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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해킹, 웜․바이러스 등 사이버 침해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

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보안관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단순한 사이버 공격

을 탐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분석 및 대응 등 넓은 의미의 보안관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은 이기종 환경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탐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보안관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대용량 보안이벤트 데이터를 동적으로 상관 분석하여 탐지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안관제시스템을 설계 제안한다.

키워드: 보안이벤트(security event),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보안관제(security monitoring)

I. 서론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산업, 금융, 방송, 의료, 교통 등 사회

적 기반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는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에 따라 발

생하는 해킹, 웜․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버 공격 등의 역기능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3.4 DDoS 해킹공격은 지난 2009년의 7.7 DDoS 

해킹공격보다 진화된 형태로서 국가차원의 많은 피해를 유발했었

다[1]. 이 뿐만 아니라 금융업종 및 정보서비스 업종 등에서 끊임없

이 해킹 및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침해사

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

며 그 중에는 네트워크분석 도구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서버와 네

트워크에 대한 침입시도를 감시함으로서 해킹사고를 예방하고 즉

각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도 생겨나게 되었다[2].
이러한 정보보안 활동을 보안관제라 하는데 협의적으로는 사이

버공격을 단순히 탐지하는 활동을 일컫기도 하고 광의적으로는 탐

지, 분석, 대응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정보보안 활동을 의미하기

도 한다[3]. 이러한 보안관제를 위해서는 침입탐지시스템(IDS) 기
반의 시스템을 통하여 네트워크 또는 호스트기반의 침해위협을 탐

지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침입탐지시스템 단일 장

비만 가지고는 다양하고 고도화된 침입시도 등을 탐지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다수의 침입탐지시스템 뿐만 아니라 방화벽, 침입방지시

스템(IPS) 등 다양한 정보보안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상관분석 기법이 등장하게 되었다[4]. 
다수의 장비 및 이기종 장비간의 상관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안이벤트를 수집해서 침해시도 정보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대용량의 보안이벤트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성능문

제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단순한 침입탐지에 

머무르지 않고 전반적인 보안관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관제 활

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기종 다수의 보안시스템으로

부터 수집된 보안이벤트를 동적으로 상관분석하여 보안관제에 활

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1. 상관분석 동향

보안이벤트 및 로그 등에 관한 상관분석 기술은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5]에서는 상관분석 

기술을 보안침해사건탐지 영역, 위협관리영역, 위협인지영역, 포렌

식 영역 등으로 분류하였다. 보안침해사건탐지 영역은 상관분석을 

통해 오탐지율(false positive)를 제거하고, 미탐지율(false 
negative)을 보완하며 잠재적 위협(potential threat)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이 대상이 된다. 위협관리영역은 공격징후에 대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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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계산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

을 의미한다. 위협인지영역은 대용량의 보안이벤트를 분석하여 현

재의 현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화

(visualization) 기능 등을 의미한다. 포렌식 영역은 네트워크 상의 

모든 원시데이터 및 타 보안시스템의 로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

여 네트워크 남용, 내부자료 도난, 정책 위반 등을 파악하는 기술

을 의미한다.
[6]에서는 사이버 공격시나리오를 미리 정하고 이와 연관된 보

안이벤트가 발생하면 탐지하는 시나리오 기반(Scenario-based) 상
관분석, 특정 규칙을 기반으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규칙기반(Rule-based) 상관분석, 다수 보안이벤트의 통계적 특징

을 분석하는 통계(Statistical) 상관분석, 보안이벤트에 대하여 시

간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는  시간(Temporal) 상관분석으로 분류

하였다.

2. 보안관제 활동

보안관제는 단순 탐지뿐만 아니라 탐지된 결과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업무 등을 포함한다 각 영역별 활동은 다음과 같다[2].

• 사이버 공격 탐지 : 네트워크 상의 전체적인 트래픽 급증, 급
감 및 내부정보를 절취하기 위한 해킹시도 및 악성 해킹프로

그램 유포와 같은 사이버 공격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 탐지결과 분석 : 경유지악용, 해킹메일유포, 홈페이지 위․변조, 

자료절취 및 훼손과 같은 해킹시도를 탐지한 뒤, 관련 로그정

보 및 최신 해킹기술 등을 수집하여 공격자정보, 공격방법 등

을 알아나고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활동을 말한다.
• 대응 : 해킹 사실을 통보하고 분석단계에서 파악된 공격자정

