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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침해정보공유센터와 기업의 보안시스템으로 부터 수집되는 침해사고의 수는 악성코드의 확산으로 

인해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침해사고 분석가들은 

량의 침해사고 데이터를 분류  분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에 직면한다. 이에 한 기존

의 해결책으로 다  연 분석을 통한 유사침해사고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침해사고 분석시스템이 있으나 

이는 분석가에게 분석할 침해사고의 수를 축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뿐 침해분석에 합한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 인 이유는 비 실 인 침해사고의 구성을 야기하는 침해자원 기 으로 침해사고

를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침해사고를 기 으로 침해자원을 계층 으로 분류

하고 유사도 분석을 수행하 다. 이 분석을 통하여 신규 침해사고가 발생하 을 때 유사한 침해사고 유형에 

한 정보를 침해사고 분석가에게 제시하는 침해사고 분석 모델을 제안하고 검증을 하여 침해사고분석 

모듈을 구 하 다. 제안 모델은 의미 있는 침해사고 구성과 유형 분류의 제공을 통해 실용성을 확 한다. 

■ 중심어 :∣침해자원∣침해사고∣침해사고구성∣유사도분석∣

Abstract

Cyber incident collected from cyber-threat-intelligence sharing Center is growing rapidly due 

to expanding malicious code. It is difficult for Incident analysts to extract and classify similar 

features due to Cyber Attack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existing Similarity Analysis Method 

is based on single or multiple cyber observable of similar incidents from Cyber Attacks data 

mining. This method reduce the workload for the analysis but still has a problem with enhancing 

the unreality caused by the provision of improper and ambiguous information. We propose a 

incident analysis model performed similarity analysis on the hierarchically classified cyber 

observable based on cyber incident that can enhance both availability by the provision of proper 

information. Appling specific cyber incident analysis model, we will develop a system which will 

actually perform and verify our suggest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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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침해정보공유센터와 기업의 보안시스템으로 부

터 수집되는 침해사고의 수는 기하 수 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침해사고의 Intelligence 분석을 

해서는 수집된 침해사고 데이터의 수많은 조회가 수

반이 되는데 효율 인 조회와 분석을 한 침해사고 분

석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1][2]. 한 공격자는 단

일의 침해사고를 일으키는데 한 번의 시도로 공격에 성

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여러 번의 공

격시도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시 침해사고 분석가는 공

격 시도에 사용된  IP, 도메인, URL, 이메일 등의 다수

의 침해자원을 사용하여 재 발생한 침해사고와 유사

한 과거 사례를 찾아 공격 세력의 정체를 악하는 것

은 물론 원인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해서 

유사하거나 연 성이 있는 침해사고에 한 정보를 필

요로 한다[3].

한 기업의 보안시스템이 다단계로 구축되어 운

됨으로써 직 인 사이버 공격은 부분 탐지되고 제

거되면서 직 인 사이버 공격 신 장기간에 걸처 체

계 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단계별 공격 형태를 취하는 

지능형 지속공격을 통해 공격 목표로 부터 요정보를 

획득하거나 표 시스템에 피해를 입히는 침해사고를 

일으키고 있다[4]. 

따라서 이러한 침해사고에 해서 침해사고분석가가 

침해사고 유형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분석에 걸리는 시

간을 단축해  수 있는 침해사고분석시스템에 한 필

요성은 더욱 요시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한 기존의 침해사고 분석시스템은 침

해사고를 이루는 침해자원에 해서 단일 는 다  연

분석을 통한 유사침해사고에 한 정보를 침해사고 

분석가에게 제공한다[5]. 그러나 기존의 침해사고 분석

시스템은 분석할 침해사고의 수를 축소시켜 주는 효과

는 있으나 침해분석에 합한 분석정보를 제공하지 못

함으로써 실용성을 제한하고 효과 이지 못하다. 이는 

침해자원을 기 으로 침해사고를 분류함으로써 비 실

이고 모호한 침해사고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침해사고를 기 으로 침해자원을 

계층 으로 분류하고 이들 상으로 침해자원에 한 

유사도 분석을 수행하여 분석할 유사 침해사고에 정보

를 제공하는 침해사고 분석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한 연구 근모델은 침해사고의 구성을 해서 보안 인

텔리 스와 지능형 지속 공격의 킬 체인 모델을 분석하

여 침해사고를 구성하는 핵심 연결고리인 악성 URL를 

식별하고 이로부터 도메인을 추출하여 침해사고를 구

별하는 식별자로 사용하 다. 이후 침해사고를 이루는 

침해자원을 계층 으로 구성하고 신규 침해사고의 유

사도분석을 해서 데이터 마이닝 분석 모델을 응용하

여 유사 침해사고를 식별하도록 하 다.      

이를 하여 [그림 1]와 같은 연구모델에 따라 계층

 침해자원 기반의 침해사고 분석 모델을 제안하고 이

의 검증을 하여 침해사고를 일으키는 일련의 공격단

계를 연결하는 핵심요소인 악성코드의 URL로부터 추

출된 도메인을 기 으로 침해사고를 분류한 후 이들 도

메인과 연 된 침해자원을 계층 으로 모델링하는 형

태로 침해사고 분석 모델을 구 하 다.

그림 1. 연구 모델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련 연구로 

침해사고 침입  분석 모델에 하여 기술하고, 3장은 

계층형 침해자원 기반의 개선된 침해사고 구성  유형 

분석 모델에 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 모델의 

응용시스템을 설계하고 침해사고 사례를 용해 결과

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에 해 

살펴본다.

