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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은 ICT(Information and Com-

munications Technologies) 분야에서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매력적인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가트

너(Gartner)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주목할 만

한 ‘10대 전략 기술’[1]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시

켰으며,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또한 

‘IDC 2015 예측’[2]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2015년 

거의 700억 달러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2018년에는 

1,26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

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정부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우선 도입하는 정책

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다소 늦었지만 클라

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

부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전히 

매력적이며 그 가능성은 또한 그만큼 높다.

한편 가트너의 2015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

보고서에 의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각성기(Trough

of Disillusionment)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는 신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버블기(Peak

of Inflated Expectations) 단계를 지나 지나친 관심

과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쳐 재조정기에 들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제약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어권 손실, 법리

상의 문제, 기존 컴퓨팅 플랫폼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의 서드 파티 전환, 여러 보안 문

제 등과 같은 한계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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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기존에 컴퓨팅 환경에 비

해 더 큰 복잡성과 고유한 특성들로 인하여 다수의 

보안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 하나가 로그 메시지를 다루는 문제다.

로그 메시지는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상태를 나타내

거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트러블 슈팅, 그리고 실

시간 모니터링 등에 이용된다. 또한 로그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이용된다. 그런

데 현재 기존의 로깅 솔루션들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분산된 아웃소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로그 메시지에 대해서 적절하고 유연한 처리,

선택적 조회, 전송 및 저장 중에 보안 서비스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로

깅 서비스의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로깅 시스템을 

설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하

는 로그 메시지에 대한 분석과 클라우드 포렌식 상에 

어려움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요구사

항들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로그 시스템을 설계한다. 제

안된 로깅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의 기능에 대해 기술

하고, 생성된 로그 메시지가 수집되어 보관되기까지

의 과정을 기술한 후, 제안된 로깅 시스템을 분석한

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

한다.

2. 관련연구
2.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로깅의 어려움

증거 능력(Admissibility)은 어떤 증거로의 수용

을 판단하는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개념이다.

그래서 증거 능력에 관한 기본 증거주의는 ‘증거와 

관련된 신뢰성 보장’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4]. 이러한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환

경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는 기존의 디지털 포

렌식 방법이 아니라 클라우드 포렌식[5]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 일반적인 디지털 포렌식은 클라우드 컴퓨

팅 시스템의 특성인 분산처리, 멀티 테넌시, 가상화,

동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의 식별, 보존,

수집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인 클라우드 포렌식이 필요하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있어서 수사에 기본이 되는 로깅 또한 기존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다양한 방식[6-8]

으로 제안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식별(Identifica-

tion), 보존(Preservation), 수집(Collection), 조사

(Examination), 분석(Analysis), 표현(Presentation)

단계로 구성된 [6]의 DIP(Digital Investigative Pro-

cess)방식에 따라 진행한다. 이러한 DIP 방식에 따라 

[9]은 클라우드 포렌식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과 해결

책 그리고 비교 분석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 단계

별로 기술된 어려움들 가운데 로깅에 관련된 어려움

으로 식별 단계에서 분산된 데이터(Decentralized

data)와 의존성 체인(Dependency chain), 보존 단계

에서 연계 보관성(Chain of custody), 수집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하기 위한 상용도구의 결여(Lack of

specialist commercial tools), 조사와 분석단계에서 

로그 프레임워크의 결여(Lack of log framework)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0]은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수행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로그 분석의 어

려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분석의 어려움으로는 분

산된 로그, 로그 휘발성, 많은 단계와 계층, 보관 및 

유지, 로그 접근성, 로그 비존재성, 로그 중요 정보 

부재, 비호환 및 임의 로그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2.2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그 관리 요구사항
클라우드 환경에서 생성되는 로그 메시지에 대한 

분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로그 관리

가 선행되어야 한다. [10]에서는 로그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모든 로그의 중앙 집중화, 확장성 있는 

로그 저장소, 신속한 데이터 접근과 검색, 일부 로그 

포맷 지원, 데이터 분석 작업 수행, 로그 레코드 유지,

로그 장기 보관과 필요시 복원, 접근 제어를 통한 분

할된 데이터 접근 제어, 로그 무결성 보존, 로그 접근

에 대한 감사 추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로그 관리가 바탕이 되었을 때, 로그 메시

