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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블록체

인이 큰 각광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2008년

Nakamoto의 비트코인(Bitcoin)[1]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기

존의 중앙집중형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이 아닌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

에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 암

호학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전자서명 방식으

로 타원곡선(ECDSA)를 사용하고 해시함수로

SHA-256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더리움

(Ethereum)[2]과 같은 2세대 블록체인에서도

ECDSA를 적용하여 전자서명을 한다.

1)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되었습니다. (No.2017-0-00555, 양자 컴퓨터 환경에

서 래티스 문제를 이용한 다자간 인증키교환 프로토

콜 연구)

한편,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 암호

기술 중 하나인 ECDSA는 이산 대수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하기 때문에 Shor 알고리즘[3]에

따라 양자 컴퓨터 공격에 깨지게 된다. 따라서

양자컴퓨터 공격에도 안전한 전자서명이 필요

하다. 양자 내성 암호(Quantum-resistant

Cryptography)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래티스(lattice)기반 전자서명 알고리

즘이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양자 내성 기술을 적용한 블

록체인 기반 키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

의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전자서

명 알고리즘인 ECDSA를 대체하여 GLP[4] 전

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양자컴퓨터의 공

격에 안전하게 설계한다. 또한 기존의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의

문제점인 single point failure를 분산형 구조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안전

하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키 관리 시스템의 설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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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블록체인은 2008년 Bitcoin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다. 현재

키 관리 시스템 중 하나인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기술은 중앙집중

형 시스템으로 단일 장애 지점(single point failure)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대표적인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 알고리즘인 ECDSA는 Shor 알고리즘에 따

라 양자 컴퓨터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자 내성 암호 기

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키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한다. 분산형 구조인 블록체인을 기반

으로 설계하여 single point failure에 안전하다. 또한, 대표적인 양자 내성 암호

(Quantum-resistant Cryptography)인 래티스(lattice)기반 전자서명인 GLP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자컴퓨터의 공격에도 안전하며, 장기간 안전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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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으로 Ⅱ장에서는 블록체인과

PKI 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Ⅲ장은

블록체인 기반 키 관리 시스템과 프로토콜에

대하여 제안한다. Ⅳ장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PKI 시스템과의 비교에 대하여 논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과 본 논문 성과를

이용한 추후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II. 배경지식

2.1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최초의 분산 암호 및 가상화폐이

며 2008 년 Nakamoto에 의해 P2P 네트워크 기

반으로 설계되었다. 중앙집중형 방식인 서버-클

라이언트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프로토콜(consensus protocol)이 필요하며, 비트

코인에서는 작업증명(Proof-of-Work, PoW) 방

식을 사용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

자는 공개키 암호화를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생

성하고 전파할 수 있다. [그림 1]은 비트코인 블

록체인의 단순화한 구조이다. 모든 블록의 헤더

에는 이전 블록 헤더의 해시 값이 존재한다. 또

한 각 블록의 트랜잭션을 사용하여 머클 해시

트리(Merkle hash tree)를 만들 수 있다.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새로운 블록에 추가하는 방법

으로 이전 블록의 변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제안 된 이후, 2014년 이더리움

등 많은 암호화폐가 제안되었다. 따라서 블록체

인은 TTP(Trusted Third Party)가 없어도 무

결성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그림 1] 블록체인의 구조

2.2 공개키 기반 구조

PKI 시스템의 인증서는 공개키 및 메타데이

터(metadata)가 포함된 디지털 문서이다. 합법

적인 CA(Certificated Authority)만이 유효한 인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현재 PKI 시스템은

X.509[5]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림 2]는

X.509 v3 인증서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현재 PKI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

스를 기반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단

일 장애 지점(single point failure)의 취약점이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변경되

지 않는 원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

문에 공개키의 저장 및 관리에 적합하다. 블록

체인 기반 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최근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Emercoin (EMC)[6]은 블록체인 기반 PKI 시

스템에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OpenSSH와 EMC

블록체인을 통합하여 분산 PKI를 구성한다. 합의

프로토콜로 PoW 및 PoS(Proof-of-Stake)를 사

용한다. 또한 SHA-256을 해시 함수로 사용한다.

암호학적 특징 때문에 EMC는 양자 컴퓨팅 공격

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Matsumoto 등은 2016년에 IKP[7]라는 이더

리움 기반 PKI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KP는 이더리움 플랫폼에 기반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장기간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더리움은 ECDSA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자컴퓨터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

이 존재한다.

[그림 2] X.509 v3 인증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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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양자 내성 블록체인 키 관리 시스템의 구조

III. 블록체인 기반 키 관리 시스템

3.1 블록체인 기반 키 관리 시스템의 설계

- Setup( ): 파라미터 를 선택하고

    ≈을 출력한다.

- KeyGen( ): 다항식 곱셈과 덧셈에서

NTT (Number Theoretic Transformation) 연

산을 사용하여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샘플링 된

다항식  를 출력한다. 각각의 사용자 에

대한 공개키는 


∈이고, 비밀키는

 
 
 
 ∈이다.

- GenesisBlock(): [그림 3]과 같이 Setup,

Merkle, Final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에 첫 번째

블록을 생성한다. 해시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User.Setup( ): 사용자의 공개키를

추가하기 위하여 setup을 한다.

- User.Add(   ): 사용자의

공개키 추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User.Verify(   , Sign(  )): 사용자의

공개키 및 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계산한다.

- User.Enc( ): 메시지 을 암호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암호문   
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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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Dec( ): 암호화된 메시지

  
를 복호화 하기 위하여, 비밀키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Decode()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양자 내성 기

반 키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그림이다.

3.2 GLP 서명 알고리즘

래티스 기반 전자서명 알고리즘인 GLP[8]는

Ring-LWE에 기반하여 양자컴퓨터 공격에 안

전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수정 GLP 전자

서명은 다항식 덧셈과 곱셈에서 NTT 연산을

추가하여 연산의 효율성을 증가하였다.

· 해시함수:    →


· 서명키:  

 

· 검증키: 

 , ←, ← ,

← ,  ←∙


Sign(   )

Verify(     )

[그림 4] 양자 내성 블록체인 기반 키 관리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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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관리 시스템
양자 내성 블록체인 기반

키 관리 시스템
X.509 v3

Connection Off-line On-line
Non-repudiation O O
Revocation O O
Scalability  

Trust Model 분산형 중앙집중형

[표 1] 양자 내성 블록체인 기반 키 관리 시스템과 X.509 v3와의 비교

IV. 블록체인 기반 키 관리 시스템의

안전성 분석

4.1 안전성 및 공격 복잡도 분석

Grover 알고리즘[9]은 양자컴퓨터를 이용

한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블록체인 기반 키 관리 시

스템에서 비트의 해시함수의 경우, 전수조사

(brute-force) 공격의 복잡도는 
 이다.

또한, 비트의 비밀키를 가지는 Ring-LWE 기

반 전자서명인 GLP에서 SVP(Shortest Vector

Problem)을 찾는 경우 
    이다[10].

따라서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공격의 경우 전체

공격복잡도는 min
  

   인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사용하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공

격에서는 Grover 알고리즘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시함수의 공격 복잡도는 
이다.

또한 GLP 전자서명에서 사용하는 Ring-LWE

의 SVP를 찾는 경우 효율적인 다항식 시간 내

에 풀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효율적인

BKZ-2.0[11]을 사용할 경우 공격복잡도는


   이다. 따라서 슈퍼컴퓨터를 사용한

공격자를 가정할 경우 전체 공격복잡도는

min  
    이다.

결론적으로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공격

자에 대하여 안전하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블록체인 기반 키 관리 시스템은 장기간 안전

성을 달성할 수 있다.

4.2 기존 키 관리 시스템과의 비교

[표 1]에서는 양자 내성 블록체인 기반 키 관

리 시스템과 X.509 v3과의 비교를 보여준다.

- Connection: 시작 블록을 제외한 오프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X.509는 TTP가

항상 온라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TTP가 오

프라인인 경우 사용자는 공개키가 인증되었는

지 확인할 수 없다.

- Non-repudiation: 서명이 있는 사용자의 공개

키로 구성된 블록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공개

키 및 사용자 ID와 같은 공개 정보를 거부 할 수

없다. X.509는 공개키, 사용자 이름 및 서명으로

구성된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유효한 인증서를 거부 할 수 없다.

- Revocation: 각 블록 및 사용자 정보에 타임

스탬프를 사용한다. 초기에 각 블록에 타임스탬

프를 사용하여 만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한 revocation에 대한 복잡도는 log이다.

X.509는 사용자 인증서에 해지 기록을 저장한

다. 그리고 CRL에 대한 블록체인을 만들어 해

지 목록을 관리 할 수 있다.

-Scalability: 본 설계의 확장성에 대한 복잡

도는 이다. 그러나 사용자 및 공개 정보

수가 증가하더라도 TTP 서버 수를 늘릴 필요

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X.509는 사용

자의 공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서버 확장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Trust model: 본 설계의 핵심은 PKI 시스템

에 대한 분산 서비스이며, TTP가 필요하지 않

다. X.509는 TTP가 필수적이므로 단일 장애 지

점(single point failure)의 문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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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양자 내성 기술을 적용한 블

록체인 기반 키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하

였다. 기존의 블록체인 기반 키 관리 시스템은

양자컴퓨터의 공격에 해독이 가능하다는 단점

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설계에서는 양

자 내성 전자서명을 적용하여 양자컴퓨터의 공

격에도 안전하다. 또한 양자 및 고전 공격자에

대한 공격복잡도를 제시하여 안전한 것을 검증

하였다. 한편 기존의 X.509기반 PKI 시스템과

대비하여 분산형 구조로 설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키 관리 시스템에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합의 프로토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키 관리 시스템의 경우

private, consortium, public 블록체인에 모두 활

용될 수 있다. 따라서 public 블록체인의 PoW

또는 PoS, private과 consortium 블록체인에서

는 BFT계열의 합의 프로토콜을 적용할 것 이

다.실제 구현하여 본 연구 성과의 성능을 검증

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키 관리 시스

템 뿐만 아니라 접근통제(access control), 인증

과 같은 부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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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일시적인 분기가 발생

했을 때에 작업증명의 총량을 계산하여 주 체

인을 결정함으로서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아간

다. 분기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블록에

있는 트랜잭션은 낭비되며 메모리 풀로 돌아가

다시 채굴되기를 기다린다. 즉, 미확인 상태로

돌아온다. 버려지는 블록을 채굴한 마이닝 노드

는 사용한 컴퓨팅 파워를 낭비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고아 블록(Orphan block)과 트

랜잭션 딜레이는 네트워크의 비효율성을 야기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의 대학IT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

었음(IITP-2018-2014-1-00636)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R1D1A1A09058200)

†주저자 : superkidd@hanyang.ac.kr
‡교신저자 : hkoh@hanyang.ac.kr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

워크는 높은 수수료를 가진 트랜잭션을 우선적

으로 채굴하는 룰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일시적 분기에 의한 버려지는 블

록의 트랜잭션들은 한번 채굴이 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또 한번 높은 수수료를 가진 트랜잭션

들과의 수수료 경쟁을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을 블록체

인 네트워크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

적인 분기에 대한 기존의 비효율적인 처리방법

보다 보다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제안하여 네트

워크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서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트랜잭션 처리기법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한다. 3장에서는 Priority를 부여함으로서 트

랜잭션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에 대해 서

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처리기법에 의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서술한다. 5장에서는 앞

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대해서 서술한다. 6

분기로 발생된 미확인 트랜잭션의 우선적인 처리기법*

박승윤†, 오희국‡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The P rioritiz ing Method of M ining a Unconfirmed Transaction
Generated by Forking
Seungyun Park and Heekuck Oh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요 약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일시적인 분기가 발생했을 때에 작업증명의 총량을 계산하여 주 체인

을 결정함으로서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아간다. 분기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블록에 있는

트랜잭션들은 다시 메모리 풀로 돌아가며 마이닝 노드에 의해 채굴되기를 기다린다. 또한, 버

려지는 블록에 의해 생성되는 오르판 블록은 메모리 풀로 돌아간 트랜잭션이 다시 채굴되어 체

인에 연결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메모리

풀로 되돌아온 트랜잭션에 Priority를 부여하여 마이닝 노드의 예비 블록에 수집될 확률을 높여

트랜잭션 딜레이를 해결하고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는 트랜잭션 처리기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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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기존 트랜잭션 처리기법의 문제점
2.1 일시적인 분기

각각의 마이닝 노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인근의 노드에게 자신의 블록을 전파하여

체인에 유효한 블록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림-1]

과 같이 만약 다수의 마이닝 노드가 이전 블록

(부모 블록)이 같은 블록을 동시에 만들면 체인

은 분기를 형성한다. 다른 마이닝 노드들은 이

후에 분기들 중 하나에 새로운 유효 블록을 추

가할 수 있다.

체인에 분기가 발생하면 이러한 분기를 해결

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마이닝 노드

가 채굴해야하는 하나의 체인 즉, 메인 체인을

결정해야한다. 그 기준은 가장 무거운 체인을

선택하는 것이고 각 분기의 작업증명의 총량을

측정해서 더 큰 작업증명량을 가진 체인을 알

수 있다. 선택받지 못한 즉, 서브 브랜치에 있

는 블록은 버려지고 블록의 트랜잭션들은 메모

리 풀로 돌아온다. 즉, 다시 미확인 상태가 되

어 돌아온다. 버려지는 브랜치에 있는 블록들을

채굴한 노드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며 컴퓨팅파

워를 낭비하게 된다.

분기가 해결되면 마이닝 노드들은 메인 체

인에서 마이닝을 다시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되돌아온 트랜잭션은 또 한번 마이닝 풀에서

기존의 트랜잭션들과 같은 룰 아래에서 수집되

길 기다리며 메모리 풀로 되돌아온 트랜잭션이

수집되지 않는다면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비효

율성을 야기한다.

2.2 고아 블록(Orphan block)

체인 내에서 상위 블록이 없는 블록을 고아

블록이라고 한다. 고아 블록은 고아 블록 풀에

저장되어 상위 블록이 수신될 때까지 유지된다.

상위 블록이 수신되어 체인에 연결되면 고아

블록이 고아 블록 풀에서 빠져나가 상위 블록

에 연결되어 체인의 일부가 된다. 비트코인 네

트워크에서 일시적으로 분기가 발생하면 고아

블록이 발생하며 분기를 해결하면 고아 블록

역시 해결된다. 일단 고아 블록이 생성되면 트

랜잭션의 딜레이가 일어나며 일시적으로 비트

코인 네트워크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III. 트랜잭션의 효율적 처리방법
비트코인의 경우, 채굴과정에서 일시적인 분

기가 일어나면 버려지는 블록들의 트랜잭션들은

채굴이 될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메모리 풀로 돌아온

트랜잭션에 대해 Priority를 부여한다.

Priority는 예비 블록에 트랜잭션을 수집하는

기준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Priority는

메모리 풀로 되돌아온 트랜잭션인지에 대한 검

증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트랜잭션을 예

비 블록에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블록을 채굴한

노드에게 추가 보상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iority는 트랜잭션 내부

코드에 작성을 하며 분기가 일어난 후에 버려

지는 블록의 트랜잭션들이 메모리 풀로 돌아올

때에 동적으로 트랜잭션 내부구조에 그 여부를

할당함으로서 근거를 남긴다.

[그림-1] 분기가 발생한 블록체인의 일부분

[그림-2] 우선권을 부여하는 트랜잭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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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닝 노드들은 기존 마이닝 법칙에 의해서

예비 블록에 각 노드들의 메모리 풀에 있는 트

랜잭션들을 높은 수수료를 가진 순서에 따라 수

집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마이닝 알고리

즘에서는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보상 즉, extra

incentive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Priority가 없는 트랜잭션을 채굴할 것인지

Priority가 있는 트랜잭션을 채굴할 것인지의 판

단 여부는 채굴함으로서 얻는 총 보상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와 B를 각각 Priority

트랜잭션을 포함한 블록의 인센티브 그리고 일

반적인 블록의 인센티브라고 하자. 만약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부여하

지 않아도 Priority 트랜잭션을 포함한 블록은 채

굴되어서 체인에 연결 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하

지만 A가 B보다 작다면 Priority 트랜잭션은 채

굴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채굴이 되지

않으면 Priority 트랜잭션은 계속해서 메모리 풀

에서 채굴될 때까지 기다린다. 때문에 Priority 트

랜잭션을 포함한 블록에 추가적인 보상을 부여

함으로서 블록이 채굴될 확률을 높인다. 추가적

인 보상 부여 정도는 적어도 A와 B가 같아질

만큼의 양을 부여해야 채굴 확률을 높일 수 있

으며 높은 수수료를 가지는 트랜잭션을 우선적

으로 수집하는 기존의 마이닝 룰에 의해 그 이

하의 추가적인 보상은 의미가 없다.

요약하면, 기존의 마이닝 룰에 의하면 Priority

트랜잭션의 채굴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제안하는 마이닝 알고리즘에 의하면 추

가적인 보상을 부여함으로서 전체적으로 Priority

트랜잭션의 채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IV. 기대되는 효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법을 마이닝 알고리

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비 블록에 트랜잭션

을 수집할 때에 높은 트랜잭션 수수료에 따르

는 기존의 마이닝 룰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전

제가 있어야 한다. 각 노드들은 채굴함으로서

얻는 총 보상의 양을 최대화 시키려 하기 때문

에 높은 수수료를 가지는 트랜잭션을 우선순위

로 수집하려고 한다. 추가적인 보상만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바라는 것

은 경제학적인 관점에 바르지 않고 네트워크적

으로도 기존의 룰을 사용할 때보다 적은 보상

을 얻을 수 있으며 기존의 룰보다 더 큰 비효

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을 도입

함으로서 일반적인 블록의 인센티브와 Priority

트랜잭션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비교해서 Priority

트랜잭션의 채굴확률을 높일 뿐이다.

이런 조건 안에서 트랜잭션 딜레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비트

Algorithm.1: Give a Priority
On mining algorithm

    if  block include Priority Tx then
A <- Priority block’s incentive

    else 
B <- origin block’s incentive

    if   A < B    then 
A <- Priority block’s incentive +

 extra incentive

    else if A = B  then
mining Priority block or not

    else 
mining Priority block

표-1 priority를 부여하는 pseudo code

The real code of transaction
On mining {
  “hash”:“5a42590fbe……50990b8b6b”,
  “ver”:1,
  “vin_sz”:2,
  “vout_sz”:1,
  “lock_time”:0,
  “size”:404,
  “count”: 0 or 1
  “in”:[
    {
      “prev_out”: {
        “hash”:”3be4ac……7d7928”,
        “n”:0
      },
      “scriptSig”:30440……3f3a4ce81”
    }
  ],
  “out”:[
    {
      “value”:10.12287..”+”extra incentive”,
      “scriptPubKey”:OP_DUP 
        OP_HASH160 . OP_EQUALVERIFY 
        OP_CHECKSIG”
    }
  ]
}

표-2 트랜잭션 실제 내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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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3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이 양

은 초당 3~4건에 이른다. 많은 양을 처리하지만

실제로 하루 평균 4000건의 트랜잭션이 처리되

지 않는다. 이 중에서 실제 분기에 의해서 버려

진 블록의 트랜잭션의 양은 적지만 이로 인한

고아 블록은 꾸준히 발생한다. 제안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고아 블록의 이전 블록이 되는 트랜

잭션들의 채굴확률을 높여 트랜잭션 처리가 기

존의 룰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하게끔 된다면 고

아 블록의 체인 연결은 기존의 룰을 사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 제안하는

트랜잭션 처리기법을 사용하면 트랜잭션 딜레

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화폐의 가치를 인정받고

실질 화폐를 대체하는 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

진다면 발생되는 트랜잭션 수는 기하급수적으

로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네트워크에 참

여하는 노드가 증가하고 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수반되는 네트워크의 비효율적

트랜잭션 처리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트랜잭션 처리기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트랜

잭션 처리를 기대한다.

V. 해결해야 할 과제
제안하는 기법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3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로, 트랜잭션 내부구조에 Priority를 입력하

고 Priority에 의한 블록의 추가적인 보상을 부여

하기 위한 실질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실제

[표-2]에서 보인 트랜잭션 내부 코드는 기존의

트랜잭션 코드에 표시되는 Priority와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코드를 제시한 것이며 실질적으

로 마이닝 알고리즘에 Priority와 추가적인 보상

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와 구현이 필

요하다.

둘째로, 알고리즘 안에 들어갈 추가적인 보상의 정

확한 비율이 증명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보상의 값이

아무런 기준 없이 부여되면 마이닝 노드는 값이 크

면 기존의 rule을 무시하고 변형된 트랜잭션만을 채

굴할 것이며 값이 마이닝 노드의 수집에 영향을 주

지 못 할 정도로 작다면 추가적인 보상의 의미가 퇴

색된다.

셋째로, 새로운 마이닝 룰을 비트코인 네트워

크에 반영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분산 합의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자체는 분산적 합의를 통해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아이디어를 네트워크 내의 단일노드만 적용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뿐더러 트랜잭션 수수료

에 Priority를 두는 기존의 룰과는 달리 마이닝

알고리즘 안에서 트랜잭션에 Priority를 부여하는

새로운 룰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포킹을 전

제로 한다. 즉, 추가적인 보상을 부여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전체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VI. 결론
앞의 장들에서 서술한 네트워크의 비효율성

을 해결하기 위하여 메모리 풀로 되돌아온 트

랜잭션에 대해서 Priority를 부여하였고 마이닝

노드의 예비 블록에 수집될 확률을 높여 트랜

잭션 딜레이를 해결하고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비트

코인 네트워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Priority와

추가적인 보상을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알고리

즘을 구현해야하고 추가적인 보상의 정확한 비

율을 계산하여 증명해야만 한다. 또한, 네트워

크의 노드들의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포킹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발전할 코인시장이 더욱 커진다면 발

생하는 트랜잭션의 수는 많이 늘어날 것이며

트랜잭션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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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디지털증거 해시 관리에 대한 필요성

해시는 디지털포렌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포렌식 실무에서는 흔히 MD5 해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판례 역시

MD5 해시를 이용하여 무결성이 입증된 디지털

증거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일 해시에

대한 위/변조 가능성을 대비하여 증거물 당사자

의 확인 서명을 받는 등의 여러 노력이 있으나,

기술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저장 및 보존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

으로 디지털증거의 정보나 해시를 관리하는 시

스템을 구현하고자 제안한다.

II. 구현 배경

2.1 디지털증거 해시의 탈중앙화 관리 개념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로

떠오른 기술 중 블록체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

은 관심을 보인다. 흔히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반기술로 사용하고 있으며 블록체

인의 탈중앙화라는 특성은 보안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

▲[그림 1] 탈중앙화 에 대한 모식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거 해시 관리 시스템 구현

정재완*

*방어진고등학교

Implementation of digital evidence hash management system
based on blockchain

Jaewan Jeong*

*Bangeojin High School

요 약

디지털증거에 대한 무결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증명된 해시를 이용한다. 따라서

해시의 무결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시 관리에 있어서 더욱

안전하고, 무결성을 제공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증거 해시 관리 시스템

을 구현하며 이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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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모두가 함께 보증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디지

털증거의 해시와 같이 보존과 인증이 필요한

정보를 저장할 경우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림 2]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데이터 등록순서.

▲[그림 3]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해시비교 순서.

본 논문에서 구현될 탈중앙화 시스템은 컨소

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의 성격

을 가진다. 허가된 기관에 블록체인 노드들이

위치하고, 허가된 클라이언트만이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확인하는 작업 또

한 허가된 사람 또는 기관이 할 수 있으나, 분

산되어 있다.

기본적인 과정에서는 수집 도구에서 해시를

추출한 뒤 곧바로 트랜잭션을 발생시켜 블록체

인 서버에 도달하게 되는데, 블록체인 서버에서

는 해당 트랜잭션을 저장하거나 블록을 생성한

다. 그 뒤 다른 블록체인서버에 해당 트랜잭션

과 생성된 블록을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모든 블록체인 서버들이 동

일한 데이터를 나눠가지게 되며, 여러 블록의

연결상태를 가지고 있어 데이터의 변조 가능성

이 적다.

III.구현

3.1 구현 환경

본 논문에서 구현 및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

다.

프로그래밍 언어 : Java

시스템 : Windows 10

네트워크 : 내부 망 ( 192.168.0.0 / 24)

사용포트 :　3343(트랜잭션), 3344(검색)

3.2 트랜잭션 생성

수집된 증거물에 대하여 해시를 계산한 뒤,

해당 데이터와 함께 블록체인 서버에 곧바로

트랜잭션을 발생시킨다. 트랜잭션에 포함되는

데이터들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트랜잭션 포함되는 데이터들

그러나 이 트랜잭션은 단순히 이 구조로 전

송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구조를 갖고 네트

워크에 전송되도록 구현하였는데. 이때 전송되

는 특수한 구조를 Transmit Transaction이라고

명명한다.

▲[그림 5] Transmit Transaction 구조

Transmit Transaction에는 보내는 측의 IP가

포함된다. 이 부분의 내용은 추후 3.3 트랜잭션

의 기록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또한 해

당하는 트랜잭션이 몇 번을 거쳐 왔는지 확인

하기 위해 RTTL이라고 하는 상수를 저장할 구

조를 만들었다. TTL은 노드를 지날 때마다 숫

자가 하나씩 줄어들지만 Transmit Transaction

의 경우 숫자가 반대로 증가하기에

RTTL(Reverse TTL) 이라고 이름 붙였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13 -



3.3 트랜잭션의 기록

본 논문에서는 같은 시간에 하나의 클라이언

트만 트랜잭션을 발생시킴을 기본 원칙으로 하

며, 같은 시간대에 두 개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트랜잭션을 발생시키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

다.

클라이언트(수집 도구)에서 발생한 트랜잭션

이 처음의 서버에 도달하였을 때 RTTL 은 0을

나타내게 된다. 이때 첫 번째 서버에서는 해당

하는 트랜잭션을 곧바로 저장한다. 만약 블록이

없는 경우, 새로 블록을 생성한다. 블록 생성에

대한 내용은 3.4 블록 생성 부분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트랜잭션이 기록되면 곧바로 블

록체인 서버에 등록되어있는 다른 서버의 IP로

해당하는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때

RTTL 은 기존 숫자에서 1 증가한다. 또한

Sender IP 영역도 자신의 IP로 변경한 뒤 트랜

잭션을 발생시킨다.

만약 두 번째 혹은 그 이상의 순서에 도달하

여 RTTL 이 1 이상일 경우 Pending 영역에

트랜잭션을 보관한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등록

하기에 앞서, Transmit Transaction 영역에 존

재하는 Sender IP 영역에 명시된 서버로 검색

을 요청한다. 검색결과 해당 트랜잭션이 존재할

경우 해당 트랜잭션을 등록한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블록의 기록 가능한 공간이 부족하거

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보낸 이전 서

버에서 받은 블록을 추가하고 그 뒤로 트랜잭

션을 기록한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 Database에

로그를 저장하고, 이미 발생한 트랜잭션을 다른

서버로 중복하여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수시로 로그에서 검색절차를 거친다.

이로써 모든 서버가 동기화된 트랜잭션을 가

질 수 있게 된다.

3.4 블록의 생성

위 3.3 트랜잭션의 기록에서 설명하였듯, 트

랜잭션이 들어왔으나 블록이 없는 경우 블록이

생성되는데, 단 해당하는 트랜잭션은 무조건

RTTL이 0인 상태에서만 블록을 생성할 수 있

게 된다. 다른 블록체인들과는 달리 본 논문에

서 구현된 블록 생성의 주체는 트랜잭션을 먼

저 받은 상태에서 전체 블록체인에서 해당 트

랜잭션이 기록될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해

당 트랜잭션을 받은 서버로 정한다. 해당 서버

는 블록을 생성하여 다른 서버로 전송함을 원

칙으로 한다. 이때 생성되는 블록의 구조는 [그

림 6]과 같다.

▲[그림 6] 블록의 구조

블록코드는 초기 블록에 경우 1로 가지며 새

로 생성될 때마다 값이 1씩 증가한다. 그리고

Header의 해시를 포함하며, Header와

Transaction 10개의 배열을 가진다. Extra Data

의 경우 서버마다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추후 3.5 블록 및 트랜잭션 관리에서 상세

히 설명한다.

블록 Header의 경우 현재 블록의 버전과 현

재 블록에 저장된 트랜잭션의 개수, 이전의 블

록 Header의 해시가 있으며 트랜잭션 10개를

각각 해시 계산한 뒤 나열하여 한 번 더

SHA256 해시를 계산한 T root 가 있고, 블록

이 생성된 시간 정보를 담고 있다.

블록이 생성된 직후, 다른 블록체인 서버들에

블록을 전송하게 된다. 이 때 트랜잭션과 마찬

가지로 특수한 구조를 갖고 전송이 되는데 그

구조를 Transmit Block이라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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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ransmit Block 구조

Transmit Block에서도 마찬가지로, Sender

IP와 RTTL을 가진다. 다른 서버로부터 받은

트랜잭션이 존재하나 블록이 없을 때 새로 블

록을 생성하지 않고 다른 서버에서 받은 블록

을 등록하는 방식인데, 이때 역시 Sender IP를

참조하여 해당 블록을 보낸 서버에 질의하여

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 서버에 추가한다.

이로써 블록과 트랜잭션이 동일하게 저장되

게 할 수 있으며, 더욱 용이한 기록과 관리를

할 수 있다.

3.5 블록과 트랜잭션 관리

본 논문에서 구현된 시스템에서는 한번 저장

된 블록은 지우거나 변조할 수 없다. 또한 데이

터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해당 블록이

나 트랜잭션의 열람 또는 검색의 경우 웹사이

트나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만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블록을 저장할 때 블록의 기

본 정보와 Header만 저장하고 트랜잭션은 따로

분리된 테이블에 저장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적

으로 트랜잭션과 블록을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서 검색해 불러와 유효성 검사를 꼭 해야 한다.

3.6 블록 검증

만약 N 번의 블록을 검증하고 싶을 경우 먼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N 번의 블록을 불러와

내부 트랜잭션들의 해시를 이용하여 T-Root와

비교하여 저장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한다. 그리고 난 뒤 Header의 해시를 계산, 현

재 블록에 저장된 본인의 해시 정보를 비교한

다. 만약 N + 1 번의 블록이 존재한다면 N + 1

번의 블록 Header에 저장된 이전 블록의 해시

와 비교하여 N 번의 블록을 검증한다. 또한

Search를 이용하여 타 서버에 존재하는 N 블록

과 Header 해시를 질의하여 결론을 도출해 낼

수도 있다.

IV.구현 결과

4.1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그림 8] Client 프로그램 실행 화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는 파일 혹은 디렉

터리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파일의 해시를 계산

하고 부가 정보를 삽입한 뒤 트랜잭션을 생성

한다.

만약 단일 파일 하나를 선택한 경우 하나의

트랜잭션이 생성되며, 디렉터리를 선택한 경우

해당하는 디렉터리 내의 모든 파일을 계산하여

각각의 트랜잭션을 발생시킨다.

하나의 파일이 하나의 트랜잭션을 이루게 되

며, 해시가 같은 파일이 여러 개 존재할지라도

각각 새로운 트랜잭션이 생성되게 된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TUI 기반이므로 실행

시 각종 정보를 함께 추가하여 실행해야 하는

데, 순서는 <파일/디렉터리> <Case Number>

<Identifier> <Sign> <IP> <Port> 순이다.

4.2 서버 프로그램

▲[그림 9] Server 프로그램 실행 및 트랜잭션 처리화면.

서버 프로그램의 경우 데이터를 수신받아 저

장하고 다른 서버로 트랜잭션을 발생시켜 데이

터를 분산 저장하도록 한다. 트랜잭션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다가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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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이 블록에 기록되기 전 받은 트랜잭션

에 대해 보낸 쪽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수시로

질의하며 기록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줄인다.

4.3 조회 웹사이트

▲[그림 10] 메인 대시보드.

메인 대시보드에서는 전체 블록의 개수와 기

록된 전체 트랜잭션의 수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1] 블록 리스트.

블록 리스트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블록의 목

록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블록 Header

의 해시를 클릭하면 블록의 상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림 12] 블록 뷰어.

블록 뷰어에서는 블록에 존재하는 모든 트랜

잭션의 목록과 더불어 이전 블록의 해시 등 블

록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트랜잭션 목록에서 트랜잭션 해시를 클릭하

면 해당 트랜잭션의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데, 트랜잭션에 포함된 파일의 해시

와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

▲[그림 13] 데이터 뷰어.

▲[그림 14] 서치.

웹에서는 파일의 해시를 이용하여 발생한 트

랜잭션을 검색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파일의 데이터가 같아 디지털증거의 해시가 일

치하더라도 각자 다른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저

장하기에 여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시 MD5, SHA1, SHA256, 외에도

Transaction 해시까지 이용해 검색할 수 있다.

무결성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해당하는 파일의

해시만 알고 있다면 저장된 데이터에서 검색하

여 비교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Search에서도 마찬가지로 Transaction 해시

영역을 클릭하면 각자의 Transaction 정보를 열

람할 수 있는 데이터 뷰어로 이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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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5.1 요약 및 기대사항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 부분을 이용

하여 디지털포렌식에서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

한 해시와 파일의 이름과 같은 데이터들을 여

러 서버에 분산 저장하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현 및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

루고자 한 부분은 증거의 해시를 보관하고 관

리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높이고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수사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증거로서의

무결성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구현 및 실험의 결과로 데이터

가 안정적으로 여러 서버에 저장이 되고, 검색

과 관리가 쉽게 이뤄지게 되어 추후 증거의 정

보나 해시에 대한 관리가 편리해 지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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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기준 1500 종류

이상의 암호 화폐가 출시되었다[1]. 2세대

블록체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

함으로써 최근에는 새로이 발행하는 암호 화폐의

자금은 확보하기 위한 ICO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국내 암호

화폐 거래 참여자는 300만명이상, 암호 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는 18개로 국내의 암호 화폐

이용자가 활발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2].

암호 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은 화폐 소유권의

암호화폐 키 관리에 의한 보안 사고 및 대응방안 연구
김근영*, 박준후*, 오원찬*, 류재철*

*충남대학교

A Study on Security Accidents and Countermeasures by Cryptocurrency
Key Management

Geunyoung Kim*, Junhoo Park*, Wonchan Oh*, Jaecheol Ryou*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암호 화폐의 키 관리로 인해 발생한 보안 사고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암호 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공개키 구조를 가지며, 거래에 서명을

함으로써 화폐가 이전되기 때문에 개인키 관리가 보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개인

키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웹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거래소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마운트곡스, 마이이더월렛, 유빗 해킹사건과 같이 개인키를 보관

하는 주체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Dapp과 같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는 지갑이 암호 화폐를 보관하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한 하드웨어 지갑 사용, 거래소 지갑의 보안, 스마트 컨

트랙트의 안전성 검증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security incidents and countermeasures caused by

key management of cryptocurrency. Cryptocurrency has a public key structure

based on a blockchain, and private key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for security

because money is transferred by signing a transaction. Private keys are managed

directly by users using hardware, software, and the Web, or are managed by

exchanges, resulting in an increase in malicious attacks on entities that keep

private keys, such as the Mt.GOX, Myetherwallet and Yubit incident. In addition,

smart contract-based wallets, such as Dapp, can be targeted because they store

cryptocurrencies. In respons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use of secure

hardware wallets, the security of exchange wallets, and the verification of the

safety of smar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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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을 나타내는 트랜잭션 내용에 전자서명을 하여

일정 시간마다 합의를 거쳐 블록 단위로 기록해

나가는 기술이다. 트랜잭션마다 표기되는 전자서명은

공개키 기반으로 구성되며, 개인키를 가진 사용자가

서명을 함으로써 트랜잭션은 완성된다. 따라서,

암호 화폐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를 성사

시키기 위해서는 개인키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지갑이

존재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계정만 있으면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 지갑, 실제 블록체인에 저장되지는

않지만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 거래

속도를 향상시킨 거래소 등 다양한 방식의 키

관리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암호 화폐에 대한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2014년 2월 마운트곡스 해킹사건[3]을 시작으로,

마이이더월렛 해킹사건[4], 유빗 해킹사건[5] 등과

같이 개인키를 획득하기 위한 악의적인 공격이

계속해서 발생되어 왔다. 이에, 블록체인 거래

환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개인키 관리와 지갑

해킹 사례에 따라 안전한 키 관리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종 개인키와 지갑에 의한 해킹

사고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블록체인 거래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각종 지갑의 동작 방식과 종류, 보안 사고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지갑 보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II. 블록체인 거래 환경

2.1 트랜잭션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위한 지갑주소와 개인

키 생성 방법은 Fig 1과 같다. 먼저 난수 생성

기를 통해 256비트의 엔트로피(무작위성)를 만

들어 개인키로 사용한다. 생성된 개인키에 타원

곡선 곱셉 함수(ECC)를 이용하여 공개키를 생

성한다. 비트코인 주소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SHA256 해시를 산출한 후 그 결과값에 다시

RIPEMD160 해시를 산출한 뒤 Base58Check

인코딩을 통해 지갑 주소를 생성한다[6].

Fig 1. Wallet address generation

생성된 개인키를 이용한 서명을 통해 트랜잭

션을 생성할 수 있다. 트랜잭션 모델에 따라 서

명 구조가 달라진다.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Input과 Ouput이 구분

되는 UTXO(Unspent Transaction Output) 구

조를 지닌다. Fig 2와 같이 UTXO구조의 트랜

잭션은 송신자가 가진 트랜잭션의 UTXO로부

터 새로 작성하는 트랜잭션의 Input 값과 연결

된다. 이 때, UTXO는 트랜잭션의 수신자, 즉

소유주의 공개키 주소에 대응되는 개인키로 해

제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존재한다. 트랜잭션

작성 시 개인키를 이용하여 스크립트를 실행하

여 서명을 Input에 포함하고, Output에는 수신

자의 주소를 이용하여 스크립트를 생성한다. 비

트코인의 경우 특정 주소의 UTXO를 모두 더

한 값이 해당 주소의 잔액이 된다.

Fig 2. UTXO-based transactions[7]

이더리움은 UTXO 구조가 아닌 Account를

사용하는데,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Fig 3과 같이

Account의 상태가 변하는 상태 변환 구조를 가진다.

이더리움은 스크립트 방식의 서명 구조가 아닌

트랜잭션에 서명 값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며,

개인 키 사용에 대한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랜잭션에 해당 계정으로부터 발생한 트랜잭션

수를 카운트하는 nonce 필드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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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도 Account를 가

지는데 개인키를 가지지 않는 스마트 컨트랙트

는 서명이 없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이 개인키는 금액

소유의 증명과 동시에 거래를 위해 필요한 서

명을 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저장소와 트랜잭션을 작성하는 소

프트웨어인 지갑은 해킹의 대상이 된다.

Fig 3. Account-based transactions[8]

2.2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란 프로그래밍 가능한 계약

을 의미하며, 이더리움에서 최초로 구현되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을 만드는

채굴자들이 가진 가상 환경인 EVM(Ethereum

Virtual Machnie)에서 실행된다. 스마트 컨트랙

트를 실행하기 위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기 위

하여 수신자 주소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하고,

호출하고자 하는 컨트랙트 내의 함수명을 트랜

잭션에 작성하면 합의 시에 채굴자에 의해 스

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된다.

이더리움 등의 암호 화폐에서 사용되는 스마

트 컨트랙트는 개인키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

만, 스마트 컨트랙트도 주소를 가진 Account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폐를 보관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지갑

의 경우 코드에 변수 값으로 owner를 지정하여

소유주의 주소 값을 저장해두고, 추 후 소유주

가 발생시킨 트랜잭션에 의해서만 출금이 가능

하도록 프로그래밍 가능하다. 대표적인 암호 화

폐 지갑인 Parity 사의 컨트랙트 지갑은 Fig 4

와 같이 작동한다[9].

Fig 4. create parity wallet

스마트 컨트랙트가 계약 과정에서 암호 화폐를

보관하기 때문에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The DAO 해킹 사건[10]과 같이 DAO 컨트랙트에

보관 중인 암호 화폐를 해커의 주소로 이체하

게는 등 컨트랙트 내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화폐를

이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지갑 해킹에 의한 보안 사고

지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보관 주체가 개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개인키의 보관 장소에 따라 사용자 지갑, 거래

소 지갑, 컨트랙트 지갑으로 분류하여 작동 방

법과 보안 사고에 대해서 분석한다.

3.1 사용자 지갑

사용자 지갑은 암호 화폐 사용자가 직접 개

인키를 관리할 수 있는 지갑으로 하드웨어 지

갑과 웹 지갑, 데스크탑 지갑으로 나눌 수 있다.