Ⅱ. 침해사고 침입 및 분석 모델

2.1 보안 인텔리전스 공유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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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공격은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를 이용

한 지능형 지속 공격이 다수이다. 이런 공격을 효과

으로 막는 방법은 사이버 보안 인텔리 스의 공유를 

통해 공격이 이 지는 단계별 방어 략을 실행하여 피

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인텔

리 스는 주요 보안 을 수집해 과거 공격 지표 등

을 비교 분석해 연 성을 찾는 분야로 로벌 보안 기

업은 고객사의 보안장비로부터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유형이나 악성행 를 수집하여 방 한  지표

를 바탕으로 새로 나타난 공격과의 연 성을 분석해 

XML형태로 사이버 보안 인텔리 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안 인텔리 트는 [그림 2]와 같이 SIEM(Security 

Information & Event Management)이라고 불리는 보

안 제 시스템에 통합되어 활용된다. 보안인텔리 트

로 부터 침해사고를 이루는 침해자원을 추출하여 보안 

기능을 구 함으로써 침해사고분석가가 분석에 소요되

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다.

그림 2. 보안 인텔리전트의 융합

로벌 보안업체들은 자사의 보안장비에 보안인텔리

트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서 고객사에 한해

서 보안인텔리 트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기 이나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침해사고들이 복 발생하더라도 원활한 응

이 어렵다. 이로 인해 침해사고분석가가 다수의 침해사

고공유센터로부터 보안인텔리 스를 수집하여 침해자

원을 분석하고 수작업으로 통합보안시스템에 침해자원

에 한 차단 등의 보안 기능을 포함해서 침해사고에 

응하고 있다[6].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기업은 

보안 인텔리 트로부터 침해사고를 일으키는 공격유형

과 침해자원을 추출하고 이를 분석해서 응방안을 구

할 필요가 있다.

보안인텔리 트의 표 규격 STIX1.의 XML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보안인텔리 트는 Indicator와 Observable 

그리고 TTP(Tactics, Technique, Procedure)라는 컴포

트를  사용해 정의하고 있다. Observable은 침해사고

와 연 된 침해자원의 명세서이고  TTP는 공격유형과 

공격기법 그리고 공격 차를 표 하고 있다[7].

그림 3. 보안인텔리전트의 데이터 모델

침해사고분석가는 보안인텔리 스를 수집하여 침해

사고를 분석하고 보안 응책을 도출하여 침해사고를 

방어해야 한다.

2.2 지능형지속공격의 킬 체인 모델
최근의 사이버 공격은 백도어, 서비스 거부공격, 고의

인 괴, 리소스 강탈을 목 으로 하는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이는 모든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

되어 있고 취약한 액세스 포인트로 악용하는 것이 용이

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격자는 굳이 어렵게 문을 

뚫고 들어가 공격을 수행하는 해킹 등의 직 인 공격 

신 웹사이트나 USB, 이메일 등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하여 호스트를 감염시킨 후에 그곳에서 부터 공격

을 개해 나간다. 이후 공격자는 기업의 가장 가치 있

는 정보 자산을 노리고 장기간에 걸쳐 치 하게 비하

고 감시하면서 일련의 공격 단계를 수행한다. 사이버공

격자가 최종 단계인 공격목표를 장악해서 기업의 기

정보를 유출시키거나 공격 타겟의 기능  서비스를 

괴하는 악성 행 를 수행하면 침해사고로 귀결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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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침해사고를 일으키는 공격을 지능형지속공격이라

고 하고 기존의 사이버공격과는 상이한 응이 요구된

다. 이를 해서 실시간으로 되는 량의 보안 이

벤트에 한 유사도 분석을 통해 장기 으로 시도되는 

공격 데이터를 분류하고 앞으로 일어날  있는 공격 징

후를 탐지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보안 제 시스템

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8]. 

지능형지속공격의 일반 인 차와 패턴은 [그림 4]

와 같다. 일반 으로 지능형 지속 공격은 침투, 검색, 수

집  유출의 4단계로 실행되며, 각 단계별로 다양한 공

격 기술을 사용한다[9]. 공격자가 원격에서 조정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공격단계의 핵심 인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지능형 지속공격의 절차와 패턴

사이버 공격이 지능형(Advanced), 지속성(Persistent), 

성(Threat)이라는 특징  요건을 충족하면 지능형 

지속 공격으로 분류한다. 지능형 지속 공격으로 분류되

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효과 으로 방어하기 해서 

공격자의 침입모델인 킬 체인은 공격단계별 공격시나

리오와 보안 응책 등을 도출하기 해서 사용한다. 

킬 체인을 이용한 지능형 지속공격의 탐지 임워크

는 [그림 5]와 같고 일련의 공격 단계에서 공격자가 선

호하는 TTP(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에 한 방어 TTP를 만드는 

임워크이다.

킬 체인은 사이버 공격이 이 지는 단계를 정찰-공

격 코드 제작-배포-취약  공격-설치-지휘/통제-목표 

장악 등 7가지로 나눠 정의한다[10]. 킬 체인의 마지막 

단계에서 악성코드를 통한 기 정보를 유출하거나 시

스템을 괴하는 침해사고를 일으킨다. 지능형지속공

격은 유형에 따라 킬 체인의 7단계  일부 공격 단계

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격 차

와 패턴은 킬 체인을 구성하는 일련의 공격단계를 통합

하여 모델링한다. 사이버 킬 체인은 표  공격에 한 

지능형지속공격의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방어 에

서 표  공격과 방어에 한 모델링 단계의 수를 통합 

는 축소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지능형 지속 공격에 

사용되는 핵심 구성요소인 악성코드는 백도어, 서비스 

거부공격, 고의 인 괴, 리소스 강탈을 목 으로 제작

된 실행 가능한 코드로 킬 체인을 구성하는 주된 연결 

공격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악성코드의 유포를 

한 URL이 침해사고를 일으키는 주된 침해자원이 된다. 