지의 신뢰성 위한 [4]의 보안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안 요구사항은 전송 단계와 저장 단계 각각

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전송 단계에서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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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메시지 기밀성, 메시지 무결성, 메시지 고유성,

신뢰 전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장 단계에서는 엔트

리(Entry) 책임 추적성, 엔트리 무결성, 엔트리 기밀

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로깅 서

비스는 로그 관리 요구사항인 [10]과 신뢰성 요구사

항인 [4] 그리고 클라우드 포렌식에 해결책을 준수하

는 [5]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을 바탕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로깅 서비스는 클라우드 

다양한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이고, 다양한 보안 서비스와 법적 효력까지 제공해 

줄 것이다.

3.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로깅 시스템  
설계

이 장에서는 앞에서 기술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에서의 로그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안전한 

로그 시스템을 설계한다. 제안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

조는 Fig. 1과 같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인프라에서는 클라우드 구성 요소들이 생성하

는 상당히 많은 양과 다양한 종류의 로그 메시지가 

산재되어 발생한다. 이에 클라우드 인프라 내에 물리

적으로 구분되어 위치한 각 구성요소에 로그 메시지 

전송 모듈을 배치한다. 이 전송 모듈은 로그 메시지

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로깅 시스템에 전송한

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모듈에서 로그 메시지가 

로깅 시스템으로 중앙 집중화된 형태로 수집이 되며,

수집된 로그 메시지는 메타 데이터 추가, 정규화, 파

싱 등의 과정이 수행되어 저장된다. 이후에 사용자는 

통합된 뷰를 통하여 저장된 로그에 대한 로그 정보,

질의, 시각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3.1 로깅 시스템 구성요소
로깅 시스템(LS: Logging System)은 Message

handler, Logging core, Log viewer, Audit trail로 구

성되며, 클라우드 인프라의 각 호스트에 있는 Mes-

sage forwarder는 Message handler에게 안전한 방

식으로 로그 메시지를 전달하여 Log viewer가 로그 

뷰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Fig. 2는 로깅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며, 각 구성요소의 역할은 다

음과 같다.

∙Message forwarder(MF): 클라우드 컴퓨팅 인

프라를 구성하는 호스트에 배치되며, 로컬 호스트에 

있는 로그와 연관된 메타 데이터를 수집하여 Mes-

sage handler에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때, 호

스트의 낮은 자원 사용율과 안전한 로그 메시지 전

송, 낮은 지연시간 그리고 전송 신뢰성을 제공한다.

∙Message handler(MH): 수신된 로그 메시지와 

연관 메타 데이터에 대하여 정규화를 수행하며 Log-

ging core에게 정규화된 로그 메시지와 레코드를 구

성하는데 필요한 레코드 메타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 Logging core(LC): Message handler로부터 전

달받은 정규화된 로그 메시지와 레코드 메타 데이터

를 이용하여 실시간 분석을 수행한다. LC는 다수의 

노드로 구성되는 클러스터로 동작하며, 노드는 하나

Fig. 1. Overview of the proposed log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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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스터 노드(Master node)와 다수의 데이터 노드

(Data node)로 분류된다. 마스터 노드는 클러스터 전

체를 관리하고 외부의 명령을 전달 받으며, 데이터 

노드는 로그 메시지 인덱싱과 검색을 수행하여 인덱

싱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 Log viewer(LV): 이용자에게 로그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뷰어로써 질의와 로그 정보 및 

시각화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 Audit trail(AT): 로깅 시스템의 운용과 작업에 

관한 로깅을 담당하며, 추가적으로 LC에 저장된 로

그 파일에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한 로깅을 수행한다.

제안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클라

우드 인프라와 로깅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의 동작 

모듈이 신뢰성이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이들 동작 

모듈의 보안에 관한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

며, TRM(Tamper-Resistant Module)과 같은 신뢰 

컴퓨팅 요소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

팅 인프라와 로깅 시스템 간의 통신 채널, 좀더 구체

적으로 말하면, MF와 MH 간의 통신은 3.2절의 초기

화 과정에서 기술될 것처럼 공개키 암호 기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된다. 또한 로깅 시스템 내부 구성 요

소들, 즉 MH, LC, LV, AT가 개별 시스템으로 구성

된다면, 이들 간의 정보 전달 역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채널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이는 시스템 환

경 구축 과정에서 구성 요소들 간에 OpenSSL이나 

IPsec과 같은 보안 채널 설정을 통해 구성될 수 있다.