하드웨어 지갑의 경우 USB와 같이 사용자의

개인키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해킹으로부터 안전

하다. 웹 지갑은 사용자가 선택한 비밀번호로

개인키를 암호화하여 온라인으로 저장하게 된

다. 암호화된 개인키가 온라인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서 간편

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지만, 비

밀번호가 노출되거나 웹사이트가 다운되면 코

인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

다. 데스크탑 지갑의 경우 개인키를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비밀번호로 암호화 하여 개인키를 저장 할 수

있다. PC자체가 해커에게 장악되었을 경우 개

인키가 해킹 당할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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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키를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용자

지갑의 경우 PC를 장악하거나, 웹에서 유포되는

악성코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017년

12월 발견된 악성코드는[12] ‘강남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웹을 통해 유포되었다.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사용자 PC에 있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와 패스워드를 수집해 해커의 명령제어

서버로 전송한다. 또한 서버로부터 해커의 지갑

주소를 수신해 사용자가 지갑 주소를 복사하는

시점에 ‘클립보드’에 저장된 주소를 해커의 지갑

주소로 바꿔치기한다. 이로 인해 1억원 정도의

비트코인이 탈취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Fig 5. User wallet hacking scenario

뿐만 아니라 인기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인

‘마이이더월렛’의 경우, 인터넷 근간을 이루는

라우팅프로토콜(BGP) 및 도메인네임시스템

(DNS)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이용자들의 이더리

움 15만 달러가 도난되기도 하였다. 해커는

BGP 하이재킹을 통해 위조된 라우팅 정보를

분산 시킴으로써 myetherwallet.com에 대한

DNS 요청을 가로 채어 러시아 서버를 주소의

정당한 소유자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2.2.2 거래소 지갑

거래소 지갑은 사용자가 직접 지갑을 관리하

는 사용자 지갑과는 달리 개인키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소 내부의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에 최적

화된 지갑이다.

거래소에서는 미리 많은 지갑을 생성하고, 다

수의 코인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 월

렛에 보유한다. 사용자는 거래소에 현물화폐를

이용하여 거래소 내부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를 구매하고 거래소에서는 내부 데이터베이스

에 사용자의 암호화폐 정보를 저장한다[13].

대량의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는

해커들의 주요 타겟이 된다. 거래소 서버를 해

킹한다면 많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보유한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의 인

키도 탈취할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또한 서

버를 장악하기 위한 악성코드를 주로 사용한다.

최근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공격은 Fig 6와

같다[14].

Fig 6. Cryptocurrency exchange hacking scenario

거래소를 공격하기 위한 악성코드는 ‘이력서’

등 관리자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제목을 사용

하여 e-mail등을 통하여 유포한다. 이러한 악성

코드는 기존 백신으로 탐지되지 않는 해커가

새롭게 만들어 유포하는 악성코드로, APT

(Advance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공

격)라고 한다. 악성코드가 심어지면 패턴을 체

크하고, 감시가 느슨한 시간을 골라 공격하게

된다. 2018년 2월까지의 암호화폐 거래소 피해

상황은 Table 1과 같다[15].

Domestic exchange Contents of hacking

Youbit Cryptocurrency stolen
· $ 5 million of bitcoin

· 17% of Exchange assets

Coinis Cryptocurrency stolen · $ 2 million of bitcoin

Bithumb
Member information

stolen
· 36,000 member’s info

Overseas exchange Contents of hacking

Mt. Gox Cryptocurrency stolen · $ 4900 million of bitcoin

Bitstamp Cryptocurrency stolen · $ 5 million of bitcoin

Bitfinex Cryptocurrency stolen · $ 63 million of bitcoin

Bitgrail Cryptocurrency stolen · $ 1713 million of Nano

Coincheck Cryptocurrency stolen · $ 5280 million of Nem

Table 1. Exchange’s cryptocurrency hackin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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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컨트랙트 지갑

컨트랙트 지갑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사용하는

지갑이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형

태의 어플리케이션을 Dapp(Distributed APPlication)

이라 한다. Dapp은 컨트랙트 코드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컨트랙트 코드 상의 취약점으로

해킹을 당할 수있다. 2017년 7월에 발생한 Parity

wallet 해킹 사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6].

Parity wallet을 생성하면 지갑에 대응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생성한다. 생성된 컨트랙트는 초기설정

코드로 소유자를 지정한다. 초기 설정 코드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상의 결함으로 누구나 실행하여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었다(delegate call). 이

결함에 의해 해커에게 153,037 ETH를 도난당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Fig 7은 취약한 코드(맨

윗줄)와 수정된 코드(두번째 줄)를 보여준다.

Fig 7. Vulnerability of parity wallet

Ⅳ. 대응방안
4.1 사용자 지갑 보안

사용자 지갑은 대부분 핫월렛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상태에서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방법은 Table 2와 같이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 하드웨어 지갑을 분

실하더라도 최초 설정시 알려주는 24개의 영어

단어를 통해 언제든지 복구 가능하다.

Type Trezor Ledger Nano S KeepKey

Shape

Crypto

currency
14 support 27 support 10 support

LCD O O O
FIDO O O X
PIN O O O
Restore O O O
Price $99 $99 $129

Table 2. Comparison of hardware wallet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개

인키를 암호화 한 파일에 보관을 하는 방법과

개인키를 종이에 적어놓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종이 지갑(Paper Wallet)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관리해야 한다.

4.2 거래소 지갑 보안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거래소 지갑에서는

온라인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래금액만을 핫월렛에 보관

하는 것이 좋다. 2017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에서는 가상통화 예치금의 70% 이상을 콜드

월렛에 유지하도록 권고안을 내리기도 하였다[18].

또한 핫월렛 지갑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멀티시그 지갑을 사용한다. 주요 국내 거래소

(코인원,코빗)에서 제공하는 멀티시그 지갑의 경우

비밀키 3개를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거래

소가 해킹 당해도 사용자의 암호화폐를 안전하

게 보호 할 수 있는 심층 보안 시스템이다.

암호화키를 분배 할때에는 시크릿 쉐어링

(Secret Sharing) 방법을 사용하여 암호화키를

안전하게 공유한다[19].

4.3 컨트랙트 지갑 보안

Dapp 지갑의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로 동작한다.

스마트 컨트랙트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

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구현 과정에서 코드상의

결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드 감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도구로는 Symbolic Execution을

이용하여 바이트 코드레벨에서 취약점을 찾아

내는 도구인 OYENTE[20], 스마트 컨트랙트를 바

이트코드에서 Solidity로 변환해주는 디컴파일러인

Porosity[21], 바이트 코드를 LLVM 비트 코드로

변환하여 요약 실행을 통해 취약점을 찾아내는

ZEUS[22]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약점 탐지 기술을 이

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 안정성 검증 서비스인

fujitsu[23](Fig 8)를 활용하여서 개발 시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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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tract stability verification service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폐 지갑의 작동원리와

종류, 그리고 실제 보안 사고를 통해 발생할 수

개인키 탈취 사례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

응방안을 연구하였다. 개인키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콜드월

렛인 하드웨어 지갑 등을 이용하는 것 뿐만 아

니라 거래소 및 지갑을 제공해주는 공급자는

사용자의 개인키 보관을 위해 더욱 더 안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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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Solidity[1]란 암호 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

(Ethereum)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만들기 위한 high-level 언어 중 가장 널리 사

용되는 것이다. 이더리움 사용자는 Solidity를

이용해서 계약을 작성해 거래에 이용할 수 있

다.

하지만 Solidity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가지

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취약점은 계

약이 다른 계약의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를 포

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실행될 때 해당

함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실행 중 예외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계약의

fallback 함수가 호출된다. 이 때 다른 계약의

함수를 호출한 계약(Caller)은 fallback함수가 호

*)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

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8-0-00251, 스마트 컨트랙트 프라이버시 보호 및 취약

점 분석 기술개발)

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도 알 수 없어 공격에 사용될 수 있으므

로 대표적인 취약점으로 분류되고 있다.[2]

Solidity의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들로

프로그램을 미리 분석[3][4]하거나 타입을 지원

하는 새로운 언어를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었

고[5] 암호적인 기법을 써서 개인정보보호를 향

상시키는 방법[6]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분산 수행되는 스마트 계약의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언어를 도입

해야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

존의 Solidity 언어 개발자들이 새로운 언어나

분석도구를 배우지 않아도 간단히 안전성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전처리기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II. 본문

2.1 연구 배경

스마트 계약 언어에서 함수 호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코드 재작성 기법*)

이수연* 정형근** 조은선***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Code rewriting techniques for improving the safety of function calls
in smart contract languages

Sooyeon Lee*, Hyungkun Jung**, Eun-Sun Cho***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Solidity에서 다른 계약의 함수를 호출할 때 특정 문제로 인해 호출할 수 없으면 fallback함수

가 실행된다. 이 fallback함수는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함수로 어떤 동작을 하는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의 동작을 알 수 없어 공격에 이용되기 쉽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자

의 부담 없이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전처리기를 이용한 해결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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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다른 계약의 함수 호출 시 call방식

Solidity에서는 적절한 조건 아래서 다른 계약

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때 컴

파일러는 해당 함수의 시그니처 등을 가지고

처리하는 코드로 바꾼다. Solidity의 low-level

함수 호출을 살펴보면 call, call-code,

delegate-call등이 있고 delegate-call방식은 call

방식처럼 다른 계약의 코드를 실행할 때 쓰이

는데, 다만 계약이 실행될 때 계약을 실행시킨

계약의 context를 사용한다.

그림 1은 위에 언급한 방법 중 call함수를 이

용해 다른 contract의 함수를 호출하고 있다.

call을 이용하면 계약이 다른 계약의 저장소

또는 변수에 접근하여 값을 조작할 수 있다. 이

는 Java의 reflection의 메소드 invoke와 유사한

방식으로써, 주어진 주소 값을 통해서 호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에 대한 기

능을 호출하면 계약에 대한 보안 위험성을 수

반한다. 따라서 call, delegatecall, callcode등의

호출방식은 Solidity가 의도한 것과 달리 타입

안전성(type-safety)를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1.2 Fallback 함수와 취약점

Fallback함수란 Solidity의 계약 내에 이름과

인자 없이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함수이다. 계

약 실행 중에 예외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을 경우 실행되는 함수이다.

예외 상황이란, 계약 실행 중 특정 함수를 호출

했을 때 해당함수와 일치하는 시그니처가 없거

나 계약 실행 중 gas가 부족해 실행이 불가능

할 때, 함수 호출 시 타입 또는 인자가 맞지 않

는 상황 등을 말한다..

그림 2에서는 call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다른 계약을 주소를 이용해 객체로 선언하여

다른 계약의 함수를 호출하는 예를 보여준다.

여기서 c는 Alice의 주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c.ping(42);’ 는 잘못된 참조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컴파일러는 ping 이라는 함수

의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있는지만 확인한다.

즉, c가 실제로 contract Alice의 주소인지와

Bob에 정의된 인터페이스가 실제로 Alice의 인

터페이스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Alice

의 ping함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c.ping(42);’ 가 실행될 때 이 함수와 시그니처

가 일치하는 함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예외상

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fallback함수가 자동 실

행되는데, 이때 Bob은 앞서 언급한 대로

fallback함수가 호출되었는지 여부와 fallback함

수의 동작을 알 수 없어 위험하다. 또한, 만약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용자가 위와 같은 계

약을 작성하고 fallback함수 내에 악성코드를

넣어둔 후에 계약이 실행된다면 본래의

fallback함수의 기능 대신 악성코드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2.1.3 기존 연구

기존에 존재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에

대한 연구는 Oyente[3]와 DappGuard[4]가 있다.

이 두 가지 연구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의

보안을 점검해주는 도구이다. Oyente는

Mishandled exception, Transaction-ordering

dependence, Timestamp dependence,

Reentrancy Handling의 4가지 취약점들을 정해

두고 symbolic execution을 이용해 해당 취약점

들이 있는지 분석하는 도구이다. DappGuard 또

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점검하는데 점검할 때

Oyente를 이용한 정적분석을 한다. 다만 Oyete보다

점검하는 취약점의 종류가 많다. 위에 언급한 두

가지 도구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취약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사용자에게 결과를 보여주

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코드를 안전하게 바꿔주

거나 바꿔야하는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지는 않

그림 1 다른 계약의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

그림 2 계약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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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2.2 제안하는 전처리 기법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본 논문에

서는 call방식을 이용해 다른 계약에 접근하는

코드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것은 안전한 코드로 수정하는 것과 fallback

함수의 호출 여부를 개발자에게 알려 수정을

권고하는 것이다.

그림 3은 Solidity 문법의 일부이다.

ANTLR[7]를 이용해 solidity.g4파일을 기반

으로 계약을 재작성하는 전처리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전처리기는 그림 1

에서와 같은 함수 호출 코드를 ANTLR파서로

식별한 후 개발자에게 알리는 코드를 삽입하는

형태로 재작성 한다. 그로 인해 개발자가 코드

가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바이트코드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더 경량의 솔루션인 전처리기

를 활용한다.

그림 4 전처리기 실행 전 코드 예시

그림 5 전처리기를 실행한 후 바뀐 코드 예시

개발자가 그림 4화 같이 c.ping(42,

NONFALLBACK); 이라고 fallback함수가 불리

지 않기를 원하는 의사 표시를 하면, 그림 5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fallback함수가 불릴 경우

오류로 나타내주는 코드를 삽입한다. 즉, (ⅰ)

c.ping함수의 주소를 계산하고, (ⅱ) (ⅰ)에서

계산된 c.ping함수가 fallback함수안지 확인하여

(ⅲ)(ⅱ)의 결과에 따라 예외처리를 해준다.

이를 위해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에 위에 예

시로 든 것처럼 c.ping(42, NONFALLBACK);

으로 NONFALLBACK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

어있다면 ‘if(c.getfb) == FALLBACK then

error’ 와 같은 조건문을 추가하여 fallback함수

가 호출되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조건문을 활용

하기 위해 Solidity 코드에 전처리기를 이용해서

fallback함수의 구현에 특정 상태변수 fb를 set

하는 코드를 추가해야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를 재작성하고 나면, 실

행 시 fallback함수가 실행될 경우 상태변수 fb

가 설정되고, if 조건문에서 fb가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개발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따라서

개발자는 자신이 코드 수정이 없이 전처리기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Solidity 문법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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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결론

Solidity에서 다른 계약의 함수를 호출할 때

특정 문제로 인해 호출할 수 없으면 fallback함

수가 실행된다. 이 fallback함수는 임의로 작성

될 수 있는 함수로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 수

없어 공격에 이용되기 쉽다. 그래서 전처리기를

이용해 fallback함수의 body 시작에 특정 상태

변수를 set하는 코드를 추가하고, 함수를 호출

할 때 조건문을 이용해 함수를 호출한 계약에

게 알리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전에는

fallback 함수의 호출 여부를 개발자가 알기 어

려웠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면 호출 여부를 알

수 있어 코드 수정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현

재는 별도의 전처리기를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fallback함수가 실행된 후에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향후에는 해당 문제

점을 보완하는 다른 방법을 고안해볼 예정이다.

또한 작성중인 전처리기는 Solidity개발환경과

별도로 수행될 것이지만 이후에는 Solidity개발

환경과 통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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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저전력 무선 개인 영역 네트워크
(LoWPAN, Low-power Wireless Personal Area Ne
twork) 로 규정하였고, IEEE 802.15.4 [1] 는 LoWP
AN의 MAC / PHY 계층을 위한 사실상의 표준이다.
6LoWPAN [2, 3]은 IEEE 802.15.4와 같은 저 전력의
손실이 많은 링크를 통해 IPv6 패킷을 전송할 수 있
게 하는 IoT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다. LoWPAN 내의
자원이 제약적인 디바이스는 6LoWPAN Border Rou
ter (6LBR)를 통해 IPv6 인터넷 호스트에 연결될 수
있다. LoWPAN과 상호 운용되는 IoT 네트워크 아키
텍처의 보안 문제는 데이터 영역과 제어 영역의 두
영역에서 발생한다. 데이터 영역에서 Clinet - Serve
r 모델에서의 CoAP(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
l) [4] 또는 Subscriber-Publisher 모델의 MQTT (M
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5]를 통해 교
환되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는 종단 간 보안을 보장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용 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H2101-18-1001)

* 본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부)의 제원으로 한국 연구
제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본 연구지원사업 성과임.
(NRF-2017R1D1A1B03027862)

하기 위해 보호되어야한다. 제어 영역에서는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IoT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신호 메시지를 보호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
EEE 802.15.4 기반의 6LoWPAN의 제어 평면과 관
련된 보안 문제를 조사하고 이전에 제안된 연구들에
대한 보안 분석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IEEE 802.15.
4 와 6LoWPAN-ND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6LoWPAN-ND 주소 등록과 관련된 보안
문제를 조사한다. 4장에서는 이전 연구들에 대한 보
안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II. IEEE 802.15.4 와 6LoWPAN-ND

배경 지식

본 장에서는 IEEE 802.15.4 기반의 LoWPAN 환경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6LoWPAN Neighbor
Discovery 주소 등록 프로토콜을 설명한다.

2.1. IEEE 802.15.4 기반 LoWPAN

IEEE 802.15.4 기반 LoWPAN은 FFD (Full
Functional Device) 또는 RFD (Reduced Functional
Device)와 같은 디바이스로 구성되며 64bit의 Long
MAC Address로 식별된다. FFD는 활성화 된 후에

6LoWPAN Neighbor Discovery 주소 등록 분석 및
취약점 평가*

한상우, 박창섭

단국대학교

6LoWPAN Neighbor Discovery Address Registration Analysis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Sang-Woo Han, Chang-Seop Park

Dankook University

요 약

IEEE 802.15.4 기반의 6LoWPAN은 다양한 IoT (Internet of Things) 응용 프로그램
을 위한 사실상의 표준 플랫폼이다. 저 전력 무선 개인 영역 네트워크 (LoWPAN,
Low-power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를 부트스트랩 하려면 각 장치가 고유 한
IPv6 주소를 각 장치에 할당 할 수 있도록 6LoWPAN-ND (6LoWPAN Neighbor
Discovery) 주소 등록을 수행해야한다. 적절한 보안 메커니즘이 없다면, 6LoWPAN-ND
는 손상된 노드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보안 공격에 취약하다. 몇 가지 보안 메커니즘이
제안되었지만 IEEE 802.15.4 홉 바이 홉 보안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6LoWPAN-ND 주소 등록을 분석하고 이전 연구에서의 보안 취약점을 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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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LoWPAN 설정을 통하여 LoWPAN을 관리
하는 PC (PAN Coordinato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설정이 완료되면 각 디바이스들은 FFD를 통해서
만 LoWPAN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Fig.1.과 같이
새로운 디바이스 IC가 IA, IB 및 PC로 구성된
LoWPAN에 가입하려면 IA로 부터 Beacon 메시지를
수신 한 후 가입 프로토콜이 시작된다. 새로운 디바
이스 IC는 Association Request 메시지를 IA 디바이스
에 전송한다. 새로운 디바이스가 LoWPAN에 참여하
도록 허용되면 IA는 16비트의 Short MAC Address가
포함 된 Association Response 메시지로 응답한다. 따
라서 LoWPAN의 각 디바이스에는 Short MAC
Address(MAC16)와 long MAC Address(MAC64)의

두 가지 유형의 MAC 주소를 가지게 된다. 모든 디
바이스는 서로의 범위 내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와
통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디바이스 IC는
IEEE 802.15.4가 다중 홉 통신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
에 2 홉 거리에 있는 PC로 데이터 프레임을 보낼 수
없다.

IEEE 802.15.4 기반 LoWPAN의 멀티 홉 통신은
Layer 2 Forwarding ("Mesh-Under" Routing)과
Layer 3 Forwarding ( "Route-Over" Routing)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 될 수 있다. IPv6 헤더 압축 및
단편화 외에도, 6LoWPAN은 Layer 2 Forwarding을
지원 한다 [2, 3]. 6LoWPAN 스택이 각 디바이스의
IEEE 802.15.4 스택 위에 추가되면 디바이스는 데이
터 프레임을 여러 홉 거리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로
보낼 수 있다. 또한 각 디바이스는 6LBR
(6LoWPAN Border Router)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의
모든 호스트와 IPv6 패킷을 교환 할 수 있다. 이 경
우, 각 디바이스는 6LoWPAN 호스트 (H)가 된다.
반면 Layer 3 Forwarding은 RPL 스택이 6LoWPAN
의 상단에 추가 될 때 가능하다. IEEE 802.15.4 기반
LoWPAN이 Layer 3 Forwarding을 지원하면, 각 디
바이스는 6LoWPAN 노드 (6LN)가 된다. 6LN은
6LoWPAN 호스트 (H)와 6LoWPAN 라우터 (6LR)
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6LR은 IPv6 패킷을
LoWPAN 내부로 라우팅 할 수 있는 FFD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LoWPAN 외부의 인터넷 호스트와
통신하기 위해 각 6LN은 6LoWPAN Neighbor
Discovery (6LoWPAN-ND)을 수행하여 IPv6 접두어

및 인터페이스 식별자 (IID) [6]로 구성된 자체 IPv6
주소를 구성할 수 있다.

2.2. 6LoWPAN Neighbor Discovery

6LoWPAN 및 RPL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IEEE
802.15.4 디바이스 (6LN)가 LoWPAN에 처음 배포되
면 LoWPAN에 가입하기 위한 프로토콜과 IPv6 주
소 구성을 위한 프로토콜의 두 가지 부트스트랩 프
로토콜을 수행해야 한다. 그 결과, 각 6LN은
LoWPAN 내에서 사용될 주소인 Link Local
Address와 전역적으로 사용될 주소인 Global
Unicast Address의 두 가지 유형의 IPv6 주소를 구
성한다.

Fig.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RS (Router
Solicitation) 및 RA (Router Advertisement ) 메시지
는 6LN 과 6LR 사이에서 교환되며, 여기서 RA 메시
지는 6LBR 정보(Prefix..)를 포함한다. RA 메시지를
수신 할 때, 6LN은 자신의 Long MAC Address
(MAC64) 또는 Short MAC Address (MAC16)에서 파
생 된 6LN의 인터페이스 식별자 인 IID와 Prefix를
사용하여 고유한 Global Unicast Address 인 GP = 
Prefix :: IID를 구성 할 수 있다. 생성 된 GP의 고유
성을 보장하고 6LBR에 등록하기 위해
6LoWPAN-ND 주소 등록 프로토콜 [Protocol 1] [6]
을 수행해야 한다.

[Protocol 1] Address Registration
6LN → 6LR : RS
6LN ← 6LR : RA {6LBR_Info}
6LN → 6LR : NS {Addr}
6LR → 6LBR: DAR {Addr}
6LR ← 6LBR: DAC {Status}
6LN ← 6LR : NA {Status}
6LN이 Addr = (MAC64, GP16, LT)를 갖는

Neighbor Solicitation (NS) 메시지를 전송할 때,
MAC64는 LoWPAN 내에서 6LN의 유일한 식별 값
이 된다. NS를 수신한 6LR은 중복 주소 확인을 위한
Duplicate Address Request (DAR) 메시지를 통해
6LBR에게 Addr를 전달한다. 6LBR은 LoWPAN에 등
록 된 모든 6LN의 (MAC64, GP16, LT) 항목을 유지
하는 Duplicate Address Detection (DAD) 테이블을
사용하여 GP16이 중복 주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LT는 (MAC64, GP16)의 등록 수명을 나타내며,

Stack

Fig. 1 . IEEE 802.15.4 based LoWPAN
Fig. 2. 6LoWPAN neighbor discovery for

address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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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DAD 테이블에 항목이 유지된다. 6LBR은 중
복 검사 결과(Status)를 DAC 메시지를 통해 6LR로
전송하고, 6LR은 NA 메시지를 통해 6LN에게 결과를
전달한다.

III. 6LoWPAN 주소등록 및 보안

주소 등록 프로토콜 [Protocol 1] 은 IEEE 802.15.4
hop-by-hop 보안이 6LoWPAN-ND 메시지 (RS / 
RA / NS / NA / DAR / DAC)의 무결성을 위해 시행
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접근 제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즉 사전 공유 키를 가진
6LN만이 LoWPAN에 액세스 할 수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6LN은 개방 환경에 배치
되기 때문에 권한이 부여 된 6LN에 동일한 키가 배
포된 경우 손상된 노드 문제로 인해 키가 유출 될
수 있다 [7]. IEEE 802.15.4 홉 바이 홉 보안의 일환
으로 대칭키 설정 프로토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
뤄졌지만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4장에서 이전
연구가 IEEE 802.15.4 홉 바이 홉 보안에 적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논의 한다.

손상된 노드 공격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6LoW
PAN-ND 주소 등록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공격이
가능하다. 하나는 합법적 인 6LN 또는 6LR을 위장
하여 공격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6LoWPAN-ND
메시지에 대해 변조 공격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공격 모두 정상적인 주소 등록을 방해하는 리
디렉션 및 스푸핑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RS 메시지
를 제외하고 다른 다섯 개의 6LoWPAN-ND 메시지
는 메시지의 악의적 인 변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RA 메시지가 보호되지 않으면 메시지를 통해 전달
된 prefix 정보를 수정하여 6LN에 구성된 GP16이 유
효하지 않게 할 수 있다. 6LBR의 DAD 테이블에
(MAC643, GP163, LT3)의 항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공격자는 (MAC643, GP163, 0)을 포함하는 NS 메시지
를 6LBR에게 전송하고 해당 메시지가 처리 된다면
기존 항목의 등록이 취소되고 GP163 이 다른 6LN에
할당 될 수 있게 된다. TABLE 1은 본 논문에서 사
용 된 표기법을 보여준다.

IV. 관련 연구 분석 및 취약점 평가

본 장에서는 3장에서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관련 연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은
취약점 해결 여부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며, 새로운
문제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

4.1. Lightweight SEND for 6LoWPA
N-ND 분석

경량 SEND (L-SEND) [10]는 LoWPAN 내부의
주소 도난 및 위장 공격으로 부터 IPv6 주소의 소유
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6LN3은 6LBR_Info로
부터 구성된 Addr3 = (MAC643, GP163, LT3)을 안전하
게 등록하기 위해 EC 공개 키 PK3와 개인 키 PR3를
생성해야 한다. 그 후, 생성된 PK3을 사용하여 암호
화 식별자 CID3 = h (PK3, param)를 계산한다. param
은 부가적인 공개 파라미터이고, CID3는 MAC643과
함께 6LN3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Fig. 3.에 보
이는 바와 같이, 6LN3은 6LR을 통해 6LBR에 ① NS 
{Addr3, CID3} 메시지를 전송할 때 Nonce를 전송 받
는다. 그 후, {Addr3, Nonce, PK3} 를 PR3를 사용하여
Sig 값을 생성하고 NS 메시지에 포함하여 6LBR로
전송한다. Sig가 유효하고 GP163이 아직 할당되지 않
은 경우 주소 등록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Fig. 3.
과 같이, 기존의 6LoWPAN-ND 어드레스 등록 프로
토콜 [프로토콜 1]에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① 및
②가 추가되었다.

L-SEND의 주요 목적은 주소가 6LBR에 등록 된
뒤, GP163이 DAD 테이블에서 악의적으로 등록 취소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L-SEND는 IEEE
802.15.4 홉 - 바이 - 홉 (hop-by-hop) 보안을 사용
하여 보안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지만, 손상된 노드
공격 하에서 L-SEND의 몇 가지 보안 약점이 관찰
되었다. 첫 째, L-SEND는 6LN이 LoWPAN에 가입
한 뒤 IPv6 주소를 등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

Notation Description
6LNj 6LoWPAN nodes, j = 1, 2, 3, …

MAC16j short (16-bit) MAC address of 6LNj
MAC64j long (64-bit) MAC address of 6LNj
GP16j global unicast address of 6LNj derived

from MAC16j
LTj (registration) lifetime of 6LNj

Addrj (MAC64j, GP16j, LTj)
Ctrj counter value maintained by 6LNj and

6LBR
KG global key shared among all the 6LNs
Kj device key pre-shared between 6LNj

and 6LBR
Kji link key shared between 6LNjand6LNi
h(.) cryptographic hash function

TABLE 1 NOTATIONS

AuthN(Kj) Authenticator generated by 6LNj
AuthB(Kji) Authenticator generated by 6LBR

EK(m) encryption of mwithsymmetrickeyK
MIC(K) message-integrity code computed with

a key K covering all preceding messag
e fields

Fig. 3. Lightweight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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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공격자는
DAD 테이블을 과부하 시키기 위해 6LBR에 많은
IPv6 주소를 등록하는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RA 메시지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위조
된 6LBR_Info를 사용하여 6LN의 주소구성을 방해할
수 있다. 셋 째, SIG를 계산하기 위한 ECDSA 알고
리즘은 많은 계산 부담을 야기하므로, 공격자는 임의
로 생성한 SIG가 포함된 NS 메시지를 6LBR에게 다
량 전송하여 계산 량 부하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넷
째, L-SEND는 NS / NA 메시지의 추가적인 교환이
필요하다.

4.2. Network Admission Control
Protocol 분석

Network Admission Control (NAC) 프로토콜 [8]
은 IEEE 802.15.4 hop-by-hop 보안을 가정하지 않고
기존 6LoWPAN-ND 주소 등록 프로토콜 [Protocol
1]에 보안을 직접 내장하였다. 이는 대칭 키 메커니
즘을 사용하여 6LoWPAN-ND 메시지를 보호하는
데 기반을 둔다. NAC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사전
조건 수행 및 필요를 가정한다. 첫 째, 인증 된 각 6
LN은 6LBR과 고유 한 대칭 키 Kn 을 미리 공유하
고, 전역 키 KG는 6LBR을 포함하여 모든 인증 된 6
LN 간에 공유된다고 가정한다. 둘 째, 6LBR은 승인
된 6LN 목록을 관리한다. 셋 째, 6LN이 LoWPAN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두 개의 메시
지 (Challenge 및 Response 메시지)가 새로 정의된다.

Fig.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6LBR이 6LN3의 NS
메시지를 수신하면 Nonce를 생성하여 Challenge = Ek

3 (Nonce || KG)를 계산하여 전송한다. Challenge를 수
신한 6LN3은 응답 메시지인 Response = Nonce, Ctr3, 
MIC(KG)를 계산하여 응답한다. 여기서 Ctr3은 응답
메시지의 신선도에 대한 카운터 값이고 MIC(KG)는
무결성 검증에 사용된다. 6LoWPAN-ND 주소 등록
이 성공적으로 완료 되면 6LBR은 각 6LN에 인증
된 6LN 목록을 배포한다. 따라서 NAC 프로토콜은
안전한 6LoWPAN-ND 주소 등록 프로토콜이며 이

전의 주소 등록이 만료되기 전, 즉 LT 값을 높이기
위한 주소 재등록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NAC 프로토콜의 몇 가지 약점을
발견했다. 첫 째, NAC 프로토콜은 6LN 과 6LBR 간
단일 홉 거리의 LoWPAN환경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둘 째, RA와 NS 메시지가 보호되
지 않기 때문에, 6LN3은 위조 된 prefix 정보를 기반
으로 IPv6 주소를 구성하고 위조된 6LBR과 연결될
수 있다. 셋 째, 6LBR에 대한 인증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 인증이 지원되지 않는다. 넷 째, 전역키
가 사용됨에 따라 하나의 6LN이 손상되면 전체 Lo
WPAN이 손상 될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은 NAC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

[Protocol 2] Rogue 6LBR Attack
6LN3 ← Adv: RA {6LBR_InfoAdv}
6LN3 → Adv: NS {Addr3}
6LN3 ← Adv: Challenge*
6LN3 → Adv: Nonce*, Ctr3, MAC(KG)

첫 째, 공격자 Adv는 위조된 6LBR 공격을 통하여

정상적인 노드의 연결을 방해하고 위조된 6LBR로의

연결을 야기할 수 있다. 6LN3이 6LBR에 대한 초기

주소 등록을 이미 완료했다고 가정한다. 공격자 Adv

은 위조된 prefix 정보인 PrefixAdv를 토대로 생성한 6L
BR_InfoAdv를 RS메시지를 통하여 브로드캐스트로 전

송한다. 메시지를 수신한 6LN3은 Addr3 = (MAC643, 
GP163, LT3)을 재구성하여 NS 메시지로 응답한다. Ch
allenge* = EK3 (Nonce * || KG)가 초기 주소 등록 중

에 6LBR에 의해 사용되고 Adv에 의해 관찰되었다

고 가정하면, 그것은 6LN3에 재생되어 사용될 수 있

다. 해당 응답 메시지가 생성 되더라도 더 이상 처리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상 6LBR과의

연결이 종료되고 불량 6LBR과의 새로운 연결이 시

작된다.

[Protocol 3] Man-In-The-Middle Attack
6LN3 → Adv : NS {Addr3}
Adv  → 6LBR : NS {AddrAdv}
6LN3 ← Adv ← 6LBR: Challenge
6LN3 → Adv → 6LBR: Response

둘 째, NAC 프로토콜은 MITM Attack이 발생할 수

있다. 6LN3과 6LBR 사이의 공격자 Adv는 6LN3 이

전송하는 NS 메시지를 가로 채고 자신의 AddrAdv로

수정 한다. Addr3 = (MAC643, GP163, LT3)은 AddrAdv 
= (MAC643, GP163, 0)로 수정되어 6LBR에게 전송된

다. 그 후, Adv는 Challenge 및 Response 메시지를 중

계한다. 그러나, Adv의 LT3 = 0의 변조 공격으로 인

하여 6LBR의 DAD 테이블에 있는 6LN3 항목은 영구

적으로 제거되고 GP163은 다른 6LN에 할당 될 수

있게 된다.

Fig. 4. Network Admission
Control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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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련 연구 및 취약점 분석

위의 분석들로 안전한 주소 등록을 위해서는 6Lo
WPAN-ND 메시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
되었다. 본 절에서는, 6LoWPAN-ND 메시지의 보호
를 위해 제안된 보안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에
따른 취약점 분석을 수행한다.

훼손된 노드 공격이 가능하다면, IPv6 주소가 네트
워크 내에서 고유 한 경우 모든 디바이스가 네트워
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SEND [9]와 L-SEND
[10] 프로토콜은 허가받지 않은 디바이스가 기존 네
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보호할 수 없다. 위의 문제
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안전한 6LoWPAN-ND를
위한 몇 가지 연구가 제안되었는데, 대부분은 6LN과
6LR 간의 키 인증 및 설정에 중점을 두었다. [11, 1
2]에서, 6LBR 또는 키 서버는 6LN의 공개키를 분배
하기 위한 키 분배 서버의 역할을 하며, 공개키 연산
은 6LowPAN-ND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다. [13]에서, Authentication Server (AS) 는 인증
된 6LN만이 LoWPAN에 가입하도록 허용 할 수 있
다. 하지만, 디바이스 ID에 대한 기밀성은 제공하지
만 6LoWPAN-ND 메시지의 기밀성은 제공하지 않
는다.

IEEE 802.15.4는 LoWPAN에서 hop-by-hop 보안
을 위한 몇 가지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IEE
E 802.15.4 표준에서는 키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
았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IEEE 802.15.4 기반 Lo
WPAN의 두 디바이스 간에 키를 설정하는 방법은
사전 키 분배, 키 분배 센터 (KDC)의 사용 및 인증
서 접근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첫 째, 사전 키 분배
[14, 15]는 하나 이상의 대칭 키 또는 키 재료를 각
디바이스에 미리 로드하여 각 디바이스 쌍 간에 대
칭 키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많은 디바
이스가 다중 홉 LoWPAN에 배포되어야 하므로, 이
방법은 각 디바이스에서 상당한 메모리 공간을 사용
하게 한다. 둘 째, KDC 기반 접근법에서 [16, 17], P
an Coordinator (PC)는 키 분배 센터의 역할을 수행
한다. 디바이스 1A가 다른 디바이스 1B와 대칭 키를
설정하기 위해, 1A는 PC의 대칭 키를 요청한다. PC
는 키를 생성하여 IA와 IB 두 디바이스에 전송한다.
셋 째, 인증서 기반 접근법은 인증서를 소유 한 두
디바이스가 Authenticated Key Establishment (AK
E)를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 가능하다. 그러
나 수백 바이트 크기의 X.509 인증서를 사용하면 Lo
WPAN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6LBR에서 단편화 및
재조립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된다. IEEE 802.15.4 프
레임 크기가 127 바이트로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십 바이트 크기 인 ECQV 인증서 [18, 19]의
사용은 두 디바이스 간에 경량 AKE를 위해 제안되
었다. PC는 6LoWPAN에 가입하는 디바이스에 ECQ
V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 (CA) 역할을 수행한
다. 인증서 기반 접근 방식은 확장 가능하지만 ECD
H (Elliptic-Curve Diffie-Hellman) 키 교환으로 인해
디바이스에 상당한 연산량 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6LoWPAN-ND 주소 등록과 관련
된 보안 문제를 조사했다. 또한 기존의
6LoWPAN-ND의 취약점을 보안하기 위해 제안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자원 제약적인 환경인
LoWPAN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향
후, 이전의 취약점들을 분석하여 안전한
6LoWPAN-ND 보안 메커니즘을 구상하고 기존의
연구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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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디지털 지도는 차선정보, 가드레인, 도로 곡

률 및 경사, 신호등 위치, 교통 표식 등 시스템

에 필요한 3차원 도로 환경정보를 수십 센티미

터 수준의 정확도로 제공한다. 이는 단순 내비

게이션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의

미에서 정밀지도(High Definition, HD 혹은

Highly Automated Driving, HAD)라고 부른다.

정밀지도를 구축하려면 고가 장비를 갖춘 측량

차량 여러 대가 도로 곳곳을 하나하나 탐색하

는 작업을 거친 후 특수 소프트웨어나 수작업

등의 후처리 공정을 통해 정보를 추출해야 하

는데, 이러한 방법은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요

구된다.

1)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

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R7117-18-0161, 자율주행 스마트자동차용 이

상징후 탐지핵심기술개발)

이러한 모든 정보는 주행 판단 및 제어에 영

향을 미치므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

다. 차량에 탑재된 다양한 장치가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대표적 장치들로

는 고정밀 GPS, 관성항법장치(INS), 360도 카

메라, 3차원 레이저 스캐너 등이 있다.[1]

이러한 방법 외에도 GPS 구간 검지 방식 기

반의 교통정보 수집[2],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

한 교통정보 수집[3], V2V기반 교통정보수집체

계[4][5]와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웹으로부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유의미한 정보만을 추

출하는 웹 크롤링 기법을 이용해 뉴스, 블로그,

SNS, 관공소 홈페이지 등으로부터 수집된 다양

한 유형의 웹 문서로부터 신뢰도 높은 데이터

를 활용하여 정형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가공하

는 기법을 통해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

한 교통정보 수집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웹 크롤링을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 기법1)

박세진*, 윤지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Traffic Information Collection Method Using Web Crawling

Sejin Park*, Jiwon Yoon**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요 약

현존하는 다양한 기법의 교통정보 수집 기법들은 설치 및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인적·

물적 자원이 요구된다. 또한 설치 구간에 따른 공간적 범위의 제한, 유효표본수에 따른 한계, 시

간 또는 날씨 환경에 따른 오류발생 등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을 제안한다. 이는 적은 자원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웹 문서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웹 문서 기반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이를 정형화하고, 추

후에는 이를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실시간 교통정보 예측 알고리즘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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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기법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법으로 지점 검

지 기술과 구간 검지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2.1 지점 검지 기술[2]

2.1.1 차량 검지 시스템(Vehicle Detection Sy

stem, VDS)

차량 검지 시스템은 도로 본선에 매설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매설형 검지가와 도로 본

선이 아닌 도로변에 설치하여 수집하는 비매설

형 검지기로 구분할 수 있다. 매설형 검지기로

는 루프, 자기 등이 있으며 대부분 루프가 많이

사용되고, 비매설형 검지기로는 영상, 초단파,

적외선, 초음파 등이 있으며 현재 영상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차량 검지 시스템은 해당 도로

지점에서 차로 별로 통과하는 개별 차량의 속

도, 차량 길이, 점유율, 통과시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일정 주기(예로 1분, 5분)로 교통정보

를 센터에 제공하게 된다.

유지관리 용이성은 비매설형이 매설형에 비

해 좋지만 운용비용은 매설형이 저렴하고, 설치

및 운용비용은 수명주기에 따라 다음 식과 같

이 계산한다. (: 운영년수,  : 이자율)

수명주기비용 = [(장비단가*수량)+설치비용]*

[  
 

]+연간유지보수비용

2.1.2 폐쇠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

vision, CCTV)

폐쇠회로 텔레비전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

여 특정 장소의 상황에 대해 동영상 정보를 수

집하는 기술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직접 육안으

로 교통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돌발 상황 검지가 가능하다.

