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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웹 사이트의 증가  고속 인터넷의 보 으로 웹 사용자는 꾸 히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 한 정보 보호 실태는 심각한 수 이다. 그 피해 사항으로는 사용자 개인 신상정보의 유출, 

피싱 사이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그 유형  목 이 다양하다. 이런 웹 공격에 한 기존의 응

책으로 IDS/IPS를 통한 네트워크 기반의 공격 탐지  방지가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이런 응책은 

구에게나 공개되는 웹서버 보안에는 합한 시스템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웹 공격의 특성에 맞는 

문자열 처리 심의 로그 분석을 통해 용량의 로그로부터 공격을 탐지하는 웹 로그 처리 시스템

을 제안한다.

1. 서론 

국내의 인터넷 이용률은 꾸 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재 국

내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34,570(천명)을 넘고 있다. 그리고 인터

넷 사용자를 상으로한 조사에서 체 사용자의 73.2%가 하루 1

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1].

이처럼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국내 주요 포탈 웹사이트

의 하루 웹 로그의 양은 50G 내외로 용량의 로그가 발생하고 

있다[2]. 로그 정보의 용량화로 기존의 로그 분석 시스템으로는 

사용자의 공격을 탐지하기란 비효율  이다. 

본 논문에서는 악의 인 웹 속을 탐지하기 한 문자열 

심의 멀티 쓰 드 기법을 통한 사용자의 Request 로그를 처리 

하는 기법에 해 고찰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련 연구 에서는 웹 공격

의 기법  웹 로그 처리 기법을 소개하고 끝으로 웹 공격 탐

지를 한 고속화된 웹 로그 처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해 설

명한다. 3장 제안 시스템은 웹 로그 분석을 통한 공격 탐지 기법

을 서술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알고리즘을 설명한

다. 다음 장에서는 제안 시스템과 기존의 웹 로그 분석 시스템과

의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본 제안 시스템의 우수성을 기술 하고 

마지막 5장 결론으로 본 논문을 구성한다.

2. 련연구  시스템 필요성

웹 사용자의 증과 동시에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기업 

홈페이지의 변조, 융사고 등과 같은 웹 해킹 사고가 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부분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IPS, IDS 등  만으로는 이러한 웹 해킹을 

차단할 수 없게 되었다. 웹을 이용한 공격은 꾸 히 발 하면서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된 공격은 4,000개 이상이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림 1은 해커의 기

술  수 과 시 별 해킹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웹 해킹으로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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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웹 로그 처리 기법

웹 로그를 통한 사용자의 행   웹페이지의 이동 경로를 분

석하기 한 기존의 처리 과정은 다음가 같다.

1단계 : 로그 수집 - 재 웹 로그의 포맷은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LF(Common Log Format), 확장된 로그 일 형

식의 ELF (Extended Log file Format)형식으로 크게 나  수 있

다. ELF 형식은 다시 MicroSoft사의 웹서버에서 사용하는 

MS-IIS Format과 NCSA 계열의 웹서버에서 사용하는 NCSA 

Format 으로 나  수 있다. 

2단계 : Cleaning Log[3] –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Item을 정

제하며 일반 으로 gif, jpeg, jpg, map 등을 로그 일에서 삭제

함. Data 용량이 일반 으로1/10에서 1/40 정도로 축소되는 효과

를   가져옴.

3단계 : User Identification[3] – 로그 일에 기록된 사용자 

정보를 확인 하여 이동경로를 정제하는 과정이다. 일반 으로 IP 

Address와 Browser의 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함.

4단계 : Session Identification[4] – 사용자의 세션 과 유무

를 검하여 정제하는 과정이다. 일반 으로 처리기의 기 설

정은 30분이이며, 실제 분석 결과에서는 25.5분이 나옴

그림 2. 웹 로그 처리 과정 – Session Identification

5단계 : Path Completion – 로그에 기록되지 않은 이동 경로 

정보를 연결하는 과정이다. 일반 으로 back 는 forward 버튼

을 러 이동한 경우 경로 연결 과정 수행.

그림 3 웹 로그 처리 과정 – Path Completion

6단계 : Formatting – 웹 로그 분석에 합한 정보의 형태로 

포맷을 환한다. 포맷 형태는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기법에 따라 

결정함

기존 처리 기법은 데이터 마이닝 기술에 응용하기 한 방

법으로 사용자의 성향 분석  심도를 악하기에 효율 인 기

법이다. 그러나  웹 공격탐지를 해서는 공격자의 웹 속  시

도에 한 정보를 탐지 할 수 있는 형태로 포맷을 환해야 한다.