3.2 로그 메시지 전송과 로그 데이터 정규화
구성요소들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 4 단계로 이

루어진 초기화를 먼저 수행하여야 한다.

(1) 첫 번째 단계는 각 MF의 공개키 와 개인

키  그리고 로깅 시스템 LS의 공개키 와 

개인키 를 생성하며, 이때 공개키 관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키 인프라 PKI를 이용할 수 있다.

(2) 두 번째 단계에서 로깅 시스템과 각 MF는 내

부시간을 신뢰되는 시간으로 동기화한다.

(3) 세 번째 단계에서 LC는 로그 데이터를 암호화

하기 위해 이용되는 초기 와 블록암호 알고리즘 

비밀키 를 임의로 선택하여 안전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4) 네 번째 단계에서는 수행한 초기화 작업의 내

용과 결과를 AT에 기록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의 각 구성 요소에 의해 

생성된 로그 메시지는 MF에서 수집되어 MH에게 전

송된다. 우선 MF와 MH는 로그 메시지의 안전한 전

송을 위해 상호 인증을 수행하고 적절한 세션 키를 

설정한다. 로그 데이터가 발생하면 MF는 로그 데이

터 원본 과 연관된 로그 메타 데이터 

를 생성하며, 이때 는 로그를 전

송한 클라우드 인프라의 호스트 식별자  , 로그가 

생성된 파일의 절대 경로  , 로그 데이터 타입 

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MF는 설정된 세션 키

로 와 에 암호화를 수행하며 이 암

호문의 해시 값 을 생성하고 개인키를 이용하

여 서명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성된 암호문과 전자서

명을 MH에 전송한다. 이러한 과정은 로그 데이터가 

발생되는 즉시 수행된다.

암호문과 전자서명을 전달받은 MH는 먼저 MF의 

공개키 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검증을 수행한

다. 검증이 성공하면, 암호문을 복호화하여 

Fig. 2. Components of Log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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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를 이용하여 정규화를 수행한다. 로그 

데이터 원본  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구성 요

소들이 포맷이 표준화되지 않은 다양한 로그 데이터

를 생성하므로, 이러한 로그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처

리하기 위해서 MH는 로그 데이터의 정규화를 수행

한다. 이 과정으로 와 를 필드로 포

함하는 로그 데이터  으로 변환하고, 각 

에 대한 레코드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메

타 데이터 를 생성한다. 여기서 

에는 레코드가 속하는 인덱스  , 레코드 타입 

 , 레코드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정규화된 

로그 데이터 { ,  }를 LC에게 전달

한다.

3.3 안전한 로그 파일 생성
Fig. 3은 일정 시간 구간 동안 수집된 로그 메시

지를 로그 파일로 나타낸 것이다. 로그 파일은 생성

된 시간 순으로 로그 레코드가 추가되며, 각 로그 레

코드는 , 토큰 ,  , 앞의 3개의 

필드와 이전 레코드들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태그 

 으로 구성된다.

LC의 마스터 노드는 MH로부터 와 

를 전달받으며, 에 대한 레코드를 생

성하기 위해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 먼저 첫 번째 필

드 는 MH로부터 전달 받은 를 그

대로 이용한다. 두 번째 필드인 는 를 

다수의 데이터 노드에 인덱싱 작업을 할당하여 검색 

가능한 키워드를 생성해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필드는 각 레코드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

해 와  그리고  필드로 구성된 

페이로드에 CCM(Counter with CBC-MAC)[11] 방

식의 암호화를 적용하여 생성한다.

로그 파일은 저장 단계에서 기밀성과 무결성을 유

지하기 위해 AES-CCM 방식을 이용하여 각 레코드

의 암호화와 검증 태그를 추가하여 저장한다.  번째 

로그 데이터에 대한 AES-CCM 방식을 이용한 안전

한 로그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페이로드 =∥∥

를 생성하고(페이로드  의 길이는  으로 정의한

다), 페이로드 를 포맷 함수 에 입력하여 블록  ,

 . .., 를 생성한다.