시스템은 그림1과 같이 현장 시스템과 센터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교통정보 비디

오를 수집하여 센터로 전송하면 센터 내에서

상황판으로 전송하여 표출한다.

정보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상 제공이 가능

하므로 현장의 실시간 교통상황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검지영역의 변경 및 설정이

센터 내에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상수

집 영역의 잘못된 선정으로 정보수집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검지영역의 공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2.2 구간 검지 기술[6]

2.2.1 차량 자동 인식 장치(Automatic Vehicl

e Identification, AVI)

도로 특정 구간의 상·하단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그림 2와 같이 차량의 두 지

점의 검지시간 차이와 검지기 간 거리 차를 이

용하여 구간속도, 통행시간 등의 정보를 생성하

는 기술이다. 이는 설치 지점의 모든 차량을 대

상으로 차량 번호판 정보를 판독하여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러한 번호판 판독기술은 일부 주

차장에서 입차 또는 출차 하는 차량의 번호판

을 판독하기 위한 시스템에도 이용된다.

수집된 정보의 높은 신뢰성은 유효 표본수가

확보될 때 가능하며, 유효표본수를 많이 확보하

기 위해서는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과 같이 회

전 교통량이 적은 곳에 설치를 해야 한다. 대부

분의 고속도로와 수도권 북부 일반국도의 경우

그림 2 차량 자동 인식 장치 기법

그림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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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km간격으로 설치한다.

이 기술은 무선통신기술이 아닌 검지기 중

유일하게 가장 정확한 구간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유효표본수만 충분히 획

득할 수 있다면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안개 낀 날씨나 어두운 시간대처

럼 차량 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조건에서는 판

독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

2.2.2 비콘

무선 노변 센서와 소형 기지국이라는 전용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차량의 주행정보를 수집

하는 구간 검지 교통정보 수집 서비스를 의미

한다. 이는 프로브 차량의 단말기로부터 수집되

는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며, 정보

수집을 위해 RF비콘 방식과 DGPS방식을 혼합

하여 차량 주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구

간 검지 교통정보 시스템이다. 비콘 시스템은

프로브 차량, 비콘, 기지국, 교통정보센터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RF 모듈이 장착된 프로브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때 교차로에 설치되어있

는 비콘이 신호를 교통정보센터로 송신하고 수

집된 교통정보는 기지국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

통정보센터로 전송한다.

상대적으로 설치 및 운영비가 저렴하고 시스

템이 간단하고 용이하며 구간속도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신 속

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며 한 주기(1.7초)에 3대

차량의 데이터만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III. 제안 기술

이 절에서는 웹 크롤링 기법을 이용하여 교

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형화된 형식으로 저

장하는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활

용하여 추후에는 실시간 교통 예측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기존 내비게이션과 비교하여 정

확도를 측정하고 검증할 예정이다. 정형화된 상

태로 공개되어 있는 정형화 교통정보와 비정형

화되어 있는 상태로 가공이 필요한 비정형화

교통정보로 구분지어 웹으로부터 데이터를 크

롤링하며, 이때 데이터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3.1 정형화 교통정보 수집 기법

정형화 교통정보는 웹 사이트(한국도로공사,

국가 교통정보센터, 민원 24, 기상청 등)에서 제

공하는 데이터로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쉽게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해 실시

간 교통량, 집회 및 시위, 스포츠 경기 일정, 각

종 행사 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3.2 비정형화 교통정보 수집 기법

비정형화 교통정보는 갑작스러운 폭발 및 화

재 사건이 발생하거나 불법 집회, 지역 내 행사

등 사전에 조사되지 않는 정보들에 해당한다.

특히 교통흐름과는 무관하게 보이는 대형 유통

업체의 개점일, 마트 휴무일 등은 주변 교통 혼

잡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뉴스, SNS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

상청의 예측과 다른 갑작스러운 기상변화 지진,

우박 등도 교통 흐름과 관련도가 높으므로 관

련 키워드(예로 지진, 우박, 교통사고 등)를 포

함하는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림 4와같이 모든 데이터의 형식을 도로명,

방향, 메시지, 날짜, 시간, 요일, 가중치로 하였

그림 4 교통정보 데이터

그림 3 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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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를 도로와

방향(혹은 구간)에 대한 정보로 세분화하고, 그

항목에 따른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구간

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읽어올 수 있다.

3.3 교통정보 예측 알고리즘

현재 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도로별 소

통상태 기준 속도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수집한 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에서

msg에 해당하는 칼럼에는 해당 도로의 현재 속

력에 대한 정보와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속력에 관한 정보로 표1의 기준

에 따른 도로교통 현황에 대한 알고리즘을 구

현하고,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정보는 알림 메시

지를 이용해 우회하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알고

리즘을 구현할 것이다.

또한 기상청 웹 사이트로부터 크롤링한 데이

터로부터 눈이나 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시야확보나 노면상태로 인한 운행속도 감속(20~

50%)를 고려하여 도로별 소통 상태를 제공하

고, 급격한 핸들조작이나 급제동을 삼가고 전조

등을 켤 것을 권고하는 알림 메시지도 함께 제

공할 예정이다.

그림 5는 네이버 지도에서 송악IC로부터 서

평택 IC까지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검색한 결과

이다. 이를 보면 거리는 총 12.60km이며 약 38

분이 소요되므로 도로의 소통상태가 정체 구간

이라 판단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체의

원인이 안개인지 사고인지 또 다른 원인이 있

는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크롤링 기법을 이용하여 정보 수집을 한 결과

에 따르면 그림 6과 같이 정체 구간이라는 정

보와 함께 화물차 사고로 인한 정체라는 것까

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IV. 앞으로의 연구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양의 웹 문서로부터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키워드를 포

함한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이를 정형화된 형식

으로 맞추었다. 이를 통하여 추후에는 빅데이터

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 흐름 예측 알고리즘을

구현할 예정이며, 다른 내비게이션과 비교 및

분석을 통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계산할 예정

이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의 수집 기법을 통

한 데이터 이외에도 다른 데이터를 통해 정밀

한 교통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교통정보

기능에서 우박이나 폭우 등의 기상 상태나 교

통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행사 일정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원활, 서행, 정체

등 실시간 교통상황을 편리하게 알아보고 교통

혼잡 구간을 회피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

함으로써 차별화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할 예

정이다.

웹 문서로부터 크롤링된 데이터는 데이터의

신뢰도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수많은 데이

터에 대한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

면 적은 비용으로 정확도 높은 데이터들을 수

원활 서행 정체

고속도로 80km/h ~ 40km/h

도시고속도로 50km/h ~ 30km/h

국도 40km/h ~ 20km/h

시내부 30km/h ~ 15km/h

표 1 도로별 소통상태 기준 속도

그림 5 실시간 교통정보 검색 결과

그림 6 크롤링을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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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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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사회에서 난수생성기(Random Number

Generator, RNG)는 IoT, 인공지능, 데이터베이

스, 정보보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매우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암호기술을 적용하는

보안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난수생성

기의 결함은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을 갖춘 고성능 난수생성기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완전

한 난수를 생성하는 진난수생성기(True

Random Number Generator, TRNG)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반투명 거

울을 통해 이동하는 광자, 핵붕괴 방사선원, 전

자 회로의 양자 기계적 잡음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양자역학적 현상을 이용하여 양자난수

1) 이 논문은 SK Telecom Network R&D

Center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생성기(Quantum Random Number Generator,

QRNG)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난수생성기들은 물리적인

칩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타이밍 공격(timing

attack) 또는 오류 주입 공격(fault injection

attack) 등 부채널 공격의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난수생성기를 대상으로

유효한 부채널 공격을 성공시킨 연구들이 꾸준

히 발표되고 있다 [1-4]. 따라서 난수생성기의

보안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난수생성기

가 부채널 공격에도 안전함을 보이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난수생성기와 하드웨어 기반

부채널 공격들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난수생성

기를 대상으로 한 부채널 공격 사례들을 소개

한다. 또한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난수생성기의

난수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이

를 토대로 난수생성기의 부채널 공격 대응 연

구의 중요성에 대해 논한다.

진난수생성기에 대한 부채널 공격 및 난수성 분석 사례 조사1)

최낙준* 이지은** 김광조*,**

KAIST *정보보호대학원 **전산학부

Side-Channel Attack and Randomness Analysis of
True Random Number Generators

Nakjun Choi* Jeeun Lee** Kwangjo Kim*,**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School of Computing, KAIST

요 약

암호기술을 적용하는 보안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난수생성기의 결함은 보안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을 갖춘 고성능 난수생성기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진난수생성기는 물리적인 칩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타이밍 공격 또는 오류 주입 공격 등과 같은 부

채널 공격의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난수생성기를 대상으로 유효한 부채널 공격

을 성공시킨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난수생성기와 하드웨어 기반 부채널 공

격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실제 난수생성기를 대상으로 한 부채널 공격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난수생성기의 부채널 공격 대응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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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으로 Ⅱ장에서는 난수생성기

와 부채널 공격에 속하는 전력 분석 공격

(power analysis attack), 글리치 공격(glitch

attack), 오류 주입 공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하고, Ⅲ장에서는 실제로 난수생성기를 대상으

로 수행된 글리치 공격, 주파수 주입 공격

(frequency injection attack), 전자기 공격

(electromagnetic attack)과 같은 부채널 공격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

으로 Ⅳ장에서는 결론 및 이를 토대로 한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논한다.

II. 배경지식

2.1 난수생성기

난수는 정의된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수를 말한다. 난수생성기를 통해 만들어진 난수

는 (1) 다음으로 어떤 난수가 생성될지 예측이

불가능해야하며(unpredictable), (2) 이전에 생성

된 난수와 이후에 생성된 난수간의 상관관계가

없어야하며(uncorrelated), (3) 생성된 난수가 어

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unbiased).

하지만 실제 컴퓨터 환경에서는 난수를 결정론

적인 방법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작

위인 난수를 얻기는 어렵다. 이렇게 얻어진 난

수는 진정한 의미의 난수가 아니기 때문에 의

사난수(Pseudo-Random Number)라 부르며 소

프트웨어에서 난수를 생성하는 코드를 의사난

수생성기(Psudeo-Random Number Generator,

PRNG)라 한다.

난수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난수생성기

중 진난수생성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물리

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없는 무작위

현상을 샘플링 함으로써 난수를 생성한다. 최근

에는 양자역학적 현상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이용한 양자난수생성기가 개발되었고 스위스 ID

Quantique사의 Quantis RNG [6], SK Telecom사

의 QRNG Chip [7,8]이 대표적이다.

난수생성기를 통해 만들어진 난수는 NIST

STS [12], dieharder [13]와 같은 난수성 테스트

또는 비트스트림으로 표현한 결과를 분석하여

난수성을 검증한다.

2.2 전력 분석 공격

[9]에서 처음 소개 된 전력 분석 공격은 공

격 대상에 직접적인 손상 또는 변형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passive) 공격 및 비침입 공

격으로 분류된다. 전력 분석 공격은 크게 단순

전력 분석(Simple Power Analysis, SPA)과 차

분 전력 분석(Differential Power Analysis,

DPA)으로 나뉜다.

단순 전력 분석은 암호 장치의 연산 과정에

서 소비되는 전력 변화를 측정 후 분석하여 비

밀키 등의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공격 방법

이고, 차분 전력 분석은 측정된 전력 소모량의

통계적 특성을 비교하여 비밀키를 추정해내는

방법이다. 전력 분석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연

산에 소모되는 소비전력에 무작위성을 부여하

거나 중간 값을 감추는 마스킹 기법 등이 사용

되어야 한다.

2.3 글리치 공격

글리치 공격은 암호처리 프로세서가 들어있

는 하드웨어 장치에 가해지는 공격이며 스마트

카드가 주요 공격 대상이다 [5]. 하드웨어 장치

의 회로를 분석하여 외부에서 오는 전원 또는

클록 신호에 글리치 신호를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 장치에 예측할 수 없는 동작이 발생하도

록 한다. 스마트카드의 경우 내부 클록이 증가

하여 인증 과정이 우회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

다. 글리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장

치가 쉽게 분석되지 않도록 회로를 불규칙하게

구성해야 한다.

2.4 오류 주입 공격

오류 주입 공격은 공격 대상에게 직접 접근하

여 장치의 비정상적인 동작을 끌어내기 때문에

능동(active) 공격으로 분류된다. 주로 암호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를 이용하여 유

효한 결과를 얻어내는데,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전력을 낮추거나 올리고 장치의 온도를 조절하는

cold boot 공격 [10] 등의 행위를 한다.

오류 주입 공격은 공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의도적인 행위의 선택폭이 넓고 대부분의 암호

장치에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

되는 부채널 공격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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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채널 공격 사례

3.1 글리치 공격

스펜인의 Honorio 연구팀은 self-timed ring

기반 진난수생성기에 전력 글리치 공격, 클록

글리치 공격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편향된

난수들을 발생 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1].

원활한 전력 글리치 공격을 위해 진난수생성

기의 기본 전력을 1.2V에서 0.7V로 하향한 뒤

전력 글리치를 주입하는 시간을 늘려가며 실험

을 진행하였다. [그림 1]의 (a)는 기존 진난수생

성기의 난수 출력을 비트스트림으로 표현한 결

과이고 (b)와 (c)는 각각 62.5 , 187.5 동안

전력 글리치 신호를 주입한 결과이다 [1]. 주입

시간이 길어질수록 난수성이 감소하는 모습을

통해 공격의 유효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클록 글리치 공격을 위해 기존 20MHz

의 클록 신호 대신 40MHz의 클록 신호를 주입

하였고 이를 통해 진난수생성기의 출력 난수를

완전히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였

다.

3.2 주파수 주입 공격

2009년 Markettos 링 발진기(ring oscillator)

기반의 진난수생성기의 주파수 주입 공격 방법

을 발표 하였다 [2]. 스마트카드 또는 보안 마이

크로 컨트롤러의 전원 공급 장치에 사인파 신

호를 주입하여 의도적으로 링 발진기의 동작

조건을 수정하고 편향된 출력 신호를 얻어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난수성의 감소를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하여, 사인파 신호 주입 이후 시행

된 난수성 검증 결과를 [표 1]에 정리하였다

[2]. NIST STS 통과율은 약 15%, dieharder 테

스트는 약 32% 수준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통해

주파수 주입 공격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3.3 전자기 공격

2012년 [2]에서 수행된 주파수 주입 공격을

개선한 전자기 공격이 발표되었다 [11]. 일반적

으로 전자기 공격은 암호화 장치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의 특성을 분석하는 비침입 공격이다. 하

지만 [2]에서는 프로브를 이용하여 전자기를 직

접 암호화 장치에 주입하는 능동 공격의 형태

를 보여준다. [2]와 마찬가지로 링 발진기 기반

의 진난수생성기에 공격을 수행하였으며, 전원

패드에 직접 신호를 주입할 필요가 없는 향상

된 공격 방법이다.

[그림 2]는 진난수생성기의 출력 난수를 비

트스트림으로 표현한 결과이다 [11]. 강한 전자

기가 주입될수록 난수성이 감소하는 모습을 관

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격의 유효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비트스트림을 조작하여 특정한 문장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진

난수생성기의 난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음을

[그림 1] 전력 글리치 공격의 결과

NIST Pass Fail

No injection 187 1

Injection 28 160

Dieharder Pass Poor Weak Fail

No injection 86 6 6 9

Injection 28 16 5 58

[표 1] 난수성 검증 결과

[그림 2] 전자기 공격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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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증명하였다. 공격자는 이러한 공격

들을 통하여 난수의 정확한 값을 취하고 암호

화 알고리즘 구현의 비밀 키 정보를 손쉽게 추

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진난수생성기의 부채널

공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져야 한다.

IV.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로 사용되고

있는 난수생성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하드

웨어 기반 부채널 공격의 종류 및 적용 가능성

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난수생성기를 대상으

로 한 부채널 공격의 실제 공격 사례들을 소개

함으로써 난수생성기의 부채널 공격 대응 연구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2년, 스위스 ID Quantique사에서 세계최초로

양자난수생성기를 출시한 이후 진정한 무작위

성을 가진 난수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되어 왔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EYL사가 방사

성동위원소 반감기를 이용한 초소형 양자난수

생성기 칩을 개발하고 [14], SK Telecom사가

세계최소형 양자난수생성기 칩을 개발하는 등

현재까지도 양자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난수생

성기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로는 현재 상용 또는 개발 중인

양자 난수생성기에 널리 알려진 전력분석 공격,

글리치 공격, 오류 주입 공격 등의 부채널 공격

을 수행한 후 각 장치들의 안전성을 비교 및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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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amport 일회용 패스워드(OTP)는 고정된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워드의 사전공유라는 단순 패스워드가 지니

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시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Lamport 방식은 길이가 유한한 해시체인
의 해시값을 OTP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시체인을 구성하는 해시값들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는 새로운 해시체

인의 루트 해시값을 재 등록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해시체인 기반 OTP는

Lamport 방식의 OTP의 핵심인 하나의 긴 해시체인 대신에 여러 개의 짧은 해시체인을 중첩 구성하여

Lamport 방식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단점을 해결한다.

I. 서론

해시체인 기반의 Lamport 일회용 패스워드(OTP)
[1]는 단순 패스워드의 세 가지 보안 취약점인 고정

된 패스워드의 사용, 패스워드의 낮은 안전성 및 증

명자와 검증자간 패스워드 사전공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특히 암호해시함수를 활

용한 해시체인의 개념은 키 관리 및 인증 메커니즘

을 설계하는 데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세 가지

표준 OTP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해시체인 기반

OTP (HOTP) [2], 카운터 기반 OTP (COTP) [3]

및 시간 기반 OTP (TOTP) [4]가 있다. HOTP는

Lamport의 OTP를 사용자 수준에서 사용하기 위해

채택 된 표준으로써 암호해시함수로부터의 결과 값

이 소수의 문자들로 구성된 워드로 변환된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HOTP는 클라이언트의

사용상 편의를 위해 확장한 방식이므로 Lamport 방
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용 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H2101-18-1001)

* 본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제원으로 한국 연구

제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본 연구지원사업 성과임.

(NRF-2017R1D1A1B03027862)

해시체인 기반의 Lamport OTP는 난수에 암호해

시함수를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생성한 해시체인의

해시값을 역순으로 사용한다. 검증자는 증명자로부

터 전송된 마지막 해시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자가 전송하는 OTP인 이전 해시값을 검증 할

수 있다. Lamport OTP는 보안 및 효율성 측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자체 취약점이 존

재한다. 첫째, 해시체인을 구성하는 모든 해시값을

소모하게 되면, 증명자는 새로운 해시체인을 생성하

고 검증자에게 루트 해시값을 재 등록해야한다. 둘

째, 증명자측이 성능이 제한된 디바이스일 경우, 해

시체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OTP를 계산 또는 저

장하는 부담이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는 OTP 생성 및 검증을 위한 새로운

해시체인을 설계하고 구성한다. Lamport OTP에서
의 하나의 긴 역방향 해시체인과는 다르게, 제안하

는 새로운 해시체인은 여러 개의 짧은 역방향 해시

체인으로 구성되며 각 해시체인은 순차적으로 상호

연결된다. Lamport OTP의 장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위에서 서술한 Lamport 방식의 단점을 해결한다.

해시체인의 루트 해시값을 사전에 최초 등록 이후

부터는 추가 재 등록 없이 무제한의 OTP를 생성하

고 검증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2장에서는 추가적인 재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중첩된 무한 해시체인 기반 OTP를 제안하고. 3장에

서는 이를 비교분석하며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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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첩 무한 해시체인 기반의 OTP

II. 중첩 무한 해시체인 기반의 OTP 제안

2.1 설계 원리

Lamport가 제안하는 방식은 증명자 측에서 OTP

로 사용하는 해시체인{ = (), ∈[,]
and   }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초기화 및

등록과정이 반복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증명자 측에

서 해시체인{
 

  , where ∈ ,
∈∞, and  }의 해시값을 OTP로 사

용하여 인증 하는 과정 속에 추가적으로 다음 해시

체인의 루트 해시값 
을 검증자 측에 전송함으

로써 재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증자가 다음

해시체인의 루트 해시값을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기

법이다.

[초기화 및 등록단계]

① ,  ∈{}
② 

 ←, 
 ←

③ generate     for ∈
④ generate 

  
  for ∈ 

⑤ root ← 
, root ← 



⑥ register (,root) to Verifier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OTP는 Lamport가 제안하

는 방식과 동일하게 초기화 및 1회성 등록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증명자는 OTP로 사용할 해

시체인을 계산하기 위한 비트 길이의 ,

를 생성하고 보관한다(①, ②). 그 후에 반복

적으로 해시체인의 길이 만큼 암호해시함수 

를 연속적용하여 루트 해시값 
, 

를 계산하고

(③, ④) 자신의 식별자인 와 함께 root를 검증

자측에 등록한다(⑤, ⑥).

2.2 OTP 생성 및 검증

증명자가 검증자에게 자신의 ID인 를 전송하

면 검증자는 현재 세션에 사용될 OTP의 인덱스 (i,

j)을 증명자에게 보낸다. 이때, i는 현재 해시체인 인

덱스 그리고 j는 해당 해시체인내의 해시값 인텍스

를 지칭한다. 즉, 검증자는 증명자가 이전 세션에서

제시한 
 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증명자는

검증자가 전달한 인덱스 에 따라 
를 생성하여

OTP로 사용한다. (그림 1)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i

= 1, j = 2)일 경우에 검증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전

OTP 값은 (
, 

)이고 증명자가 제시해야 하는

OTP는 (
, 

)가 된다. 이때, 다음 해시체인의

루트 해시값 root (위의 예를 기준으로 할 경우

root= 
)을 OTP와 함께 전달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j = 1인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존

재한다.

[OTP 생성 및 인증단계]

 If   1
①  ∈{0,1}



② 
 ← 

③ generate  =  for ∈ 
④ root ← 



⑤ return {
, root}

 else
⑥ return {

, root}

첫째, 검증자가 증명자에게 전달하는 인덱스 가

인 경우 즉, 첫 번째 OTP 
인 경우에는 다음

해시체인을 위한 새로운 을 생성하고(①)

암호해시함수를 반복적으로 해시체인 길이만큼 적

용하여 root을 계산(③)하여 보관하고 이를 전
달한다(⑤). 둘째, 인덱스 가 이 아닌 경우에는 새

롭게 루트 해시값 root을 계산 할 필요가 없으

므로 인증에 필요한 OTP 
 만 계산하여 이전에

계산한 root과 같이 전달한다(⑥).

[OTP 검증단계]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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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port TOTP COTP Proposed

사전 공유키 불필요 O X X O

재 등록 불필요 X O O O

동기화 지원 O O O O

<표 1> Lamport, TOTP, COTP, Proposed 비교

① if   , store(, , , root,_)
② else store(, , , 

, root)
③ return "success"

 else 
④ return "fail"

인증과정에서 Lamport 방식의 경우에는 전달받

은 OTP 에 암호해시함수 를 적용하여 자신

이 보관하고 있던 해시값 과 비교한다. 제안하

는 방식도 전달받은 OTP 
에 암호해시함수 

를 적용하여 증명자를 검증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Lamport 방식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증명자 측에

서 전달한 다음 해시체인의 루트 해시값을 검증에

성공한 경우엔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

리가 요구된다. 검증자에게 전달하는 OTP 
가 해

시체인의 마지막 해시값일 때, 즉   일 때는 다

음 인증 시도 시 전달되는 새로운 해시체인 해시값

을 검증할 수 있게끔 root값을 다음 인증 시도

시에 비교할 해시값 
으로 보관한다. 그리고 해

시체인의 인덱스 는 값을 증가시키고, OTP 인덱스

는 로 초기화된다(①). 결과적으로 증명자가 다음

해시체인의 해시값을 이용할 경우, 검증자는 정상적

으로 검증할 수 있고(③), 인증 성공 시 증명자가

새롭게 생성한  값으로 계산하여 전달하는

root을 보관한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Lamport
방식과 동일하게 증명자가 전달하는 OTP 

에 암

호해시함수를 적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해시값 


과 비교하여 검증하고,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

면 OTP와 같이 전달받은 다음 해시체인의 루트 해

시값을 보관하고(②) OTP 인덱스 값을 증가시킨

다(③).

III. 안전성 및 효율성 분석

3.1 해시체인 기반의 OTP 안전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해시체인 기반 OTP방식은

Lamport 방식과 같이 암호해시함수 의 안전성,

즉 역상 저항성(pre-image resistance)에 기반을 두

고 있다. 증명자가 일회용 패스워드 
 (∈[∞],

∈[])를 노출한 이후에 악의적인 공격자가 


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해당 암호해시함수의 역

상저항성을 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일회용 패스워드와 같이 전송되는 다음 해시

체인의 루트 해시값 
의 경우도 공격자가 후속


 (j = 1, 2, ..., n)을 도출해 내야하기에 이 역

시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Lamport 방식과 마찬가

지로 제안방식은 증명자와 검증자간에는 무결성이

보장되는 채널이 요구되며 또한 검증자에 대한 인

증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전송되는 OTP 값의 변조

는 불가능하게 된다.

3.2 기존 OTP와의 비교분석

해시체인 기반의 Lamport 방식과 TOTP, COTP

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비교한다. 첫째,

TOTP와 COTP의 경우 증명자와 검증자간 사전 비

밀 정보를 공유해야 인증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

는 반면, 해시체인 기반의 Lamport 방식과 제안하

는 방식은 사전에 비밀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인

증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Lamport 방식
은 해시체인의 해시값을 모두 소모한 경우 새로운

해시체인을 생성하여 다음 루트해시값을 등록해야

하지만 TOTP, COTP, 그리고 제안방식은 인증 프

로세스를 계속 수행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표

1> 언급된 방식들은 OTP 생성을 위한 인덱스를 추

가적인 프로세스 없이 동기화 할 수 있다.

3.3 Lamport 방식과 제안방식 비교

Lamport 방식의 OTP는 재 등록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해시체인 길이를 증가시킬수록 증명자가 인증

을 위해 암호해시함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생성

하는 OTP의 계산량 부담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해시체인 기반 OTP는 하나의 긴 해시체

인을 사용하는 Lamport 방식과는 다르게 짧은 해시

체인을 사용하여 재 등록문제를 해결하고 증명자의

계산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 암호해시함수  사용횟수 비교

(그림 3)은 Lamport 방식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방식의 인증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명자측에서

부담하는 암호해시함수  계산량을 보여준다.

먼저 하나의 긴 해시체인을 사용하는 Lamport 방식
은 해시체인 길이를 100으로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해시체인을 사용하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길이를 10으로 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축

은 누적 인증횟수를 나타내고, 축은 암호해시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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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계산량을 나타낸다. 인증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Lamport 방식은 상대적으로 긴 하나의 해시체인을

이용해 인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방식과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누적 계산

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해시체인 기반의 OTP 시스템이

논의되었다. 기존 Lamport OTP는 2가지 실용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중첩된 무한 해시체인 기반의 OTP를 제안하였다.

새로이 제안된 OTP는 기존 Lamport OTP의 장점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음을 보였다. 해시체인 기반의 OTP는 사용자 인증

분야뿐만 아니라 키관리 및 사물인터넷의 기기인증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OTP 기법의 활용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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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국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에서 매

년 발표하는 10대 전략기술을 살펴보면 사물인

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2012년부터 매

년 선정되어 왔으며, 2016년에는 디지털메시

(Digital Mesh)[1]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IoT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디

바이스들이 그물 구조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정

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과거 사물들은 사용자가 요청하는 정보나 서

비스를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였지만 현

재 사물들에 요구되는 기능은 제어, 관리, 통신,

보안 등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기능

을 소형 기기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를 탑재하여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하지만 소형기기들은 데스크탑 환경과 달리

프로세스, 메모리 등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여

기능들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소형기기에 탑

재되는 OS는 크기가 매우 작아야 하며 제공하

는 기능들의 구현 및 호출이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기기에 탑재되는

Embedded Linux를 타겟으로 하여 Linux 환경

에서 커널 모듈을 구현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기밀성을 제공하는 LEA(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2]를 커널 및 응용 암호

모듈로 구현함으로써 소형 기기에서 효율적인

암호모듈 구현 및 호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기밀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인 LEA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Linux 상에서 커널 모듈을

구현 할 수 있는 적재가능한 동적 암호모듈에

대하여 소개한다. 4장에서는 효율적인 암호모듈

의 구현 및 호출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Linux OS 상에서의 커널 및 응용 LEA암호모듈
구현 및 호출 분석

송행권*, 이옥연*

*국민대학교 금융정보보안학과

Implementation and Call analysis of kernel Application LEA
Cryptographic Module on Linux OS

Haeng-Gwon Song*, Ok-Yeon Yi*

*Cryptography & Information Security Institute, Kookmin University

요 약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디지털

메시 사회가 되고 있다. 과거 간단한 기능을 제공하던 소형 경량기기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본래의 기능 뿐 아니라 제어, 관리, 보안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소형 기기들이

고유의 기능 만을 수행할 때에는 하드웨어, 펌웨어 형태로 제작 되었으나 최근 소형 기기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하기 위하여 운영체제를 탑재한 소형기기들이 출시되고 있다.

운영체제가 탑재된 소형기기가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 기능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기기들에 많

이 탑재되는 Linux OS상에서 데이터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량 암호 알고리즘

LEA암호모듈을 구현하고 또한 운영체제 상에서 효율적인 암호화를 위한여 커널 및 응용 환경

에서 호출 방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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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LEA(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
블록암호 LEA 알고리즘은 2012년 국가보안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높은 안전성과 우수한

효율성을 제공하는 128비트 블록암호 알고리즘

이다. LEA알고리즘은 다양한 SW환경에서, 국

제 표준암호인 AES(Advanced Encryption

Algorithm)대비 1.5배~2배 성능을 제공하며, 스

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의 저 전력 데이터

암호화, 대용량 데이터 서버에서의 고속 데이터

암호화 등에 적합한 알고리즘이다.

LEA알고리즘은 128비트 데이터 블록을 암

호화 하는 알고리즘으로 128, 192, 256비트 비

밀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안전성 기

준에 따라서 구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LEA의

라운드 함수는 32비트 단위의 ARX(Addtion,

Rotation, XOR)연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 연산을 지원하는 범용 32비트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고속으로 동작한다. 기존 블록암호

알고리즘과 다른 점은 S-Box 사용을 배제하여

메모리의 효율성을 갖는 경량 구현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그림 1 LEA알고리즘 암·복호화 과정

LEA 알고리즘은 키 길이에 따라 128, 192,

256으로 구분되며, 블록 암호 LEA의 규격은 표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Nb : 블록 바이트,

Nk : 비밀키 길이, Nr : 라운드 수)

구분 Nb Nk Nr
LEA-128 16 16 24
LEA-192 16 24 28
LEA-256 16 32 32

표 1 LEA 규격

III. 동적 커널 모듈(Dynamically

Loadable Kernel Module)
동적 커널 모듈(DLKM, Dynamically

Loadable Kernel Module)은 모듈을 동적으로

커널 속으로 로드 또는 언로드 할 수 있는 목

적 파일을 의미한다. 적재 가능 커널 모듈을 사

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시스템을 재

부팅하지 않고 필요 기능을 제공하는 커널을

추가 할 수 있다.

커널 모듈의 경우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하

는 메모리와 다른 별도의 커널 메모리를 가지

고 있다.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가상의 메모리와

연결되어 프로그램을 동작시키지만 커널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메모리와 직접

연결되는 커널 메모리를 사용한다. 물리적 메모

리의 속도는 가상 메모리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커널에서 동작하는 모듈은 사용자 영역

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보다 빠르게 실행된다.

또한 적재된 커널 모듈은 커널 레벨의 모듈

에 의해 호출 되거나 ioctl(Input Output

ConTrol)에 의하여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호출

되어 사용 할 수 있다. 커널 모듈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프로세스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프로그램보다 빠르게 실행 될

수 있으며 ioctl 함수의 경우도 프로세스 Lock

을 통해 해당 프로세스를 점유하여 사용 할 수

있다.

IV. 실험 방법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커널 영역과 응용프로그램

영역에서 암호모듈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암호

모듈은 각각의 영역에서 다시 호출 되어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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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방법으로 호출 관계를 정의 하였다. 또

한 LEA알고리즘의 효율적인 호출 방법을 실험

하기 위하여 키 생성과 암·복호화를 함께 수행

하는 on the fly 방법과, 키 생성과 암·복호화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기법인 Key-unrolling 기법

을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운영체제 Ubuntu 14.04

프로세서

Intel(R) Core(TM)

i7-4790 CPU @

3.60GHz
메모리 2039784 KB
컴파일러 gcc 4.8.4

표 2 실험 환경 명세

암호모듈을 호출하는 방법은 총 3가지로 정

의하였다. 커널프로그램에서 커널 모듈을 호출

하는 방법(KO-KO), 응용프로그램에서 커널모

듈을 호출하는 방법(APP-KO), 응용프로그램에

서 응용모듈을 호출 하는 방법(APP-APP)으로

나뉜다.

각 호출 관계마다 on the fly기법과 key

unrolling 기법을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암호화 데이터는 16바이트의 값을 전송하여 암

호화를 수행하였으며 1,000,000번 반복 암·복호

화를 수행하여 실행되는 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2 암호모듈 호출 관계

응용 프로그램 영역의 암호모듈은 SO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커널 영역의 암호모듈의 경우

KO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응용 프로그램에서의

응용암호모듈 호출은 동적라이브러리 참조의

형태로 호출 되었다. 응용프로그램에서 커널 암

호모듈을 호출 할 경우 에는 IOCTL 함수를 이

용하여 암호모듈을 호출 한다. 리눅스 2.6.39버

전 이전에는 IOCTL 함수를 호출 하였을 경우

BKL(Big Kernel Lock)을 사용하여 CPU 전체

lock을 수행한 후 커널 모듈을 호출 하였다. 하

지만 리눅스 커널 2.6.39 버전 이후부터는 BKL

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CPU의 프로세스의 LOCK을 수행하여 IOCTL

함수를 지원한다. 프로세스 LOCK을 통하여 커

널 모듈을 빠르게 수행 할 수 있지만 응용영역

에서 커널 영역으로 메모리 복사 등의 추가적

인 작업이 필요하다. 커널 프로그램에서 KO파

일 형태의 암호모듈을 호출하기 위하여서는 심

볼 테이블 참조를 통하여 사용하는 커널 모듈

을 호출 할 수 있다.

APP-APP호출 관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APP-KO호출은 Key unrolling 기법은

2.34배 빠르게 수행되며 on the fly 기법은 3.24

배 빠르게 동작하는 것은 확인 할 수 있다.

KO-KO호출의 경우에는 Key unrolling 기법은

2.63배 빠르게 수행되며 on the fly 기법의 경우

4.15배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PP-KO

호출과 KO-KO호출을 비교 하였을 경우 Key

unrolling 기법은 1.12배 빠르게 수행되며 on

the fly 기법은 1.28배 빠르게 동작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V. 결론
Io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경량 기기에

대한 다양한 기능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OS의 선택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본 논문

에서는 소형 기기에서 보안 모듈을 구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 하였으며 실험을 통

하여 각각의 효율적인 암호모듈의 호출 관계를

증명하였다.

소형 장비에서 암호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key_unrolling on the fly
app-app 0.291521 0.527119
app-ko 0.124202 0.162519
ko-ko 0.110933 0.126938

표 3 실험결과(실험단위 :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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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용프로그램 영역에서 암호모듈을 구현하

는 것이 아니라 커널 영역에서 필요한 암호모

듈을 구현하여 커널 영역에서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키 확장과 암·복호화를 나누어 사용하는

Key unrolling 기법을 사용하여 적용할 경우 최

소 1.1배에서 2배까지의 효율을 확인 할 수 있

다.

향후 커널 모듈의 쓰래드 선점, 스케줄링, 불

필요한 메모리 카피나 커널영역과 사용자 영역

스위칭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더 효율적인

암호화 방법을 제시하며 거기에 따른 정량적

분석을 통한 증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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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Public-key encryption is an invaluable tool 

and it is used ubiquitously in many areas. 
Few years ago, “functional encryption” (FE) 
has emerged as a new paradigm for 
public-key encryption which has 
supplemented some limits of the public-key 
encryption. For instance, “cloud” services 
needed new broad vision of encryption, or 
security, which showed the insufficiency of 
original public-key encryption. Based on its 
secret key and a given cipher text, a receiver 
can learn the functions of the underlying 
message. In functional encryption, there are 
two types of Predicate Encryption

! Predicate Encryption with public 
index

" Identity-Based Encryption

" Attribute-Based Encryption

! Predicate Encryption

" Hidden Vector Encryption

" Inner Product Predicate

Identity-Based Encryption and 
Attribute-Based Encryption are below 
Predicate Encryption scheme with public 
index. There is another class for Predicate 
Encryption that consists of Hidden Vector 
Encryption and Inner Product Predicate.

Sahai, Waters, and Boneh have set the 
formal definition and challenges for the 
Functional Encryption in 2011. In this paper, 
the schemes of each functional encryption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chemes will 
be compared and explained.

II. Syntax and Security Notion
As mentioned above, there are three types 

of functional encryption algorithm. Those 
three algorithms, in details, have differences 
in a way they encrypt data, but their basic 
encryption scheme is similar. 

2.1 Functional Encryption (General)

The functionality F, which is the syntactic 
definition of functional encryption (FE), 
describes the functions of a plaintext that can 
be obtained from the ciphertext.

Survey of Functional Encryption and its Functionality
Hyundo Yoon, Hyunsoo Kwon, Junbeom Hu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blic-key encryption has been used ubiquitously in many areas for security 
issues. As new computer services, such as “cloud” system, emerge and needs for 
selective security increase, the original public-key encryption needed to be ameliorated 
and changed in their encryption scheme. Functional Encryption has broadened the vision 
of the public-key encryption. It also allowed the key holder to learn only the function of 
encrypted data, but nothing more about the data. In Functional Encryption, many 
encryption schemes have been proposed that are proven adequately secure. In this paper, 
each encryption schemes will  be shown an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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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123

! Setup: input 45 outputs a master public 
key  and master secret key 65.

! KDer: input 65 and a function 7∈! 
outputs an evaluation token 657 for 7.

! Enc: input a )5 and a message 8∈∑ 
outputs a ciphertext /.

! Eval: input an evaluation token 657 and 
a ciphertext / outputs a string 9 or ⊥.

The functionality F is defined over $+*;3, 
where !< + ×;→?@*4AB. The general 
functional encryption scheme follows the 
standard public-key encryption.

2.2 Predicate Encryption

The Predicate Encryption scheme is defined 
in terms of a polynomial time.

C < +×;→?@*4A

!$5∈+* $∈D*83∈;3 <# ?8ifC$5*∈D3 #4⊥ifC$5*∈D3 # @

When decrypting, the payload of the 
ciphertext is revealed only with the condition 
of . However, it reveals nothing new about 
the  with other cases or conditions. Even 
though, in  the and  is known, the payload in  
cannot be known unless the condition  is 
satisfied.

2.3 Identity-Based Encryption (IBE)

In Identity-Based Encryption(IBE), the 
ciphertexts and private keys are generally 
associated with in the form of string that are 
considered as “identities and a key can 
decrypt when the two strings, or identities, 
are equal. The scheme of the IBE is 
described similarly with the Predicate 
Encryption scheme.

! The key space + <#?@*4AB∪?HA.

! The plaintext = (ind, m), where the 
index space I <# ?@*4AB.

! C$5∈+\∈D∈I3 <#?4 if5 #∈D@K'L&-MN6&

The plaintext is a pair of (index) and payload 
message . For instance, for email, the index 
may be the sender and the payload message 
may be the content of the email. 

2.4 Attribute-Based Encryption(ABE)

Attribute-Based Encryption(ABE), 
introduced by Sahai and Waters, is 
encryption scheme that one could express 
complex access policies. Attribute-Based 

Encryption has two different of formulations: 
Key Policy ABE and Ciphertext-Policy ABE.

The Key-Policy ABE with n variables is 
described as a predicate encryption scheme, 
C. < +× I→?@*4A and with the Boolean 
formulas. 

! The key Space + : the set of all 
poly-sized Boolean formulas ϕ in . 
variables OPQ # $Q4*RRRRRR*Q.3∈?@*4A.. ϕ$OPQ3 : the 
value of the formula ϕ at OPQ. 

! Plaintext: a pair $N.D#OPQ*83

   Index space: I <#?@*4AB

   OPQ: bit vector representing the boolean 
values$Q4*RRRRRR*Q.3 .