따라서 악성코드에 한 URL은 침해사고를 구성하는 

식별자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 지능형 지속 공격

의 킬 체인 임워크를 확장해서 공격에 사용된 침해

자원, 보안 책을 도출해서 침해공격에 한 응책을 

모델링 한다.

그림 5. 지능형지속공격의 킬체인 프레임워크
 

2.3 침해자원 분석 모델 
최근의 침해사고의 수는 침해공유센터와 보안장비로

부터 수집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량의 침해사고와 사이버 침해 공격이 지속 으로 진화

됨에 따라 수많은 침해사고 간의 계와 의미 분석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침해사고의 상세한 분석을 해서는 침해사고 분석

가가 분석 도구를 기반으로 수집된 [그림 6]과 같은 어

드 스 표  포맷 침해자원을 하나씩 탐색해가면서 의

심이 되는 상황을 검해나가고 이를 통해 원인을 악

하고 피해를 받은 시스템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인력  시간 등의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유사한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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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어드레스 표준 타입

따라서 과거 침해사고 공격 정보와 이에 연 된 정보

를 기반으로 신규 침해사고의 유사도 분석을 통해 신속

하게 추가 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분석기법이 필요하다. 

침해사고의 유사도 분석을 해서는 수집된 침해사

고 데이터의 효율 인 조회와 침해사고의 연 성을 고

려하여 침해사고 데이터 포맷을 구성해야 한다. 한 

침해사고가 발생하 을 때 공격 방법과 정보 보호 책

을 신속하게 악하여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응 할 수 

있도록 유사침해사고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 기존의 침해사고 분석은 [그림 7]과 같

이 침해자원 기반의 침해사고 분석 모델을 사용한다.  

침해사고를 이루는 침해자원에 해서 단일 는 다  

연 분석을 통한 유사침해사고에 한 정보를 제공하

는 침해사고 분석시스템은 침해사고 분석가에게 분석

할 침해사고의 수를 축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

만 침해분석에 합한 분석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써 실용성을 제한하고 효과 이지 못하다. 이는 침해사

고에 한 구성을 비 실 이고 모호하게 만드는 침해

자원 기 으로 침해사고를 분류하기 때문이다.

그림 7. 침해자원 기반의 침해사고 구성 프레임워크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침해사고를 기

으로 침해자원을 계층 으로 분류하고 이들 침해자원

에 한 유사도 분석을 수행하여 침입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석할 유사 침해사고에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 기능

이 요구된다.

Ⅲ. 계층형 침해자원 기반의 침해사고 분석 모델

3.1 침해사고 구성 모델
기존의 침해사고 구성 방식이 가지고 있는 침해사고

의 모호한 의미와 실용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그림 8]과 같이 침해사고 원시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악성 URL을 구성하는 도메인을 침해사고의 식별자로 

사용하여 클러스터링하고 식별자인 도메인을 출발 으

로 연 된 침해자원을 재귀 으로 탐색하여 침해자원

을 계층 으로 구성한다.

침해자원에 한 계층  구조의 깊이는 유사침해사

고의 탐색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시행착오 방식을 용

하여 최 의 깊이를 결정한다. 기본 어드 스 표  타

입의 수인 4개의 깊이로 구성한 계층  침해자원의 구

조는 [그림 9]와 같다. 단일의 도메인에 다수의 IP와 

URL이 연 되어 있고 IP는 다시 domain과 연결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침해사고 기반의 침해자원 구성 프레임워크

그림 9. 침해자원의 계층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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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침해정보공유센터와 기업의 보안시스템으로 

부터 수집된 침해사고의 원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

여 재구성된 침해사고 테이블은 [그림 10]과 같이 데이

터 마이닝에 합한 형태로 침해사고 테이블을 재구성

하여 장한다. 이 게 재구성된 테이블의  침해사고로 

부터 숨겨진 패턴이나 새로운 침해사고와 연 성을 찾

기 한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한다.

침해사고를 구성하고 있는 침해자원에 한 클러스

터링을 수행하여 추출된 침해자원 로 일을 보 하

기 한 데이터베이스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0. 침해사고의 구성

그림 11. 침해자원 프로파일의  테이블 구조

새로운 침해사고가 발생하 을 때 유사한 침해사고

의 분류를 해서 새로운 침해사고와 과거 침해사고의 

비교를 통한 유사도의 산정이 필요하다[11]. 유사도 계

산시 참조하는 유사도 벡터 테이블은 [그림 12]와 같다. 

이는 유사도 벡터 테이블을 구성하는 가 치와 스코어

를 시행착오에 의해서 최 의 구성 값을 찾는데 유연성

을 제공하기 해서 침해사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

다.

침해사고분석가에게 새로운 침해사고에 한 유사 

침해사고를 제시해 때 유사도 크기에 따라 우선 순  

별로 다수의 유사침해사고를 제시해 주기 해서는 [그

림 13]과 같은 유사도를 보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

블이 요구된다.

그림 12. 유사도 벡터 테이블의 구조

그림 13. 유사도 테이블의 구조

사이버 공격은 일련의 공격단계를 거쳐 최종 단계인 

공격목표의 장악이 완료되면 침해사고가 발생한다.

