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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 늘어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과 더불어 보안  한 증가하고 공격 방법 한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시 응을 한 조치나 정책은 

여 히 미흡한 실정이다. 보안사고 응을 한 디지털 포 식에 한 연구를 통해 많은 해결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가상화 기술이 용되어 있어 기존의 방법으로 증거의 수집  

보 에 한 무결성 증명이 까다롭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사고 사후 응을 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 구조를 

제안한다.

1. 서론

    클라우드 컴퓨 은 물리 인 자원을 가상화 기술을 

통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 이용자들에게 IT 

자원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클라우드 컴퓨 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요기술로 

자리매김 했다. 한 늘어나는 클라우드 사용자 수와 

더불어 보안에 한 심 한 높아지고 있다. 클라우드를 

한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보안사고 

사후 조치는 가상화 환경이라는 특징 때문에 기존 디지털 

포 식의 방법을 그 로 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1]. 

한 클라우드 환경을 서비스 모델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Software-as-a-Service(SaaS)와 Paltform-as-a-Service 

(PaaS) 환경에서는 일부 시스템 계층에 한 근이 

불가능하고 해당 계층에 한 근 권한은 Cloud Service 

Provider(CSP)에 있기 때문에 근이 안 되는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 발생 시 필요한 로그 데이터는 

CSP와의 사 의 등의 방법을 통해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2].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사고 발생 

시 포 식 차를 원활히 수행하기 해  필요한 데이터 

 로그를 장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로 클라우드 포 식과 

클라우드 환경에서 포 식 용을 한 련 데이터의 

신뢰성 있는 수집 방법을 연구한 기존 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련 연구에서 언 한 내용을 참고하여 Cloud 

Service Customer(CSC) 와 CSP로 구성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로깅 구조의 치와 역할에 

해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최종 으로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련 연구

1) 클라우드 포 식

 클라우드 포 식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의 사후 응을 한 증거 수집부터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통합 인 차를 

뜻한다. 이 과정은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 문서[1]에 따르면 디지털 포 식의 

차는 자료의 수집, 련 데이터의 분류, 분석  조사, 

최종 으로 보고하는 4단계의 차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포 식의 차를 클라우드 환경에 용하고자 할 

때의 문제 은 클라우드 환경이 CSP로부터 원하는 

서비스 혹은 자원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아웃소싱 

리소스라는 것과 가상화 기술이 용된 환경이라는 특징 

때문에 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자료의 신뢰성 있는 식별  수집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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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클라우드 포 식을 한 데이터 로깅 서비스 구조도

2) 클라우드 포 식을 한 로그 데이터 수집 

서비스[3]

   클라우드 환경은 CSC가 수집 가능한 로그의 종류가 

서비스 환경  유형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수집  

엑세스 권한이 CSP에 의존 인 특징이 존재한다. 

Zawoad[3] 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고자 포 식 

조사를 한 보안 련 로그를 신뢰성이 보장된 방법으로 

수집하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 다. 한 클라우드 

포 식을 한 로그 스키마의 구조를 정의하고, 로그 

데이터를 주기 으로 수집하고 암호화 하여 일(day) 

단 로 압축하여 신뢰성을 보장하는 Proof of Past 

Log(PPL)의 개념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포 식을 해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의 종류  VM들 간의 네트워크 패킷 로그만을 

상으로 진행하 다는 한계 이 존재한다.

3. 신뢰성이 보장된 클라우드 포 식 서비스 구조

  앞서 서론에서 언 하 듯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 는 역할에 따라 근  

제어 가능한 범 가 다르기 때문에 

Infrastructure-as-a-Service(IaaS) 와 같이 모든 시스템 

계층에 근  제어 권한이 CSC에게 있는 경우 외에는 

보안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 수집을 해서 사 에 

CSP와의 의를 통해 제어  근이 불가능한 시스템 

계층에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를 들어 SaaS 환경에서는 CSC가 

주로 웹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 리 이션 

계층 아래에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들은 근권한이 

CSP에게 존재한다. 이때 CSP가 의도 으로 해당 자료를 

은폐하거나 기록하지 않을 경우 CSC는 수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 사용  

CSC와 CSP간 Service Level Agreement(SLA)를 통해  

사고발생 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로그데이터의 

종류와 수집  장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로그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시스템 구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CSC,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CSP,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로 포 식 차를 

수행하는 Cloud Forensic Service Provider(CFSP)의 총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각 시스템을 구성하는 역할에 따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Cloud Service Customer(CSC)

  CSC는 CSP에게 SLA를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한 서비스 품질 련 보상에 한 규정 외에도 

보안사고 발생 시 포 식 수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수집해야 하는 로그 데이터의 종류와 방법을 사 에 

의하여야 한다. 한 CSC는 해당 데이터가 올바르게 

기록되고 있는지 CSP로부터 장되고 있는 데이터의 

정보를 CFSP에게 주기 으로 리포트 형식으로 보고를 

받아 확인할 수 있다.

