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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 환경  인터넷 활용폭이 다양해지면서 고도화되고 진보 인 보안 이 발생되

고 있으며 발생량도 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침입탐지 시스템, 악성행  

탐지 시스템, 웹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등도 차 진보된 악성행 를 탐지하는 데 있어 불충

분해짐에 따라 기업과 기   보안담당자들은 직 인 정보를 제공하는 End-Point 로그 

수집  모니터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Anti-Virus  침입

탐지 시스템(IDS), APT, 도우 감사로그를 상호 비교하여 보안분석 시스템보다 도우 감

사로그가 보안   침해사고를 모니터링하는 면에서 더욱 직 이고 빠른 응이 가능

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I.  서론

최근의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를 보면 드라이  

바이 다운로드, 자바 애 릿 등의 웹을 통한 침해사

고, 악성 이메일을 통한 침해사고, 일서버 등의 서

비스를 이용한 침해사고, 장장치  기기를 통한 

침해사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

의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악성행 들이 

부분 암호화  난독화 되어가고 있고 기존의 보

안 을 탐지하는 시스템에서는 고도화되고 진보

으로 변화하는 악성 행 를 탐지하지 못하는 이슈가 

발생되고 있으며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안 을 탐지하는 시스템으로는 침입탐지 시

스템, 가상머신을 보유한 악성행  탐지 시스템, 

Anti-Virus 등 다양하나 부분의 시스템별로 

탐지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보안조직에서는 

SIEM(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을 이용하여 보안 시스템 탐지로그를 

수집하고 상호 연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보안  탐지/차단 시스템들은 재 알려진 악성

일  공격시도에 한 내용만을 탐지하고 차단하며 

악성 일은 가상 머신에서 분석한다. 침해사고가 발

생된 이후에 보안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는 형태이며 

한 신규 취약 을 통한 Zero-Day Attack 등은 탐

지하지 못하는 이슈가 계속 으로 발생되고 있다[1].

이에 도우 감사로그를 통한 악성코드 실행  

감염, 침해사고를 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방안이 

기존의 여러 보안  탐지/차단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보다 정확성이 높고 응이 빠르다는 것을 살펴보

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

도우 계열 악성코드에 의한 침해사고에 있어 기

업과 기 에서는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여 탐

지  분석을 한다. 그러나 보안 시스템별로 탐지구

간(네트워크/End-Point)과 탐지 특성(시그니처 기반, 

가상머신 분석) 등이 다르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각 보안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정탐  오탐 알람을 일일이 분석하고 응하기에는 

시간 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 185 -



201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8. 11)

구분 수집 정보 수집 내용

감사
로그

Application
API를 사용하는 응용 로그
램의 요한  이벤트  활
동 내역을 기록

Security
시스템 로그온, 일 근, 
인증,  계정 생성, 권한 사
용 등의 내역 기록

System
시스템 운 과 유지에 련
된 부분의 정보 등의 내
역 기록

Windows-
PowerShell 워쉘 사용에 따른 내역

구분 네트워크 
구간

End-Point 
구간

침입탐지 시스템 △ X

Anti-Virus X ○

APT △ X

도우 감사로그 X ○

보통 악성 일 탐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방

법으로 의심스러운 실행 일에서 악성 콘텐츠를 검

색해서 탐지하는 정  분석과 악성 일의 동작 

에 발생되는 내용을 통한 동  행  탐지로 구분하

는 방법이다. 상용 Anti-Virus 솔루션들은 부분 악

성 콘텐츠 심의 정  분석을 주로 하는 계로 새

롭게 난독화 기술이 용 된 악성 일은 신규 정보 

업데이트 까지 탐지하지 못한다. 한, 가상 머신

을 통한 분석 솔루션은 의심 일이 가상머신에 들

어간 후 결과 값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트래픽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석해야 하는 건수도 증

가하여 알람을 주는 시간과 응 시간도 길어진다는 

단 이 있다[1].

이를 통해 각 보안분석 시스템, 도우 감사로그를 

활용하여 상호 비교하 으며 도우 감사로그는 

SIEM을 통해 모니터링  분석을 통하여 정확도가 

높고 빠른 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다[2].

 

III.  연구 내용

보안  이스에 해 시나리오를 정의 한 후 

각 Anti-Virus, 침입탐지 시스템, APT(지능형 지속 

공격, Advanced Persistent Threat) 탐지 시스템, 

도우 감사로그 별로 발생 되는 로그의 유/무  가

상 머신을 통해 분석 후 알람을 주는 시간, 도우 

감사로그를 상호 비교 한다[3]. 

  도우는 독자 인 로토콜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벤트 뷰어를 통해 로그 검색  다운로드가 가능

하고 SIEM을 통하여 로그 연계분석 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4].

  3.1 로그 수집

악성 바이 리 일 실행 시에 발생되고 장되는 

감사 로그를 포함하여 수집하며 수집 되는 감사로그

는 [표 1]과 같다.