따라서 침해사고를 구별하는 식별자는 공격단계의 

핵심 연결고리인 악성 URL로부터 도메인 도출하여 사

용한다. 순차 으로 식별자인 도메인을 사용하여 원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연 된 침해자원을 탐색하는 과정

을 반복하여 침해사고를 계층 으로 구성한다. 침해사

고 구성을 한 알고리즘은 Algorithm 1과 같고 기존의 

침해사고 원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악성URL을 추출하

여 도메인을 싱하고 싱된 도메인과 연 된 침해자

원을 탐색하여 침해사고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다

시 탐색된 침해자원과 연 된 침해자원을 찾아 데이터

베이스에 장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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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 침해사고 구성

input :hash 련 테이블(tb_malwares_hash_kisa, 
tb_Collect_log

output : tb_incident(침해사고목록) , tb_observable 
(침해자원이 포함된 침해사고 정보)

1.resultHash ←select hash, time from tb_KISA_hash
2.for (rs in resultHash) do //rs.hash, rs.time 으로 
구성, 침해사고 개수만큼 반복
3.   insert into tb_incident values rs.hash
4.   resultCollect ← select c_value, r_type, r_time, 
r_hash from tb_collect_log where r_value=rs.hash and 
r_time between rs.time-period and rs.time+period
5.   for (rc in resultCollect) do
6.     insert into tb_observable values (inc_id, rc, 
depth=1) // obs, type, time, depth=1
     end
7.  for (i=1;i<n;i++) do // depth=n 일때까지 반복
8.    RC[i] ← select observable from tb_observable 
where depth=i
9.    for (rc in RC[i]) do
10.      RCAll[i]←select c_value, r_type, r_time, 
r_hash from tb_collect_log where 
r_value=rc.observable 
  and r_time between rs.time-period and 
rs.time+period 
11.      for (rcAll in RCAll[i]) do
12.        insert into tb_observable values (inc_id, 
rcAll, depth=i+1) 
13.      end 
14.   end 
15.  end 
16. end

3.2 계층적 침해자원의 클러스터링 모델
새로운 침해사고를 유사침해사고로 분류하기 해서 

유사도 산정의 기 이 되는 침해자원 로 일을 생성

하기 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를 한 알고리즘은 

Algorithm 2와 같고 침해사고를 구성하고 있는 계층  

침해자원을 클러스터링하여 이를 표할 수 있는 침해

자원 로 일을 도출한다.  

k번째 침해사고 내에 침해자원이 2개 이상이 존재할 

때 앙값을 로 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수

가 아니기 때문 앙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의 여러 개의 침해자원 에 가장 많이 복되는 침해

자원을 로 일로 지정한다. 침해자원이 같은 경우 카

운트를 해서 가장 큰 카운트를 가진 침해자원을 로

일 테이블에 장한다. 

Algorithm 2 : profile of 침해자원 from 침해사고#k

Input : input : n, btn(recent, overlap, depth) 

output : center c ∈ data : profile 테이블

1.if(btn == depth) then //깊이가 1인 침해자원
2.  while i in inc_ID do
3.   resultset ← select observable from 

tb_observable where inc_ID=i and depth=1 and 
r_type=type limit n
4.   insert into tb_profile (inc_ID, observable, 

r_type) values (i, resultset, type)
//정렬된 n개 data를 코드 추가
5.  end 
6. end
7. elseif(btn == recent) then
8. while i in inc_ID do
9.    resultset ← select observable from 

tb_observable where r_type=type and inc_ID=i order by 
time desc limit n
10.   insert into tb_profile (inc_ID, observable, 

r_type) values (i, resultset, type)
//정렬된 n개 data를 코드 추가
11.   end 
12. end
13. else //btn==overlap
14.   while i in inc_ID do
15.   struct observable data[n]]
16.   data[n].name←NULL
17.   data[n].count←0
18.  for (i=1; i<=n; i++) do
19.   if (data[i] != observable) then
20.    data[i].name= observable
21.   else 
22.    data[i].count++
23.   end
24.   sort(data) //내림차순으로 정렬 
25.   insert into tb_profile (inc_ID, observable, 

r_type) values (i, data, type) 
//정렬된 n개 data를 코드 추가
26.   end
27. end

3.3 침해사고 유사도 벡터 산정 모델
침해사고를 구성하는 침해자원의 유사도를 산정할 

때 침해자원의 특징을 수치화한 유사도 수와 가 치

가 필요하다. 가 치는 평가 특성을 미리 계산하고 유

사도 비교시 평가 특성을 보고 유사한 복 패턴이 출

하 을 때 공통 개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유사도 

수는 최 화 되도록 시행착오를 통해서 산정하도록 

설계하 다. 침해자원 유사도 벡터를 구성하기 한 알

고리즘은 Algorithm 3과 같다.

침해자원별로 가 치와 유사도 측정을 한 변수 값

을 입력하여 유사도 벡터 테이블을 생성하는 알고리즘

이다. 즉, IP의 경우 4바이트 에 동일한 개수에 따라 

변수 a,b,c에 score 값을 할당하고, URL의 경우 도메인, 

서 도메인, 일명, 경로가 동일 여부와 일명이 얼마

나 겹치는 지를 단하여 유사도를 측정한다.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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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일반 최상 도메인과 국가 코드 최상 도메인

을 구분하여 도메인 이름이 얼마나 겹치는 지를 단하

여 유사도를 측정하고, 악성코드 일의 경우는 확장자

가 같은지, 일명이 얼마나 겹치는 지를 단하여 유

사도를 측정하 다. 이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유사도 

벡터 테이블 형태는 [표 1]과 같다.

Algorithm 3 : 유사도 벡터 테이블 생성알고리즘

Input : w[i] : i번째 침해자원의 가 치
Input : 변수 a[i],b[i],c[i],d[i] 입력

output : Vector (유사도 벡터) 테이블

Let w[0] : IP, w[1] : URL, w[2] : Domain, w[3] : File 

1.  for (   ≦  ) do 

2.    insert into w[i] Vector.weight
3.  end
4.    insert into a[0],b[0],c[0] Vector.IP
5.    insert into a[1],b[1],c[1],d[1] Vector.URL
6.    insert into a[2],b[2],c[2] Vector.Domain
7.    insert into a[3] Vector.File

IP URL Domain File(malware)

Weight w1 w2 w3 w4

score

10 10 10 10
a a+c+(int)r*b a+(int)r*(10-a) a+(int)r*(10-a)
b c+(int)r*b b+(int)r*(10-b) a
c c c+(int)r*(a-c) 0
0 d a

0 b
c
0

표 1. 유사도 벡터 테이블

3.4 침해사고 유사도 산정 모델
침해사고 분석시스템은 새로운 침해사고가 발행하

을 때 새로운 침해사고를 구성하는 침해자원과 침해자원 

로 일과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반의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이의 알고리즘은 Algorithm 4와 같다.