2.2 공격 탐지를 한 고속 웹 로그 처리 시스템의 필요성

고속 인터넷의 발달로 수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늘어났고, 

많은 웹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이런 공개된 웹

을 이용해 최근 해커들의 공격이 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웹 로그 처리  분석 기법은 기존 방식 그 로 사용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 각 필드 정보의 문자열 특성을 배제하고 단순히 문자열 비교 

방식으로 처리 과정을 수행함

� 용량의 웹 로그 정보에 한 고속처리 미비

� 단순한 형태의 처리 기능만을 제공함  

   문제 들은 문자열 특성을 악한 고속 처리 시스템으로 

해결 할 수 있다. 

3. 제안 시스템

3.1 웹 로그 분석을 통한 공격 탐지

 웹 로그 분석의 의미는 웹서버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성되

는 로그 일(LogFile)을 분석하여 웹서버의 트래픽(Traffic)  에

러상태, 그리고 방문경로등 기본 인 분석을 수행하여, 웹서버의 

시스템  문제와 기본 인 웹사이트 사용량에 한 분석을 의미

한다.

그림 4 웹 로그

그림 5의 웹 로그 분석 결과 IP xxx.xxx. xxx.111에서 test 시

스템의 다양한 서비스에 속을 시도한 로그가 남은 것을 알 수 

있다. 3시 20분 4 에 속이 시작되어 3시 20분 10 에 끝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Imapd, Ipop3d, In.ftpd, In.telnetd 등의 여러 서

비스에 속을 시도한 시간이 겨우 6 만에 끝났다는 이다. 일

반 으로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서비스에 속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즉 자동화된 로그램이 아니고서는 불가

능하기 때문에 그림 5의 로그 분석 결과 스캐 로 속을 시도한 

웹공격 사  스캔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웹 로그의 분석을 통해 공격의 사  비  탐지는 

가능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웹 공격 탐지를 한 웹 로그의 고

속화된 처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특정 필드에 

한 문자열 특성을 고려하여 공격 시도 테이블을 생성해 웹 공격

의 능동 인 탐지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3.2 공격 탐지를 한 고속 웹 로그 처리 시스템

웹 로그 분석을 통한 웹 공격 탐지는 로그 일의 각 필드별 

정보를 분석해 특정 공격 징후와 일치한 로그를 탐지해 공격자의 

웹 속을 해지하거나 리자에게 알리는 것이 주된 목 이다.

그림 5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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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문자열 특성을 고려한 고속화된 처리 기법

� 고속화된 처리 기법을 통한 빠른 통계  분석 결과

� 공격 DB를 이용한 공격 탐지 효율 증

제안 시스템의 Attack 테이블에는 일반 인 로그 형태(그림 7)

에서 공격 탐지에 사용될 특정 필드(표 1)를 고속으로 처리하여 

장 된다. 이 추출 과정이 본 시스템의 핵심 인 부분이다.

그림 6 일반  로그 필드 정보

Column Description

Client_IP_address 클라이언트 IP 주소

User_Name 사용자 이름

Date 날짜

Time 지시각

Client_bytes_sent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바이트

Request_type 요청 타입

Target_of_peration 요청한 자원

Parameters 라미터

표 1 Attack Table 필드 정보 

표 1의 필드 정보는 시간 정보와 사용자의 이름을 통해 웹 스캔 

활동, 클라이언트의 요청 타입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바이트 필

드는 SXX공격 탐지, 요청 타입  라미터는 입력 값 부재 공

격(Injection공격) 탐지에 사용된다.

표 1의 필드 정보를 일반  로그 형식에서 고속으로 처리하기 

해서는 문자열 특성을 고려한 고속 처리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3.3 공격 탐지를 한 고속 처리 알고리즘 제안

본 논문에서의 제안 시스템의 핵심 부분은 공격탐지를 한 

웹 로그의 고속화된 처리 알고리즘이다. 그림 8은 본 시스템의 

핵심 엔진으로 일반 인 로그 정보에서 공격탐지를 한 Attack 

테이블 생성에서 탐지까지의 모듈 구성도 이다.

그림 7 처리 모듈 구성도

로그 정보의 각 필드의 정보들은 ‘,’로 구분되어 있고 로그 정

보들은 일정한 순서에 의해 필드 정보들이 장되어 있다. 의 

속성을 이용해 공격탐지에 효율 인 필드 정보를 처리하여 새

로운 테이블에 장한다.