! C.$ϕ∈+\?HA* N.D # OPQ∈I3 <# ?4 ifϕ$
OP
Q3 # 4

@K'L&-MN6&

In Key-Policy ABE, the access formula is 
provided by the key. Furthermore, a set of  
attributes in the access formula should be 
evaluated true to decrypt the message 8.

The Ciphertext-Policy ABE (CP-ABE) has 
reversed role for ciphertext and key. Like the 
Key-Policy ABE, the CP-ABE with variables 
can be described as predicate encryption 
scheme for the predicate C. < +× I→?@*4A.

! The key space +<#?@*4A. : the set of 
all n bit strings representing . boolean 
variables OPQ # $Q4*RRRRRR*Q.3∈?@*4A

..

! Plaintext: a pair $N.D #ϕ*83 
the index space I : the set of all 
poly-sized boolean formulas ϕ over . 
variables

! C8$
OP
Q∈+\?HA* N.D #ϕ∈I3 <#?4 ifϕ$

OPQ3 #4
@K'L&-MN6&

2.5 Hidden Vector Encryption(HVE)

In HVE, both a ciphertext and a private 
key contains a vector of  elements. For a 
ciphertext, it contains elements in ?@*4AB. 
For a private key, it contains elements in 
?BA∪?@*4AB.

! The key space + : all $04*RRRRRR*0.3 where 
each 0N∈?BA∪?@*4AB.

! Plaintext: a pair $N.D #$M4*RRRRRRR*M.3*83 
where each MN∈?@*4AB.

! Index Space I : $?@*4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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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4*RRRRRR*0.3∈+?HA* ind #$w4*RRRRRR*wn33
<#?4 if0N # MNML&.&0&-0N≠B@K'L&-MN6&

2.6 Inner Product Predicate

The Inner Product Predicate allowed a 
scheme to evaluate more complex disjunction, 
polynomials, and CNF/DNF formulae. This 
scheme, which is constructed over the field 
!), also described with the predicate for 
vectors of length ..

! The setup algorithm: a randomly 
chosen prime ) of length W(security 
parameter) is defined.

! The Key Space +: all 0 #$04*RRRRRR*0.3 
where each 0N∈!).

! Plaintext: a pair $N.D # $M4*RRRRRR*M.3*83 
where each MN∈!).

! Index Space I <#$!)3..

! C.*)$$04*RRR*0.3∈+ \?HA* N.D # $M4*RRR*M.33
<#?4 if∑N#4*RRR.0N∙MN #@@K'L&-MN6&

III. Analysis & Challenges
In Predicate Encryption, scheme with public 

index consists of Identity-Based Encryption 
and Attribute-Based Encryption. When 
predicate encryption is applied to software or 
systems, depending on the structure of the 
system, or purpose of the security, 
Identity-Based Encryption or Attribute-Based 
Encryption is chosen.

3.1 IBE’s Open Problem

Key Escrow Problem. The Private Key 
Generator(PKG) makes the private key for 
the user using its master secret key. Thus, 
the PKG can decrypt or sign any messages. 
The key escrow property may be useful in 
some situation, but, because of the essential 
requirement of digital signature, it is 
generally not desirable.

Revocation Problem. In email system, 
where the IBE is used widely, the revocation 
problem is not fully solved. When the owner 
of the email wants third person to used his 
or her email address to encrypt the 
messages. The problem occurs as his or her 
email address has been compromised, thus 
cannot use the email address as a public key 
no longer.

3.2 IBE vs. ABE

Unlike Attribute-Based Encryption(ABE), 

Identity-Based Encryption(IBE) has limitation 
in access control. Since identity in IBE is 
view as a single attribute, IBE cannot deal 
with multiple attributes. For instance, in 
email system, for ABE, email as a whole can 
be considered as a attribute. However, in 
IBE, an ID is considered an identity and 
content is payload message.

When dealing with the collusion problem, 
IBE with the multiple hierarchical identities 
has inefficiently high cost compared to ABE. 
In addition, the access control of IBE is 
inefficient and cannot be solved. ABE, in 
contrast, has sufficient access control for 
colluding users with lower costs.

3.3 ABE vs. KP-ABE vs. CP-ABE

[Table 1] Comparison of each ABE schemes

According to the Table 1, all three types of 
Attribute-Based Encryption schemes do not 
satisfy the data scalability and used 
accountability criteria. However, criteria of 
collusion resistant and data confidentiality are 
satisfied. Since the ABE uses a private key 
to match the attributes, it only guarantees 
the minimum-security requirements. 

Common problem for the schemes is illegal 
key sharing between users. The tracing of 
users’ sharing the key is difficult. This 
problem has caused the ABE schemes cannot 
achieve certain criteria above.

3.4 Challenges for Hidden Vector 
Encryption

There are some problems for HVE to be 
solved. Since HVE should support the 
wild-card in tokens for randomness, it is 
hard for the scheme to have constant size of 
ciphertext. The delegation property, which 
was achieved in hierarchical IBE, is a 
problem for HVE. Even though a HVE 
scheme for delegation property was proposed, 
the cost for the decryption wa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attributes.

Crietria ABE KP-ABE CP-ABE
Fine-grained 
access control

No Yes Yes

Data scalability No No No
Data 
Confidentiality

Yes Yes Yes

User 
accountability

No No Yes

User revocation No Yes Yes
Collusion 
resistant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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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
The various algorithms of functional 

encryption have brought a new paradigm in 
public- key encryption. The functionality of 
the schemes can be modifie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security. This means that the 
functional encryption can be applicable to 
various fields with good efficiency. However, 
it is clear that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and challenges for those encryption schemes 
that need to be solv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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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마트 기기의 급격한 발전과 동시에 보급률

이 급증하면서 금융 및 건강과 같은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하

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의 보안에 대한 중요성 또한

상당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1]에 따르면 불편하

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자 34%는 4자리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조차 사용

1)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

(No.2016-0-00173, 핀테크 서비스 금융사기 방

지를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및 한국연구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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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안전한 무자각 지속

인증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Riva et al.[2]은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

는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의 인증 레벨을 public, private, 그리고

confidential로 분류하였으며 사용자의 인증 레

벨을 결정하기 위해 얼굴, 목소리 등을 사용하

였다. Crawford et al.[3]은 현재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Keystroke dynamic과 목소리를 사용하였다.

Ryu et al.[4]은 사용자들이 사용한 애플리케이

션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술에 따라

인증레벨을 1∼4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얼굴 인

증을 통한 Grade-Up과 주변 무선 AP(Access

Point) 정보 또는 블루투스 정보를 통해 사용자

가 지정한 COI(Context of Interest)의 유사도

점수를 측정하여 Grade-Extend를 제공하여 명

백한 인증을 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스마트 시계 활용 무자각 지속 인증 강화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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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자각 지속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시계를 추가로 활용하여

COI(Context of Interst)의 유사도 점수 측정방법을 제안한다. 스마트폰에서 사용자 COI 주변

무선 AP 정보와 스마트 시계의 블루투스 정보를 수집하고 스마트 시계에서 스마트폰의 블루투

스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Autoencoder를 이용하여 사용자 COI 모델을 생성하고 COI 유사도 점

수를 측정하였다. 사용자의 COI 유사도 점수 측정실험 결과, 주변 AP 정보만을 이용한 것보다

블루투스 정보를 같이 활용했을 때 COI 유사도 점수가 0.9 이상 나온 비율이 30% 더 높게 측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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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무자각 지속 인증기술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Ryu et el.이 사용자 주변 무

선 AP 정보와 블루투스 정보 중 하나만 사용한

것보다 COI 유사도 점수를 더욱 정확한 측정을

위해 사용자 주변 무선 AP 정보와 스마트 시계

를 통해 수집된 블루투스 정보를 이용하며

Autoencoder를 통해 사용자의 COI를 모델링하

여 유사도 점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특징 추출 방법

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COI 유사도 점수 측정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 방법을 이용

한 COI 유사도 점수 측정 실험을 설명한다. 마

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데이터 및 특징 추출

이번 장에서는 수집한 데이터와 특징 추출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 사용자가 지정한 COI의

유사도 점수 측정을 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 22

명에게 데이터 수집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20일 동안 3회씩 COI의 무선 AP 정보와 스마

트 시계의 블루투스 정보를 수집하였다.

2.1 수집 데이터

무선 AP 정보는 무선 AP의 MAC 주소

(Media Access Control address)를 의미하는

BSSID(Basic Service Set Identifier)와 스마트

폰에서 수신한 무선 AP의 신호 세기인

RSSI(Received Signal Strength)를 수집하였다.

블루투스 정보는 스마트 시계에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MAC 주소와 RSSI를 수집하였으며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 시계의 블루투스 MAC

주소와 RSSI를 수집하였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시계에서 수집한 환경정보는 Table 1.에서 보여

준다.

2.2 특징 추출

Autoencoder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COI 모델

을 만들기 위해 수집한 무선 AP 정보와 블루투

스 정보를 특징 추출하였다.

무선 AP 정보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RSSI가 강한 3개의 BSSID를 저장한 후 등록된

BSSID가 있으면 해당 BSSID의 RSSI 값을 사

용하였으며, 등록된 BSSID가 없으면 무의미한

값을 사용하였다. RSSI가 강한 무선 AP 3개만

사용한 이유는 RSSI가 약한 무선 AP는 사용자

의 COI와 거리가 멀어 구분력이 떨어지기 때문

이다[5]. 블루투스 정보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스마트폰과 스마트 시계의 블루투스 MAC 주소

와 저장한 후 등록된 스마트폰과 스마트 시계

의 블루투스 MAC 주소가 있으면 해당 MAC

주소의 RSSI 값을 사용하였으며, 등록된 MAC

주소가 없으면 무의미한 값을 넣어 사용하였다.

III. Autoencoder를 활용한 COI 유사

도 점수 측정방법

이번 장에서는 Autoencoder를 활용하여 사용

자의 COI 유사도 측정방법에 대해서 다룬다.

3.1 Autoencoder

Autoencoder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COI 모델

을 만든다. Autoencoder는 비지도 학습법을 사

용하는 인공신경망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

진다.

Fig 1. Autoencoder의 기본 구조

Autoencoder는 Fig 1.에서 보이는 것처럼

encoder와 decoder로 구성된다. encoder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기기 수집 정보 세부 정보

스마트폰
무선 AP

BSSID
RSSI

블루투스
MAC address

RSSI

스마트 시계 블루투스
MAC address

RSSI

Table 1. 스마트 기기에서 수집한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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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Wxb (1)

위 식에서 은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 W는 가중 행렬(Weight matrix), x
는 입력 벡터, 그리고 b는 편향 벡터(Bias

vector)를 의미한다. decoder는 z를 입력값 x와
동일한 모양인 x′을 생성하며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x′   W′z  b′  (2)

Autoencoder는 다음과 같이 x와 x′의 차이

를 의미하는 손실계수(Cost)가 최소화되도록 학

습시킨다.

cost nxx′
(3)

위 식에서 n은 입력 벡터의 총 개수를 의미

한다. Autoencoder는 입력값과 출력값이 최대한

같아지도록 학습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주

로 특징 추출, 이상 탐지 및 사용자 인증에 사

용된다.

3.2 COI 유사도 점수 측정방법

Autoencoder로 사용자의 COI 모델을 만든

후 COI 유사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될 수

있다.

  maxcostcosti
(4)

위 식에서 costi는 i번째 입력 벡터에 대한

cost를 의미하며, maxcost는 사용자 COI 모

델에서 나올 수 있는 cost의 최대값을 의미한

다. 따라서 COI 유사도 점수는 0∼1 사이의 값

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사용자가 지정한

COI에 있을 확률을 나타낸다.

IV. COI 유사도 점수 측정 및 고찰
이번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COI

유사도 점수 측정실험에 대해서 다룬다. 사용한

22명의 실험 참가자들이 20일 동안 하루에 3회

씩 COI 주변 환경정보이다. 전체 사용자에 대

한 환경정보는 총 1320개가 있으며, 한 사용자

에 대한 환경정보는 60개가 있다. 사용자의 환

경정보 60개 중 21개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

였으며, 나머지 39개를 COI 유사도 점수 측정

을 위해 사용하였다. 실험은 스마트폰에서 수집

한 주변 무선 AP 정보만을 이용하여 COI 유사

도 점수 측정실험과 스마트폰에서 수집한 주변

무선 AP 정보 및 스마트 시계의 블루투스 정보

와 스마트 시계에서 수집한 스마트폰의 블루투

스 정보 모두 사용하여 COI 유사도 점수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4.1 스마트폰에서 수집한 주변 무선 AP 정보

만 사용한 COI 유사도 측정실험

실험 참가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수집한 COI

주변 무선 AP 정보만을 사용하여 Autoencoder

로 사용자 COI 모델을 만든 후 COI 유사도 측

정실험을 수행하였다.

유사도 점수 범위 비율
0.5 미만 0.12

0.5 이상 0.6미만 0.01
0.6 이상 0.7미만 0.02
0.7 이상 0.8미만 0.05
0.8 이상 0.9미만 0.11
0.9 이상 0.69

Table 2. 무선 AP 정보만 이용하여 측정한

COI 유사도 점수 비율

실험결과 유사도 점수가 0.5 미만으로 측정

된 비율이 12%로 측정되었으며, 0.9 미만으로

측정된 유사도 점수는 31%로 상당히 높았다.

Table 2.는 전체 사용자의 테스트 데이터 세트

에서 COI 유사도 점수가 나온 비율을 보여준

다.

4.2 스마트폰과 스마트 시계에서 수집한 환경

정보 모두 사용한 COI 유사도 측정실험

실험 참가자들이 스마트폰과 스마트 시계에

서 수집한 모든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Autoencoder로 사용자 COI 모델을 만든 후

COI 유사도 측정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유사도 점수가 0.8 미만으로 측정

된 비율이 0%로 측정되었으며, 0.9 이상으로 측

정된 비율은 99%로 무선 AP 정보만 이용하여

측정한 것보다 30% 더 높게 측정되었다. Table

3.은 전체 사용자의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서

COI 유사도 점수가 나온 비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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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찰

무선 AP 정보만 이용하여 사용자 COI 모델

생성 후 COI 유사도 점수 측정했을 때 실험 참

가자들이 자신의 COI에서만 주변 무선 AP 정

보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COI 유사도 점수

의 31%는 0.9를 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참가자

COI 주변 무선 AP들이 항상 작동하고 있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선 AP 정보만을

이용하여 COI 유사도 점수를 측정하는 것은 적

절하지 못하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시계에서 수집한 COI의

모든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COI 모델 생

성 후 COI 유사도 점수를 측정했을 때 0.9 이

상인 COI 유사도 점수의 비율이 99%로 측정되

었다. 그 이유는 무선 AP 정보와는 달리 스마

트 시계는 사용자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스마트폰과 스마트 시계에서 수집한 서로의

블루투스 정보만을 이용하여 사용자 COI 모델

을 만들어 COI 유사도 점수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COI에

머무르지 않을 때의 COI 유사도 점수는 항상

좋게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COI의

주변 무선 AP 정보와 블루투스 정보 모두 사용

하는 것이 더 정확한 COI 유사도 점수를 측정

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자각 인증 강화를 위해 스

마트 시계를 추가로 활용하여 더 정확한 COI

유사도 점수 측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스마트폰

과 스마트 시계에서 수집한 COI 환경정보를 특

징 추출하여 Autoencoder를 통해 사용자 COI

모델을 만들어 COI 유사도 점수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COI 주변 무선 AP 정보만 이용했을

때보다 주변 무선 AP 정보와 블루투스 정보를

함께 이용했을 때 COI 유사도 점수가 0.9 이상

나오는 비율이 30% 더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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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점수 범위 비율
0.5 미만 0.00

0.5 이상 0.6미만 0.00
0.6 이상 0.7미만 0.00
0.7 이상 0.8미만 0.00
0.8 이상 0.9미만 0.01
0.9 이상 0.99

Table 3. 스마트폰과 스마트 시계에서 수집한

모든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측정한 COI

유사도 점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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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들은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원거리, 폐쇄된

공간 등 관리 담당자의 인지능력이 닿지 않는 곳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들의 발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때에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들에 대해 적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특정 장소를 24시간 내내 촬영하여 범죄 예방 및 사건 추적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CCTV 장치는 영상 데이터의 저장 및 보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네

트워크 또는 와이파이 환경에서 고정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일시적인, 임시적

공간에서의 영상감시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동성과 일시적

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 영상감시장치를 개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손쉽

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비용, 저전력 및 소형화한 제품을 구현하는

것을 보이기로 한다.

I. 서론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들은 우리의 삶에 유

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원거리, 폐

쇄된 공간 등 관리 담당자의 인지능력이 닿지

않는 곳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들의 발전은 우리

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때에 발생

하는 사건 및 사고들에 대해 적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의도치 않은 일들

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실들을 줄일 수 있고,

예상 가능한 위협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동적

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사용자가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효

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영상, 음성 및 행위 인식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 가능한 지능형 영상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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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그 유용성으로 인해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다. 기존 단순 영상촬영 및 관리자의 점검

으로 진행되던 영상보안은 지능형 영상감시, 생

체인식, CCTV/DVR (Digital Video Recorder)

영상보안 기술 등 각기 다른 배경과 응용기술

로 발전되어 왔으며, 공항, 군사, 항만, 도로, 교

량 등 주요 국가시설, 지하철, 버스, 빌딩, 경기

장, 주차장, 카지노, 응급상황 감시 및 자동차/

모바일기기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분야도 확대

되고 있다[1, 2].

그러나, 특정 장소를 24시간 내내 촬영하여

범죄 예방 및 사건 추적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CCTV 장치는 영상 데이터의 저장 및 보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네트워크 또는 와이파이

환경에서 고정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기에, 일시적인, 임시적 공간에서의 영상감시

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에서

의 광범위한 영상감시/관제[3], 공유모델[4]과

개인들의 가정과 사업장 보호를 위한 사설 감

시체제들은 모두 특정된 영역을 위한 것들이며,

단기적으로 또는 이동 중인 상황에서의 영상감

시는 기 설치된 외부조직의 것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즉, 범죄 발생 이후 유관 조직의 협

조를 얻어 관련된 영상들을 얻어야 하는 절차

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성만 본다면

차량용 블랙박스가 일견 이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수요에 대한 처리가 어렵다

는 점은 동일한 문제로 드러난다. 차량용 블랙

박스 역시 차량 내부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동성과 일시적 수

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 영상감시

장치를 개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손쉽

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

해 저비용, 저전력 및 소형화한 제품을 구현하

는 것을 보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이어지는 2장에서는 지능형 영상

감시시스템과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오픈 소스

기반의 싱글보드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 휴대용

영상감시 장치를 설계한다. 이후 4장에서 구현

된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기로 한다.

II. 관련 연구

2.1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영상감시시스템은 국내 보안시장에서 잇따르

는 여러 가지 보안 사고에 따른 보안 감시시스

템의 강화, 경찰서/교통 관련 공공기관 등의 보

안장비의 업그레이드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수요처는 원격감시 기능이 일반

가정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5], 이러한 전망은 댁내 또는 어

린이집 등의 보육환경 모니터링, 개별 사업장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가 이용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영상감시시스템은 CCTV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며, 이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저장하고, 관제센터에 데이터

를 전송하여 분석 및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로 구성된다. 그래서 범죄 예방에 관심 있

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한 수요가

높으며, 고도화된 기술의 부가가치 또한 높다.

[그림 1]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의 구성도[6]

최근의 영상감시시스템은 지능형 영상감시시스

템이라 불리우며, 움직임 검출(change detection),

영역 검출(region detection), 물체 추적(object

tracking), 객체 분류(objects classification), 객체

인식 및 추적(objects identification and tracking)

등의 모듈이 추가되며 발전하고 있고, 그 응용 영

역 또한 넓고 깊어지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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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는 2012년 2월

에 출시된 소형 교육용 컴퓨터 보드로 PC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주변장치들을 직접 연결해서

적은 비용으로 리눅스 기반의 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다[7]. 그리고 필요로하는 기능들이 모듈화

되어 있어 목적에 따라 센서 또는 쉴드를 구매,

장착하여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

으로 최적화된 컴퓨팅 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

목적에 따른 특화된 장치를 개발하기에 유용하

다. 특히, 교육용으로 개발된 덕분에 인터넷에

서 프로그래밍과 응용에 관한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라즈베리 파이용 각종 센서 및 장치들[8]

이러한 라즈베리 파이는 IoT 기반 홈 보안

시스템[9], 불꽃 감지를 이용한 스마트 경보[10],

소리를 인식하는 보안카메라[11] 및 얼굴검출

시스템[12] 등으로 응용되며, 지능형 영상감시시

스템 분야 적용 시의 유용성을 이미 입증한 바

있다.

III.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휴대가 용이한 영상

감시시스템은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경우에

즉시적으로 설치 및 활용하고, 사용 목적 달성

후에는 바로 철거가 가능하며, 또 다른 곳에서

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이 제기된다.

· 전기 사용이 불가한 곳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 Wi-Fi(wireless fidelity: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가 없는 상황에서의 정보 송수신

· 일시적이긴 하나 다양한 각도의 감시를 위

한 영역 확장

· 용이한 휴대를 위한 경량화, 소형화

상기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터

리와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기반의 직접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를 병

렬 연결하여 다중 감시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시스템의 구성도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안시스템 구성도

그리고 제안된 시스템은 중요 또는 민감한

물체나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영상감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의 활용 절차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휴대가

용이한 감시장치는 USIM을 이용하는 Wi-Fi

장치와 함께 사용되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특

정 영역을 감시해야 하는 영상감시시스템이 사

각지역을 없게 하기 위해 다중 채널 또는 360

도 회전 등을 이용하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 제

안된 시스템은 다중 채널 연결을 활용하여 사

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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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시스템 활용절차

3.2 시스템 구현

제안된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방법

은 라즈베리파이 3(Raspberry Pi3) 보드에 영상

감시를 위해 필요한 카메라 모듈(V2

8Megapixel)과 라즈베리파이의 동작과 감시영

상 저장을 위한 저장장치(Sandisk SDXC Ultra

MicroSD 16GB 메모리카드)를 추가하는 것이

다. 이때, 보드와 카메라 모듈은 버전에 따라

호환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 성능 또는 물

리적으로 갖출 수 있는 조건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의 물리적 구현 내용은

다음 그림 5와 같이 볼 수 있으며, 여기서 라즈

베리파이 기반 영상감시장치의 물리적인 특징

인 소형, 경량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인 싱글보드

에 필요 모듈만 추가하면 되는 간편, 비용최소

화 등의 장점을 볼 수 있다.

[그림 5] 라즈베리파이 보드와 카메라모듈 결합

이후 준비된 하드웨어 구성에 맞추어 라즈베

리파이 SD 카드에 운영체제(Raspbian 4.9)를

설치한다. 이후 카메라 모듈을 CCTV로 활용하

기 위해 Motion 4.0-1과 MotionEye 4.1을 설치

하여 소프트웨어적인 구성을 한다. 이때 프로그

램 활용을 위한 ffmpeg, v4l-utils, libmariadb

client18, libpq5 등의 라이브러리도 함께 설치되

어야 한다.

IV. 구현 시스템 평가

제안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영

상감시시스템에 대해 저비용으로 높은 접근성

을 제공한다. CCTV와 여기서 발생하는 영상

데이터 저장을 위한 NVR (Network Video

Recorder)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 시보다 약

1/4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영상감시시스템의

직접 설치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강

점은 현재의 영상감시시스템을 대체하는 면에

서 볼 때 보다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고정형으로 설치되는 CCTV 카

메라들을 대체하면 소형화된 장치를 사용하면

서도 무선 네트워크를 채용할 수 있어, 선로 공

사 등의 소요가 줄어 설치, 운영 및 관리 상의

비용효과성과 편의성이 높고, 이러한 효과는 관

리 대상 CCTV 카메라 수량 증가와 감시영역의

증대에 있어 보다 더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이

다.

그리고 제안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적인 병

렬 연결을 통해 다중 채널 감시로 확장 가능하

여, 저비용으로 감시 영역의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라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2개의 감

시장치 연결 시 다음 그림 6과 같이 하나의 화

면에서 함께 볼 수 있으며, 이는 중심이 되는

라즈베리파이 보드로 다른 라즈베리파이 카메

라들이 데이터를 전송하여 영상감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살펴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림 6] 라즈베리파이 기반 감시장치 다중채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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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 얻고자

했던 가장 큰 장점인 휴대성과 이동성도 충분

히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 라즈베리파이 보드,

리튬 폴리머 배터리 및 카메라 모듈 부착 시에

도 그 크기와 무게는 일반적인 CCTV 카메라보

다 절반 정도의 수준이며, 자체 충전된 전력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을 활용하기

에 야외나 격오지 등 전기 및 유/무선 네트워크

사용이 어려운 곳에서의 사용도 용이하다. 또한

구성되는 감시장치 및 네트워크 연결이 무선으

로 이루어져 있는 점과 감시장치, 네트워크 장

치들이 소형화된 단일 품목이라는 점에서 배치,

철거 및 이동이 간편한 점도 특징적으로 나타

난다.

[그림 7] 싱글보드에 적용 가능한 배터리 예시[13]

단, 라즈베리파이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

냐에 따라 전력 사용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구현 및 실험을 위해 필요한 운영

체제와 MotionEye 외에는 보드에 그 어떤 소프

트웨어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라즈베리파이

와 이에 연결된 모듈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 라

즈베리파이 모델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전력

그리고 구성된 라즈베리파이 기반 시스템 운영

시 소모되는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해서 배터리

용량과 충전 방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예상되는 소요 전력량은 구현하는 시스템을

휴대용으로 이용했을 때의 가능한 한계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최소한

의 운영은 일시적 영상감시 필요에 따른 실행

가능 최대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 이에 반

해,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손쉬운 대안

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배터리 크기가 커질수

록 장치의 크기와 무게는 더욱 더 커지기 때문

에, 휴대성과 이동성은 하락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라즈베리파이 기반의 휴대용

영상감시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였다. 라즈베리파이는 오픈소스로 누구나

손쉽게 활용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

이드로 다채널 감시, 객체 추적 등 지능형 영상

감시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영상감시 분

야에서 비용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장치

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소형, 경량을 특징으

로 하는 휴대성과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

발을 진행하였으나, 소리 탐지나 선택 영역 감

시 등의 기술을 추가하는 등의 추가 개발 노력

을 통한다면, 현재의 영상감시시스템을 효과적

으로 대체하고, 보다 더 지능적인 영상감시시스

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이러한

장점들 외에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USIM 기반 무선공유기의 저전력화 달성이 필

요하다. 네트워크 이동성을 고려할 때, 상용화

된 USIM을 이용한 무선공유기의 활용은 적절

한 것으로 생각되나, 보다 더 소형화하고 경량

화하면서도 전력 소모를 낮출 수 있는 대체품

이 존재하거나,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리고 휴대성과 이동성에 초점을 맞춘 라즈

베리파이 기반 영상감시장치는 소형 CCTV 카

메라가 도난, 분실 및 멸실 등에 취약한 것과

같이 동일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악의적 사

용자가 라즈베리파이 기반 영상감시장치를 물

리적으로 절취한다면, 감시영역에 공백이 생기

는 것 뿐만 아니라, 감시 내용이 저장된 영상데

이터의 유출 문제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이

에 대한 대응으로는 SD카드에 영상 저장 시 암

호화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력

소모량와 실시간 운용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등 여러

한계점들이 더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중

요한 것은 그 한계들을 극복하고, 문제점들을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71 -



개선하며, 보다 혁신적인 기술들을 제공하려는

노력들을 경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영상감시 환경을 구성하고,

더욱 더 발전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어 안전

한 사회와 가정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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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은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 침투하였고, 임베디드

디바이스에 각종 센서와 통신기능이 내장된 사물 인터넷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네트워크 연결을 고려하지 않은 임베디드 시스템은 보안에 취약하다. 메모리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었고, 원칙적으로 간접 점프의 대상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방지

하는 제어 흐름 무결성 기법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코드 재사용 공격을 사용하는 강력한 공격자 모델에 대한 프로그램 보호를 위

해 ARM TrustZone을 활용한 LR Guard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제어 흐름 보호 기법을 설명하

고 성능 오버헤드를 발생시키는 두 요소를 확인한다.

I. 서론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

하고 있고, 산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은 일상생활의 여러 측

면에 침투하였다[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임

베디드 디바이스에 각종 센서와 통신기능이 내

장되었다. 이에 따라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장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임베디드 디바이스는 네트워크 연결을 고려하

지 않은 리눅스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리소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2].

임베디드 리눅스는 C/C++ 언어로 작성되어

프로그래머에게 효율적인 메모리 접근을 제공

한다. 하지만 이는 메모리 관련 버그를 유발하

기 때문에 공격자가 프로그램의 동작을 변경하

* 이 성과는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7R1

A2B3009643).

거나 시스템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3]. 메모

리 관련 버그 중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버그

는 버퍼 오버플로 보안 약점이다. 공격자들은

버퍼 오버플로를 이용해 스택(Stack) 메모리 공

간에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를 주입시키는 코드

인젝션(Code Injection) 공격을 수행한다. 코드

인젝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스택 메모리 공

간을 보호하기 위한 기법인 StackGuard[4] 기

법과 DEP(Data Execution Prevention)[5] 기법

등의 다양한 방어 기법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공격자는 기존 코드를 이용하는 새로운 공격

기법을 통해 제안된 방어 기법을 우회하였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에 대한 정교한 공

격은 배포된 보호 매커니즘을 우회해 왔다. 이

는 기존의 StackGuard, DEP 등의 방어 기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특정 공격 기

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에 대한 방어기

법은 새로운 공격 기법에 의해 우회되었다. 따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73 -



Fig. 1. ROP 공격을 위한 가젯의 제어 흐름 예시.

Fig. 2. ARM TrustZone 하드웨어 아키텍처 구성.

라서 기존 방어 기법의 한계를 넘어선 제어 흐

름 무결성(Control Flow Integrity)[6] 기법이

제안되었다. 제어 흐름 무결성 기법은 공격자가

간접 점프(Indirect Jump)의 대상을 임의로 수

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적인 기법이다. 또한

제어 흐름의 무결성을 보장하여 프로그램의 실

제 실행이 항상 올바르게 정의된 경로(Path)로

진행하게 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실행을 허용하

지 않는다. 하지만 제어 흐름 무결성 기법의 시

행은 큰 성능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

소스가 제한적인 임베디드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ARM

아키텍처는 리소스의 한계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보안 매커니즘을 적용하기 어렵다. ARM

프로세서에서 낮은 비용으로 제어 흐름의 무결

성을 보장할 수 있으면 임베디드 시스템의 보

안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ARM

아키텍처에서 제어 흐름을 보호하기 위한 기법

을 설계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코드

재사용(Code Reuse) 공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기법을 제안하고, 기법에 대한 설계

(Design)를 제시한다.

II. 배경지식

2.1 리턴 지향 프로그래밍

리턴 지향 프로그래밍(Return-Oriented

Programming, ROP)[7] 기법은 빈번하게 사용

되는 코드 재사용 공격 기법중 하나이다. ROP

공격은 ret 명령어(Instruction)로 끝나는 짧은

코드 조각인 가젯(Gadget)을 사용하여 새로운

실행 흐름을 구성하여 공격을 형성하거나, 공격

자가 원하는 코드 실행을 위한 부분 경로를 생

성한다. 공격자는 알려진 라이브러리 코드 등에

서 신중하게 선택한 가젯들을 연결해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ex. 쉘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가

젯체인을 만든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제어권을 탈취하여 시스템을 제어

할 수 있다. 공격자는 ROP 공격을 위해 주로

함수의 에필로그(Epilogue)를 사용한다. 그 이유

는 함수 프롤로그(Prologue)의 경우 매개 변수

(Parameter) 초기화, 스택 프레임 할당 등 스택

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인해 공격자가 예상

치 못한 제어 흐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1.에서 ROP 공격을 위해 사용하는 가젯

체인의 제어 흐름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2.2 제어 흐름 무결성 기법

제어 흐름 무결성 기법은 정적 분석으로 간

접 점프가 도달할 수 있는 위치를 결정하여 제

어 흐름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정적 분석을 통해 제어 흐름 그래프

(Control Flow Graph)를 얻고, 실제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이 제어 흐름 그래프에 맞게 진행되

는지 실행 시간에 검사한다[6]. 기존에 제시되었

던 제어 흐름 무결성 기법은 실행 시간 검사에

따른 성능 오버헤드가 크다. 따라서 성능 오버

헤드를 줄이기 위해 하드웨어 자원을 활용한

기법들이 제안되었다[8][9]. 이 기법들은 인텔

아키텍처에서 지원하는 경량 암호화 지원인

AES-NI[10]을 사용하거나 하드웨어 레벨에서

어셈블리 명령어에 대한 제어 흐름 보호 기법

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기기에서 많이 사용

되는 프로세서인 ARM 아키텍처에서 제어 흐름

을 보호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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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RM TrustZone을 활용해 제어 흐름 보호를 위한 LR Guard 설계.

2.3 ARM TrustZone

ARM 아키텍처는 낮은 전력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프로

세서이다. 사물 인터넷의 등장과 각종 보안 위

협의 증가에 대응해 ARMv6 프로세서부터 보

안을 위한 TrustZone[11]이 추가되었다.

TrustZone은 신뢰성과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

는 특수 작업에 대하여 안전하고 개별적인 환

경을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TrustZone은 Normal World와 Secure

World라 불리는 두 개의 분리된 환경으로 구성

된다. 두 환경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작업은

Normal World에서 수행하고, 신뢰성과 무결성

의 보장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이나 작

업은 Secure World에서 수행할 수 있다. 기본

적으로 Normal World에서 Secure World의 자

원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며, Normal World의

특권 모드(Privileged Mode)에서 SMC(secure

monitor call) 명령어 호출을 통해서만 Secure

World로 진입할 수 있다. Fig. 2.는 ARM

TrustZone 하드웨어 아키텍처 구성을 간략하게

보여준다.

III. LR Guard

3.1 공격자 모델

LR Guard는 프로그램 내부의 버퍼 오버플

로 취약점을 이용하며, 함수의 에필로그 가젯을

연결해 ROP 공격을 수행하는 공격자 모델을

가정한다. 공격자가 의도한 가젯은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어디에서든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연결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가

젯 체인을 구성할 수 있다. 가젯 체인을 이용하

여 시스템 제어 혹은 권한 변경을 통한 접근

제어 해제 등을 수행한다.

3.2 LR Guard

ARMv8 아키텍처의 TrustZone을 활용하여

제어 흐름 보호를 적용하는 Link Register

Guard를 설계하였다. ROP 공격을 수행하는 공

격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의 프롤로그

와 에필로그 시 암호화 및 복호화 작업을 수행

한다.

LR Guard는 Secure World 에서 제어 흐름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안전하게 분리된 영역에

서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암호

프리미티브를 사용하기 위한 대칭키를 생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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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전하게 보관한다. Fig. 3.의 Key gen Unit

에서 대칭키를 생성하며, Key Store Unit에서

대칭키를 관리한다. Enc-Dec Unit은 반환 주소

에 대한 암호화, 복호화를 담당한다.

프로그램의 프롤로그 이후 서브루틴으로의

분기(Branch)가 발생할 때, Link Register(lr)에

반환 주소가 저장되고, 스택 메모리 공간에 반

환 주소를 저장한다. lr 레지스터에 저장된 반환

주소를 스택 메모리 공간에 푸시(Push)할 때

LR Guard의 Enc-Dec Unit으로 반환 주소에

암호화를 적용한다. 또한 서브루틴에서 에필로

그가 수행되어 반환할 때 스택 메모리 공간에

저장한 반환 주소를 lr 레지스터로 팝(Pop)하여

기존 영역으로 복귀한다. 이때 LR Guard의

Enc-Dec Unit으로 반환 주소에 복호화를 적용

하여 정상적인 반환 주소로 복구한다. 이 과정

에서 ROP 공격을 수행하는 공격자가 정당한

복호화가 적용되지 않은 에필로그를 이용하려

할 때, 공격자가 이용하기 위해 덮어 쓴 반환

주소에 복호화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하는 제어

흐름으로 이동할 수 없다.

3.3 성능 분석

임베디드 시스템에 구현하는 보안 기능에서

성능 오버헤드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기법은 Normal World과 Secure

World 사이의 World 전환 오버헤드와 AES 암

호화 및 복호화에 따른 성능 오버헤드를 가진

다. LR Guard의 제어 흐름 보호를 위해서 모든

함수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SMC 명령어

를 통한 World 전환이 발생한다. World 전환에

따른 오버헤드는 최신 ARM 아키텍처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 Zhichao Hua 등[12]의 연구에서

ARMv7과 ARMv8의 World 전환 수행 시간은

ARMv8이 약 10배 정도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성능 AES 암호화 및 복호화를

지원하기 위해 ARMv8 프로세서에 암호 확장

(Cryptography Extension)[13]이 추가되었다.

AES 암호화 과정의 라운드 연산, 믹스 칼럼

(Mix Column) 연산 등을 명령어로 구현하여

빠른 암호화 및 복호화 성능을 제공한다.

IV.결론

본 논문에서는 ROP 공격을 수행하는 공격자

모델에 대한 제어 흐름 보호 기법을 제안하였

다. LR Guard는 ARMv8 아키텍처의

TrustZone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다. ARMv8

아키텍처의 고성능 AES 암호화 및 복호화를

이용하여 함수의 간접 분기와 반환에 사용되는

반환 주소를 보호한다. SMC 명령어를 통한

World 전환 오버헤드는 최신 ARM 아키텍처를

사용하더라도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한계가

있다. 구현 과정에서 성능 오버헤드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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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의 스마트 홈 보안 동향

박정인, 이가연, 윤현경,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Smart Home For IoT-based Security Trends

Jeong-In Park, Ga-Yeon Lee, Hyeon-Gyeong Yun, Heung-Youl Yum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Suncheonhyang University.

요 약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스마트 홈은 실생활과 밀접한 가정, 보안기기, 소비장치 등 여

러 분야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며 보편적으로 사용되어가고 있다. 지난 5년

간 스마트 홈에 이용되는 IoT의 이용자 통계는 147만에 이른다.[1] IoT 사용자가 급증하는 와중

에 IoT 취약점 신고 현황은 총 701건에 다다른다.[1] 이처럼 IoT 이용, 선호도는 높아져 가지만

쏟아지는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은 미미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강력한 보안이 필요한 이 시점에 현재까지 발생한 보안 위협 사례

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I. 서론

4차 산업이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 사물에

인터넷을 접목한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 폰에 대한 편

리함을 넘어서 집에서도 편의성을 원해 생긴

시스템이 스마트 홈이다. 스마트 홈이란 가정에

필요한 용품들을 IoT 디바이스들로 꾸린 것으

로 자동화 시스템, 원격 제어 시스템 등을 제공

하는 주거 공간이다.

그림 1. 스마트 홈

출처: 최형욱(커넥팅랩), “미래의 스마트홈, 1인가

구에서 꽃 피우다”, 2018.02.26.

스마트 홈 환경에서의 대표적인 사물인터넷

으로는 IP카메라(가정용 CCTV), 스마트 전구,

스마트 보일러 등이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서 가정에 혼자 있는 반려견을 확인한다거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를 켜두는 등 네트

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처럼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스마트 홈은 보안이 뚫렸을 때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스마트 홈의 장점에 대해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스마트 홈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개

인 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어[2] 유출 시 금전적, 물리적,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3]에 따르면 스마트 홈은

내부적으로 지능을 갖춰 프로그래밍이 된 알고

리즘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홈 게이트

웨이나 클라우드 서버 통신을 위해 데이터 기

능을 포함할 수 있어 이들 디바이스들이 스스

로 알아서 동작하기 때문에 보안 침해가 발생

해도 최종 사용자가 이를 파악하고 교정할 방

법이 매우 적다고 설명하였다.

스마트 홈 보안 위협 사례로는 국내 IP카메

라 1천여 대를 해킹한 사람들이 적발된 사건,

해커들이 중국 업체의 카메라 취약점을 SNS에

공유한 사건 등 해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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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자신의 스마트 홈 도어락 해킹을

통해 무단 침입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취약

점이 발견된 사건이 있다.

이처럼 스마트 홈 환경에서의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이 다양한 보안 위협에 처해있어

IoT 디바이스 해킹 이슈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

다. 본 논문에서는 어떤 위협들이 존재하고 어

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 서술하여 사람들

에게 위험성을 인식시킨다.