Algorithm 4 : 침해사고간의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

Input : 침해사고#1, 침해사고#2 
Input : 유사도 벡터 테이블

output : similarity=distance(#1,#2)

 Let R1, R2 : 침해사고#1, 침해사고#2의 침해자원 
 Let a,b,c,d : IP, URL, Domain, File(malware)의 가 치
1.  v←IP_measure(R1.ip, R2.ip) × a
2.  v←URL_measure(R1.url, R2.url) × b + v
3.  v←hash_measure(R1.fn, R2.fn) × d + v  
4.  similarity ← v

 

3.4.1 IP_measure 모듈
침해사고 로 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침

해사고에 한 유사 침해사고를 분류해 내기 해서는 

침해사고 로 일과 새로운 침해사고를 구성하고 있

는 침해자원의 특성의 비교를 통한 거리를 계산하는 알

고리즘이 필요하다. 침해사고를 구성하는 침해자원 IP

의 로 일과 새로운 침해사고의 IP 사이의 거리를 계

산하는 알고리즘은 Algorithm 5와 같다.

Algorithm 5 : IP거리계산 알고리즘

Input : IP=a.b.c.d for IPv4 
Input : IP*=w.x.y.z for IPv4
Input : 유사도 벡터의 변수 a, b, c

Output: distance(IP,IP
*
)

1. s ←0 
2. 처리기 : 토큰분리)
3. if (IP is A_class) then

if (a==w) then s ← c
4.  if (b==x) then s ← b
5.  if (c==y) then s ← a
6.  if (d==z) then s ← 10
7. else if (IP is B_class) then
8.  if (a==w&&b==x) then s ← b
9.  if (c==y) then s ← a
10. if (d==z) then s ← 10
11.else if (IP is C_class) then
12. if (a==w&&b==x&&c==y) then s ← a
13. if (d==z) then s ← 10
14.end 
15.return s 

두 개의 IP의 거리측정 함수(모듈)은 두 개의 침해사

고로부터 각 IP를 하나씩 선택하여 그 거리를 측정하는 

출력하는 모듈이다. 서로 련이 없는 IP 간의 유사도

를 0으로 지정하고, 련 정도에 따라 유사도 지수를 

0,a,b,c,10 값으로 지정한다. 입력된 IP가 어느 클래스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유사도 지수가 달라진다. A 클래스

인 경우 첫 번째 바이트가 같을 경우(즉, 같은 네트워크 

주소를 가질 경우) 유사도가 높다고 단한다. B 클래

스인 경우 2개의 바이트가 같아야 같은 네트워크 주소

로 단하고 유사도가 높다고 단한다.  C클래스인 경

우 3개의 바이트가 같을 때 같은 네트워크 주소가 되어 

유사도가 높다고 단한다. 마지막까지 같을 경우 IP가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도 지수를 10으로 부여한다.

3.4.2 URL_measure 모듈
침해사고를 구성하는 침해자원 URL의 로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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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침해사고의 URL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알고

리즘은 Algorithm 6과 같다.  

두 개의 URL의 거리측정 함수(모듈)은 두 개의 침해

사고로부터 각 URL를 하나씩 선택하여 그 거리를 측정

하는 출력하는 모듈이다. 서로 련이 없는 URL일 경

우를 유사도를 0으로 지정하고, 유사 정도에 따라 유사

도를 0, d,c, c+1~9, 10 값으로 지정한다. 입력된 URL를 

처리하여 4개의 토큰(도메인, 서 도메인, 일명, 디

토리)으로 나 어 비교를 한다. 먼  도메인이 같은 

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 도메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명이 얼마나 유사한지 match함수를 통

해 알아낸 후 마지막으로 디 토리가 같은지 확인하여 

유사도를 할당한다.

Algorithm 6 : URL 거리계산 알고리즘  
Input : URL=subdomain/dir1/ /dirn/file.jsp resource. 
Input : URL'=subdomain'/dir1

'/ /dirn
'/file.jsp resource.

Input : 유사도 벡터의 변수 a, b, c, d

output : distance

1.  s ← 0    
2.  처리기 : www 삭제, 토큰처리(list 형으로 변환)
3.  if (Domain == Domain’ ) then
4.  s ← d
5.      if (Sub==Sub’) then
6.         s ← c
7.         r=match(file, file’) 
8.         s +=(int)r*b 
9.            if (dir == dir’) then 
10.               s +=a
11.      end  end  end   
12. return s 

3.4.3 hash_measure 모듈
침해사고를 구성하는 침해자원 악성 일의 로 일

과 새로운 침해사고의 악성 일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

는 알고리즘은 Algorithm 7과 같다.

두 개의 악성코드( 일명)의 거리측정 함수(모듈)은 

두 개의 침해사고로부터 각 악성코드를 하나씩 선택하

여 그 거리를 측정하는 출력하는 함수이다. 두 개의 악

성코드의 이름과 확장자의 유사도에 따라 거리를 측정

하는 방식으로 같은 문자가 얼마나 겹치는 정도에 따라 

유사도를 0,a,a+1∼9,10 값으로 지정한다. 먼  확장자

를 비교하여 같으면 a를 부여하고, 일명이 얼마나 유

사한지 비율에 따라 유사도를 부여한다. 