2) Cloud Service Provider(CSP)

  CSP가 자체 으로 CSC가 요청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 하는 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의도  는 

부주의로 인해 의해 특정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거나,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해당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수집  

장 행 를 서드 티 CSP 환경에서  수행하게 된다면 

신뢰성은 보장받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해당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의 

장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CSP가 수행하고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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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의 검증은 CFSP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임을 제로 

한다.

  신뢰성 있는 로그 장 서비스(TLS)의 경우 로그 

데이터를 장하는 모듈과 장  보  시 해당 

데이터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모듈, 그리고 신뢰성 검증을 

마친 데이터들을 보 하는 DB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성 

검증을 마친 DB는 보안사고 발생 시 CFSP에서 포 식 

차를 진행할 때 API등의 방법을 통해 제공하여 

증거자료로서 사용하게 된다.

3) Cloud Forensic Service Provider(CFSP)

  CFSP는 CSP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CSC가 

기록을 요청한 로그 데이터들이 올바르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DB에 장하는 과정 에 검사하여 장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CSP내에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에 한 신뢰성 검증을 CSP내에서 

진행하는 것은 자체 으로 특정 데이터를 은닉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CSP가 로그 데이터 

장 시 CSP내 TLS의 신뢰성 검증 차뿐만 아니라 

CFSP의 감사(Audit TLS) 기능을 통해 해당 차를 

추가 으로 검증한다. 검증 차를 마친 로그 데이터는 

최종 으로 CSP 내의 DB에 장되어 보안사고 발생 시 

포 식 차  식별  수집 단계에서 사용된다. 한 

주기 으로 CSC에게 본 서비스에 한 리포트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포 식 서비스 과정에서 CSC는 보안사고가 

발생하 을 시 사후 응을 해 클라우드 포 식 

서비스를 CSP에게 요청한다. 이후 CSP는 CFSP에게 

서비스를 요청하고 CSC와 CFSP의 의를 통해 결정된 

수집해야 하는 로그 데이터 목록을 받아 TLS를 이용하여 

로그를 수집하게 된다. 해당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나면 

CSC는 클라우드 포 식을 한 별다른 추가 차 없이 

CSP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보안사고 사후 

응을 한 로그 데이터가 올바르게 수집되고 있는지 

주기 으로 리포트를 받게 된다. CSP는 CSC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환경에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  클라우드 포 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장한다. 

CFSP는 보안사고 발생 시 CSP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포 식 차를 진행하며, 사고발생 에도 

주기 으로 CSP에서 데이터를 올바르게 장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를 제공받아 포 식 차를 수행할 때 클라우드 

환경의 특징 때문에 기존 디지털 포 식의 방법을 용할 

수 없는 차는 식별(Identification)과 수집(Collection) 

부분이며, 이후 분석(Analysis)과 발표(Presentation) 

과정은 디지털 포 식과 일치한다[1]. 따라서 CSC가 

클라우드 포 식을 한 신뢰성이 보장된 로그 데이터 

기록 서비스를 CSP에게 요청할 경우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CSP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포 식 

서비스 제공자와의 충분한 의를 통해 SLA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CFSP는 클라우드 포 식 차를 

수행함과 동시에 CSP에서 로그 데이터가 변조  손실 

없이 장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표  ISO/IEC 17789[4]에서 정의된  역할  

Cloud Service Partner(CSN) 의 세부역할인 Auditor가 

수행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CSC가 CSP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사고 발생 시 포 식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역할인 CFSP의 개념과 서비스 차  역할 

간 고려사항에 해 연구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포 식을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하는 구조에 

한 참조 모델로써 사용될 수 있는 효과를 기 해 볼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무결성을 보다 효율 으로 검증할 수 

있는 차와 로그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수집 방법  

장 스키마를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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