그림 8 멀티쓰 드의 효율성

그림 9는 멀티쓰 드를 사용할 때의 로세스 시간에 한 효

율성을 그래 로 표 한 것이다. 쓰 드가 3개 동작할 때 가장 효

율성이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아래는 공격탐지를 한 처리 알

고리즘이다.

Preprocess

입력: log_File(일반  로그정보), Column(필

드 정보의 순서)

출력: 요약 정보를 갖는 테이블

1 read log_File

2 create table Attack_info {

2.1 Client_IP_address 

2.2 User_Name 

2.3 Date 

2.4 Time 

2.5 Client_bytes_sent 

2.6 Request_type 

2.7 Target_of_peration 

2.8 Parameters 

 }

3. MultiThread()

4. strtok(log_File, ",")

5. while((p=strtok(log_File, NULL, )) 

!=NULL)

5.1 Column++

5.2 If(Column=추출하고 싶은 필드 순서)

5.2.1 INSERT INTO Attack_info 

(Column)

5.2.2 VALUES ('p')       

4. 성능 비교 평가  응용 분야

4.1 성능 비교  평가

기존의 단순한 통계  분석을 통한 정보는 공격 탐지  사

용자의 성향 분석에 큰 도움이 없었다. 그러나 제안 시스템은 3.3

에서 언 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공격 탐지에 합한 처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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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기능
Webalizer Awstats Awffull 제안 시스템

OS 호환성 ○ ○ △ ○

처리 과정 x x x ○

통계  분석 ○ ○ △ △

공격탐지 x x x ○

DB사용 x x x ○

표 2 제안 시스템의 성능 비교평가 (좋음 ○, 간 △, 나쁨 x)

정의 기능을 구  했다.

표 2는 기존의 웹 로그 분석 시스템과 제안 시스템의 성능 

비교평가 표이다. 그림 9는 특정 문자열에 한 웹 로그 처리 

소 트웨어이다. 본 로그의 포맷은 MS-IIS 로그 포맷이다.

그림 9. 웹 로그 추출 처리 

4.2 응용 분야

용량 웹 로그에 한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재 

시멘틱 웹 마이닝 기술 등으로 발 하고 있으며 분석 상이 되

는 정보의 양이 증하고 있어서 그에 한 연구가 시 한 실

이다. 한 웹 2.0 기술이 부각되면서 동  웹 사이트 구축  이

에 한 개선된 웹 마이닝 기법이 두되고 있다. 

웹 마이닝 기법은 웹 로그를 분석하여 사용자 패턴을 분류하

고 부가  정보를 추출 한다. 이 사용자 패턴 분류 과정에서 웹 

로그의 처리 기법이 사용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술은 다음과 

같다.

� Clustering[4] 처리 기법 - 유사성을 가지는 아이템을 그룹

화하는 기법으로 UserCluster, PageCluster로 구분 할 수 있다.

� Classification[5] 처리 기법 - 다양한 데이터를 사 에 정해

진 Class로 분류하는 과정 DesisionTree, NeuralNetwork 기법을 

이용한다.

� Sequential Patterns[6] 처리 기법 - 시간을 심으로 이이

템 는 페이지간의 이동경로를 분류하기 한 과정이다.

� Association Rule[7] 처리 기법 - 웹 사이트의 페이지간 연

 규칙을 탐색하기 한 기법 

 와 같은 처리 기법은 각기 목 에 맞는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재는 웹 로그의 양이 용량화 되고 웹 공격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 으로 요약 테이블을 이용하여 특정한 

필드 정보를 추출하는 처리 과정을 거처야 용량 로그 정보에 

한 효율 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보다 효율 이고 유동 인 용량 로그의 

처리 과정을 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다.

5. 결론

인터넷 사용의 증으로 웹 서비스는 격히 발 하고 있다. 

그러나 웹 서비스의 양 인 성장에 비해 보안 분야에 한 발

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격히 증가하고 있는 웹 서비스에 한 

해킹 사고들로 웹 보안에 한 심각성은 충분히 인식 할 수 있다.

심각한 상태인 웹 보안에 가장 기본 인 책은 웹 로그에 

한 철 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있을 공격에 한 비와 해커들

에 의한 침입을 탐지해 내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로그 분석 시스템의 문자열 심의 멀

티쓰 드를 이용한 고속화된 처리 알고리즘과 추출된 필드 정

보의 테이블 생성을 통해 공격 탐지에 유용한 필드 정보를 추출

하는 시스템을 제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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