② 은 이전 검증 태그    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단, 최초 는 랜덤한 를 이용하여 생성

한다.

③ 생성된 각 블록 에 AES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를 생성한다.

 = 


 =  ⊕  
 (≤ ≤ )

④ 마지막에 생성되는 에서 인증에 필요한 비트 

길이  만큼 잘라서 인증 태그 를 생성한다.

    

⑤ 카운터 생성 함수를 이용하여  , ...,  를 

생성한다( ⌈⌉ ). 여기에서 는 이전 

검증 태그    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단, 최초 

는 랜덤한 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⑥ 생성된 카운터 블록들을 AES 암호화 알고리즘

에 적용하여,   와 =∥∥∥을 생성한다.

 =   

 =    (≤ ≤)

⑦ 생성된   와  를 이용하여 페이로드  를 암

호화하여 암호문 와 인증 태그  를 획득한

다.

   ⊕   

  ⊕   

3.4 로그 파일 복호화와 검증 
로그 레코드의 검증은 암호문 가 복호화되었을 

때의 평문이 유효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로그 파일의 최상위 레코드 검증 태그  가 유

효하다는 것은 해당 로그 파일의 복호화된 모든 레코

드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째 로그 데이터

에 대해 AES-CCM 방식을 이용한 로그 복호화 및 Fig. 3. Log Fil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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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암호화된 레코드의 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해 최

초에 의 길이가  ≤0 인지 확인한다. 암호문의 

길이는 0이거나 음의 정수이면 유효하지 않으므로 

복호화 및 검증 과정을 중단한다.

② 암호화 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 블록들 

 , ...,  를 생성한다. 는 이전 검증 태그 

   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단, 최초 는 랜

덤한 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③ 생성된 카운터 블록들을 AES 암호화 알고리즘

에 적용하여   와 =∥∥∥을 생성한다.

 =   

 =    (≤ ≤)

④ 생성된   와  를 이용하여 복호화된 페이로드 

 ′ 와 검증 태그 를 획득한다.

 ′  ⊕   

  ⊕   

⑤ 획득한  ′ 과 가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

증 과정을 수행한다. 먼저, 획득한  ′ 를 포맷함수 

에 입력하여 블록  ,  . .., 를 생성한다. 은 

이전 검증 태그    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단,

최초 는 랜덤한 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⑥ 생성된 각 블록 에 AES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를 생성한다.

 =  

 =  ⊕  
 (≤ ≤ )

⑦ 마지막에 생성되는 에서 인증에 필요한 비트 

길이  만큼 잘라서 태그  ′ 를 생성한다.

 ′    

⑧ 복원한 검증 태그 와  ′ 를 비교하여 일치하

지 않으면 복호화된 페이로드  ′ 이 유효하지 않다

고 판단하고, 일치하면 유효하다고 인증한다.

3.5 로그 파일 관리와 레코드 구성 
로그 파일의 관리는 LC 내에 하나의 마스터 노드

와 다수의 데이터 노드로 구성되는 클러스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클러스터는 로그 파일을 위에서 기술

한 CCM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다수의 데이터 노드에 

분산 저장한다. 그리고 신뢰성 보장을 위한 백업을 

위해 사본을 생성하여 원본과 마찬가지로 분산 저장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후 사용자가 검색을 수행할 

때 분산된 원본과 사본 모두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성능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다.

로그 레코드의 정규화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 

로그들을 일관된 형식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동일한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정규화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로그 레코드의 형식을 먼저 정의해야 한다.

로그 레코드는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

,  ,  필드로 구성된다. 그리고 레

코드의 메타 데이터 는 인덱스 , 레코

드 타입  , 레코드 식별자 역할을 하는 로 구성

되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을 때에 는 

데이터베이스, 는 테이블, 레코드는 행으로 비

교될 수 있다. 그리고  필드에는 검색에 이용되

는 키워드가 배열과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 다음으로 

는 원본 로그 와 로그 메시지에 대한 

메타 데이터 로 분류되며, 는 로

그를 전송한 클라우드 인프라의 호스트 식별자  ,

로그가 생성된 파일의 절대 경로  , 로그 데이터 

타입 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는 각 

레코드의 유효성과 전체 로그 레코드의 인증을 보장

하기 위해 제공되며 AES-CCM 방식을 이용하여 인

증 태그의 체이닝(chaining) 방식으로 생성된다.