Algorithm 7 : 악성 일 거리계산

Input : File : filename.extension : malware file
Input : File’ : filename‘.extension’ : malware file
Input : 유사도 벡터 테이블(변수 a)

output : distance(File,File’) ∈  : integer

1.   s ← 0  
2.   처리기 : 일명과 확장자로 구분
3.   if (extension == extension’ ) then
4.      s ← a
5.   end
6.   r=match(′) 
     //matching & ′
7.   s +=(int)r*(10-a)
8.   return s 

3.5 침해사고 분류 모델
원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침해사고로부터 새로운 

침해사고와 매칭되는 유사 침해사고를 다수 리턴 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침해사고 유사도 산정 모델

과 분리되는 형태로 설계하 다. 침해사고 분류 모델은 

침해사고 유사도 산정 모델에 의해서 계산된 유사도 값

을 입력으로 하여 새로운 침해사고가 소속될 특정 침해

사고를 다  선택하는 알고리즘으로 Algorithm 8과 같다.

Algorithm 8 : 침해사고분류알고리즘

Input : File : filename.extension : malware file
Input : File’ : filename‘.extension’ : malware file
Input : 유사도 벡터 테이블(변수 a)

output : distance(File,File’) ∈  : integer

1. Input resource type 선택
2. if (IP) then
3.        input ← IP 
4.        call 유사도 평가 알고리즘
5. else if (URL) then
6.        input ← URL
7.     call 유사도 평가 알고리즘
8. else if (File 선택) then
9.      input ← File
10.      call 유사도 평가 알고리즘
11. end
12. return (select 침해사고 from tb_Similarity 

order by value desc Limit n)

분석가가 입력할 침해자원의 종류(IP, Dom, File)를 

선택하고, 유사도 높은 침해사고를 출력하는 개수(n)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침해사고(#1∼#n)의 침

해자원과 거리계산을 한다. 거리계산을 해 침해자원

에 한 유사도 측정 함수(distance())를 호출한다. n개

의 침해사고에 한 거리값을 Similarity 테이블에 장

한 후 테이블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n개의 침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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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검색하여 출력한다. 

3.6 침해사고 시각화 모델
새로운 침해사고와 유사한 침해사고에 한 정보를 

분석가에게 제공할 때 침해사고의 도와 험도를 

함께 제시해 으로써 우선 으로 분석할 유사침해사

고를 침해사고분석가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침해사

고의 시각화 우선순 를 결정하는 구성요소는 [표 2]과 

같다. 새로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성하는 

침해자원을 침해사고분석가가 입력하면 유사침해사고

를 제시해주는 알고리즘은 Algorithm 9와 같다.

Algorithm 9 : 침해사고 시각화 알고리즘

Input : 침해사고 구성 버튼
Input : 시각화 버튼  출력 개수(n) 

output : 침해사고 구성  유사도 벡터 테이블 생성, 
로 일생성

output : 유사도 측정, 침해사고 시각화( 험도, 
도)

1.  Input menu 선택
2.  if (침해사고 구성 선택) then
3.      gen(incident) in Database
4.      gen(profile) in Database
5.      gen(vector) in Database
6.  else if (시각화 선택) then
7.      gen(similarity) in Database 
8.      while(i<n)
9.         select 침해사고# from Similarity order 

by desc
10.        display_침해사고#
11.        display_ 험도
12.        display_ 도
13.     end
14.  end

분류 기

유사도 침해자원간 거리
위험도 침해자원의 출현 빈도
파급도 악성코드 출현 빈도

표 2. 시각화의 우선 순위 요소

3.6.1 위험도
사이버 공격에서 차지하는 험정도를 산출하는 알

고리즘은 Algorithm 10과 같다. 침해사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IP와 원시 데이터베이스의 침해재원 IP와 비

교한다. 원시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칭된 유사 IP의 개수

의 합을 침해사고 내에 있는 IP의 개수로 나  값으로 

험도를 측정한다. 

Algorithm 10 : IP 험도 측정 알고리즘

Input : 테이블 tb_dnsbl_ip 
Input : 침해사고의 모든 IP

output : danger_degree( 험도)

1.  cnt ← count(침해사고.IP)

2.  for(i=0;i<cnt;i++) do

3.    ipcnt[]←select count(*) from tb_dnsbl_ip where 

ip=’#.IP[i]’ and channel='Blocklist';

4.  end

5.  total←sum(ipcnt[])

6.  danger_degree← total/cnt

침해자원 Domain이 사이버 공격에서 차지하는 험 

정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12와 같다. 침해

사고를 구성하는 모든 Domain과 원시데이터베이스 내

의 침해자원 도메인과 비교한다. 원시 데이터베이스에

서 매칭된 유사 Domain의 개수의 합을 침해사고 내에 

있는 Domain의 개수로 나  값으로 험도를 측정한

다. 침해자원 URL의 험도는 URL로부터 도메인을 추

출하여 Algorithm 11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Algorithm 11 : URL 험도측정알고리즘

Input : 테이블 tb_dnsbl_domain 
Input : 침해사고의 모든 Domain

output : danger_degree( 험도)

1.  cnt ← count(침해사고.Domain)
2.  for(i=0;i<cnt;i++) do
3.    domcnt[]←select count(*) from
      tb_dnsbl_domain where url=’#.Dom[i]’;
4.  end
5.  total←sum(domcnt[])
6.  danger_degree← total/cnt

침해자원 Hash의 사이버 공격에서 차지하는 험정

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은 Algorithm 12와 같다. 

침해사고를 구성하는 모든 hash와 원시데이터베이스 

내의 침해자원 hash와 비교한다. 