II. 본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홈을 구성하는 IoT 디

바이스들의 보안 위협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2.1 스마트 홈에서의 IoT

현재 출시 되어있는 스마트홈 IoT 디바이스

들의 종류로는 스마트 트래커, 스마트 플러그,

공기 모니터 등 일상에 필요한 기기들이 다양

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기기들의 발전은 미래에

기상 시나 출근 후에도 인공지능 음성인식 디

바이스로 가전제품들을 관리 할 수 있게 할 것

이다. 가정 내에 있는 카메라로 자녀의 안전 유

무를 확인하고 귀가 전 보일러를 미리 켜두며,

불 켜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사용자의 숨소리

를 IoT가 인지하여 스스로 불을 끈다. 이처럼

미래에는 IoT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될 것이다.

2.2 취약한 인증시스템 위협 및 대응 방안

도어락, 스마트 전등, 스마트 TV 등의 IoT

디바이스들을 통해 인증된 사용자가 아닌 제3

자가 인증된 사용자처럼 제어 권한을 가질 경

우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

먼저 도어락 및 스마트 전등 제어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3자가 인증 시스템이 취약한 네트

워크에 접속한다. 두 번째, 해당 네트워크에 연

결된 IoT 디바이스들의 제어 권한을 가져온다.

세 번째, 도어락 잠금 해제, 차량 개폐기 열기

등이 가능하다.

그림 2. 취약한 인증시스템 공격 시나리오

아이콘 출처: Freepik, https://www.flaticon.com

이에 대한 최근 사례로 2017년 12월 한

공대생이 자신의 스마트 홈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찾아냈다. 공대생은 자신의 스마트 홈

보안성에 의구심이 들어 동료 4명과 함께

(‘Emohtrams’팀) 점검을 했다. 그 결과 스마트

홈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면 공격자가 차를

타고 차량 개폐기를 통과해 주차장 로비 도어,

현관도어락까지 열고 집 안에도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명조종 기능, 난방

조종, 방문자 기록 확인 등 스마트 홈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제어할 수 있었다.[4]

대응방안으로 인증된 사용자만이 이용 및 제

어하기 위해 인증된 사용자인지 확인하고 ID,

비밀번호, IP주소 등 다양한 인증 방법들을 사

용한다.[2] 또한 변조할 수 없는 지문이나 홍채

등을 사용하는 인증 방법이 있다.

다음은 [10]을 참고해 초기 설정값이 존재하

고 사용자에 의해 설정이 바뀌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다. 먼저 기존 설정이 있는 상태

에서 사용자가 스마트 폰으로 기업 서버에게

설정값, 사용자 스마트폰 정보와 랜덤값(이때,

기업에서 제공하는 otp값)을 보낸다. 서버에서

인증된 사용자 정보와 자신이 제공한 랜덤값으

로 해시함수 통해 해시값을 만든다. 또한 사용

자가 보낸 정보와 랜덤값으로 해시값을 만든다.

두 개의 해시값이 같을 경우 무결성이 인증되

어 IoT설정을 사용자가 보낸 설정값으로 바꾼

다. 다를 경우 기업에 알리거나 차단하는 등 적

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다른 대응방안으로는 [7]에서 IP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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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마스킹

기법’ 이라는 대응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는 IP Camera에서 촬영되는 영상이 암호화 되

지 않고 영상 그대로 기기에 전달되는 위험성

을 보완해 제시된 기법이다. IP Camera에서 개

인정보는 Camera에서 촬영되는 개인의 얼굴인

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탐지->추출->마스킹

처리->저장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IP Camera가 촬영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면 시스템에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데이

터 제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해야한다고 설명

했다.

2.3 패스워드 위협 및 대응 방안

스마트 홈 기기 중 대표적으로 쓰이고 우리

의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IP Camera는 보안 침

해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쉽게

피해를 보는 여러 사례들 중 하나는 보안성이

높지 않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사례로 최근 중국에서 한국 IP

Camera를 해킹하는 자동화 도구가 대량 유포되

었는데,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거나

알기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해 보안에 더더욱

취약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로 [5]에서 전

세계 약 73000대의 IP Camera가 해킹당해 ‘인

세캠(Inseca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된

사건이 있다.

그림 3. 취약한 패스워드 공격 시나리오

아이콘 출처: Freepik, https://www.flaticon.com

공격자는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사용

하는 IP Camera들을 노려 공격했고, 사이트에

공개된 장소들은 지극히 사적인 가정집, 공연

장, 사무실 등이었다. 이들 대부분의 아이디는

admin, 비밀번호는 12345 또는 admin이었다.

’인세캠(Insecam)' 운영자는 보안 설정의 중요

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이트를 제작했다고 설

명했다.

이와 같은 보안 침해 사례들의 대응 방안으

로 KISA[2]에서는 보안성 높은 비밀번호 사용

하고, ID와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및 소프트웨

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한다.

2.4 외산 IP Camera 보안 위협 및 대응방안

NSHC Red Alert, KAIST 시스템 보안 연구

실은 [6]에서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고 있는 외

산 IP camera와 CCTV에 대한 보안 위협과 문

제점을 설명하였다.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

는 일부 제품군에서 Hidden Backdoor를 확인했

으며, 중국 제조사의 클라우드 서버에서만 접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6]에서는 백도어

(Backdoor)를 통해 기기가 촬영 중인 영상을

원격으로 보고 제어할 수 있으며, 내부망 접근

을 통해 내부망 시스템을 대상으로 2차 공격까

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NSHC Red

Alert, KAIST 시스템 보안 연구실은 [6]에서

대응 지원 전담 부서 투입, 클라우드 서비스 IP

접근 차단 및 통제, 검증되지 않은 장비 회수

및 사용 금지, 사내에 보안이 검증된 사용기기

외에 설치 불가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2.5 Malware 공격 및 대응방안

IoT 보안의 문제점은 공격에 활용된 IoT 디

바이스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의 IoT가 악성코드에 감염이 되었는지 인식하

지 못하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Mir

ai malware 공격이 있다.

Mirai malware는 네트워크에서 취약한 IoT

디바이스를 찾아 그에 대한 정보를 C&C로 보

낸다. 정보를 통해 IoT 디바이스를 감염시켜 자

신의 숙주로 만들고, 목표 대상물을 공격하면서

주변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IoT 디바이스들을

감염시킨다. 이처럼 빠르게 감염을 확산시키면

서도 여러 곳에서 공격을 하는 Mirai malware

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Mirai 봇넷을

통해 피해를 본 사례로 2016년 10월, 주요 도메

인 네임 시스템(DNS) 제공업체인 DYN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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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DDoS 사건이 있다. DNS는 브라우저

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서버를 찾아 연결에 필요한 IP주소로 변환시키

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DYN

은 서버에 DDoS 공격을 받아, 사용자들이 이용

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또한, DNS 서버를

통해 라우팅 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의 전체 네

트워크망이 공격받았다. 공격자는 많은 IoT 디

바이스들의 알려진 취약점과 출고 당시 기본

패스워드를 사용한 점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감

염시켜 공격에 이용했다. [7]

그림 4. Mirai Malware 공격 시나리오

아이콘 출처: Freepik and Pixel perfect, https://

www.flaticon.com

제조사들이 기본적인 보안 장치들만 설치해

준다면 malware의 공격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

디폴트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해놓거나, 사용

자가 설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업데이트

가 용이하게 되도록 설계해 나중에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8]

III. 결론

현재까지도 스마트 홈은 우리 실생활에 편리

함을 제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거

부감 없이 스며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

트 홈은 보안 위협을 당했을 때 가장 큰 피해

를 입히고 금전적, 물리적, 정신적인 피해가 발

생할 수 있다. 스마트 홈은 여러 가지 기기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될 수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홈 다양한 공격

사례들 중 제어기기와 IP Camera의 공격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보안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킨다.

향후 가정에서나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보편

화 될 스마트 홈은 네트워크 침투, DDoS공격

등 수많은 보안 위협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보안

위협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연구해

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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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IT기술은 비약적 발전을 통해 많은

기업들에게 생산성 향상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와 더불어 DDoS 공격,

APT 공격, 웹 취약점 공격 등 다양한 해킹기법

이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하며 보안환경을 위협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개인과 기업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분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으로 확장되고 있다[1].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정보유출, 사이버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으나, 사용자 PC의 악성코드 감염

은 전자메일, 외부저장매체, P2P, S/W 취약점

공격, APT 등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술적 대책만으로는 악성코드 감염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의

보안 업무 담당자는 정보보안 교육, 적절한 보

안정책 수립 등 관리적 방안을 통해 임직원의

보안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여 개개인이 악

성코드 감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기술적 대책의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할 필요

가 있다. 이때 보안부서에서는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 시, 어떻게 정책

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직원들의 보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

과해야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정책수립 시 참고할

만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 예방과 관련된 적절한 보안정책

수립방안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많은 기업

의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적 보안정

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악성코드 감염예방을 위한 보안정책 수립사례 분석
이준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Jun-Hee Lee*

*Division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요 약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의 정보자산 피해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PC의 악성코드 감염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부서의 기술적 대책과 통제만으로는 완벽하게 감염을 예방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관리

적인 측면에서 직원 개인별 보안인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보보호 정책준수에 관한 이론 중 억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기업의 적절한 보안정책 수립사례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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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세부목적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

장 먼저 (1) ‘기업의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들

수 있다. 이어서 예방을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범위를 좁혀 (2) ‘적절한 보안정책 수립’이 필요

하며, 수립된 정책을 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

록 (3) ‘효과적인 정책 준수방안’을 연구함으로

써, 최종적으로 (4) ‘악성코드 감염예방을 통한

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관리적 대책분야에서 보안정책 준수

의도 및 동기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

부터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

분의 연구들은 신뢰성이 있는 타당한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는 단계까지의 이론적 한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

르게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보안정책을 적용

한 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상을 기반으로,

기존에 연구되었던 가설을 검증하고 학문적 이

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2.1 악성코드 공격 동향

악성코드란 컴퓨터나 시스템에 심어져 기계

를 장악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행동을 수행하는

유해 프로그램을 뜻한다[2]. 초창기 악성코드는

대부분 단순 바이러스를 의미했으며, 주로 불법

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산이 이루어졌기에

피해범위나 확산성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

넷이 발전하고 대중화 되면서 공격과 피해범위

가 다양해지고 대응하기 어려워졌으며 확산성

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백신, 침입탐지

시스템 등 여러 정보보호시스템이 개발되었으

나 창과 방패처럼 악성코드 역시 기술적 발전

을 거듭하면서 진화해 왔다.

2017년의 국내 사이버 공격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 간 정치적 갈등 상황이 심화되며 디도스

공격, APT 공격 등으로 사이버 위협이 고조된

한해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노린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였으며, 랜섬웨어라

는 신종 악성코드가 기승을 부린 한해라고 할

수 있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

어(Software)의 합성어로, 이용자의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

로그램을 말하는데, 가상화폐의 등장과 맞물려

폭발적인 증가를 하여 일반인, 공공기관 할 것

없이 피해를 입혔다. 실제로 특정 국가에서는

조직적인 해커들을 구성해 랜섬웨어 공격을 통

해 국가 자금 마련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3,4].

2017년 국내 악성코드 유포지 탐지현황은 다

음과 같다. 악성코드 유포지는 전년 동기 대비

460건에서 763건으로 66%나 증가하였으며, 악

성코드의 유형별 비율은 랜섬웨어가 28.3%의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외에도 금융정보

유출, 다운로더, 드롭퍼, 비트코인, 백도어 순으

로 악성코드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5].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7년 4분기 사이버 위

협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지속

적으로 악성코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탐지 건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2017년 국내 악성코드 유형통계

악성코드 종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랜섬웨어 275 255 347 463

2 정보탈취 80 130 44 82

3 원격제어 224 38 8 25

4 애드웨어 2 13 0 0

5 파밍 38 0 31 21

6 DDoS 8 0 0 0

7 다운로더 0 0 14 2

8 인젝터 0 0 8 4

9 기타 0 0 0 46

합계 627 436 452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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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이 파트에서는 사용자의 보안정책 준수를 위

한 다양한 정보보호정책 준수에 관한 이론 중

억제이론에 대해서 소개한다.

억제이론 또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핵심은 범

죄를 행한 결과로서 따르는 처벌의 위협이 사

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짓지 않게 하는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이며, 범죄에 대한 확실하고

(certain) 엄격한(severe) 처벌은 개인에게 범죄

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억제효과가 있다는

이론으로, 이를 적용하여 적절한 제재가 직원들

로 하여금 기업의 보안정책을 준수하는데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반 이론이다[6].

지금까지 일반 억제이론을 IT사례에 적용한

연구는 국내·외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Straub(1990)는 처벌과 개인의 보안정책 미수행

에 대한 연관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Siponen

& Vance(2010)의 억제이론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화기술이론과 제제의 효과 연구, Bulgurcu et

al.(2010)의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한 비용과

보상 연구 등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으나[7,8,9],

그동안의 조직 행동모델 연구 결과가 항상 일

관성 있지는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10].

2.3 선행연구 및 가설수립

위의 억제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의 강제성과

준수효과에 대한 가설수립을 위해, 선행연구 중

연관성 있는 결과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Xue et al.(2011)는 조직이 처벌 정책

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정책이 분배적이

고 절차적이고 정보적 정의를 상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에서 조직원이 준수 행동 미

수행에 대한 처벌을 실제로 공정하게 수행할

경우, 공정한 처벌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처

벌 정의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조직원들의 IT

정책 준수의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고 주장 하였다[11,12].

마찬가지로, Hwang & Lee(2016)는 보안 정

책 실행 방법인 제재가 개인의 효능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엄격하고 공정한

조직의 보안에 대한 제재는 조직원이 조직의

보안정책 준수를 위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

을 증명하였다[12].

다음으로, Kim & Song(2011)은 내부조직원

의 관점에서 외·내부적 동기요인이 조직원의 준

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 외적 동기요인

(강압적 요인)인 패널티 강도, 보안위반 적발도,

규범적 신념 역시 정보보안 정책 준수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13].

마지막으로 Park et al.(2017)은 억제지향성과

정보보안 준수혜택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억제

지향성 인지가 높을수록 정보보안 준수 혜택이

증가함을 나타냈으며, 억제지향적 정보보호 정

책수단에 대한 사용자 인지가 높으면 준수로

인한 긍정적 신념이 강화되고 결국 준수의도의

제고로 이어짐을 검증했다[14].

위의 공통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보안정책

의 공정한 제재는 개인의 인지에 영향을 미쳐

결국 조직원의 보안준수 의도를 높일 수 있다’

라고 축약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기업

에서 직원들의 보안정책 준수를 위해서 보안정

책을 수립한 뒤, 공정한 처벌 등 외적 제재를

가하면 직원들이 정책을 더 잘 따를 것 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실제 사례에서는 수립한 보안정

책의 제재수단으로 인사 징계가 아닌 직원들로

하여금 처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부서평가’라

는 간접제재 방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런 정책을

통해 기업의 악성코드 감염률이 감소할 것이라

고 기대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 부서별로 직원들의 악성코드 감염

건수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경우, 기업 내 전체

악성코드 감염률은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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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분석

3.1 수집대상 및 특성

분석을 위한 자료는 공공기관 A사의 3년간

의 업무망(망 분리 기관) 내 악성코드 감염건수

일체를 수집하였다. A사는 악성코드 감염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2016년부터 각 부서원의

업무망 악성코드 감염실적을 부서 평가에 반영

하였고, 매 분기마다 전사 악성코드 감염현황

공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주의 및 개선을 독려

하였다. 상세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다.

○ 평가방안 : 부서 내 조직원의 악성코드

감염건수가 이전 분기대비 감소 시, 공로를 인

정하여 횟수별 평가점수를 부서평가에 반영

이전 분기 대비

악성코드 감소 회수
평가 점수

4 회 100 점

3 회 75 점

2 회 50 점

1 회 25 점

0 회 0 점

[표 2] 내부평가 반영방법 (예)

3.2 분석결과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해 정책을 반영하기 1

년 전의 데이터부터, 평가를 적용한 이후의 2년

간 총 악성코드 감염 건수를 수집하였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9,152 4,352 5,894

2분기 20,330 1,971 1,786

3분기 5,472 9,254 953

4분기 47,343 1,006 692

합계 82,297 16,583 9,325

비고 평가 미반영 평가 반영

[표 3] 악성코드 감염 결과 (단위 : 건)

시각적 비교를 쉽게하기 위해 그래프로 나타

낼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다.

악성코드 감염률 감소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월평균 악성코드 감소율을 계산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연도별 감소율 (단위 : 건)

구분 총 합계 월 평균 전년대비 감소율

2015년 82,297 6,858 -

2016년 16,583 1,381 약 80% 감소

2017년 9,325 777 약 40% 감소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악성코드 감염과 관련된 수많은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집된 데이터의 감

염건수 숫자 비교만으로도 악성코드 감염률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처음 평가를 반영한 해에는 월평균 악

성코드 감염률이 정책이 적용되기 전과 대비하

여 80%나 대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악성코드 감염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등

기술적 환경이라는 변수는 고정되어 있었음에

도 적절한 통제를 통한 개개인들의 노력과 관

심, 즉 관리적 방안으로 악성코드 감염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올바른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제재를 통해 강제성을 갖춘다면, 기업의 악성코

드 감염예방과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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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40000

5000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5

2016

2017

[그림 1] 연도별 악성코드 감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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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는 기업의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

해 어떻게 보안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먼저 보안정책에 대해 조

직원의 준수의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이론을 살

펴보았고, 그 중 억제이론을 바탕으로 수립한

가설과 실제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물론 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수많

은 이론과 변수들이 있으며 한계는 존재한다.

특히 ’16년도 3분기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

이 악성코드 탐지건수라는 것은 사용자의 노력

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탐지패턴 업데이트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오탐이 늘어나는 사례도 발

생하며, 또한 단순히 감염건수가 줄었다고 보안

수준이 향상했다고 단언 할 수는 결코 없다. 하

지만 이번 연구는 정책을 통한 기업의 악성코

드 감염예방 이라는 초기 목적에서는 의미 있

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는 기업의 보안 인

력에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최신의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기업 내 직원들이 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기업의 말단 시스템인 사용자 PC의 악

성코드 감염조차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효과적인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

해 많은 보안업무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지금처

럼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뤄진다면, 악성

코드 감염예방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체 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립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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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출현에 따른 보호대상 다양화

로 인하여 대규모 보안사고(외부 사이버 공격,

내부 정보유출 등)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랜섬웨어 감염 피해 수는 2016년 15만 건으로,

2015년 5만3천 건 대비 9만7천 건(35.3%)이 증

가하였으며, 2016년 랜섬웨어 피해 추정금액은

약 3,00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1]. 아울러 디지

털화된 중요정보(기술문서, 공학 설계도면, 개인

정보 등)가 유출된 사고건수도 2013년 49건에서

2014년 6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기술유

출 피해업체의 예상 피해액은 50조 원에 이른

다[2].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의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

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8-2014-1-00636)

특히 2017년 5월 12일, ‘워너크라이 랜섬웨

어’ 대규모 공격으로 전 세계 20만대 이상의 컴

퓨터가 감염되었으며, 이 랜섬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웜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네트워크를 통

해 감염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만

해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1].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사고(외부

사이버 공격)의 특징은 보안사고 발생경로가 다

양해지고 이에 따른 전파속도도 빠르게 증가하

며, 최근 이슈 및 사용자들 사이에 신뢰관계 등

을 악용하는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 기법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짧은 시간에

대량의 시스템 감염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가

악성코드 유포에 활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통신 속도가 급격히 증가

하면서 악성코드는 물리적 매체를 통해 실시간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Trust Service 제공을 위한
사회과학적 정보보호 기반조성 연구

박상호*, 나원철**, 장항배***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보안학과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

A Study on the Foundational Composition of Social Science Information
Security for Providing Trust Servic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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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o Park*, Onechul Na**, Hangbae Chang***

*,**Department of Security Convergence,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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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 출현에 따른 보호대상 다양화로 대규모 보안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보안

사고는 사회공학 기법의 외부 사이버 공격과 내부 구성원(전·현직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이 주를 이루고 있

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사물에 정보처리 및 통신기능이 부여되어 초연결성 및 초지능화의 특성

을 통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급변시키고 보안위험 또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제

적으로 대응해야 할 새로운 위험요소의 파악과 이를 최소화하는 다차원적 정보보호 산업 대응전략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적·사회적 변화요소 특성을 예측함으로

써, 이를 토대로 예상 가능한 자율적 서비스 시나리오를 설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설계된 시나리오 전개에

따른 다차원적 보안 위협 및 취약점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측면 대응방안(경영관리, 범죄심리,

경제성)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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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파되고 있다. 나아가 각종 사회적 이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스티브 잡스, 김정일

사망 등)와 관련된 제목과 내용으로 악성코드를

첨부하여 전자메일을 발송하거나, Social

Network Service(Facebook, Twitter 등), 검색

엔진 최적화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회공학적인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3].

악성코드 발생년도 악성코드 
전파시간 

1986년, Brain 바이러스(컴
퓨터 시동 섹터를 감염) 3년 (미국→한국)
1998년, ‘CIH’ 바이러스(컴퓨
터 시동섹터 감염)

1개월 (대만→한
국)

2003년, ‘Slammer’ 웜 (특정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

수십 분 (전 세계 
인터넷 망 마비)

2011년, ‘Distributed’ 서비스 
거부공격 
(여러 대의 공격자가 특정 시
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

수 분 (국내 정
부, 공공기관 마
비)

2017년, ‘WannaCrypt' 랜섬
웨어(윈도우 시스템 감염시킨 
후 비트코인 요구)

찰나의 순간(인터
넷 접속하는 순간 
감염, 전세계 기
준 사상 최대 피
해)

<표 2>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확산속도

아울러 사이버 보안사고와 함께 내부 정보유

출 사고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첨단기술을 대상으로 내부 구성원

(전․현직 직원)에 의해 계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과거 단순 생계형 정보유출 사건에서

보다 더 대형화, 조직화된 형태로 변모하고 있

다[4]. 내부 정보유출 사고는 해당기술을 잘 알

고 있는 첨단기술 개발참여자가 별다른 죄의식

(개발된 기술에 대한 개인적 소유의식) 없이 전

자메일이나 이동 저장장치 등을 활용하여, 무단

보관, 내부공모, 매수, 공동연구, 위장 합작 등의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대적 우위에 있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유출대상이 ‘시설, 장비,

제품 등에 대한 정보’에서 ‘산업기술 인력과 기

술자체를 확보를 위한 정보’의 수집으로 이동하

고 있으며, 유출방식은 문서 등과 같은 단편적

수단에서 대용량 소형 이동식 기기 등을 통한

최첨단 기법으로 전환되고 있다[4]. 따라서 내부

정보유출 사고의 경우 증거확보와 추적이 곤란

하고,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다.

<그림 1> 정보흐름 관점 정보유출 경로분석

II. 4차 산업혁명 환경 보안문제

최근 사회는 모든 사물에 정보처리 및 통신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

되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제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Hyper-Connected)’, ‘초지능화

(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여 향후 10년간 산업 전반의 패

러다임을 급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제 4차 산

업혁명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진적 발전과 확산은 인

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

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 ‘초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다. 2020년까지

인터넷 플랫폼 가입자가 30억 명에 이를 것이

고 500억 개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인해 상호

간 네트워킹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연계 및 융

합으로 인해 기술 및 산업구조가 ‘초지능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 3월 인간 ‘이세돌’

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Alphago)’와의 바

둑 대결은 ‘초지능화’ 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단

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미래사

회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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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안위험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

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반기술인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바탕으로 똑똑한 사물

들 사이의 동조화(conformity) 상호작용을 통하

여 현실세계(Physical World)과 가상세계

(Electronic World)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공간적인 제한 없이 수집되고 침해될

수 있다. 이는 드러난 컴퓨팅에 의해 한정된 공

간에서 일정한 명령행위에 의한 개인 행적을

어느 정도 분산․디지털화 하는 현재의 컴퓨팅

환경과는 달리, 숨겨진 컴퓨팅에 의해 일정한

명령행위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행적을

집약적․전자적 기록으로 남기는 컴퓨팅 환경

으로 변화를 의미한다[6]. 4차 산업혁명 환경으

로 진화하는 선행적 환경 의미의 “Cloud

Service” 환경 및 “Big Data” 환경에서도 새로

운 보안 취약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 항공,

섬유, 건설 등의 기존의 산업들은 ICT 융합을

통해 지능성·내재성·연결성 등을 갖게 됨에 따

라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었지

만, 그에 따른 새로운 융합보안 위험이 나타났

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인한 융합보

안 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차원적인

공격 시나리오들(관리적인 취약점을 틈탄 물리

적·기술적인 정보유출 행위)이 발견되고 있다

[7].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보안 산업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75억 달러로 전 세계 시장 3.9% 수준의 미

약한 상태이다. 대규모 보안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내 보안 산업은 연평균 7.9% 성장률을 기록

하며 2015년 8조 2100억 원에서 2016년 8조

9500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나, 보안

산업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 대부분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중소기업(62.5%)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아울러 종업원 수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은 76.5%(20인 미만 중소기업 36.1%)로 조사됨

으로써 보안관련 기업들 대부분은 규모가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보안 산업

에 종사하는 인력 수는 39,928명으로 타 산업

(전자 187,006명, 기계 145,847명, 자동차

115,621명, 반도체 90,492명)에 비하여 고용창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8].

따라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 정보보호

산업을 튼튼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대

상의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활용촉진을 통

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목적의 기반조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보호 산업은 매년 고성장

을 보이고 있으나, 저수익·저임금·장시간 노동

이라는 열악한 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정보보호시장 성장을 든든

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중견기업이 충분하지 않

고, 소규모 기업과 대기업으로 양분되어 있어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기형적인 모

습을 보이고 있다. 균형감 있는 건강한 정보보

호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물적 요소

인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고도

화와 함께 비 생물적 요소(주위환경)인 정보보

호 경영관리, 보안사고 범죄․심리학 정보보호

경제성 등에 대한 기반조성 구축이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

III. 결론
향후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크게 2단계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향후 컴퓨

팅 환경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기술적 요소와

사회적 변화요소(특성)를 예측함으로써, 예상

가능한 자율적인 서비스 시나리오 설계와 함께

요구되는 건강한 정보보호 기반환경 조성 주제

들을 가시화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현재(또는

미래) 서비스 사용자(조직)들의 행위(업무절차)

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조사한 후,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새로운 환경 변화

에 맞춘 기술적․사회적 특성 관점에서 설계하

고자 한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전환을

위한 사회과학 정보보호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정보보호 경영관리 영역에서는 개인적

수준의 보안인식(인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설계․검증하고, 이와 연관된 보안구성

요소 분석을 실증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안

사고 범죄·심리 영역에서는 조직관점의 보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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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소화를 위한 정보보호 기반조성을 위해

범죄․심리 상황적 관점에서 보안사고 특성을

해석․분류하고자 한다. 정보보호 경제성 영역

에서는 기 발생된 조직관점의 보안 사고를 대

상으로 객관적 피해규모 산정모형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착을 위

한 사회과학 정보보호 개선연구를 진행하고, 정

보보호 기술과 사회과학적 연구의 안정적 통합

을 이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학문적 영역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분리되어 왔던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경영학, 범죄학, 심리학, 경제학 등을 새로운 환

경변화(제 4차 산업혁명)에 부합되도록 학문간

융합을 통해 집단지성 플랫폼 연구를 수행함으

로써 건강한 정보보호 기반환경 조성에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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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해외 유명 대학의 국내 진입 등과 같은 새로운 경쟁체제는 국내 대학

들을 고등 교육의 공급자 입장에서 신입생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학생 수요자로 전락시키

는 극명한 입장 전환을 만들며, 이들에게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 노력을 더욱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대학 홍보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 입시생들의 참여도

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의 인지도 및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전공탐색 및 진로체험 행사에 체험형 IT (Information

Technology)기술인 VR(Virtual Reality)과 IoT(Internet of Things)를 응용시켜 적용하였다. 이

의 결과는 행동하는 과정이 앎을 습득시켜 주기에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

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입학 예정생들에게 VR과

IoT 기술을 적용한 전공탐색 기반의 대학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체험자들의 반응을

평가하여, 체험형 홍보의 효과가 기존 집체 교육보다 더 나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I. 서론

교육 통계가 보여주는 인구 감소로 인한 대

학 입시생 감소, 입시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

고교 졸업 후 진학보다는 취업을 택하는 학생

들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 지방 대

학들의 정원 초과 현상은 대학이 직면한 어려

움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방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현실화되었으며, 많은 지방전문대학들은 직접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대학홍보를 하고 있고, 잠재적 입학 예정생들과

대학진학상담교사를 대학에 초청하여 캠퍼스 투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1].

그리고 오늘날,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 및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

으나,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의 경우 많은 대학

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정원을 채

운다고 하더라도 정원을 경우 충족시키는 대학

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2]. 특히, 꾸준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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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입학생들이 감소

하고 있는 현실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더욱 심

화시키고 있어, 대학 입시생들의 선호를 획득하

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

은 현실은 점점 확대되어 국내 모든 대학들이

당면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 해외 유명 대학의

국내 진입 등과 같은 새로운 경쟁체제는 국내

대학들의 자구책 마련을 더욱 촉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대학 홍보 전략

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 입시생들의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체험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의 인지도 및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이어지는 2장에서는 대학 홍보와 여기에 응용

가능한 체험형 IT (Information Technology)기

술인 VR(Virtual Reality)과 IoT(Internet of

Things)를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대

학 홍보에 활용 가능한 VR과 IoT 기반의 콘텐

츠들을 설계하고, 4장에서는 이들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결과의 검토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II. 관련 연구

2.1 대학 홍보 전략

과거 대학 홍보는 신문, 라디오와 같은 제한

된 매체를 통해 단순한 공고 형식의 정보를 제

공해 왔으나 IT사업의 발전으로 인터넷

(Internet)을 이용한 매체의 기능적 폭을 수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

다[3]. 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4], 유명 인사의

학생 또는 교수 영입[5] 등 대학의 인지도를 높

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

학생 수 감소가 지속적인 현상으로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서 대학들이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

되며, 학생들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 입시생들에게 먼

저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도구들을 모색하여

이를 이용한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체감형 엔터테인먼트, 교육용

기기로 각광 받고 있는 VR과 프로그래밍 교육을

주도 하고 있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한 대학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의 효과성을 분석해보려한다.

2.2 VR

VR은 사용자가 가상세계에 몰입하여 가상의

콘텐츠와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실감 체험

을 제공하는 기술이다[6]. VR기술을 이용한 체

험형 교육콘텐츠는 체험한다는 것을 통해서 관

련된 행위를 하며 알게 되고, 이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앎을 습득하게 되는 장점을 가져다준다

[7].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VR 기반 교육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8, 9]. 그러므로 VR 기술을 통해 입학 예정생

들에게 대학 홍보콘텐츠를 시연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VR이 대학이 추구하

는 바와 입학 예정들에게 대학을 선택할 수 있

는 유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

개체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는 것에 따른다.

2.3 IoT

IoT는 인간과 사물, 서비스 세 가지 분산된

환경 요소에 대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 없이 상

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으로

볼 수 있다[10]. 이 IoT 기술이 발전하며 정보

화시대에서 모든 사물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프로그래밍의 중요

성이 부각되어,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선호도 높

아지게 되었다.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하면 학생

들이 스스로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IoT

시스템을 고안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11], 편의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동화

기술 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외를 막론

하고 어렸을 때부터의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한

응용력 향상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전공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들과 향후 취업전망 등을 담을 수 있

는 IoT 콘텐츠를 기반으로 입학 예정생들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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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전공탐색 및 대학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

III. 홍보콘텐츠 설계 및 구현

3.1 홍보콘텐츠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홍보콘텐츠는 크게

VR 기반 대학 홍보콘텐츠와 IoT 기반 전공탐

색콘텐츠로 구성된다. 이는 VR 콘텐츠 제작과

체험형 장비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전공 단

위에서의 사용보다는 학교 단위의 사용이 바람

직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며, 전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

이다. 그리고 IoT 기술들은 새롭고 또 관심 있

는 것들을 직접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전

공 학습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들과 향후 예

상되는 진로들을 보여주기에 적당하다 사료된다.

그러므로 VR 콘텐츠는 대학이 직면한 대내

외 환경, 강점 및 능력 위주의 입학 예정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들을 담아내고, 이후 기

구축된 산학협력 기반과 주변의 공공기관 인사

들의 증언형 영상을 담아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영상콘텐츠 자체가 인터넷 상에서

쉽게 이용될 수 있음에 따라, 범용적인 사용자

들의 접근이 가능해져 입학 예정생들의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한 대학 이미지를 높

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학입시 전략[12]라

는 것이 널리 알려진 현실에서 영상콘텐츠 활

용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IoT 기반 전공탐색콘텐츠는 입학 예

정생들이 직접 체험한 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기들로 인터넷 학습을 통해 스스로

구현 가능하면서도 전공탐색이 가능한 것들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여러 IoT 제품군 중 LED

Box, 스마트팜, 스마트하우스 그리고 스마트

RC카를 선정하였다.

이는 라즈베리파이 또는 아두이노 등 코딩

학습이 가능한 싱글보드에 LED 전구를 동작시

키고, 이후 습도 센서를 부착하여 토양에 수분

을 공급하고, 다음 단계로 댁내 사물을 동작시

킬 수 있는 등 단계적이고도 심화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며, 대학

1학년생들이 평균적으로 1-2일 이내에 제작 가

능한 제품군을 선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한 홍보콘텐츠의 활용 예시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홍보콘텐츠별 주요 내용

구분 콘텐츠명 대학 관련 전공 관련

VR 홍보영상 비전, 강점 지원체계

IoT

LED Box

산학협력

기반

IoT 기술

스마트팜
IoT 기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하우스
IoT기술,

융합정보보안

스마트 RC카
신소재,

전기차제어

3.2 홍보콘텐츠 구현

본 연구에서 제안한 VR 기반 대학 홍보콘텐

츠는 최근 D대학이 이룩한 성과부터 품고 있는

비전, 그리고 산학연 협력체계 소속 주요 인사

들이 바라본 대학과 그 소속 전공들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중심으로 스토리보

드를 작성 및 영상을 촬영하여 제작되었고, 이

를 VR 콘텐츠 전용 글래스를 이용하여 입학

예정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홍

보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IoT 기반 전공탐색콘텐츠도 IoT, 신

재생에너지, 융합정보보안, 신소재, 전기차제어

전공 등의 교육과정과 진로에 대한 설명을 포

함하여, 기반 기술 설명을 1:1로 직접 들으며

체험이 가능하도록 제품과 체험공간이 함께 제

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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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R 기반의 대학 홍보콘텐츠와 체험 현장

<LED Box> <스마트팜>

<스마트 하우스 내외부>

<스마트 RC카>

[그림 2] IoT 기반의 전공탐색콘텐츠와 체험 현장

여기서 LED Box는 싱글 보드에 LED 램프

를 부착하여, 스위치 On/Off로 단순히 등을 켜

고 끌 수 있는 간단한 장치이며, 이를 이용해

유리 액정에 그림을 그려 그림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팜은 습도 센서를 이용해 화분

토양의 습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일정 시간

간격에 일정 시간 동안 자동으로 수분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였고, LED 램프를 이용

해 식물 생장 환경에 적합한 빛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하였다.

스마트하우스는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동작하게한 라즈베리파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

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내외등과 선풍기

의 On/ Off 및 커튼을 내리고 올릴 수 있게 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한 명의 체험자가

동작시고 있을 때, 또 다른 체험자는 실내에 설

치된 CCTV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카메라를

동작시켜 내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RC카는 리튬 폴리머 배

터리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동작하는 아두이노

보드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체험자가 직접 조종할 수 있다. 그리고

LED 투광기로 가상의 태양광을 발생시켜 전력

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기도 제작하여, 체험자

가 직접 계속적으로 충전되고 있는 배터리팩을

RC카의 배터리와 교체 또는 RC카의 직접적인

전기 충전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전기 자동차의

활용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IV. 구현 콘텐츠 평가

본 연구에서 진행한 VR과 IoT 기술을 활용

한 전공탐색 기반의 대학 홍보콘텐츠는 D대학

내 체육관을 이용한 대외행사에서 직접 시연하

며 체험자들의 반응을 인터뷰하여 평가하였으

며, 이 데이터는 기존 입학 예정생들의 교내 방

문 시 진행하던 집체 교육 방식의 홍보 성과와

대조되었다. 여기서 집체 교육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홍보콘텐츠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하

였기는 하나, VR은 고화질 영상으로, IoT는 관

련 기술을 소개하는 것과 유튜브에 있는 관련

영상을 이용해 간접적이지만 육안으로 확인시

켜주는 강의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역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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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수강생들의 반응을 인터뷰하여 평가하

였으며, 대조에 활용한 두 그룹의 인터뷰 대상

은 각각 20명씩으로 이루어졌다. 각 그룹에서

콘텐츠 항목별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의 평균

값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표들에 나타나있다.

표 2. VR와 IoT 기술 기반 콘텐츠의 만족도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VR

I

o

T

LED

Box

스마트팜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RC카

합계

표 3. VR와 IoT 기술 기반 콘텐츠의 이해도

이해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VR

I

o

T

LED

Box

스마트팜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RC카

합계

상기 결과를 분석해보면, VR과 IoT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의 만족도와 이해도가 집체 교육

기반 콘텐츠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체험자가 새로운 것들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신

기함에서 오는 높은 만족도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ED Box의 만족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

순한 기능으로 손쉬운 이해가 가능한 것은 체

험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어려워,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높일 수 있으나, 체험 만족도는 높일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집체 교육 시의 콘텐츠 만족도와 이

해도는 중간 이상의 값을 가지는 ‘만족’과 ‘높음’

의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집체 교육의 특성 상

단체로 보게 된 것들에 대해 보편적이고 일반

화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대학별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홍보영상물에 대

해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

어도 영상물을 통해 알게 된 기술 내용들을 적

당히 습득한 정보로 인식하여 알게되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은 스

마트팜의 예를 들어 두 그룹의 답변을 되짚어

보면, IoT 기술을 체험한 그룹은 수분 공급 시

습도 센서의 수치가 변화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반해, 집체 교육을 한 그룹은 습도를 모니터

링하여 수분을 공급한다라고 일반화된 답변을

한다는 것이다.

표 4. 집체 교육 기반 콘텐츠의 만족도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홍보영상

I

o

T

LED

Box

스마트팜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RC카

합계

표 5. 집체 교육 기반 콘텐츠의 이해도

이해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홍보영상

I

o

T

LED

Box

스마트팜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RC카

합계

이러한 결과는 행동하는 과정이 앎을 습득시

켜 준다는 기존 연구[7]의 주장을 더욱 강화시

켜 주고 있으며, 대학 홍보 자체가 더욱 더 입

학 예정생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방법들을

사용하여야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입학 예정생들에게 VR과

IoT 기술을 적용한 전공탐색 기반의 대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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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체험자들의 반응

을 평가하여, 체험형 홍보의 효과가 기존 집체

교육보다 더 나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VR

을 활용한 것은 체험자로 하여금 짧은 시간 내

에 직접 많은 경험을 하게할 수 있어 강력하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적절했던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VR도 체험자가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일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주지

하여야 하며,　VR 자체는 홍보를 위한 매개체

가 되어야 하지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흥미 유발, 신기

효과 유발에 그치지 않고 체험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탐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스토리보

드 작성과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IoT 기술 관련 체험은 개인보유기기

를 활용(Bring Your Own Device: BYOD)하였

는데, 이것 역시 체험자들에게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형태가 되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체험자들이 개인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체험은 자신이 직접 움직인다는 점이

있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인이 되었다. 그

리고 이러한 점은 정보화시대에서 태어나 자라

고 있는 현재의 학생들에게는 당연한 추세로

보이며, 이 갖추어진 기본 인프라를 잘 활용하

면 더 많은 체험형 홍보콘텐츠를 구상하고 제

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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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및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국내 스

피어 피싱 유형 분석’에 따르면 기업과 기관을

노리는 표적 공격의 91%가 Spear Phishing

E-mail에서 시작되고 공격 대상의 76%가 기업

이나 정부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1].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스팸 메일을 탐

지하는 프로그램은 비교적 많이 있지만, 개인이

손쉽게 클립보드를 이용해서 Phishing을 탐지하

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E-mail을 읽어야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E-mail을 열어보는 것

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E-mail에

포함된 첨부파일이나 링크에 속아 정보가 유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심단어, 첨부파일, 링크를 주요 판

단 근거로 삼는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효과적인 정보보

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이 필수적이다.[2].

사용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음 실행 화면에 지침서를 넣었다.