4. 제안 로깅 시스템 분석
이 장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로그 메시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 시스템이 얼마나 충족하는지

에 대해 기술한다.

- 모든 로그의 중앙 집중화: 로그 데이터는 MH를 

통해 LC에 모두 집중화되어 저장된다.

- 다양한 로그 포맷 지원 :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

라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서 생성되어 수집된 다양

한 포맷의 로그들에 대해 정규화를 적용하고 파싱과 

색인을 수행하여 저장함으로서 다양한 로그 분석을 

지원한다.

- 확장성 있는 로그 저장소, 로그 레코드 유지 :

LC의 클러스터에 새로운 데이터 노드를 지속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선형적으로 인덱싱 성능을 향상시

킴과 동시에 저장소의 확장성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로그 레코드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해 인덱싱된 로그 

파일을 ISO 8601 표준에 따라 날짜별로 생성된 인덱

스에 분리하여 저장하고 인덱스 내에 클라우드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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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로그, 웹 서버 로그, 부팅 로그 등과 같이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여 저장한다.

- 신속한 데이터 접근과 검색 : 다수의 데이터 노

드에 인덱싱되어 분산 저장된 로그 파일과 그 사본을 

이용하여 신속한 접근과 검색이 가능하다.

- 전송 단계에서 기밀성, 무결성, 출처 인증 : 소스

에서 생성된 로그 메시지를 MF가 MH에 전송할 때

에 암호화와 서명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전송 중 로그 

메시지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MF

가 로그 메시지를 전송할 때 서명 수행과 로그 메시

지를 생성한 호스트 이름과 같은 메타 데이터를 포함

시키고 이를 전자 서명함으로써 출처 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저장 단계에서 기밀성과 무결성 : 로그 메시지를 

저장 할 때에도 AES-CCM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로

그 데이터의 기밀성을 제공하며, 또한 생성된 검증 

태그 를 이용하여 무결성을 지원한다.

- 로그 접근에 대한 감사 추적 : 감사 추적에 대한 

요구사항은 AT에서 로그 파일에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한 로깅을 수행함으로써 만족한다.

제안 로그 시스템이 2장에서 기술한 요구사항 대

부분을 충족하였지만, 로그 메시지의 접근제어와 책

임 추적성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이는 저장된 로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 메커니즘이 결여되었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적절한 접근 제어 메커니즘

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NIST에서는 클라우드 조사관

이 인가되지 않고 데이터에 접근하는 개체를 분명하

게 식별하는 것은 사용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인가와 접근 제어가 데이터 보호 규칙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기술하고 있다

[5]. 이러한 주장은 [12-17]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으

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18]과 같이 대용량 로그에 대한 마이닝과 

고속 검색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제공하

는 로깅 서비스가 직면하고 있는 로그 분석과 신뢰성

에 대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통하여 로깅 서비스가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해 기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부합하기 위한 로

깅 시스템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설계한 로깅 시스템의 분석에서 로그 관

리와 신뢰성 요구사항의 대부분을 충족하였지만 저

장 단계에서의 엔트리 책임 추적성과 분리된 데이터 

접근 제어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장 단계에서의 로그 접근 

제어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안 로깅 시스템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실

질적인 로깅 서비스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하였

을 뿐만 아니라 로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클라

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에게 로깅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로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었거나 단편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을 

뿐이었던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과 비교하

여 로그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종합적이고 지능적인 

분석을 수행하며 로깅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양한 사

용자들에게 기존 로깅 서비스에서는 제공받지 못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느끼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에 현재 상황에 대한 넓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향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적절한 로그 접

근 제어 메커니즘을 구성하여 로깅 시스템에 배치함

으로써, 모든 요구사항 조건을 만족하는 로깅 시스템

으로 보완할 할 것이며 이러한 제안 로깅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이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식성과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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