원시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칭된 유사 Hash의 개수의 

합을 침해사고 내에 있는 Hash의 개수로 나  값으로 

험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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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2: Hash 험도 측정 알고리즘

Input : 테이블 tb_malwares_hash_info 
Input : 침해사고의 모든 File의 hash

output : danger_degree( 험도)

1.  cnt ← count(침해사고.File.hash)
2.  for(i=0;i<cnt;i++) do
3.    hashcnt[]←select positive_count from 
tb_malwares_hash_info where hash=#.File.hash[i];
4.  end
5.  total←sum(hashcnt[])
6.  danger_degree← total/cnt

3.6.2 파급도
침해자원 IP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는 의 정도

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은 Algorithm 13과 같다. 침해사

고 내에 있는 IP에 해 연  있는 IP의 Q빈도를 악

하여 도를 측정한다. 원시데이터베이스에서 침해

자원 IP를 Join 하거나 첩select를 이용하여 IP의 수

를 악한다. 도는 원시데이터베이스에서 매핑된 

악성코드의 체의 수를 침해사고의 IP 개수로 나  값

으로 정의한다.

Algorithm 13 : IP 도 측정 알고리즘

Input : 테이블 tb_malwares_ip_dect_down_sample 
,tb_malwares_ip_report
Input : 침해사고#의 모든 IP

output : influence_degree( 도)

1.  cnt ← count(침해사고.IP)
2.  for(i=0;i<cnt;i++) do
3.   ipcnt[]←select count(*) from 

tb_malwares_ip_dect_down_sample , 
tb_malwares_ip_report where 
tb_malwares_ip_report.ip=#.IP[i] and 
tb_malwares_ip_dect_down_sample.ip_idx=tb_malwar
es_ip_report.idx;

4.  end
5.  total←sum(ipcnt[])
6.  influence_degree← total/cnt

침해자원 Domain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는 의 

정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은 Algorithm 15와 같다. 침

해사고를 구성하는 Domain에 해 원시데이터베이스

에 있는 침해자원 도메인의 빈도를 악하여 도를 

측정한다. 원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침해자원을 Join 하

거나 첩select를 이용하여 탐색이 된 도메인의 개수

를 악한다. 도는 도메인의 천체의 수를 침해사고

의 Domain 개수로 나  값으로 정의한다. 

침해자원 URL의 도는 URL로부터 도메인을 추

출하여 알고리즘 14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Algorithm 14 :URL 도 측정 알고리즘

Input : 테이블 
tb_malwares_hostname_dect_down_sample 
,tb_malwares_hostname_report
Input : 침해사고의 모든 Domain

output : influence_degree( 도)

1.  cnt ← count(침해사고.Domain)
2.  for(i=0;i<cnt;i++) do
3.    domcnt[]←select count(*) from
    tb_malwares_hostname_dect_down_sample,
    tb_malware_hostname_report where
tb_malwares_hostname_report.hostname=#.Dom[i] and  
tb_malwares_hostname_report.idx=tb_malware_hostnam
e_dect_down_sample.hostaname_idx;
4.  end
5.  total←sum(domcnt[])
6.  influence_degree← total/cnt

침해자원 Hash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는 의 정

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은 Algorithm 15와 같다. 침해

사고를 구성하는 악성 일의 유포지와 매핑되는 원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침해자원 악성코드의 유포지 수

를 악하여 도를 측정한다. 도는 악성코드에 

한 유포지의 수의 합을 침해사고의 악성 일의 개수

로 나  값으로 정의한다.  

Algorithm 15 : Hash 도 측정 알고리즘

Input : 테이블 tb_malwares_hash_distribute_url

Input : 침해사고의 모든 File의 hash

output : influence_degree( 도))

1.  cnt ← count(침해사고.File.hash)
2.  for(i=0;i<cnt;i++) do
3.    hashcnt[]←select count(*) from 

tb_malwares_hash_distribute_url where 
hash=’#.File.hash[i]’

4.  end
5.  total←sum(hashcnt[])
6.  influence_degree← total/cnt

Ⅳ. 응용 설계 및 모델의 검증

4.1 침해사고 분석시스템의 응용 구조
침해사고분석가에게 침해사고 유형에 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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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으로 제공하기 한 침해사고분석시스템의 데이

터 구성 모델은 [그림 14]와 같다. 원시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악성 URL로부터 도메인을 추출하여 침해사고

를 구성하고 침해사고를 구성하는 계층  침해자원에 

해서 클러스터를 수행하여 침해자원 로 일을 생성

한다. 침해사고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침해자원

의 특징에 한 유사도 벡터 테이블을 구성하고  새로

운 침해사고에 해서 유사성의 크기에 따라 우선순

를 갖는 침해사고에 한 정보를 침해사고분석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유사도를 담는 유사도 테이블을 

구성한다.

그림 14. 침해사고분석 시스템의 데이터 구성 모델

제안한 알고리즘 기반의 침해사고분석시스템의 응용 

구조는 [그림 15]와 같다. 침해사고분석시스템의 동작 

메커니즘을 침해사고 리자와 침해사고분석가가 수행

하는 작업을 기 으로 구분하면 메인 모듈에서 서 모

듈인 침해사고 구성 알고리즘과 유사도 벡터 구성 알고

리즘을 호출하고 새로운 침해사고를 구성하는 침해자

원에 해서 침해사고 로 일을 도출하는 클러스터 

알고리즘의 호출은 침해사고 리자가 수행한다. 침해

사고 분석가는 응용구조에서 새로운 침해사고에 해

서 침해사고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유사도 산정알고리

즘을 호출하고 새로운 침해사고의 분류를 한 분류 알

고리즘을 구동한다. 분류 알고리즘은 유사도 수치를 필

요로 하므로 유사도를 게산해서 돌려주는 유사도 산정 

알고리즘의 호출이 선행된다. 한 유사도 산정 알고리

즘은 유사도를 산출하기 하여 유사도 벡터 테이블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호출하므로 유사도 벡터 테이블

의 생성이 선행 작업이다. 

