을 이용한 원시 Log Key 추출
• 임계 값 설정
훈련에 사용된 모든 Log Key들 사이의 Edit distance 최대 값
• 추출한 원시 Log Key와의 Edit distance가 최소인 Log Key 선택
 임계 값 > Edit distance
새로 입력된 Log의 Log Key = 선택된 Log Key
 임계 값 < Edit distance
새로 입력된 Log의 Log Key = 초기 Log Key
해당 Log는 이상 관련 Log로 간주

작업 흐름의 이상 탐지를 위한 모델 생성
• 생성한 Log Key Sequence를 FSA에 학습시켜 시스템 모듈의 실행 동작 모델링
Create Model

실제 성능 저하 탐지

Detect Anomaly

• Transaction 실행 시간, Loop 구조의 개수 정보를 이용하여 성능 저하 탐지
 Transaction 실행 시간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까지 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각 Transaction 별 실행 임계 값보다 큰 경우 성능 저하가 있는 것으로 판단
 Loop 구조의 개수
Loop 구조의 개수가 임계 값보다 큰 경우 성능 저하가 있는 것으로 판단

03.5 Log analysis using Splunk Hadoop Connect

Log analysis using Splunk Hadoop Connect

시스템 모니터링, 디버깅에 유용
• 로그의 다양화에 따른 종류 증가, 복잡해지는 로깅 방식, 큰 로그 저장 용량 문제가 존재
• 관찰자 효과로 인한 성능 감소

보안 위반을 감지할 수 있음
• 진행상황 재구성, 침입 시도, 악성코드 실행, 오용 등에 대한 감지
• 정상 상태와 이상 상태 구분의 어려움이 존재함

시스템의 향후 동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됨
• 컴퓨팅 리소스, 작업량, 용량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률 모델 생성에 유용함
• 시스템의 변경, 업그레이드에 의해 데이터 요소의 변경이나 무가치화가 발생할 수 있음

Log analysis using Splunk Hadoop Connect

기존 로그 분석의 문제점
•
•
•
•

운영체제 별 상이한 로그 포맷
많은 데이터 양
Timestamp 기준으로 이벤트 연관성을 분석할 때 system 시간이 변경되어 있을 수 있음
표준 형식의 부족

기존 디버깅 로그 분석의 어려움
•
•
•
•
•

실패 메시지 발생 시의 상황을 모르면 관리자의 작업/작동 오류/침해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움
시스템 상태, 업그레이드 여부, 시스템 정지 시간 등의 정보 등이 로그로 남지 않는 케이스 존재
계속 경고를 남기는 케이스 또한 존재하여 광범위한 필터링 필요
H/W의 저수준 경고는 작업 스케쥴링, QoS 등의 고수준 작업에서의 예측에 유용하지 않음
H/W의 고수준 경고는 상호 의존도가 높아서 한 node의 문제가 여러 개의 시스템 오류를 유발
하는 상황 발생

효율적인 디버깅 로그를 남기기 위한 Point

Time-Interval
• 단일 장비에서 임계 값 내 시간에 도착한 메시지는 한 개만 남기자!

Space-filter
• 다중 장비에서 임계 값 내 시간에 도착한 메시지는 한 개만 남기자!

Log analysis using Splunk Hadoop Connect

Log Parser
HDFS Cluster

CSV

System
Log

XML

TXT

Node

Indexer

Node

Network
Packet

tshark

Methodology
① 시스템 로그 및 패킷 데이터 수집
② 수집된 데이터를 parser 및 tshark를 이용하여 splunk indexer에 삽입
③ 인덱싱 된 데이터를 HDFS로 구성된 Hadoop 클러스터에 저장
④ Hadoop 클러스터에서는 각 데이터를 Hadoop 노드로 분할 저장

Node

03.6 Anomaly Detection in Log Data using Graph Databases and Machine Learning to Defend Advanced Persistent Threats

Anomaly Detection in Log Data using Graph Databases and Machine Learning to Defend Advanced Persistent Threats

Profiling Data

Event Sequence

Event Sequence

Graph-based
Analysis

Raw Log Data
•
•
•
•

일반 데이터 profiling 정보와 Raw 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벤트 시퀀스 생성
이벤트 시퀀스 분석에 Kill Chain 기법을 적용하여 잠재적 침해 대상 식별 가능
그래프 기반의 포렌식 분석 방법 적용
추상화된 이벤트 분석 레이어를 도입하여 분기 공격에 대한 유연성이 증가
Reconnaissance

조사/식별을 통해 타겟 선택 (ex. 이메일, 사회관계, SNS 등)

Weaponization

무기화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페이로드를 만들고, 악성코드에 포함

Delivery

타겟에 생성된 악성코드 전달 (ex. 이메일, 웹사이트, 스피어피싱 등)

Exploitation

목적 달성을 위해 악성코드 작동 (OS, App 취약점 등 사용)

installation

내부에 지속적으로 침입하는 데 이용하기 위한 백도어 설치

Command & Control

타겟의 권한 획득 및 컨트롤 서버에서 명령어를 보내 타겟을 컨트롤

Actions on objectives

데이터 유출, 시스템 파괴 등 본 목적 수행

Result

Anomaly Detection in Log Data using Graph Databases and Machine Learning to Defend Advanced Persistent Threats

[

Graph-based Forensic Analysis

]

방향 있는 그래프로 Kill-chain을 modify하여 kill-chain 요소와 이벤트를 맵핑
Event Sequences 쪽의 여러 레이어들의 영향으로 분기 공격에 대한 유연성이 높아짐

Firewall

Serverlog

Events : 로그 이벤트를 시간 순으로 나열

여러 레이어

Event Sequences Layer : 여러 레이어를 생성하고, loop를 이용하여 이벤트 시퀀스 식별

Kill Chain Mapping : 이벤트 시퀀스가 킬체인 요소와 매핑되면 위협을 식별하고 이상 감지 및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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