현재 메일 보안 솔루션으로 언급할 만한 것

은 다음과 같다. PC 버전으로는 ‘지란지교시큐

리티’의 ‘SPAM SNIPER’, ‘다우기술’의 ‘테라스

메일’ 그리고 ‘Symantec', ‘Trend Micro',

‘ForcePoint', ‘FireEye’ 등의 솔루션이 있는데

이는 모두 기업 업무환경에 적용되는 솔루션이

다. 모바일 버전으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지만, 스팸 메일에는 효과적인 반면에

Phishing 메일 혹은 메시지는 차단하지 못한다.

이처럼 기존의 솔루션 대부분이 일반 사용자

가 대상이 아닌 기업이 대상인 것이 많고

Phishing 메일 필터링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는 일반 사용자도 악성 메일

을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가 PC보단 스마트폰을 통해 메일을 더

안드로이드 클립보드를 활용한

악의적 e-mail 탐지 기술
이효진, 장수인, 김형종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Detection of malicious E-mail using clipboard of Android

Hyo-jin Lee, Su-in Jang, Hyung-Jong Kim

Division of information security, Seoul Women’s University.

요 약

Phishing E-mail 및 스미싱 등 악의적 목적으로 전송된 메시지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메시지 내의 악

의적 의도를 알게 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에서는 의심 단어, 링크,

첨부파일의 유무로 위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이것의

차단 여부를 사용자에게 선택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클립보드를 기반으로한

악성 메시지 탐지 기술은 안드로이드 환경의 E-mail뿐만 아니라 문자, Social

Network Service 타임라인, 채팅 Application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여

점은 클립보드를 기반으로한 악성 메시지의 탐지 기술의 설계 및 구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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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열람한다고 생각해,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했다. 프로그램 이름

은 Phishing E-mail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Phishing E-mail과 Killer를 합성한 ‘Philler’라

고 정했다.

메일 사용자들은 메일 서비스 업체들이 정상

메일과 악성 메일을 완벽히 구분했다고 신뢰하

기에 자신들이 받은 메일들을 의심 없이 열람

한다. 하지만 이 차단 기능에는 악성 메일이 아

닌데 악성 메일로 판정하는 False Positive와

악성 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상메일로 판정하

는 False Negative 판단 오류가 존재한다[3]. 이

두 가지 판단 오류 중 False Negative 발생이

더 치명적인데[4], 메일 사용자는 악성 메일의

발신자, 메일 내용 그리고 첨부파일을 신뢰하면

서 큰 피해를 본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악성

메일 여부를 판단한 후, 차단하지 않고 사용자

에게 위험도를 알린다. 이는 모든 차단 프로그

램이 False Positive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사용자에게 맡기는 방식을 택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서버가 차단하지 못한 피

싱 메일 및 스미싱 들을 추가적으로 탐지하는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II. 전체 구성

2.1 Philler App의 개발 및 기능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한

악성 여부 검사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Philler App을 통한 검사) 사용자가 Philler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검사하고자 하는 메일

이 있는 메일 서비스 업체(ex. naver, daum 등)

에 로그인한다. 그리고 Phishing 메일로 의심되

는 메일을 열람해 그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

하고 애플리케이션 하단에 있는 텍스트 창에

앞서 복사한 E-mail 내용을 붙여 넣는다. 검사

버튼을 누르면 해당 메일의 위험도의 정도가

오른쪽 아래에 팝업 창으로 나온다. 이 방법은

사용자에게 판단 결과를 팝업창 형식으로 알려,

사용자가 더욱 빠르게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검사 결과를 다른 창으로 이

동해서 보여주지 않고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 기능을 사용했으며, 사용자가 검사 버튼

을 누르는 과정에서 팝업창이 뜨는 과정까지가

빨리 이루어진다.

(메일 혹은 메신저 App의 공유기능 활용)

사용자가 검사하고자 하는 SMS나 Social

Network Service, 메신저의 글을 클릭해 Philler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유한다. 사용자의 스마트폰

화면은 자동으로 Philler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

되면서 공유한 내용의 위험도 정도가 화면에

나타난다. 이 방법은 SNS와 SMS 그리고 메신

저 적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메일 또한 적용

할 수 있다. 스미싱에 활용될 수 있는 SMS와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은 메시지를 2초 이상 터치하고 있

을 때 팝업되는 메시지 옵션의 공유 기능을 활

용한다.

[그림 1] 플로우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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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er App은 Android Studio를 활용하여 개

발 하여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구동되는 소프트

웨어 이다. 기존의 악성 메일들을 수집해 메일

별로 토큰 구분된 단어의 발생 값을 기록하여

이를 Bayes 확률공식에 적용해 학습 데이터를

얻어낸 후, 새로 들어온 메일에 대해 악성 메일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인 Bayesian Filter 기술

[5]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 기존 악성 메일들을

수집해 학습한다는 개념을 적용했다. 검사는

단어, 첨부파일, 첨부된 링크를 통해 진행한다.

스팸메일과 Phishing E-mail이 가진 특징을

학습 및 분석하기 위해서 메일 사용자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준 메일들을 수집하여 공통으로

가진 단어들을 DB에 적용했다. 위험도 결과를

나타내는 심볼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활용하였다.

2.2 Philler App 기능별 세부 설명

2.2.1 검사 알고리즘
메일 또는 텍스트에 있는 단어, 첨부파일, 첨

부된 링크를 통해 악성 메일 또는 SMiShing

메시지 여부를 판단한다.

(단어 분리) 검사할 메일 또는 텍스트를 직접

정한 기준을 통해 단어별로 분리한다. 예를 들

어 검사할 내용이 ‘서울 여자 대학교’라면, ‘ ’를

기준으로 ‘서울’, ‘여자’, ‘대학교’와 같이 세 단어

로 분리한다. 이 분리 기준은 조사, 띄어쓰기,

줄 바꿈 그리고 스팸메일에 자주 사용되는 기

호로 현재 21개가 동시 적용되고 있다.

(count에 저장) DB에 스팸메일 또는

Phishing E-mail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저

장되어 있는데, 이를 알고리즘에 갖고 온다. 이

단어들과 “분리된 단어”들을 일일이 비교한 후,

일치할 경우 count 값을 증가시킨다.

(count_ex에 저장) 미리 정해놓은 첨부파일

의 확장자와 ‘분리된 단어’들과 비교한 후, 일치

할 경우 수를 센다. 이 확장자는 실제 피해자들

이 받은 첨부파일들의 것으로 설정했다.

(count_domain에 저장) DB에 첨부된 링크

를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도메인들이 저장되어있는데, 이를 알고리즘에

갖고 온 후 분리된 단어들과 비교한 후, 일치할

경우 수를 센다.

(판단) count, count_ex, count_domain 값을

보고 결과를 판단한다.

2.2.2 화이트 리스트
첨부된 링크를 분석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기술(White List)을 적용한다. 이는 악성 링크

를 DB로 만드는 블랙리스트의 반대되는 개념으

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링크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이에 적용되는 링크는 언제나 수용하는

방식이다[6].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된 화이트리스트에

는 국내 인터넷 사용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상위 50개의 사이트가 저장되어있다.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 상위 50개의 방문 사이트

사이트 주소 사이트 주소
www.naver.com www.google.co.kr
www.youtube.com www.daum.net
www.google.com www.facebook.com
www.news.naver.com www.tistory.com
www.dcinside.com www.donga.com
www.ppomppu.co.kr www.twitter.com
www.client.net www.inven.co.kr
www.instagram.com www.namu.wiki
www.etorrent.co.kr www.todayhumor.co.kr
www.shopping.naver.com www.nate.com
www.ilbe.com www.11st.co.kr
www.gmarket.co.kr www.blog.me
www.hitomi.la www.tumblr.com
www.msn.com www.torrentkim3.net
www.wikipedia.org www.auction.co.kr
www.danawa.com www.zipbogo.net
www.ddanzi.com www.interpark.com
www.tosarang2.net www.map.naver.com
www.movie.naver.co

m
www.cafe24.com

www.kakao.com www.chosun.com
www.slrclub.com www.afreecatv.com
www.coupang.com www.nexon.com

www.amazon.com
www.finance.naver.co

m
www.news.nate.com www.linktender.net
www.github.com www.bobaedre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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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링크가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링크라

면 ‘위험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

구가 적힌 결과 창을 띄운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첨부된 링크가 실제 위

험한 링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

에 존재하지 않기에 위험링크로 분류될 수 있

는 허점이 존재한다. 이렇듯 화이트리스트 이외

의 모든 링크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더욱 높은

위험 확률을 갖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2.3 주의사항 고지 기능
애플리케이션 메뉴 내에 있는 ‘주의사항’ 버튼

을 누르면 악성 메일 예방수칙을 확인할 수 있

도록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신인인 불분명한 메일은 확인하지 않는다.

- 메일에 포함된 첨부 파일은 백신 프로그램으

로 검사를 한 후 열람하도록 한다.

-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엔진을 유지

하고 실시간 감시 기능을 사용한다.

- 메일 본문에 포함된 링크는 가급적 접속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메일 내용 중 링크를 걸어두고 일반 사이트

로 접속한 것처럼 비슷하게 꾸며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게 만들어서 그 정보를 가로챈

다.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kftc.or.kr) 및 인

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에서는 어

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인터넷상으로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Ⅲ. 개발 결과
본 장에서는 개발 결과를 개발 화면을 통해 설

명한다.

3.1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점검

[그림 2]의 각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검사하고자 하

는 메일이 있는 메일 서비스 업체에 로그인한

다.

(나) 검사하고자 하는 메일을 복사한다.

(다) 하단에 있는 텍스트 창에 붙여넣고 검사

버튼을 누른다.

(라) 오른쪽 아래에 팝업창으로 나온 결과를 확

인한다.

3.2 ‘공유’기능을 통한 점검

[그림 3]의 각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마) 검사하고자 하는 글을 선택한다.

(바) Philler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유한다.

(사) 공유한 내용이 애플리케이션에 나타난 것

을 확인한 후 검사 버튼을 누른다.

(아) 위험도를 확인한다.

[그림 2]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행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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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향후방향

이 애플리케이션은 악성 메일, 특히 Phishing

E-mail에 효과적인 애플리케이션이다. 메일 서

버 내에 있는 필터링 기능은 주로 스팸메일 차

단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Phishing E-mail 차단

에는 여전히 취약하다. 메일 서버 내 차단 기능

을 1차 필터링, Philler 애플리케이션을 2차 필

터링 그리고 사용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판

단 결과 창을 통해 메일을 신뢰할지 아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이는 False Negative와

False Positive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한

부분이다.

메일 뿐만 아니라 모든 텍스트를 갖고 검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가벼운 구동과 쉬운

이용방법으로 사용자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다

가갈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악성 메일을 수집해 그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고 DB 목록을 보완하고, 국내 사

이트 외에도 안전한 국외 사이트 또한 DB 목록

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한 링크 여

부 분석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학습하고 연구

를 해야 한다.

현재 메일 내용 분리 기준이 한국어를 초점

으로 되어있는데, 영어도 추가하고, 직접 클립

보드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이 아닌, 좀 더

간편한 방법을 찾아보고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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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바이너리 난독화는 컴파일된 프로그램의 코드를 복잡하게 만들어 역공학을 방해하는 기술로,

소프트웨어 보안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며, 악성코드에서 분석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

다. 그 중에서도 코드 가상화 기법으로 난독화된 프로그램은 원본 기계어 코드를 가상 기계의

명령어로 변환하여 역공학을 방해하는 기술로, 기계어 자체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이너리 난독화 기법보다 분석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기호 실행을 이용해 가상화된 코드의

핵심 동작을 추출하고, 이를 원본 기계어 코드로 재구성 하는 도구를 구현함으로써 가상화 난독

화 기법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도구에 어떠한 한계

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IoT와 같은 간

단하지만 실생활에 밀접한 프로그램부터 빅데

이터를 처리하는 대형 서버 프로그램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소프트

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됨에 따라서 소프트웨

어 보안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역공

학(Reverse-Engineering)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분석될 경우 분석 정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역공학을 방해하기 위해 “Bogus Control

Flow”, “Control Flow Flattening”, “Instruction

Substitution” 등 다양한 방식의 바이너리 난독

화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1],[11].

이러한 바이너리 난독화 기법은 악성코드에

도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악성 행위 분석

을 어렵게 하기 위한 난독화 기법이 갈수록 고

도화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드 가상화를 이

용한 난독화(Virtualization-Obfuscation) 기법까

지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다[1],[10].

코드 가상화를 이용한 난독화 기법은 원본

기계어 코드를 가상 기계의 명령어로 변환하여

역공학을 방해하는 기술이다. 코드 가상화를 이

용해 난독화된 코드는 기존의 디스어셈블러

(Disassembler)로 전혀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실행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기존의 난

독화 기법들에 비해 훨씬 더 분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가상화된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

상 코드를 해석하고 실행시키는 가상 기계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방식은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

어질 뿐만 아니라, 난독화가 완전히 해제된 바

이너리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난독화된 코드의

분석 결과를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10].

이와 같이 가상화 난독화된 코드의 수동 분

석이 매우 어려움에 따라 가상화된 코드를 자

동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2][9][10]. 본 논문에서는 그 중 기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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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ic Execution)을 이용해 가상화된 코드

의 핵심 동작을 추출하는 방식[9]을 사용하여

가상화 난독화된 코드로부터 원본 기계어 코드

를 추출하고, 난독화가 해제된 바이너리를 자동

으로 생성하는 도구를 제작하였다.

또한 기존의 방식[9]에서는 난독화가 해제된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를 생성하기 위해서 가상

화된 함수 이외의 모든 코드를 분석하고 이를

소스코드로 직접 복원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

었다. 본 논문에서는 원본 바이너리의 파일 헤

더를 조작해 새로운 섹션에 원본 코드를 삽입

하고 코드 후킹을 통해 난독화가 해제된 함수

가 호출되도록 수정함으로써 별도의 분석 없이

도 바이너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 기호 실행을 통한 분석

2.1 기호 실행

기호실행이란 소프트웨어 실행 시 특정 메모

리를 실제 값(Concrete Value)이 아닌 기호로

두고 실행하는 바이너리 동적 분석 기법이다.

기호로 지정된 메모리에 어떠한 연산이 이루어

질 경우, 해당 메모리 값은 특정 값이 아닌 연

산식(Symbolic Expression)으로 구성된다.[9] 이

렇게 생성되는 연산식을 분석하면 해당 메모리

에 어떠한 연산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

으며, 해당 메모리 값이 특정 분기문에 영향을

끼칠 경우 그 분기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러한 기호실행 기법은 바이너리 자동 분석, 취

약점 자동 탐지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

다[2].

2.2 기호 실행을 이용한 핵심 코드 추출

가상화된 코드는 실제 기계의 명령어를 가상

기계의 명령어로 재구성한 코드로, 디스어셈블

러나 일반 프로세서가 해석할 수 없으며, 별도

로 탑재된 가상 기계에서 해석하고 실행시킨다.

이렇게 가상화된 코드는 겉보기에는 완전히 달

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국 동일한 동작을 한

다. 예를 들어, xor 명령어를 가상화한 경우, 가

상화된 코드는 해석할 수 없지만, 해당 코드를

해석하고 실행시키는 핸들러(Handler) 내에서는

최종적으로 특정 메모리에 대해 원래의 기계어

코드 xor 명령어를 실행시킨다. 이러한 점에 착

안하여 연산 대상이 되는 메모리를 기호로 두

고 기호 실행을 수행한다면, 가상화된 코드를

거친 후, 해당 메모리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연

산 집합이 Symbolic Expression 형태로 생성된

다[2],[10].

III. LLVM-IR을 이용한 코드 복원

3.1 LLVM Compiler Infrastructure

LLVM은 재사용성을 강조하는 모듈식 컴파

일러 기반 구조이다. LLVM은 컴파일 과정에서

LLVM IR(Intermediate Representation) 이라는

중간 언어를 사용하며, LLVM IR에 대해 난독

화와 최적화를 수행한다[4],[7].

3.2 LLVM-IR을 이용한 재컴파일

Jonathan Salwan 등의 논문[9]에서는 기호

실행을 통해 수집된 Symbolic Expression을

LLVM-IR로 변환하여 최적화 옵션과 함께 컴

파일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상

화된 코드로부터 추출한 핵심 연산을 실행 가

능한 기계어 코드로 변환할 수 있다.

3.3 코드 삽입 및 후킹을 이용한 실행파일

재구성

Jonathan Salwan 등의 논문[9]에서는 가상

화 되지 않는 코드는 직접 분석하고 이를 소스

코드로 복원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실용적인 단

계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화 난독화가 해제된 코드를 원본 실행파일에

삽입하고, 해당 함수 호출 부를 후킹하는 방식

으로 별도의 분석 없이 난독화 해제된 프로그

램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IV. 난독화 해제 도구 구현 결과

4.1 가상화 난독화가 적용된 프로그램

본 논문에서는 [표 2]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에 대해 xor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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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xor 연산

을 수행하는 func 함수는 가상화 되어있다.

#include<stdio.h>

int func(int x, int y)

{

return x ^ y;

}

int main(int argc, char *argv[])

{

int x, y;

printf("x: ");

scanf("%d", &x);

printf("y: ");

scanf("%d", &y);

printf("result: %d\n", func(x, y));

return0;

}

[표 2] 실험 대상 프로그램의 원본 소스코드

가상화된 func 함수 코드는 [그림 1]과 같으

며, 이렇게 가상화된 코드는 [그림 2]와 같이 구

현된 가상 기계를 통해 해석되고 실행된다.

[그림 1] 가상화된 코드

[그림 2] 가상 CPU

4.2 가상화 난독화 해제

main 함수에서 func 함수를 호출하는 루틴을

보면 2개의 인자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본 실험에서는 Triton[6] 도구를 이용해 인

자로 전달하는 두 변수를 기호로 설정하고 기

호 실행을 수행하였다. 기호 실행 결과 생성된

연산식의 일부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기호실행을 이용해 추출한 동작 일부

이렇게 생성한 Symbolic Expression을

Triron을 이용해 LLVM-IR로 변환한 결과의

일부는 [표 3]과 같다[7],[9].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107 -



%".137" = xor i64 %".72", %".136"

%".138" = trunc i64 %".137" to i32

%".139" = zext i32 %".138" to i64

%".140" = trunc i64 %".139" to i32

%".141" = trunc i32 %".140" to i8

[표 3] 추출한 동작을 LLVM-IR로 변환한

결과 일부

이렇게 추출한 LLVM-IR을 최적화 옵션과

함께 컴파일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가상화 난

독화가 해제된 기계어 코드를 획득할 수 있었

다.

[그림 4] 가상화 난독화가 해제된 기계어

코드

마지막으로 난독화가 해제된 실행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원본 실행파일의 헤더 정보를

조작하여 섹션을 추가하고, [그림 5]와 같이 해

당 섹션에 난독화가 해제된 기계어 코드를 삽

입하였다.

[그림 5] 가상화 난독화가 해제된 코드를

원본 실행파일에 삽입한 결과

이후 [그림 6]과 같이 가상화 난독화된 함수

를 호출하는 코드를 난독화 해제된 함수를 호

출하도록 변조하였다.

[그림 6] 난독화가 해제된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 난독화된 코드가 연산

을 수행하는 메모리를 기호로 설정해 기호 실

행을 수행한 후, 수집된 연산식을 LLVM-IR로

변환하여 최적화 옵션과 함께 컴파일 하는 방

식의 분석 방식[9]을 소개하였고, 가상화가 해제

된 실행파일을 얻기 위해 원본 실행파일에 섹

션을 추가하여 가상화 난독화가 해제된 기계어

코드를 삽입한 뒤, 코드를 후킹하여 가상화 난

독화가 해제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을 제안하

였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자동으로 가

상화 난독화가 해제된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로 가상화 난독화가 해제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소개한 가상화 난독화

해제 방식은 기호로 설정된 메모리에 대한 연

산만을 추출하기 때문에 특정 메모리에 대한

동작만을 복원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면 가상화 난독화된 코드를 더욱 정확하

게 분석할 수 있게 되어 가상화 난독화가 적용

된 악성코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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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용자의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랜섬웨어는 2015년 4월

광범위하게 유포되기 시작하였고, 전 세계적으

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1]. 한국인터넷진흥

원은 2017년 분기별 악성코드들 중 랜섬웨어가

모든 분기에서 가장 높은 발생 수를 기록했다

고 분석하였으며, 해당 수치에는 안드로이드 기

기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포함되었다[2].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데이터가 암호화된 경

우 이를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랜섬웨어 앱을 실시간 탐지해낼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1].

Jing Chen 등의 연구[3]에서는 특정 앱이 기

기 내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자가 암호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7R1E1A1A01075110).

화 행동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암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

로 랜섬웨어 앱과 정상 암호화 기능 앱을 구분

하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과정 중 첫 단계에서

는 보호되어야 할 파일들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정의하고, 파일의 엔트로피 값을 측정하여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4].

하지만 안드로이드 기기 내에 보호되어야 할

파일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암호화 여부의

기준이 될 엔트로피 값을 파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랜섬웨어 앱 실시간 탐

지 방안, 랜섬웨어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엔트

로피 값 측정을 위한 관련 연구를 다룬다. 3장에

서는 측정을 위해 구현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

며, 4장에서는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파일 종류

별 기준 값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향후 연구에 대해 언급하며 결론을 맺는다.

Shannon 엔트로피 값 분석을 통한 파일 암호화 판별에
관한 연구 1)

고주성*, 곽진**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응용및보증연구실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Determining File Encryption Status through Shannon Entropy
Criteria Analysis

Ju-Seong Ko*, Jin Kwak**

*ISAA Lab.,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Cyber Security, Ajou University.

요 약

최근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악의적인 앱의 암호화 동

작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암호화 동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파일의 암호화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암호화 여부

판단을 위해 shannon 엔트로피 값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shannon 엔트로피를 이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엔트로피 값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실제 환경에서 적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파일 종류 별 shannon 엔트로피 값 기준을 제시하여 파일 암호화

여부 판별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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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2.1 랜섬웨어 앱 실시간 탐지 방안

Jing Chen 등의 연구[3]에서는 정상 암호화

기능 앱과 랜섬웨어 앱을 구분하기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암호화 과정을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

는지 판단한다. 이 판단을 위해 3단계의 분석

과정을 거치는데, 3단계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단계 분석 내용
1 모니터링 대상 데이터의 암호화 여부
2 사용자의 암호화 기능 인지 여부
3 사용자와 암호화 앱의 상호작용 여부

[표 1] 랜섬웨어 앱 실시간 탐지 방안 단계

단계 1에서는 모니터링 중인 데이터가 암호

화된 파일인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shannon

엔트로피를 이용하는데, 데이터의 엔트로피 값

이 높아질 경우 암호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

음 단계를 시작하게 된다[3].

2.2 shannon 엔트로피

shannon 엔트로피는 데이터 파일 내 값들의

분포를 이용해 암호화 여부를 판단한다. 암호문

내의 값들은 평문에 비해 균등한 분포를 가진

다는 점을 이용해 특정 파일이 암호화되었는지

판단한다. 이는 암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돈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엔트로피 값 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4].

  
  



  log 


,   



(는 파일 내 값 i의 개수, total bytes는 파일의 크기)

파일 내의 값 분포가 0x00부터 0xFF까지 모

두 균등한 경우, e는 최대값인 8이 된다.

2.3 랜섬웨어에서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

2017년 1월, 기존 윈도우용 킬디스크 악성코

드의 변종인 리눅스용 킬디스크가 발견되었다.

파일 암호화 방식은 윈도우에서 AES와 RSA를

이용했던 점과 달리 리눅스에서는 Triple-DES

방식을 이용하였다[5].

2017년 5월, 전 세계에서 워너크립터 랜섬웨

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랜덤으로 생성한

AES 키를 이용해 AES_128 CBC 방식으로 데이

터를 암호화한 후 RSA 공개키로 AES 키를 암

호화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6]. AES_128 CBC

방식은 인코더 랜섬웨어에서도 사용되었다[5].

2017년 5월, 재프 랜섬웨어가 네커스 봇넷을

이용한 스팸 메일을 통해 국내에 급속도로 유

포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API를 이용해

랜덤한 키를 생성하였고, AES_256 CBC 방식으

로 암호화하였다.

[표 2]는 주요 랜섬웨어 별로 사용한 암호

알고리즘을 정리한 것이다.

No 랜섬웨어 명 암호 알고리즘
1 킬디스크 Triple-DES CBC
2 워너크립터, 인코더 AES_128 CBC
3 재프 AES_256 CBC

[표 2] 주요 랜섬웨어 별 암호 알고리즘

2.4 랜섬웨어의 주요 타겟 파일

SOMANSA는 랜섬웨어가 문서 파일과 DB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를 암호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시스템 폴더와 결제 유도에 사용되는

Tor 폴더들은 제외 대상으로 포함되었다고 분석

하였다[8]. 또한 Nolen Scaife 등의 연구[4]에서

는 랜섬웨어 앱들이 pdf, docx, pptx 등 문서 파

일에 가장 많은 접근을 수행했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2.5 CrypTool

CrypTool은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들을 직접

시연해볼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다양한

해시함수, 키 교환 프로토콜, 그리고 블록 및 공

개키 암호 등 400개 이상의 알고리즘을 지원하

고 있다. 알고리즘의 입력과 출력으로 문자열,

바이트 값, 파일 등 형태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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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측정 방안 및 구현

3.1 엔트로피 값 종류 별 기준의 필요성

Jing Chen 등의 연구[3] 중 단계 1에서는 모

니터링 중인 데이터의 shannon 엔트로피 값이

높을 경우 암호화된 파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엔트로피 값이 높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

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Nolen

Scaife 등의 연구[4]에서는 파일들의 특성이 다르

기 때문에, 파일 종류 별로 shannon 엔트로피 값

을 형성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파일 종류 별 암호화 전·후의 엔트로

피 값 비교를 통해 암호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는 파일 종류 별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3.2 측정 방안

(그림 1) 엔트로피 값 비교과정

랜섬웨어 앱이 많이 접근하는 문서 파일들을

대상으로 암호화 전·후의 엔트로피 값 비교를

수행한다. (그림 1)은 평문과 암호문의 엔트로피

값 비교를 위한 순서도를 나타낸 것이다.

Encrypt와 Entropy Calculate에 관한 내용은 각

각 3.3, 3.4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분석 대상 파일 종류는 pdf, pptx, docx, xlsx

총 4가지이며, 각 종류 별로 50개의 평문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비교에 이용할 암호 알고리즘

은 랜섬웨어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알고리즘들인

TDES-2K(Triple DES 2key), TDES-3K(Triple

DES 3key), AES_128, AES_256 총 4가지로 수

행하며 모두 CBC 모드를 이용한다.

[표 3]은 분석에 이용될 문서 파일, 암호 알

고리즘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항목 분석 대상
문서 파일 pdf, pptx, docx, xlsx

암호 알고리즘 TDES-2K, TDES-3K, AES-128, AES-256

[표 3] 분석 대상 파일 및 암호 알고리즘

3.3 암호화 수행

(그림 2) CrypTool을 이용한 암호화 구현

(그림 2)는 (그림 1)의 Encrypt 단계를 구체

화한 것이다. CrypTool 2.1(stable)을 이용하였

으며, 파일 종류 별 구분을 위해 (그림 2)와 같

은 워크스페이스를 4개 만들었으며, 각 워크스

페이스는 Input Files와 Output 외에 모두 동일

한 조건을 가진다.

각 워크스페이스는 암호 알고리즘으로

TDES-2K, TDES-3K, AES-128, AES-256을

포함하고 있다. 암호 알고리즘의 입력으로는

Input Files, KeyGen(N), IVGen(N)을 가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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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Files는 각 종류 별 50개의 파일,

KeyGen(N)은 N-byte 크기의 키 생성,

IVGen(N)은 N-byte 크기의 Initial Vector 생성

을 의미한다. 암호 알고리즘의 출력으로는

Output이 있는데, 이는 각 대응되는 암호 알고

리즘의 수행 결과인 암호문이다. [표 4]는 각 워

크스페이스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정리

한 것이다.

구현 항목 수행 내용
Input Files 특정 종류에 속하는 파일 50개
Output N 대응되는 알고리즘의 암호문
KeyGen(N) N-byte 크기의 키 생성
IVGen(N) N-byte 크기의 IV 생성

[표 4] 구현 항목 설명

3.4 엔트로피 계산 및 비교

(그림 3) 엔트로피 계산 결과

(그림 3)은 (그림 1)의 Entropy Calculate를

수행한 예이다. Entropy Calculate는 2.2절의 수

식을 구현함으로써 구체화할 수 있다. 각 파일

종류 별로 (그림 2)의 Input Files, Output 1-4

에 해당하는 파일에 엔트로피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총 5개의 엔트로피 값 결과 파일이 나오

게 되며, 각 결과 파일에는 50개의 엔트로피 값

이 포함된다.

엔트로피 값 비교는 각 파일 종류 별로 평문

엔트로피 값과 4개의 암호문 엔트로피 값을 비

교하여 수행한다.

IV. 수행 결과 및 기준 제시

4.1 수행 결과 및 분석

(그림 4) pdf 대상 수행 결과

(그림 5) pptx 대상 수행 결과

(그림 6) docx 대상 수행 결과

(그림 7) xlsx 대상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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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그림 7)은 각각 pdf, pptx, docx,

xlsx에 대한 엔트로피 값 비교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x축은 파일 번호, y축은 엔트로

피 값이다. 위 결과를 분석한 정보는 다음 두

가지이다.

① 평문–평문 간 엔트로피 값 비교

4가지 수행 결과 모두 개별 파일에 따라 상

이한 엔트로피 값을 가지지만, pdf와 pptx 파

일은 대체적으로 높은 엔트로피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파일 종류 별로

개별적인 엔트로피 값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② 평문–암호문 간 엔트로피 값 비교

4가지의 암호 알고리즘에서 모든 암호문의

엔트로피 값이 8에 근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는 파일 종류 별 엔트로피 최소/최대값

을 정리한 것이다.

분석 대상 최소값 최대값

pdf

Plain 7.557820 7.988754
TDES-2K 7.995848 7.999979
TDES-3K 7.996367 7.999981
AES-128 7.996475 7.999979
AES-256 7.996759 7.999977

pptx

Plain 7.489538 7.993521
TDES-2K 7.997166 7.999985
TDES-3K 7.996879 7.999985
AES-128 7.997184 7.999984
AES-256 7.997032 7.999985

docx

Plain 7.133540 7.911868
TDES-2K 7.927723 7.999979
TDES-3K 7.922660 7.999978
AES-128 7.923519 7.999979
AES-256 7.926397 7.999979

xlsx

Plain 7.038296 7.968575
TDES-2K 7.983629 7.999924
TDES-3K 7.981825 7.999927
AES-128 7.981290 7.999928
AES-256 7.982834 7.999934

[표 5] 파일 종류 별 엔트로피 최소/최대값

4.2 엔트로피 값 기준 제시

실제 환경에서 암호화된 파일에 대해 어떤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

다. 따라서 평문 엔트로피의 최대값과 전체 암

호문 엔트로피의 최소값을 비교하여 엔트로피

값 기준을 제시한다. [표 6]은 파일 별로 평문

엔트로피의 최대값, 암호문 엔트로피의 최소값

을 비교하여 기준 값을 제시한 것이다.

종류 평문 최대 암호문 최소 기준
pdf 7.988754 7.995848 7.99
pptx 7.993521 7.996879 7.996
docx 7.911868 7.922660 7.92
xlsx 7.968575 7.981290 7.98

[표 6] 엔트로피 값 비교 및 기준 제시

위 기준을 적용한 예로, 한 pdf 파일의 엔트

로피 값이 기준 값인 7.99보다 큰 경우에는 해

당 파일이 암호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랜섬웨어 앱 실시간 탐지 방

안에서 파일의 암호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암

호화 전·후의 shannon 엔트로피 값을 분석하였

다. 파일 종류 별로 형성하고 있는 엔트로피 값

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 별로 기준이 주어져야

함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종류 별 기준을 제

시하였다.

하지만 종류 별 수집 데이터 수는 50개씩으

로 기준에 대한 정확성이 미흡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파일들의 경우 암호화되지 않았음에도 기

준 엔트로피보다 높은 엔트로피 값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데이터

집합을 가지고, 특정 조건의 파일에 대해서도 적

용할 수 있는 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랜섬웨어 앱 실시간 탐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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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접근 제어 메커니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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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S 샌드박스란 iOS의 보안 메커니즘 중 하나로, 샌드박스에 대한 정책이 정의된 iOS

샌드박스 프로파일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제한한다. 본 연구에서는 샌드박스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각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정책이 적용 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샌드박스 프로파일은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되며, iOS 버전에 따라 바이너리

샌드박스 프로파일의 구조가 달라진다. 버전에 따른 바이너리 샌드박스 프로파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추후 샌드박스의 안전성을 파악하는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I. 서론

iOS 샌드박스는 Apple 사에서 iOS의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 중 하나로, iOS

샌드박스 프로파일에 명시된 정책에 따라 앱에

대한 접근 제어를 수행한다. 샌드박스와

샌드박스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샌드박스를

우회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샌드박스의

정책을 사전에 파악하여 점검함으로써 iOS의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샌드박스 내부 구조 및 동작 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샌드박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

바이너리 형식의 iOS 샌드박스 프로파일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SBPL(Sandbox Profile

Language) 형식으로 작성되어 내부적으로

처리가 용이한 바이너리 형식으로 컴파일 후,

파일 시스템 또는 커널에 저장된다. 그러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바이너리 형식의 프로파일의 구조에 대해서도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어 iOS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iOS 8 이상 버전의 샌드박스

프로파일을 연구 대상으로 바이너리 형태의

샌드박스 프로파일의 구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iOS 샌드박스 프로파일을 연구하기 위하여

개발된 샌드박스 프로파일 해석 도구인 Stefan

Esser의 도구[1],[2]와 이를 발전시켜 개발된

SandBlaster[3],[4]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배경 지식

1.1 iOS 샌드박스의 안전성

iOS 샌드박스는 Apple 사에서 iOS 앱에

대해 적용하는 보안 메커니즘 중 하나로, 앱이

사전에 정의된 정책 내에서만 동작하도록

제한하는 기술이다. iOS의 모든 앱은 샌드박스

내에 자신에게 허용된 사용자 데이터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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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OS 샌드박스 프로파일 구조 

자원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특정 앱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여도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다른 앱의 사용자 데이터나 시스템 자원에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iOS 샌드박스를

사용할 경우, 특정 앱에 대한 공격이 성공해도

공격의 영향이 다른 앱에 전파되지 않아

공격에 대한 피해 범위를 공격당한 앱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앱에 적용하고자 하는 샌드박스에 대한

정책이 정의되어 있는 파일을 샌드박스

프로파일(profile)이라고 한다. Apple 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대부분의 시스템 앱은

자신의 샌드박스 프로파일을 가지며, 각자의

프로파일에 정의된 정책 내에서 동작한다. 일부

시스템 앱과 모든 써드파티(third-party) 앱에는

디폴트(default) 샌드박스 프로파일인 컨테이너

(container) 프로파일이 적용된다.

iOS 샌드박스는 iOS 앱에 대한 보안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나, Apple 사에서

제공하는 샌드박스의 동작 방식이나 샌드박스

프로파일의 구조 등 샌드박스 내부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Apple 사에서 샌드박스를 통해 앱에 어떤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샌드박스 프로파일에 샌드박스를 우회할 수

있는 결함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iOS를

보다 안전하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써드파티

앱에 적용되는 컨테이너 프로파일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이다.

1.2 iOS 샌드박스 프로파일

샌드박스 프로파일은 SBPL(SandBox Profile

Language) 형식으로 작성되는데, SBPL 형식은

사람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SBPL 형식의 샌드박스 프로파일은

앱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표현하기 위해,

크게 operation, filter, decision 3가지 요소를

사용한다.

Operation은 프로세스에서 호출되는 시스템

콜(system call) 등에 대한 추상화된 동작으로,

파일을 읽어 들이는 file-read, 디렉터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mach-lookup 등이 있다.

operation은 조건문인 filter를 만족하는지에

따라 수행될 것인가에 대한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허용 여부를 나타낸 것이

decision이다. 앱이 수행하려는 동작이 filter를

만족하여 operation이 수행되는 것을 허용

하고자 할 경우, decision은 허용 상태

(allow)로 설정한다. 반대로, 앱이 수행하려는

동작이 filter를 만족하여 operation이 수행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 decision은 거부

상태(deny)로 설정한다.

Operation, decision, filter는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하나의 앱은 제한하고 싶은 동작을

표현한 operation에 filter를 적용한다. 하나의

앱에는 여러 개의 operation에 대한 정책이

정의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operation에 대해

다수의 filter가 적용될 수 있다.

iOS 샌드박스 프로파일은 사람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SBPL 형식으로 작성되지만,

내부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iOS 커널

내부에는 바이너리 형식으로 컴파일되어

저장된다. 그러나 바이너리 형태의 샌드박스

프로파일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구성되어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샌드박스 프로파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바이너리 형식의 샌드박스 프로파일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디컴파일

과정이 필요하다.

1.3 관련 연구

추출된 바이너리 형태의 프로파일에 대한

디컴파일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이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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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OS 8.0의 바이너리 샌드박스 프로파일

진행되고 있다. iOS 샌드박스 프로파일의 분석

도구로는 최초로 개발된 XNUSandbox를

시작으로, 2014년 공개된 Stefan Esser의

샌드박스 프로파일 분석 도구 및 2016년에

발표된 SandBlaster가 존재한다.

XNUSandbox[5],[6]는 2011년 최초로 iOS

샌드박스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여 개발된 iOS

샌드박스 프로파일 분석 도구이다. iOS 4 버전

이후 펌웨어에 대하여 샌드박스 프로파일을

추출하여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의

변환을 제공한다. 그러나 iOS 샌드박스

프로파일을 디컴파일한 결과 정보가 SBPL

형식이 아닌 내부 데이터 구조로 표현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Apple 사가 iOS 7

이후부터 샌드박스 프로파일의 바이너리

형식을 변경함에 따라 최신 iOS 버전에서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

Stefan Esser가 개발한 샌드박스 프로파일

분석 도구[1],[2]는 XNUSandbox의 발전된

형태로, iOS 7 이후 버전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바이너리 형태의 샌드박스 프로파일에 대한

디컴파일이 가능하다. 또한, 샌드박스

프로파일을 SBPL 형식에서 바이너리 형식으로

컴파일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추출한

바이너리 형식의 샌드박스 프로파일을

디컴파일한 결과는 SBPL 형식이 아닌 중간

언어(intermediate language)로 표현된다.

SandBlaster[3],[4]는 바이너리 형식의 iOS

샌드박스 프로파일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SBPL 형식으로 디컴파일하는 도구이다. iOS 7

이후 버전에 대해 iOS 샌드박스 프로파일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한 프로파일을 SBPL

형태로 변환한다. SBPL 형태로의 변환을 통해

샌드박스의 보안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구

버전의 iOS와 최신 버전의 iOS에 대한

디컴파일을 수행한다.

III. iOS 샌드박스 프로파일 구조

바이너리 형식의 iOS 샌드박스 프로파일은

iOS 버전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가진다. iOS 8

버전에서는 각 샌드박스 프로파일이 분리되어

저장되지만, iOS 9 이상 버전에서는 여러

샌드박스 프로파일이 하나의 구조로 번들

(bundle)되어 저장된다.

iOS 8 버전에 대한 샌드박스 프로파일은

iOS 8.0 버전을 기준으로, iOS 9 버전에 대한

샌드박스 프로파일 분석은 iOS 9.3.3 버전을

기준으로, iOS 10 이상 버전의 샌드박스

프로파일은 iOS 10.2 및 iOS 11.1 버전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3.1 iOS 8 버전의 샌드박스 프로파일

iOS 8 버전의 샌드박스 프로파일은 그림

2와 같이 6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진다.

헤더(header) 섹선에는 해당 바이너리

샌드박스 프로파일이 프로파일마다 분리된

형태인지, 모든 샌드박스 프로파일이 결합된

형태인지를 나타내는 플래그가 담겨 있다.

샌드박스 프로파일이 분리된 형태일 경우

플래그는 0x0000의 값을 가지며, 모든

샌드박스 프로파일이 결합된 형태일 경우

0x8000의 값을 가진다. iOS 8 버전의 경우,

모든 샌드박스 프로파일이 분리된 형태를

가지므로 헤더 섹션은 0x0000의 값을 가진다.

iOS 8.0 버전을 기준으로 총 95개의 분리 형식

샌드박스 프로파일이 존재한다.

헤더 섹션 다음에 위치한 정규 표현식

메타데이터(Regular Expression Metadata)

섹션은 정규 표현식이 목록화되어 있는

테이블에 대한 오프셋이 담겨있다. 이 포인터는

정규 표현식 포인터(Regular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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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문자열 및 정규 표현식 섹션의 구조 (a) 정규 

표현식이 저장되는 구조; (b) 문자열이 저장 

되는 구조.