그림 15. 침해사고분석시스템의 응용 구조

4.2 침해사고 분석시스템의 검증
침해사고분석시스템에서 침해사고를 구성하는 계층

 단일 침해자원에 한 분류와 계층  다  침해자원

에 한 분류의 결과 셋을 상호 비교하여 모델의 실용

성을 평가하 다. 실험을 하여 계층  침해자원으로 

구성된 침해사고를 추출하여 라벨을 부착한 다음 실용

성 평가 모델의 구 시스템을 사용하여 분류의 정확성

을 확인하 다. 계층  침해자원의 로 일과 라벨이 

부착된 침해사고의 침해자원에 한 유사도 평가를 반

복 수행하여 분류하 다. 실용성 평가 모델에서 유사도

벡터 테이블의 가 치와 유사도 수를 상이하게 하여 

계층  침해자원의 단일 는 다  분석을 반복 수행하

여 분류된 결과셋의 평균값을 가지고 단일 는 다  

모델의 실용성을 검증하 다. 이를 한 실용성 평가  

모델은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실용성 평가 모델

침해자원의 단일 제어를 한 침해자원의 유사도 

수는 [표 3]과 같다. 유사도  수의 범 는 0부터 10사

이의 값을 사용하여 반복 수행하 다. 

한 침해사고분석시스템의 계층  침해자원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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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를 한 침해자원의 가 치는 [표 4]와 같다. 가

치는 다  침해자원의 총합이 10이고 범 는 2와 4사이

의 값을 사용하 다. 침해자원의 유사도 수와 가 치

를 상이하게 부여하여 실행한 침해사고분석시스템의 

출력 결과 셋을 상호 비교하여 분류의 정확도를 측정하

다.

구분 유사도 수(조합)

침해자원
(Domain,
URL,
IP
File)

0 1 2 3 4 5
0 2 3 4 5 6
0 3 4 5 6 7
0 4 5 6 7 8
0 5 6 7 8 9
0 6 7 8 9 10

표 3. 침해자원의 유사도 점수 

침해자원 가 치(조합)
Domain 2 2 2 ...
URL 2 2 2 ...
IP 2 3 4 ...
File 4 3 2 ...

표 4. 침해자원의 가중치

모의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값의 평균은 [표 5]와 

같고 단일 침해자원에 한 분류의 정확도는 침해자원

의 가 치에 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모든 단일 침해

자원은 동일한 가 치를 사용하여 유사도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  침해자원에 한 유사도 분석을 

통한 분류의 정확도는 도메인에 큰 가 치를 부여했을 

때 정확도는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테

스트 데이터로 사용되는 침해사고의 구별자로 URL로

부터 도출된 도메인을 사용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다. [표 5]의 IP, Domain, URL, Malware 열의 값은 신

규 침해사고의 IP, Domain, URL, Malware와 기존 침

해사고의 IP, Domain, URL, Malware의 거리계산을 통

한 유사도 평가의 결과로 나타나는 분류의 정확도를 백

분율로 표시한 수치이다. 향후 유사도 수와 가 치 

그리고 계층  침해자원의 깊이를 상이하게 구성하여 

제안한 침해사고 모델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

의 조합을 찾는 실험을 추가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

다. 

결과셋
단일연 분석

다 연 분석
IP Domain URL Malware

256 87 94 89 85 85
542 89 95 92 87 95

표 5. 분류 결과 값의 평균

     

Ⅴ. 결 론

최근 침해정보공유센터와 기업의 보안시스템으로 부

터 수집되는 침해사고의 수는 기하 수 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로 인해 사이버 공격을 통한 침해 사고가 발

생했을 때 침해사고분석가는 량의 침해사고로 부터 

공통 인 분석 정보를 추출하고 침해사고 리  처리

를 한 복잡성으로 인해 침해사고분석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증가하는 문제 에 직면한다. 이에 한 기존의 

해결책으로 침해사고를 이루는 침해자원에 해서 단

일 는 다  연 분석을 통한 유사침해사고에 한 정

보를 제공하는 침해사고 분석시스템이 있으나 침해사

고 분석가에게 분석할 침해사고의 수를 축소시켜 주는 

효과는 있으나 침해분석에 합한 분석정보를 제공하

지 못함으로써 실용성을 제한하고 효과 이지 못하다. 

이는 비 실 인 침해사고의 구성을 야기하는 침해자

원 기 으로 침해사고를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침해사고를 기 으

로 침해자원을 계층 으로 분류하고 유사도 분석을 수

행하 다. 이 분석을 통하여 신규 침해사고가 발생하

을 때 유사한 침해사고 유형에 한 정보를 침해사고 

분석가에게 제시하는 침해사고 분석 모델을 제안하

다. 침해자원 기반의 침해사고를 구성하고 유사도 분석

을 통하여 새로운 침해사고를 분류하는 기존의 방식 

신 침해사고를 구성하는 침해자원을 계층 으로 구성

하고 계층을 구성하는 침해자원에 해서 클러스터링

하여 침해자원 로 일을 도출한다. 도출된 침해사고 

로 일을 기 으로 새로운 침해사고를 구성하는 침

해자원의 유사도를 산정하여 분류하 다. 

제안 모델은 침해사고에 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실성 있는 침해사고 구성과 새로운 침해사고에 해서 

유사한 침해사고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유형 분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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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를 향상시키고 침해사고 분석시스템의 실용성을 

높여 주고, 침입탐지시스템이나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보안장비에서 사용가능한 Rule 생성을 효과 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침해사고에 향후 계층  침해자원으로 

구성된 침해사고를 사용하여 유입되는 침해자원에 

한 유사 침해사고에 한 분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하고 이를 이용하여 침해사고를 방어하는 자동화 보안 

도구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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