보와 취약점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문기술을 제공하며 재발방지를 위

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III. 본론

1. 보안관제시스템 설계를 위한 요구사항

네트워크 상에서 침해공격 시도를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보

안관제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안관제 활동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이버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사이버공격을 탐지하기 위하여 방화벽, IDS, IPS 등 이기종

의 다양한 보안시스템으로부터 보안이벤트를 수집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보안이벤트를 정규화하여 통합

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시간 보안관제가 가능해야한다.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기 이

전에 보안이벤트를 탐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공격의 

전조나 공격이 발생한 이후라도 최단 시간 내에 보안이벤트

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용량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기종 시스템의 보

안이벤트를 수집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다수의 기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대용량의 데이터가 수집되므로 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보안이벤트에 대한 

분석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벤트에 대한 상관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침입

탐지시스템의 오탐지, 미탐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이기종 보안이벤트 간의 상관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안관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탐지기능 뿐만 아니

라 분석 및 대응 활동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보안관제 활동

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보안관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

러한 시각화된 화면은 상세한 현황 파악은 어렵지만 즉각적

인 인지에 유리하다.

2. 보안관제시스템 설계 

위에서 분석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보안관제시스템을 설계하였

다. 제안하는 보안관제시스템의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보안관제

시스템은 수집모듈, 관제분석 모듈, 현황뷰어 모듈, 지원모듈로 구

성된다. 수집모듈은 침해위협탐지시스템(TMS), 방화벽(F/W), 침

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등으로부터 보안이벤트

를 수집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관제분석 모듈은 수집된 이기종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실시간으로 상관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
황뷰어 모듈은 분석된 보안이벤트 및 침해 이력 등의 현황 통계자

료를 한눈에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원 모듈은 탐지, 
분석된 정보 등을 처리하고 대응하는 업무 등 전반적인 관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1. 제안시스템 개념도

Fig. 1. Concept of Security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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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성한 모듈 중 관제분석 모듈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통해 침해위협을 탐지하는 보안관제시스템

의 핵심 모듈로서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메모리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처리

하는 병렬처리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제안하는 보안관제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보안관제시스템 구조

Fig. 2. Architecture of Security Monitoring System

관제분석 모듈의 시스템 구조는 수집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가

공하는 Collect Process, 사전 정의된 상관분석 탐지 룰을 처리하

는 static Process, 능동적인 상관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dynamic 
Process. 처리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Real-time view Process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 생성되는 데이터

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메모리 버퍼에도 저장하여 상관분석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Static Prcoess와 

Dynamic Process는 동시에 처리되도록 설계하여 성능향상을 도

모하였다. 특히 제안시스템은 데이터의 관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벤트별 프로세스별 데이터 테이블을 세그먼트화 하였다. 

3. 관제분석 프로세스

관제분석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단계별 프로세스를 상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Collect Process 구조

Fig. 1. Architecture of Collect Process

Collect 프로세스는 수집 모듈에서 수집되는 TMS, F방화벽, 
IDS, IPS 등 이기종 보안시스템의 보안이벤트를 ODBC를 통하여 

관제분석 모듈의 Data Buffer 에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

게 수집된 데이터는 메모리상에서 예외처리, 데이터 가공, 수집정

책이 반영되도록 하는 과정을 거처 다시 새로운 메모리에 그 결과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DB에 Insert 및 Select 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Static Process 구조

Fig. 4. Architecture of Static Process

Static Process는 Collect Process에서 예외 처리되어 Data 
Buffer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전 정의된 상관분석 탐지 룰인 탐지, 
내부탐지, 차단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메모리에서 처리

하여 웹 서비스에 결과를 전송하고 Dynamic Process 기반 분석

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버퍼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입․출력 시간이 단축하여 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Dynamic Process 구조

Fig. 5. Architecture of Dynamic Process

Dynamic Process는 상관분석을 위한 탐지 룰을 동적으로 생성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이는 사전 정의된 상관분

석 룰로는 급변하는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Static Process를 통한 결과를 비롯하여 보안관제시스템에서 생성

되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적 탐지 룰 간의 상관분석 또한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보안관제 탐지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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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우리는 본 논문에서 보안관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상관분석

기반의 보안관제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이기종 환

경에서 탐지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규칙

기반 및 동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대용량의 

보안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제안한 보안관제시스템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

하기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기대되며 보

안관제 업무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 논문

에서 설계한 보안관제시스템을 구현하여 성능 및 효율성 등을 비

교, 분석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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