그림 4. Operation 노드의 구조 (a)터미널 노드; 

(b) 넌-터미널 노드.

Pointers) 섹션을 가리킨다. 또한, 정규 표현식

테이블의 크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정규

표현식의 개수를 의미한다. 정규 표현식

메타데이터 섹션이 가리키는 정규 표현식

포인터 섹션에는 실제 정규 표현식에 대한

오프셋이 담겨 있다. 이는 정규 표현식

메타데이터 섹션에 명시된 테이블 크기인 정규

표현식의 개수만큼 존재한다.

실제 정규 표현식이 어떠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지는 문자열 및 정규 표현식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자열 및 정규 표현식

(Literals and regular expressions) 섹션에는

다른 섹션에서 참조하여 사용하는 정규

표현식과 문자열이 존재한다.

먼저, 정규 표현식은 문자열이 가지는

패턴이나 규칙 등의 조건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특정 위치에서 숫자가

들어가야 하는 패턴을 정규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정규식은 그림 3의 (a)와 같은 구조로

문자열 및 정규 표현식 섹션에 저장된다. 정규

표현식은 바이너리 시리얼라이제이션(binary

serialization)된 형식으로 저장된다. iOS

내부에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때 처리를

위해 파싱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것을 사람이

사용하는 정규 표현식의 형태 그대로 저장해

놓으면 사용할 때마다 파싱을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미리 처리하기 용이한 형태로 파싱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즉,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정규 표현식을 iOS 내부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타입(type)과 타입 값(type

value) 형식으로 인코딩하여, 타입 뒤에

저장되어 있는 타입 값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한다.

문자열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값이기

때문에 별도의 파싱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저장 시에도 문자열을 그대로 저장하여

사용한다. 문자열은 그림 3의 (b)와 같은

구조로 문자열 및 정규 표현식 섹션에

저장된다.

Operation 노드 포인터 섹션은 각 operation

노드에 대한 오프셋을 담고 있는 포인터이다.

Operation 노드는 각 operation에 적용할

filter와 decision을 나타낸다. operation 노드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operation에

대한 decision을 나타내는 노드인 터미널

노드(terminal node)이다. 터미널 노드의 구조는

그림 4의 (a)와 같다. 터미널 노드를 나타내는

플래그는 0x01이며, 터미널 노드는 해당

operation을 허용할지 거부할지에 대해 decision

옵션(decision option)에 따라 결정된다.

decision 옵션의 마지막 비트가 0이면 해당

operation에 대한 허용을 나타내며, 마지막

비트가 1이면 해당 operation에 대한 거부를

나타낸다. 두 번째는 operation에 적용할

filter를 나타내는 넌-터미널 노드(non-terminal

node)이다. 넌-터미널 노드의 구조는 그림 4의

(b)와 같다. 넌-터미널 노드의 플래그는

0x00이다. 플래그 다음으로 filter 타입(filter

type)과 filter 인자(filter argument)가 저장된다.

저장된 filter 타입에 따라 어떤 filter를 적용할

것인지가 결정되며, filter 인자에 따라 filter의

상세 규칙이 결정된다.

Operation 노드 섹션은 다수의 operation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filter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operation 노드로 이동할지가

결정되는데, 만족할 경우 일치 노드 오프셋

(match node offset), 아닐 경우 불일치 노드

오프셋(unmatch node offset)에 따라 이동한다.

한 operation은 여러 operation 노드를 지날 수

있는데, 이는 한 operation에 여러 filter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터미널 노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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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OS 9의 결합 형식 바이너리 프로파일 그림 6. iOS 10 이상의 분리 형식 바이너리 프로파일

그림 7. iOS 10 이상의 결합 형식 바이너리 프로파일

도달하면 지금까지의 조건에 따라 해당

operation을 허용할지 거부할지가 결정된다.

3.2 iOS 9 버전의 샌드박스 프로파일

iOS 9 버전의 샌드박스 프로파일은 분리

형식의 바이너리 프로파일과 결합 형식의

바이너리 프로파일이 존재한다. 분리 형식의

바이너리 프로파일은 iOS 8 버전과 같은

형태를 가지며, 결합 형식의 바이너리

프로파일은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분리 형식의 바이너리 프로파일의 개수는 한

개로, 플랫폼에 대한 샌드박스 프로파일로

정의된다. 결합 형식의 바이너리 프로파일은

iOS 9.3.3 버전을 기준으로 총 121개의

프로파일이 하나의 프로파일로 존재한다.

헤더 섹션, 정규 표현식 메타데이터 섹션,

정규 표현식 포인터 섹션, 문자열 및 정규

표현식 섹션은 iOS 8 버전의 샌드박스

프로파일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iOS 8

버전에서 분리 형식으로 존재하던 샌드박스

프로파일을 결합 형식으로 하나의 구조로

구성하기 위하여 operation 노드 포인터 섹션을

각 샌드박스 프로파일에 따라 프로파일 이름

섹션으로 분리한다.

3.3 iOS 10 이상 버전의 샌드박스 프로파일

iOS 10 이상 버전의 샌드박스 프로파일은

그림 6,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OS 10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환경변수(environment)

관련 섹션인 환경변수 메타데이터(Environment

Metadata) 섹션, 환경변수 포인터(Environment

Pointers) 섹션, 환경변수(Environments) 섹션

이외에는 iOS 9 버전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환경변수란 ${HOME}과 같이 디렉터리의

경로를 저장하는 변수이다. 환경변수는 filter

매개변수로 참조되는 문자열에서 사용되는데,

별도의 처리 없이 문자열 그대로 저장하던 iOS

9 버전과 달리 환경변수 테이블을 구성하여

테이블을 참조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문자열에

반복되는 환경변수가 중복으로 저장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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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트리 형태로 저장되는 문자열

차단하여 저장 용량을 축소시킬 수 있다.

환경변수는 정규 표현식과 비슷한 형태로

관리된다. 환경변수 메타데이터 섹션에는

환경변수의 테이블 위치와 환경변수의 개수가

담겨있다. 환경변수 테이블은 환경변수 포인터

섹션에 위치하는데, 이 섹션에서는 실제

환경변수의 위치를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여

가리킨다. 이 테이블은 환경 변수 메타데이터

섹션에 담겨있는 환경변수의 개수만큼의

환경변수를 담고 있다. 실제 환경변수는

환경변수 섹션에 존재한다. 환경변수는

문자열에서 환경변수 테이블의 인덱스를 통해

호출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iOS 10 버전에는

${HOME}, ${FRONT_USER_HOME}라는 총

2개의 환경변수가 존재한다.

정규 표현식은 이전 버전과 같은 형태이나,

문자열의 저장 방식은 크게 변경되었다.

중복되는 문자열에 대해 트리 구조의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 operation에 여러

문자열 filter가 적용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자열을 줄이기 위하여 중복되는 문자열을

트리 형태로 시리얼라이제이션하여 저장한다.

트리 구조 형태의 문자열 저장 방식은 그림

8과 같이 추상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literal 

filter에서 /System/Library/ 구문이 반복될

경우, 반복되는 구문은 한번만 저장하고 다음

레벨에 Framework/와 PrivateFramework/를

배치하여 저장 용량을 최소화한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iOS의 강력한 보안 메커니즘

중 하나인 샌드박스의 보안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써 샌드박스 프로파일의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iOS 샌드박스

프로파일은 버전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가지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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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 사용률이 데스크톱PC와 노트북 등 사용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며, 일상생활을 편리하

게 해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사용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휴대성과 편

리성을 제공해주는 모바일 앱의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500만명(국민 10%) 이상 이용하고 있는 멤버쉽(포인트)앱의 개인정보 유출 패킷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바일 앱에 최신 TLS(Transport Layer Security) 암호화 프로토콜의 적용 필요성을 제안한다.

I. 서론

지난 구글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91%로 데스크톱 PC와 노트북 등 컴

퓨터 사용률 7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대한민국 스마트폰 사용자 평균 53개의 앱

을 단말기에 설치하였고, 이 수치는 아시아·태

평양 국가 중 앱 설치 갯수가 가장 많았다[1].

하지만, 모바일 앱의 다양성·휴대성·편리성을 제

공해주었으나,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이라는 심

각한 보안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국내 500만명(국민 10%) 이상 사용하는

멤버쉽·포인트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 유출 데이

터 패킷을 분석하고, 앱 사용만으로 제3자가 데이

터를 스니핑(Sniffing)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

고자 한다. 앱 분석을 통한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의

심각성을 살펴보면서, 최신TLS(Transport Layer

Security) 암호화 프로토콜 적용의 중요성과 필요

성에 대해 제안한다.

II. SSL/TLS

SSL/TLS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하 앱)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안 서

비스로 미국 Netscape사가 웹 브라우저와 웹 서

버 간의 암호화된 정보 송수신을 위해 개발한 프

로토콜을 말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진위여부

를 조사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전달을 안전하

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통신규약이며, HTTP뿐만

아니라 파일 전송 규약(FTP) 등 다른 TCP/IP 계

층의 모바일 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낮은 버전에서는 수많은 취약

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최신버전을 사용해야 한다

[2][3]. TLS(Transport Layer Security)는 인터넷

표준으로서 상업적 프로토콜인 안전한 소켓 계층인

SSL(Secure Sockets Layer)에서 버전이 올라가며

진화되었다. 현재 최신 버전은 1.2로 RFC 5246에

정의되고 있으며[4], 차기버전 TLS 1.3은 최종 비

준 마무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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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모바일 앱 분석

3.1 모바일 앱 선정

2017년에 만들어진 500만개의 스마트폰 앱 중에

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멤버쉽·포인트앱을 선

정하였다. 국내 500만명(국민 10%) 이상이 사용하

는 앱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H앱을 분석해보았다. H앱은 스마트폰을 소

지하면 휴대성과 편리성 외 각종 할인혜택과 제휴

프렌차이즈 매장의 포인트를 적립하여 일정부분

쌓이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3.2 분석방법

노트북의 무선랜카드를 이용하여 무선AP(WIFI)

생성해주고, 스마트폰은 WIFI를 이용하여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동안 노트북(제3자)에서 패킷을 캡

쳐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네트워크 구성환경

Fig. 1 Network configuration environment

① H앱 모바일 IP확인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멤버쉽·포인트앱 중에서

H앱을 선택하고, 스마트폰 앱 사용시 메타 데이터

를 저장하여 패킷 캡쳐 및 분석할 수 있는 툴을

활용하였다. 해당 앱의 아이피(IP :13.125.100.40)와

날짜, 패킷 데이터들이 캡쳐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H앱 IP확인

Fig. 2 H application IP verification

② 노트북에서 H앱 패킷확인

그림 3을 보게 되면, 무선 AP역할을 해주는 노

트북(IP :119.194.243.104)에서 H앱(IP :13.125.100.40)

의 패킷이 계속해서 캡쳐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H앱 패킷캡쳐

Fig. 3 H application paket capture

② H앱 개인정보 패킷 분석

그림 4의 첫 번째 H앱의 패킷을 확인해보면, 모

바일에서 캡쳐 되었던 패킷과 같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그리고 사용자의 안

드로이드 OS버전과 단말기 기종이 유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단말기 정보와

안드로이드 OS버전이 유출되는 것은 매월 버전마

다 버그리포트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시점에서 상

당한 취약성을 보인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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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앱 패킷 TCP Stream(1)

Fig. 4 H application packet TCP Stream(1)

그림 5의 H앱의 두 번째 패킷을 살펴보면, 사용

자의 정보 및 이력들을 살펴 볼 수 있다. ❶사용자

아이디 ❷사용자의 포인트 카드번호 ❸포인트 카드

사용 장소 ❹사용날짜 등을 알 수 있다.

그림 5. H앱 패킷 TCP Stream(2)

Fig. 5 H application packet TCP Stream(2)

그림 6의 세 번째 H앱의 패킷을 확인해보면, 사

용자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모두 유출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❶생년월일 ❷사용자의 포인트 카드

번호 ❸사용자 아이디 ❹잔여 포인트 내역 ❺사용

자 이름 ❻이메일주소 ❼휴대전화번호 ❽사용자 나

이 등을 알 수 있다.

그림 6. H앱 패킷 TCP Stream(3)

Fig. 6 H application packet TCP Stream(3)

H앱과 더불어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C앱을

동일하게 패킷을 분석하여 표 1과 같이 비교해보면,

C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많은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출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앱 종류

유출목록
H앱 C앱

앱 이용자수 500만명이상 500만명이상

단말기 정보

(OS버전)
O O

멤버십·포인트

카드번호
O O

사용장소내역 O X

이름 △(부분유출) O

성별 O O

생년월일 O △(부분유출)

전화번호 O O

사용자 아이디 O O

이메일 주소 O O

잔여 포인트

내역
O O

표1. H앱과 C앱 개인정보 유출비교

Table. 1 Compare H and C application privacy L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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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문제점 및 해결방안

4.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점

표1과 같이 앱 사용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 된다

면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 유출된 전화번호, 생년월일, 카드번호 만으

로도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를 제 3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단말기정보(OS버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악성코드를 심은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스마트폰을 해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H앱 같은 경우 앱 사용할 때마다 사용자

의 방문지점 및 매장명이 유출되고, 사용일시와 과

거이력들이 유출되어 사생활 침해에 큰 문제로 작

용 할 것으로 보인다.

4.2 해결방안

첫째, 스마트폰 사용자는 단말기의 최신 안드로

이드 OS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낮은 안드로이

드 버전의 사용자는 악성코드 감염 및 해킹에 취약

하기 때문에 보안패치가 포함되는 안드로이드 OS

버전 업데이트는 필수적이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시 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공자가 불분명

한 무선 공유기는 사용을 금지해야한다. 앞서 모바

일 앱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유기는 전파를 전

송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패킷이 다른 통신기기에

도 수신 될 수 있다. 해킹 당한 공유기를 이용할 경

우 단말기의 사용자 데이터가 제3자에게 노출 될

수밖에 없다[6].

셋째, 앞서 소개했던 최신 TLS(Transport Layer

Security) 암호화 프로토콜 적용이 필요하다. 패킷

을 분석했던 H앱 같은 경우도 TLS가 적용은 되었

지만, 암호화가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많은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출되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앱을 개

발한다면, 최신 TLS 암호화 프로토콜 버전 적용과

그 안에서 활용되는 키 교환방식, 블록 암호화 방

식, 블록 암호 운용방식, 메시지 인증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7] 개인정보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 앱 사

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멤

버쉽·포인트앱의 유출되는 개인정보 데이터 패킷

을 분석하였다. 앱 사용만으로 제 3자에게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최신버전

TLS 암호화 프로토콜의 적용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바일 앱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고 유출되는 개인정보 데이터 패킷을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모바일 앱 암호화 정책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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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생체 인증(Biometric Authentication)은 사용

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 홍채, 얼굴, 음성

등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을

인증하는 차세대 개체 인증 방식 기술이다. IT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편화로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을 통한 휴대기기의 잠금 해제, 은행

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접근 제어 시스템의 보안

분야에서 생체 인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패스워드 기반 인증, OTP(one-time

password) 기반 인증의 경우 아이디에 대한 패

스워드를 사용자가 직접 기억하고 있거나 OTP

기기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반면에, 생체 정

보 기반 인증 방법은 사용자가 기억하거나 소유

* 본 연구는 고려대 암호기술 특화연구센터

(UD170109ED)를 통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

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주저자, woojoo0121@korea.ac.kr
‡ 교신저자, donghlee@korea.ac.kr

해야 하는 별도의 장치 없이 지문과 홍채 등 자

신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한다.

또한 기존의 인증 방법들에 비해 타인의 도용이

나 복제가 어렵고 본인 상관성이 높으며, 사용

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최근 대부분의

은행들은 좀 더 편하고 안전한 금융을 위해 생

체 인증 기술을 모바일 뱅킹과 스마트 키오스크

등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패스워드와 다르게 생체 정보는 동일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측정할 때마다 측정 값에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미리 설정된 오차 범

위 내에 속하는 생체 데이터 값들은 같은 사용

자로부터 측정된 생체 정보로 인식하는 인증 수

행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생체 정보의 고유성과 불변성으로 사용자

임의로 생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한 번

노출되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

라서 생체 정보의 안전성을 위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암호학적

양자 컴퓨팅 환경에 안전한 생체 인증 연구 동향*

우 주1†, 이동훈1‡
1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A Research on Post-quantum Biometric Authentication

Joo Woo1†, Dong Hoon Lee1‡

1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요 약

사용자 인증 수단으로 생체 정보의 이용이 늘고 있으며 생체 정보 기반 인증은 사용자가 어

떠한 정보도 소유하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기존의 패스워드 기반

인증과 다르게 생체 정보는 추출할 때마다 측정 값이 달라지므로 인증 수행 시 허용 범위 내의

오차를 처리할 수 있어야하고 생체 정보가 고유성과 불변성을 갖기 때문에 한 번 노출되면 영

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안전성을 위해 생체 정보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수적이다.

또한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 이산대수 문제와 인수 분해 문제가 풀리게 되면서 레티스와 코드

기반 등 다른 문제에 기반하는 많은 암호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는데 생체 인증 또한 양자 알고

리즘에 안전하게 설계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자 컴퓨팅 환경에 안전한 생체 정보

기반 인증 프로토콜들을 비교 분석하며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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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생체 정보를 보호하여 인증을 수행한다.

기존의 많은 프리미티브들은 이산대수 문제와

인수분해 문제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는데 1994년

Shor가 제안한 양자알고리즘에 의해 두 문제가

다항 시간 이내에 풀리게 되면서 기존의 암호시

스템은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는 더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암호화 기법, 서명, 키

교환 등 양자 알고리즘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다

양한 암호 시스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양자 알고리즘에 안전한 생체 인증 기법

또한 설계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살펴볼 생체

인증 프로토콜들은 양자 알고리즘에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코드 기반 문제와 레티스 기반 문제

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2][3][4]

먼저, 코드 기반 문제는 정보 이론적 안전성

(Information-theoretic security)을 갖는데 이는

이산 대수 문제나 인수 분해 문제같이 계산이 어

려운 난제에 기반하여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은 물론, 컴퓨팅 파워가 무한한 공격

자에게도 저항성이 있고 안전성이 대칭키 암호시

스템과 같이 입력 값의 엔트로피에 의존한다.[5]

LWE(Learning with Errors) 문제는 레티스

기반 문제로서 특정 파라미터 조건 하에 양자 알

고리즘에 안전한 레티스 문제인 GapSVP, SIVP

문제로 환원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6][7]

본 논문에서는 생체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고 본래의 인증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서도 양자 컴퓨팅에 안전한 다양한 생체

인증 기법들을 소개하고 비교 분석한다.

II. 배경지식

본 장에서는 생체 인증 프로토콜과 보안 스케

치(Secure Sketch)와 랜덤 추출기(Randomness

Extractor)[2], 퍼지 추출기(Fuzzy Extractor)[2],

동형 암호(Homomorphic Encryption)[3]에 대해

정의한다.

2.1 생체 인증 프로토콜

생체 인증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

으로 구성된다.

Ÿ  : 사용자가 생체 데이터 를 이

용하여 추출된 값을 서버에 저장한다.

Ÿ  : 사용자는 생체 데이터를

다시 측정하고 그 때 측정된 ′를 이용하여

추출된 값을 서버에 전송한다. 서버는 추출

된 값과 서버에 저장된 값을 연산하여 와

′이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를 비교

하여 인증을 완료한다.

2.2 보안 스케치와 랜덤 추출기[2]

보안 스케치를 구성하는 2개의 알고리즘과

랜덤 추출기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Ÿ ()→ : 생체 데이터  를 입력받고

헬퍼 데이터(helper data) 를 출력한다. (이 때,

 값은 서버에 저장되는 공개된 값이기 때문에

를 통해 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서는 안된

다. 이는 생체 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필수

적인 요소이다.)

Ÿ (′ )→ : 다시 측정된 생체 데이

터 ′와 저장된 를 입력받아 를 출력한다.

단, ′과 의 오차가 초기에 설정된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만 ( )의 확률로 복구된다.

Ÿ ()→ : 생체 데이터 와 랜덤 시

드 를 입력받아 추출 값 을 출력한다.

2.3 퍼지 추출기[2]

퍼지 추출기는 아래의 2개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Ÿ   ()→, : 생체 데이터  를 입력

받고 추출 값 과 헬퍼 데이터 를 출력한다.

(이 때,  값은 서버에 저장되는 공개된 값이기

때문에 를 통해 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서

는 안된다.)

Ÿ  (′)→ : 다시 측정된 생체 데이

터 ′와 저장된 를 입력받아 를 출력한다.

단, ′과 의 오차가 초기에 설정된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만 ( )의 확률로 복구된다.

2.4 동형 암호[3]

동형 암호는 아래의 4개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Ÿ Setup()→ , : 보안 상수 를 입력 받고

비밀키 와 공개키 를출력한다.

Ÿ HEnc()→ : 공개키 와 메시지 를

입력받아 암호문 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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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HDec( )→ : 비밀키 와암호문 를 입력

받아 메시지 을출력한다.

Ÿ Evaluate   →: 공개키 와 주

어진 여러 개의 암호문   을 입력받아 연

산 함수 를 통해 새로운 암호문 를 출력한다.

III. 생체 인증 프로토콜

본 장에서는 보안 스케치와 랜덤 추출기로 만들

어지는 퍼지 추출기[2], 계산 안전성을 갖는 퍼지

추출기(Computational Fuzzy Extractor)[4], 그리

고 동형 암호[3]를 이용한 3가지 생체 인증 프로

토콜에 대해 소개한다.

3.1 보안 스케치와 랜덤 추출기 기반

보안 스케치와 랜덤 추출기를 이용한 퍼지 추

출기 기반 생체 인증의 등록 및 인증과정은 다

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3.1.1 등록 단계

Ÿ  : 생체 데이터 를 입력받아 헬퍼 데이

터 를출력한다.

Ÿ  :  값과 랜덤 추출기를 이용하

여 추출 값 을 서버에 등록한다.

3.1.2 인증 단계

Ÿ  : 다시 측정된 생체 데이터 ′와 헬

퍼 데이터 을 입력받고 와 ′ 사이의 오차
가 미리 설정된  이하라면  값을 출력한다.

Ÿ  :  과정을 통하여 재

생성된  값과 랜덤 추출기를 이용하여  값

을 추출하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값과 비교

하여 두 값이 같으면 인증이 통과된다.

3.2 계산 안전성을 갖는 퍼지 추출기 기반

계산 안전성을 갖는 퍼지 추출기를 이용한 생체

인증의 등록 및 인증 과정은 다음과 같다.

3.2.1 등록 단계

Ÿ   : 생체 데이터 를 입력받아 비트

열 을 추출하여 서버에 저장하고 헬퍼 데이터

를 출력한다.

3.2.2 인증 단계

Ÿ  : 다시 측정된 생체 데이터 ′와
저장되어 있던 헬퍼 데이터 를 입력받고 

와 ′ 사이의 오차가  이하라면  값을 추출

되고, 서버는 이 추출된 값과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값과 비교함으로써 두 값이 같으면 인

증을 통과시킨다.

3.3 동형 암호 기반

동형 암호를 이용한 생체 인증의 등록과 인증 과

정은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3.3.1 등록 단계

Ÿ  : 생체 데이터 와 동형 암호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HEnc() 

값을 서버에 등록한다. 암호화된 데이터는 원래

의 생체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며, 가 제공되

지 않는 한 정보 노출이 되지 않음이 보장된다.

3.3.2 인증 단계

Ÿ  : 사용자가 인증을 위하여 다시 측정

한 생체 데이터 ′를 동형 암호의 암호화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생성한 HEnc(′) ′ 값
을 서버에 보내면 서버는 동형 암호의 연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HD(′ ) 값을 구한다.
(단,      , ′  ′  ′   

일 때, HD(′ ) 
  

  

    ′ 이다. 이

는 두 데이터의 Hamming distance 값과 같다.)

Ÿ  : 동형 암호의 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HDec(HD(′ ))HD(′) 값을 구한다.

HD(′) 값이 기존에 설정된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속하면 사용자는 인증을 통과하게 된다.

IV. 생체 인증 프로토콜 비교분석

본 장에서는 보안스케치를 이용한 퍼지 추출

기, 계산 안전성을 갖는 퍼지 추출기와 동형 암

호를 이용한 3가지 생체 인증 프로토콜들을 비

교분석 한다.

3.1 기법의 정보 이론적 안전성을 갖는 퍼지

추출기를 이용한 생체 인증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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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서버에 저장되어 비교 값으로 사용되는 

값의 엔트로피는 생체 데이터의 엔트로피를 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헬퍼 데이터 가 ′
값으로부터  값을 복구해내는데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값의 엔

트로피의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4]

3.2 기법의 계산적 퍼지 추출기는 헬퍼 데이

터  값과 측정된 생체 데이터 ′ 값을 이용하

여 초기에 저장된 생체 데이터  값을 복구시

키는 게 아닌,  값을 바로 추출하기 때문에 헬

퍼 데이터로 인한 엔트로피 손실을 최소화하였

으나 여전히 추출 값의 엔트로피가 의 엔트로

피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4]

3.3 기법인 동형 암호를 이용한 생체인증의

 과정에서 서버에 저장되는 추출

값은 동형 암호의 비밀 키를 이용해서 생체 데

이터를 직접 암호화한 값이므로 안전성이 생체

데이터의 엔트로피와 독립적이지만 생체 인증

을 위해 동형 암호의 비밀 키를 사용자가 보관

해야 하는 점은 생체 인증의 편리함을 저해시

키는 요소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밀키

를 보관하는 인증 서버 기관을 따로 만드는 시

스템 모델도 제안되었으나 안전성에 대한 추가

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8]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 안전한

생체 인증 프로토콜에 대해 살펴보았다. 추가적

인 키 관리나 저장이 필요없는 계산적 안전성

을 갖는 퍼지 추출기는 사용자 측면에서 편리

하지만 저장되는 추출 값의 길이가 생체 데이

터의 엔트로피에 의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한 동형 암호를 이용한 생체 인증은 생체 데이

터의 엔트로피와 독립적인 추출 값을 사용하지

만 별도의 키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양자 컴

퓨팅 환경에 안전하고 사용자 측면에서 별도의

키 관리가 없으며 생체 데이터의 엔트로피와 독

립적인 추출 값으로 인증 수행이 가능한 기법에

대한 연구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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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산업이 성장하면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의 사용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빅데이터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빅데이터의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를 함께 증진시키려 했다. 그러나 비식별 조치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관된 기준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활용과

보호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4차산업의 성장이 늦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본

논문에서는 해외의 비식별 처리 정보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성,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 시 명확한 정의 및 범위와 분야별 개별적인 기준을 정하는 대응방안을 서술하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I. 서론

4차 산업혁명이 도래 하면서 빅데이터의 중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빅 데이터는 개인의 데

이터에서 가치를 뽑아내어 수집, 분석, 활용하

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매일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빅

데이터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기업에서

의 소비자 마케팅, 생산성 향상 등에 빅데이터

가 적극 활용되면서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용률은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사용률은

최하위권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즉 4차

산업혁명에서의 성장의 도태됨을 나타낼 것이

다.

빅데이터 사용률 향상과 개인정보보호를 개

선하기 위해서 2016년 6월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들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정보 관련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

인[1]을 공표하였다. 정부가 공표한 가이드라인

‘제2조 4항에서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

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비식별 처리를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 와 개인정보보보호를 동시에

증진 시키는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개인정보 범

위의 모호성과 비식별 처리의 대한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계속하여 나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공표한 비식별 처리

의 문제점은 비식별 처리한 정보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이용이 가능하다. 라고 명시

하여 비식별 처리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있으나 가명처리, 총계처리 정보를 다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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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법 예

가명처리

(Pseudony

mization)

-홍길동,26세, 서울, 한국대 재학

⇨ 임꺽정, 20대,서울, 우리대 재학

총계처리

(Aggregation)

-홍길동:180cm,임꺽정:170cm,장

보고:160cm, 김수로:150cm

⇨총합:660cm 평균키:165cm

데이터

삭제

(Data

Reduction)

주민등록번호:931234-1234123

⇨90년대 생, 남자

데이터범주화

(Data

Suppression)

홍길동,26세, 홍씨, 20~30대

데이터마스킹

(Data

Masking)

-홍길동,26세, 서울, 한국대 재학

⇨홍xx,26세, 서울, xx 재학

와 교차 했을 시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다는 연

구 결과가 나왔다[2]. 이는 즉 개인정보보호 법

제2조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로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위반 됨을 말한

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 정보의

새로운 정의, 범위를 제시함과 이를 위반 시 명

확한 법적 처벌, 산업 군 특성 개별법을 고려한

빅데이터의 활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 시

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 Ⅱ부터 비식별 현재의 처리정의와

문제에 관해 서술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본 논

문 Ⅲ부터해외 법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본 논

문 Ⅳ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II. 국내 비식별 처리 정의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비식별 조치를 한 후 수집, 이용이 가능함을 원

칙으로 하고 있지만 비식별 처리 기준의 문제

점이 있어 Ⅱ장에서는 비식별처리의 정의와 우

리나라의 비식별처리의 문제점 측면에서 살펴

본다.

2.1 국내 비식별 처리 정의

비식별 조치된 정보는 개인정보의 무분별 적

수집을 막고 산업 전반에 합법적인 빅데이터

데이터의 수집, 이용을 위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정보이다.

위의 상술한 것과 같이 정부에서 공표한 “개인

정보 가이드라인”의 비식별 처리 절차는 4가지

단계로 볼 수 있다. 먼저 1단계 사전검토 단계

에서 처리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

인을 식별 할 수 있는지 검토 후 개인의 식별

이 가능하면 2단계 비식별 조치를 취해야한다.

비식별 조치 단계에서는 개인의 성명, 주소, 전

화번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에 관련해 고유하

게 보유된 값, 또는 이름의 식별자정보, 신체,

가족관계, 경력, 사회활동 등 개인과 관련되어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속성자 정보에 관해서는 비식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식별 조치 기법은 표<1>과 같은 기법

을 사용한다[1].

표<1> 비식별 조치 사용기법 예

위의 표<1>의 기술들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취했다면 3단

계인 적정성평가 단계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

를 통해 다른 정보와의 결합으로 개인의 식별

가능성을 사전 방지를 한다.

마지막 4단계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비식별 정

보의 안전한 활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이행한다. 그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는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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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식별 정보 보호조치

관

리

적

보

호

조

치

1.비식별 정보파일 관리담당자 지정

2.비식별 정보파일 대장관리

3.원본정보 관리부서와 비식별 정보 관리

부서 간 비식별 정보 공유 금지

4.이용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5.비식별정보파일유출시대응계획수립

기

술

적

보

호

조

치

6.비식별 정보 파일에 대한 접근권한 관

리 및 접근통제

7.비식별정보보관시스템에대한접속 기록관리

8.악성 코드 방지등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영

1.비식별 처리의 애매한 정의
2.산업 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관된 기준
3.비슷한 목적의 개인정보의 사용에도 상시   
  동의를 구해야하는 번거로움

표<2> 비식별 처리정보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

2.2 우리나라의 비식별처리의 문제점

비식별 조치로 제안되는 K-익명화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산업 군 별

로 데이터의 특성이나 형태에 따른 다양한 요

구를 만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의 적용 사

례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비식별 처리된 정보

를 다른 정보와 교차해서 분석 시 개인을 재식

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 되었으며 이는

즉 개인을 알아 볼 수 없게 하는 현재의 비식

별 조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2].

가이드라인 제6조(새로운 정보의 생성) 1항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 조치하여 수집

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조합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다만, ‘새롭게 생성된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즉시 파기하거

나 비식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에서 생성된

정보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라 명시

함은 현재 비식별 처리 정보가 재식별 가능 하

며 안전성을 보장 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

는 것이며 가이드라인 제2조 4항의 비식별의

정의와 모순이 되는 부분이다. 또한 크게 목적

이 다르지 않은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도 번번

이 개인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행법에는 비식별 처리에 대한 법이 제정되

어 있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표<3> 우리나라 비식별 처리의 문제점

III. 해외 비식별 처리 기준 및 사용현황

3.1 EU 비식별 처리 사례

EU는 1995년 만들어진 EU Directive(95/46/EC)

지침이 있다. 비록 Directive의 형식이기는 하지

만,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EU 차원 최초의 입법

이라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

로 1.목적, 개념정의, 적용범위, 2.개인정보 처리

일반 원칙, 3정보주체의 권리, 4.개인정보처리자

등의 통지의무, 5.실효성 확보와 권리 구제, 6.개

인정보의제3국 이전, 7.행동강령, 8.감독기관 등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U 내에서

Directive는 전체적인 통일성이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다[4].그래서 EU는 보다 통일된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6년 4월27

일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채택하였다.

GDPR 전문 제 26조에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 된 정보에 지침에 따른 개

인정보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GDPR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를 광범위 하게 허용하여 정보 활용 측면을 강

조하고 있다. 또한 Directive에서는 역사적 통계

적, 과학적 연구 목적의 경우만 목적 외 추가적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GDPR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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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제23조

제1항에 명시된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EU

또는 회원국 법류에 근거한 경우,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될 때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이

최초 수집 목적과 같은 경우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4][5.]

3.2 일본의 비식별 처리 사례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으로부터 시작된

빅데이터 관련 정책은 일본의 사례와 매우 유

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달

리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 분야만을 규

율하고 있고, 공공 분야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

정 대강”에서는 개인정보에 있어 옵트아웃(Opt-out)

방식 도입, 개인정보의 익명성 저감조치와 민감

정보의 취급개선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해

소 개인의 권리와 이익침해의 사전방지를 목적

으로 한다.

일본의 2014년 대강에서는 “익명가공 정보“ 즉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공에 의해 익

명화 한 후의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데이

터를 제공, 이용이 가능하다[6].라고 명확히 명

시 하여 개인정보의 정의와 사용범위를 설명

해 주고 있다.

3.3 미국의 비식별 처리 사례

미국 보건복지부는 HIPAA 프라이버시 규칙

(HealthI 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rivacy Rule)에 따른“의료정보 비식별 방

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 하였다.(2012.11.26)

HIPAA프라이버시 규칙이 있다.

□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개인정보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

는 건강 정보가 아니다.

이는 비식별된 의료개인정보의 제한이 없는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7].

미국 FTC(Federal Trade Commission)은 개

인정보 공개 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비식별 조

치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내용은다

음과 같다.

□ 소비자, 컴퓨터 또는 다른 장치와 결합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비식별 되어야한다.

□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재식별화를 시도하

지 않아야 한다.

□ (타 기업 등에 비식별 데이터 제공시)데이터

를 재식별하지 않도록 계약 상 명문화하도

록 한다.[8]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익

명화와 재식별화 방지 가이드 보고서를 발표

했다.

□ 비식별이란 수집된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

거하거나 데이터 셋과 정보주체의 연관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 연구 목적으로 의료 정보를 공개 시 이름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상세 주소와 같은 특

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값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의 방법이 있다.

□ 비식별은 빅데이터의 활용 증가와 정부의

정보개방 정책에 따라 등장해 최근 주목받

고 있는 개념으로, 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

된 비식별 된 개인정보가 SNS나 다른 연구

기관 등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와 결합돼

특정인이 다시 재식별화 되지 않도록 목적

이 있다.

□ 재식별화는 비식별된 개인정보가 인터 또

는 공공기관의 정보 개방을 통해 공개된

정보 또는 데이터 비교, 연계, 결합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이 다시 식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8].

이처럼 미국은 분야별로 맞춤형 개별 가이드

라인을 발표함으로서 보다 쉬운 환경을 만들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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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비식별처리원칙

EU

EU GDPR

(유럽연합일반 데
이터보호규정)

익명처리 된 정보
에는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

일본 민간분야 공공분
야 개별법

민간분야 공공분
야 맞춤형 원칙

미국 분야별 맞춤형 개
별법 분야별 맞춤형 원칙

한국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

1.사전검토
2.비식별조치
3.적정성 평가
4.사후 관리

표<4> 해외사례와 우리나라의 비식별 처리비교

IV. 비식별 처리 가이드라인 개선(안)제시

4.1 비식별 처리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정의

및 범위 명확화

정부에서 공표한 “개인정보비식별처리가이드라

인“에 따르면 비식별 처리 된 정보는 개인정보

가 아니라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비식별 정보

와 교차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으로 개인정

보라 취급하여야한다. 그러므로 빅데이터 안에

서의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구체적 명시(재식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처리범위)와 이를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제재

2. 일본 대강의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같은 비

식별화, 익명화 정보를 특별한 규정으로 입법

이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방법에

대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적당,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빅데이터 활성화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4.2 분야별 맞춤형 개별법

비식별 처리에 개선 방안으로 산업별 맞춤형

개별법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미국의

법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은 의료(HIPAA프

라이버시규칙), 개인(FTC,NIST “개인정보익명

화와 재식별 방지 가이드”)등 비식별 조치된 정

보의 활용을 보장하기위해 단일화 된 일반법이

아닌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법

을 통해 보다 나은 빅데이터 환경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단일화 된 일반법 보다는 미국의

법과 유사한 분야별 맞춤형 개별법을 제정하여

보다 나은 빅데이터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분야별 특성마다 적용하기 유용할 것이다.

4.3 서비스 추가, 파생 등의 정보에 관한 상

시 동의 개선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활성화을 위해 지금 우

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본, 미국, EU의

법에 비교 하면 활용성 면에서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선 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데이터

를 생산해 내는 빅데이터에서 기존 수집, 이용

의 동의를 받은 데이터가 그 목적 내에서만 사

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적,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9]. 이를 개선하기위해 EU GDPR의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될 때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이 최초 수집 목적과 같은 경우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한다.' 와 같이 기존 정보주체가

수집, 이용에 동의했던 서비스가 새롭게 파생된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한 목적인 경

우에는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번번이 동의를 받

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 이용 할 수 있

게 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한

다.

4.4 기대효과

비식별 처리 정보에 대한 정확한 명시를 통해

기업이 비식별 정보 이용 시 명확한 법률에 따

라 정보의 이용이 가능해 혼란이 적어지고 분

야별 맞춤 개별법에 따라 분야별 특성을 고려

해 조금 더 효율성 있는 환경을 조성,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정보에 대해 번번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제거하여 빅데이터 활성

화와 4차 산업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

한다.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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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빅데

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수집에 용

이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에 대한 문제에 대

해 연구하였다. 또 해외 법 사례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해외의 비식별 처리에 대한 우리나라와

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빅데이터의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비

식별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안을 제시

한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대응방안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사용률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4차산업의 발전을 증진시키

는 환경을 조성하여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개

인정보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더욱 이

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

회금융위원회 미래장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 미디어 오늘,“개인정보 비식별화하면

괜찮다? 교차하면다나온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

articleView&idxno=130802

[3] 보안뉴스,“개인정보비식별조치,세계각국은

어떻게하고있나요”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

=57111&page=3&kind=2

[4] 이은우“1-2강-GDPR 핵심 개념과원칙”

[5] 한국법제연구원 윤석진

“빅데이터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6]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탁기관:한국정보보호

학회,“신규 ICT 환경의 해외 개인정보 활용

사례 및 법제동향 분석연구”

[7] 한국인터넷진흥원,“NIST,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공개”

[8]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9]이상직 변호사

“제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136 -



I. 서론

최근 자동차에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이 결합된 자율주행차가 등장

하면서 최근 자동차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됐

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장은 기존의 자동차 제

조사와 ICT 기술기업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고

시장구도를 형성하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된다[1].

자동차, 교통 환경이 점차 자율주행,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자동차는 점점 많

은 기능들을 담으며 복잡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도로/교통 인프라

와 자동차 간의 연결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

자의 공격범위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

적으로 2014년에 지프 체로키를 해킹 후 원격

조정하여 시속 100km로 주행 중인 지프 체로키

차량을 급정거시키고, 핸들을 임의로 조작하여

차량을 배수로로 곤두박질시키기도 하였다. 위

와 같이 시스템에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자동차

에 대해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 외에도 추

후 자율주행환경에서 오고가는 데이터에 대해

탈취하고 분석하여 2차적으로 도난, 인명피해

등을 입힐 수 있다[2].