[표 1] 로그 수집 정보  내용

3.2 악성 일 탐지 황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침입탐지 시스템은 네

트워크 구간에서 탐지 시그니처(문자열)이 존재할 

경우 탐지하지만 네트워크 트래픽이 암호화 되었을 

경우는  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Anti-Virus는 End-Point 구간에 설치되므로 기존에 

알려진 악성코드에 해서 탐지는 하지만 신규 악성

코드  네트워크 구간 트래픽은 별도로 정보 업데

이트 까지 탐지/검사하지 못한다. APT 탐지 시스

템 경우에도 네트워크 암호화 트래픽은 별도로 분석

하지 못하며 복호화가 가능한 트래픽  암호화되지 

않은 트래픽에서는 가상 머신을 통해 행  분석 결

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우 감사로그에서는 다양한 행 에 

해 로그 장하므로 네트워크 트래픽에 한 내용이 

없어도 실제 으로 도우 OS 단에서 실행되는 

일 정보, 명령어 정보, 계정 정보 등에 한 다양한 

로그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다른 보안분석 시스템들 

보다 직 이므로 빠른 응이 가능하다.

[표 2] 시스템별 탐지 내역

 

3.3 감사로그 수집  장

도우 감사로그는 악의 인 행 시에만 로그를 

남기는 것이 아닌, 정상 인 행 에서도 로그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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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므로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장된다. 그러므로 

해당 데이터에 한 장이 필요하며 해당 연구에서

는 SIEM에 데이터를 장  가공한다.

[그림 1]과 같이 직 인 감사로그를 통해  데이

터 가공이 가능하며 보안 과 련된 정보는 

SIEM의 메모리상에 상주시켜 과 련된 데이

터가 들어왔을 경우 실시간 알람을 받는 형태로 구

성한다.

[그림 1] Log 수집   탐지 과정

3.4 보안  데이터(Log) 검출

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

용할 것인지 사 에 정의된 시나리오가 있다면 해당 

시나리오에 맞춰 Log Parsing을 진행해야 하며 시

나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을 탐지  알람을 

설정할 수 있다.  

보안 을 탐지하기 해선 이라고 단되는 

정보를 [그림 3]과 같이 스크립트로 작성하여 SIEM

에 등록해야 하며, 메모리에 상주시켜야 한다. [그림 

2]는 보안  탐지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과정을 설

명한 내용이며, [그림 3]은 보안 에 한 시나리

오 내용 스크립트이며 메모리에 상주 시켜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다.

[그림 2] 시나리오 기반 보안  탐지 과정

[그림 3] 시나리오 기반 탐지 스크립트

3.5 보안  실시간 알람 (텔 그램 메신 )

[그림 4]와 같이 SIEM의 보안  로그를 텔 그

램 API를 통해 메신  연동 가능하며 데스크탑 PC, 

태블릿, 휴 화 등에서 자유롭고 빠르게 탐지된 

보안  로그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그림 4] SIEM 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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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Type

Input 
Data

Analysis 
Case

Responsetime
(1건/min)

IDS 90,465 248 
41h 20m
(10min)

Anti-Virus 14,224 5 10h
(120min)

APT 184 9 9h
(60min)

도우
감사로그 1,227,091 107 

5h 21m
(3min)

IV.  연구 결과

보안분석 시스템과 도우 감사로그를 비교한 결

과, 보안분석 시스템이 알람을 주는 경우는 부분 

사 에 정의된(알려진) 공격들이 부분이었으며, 암

호화 된 네트워크 구성에서는 탐지  알람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반해, 도우 감사로그

는 OS 상에서 이루어지는 행 들에 해 로그로 모

두 장하므로 분석시간 면이나 암호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두 효율성이 높다는 결론을 보 다. 

[표 3]과 같이, 20일 평균 장되는 로그를 바탕으

로 효율성을 비교 검증 결과, 도우 감사로그는 

장되는 수치가 많은 반면 로그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이 직 이므로 분석시간이 매우 짧고 응 한 효

율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탐지로그  분석 건수 (시간)

장 데이터 비 분석 이스는 IDS가 가장 많았

으며 Anti-Virus가 었다. 1건당 분석시간 소요 기

으로는 도우 감사로그가 3분으로 가장 짧았고 

Anti-Virus 120분으로 길었다. 연구결과, 도우 감

사로그가 장되는 로그가 제일 많았지만 분석 이

스  분석에 걸리는 시간은 장로그 수치 비 가

장 효율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논문에서는 량의 도우 감사로그를 바

탕으로 악의 인 보안 에 한 로그를 실시간 탐

지  응 할 수 있는 방안에 해 제시하 다. 더 

좋은 방법은 도우 감사로그만 보는 것보다 이기종 

보안분석 시스템을 함께 로그 분석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더욱 좋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에 해 악하고 만드는 것이 요하다.

 

한, 침해사고 피해를 입고 응하는 것보다는 

보안 을 사 에 탐지하고 분석가가 빠른 응을 

할 수 있도록 우선순 가 높은 로그를 경고하는 보

안 로그 분석 임 워크를 사 에 만들고 제공해

야 한다[5].

향후 본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과 더불어 이기종 

보안 시스템  서버로그, 웹 로그 등을 활용하여 

보안 과 침해사고 모니터링  분석에 있어 성능 

과 효율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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