자율주행차는 주행 중 자신의 위치정보, 목적

지 정보, 주행거리 등 다양한 정보들을 주변의

자율주행차나 인프라에 전송한다. 자율주행차는

데이터들을 판단하여 어느 구간에 대해 교통부

하가 걸려있는지, 상황에 따라 운전자를 안전하

고 빠르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경로를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

호하기 위해 Mixnet의 핵심인 익명 통신로를

활용한다. Mixnet을 적용해 데이터 송신자와

데이터의 연결성을 제거하여 위치정보, 목적지

정보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호하

는 기술에 대해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

Mixnet 적용을 통한 자율주행차 운영환경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강기완, 서정택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Research on the privacy protection of the self-driving vehicle
operating environment using mixnet

Ki Wan Kang, Jung Taek Seo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최근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많은 기술들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

은 점점 구체화 되고,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관련하여 자율주행차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은 정책적인 부분은 많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보안

기술 측면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목적지

정보, 위치 정보, 주행거리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한다. 해당 데이터의 노출

시 차량 도난, 인명피해 등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Mixnet

기술의 적용을 통한 자율주행차 운영 환경의 데이터 송신자와 데이터의 연결성을 제거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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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주행차 개념에 대해 분석하고, 3장에서는 자

율주행차 통신 보안 표준에 대해 분석한다. 4장

에서는 자율주행차 운영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고, 5장에서는 4장에서 다

룬 보안 취약점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자율주행차 개념

국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의 3호에서

는 자율주행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

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

의가 되어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사람의 개입 없이 완벽하게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로 정의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주행 과정은 사람과 동일하게 “인

지-판단-제어” 3단계 과정을 거쳐 주행을 한다.

단계 설명

인지
차량에 장착된 센서와 외부와의
통신을 통해 주변 상황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하고 인지

판단

인지된 정보를 해석하여 주행상황
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신해 조향
및 속도조절을 하여 스스로 경로
를 따라 운행

제어
제어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판단을
실제 주행에 반영하기 위해 운전
시스템을 제어

[표 1] 자율주행차 작동 과정

자율주행차는 5개의 주요요소와 4개의 핵심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요소는 크게 환경

인식 센서, 위치인식 및 맵핑, 판단, 제어,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핵심기술은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V2X(Vehicle to Everything),

정밀지도, HMI(Human Machine Interface)로

구성되어 있다[3].

다음 표는 자율주행차의 주요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주요기술 설명

환경인식
센서

· 레이더 카메라 등의 센서
· 정적장애물(전봇대 등), 동적
장애물(보행자 등), 도로 표식
(차선 등), 신호 등을 인식

위치인식
및 맵핑

· GPS/INS/Encoder, 기타 맵핑을
위한 센서 사용

· 자동차의 절대/상대적 위치 추정

판단

· 목적지 이동, 장애물 회피 경로
계획
· 주행 상황별(차선유지/변경, 추
월 등) 행동을 스스로 판단

제어
· 운전자가 지정한 경로대로 주
행하기 위해 조향, 속도변경,
기어 등 액츄에이터 제어

HCI

· HVI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
정보 제공 운전자의 명령 입력
· V2X 통신을 통해 인프라 및
주변 차량과 주행정보 교환

*HVI(Human Vehicle Interface)

[표 2] 자율주행차 주요 요소

다음 표는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에 대한 설

명이다.

주요기술 설명

ADAS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한 능동 안전시스템

V2X
통신을 통해 다른 차량의 진행방
향, 전방의 교통현황 등 정보 제공

정밀지도
정적인 정보 및 동적인 정보 등
도로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

HMI
사람-컴퓨터간 소통을 위한 아
날로그-디지털 전환 인터페이스

[표 3]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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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율주행차 통신 보안 표준

본 장에서는 현재 자율주행차 운영환경에서의

통신 보안 표준인 IEEE 1609.2와 SCMS(Security

Credential Management System)에 대해 다룬다.

3.1 IEEE 1609.2 표준

IEEE 1609.2 표준은 차량 간 및 차량-기지국간

에 교환되는 메시지에 대한 암호화나 무결성 지

원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표준에서는 전

자서명과 암호화 기술을 활용, 인정서를 기반으로

안전한 통신을 구현한다. 메시지 무결성 지원을

위한 서명 기능은 비대칭키 기반의 ECC(Elliptic

Curve Cryptography) 알고리즘을 이용하며, 암호

화 기능은 대칭키 기반의 AES- CCM(Advanced

Encryption Standard - Counter with CBC-

MAC)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한다[4].

3.2 SCMS

SCMS는 V2V(Vehicle to Vehicle) 및

V2I(Vehicle to Infra) 통신을 위한 POC 메시지

보안 솔루션이다. 이는 암호화 및 인증서를 활

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을 구성한다. 프라

이버시 데이터를 유지하며, 오작동 장치를 식별

하고 제거하여 메시지의 내용을 보호하는 역할

을 한다[5].

IV. 자율주행차 운영환경 보안 취약점

지금까지 제어과정에서의 공격을 통해 차량을

악의적으로 제어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본

장에서는 제어 과정이 아닌 인지와 판단과정에

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에 대해 다룬다.

4.1 MITM(Man in the middle attack)

자율주행차는 데이터 센터에 자신의 위치 정

보, 목적지 정보 등을 전송하여 주변의 교통상

황 및 최적의 경로를 제공받게 된다. 정상적인

통신 과정이라면 다음 그림과 같이 제공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최적의 경로

를 판단하여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것이다.

[그림 1] 정상적인 데이터 송수신 과정

위와 다르게 악의적인 공격자가 개입하여 데

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침해할 경우 올바른 판

단을 하지 못해 목적지까지 최적의 거리가 아

닌 비정상적인 길로 주행하게 된다.

[그림 2] 비정상적인 데이터 송수신 과정

4.2 프라이버시 침해

자율주행 환경에서 오고가는 데이터에는 앞

에서 다룬 위치 정보, 목적지 정보, 주행거리,

자율주행차의 정보 등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자율주행차 운영환경 중 발생하는 데이터

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가 하루에 집을 비우는

빈도, 자주 가는 장소 등 자신의 생활에 대해

노출하게 된다. 해당 정보들을 악용해 사용자

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림 3] 프라이버시 침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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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Mixnet 적용을 통한 자율주행차

운영환경 프라이버시 보호

본 장에서는 기존의 인증서를 활용한 방법이

아닌 Mixnet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차 운영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프라이버시 침해

에 대한 대응책을 제안하였다.

5.1 Mixnet 개념

여러 발신자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와서 임의

의 순서로 다음 대상으로 다시 보내는 믹스라

는 프록시 서버 체인을 사용하여 추적하기 어

려운 통신을 만드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다수

의 프록시 서버를 사이에 두고, 각각의 노드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여러번 수

행한다. 또한 각 Mix 내부의 순서를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도청을 당하더라도 공격

자는 데이터 송신자와 데이터 간의 연결 관계

를 추측하기 어렵다[6].

[그림 4] Mixnet 과정

위 그림은 간단한 Mixnet 구성도이다. 메시

지는 일련의 공개키로 암호화되고 각 믹스 노

드는 자체적인 비공개키를 사용하여 암호화 계

층을 제거합니다. 각 노드는 메시지 순서를 섞

어 결과를 다음 노드로 전송합니다.

5.2 Mixnet을 적용한 자율주행차 운영환경

앞에서 다룬 Mixnet 개념과 자율주행차를 접

목시켜 자율주행차가 각각의 노드가 되어 각

자율주행차량의 공개키로 암호화한다. 그 후

Mix 서버가 암호문을 복호하고 결과의 순서를

랜덤하게 배열하여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보호

할 수 있다.

현재 믿을 수 있는 제 3자가 있다는 가정아

래 인증서 기반 익명성 통신을 제공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은 제 3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익명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Mixnet을 적용한 자율주행 운영환경에서의

데이터 전송 단계는 다음과 같다.

*가정: 3번의 믹스를 거침

Step 1. 랜덤으로 주변 차량 3대(A, B, C)의

공개키 수집

Step 2.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수집한 공개

키로 암호화

Step 3. 첫 번째 믹스를 거치면 A의 개인키

를 통해 데이터 복호화 진행

Step 4. Step 3과 동일하게 진행

Step 5. 복호화가 완료되면 데이터만 존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ixnet 기술은 모든

믹스가 침해되지 않는 이상 안전하게 데이터

를 보호 가능하다.

[그림 5] 자율주행차와 Mixnet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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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Mixnet 적용을 통한 기대효과

Mixnet 적용을 통해 3장에서 도출한 자율주

행차 운영환경에서 발생 가능 보안 취약점에

대해 보호가 가능하다. 데이터 송신자와 데이터

사이의 연결 관계를 없애 중간자 공격이 통하

지 않게 하며 대응관계를 알 수 없어 해당 데

이터가 누구의 데이터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도 데이터를 악

용하여 2차적인 피해를 입힐 수 없다.

VI.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현재 자율주행차 운영환경에서는 SCMS 규격

을 기반하여 인증서를 통한 익명성 보호를 추

구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현

재의 익명성 보호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

는 공인인증서와 같이 불안한 점은 계속 존재

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 다룬 Mixnet

기반 통신은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차 운영환경에서 발생하는 프

라이버시 데이터를 보호가능하다. 데이터 송신

자와 데이터 간의 연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각각의 노드가 되어 데이터를 랜

덤으로 배열함으로써 익명성을 보장하고, 중간

에 도청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자

메시지 간의 연결성이 존재하지 않아 역추적이

불가능하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결과를 바

탕으로 현재 SCMS에서 제안하는 기술과

Mixnet을 적용한 기술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

하며, 실제 자율주행차 운영환경에 적용 가능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입니다.

(No. 20162220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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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생활편의시설인 가로등은 밤길에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어두운 길목을 밝혀주는 필수

시설이다. 이러한 가로등 시설에 최근에 IoT를

접목한 스마트 가로등이 국내에 도입되고 있다.

스마트 가로등은 주변 밝기나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 또는 원격으로 조도 및 동작이 제

어되는 시스템으로 밝기 조절 뿐 아니라 CCTV

와 음향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주변 정보를 통

신 및 관제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전력 사용

을 줄이고 범죄예방까지 하는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oT 기술이다. 실

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 telecom이 주관

하여 LoRa를 활용한 스마트 가로등을 부산광역

시에 8만7천여 개를 도입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 하지만 이러한 스

마트 가로등에서는 유·무선 통신환경에서의 데

이터 노출 및 위·변조, 통신 기기들에 대한 인

증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 통신중 하나인 LoRa

(Long Range) 통신을 활용하여 스마트 가로등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Cortex M4 기반의

MCU에 국내 암호알고리즘인 LEA를 활용한

데이터 암·복호화와 SSL VPN을 적용하여 센

서 데이터를 관제서버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구

성하였다. 위와 같이 스마트 가로등 통신 환경

을 구축한 이유와 보안 기술 적용에 대한 기대

효과 및 MCU에서 암호를 탑재 했을 때의 성능

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II. 본론

본 장에서는 LoRa를 이용하여 스마트 가로등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스마트 가로등 네트워크

에 있는 보안위협을 제시한다[2]. 그리고 그에

스마트 가로등 환경에서의 보안 설계 및 실험

오진혁, 한주홍, 양광열, 이옥연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

An Experiment in smart streetlight environment applied security

Jin Hyeok Oh, Ju Hong Han, Kwang Yeol Yang, Okyeon YI

Dept. of Information Security Cryptography Mathematics

Kookmin University

요 약

가로등은 밤길에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어두운 길목을 밝혀주는 필수 시설이다.

최근 국내에 주변 밝기나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 또는 원격으로 조도 및 동작

이 제어되는 스마트 가로등이 빠른 속도로 설치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에 SK

tele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LoRa를 활용한 스마트 가로등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가로등 환경에서는 센서 데이터들이 무선 통신인 LoRa, LTE

로 데이터 송·수신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데이터 노출 및 위·변조, 중간자 공격, 재

전송 공격, 내부망 접근과 같은 수많은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LoRa를

활용하여 스마트 가로등 환경을 구축하고, 위와 같은 위협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End-to-End 보안과 SSL VPN 기술을 스마트 가로등 환경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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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보안 솔루션을 제안한다.

2.1. LoRa를 활용한 스마트 가로등 네트워크

구성

[그림 1] 스마트 가로등 네트워크 예상 구성도

IoT 환경은 목적에 따라 데이터 전송 빈도수

와 크기가 다르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통

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스마트 가로등 환경

에서는 주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 20~80 바이

트 내외인 소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며, 한번 설

치 시 3~10년까지의 사용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유선통신의 경우 통신설비 설치비용 및 유지보

수 비용이 무선통신에 비해 크다. 이러한 소량

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는, LPWA (Low-Po

wer Wide-Area)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LP

WA는 저전력, 낮은 구축비용, 넓은 커버리지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마트 가

로등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LPWA 기술에

는 대표적으로 LoRa, NB-IoT 등이 있는데

NB-IoT의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망을 사용하여

비용이 발생하여 NB-IoT 보다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사용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한 ISM ba

nd(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band)를 사용

하는 LoRa를 선택하였다[3][4]. 실제 스마트 가

로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LoRa망을 활용해 데

이터를 중앙 관제서버까지 전송해야 하는데

LoRa RS(Radio Station)들로부터 데이터를 전

송받는 LoRa BS(Base Station) 에서는 IP를 사

용할 수 없기 때문에 LoRa망만 가지고서는 중

앙 관제 서버까지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Gateway 역할을 하는 Raspberry Pi 3

를 두고 LTE 모뎀의 DHCP (Dynamic Host

Conf igura tion Protocol)기능을 통해서 기기에

IP를 할당 해 서버와 통신을 수행할 수 있게 하

였고, Raspberry Pi 3와 LoRa BS는 UART를

사용해 통신하도록 구성하였다.

2.2. 보안 위협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스마트 가로등 환경에

서는 센서 데이터가 암호화 되지 않고 무결성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무선 통신인 LoRa, LTE

로 송·수신되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 및 데이터

위·변조의 위협이 있다. 또한 데이터-출처인증,

사용자 인증을 하지 않으므로 중간자 공격, 재

전송 공격도 가능하다. 그리고 스마트 가로등

환경에 필요한 기기들은 각각 서로 다른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기기들에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nd-to-End 보안,

SSL VPN기술을 적용을 하여 위와 같은 공격

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3. 보안 적용

[그림 2] 보안이 적용된 스마트 가로등 네트워크

구성도

본 절에서는 실험에 사용한 SSL VPN을 사

용할 때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End-to-End

보안, SSL VPN이 제공하는 보안적 기능 및 기

대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위 [그림 2]를 보면 MCU와 중앙제어서버 구

간에서 End-to-End 보안을 적용하였다. MCU

는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내 암호알고리즘

인 LEA-128-CTR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

를 암호화하여 기밀성을 제공하고, SHA-256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무결성을 검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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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노출 및 위·변조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통신 기기들

에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데이터가 암호

화 되어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노출되더라도 공

격자는 의미 없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어 백도

어의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Raspberry Pi 3와 중앙 관제서버 구간에는

LTE용 라우터 SSL VPN 기술을 활용하여 보

안을 적용하였다[5]. 위 실험에서 사용한 LTE

용 라우터 SSL VPN 터널에서는 검증필암호모

듈의 검증 대상 알고리즘인 LEA를 사용하여

기밀성을 제공하여 데이터 노출에 대한 위협을

보호할 수 있다. 검증필암호모듈의 검증 대상

알고리즘을 사용한 이유는 전자정부법 56조와

동법 시행령 69조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이 검증한 검증필암호모듈 탑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6]. 그리고 LTE용 라우터

SSL VPN 터널에서 SHA-256를 사용하여 데이

터 무결성을 검증함으로써 데이터 위·변조에 대

한 위협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ECDSA p-256

기반 인증서를 사용하여 상호 인증 기능도 제

공함으로써 인증되지 않은 기기나 공격자의 내

부망 접근, 중간자 공격, 재전송 공격과 같은

보안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LTE 라우터용 SSL VPN 터널 형성에 사

용되는 TLS는 v1.2를 지원하여 안전한 프로토

콜을 구성할 수 있다[7][8]. 따라서 검증필암호

모듈이 탑재된 LTE 라우터용 SSL VPN을 사

용함으로써 기밀성, 무결성, 인증을 제공하여

스마트 가로등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해 보호할 수 있다.

2.4.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실험환경 구성

LTE 통신 및 LTE 라우터용 SSL VPN을 지

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IP 통신이 가능해야 하

고, S/W 기반 암호모듈 동작을 위해서 OS가

탑재된 기기가 필요하다. 동시에 LoRa BS가

UART 통신을 지원하기 때문에 UART 통신이

지원 가능한 기기가 필요하다. 위의 조건을 만

족시키는 기기들 중 우리는 Raspberry Pi 3을

실험에 사용하였는데, Raspberry Pi 3은 Ether

net 모뎀과 UART 모뎀을 탑재하였고 OS는 기

본 리눅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동작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10].

센서는 GPS센서, 먼지센서로 구성하였으며

MCU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LEA-128–

CTR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한다. 그리고

UART, LoRa 통신을 통해 Raspberry Pi 3까지

데이터 송신이 된다. Raspberry Pi 3에는 본

랩에서 보유한 검증필암호모듈 KMULiB v2.0

을 탑재한 LTE 라우터용 SSL VPN 클라이언

트를 적용하고 BS로부터 수신한 암호화된 데이

터를 LTE 통신을 통해 중앙 관제서버까지 전

송한다. 이때, LTE 라우터용 SSL VPN에서

LEA-128-CTR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

여 기밀성을 제공하고, SHA-256을 사용하여

무결성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LTE 라우터용

SSL VPN에서 ECDSA p-256 기반 인증서를

사용하여 상호 인증을 제공하였다.

중앙 관제서버는 Ubuntu 16.04버전의 서버를

사용하였고 KMULiB v2.0를 탑재한 SSL VPN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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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실험 결과

아래 [그림 4]은 중앙제어서버에서 센서 데이

터를 수집하여 네이버 지도 API를 사용해 센서

데이터 값을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4] 복호화를 실행한 서버 결과

2.5.1 암호 탑재 성능 분석

암호화 처리 속도는 내부 MCU의 알고리즘

속도, 암호 키 및 암호 처리를 위한 핵심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CRC(Cyclic Redundancy

Checking)를 포함한 데이터 입출력 속도에 따

라 달라진다. 또한, 각각의 처리속도는 MCU,

컴파일러, 운영 환경에서 각각 다른 측정치를

보인다[9]. 따라서 아래 [그림 7], [그림 8]과 같

이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암호화 처리 속도

를 측정하였으며 실험을 위해 [그림 5]의 동작

환경 에서 [그림 6]와 같이 컴파일 된 실행코드

를 적용했다.

[그림 5] 동작환경 정보

[그림 6] 컴파일환경 정보

[그림 7] 암호화 되지 않은 데이터 전송 시간

[그림 8] 암호화 100회 시행 후 데이터 전송 시

간

[그림 7]의 ∆값 61.743750000ms는 50바이

트의 암호화 하지 않은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그림 8]의 ∆값 109.26562500

0ms는 50바이트 데이터를 LEA-1 28-CTR을

적용한 암호화 100회 시행 후 전송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즉, 50바이트 데이터에 LEA-128-CTR을 이

용한 암호화 1회 수행 시에는 약 0.475ms만큼

의 시간이 필요했다. 50바이트의 암호화 하지

않은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걸린 시간인

61.743750000ms에서 암호화 1회 수행 시 걸린

시간 0.475ms라는 시간은 데이터 전송에 있어

대략 0.77% 라는 아주 작은 성능저하가 발생하

므로 통신과정에 암호 알고리즘을 충분히 적용

할만하다.

III.결론

현재 국내에 스마트 가로등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가로등에 보안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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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을 시 영상 데이터 유출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같은 수많은 보안 위협 사례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보안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생겨날 수 있는 보안 위협들

로부터 기기 성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 데

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제시하였

다.

향후 스마트 가로등 환경에서 LoRa 망에서의

안전한 보안 프로토콜 설계, 키 관리 등 추가적

인 보안기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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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

되어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세종시의 5-1 생활

구역, 올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스마트시티 조

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스마트시티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

으로 도시와 사람이 하나의 신경망처럼 구성되

어 사람에게 편의를 서비스하는 것과 동시에

도시에서 소모되는 자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교통량의

관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한 운영비절

감,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 제공 등을 볼 수 있

다[1]. 스마트시티를 구성하기위해서는 표 1의

기술들이 사용된다. 스마트시티에 적용가능한

통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5G, 와이파이 등

의 무선통신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실내 메쉬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저전력

통신프로토콜로 ZigBee(지그비)와 Bluetooth(블

루투스) 등의 기술들이 제시되고 있다[2]. 저전

력 통신프로토콜은 통신 인프라의 구축이 어려

운 장소에 설치되어, 패킷 암호화, 통신 주파수

호핑 등의 보안기능을 제공하며 장기간동안 네

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저전력 장치

의 한계로 한정된 환경에서 연산되는 보안기능

은 쉽게 공격이 가능하며 통신 프로토콜 상의

보안취약점도 발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스마트

시티에 사용된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가질 수

있는 취약점을 정리하고,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공격 시도했을 때의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대

응방안을 제시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공격 피해사례 및
파급효과 분석

김호, 박영훈, 백인홍, 신바야르, 서정택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Analysis of Cyber Attack Damage and Its Effect on Smart City
Service

Ho Kim, Young-hoon Park, In-hong Baek, Shinebayar, Jung-Taek Seo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기존의 산업이 융합되어 새

로운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도시발전 형태로 모든 사물

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이다. 사물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다양한 취약점 분석을 통한 보안위협이 존재하며 무선

네트워크를 공격했을 때 파급효과는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최근

설계되는 스마트시티의 네트워크를 목표로 한 공격시나리오에 대한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을 제

시한다.

Keyword : IoT, SmartCity, ZigBee, Bluetooth, Wireless-network, Cyber-Attack

센서
각종 수단을 통해

주위의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

통신
유/무선 통신을 통해

디바이스간의 데이터를 교환

분석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표 1. 스마트시티 구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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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무선 통신 취약점
저전력 프로토콜 단체에서는 개발자를 위해

프로토콜 구조를 공개하고 개발킷을 배포하고

있다. 많은 개발자들이 이 개발킷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거나 보다 나은 프로토콜을 위해

분석하고 있다. 이미 전부터 주목받아온

Bluetooth(블루투스)는 지금까지도 많은 취약점

이 발견되어 패치 하였으며 개선된 프로토콜

구조와 하드웨어 기술을 통해 Bluetooth 5.0까

지 공개 되었다. ZigBee(지그비)의 경우 블루투

스보다 느린 전송속도를 지원하지만, 가격이 매

우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하며 배터리 수명이

타 무선 통신기술들보다 길어 근거리 단순통신

무선 네트워크 구성에 적합한 기술로 기대받고

있다. 프로토콜 패킷레이어에서 자체적으로 보

안기능을 지원하지만 저전력 프로토콜의 한계

로 높은 수준의 보안기능을 지원하지 못한다.

본 장에서는 블루투스와 ZigBee에서 발견된 취

약점을 분석하고 공격방법을 설명한다[3][4].

2.1 ZigBee(지그비)의 취약점

지그비는 IEEE 802.15.4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그림 1]의 스택구조로 구성되어 있다[4].

ZigBee의 보안은 SSP(Security Service

Provider)에서 기본 보안모드와 높은수준의 보

안모드를 지원한다. 암호화 키는 표 2의 MK,

LK, NK의 3종류로 128비트 대칭키 블록암호화

와 인증기능을 사용하며 Open Trust Model을

사용해 장치 스스로의 신뢰성만을 보장하고 다

른 장치가 암호화과정을 알 수 없게한다. 신규

ZigBee장치가 네트워크에 가입할 때, NK 또는

MK를 전송하여 네트워크 키를 분배하는데 이

키를 안전하지 않은 채널을 사용하여 교환하기

때문에 키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때

추가되는 노드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트워크 통신 패킷에서 고유 식별자가 노출되

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위 취약점에 따라

ZigBee에 새로운 노드가 추가될 때 해당 통신

을 수집하여 MK, LK를 흭득 하거나, 정상적인

노드를 위장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에 라우팅되는 패킷을 수집하면 네트

워크 구성 형태와 요소를 알 수 있다[5].

2.2 Bluetooth(블루투스)의 취약점

블루투스는 무선 개인 통신망 표준 위원회의

태스크 그룹 1(IEEE 802.15.1)에서 다뤄지는 무

선통신 기술로 현재는 Bluetooth SIG(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의 단체로 구성되어 연

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블루투스의 스택은

그림 2의 Controller, Host, Apps로 구성된다[6].

블루투스의 보안기능은 Host의 Security

[그림 1]. ZigBee 스택구조

키 역할
Master Key

(MK)

LK를 생성하기 위해 장치간

공유되는 키
Link Key

(LK)
장치간의 메시지를 암호화

Network Key

(NK)

네트워크 내 모든 장치가 공유

NWK Layer의 보안을 담당

표 2. ZigBee의 암호화키 종류

그림 2. Bluetooth 스택구조

키 역할
Temporary Key

(TK)

STK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키
Short Term Key

(STK)

연결의 암호화를 위해 사용하는

임시키
Long Term Key

(LTK)
재연결 시 암호화에 사용하는 키

표 3. Bluetooth의 암호화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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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에서 지원하여 블루투스 장치간의 페

어링 무결성, 암호화와 인증을 관리한다. 블루

투스 네트워크 장치는 Master와 Slave로 이루

어져 있어 페어링 시 표 3에서 정리된 128bit의

키를 교환해 Slave가 Master에 등록되는 형태

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블루투스는 페어링을

통해 교환한 키를 기반으로 일정 주파수 대역

을 계속 바꿔가면서 통신을 하는데 이를 호핑

이라고 한다. 이 기능으로 블루투스는 타 무선

통신기술보다 주파수 간섭과 재밍공격에 강하

다. 이 때문에 타 무선 통신기술보다 통신패킷

수집이 어렵지만 패킷 수집 디바이스로 쉽게

수집이 가능하다. 블루투스 장치는 실행 중 주

기적으로 연결가능한 장치를 스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작동 중 모든 장치가 노출될 수 있다.

장치가 특정되면 해당 장치에서 송신되는 패킷

을 수집할 수 있고, 프토토콜 취약점을 이용한

암호화키 및 데이터를 획득하여 장치에 대한

접근권한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노출된

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접속요청으로 블루투스

장치의 수명을 줄이는 공격을 할 수 있다[7][8].

III. 스마트시티 서비스 네트워크 구조

스마트시티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그림 3과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와 센서의 데이터

를 모으는 마스터 장치,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

하고 처리하는 서버, 수집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UI(User Interface)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버와 원격에 위치한 마스터 장치는 유

선통신으로 연결되며 무선통신으로 대체할 경

우 두 장치에는 충분한 하드웨어 기술이 적용

되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서비스 지역에서는 마스터 장

치를 게이트웨이 역할로 하는 무선 메쉬(Mesh)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메쉬 네드워크의 모든 장

치들은 스스로 라우터의 역할을 하여 다른 장

치를 네트워크에 연결한다[9]. 네트워크에서 한

정된 전력으로 운용되는 센서는 장기간 운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ZigBee, Bluetooth 등의 저전

력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낮은 보안수준에

의한 많은 취약점과 공격위협을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센서의 무선 네트워크가 연결된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구조를 상용 네트워크와

제어 네트워크로 나누어 분석한다.

3.1 상용 네트워크 서비스

상용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주로 홈

네트워크와 빌딩 관리 네스워크를 말한다. 상용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효율

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한 관리비의 절감을 목

적으로 한다.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

공을 위해 상용 네트워크의 통신 데이터는 사

용자의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통신

프로토콜이 설치된 단말들이 메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인

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10].

① 홈 네트워크 서비스

스마트시티의 홈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장치들은 대부분 중앙 제어시스템

에 연결되거나 개인 비서 AI 장치에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인터넷과 연결된

제어시스템에 연결하여 원격에서 홈 네트워크

를 제어할 수 있다[11]. 실내 일조량을 수집하여

실내 전등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사용자의 귀

가시간에 맞추어 미리 불을 켜 둘 수 있다. 전

력이나 가스의 사용을 제어하여 사용자가 자택

에 있을 때 사용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입력

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적의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3.2 제어 네트워크 서비스

제어 네트워크는 특정 대상에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서

비스를 제공한다. 홈 네트워크보다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 망을 구성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필

그림 3. 스마트시티 서비스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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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를 도출한다. 생산에 관련된 제어 시

스템에서는 대상으로한 장비가 수행할 작업을

명령하고 장비의 이상 유무 등을 보고받는다.

제어 네트워크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는 환경 정

보의 전달이기에 단순 유출시에는 큰 문제를

야기하진 않지만 데이터가 전송중에 변조되거

나 네트워크의 문제로 수신을 하지 못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①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가로등과 메쉬 네트워크에서 전송이

될 정보로는 가로등에 설치된 각기 다른 센서

들이 모은 정보로써 일조량을 체크하여 가로등

의 밝기 조절, 가로등 CCTV를 통한 방범, 교통

사고, 단속 등 스마트시티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안

심귀가 서비스, 날씨 정보 등 스마트 도시 서비

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서버에 저

장이 되어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12]

② 스마트 교통

무인 전철과 버스처럼 대중교통수단의 진화

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목적지를 설정할

경우 센서들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경로를 찾아 해당하는 대중교통

및 네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이다. 현

재는 도로상의 센서들과 카메라들을 통해 얻어

지는 제한된 데이터를 의존하지만 스마트 시티

에서는 모든 도로상의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사고위험이

줄어들고 더욱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13]

IV. 스마트시티 서비스 공격 시나리오

본 장에서는 스마트시티의 서비스 네트워크

가 3장의 그림 3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가

정하고 메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통신 프로토

콜의 취약점을 통한 공격시나리오를 제안한다.

스마트시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들에서

통신되는 데이터는 일반 통신망에서 교환되는

데이터에 비교해서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단일의 데이터 유출은 큰 피해를 야기

하기 힘들다. 하지만 통신의 재전송 공격이나

네트워크 암호키를 흭득하게 되면 메쉬 네트워

크 전체의 데이터 수집을 통한 공격이 가능하

다. 본 논문의 시나리오는 무선 네트워크 장치

에 접근하고 해당 장치에대한 공격을 실행함으

로 전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시나리오이다.

① 서비스 장치 접근

무선 네트워크 장치에 접근하여 통신 패킷을

수집한다. 수집한 패킷을 재전송하여 네트워크

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통신패킷을 분석하거나 네트워크 가입 취약

점을 이용해 네트워크의 암호키를 흭득한다. 이

암호키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수집

하고 변조된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다.

장치에대한 네트워크 가입 요청을 계속 실행

하여 장치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② 마스터 장치를 통한 인터넷 접근

메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치의 암호키를

흭득하면 마스터 장치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마스터 장치를 공격하

여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외부 DB에서 처리되

는 데이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메쉬 네트워크의 공

격은 주로 네트워크 암호키 흭득을 통해 이루

어진다. 장치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주기적인

그림 4. 스마트시티 가로등 네트워크

공격 유형 공격 방법

데이터 위변조
패킷 재전송

장치 탈취-데이터 변조
데이터 유출 암호키 획득

네트워크 공격
DDoS
재밍

표 4. 무선 네트워크 공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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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출을 야기하거나 많은 장치를 이용한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공격

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어 명령을 수정하여

장치를 파괴하거나 부수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V. 스마트시티 서비스 공격 파급효과

스마트시티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공격했을

때 상용네트워크와 제어 네트워크에 각기 다른

피해가 기대된다. 상용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시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예상 피해는 개인정

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볼 수 있다. 반면 제

어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은 시스템 파괴를 야

기할 수 있는 피해가 예상된다.

① 상용 네트워크 공격 파급효과

상용 네트워크에서 개인 비서 AI장치를 중심

으로 구성된 가정 네트워크가 공격당했을 때,

단순 정보의 유출을 통하여 생활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보다 고급 정보가 전달되는 IP 카메라

등의 동영상 정보가 유출되면 높은 수준의 사

생활 침해가 일어난다. 가정 네트워크가 완벽히

장악되었을 때 공격자가 사용자의 생활을 정확

하게 파악하고 출입통제 시스템을 공격하여 사

용자의 집으로 침입이 가능하다.

② 제어 네트워크 공격 파급효과

스마트 그리드의 스마트 미터에 대한 공격

실행 시 다수의 스마트 미터를 장악하여 전력

소비량을 실제와 다르게 보이도록 변조한다. 이

를 통하여 전력의 공급이 실제 소비량과 다르

게 공급되어 정전 또는 에너지 낭비를 야기한

다.

댐, 계곡 등의 수위 측정 장치를 해킹할 시

댐의 실제 저수량을 다르게 해 댐의 정상적인

저수능력을 방해한다. 해당 장치를 통해 댐의

방류 시스템에 접근하여 방류량을 조절해 홍수

시스템 에너지 관제 시스템 출입통제 시스템 생활밀착형 시스템

시스템 개요
구성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력, 가스 등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

센서, 카메라 등의 장치를 통해 대상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전력 관리

네트워크

가스 관리

네트워크

CCTV /

IP카메라
도어락 개인비서 AI

공

격

유

형

데이터

위변조

전력의 공급/차단을

임의로 변경

에너지 효율감소

가스의 공급/차단을

임의로 변경

가스 안전 위협

장치의 정상적인 인식

불가

정상적인 인가확인

불가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 불가

데이터

유출

전력 사용 장치를

확인하여 사용자의

사생활 노출

가스 사용량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사생활 노출

카메라 정보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 노출

인가 정보 노출에

의한 접근권한 탈취
사용자 개인정보 노출

네트워크

차단/지연

사용자가 요구하는

전력 관리 불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가스 안전 위협
감시기능 마비 개폐장치 마비 서비스 제공 불가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교통 제어 시스템 공장 제어 시스템

시스템 개요
전력의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를 실현하기

위한 전력 감시 시스템

도로(철도) 위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제어하는 시스템

공장 생산과정을

감시·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스마트 미터

네트워크
배전 네트워크 자가용 네트워크

무인 대중교통

네트워크
기계 제어 시스템

공

격

유

형

데이터

위변조

전력 소비량 변조

전력 필요량 조작

과금 내역 조작

전력의 과부하 유발

신호등 조작

교통 흐름을

임의적으로 방해

무임승차

교통사고 유발
목적과 다른 기계 제어

데이터

유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사생활 노출

지역별 전력 사용량

유출

시스템 내의 이용자

정보 노출

시스탬 내의 이용자

정보 노출

명령 탈취에 의한 제품 정보

유출

네트워크

차단/지연
전력 생산 차질 정상적인 배전 불가

교통 혼잡

사고 유발

무인 대중교통의

오작동
기계 작동 오류 발생

표 5.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공격유형에 따른 피해[11][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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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야기하거나, 댐의 붕괴를 유발 할 수 있다.

공장제어 시스템의 장치를 공격했을 시 장치

들에 내려진 명령들을 탈취하여 제품 정보를

흭득 할 수 있고, 설계된 제품과 다른 작업을

하도록 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VI.네트워크 공격 대응방안

본 장에서는 4장에서 나온 공격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VII. 결론

최근 스마트시티에서 일정한 구역 전체를 네

트워크를 통해 제어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고 있다. 이 구역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으며 이를 수

집하는 장치 또한 타 장치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 질 경우 파급력이 매우 클 수

있다. 스마트시티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

해 네트워크 취약점을 분석하고 제시한 네트워

크 공격 시나리오에 대한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을 제시하였다. 상용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의 유출이 가장 큰 피해로 예상되며,

제어 네트워크는 데이터 변조에 의한 금전적

피해발생, 장치의 명령 변조를 통한 기계 오작

동에 따른 사고 및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따

라서 네트워크 공격을 막기 위해 장치, 네트워

크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스마트시티의

발전하면서 더 많은 장치가 네트워크에 연결됨

에 따라 커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

면의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공격 시나리오를 작

성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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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20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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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네트워크 장치에 물리적인 접근제어

네트워크

탈취된 네트워크 초기화·대체를 위한 별도

의 네트워크 구성
대규모 메쉬 네트워크의 구성 중 타 장치

의 보안성 지원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장치 등록 시 해당 장치를 인증 할 수 있

는 시스템 구비

표 6. 네트워크 공격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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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적으로 스마트공장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보안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공장은 생산 현장의 설비제어 자동화와

공장 통합운영에서 시작하여 본사의 MES, ERP,

PLM 등과 연계되어 공장과 본사 간 상호 자료

전달이 이루어지므로 본사 시스템이 해킹될 경우

생산 현장인 공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마트공장 중요정보 유

출방지 가이드”[1]에서는 스마트공장의 기업정보

유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 보안대책은 IT

보안대책과 유사하며 산업제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에는 공장과 본사 간 상호 자료 교환이

필요한 스마트공장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어시

† 본 논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안전한 스마트팩토리 연계를 위한 산업용
통합보안장치 개발” 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 교신저자 : jcha@hoseo.edu

스템 영역을 폐쇄망으로 구성하고 단방향 전송장

비로 외부망과 연결하는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추진단과 고려대학교의 “스마트공장

을 위한 최소 정보보안가이드라인”[2] 역시 IT 보

안대책과 유사하며 내부망으로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화벽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내 망분리 정책에서는 분리된

망간 자료전송을 위해 망연계 시스템을 사용한다.

국제적으로 산업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안은

NIST SP800-82[3], ANSI/ISA99[4], ISA/IEC

62443[5]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경계 보안 모

델로 대부분 방화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 공장과 본사를 연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화벽, 망연계 시스템, 데이터 다

이오드(단방향 전송장비)의 구성과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스마트공장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망

연계 방법을 제안한다.

안전한 스마트공장 연계를 위한 크로스 도메인 보안 방법†

김기현*, 박혜용*, 안혜선*, 김일용*, 하재철**††

*㈜앤앤에스피, **호서대학교

Cross Domain Security Method to Connect Secure Smart Factory

Ki-Hyun Kim*, Hye Yong Park*, Hye Seon An*, Il-Yong Kim*, Jae-Cheol Ha**

*NNSP Co., Ltd., **Hoseo University

요 약

세계적으로 스마트공장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부상

하고 있지만 스마트공장에 대한 보안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 공

장과 본사를 연계하기 위한 경계보안 모델로 방화벽, 망연계 시스템, 데이터 다이오드의

구성과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스마트공장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망연계 방법으로 듀

얼 다이오드를 이용한 망연계 방법을 제안한다. 본 제안은 공장과 본사 간 상호 자료전달

이 가능하며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기업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공장정보 위 변조를 차단

하며 한쪽 회선이 끊어진 데이터 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본사 또는 외부망에서

현장 공장으로의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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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조 제어망과 업무망 간 연계 보

안 방법 고찰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공장 환경에서 공장 제어

망과 본사 업무망 간 연계를 위해 경계 보안 모

델로 사용되는 방화벽(Firewall), 망연계 솔루션,

데이터 다이오드(Data Diode)를 기반으로 제어망

과 업무망 연계 방법으로 4가지 구성 방식을 정

의한다.

첫 번째 연계 방식은 NIST SP800-82 “Guide

to Industrial Control Systems(ICS) Security”[3]

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가지 방화벽 구성 방식 중

듀얼 홈 컴퓨터(Dual-Homed Computer) 구성, 단

일 방화벽 구성, 라우터+방화벽 구성 등 3가지 방

식을 방화벽 구성으로 정의한다. 방화벽 구성은

ANSI/ ISA99[4], ISA/IEC 62443[5] 등에서 제어

시스템 영역 간 트래픽 통제를 위해 적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연계 방식은 NIST SP800-8에서 나머

지 2가지 방화벽 구성 방식으로 단일 방화벽을

이용한 DMZ 구성과 이중 방화벽을 위한 DMZ

구성을 방화벽+DMZ 구성으로 정의한다. 방화벽과

DMZ의 구성은 미국 ICS-CERT의 ICS 심층방호

전략(Defense-in-Depth Strategies)[5]에서 권고

보안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ISA/IEC 62443 권고

모델을 기반으로 DMZ를 사용한다.

국내에서 망분리 정책[9]에서 업무망과 인터넷

연결망을 분리한 후 망간 자료교환을 위해 사용

되는 망간자료전송장비인 망연계 솔루션이 가장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다섯 번째 연계

방식으로 정의한다. 망연계 솔루션은 “국가용 정

보보호제품 보안요구사항”[10]에 서로 다른 영역

간 사용자 PC 자료 및 서버 스트림을 보안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전송해주는 시스템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보안영역인 업무망과 비-보안영역인 인터

넷 연결망 간 자료교환을 위해 사용된다.

이외 다른 ICS 경계 보안 방법으로 미국

ICS-CERT의 ICS 심층방호전략(Defense-in- Depth

Strategies)[5]에서는 방화벽(Firewall)과 더불어 경

계 보안 솔루션으로 데이터 다이오드(Data Diode)

를 정의하고 있어 세 번째 연계 방식으로 데이터

다이오드 구성을 정의한다.

데이터 다이오드는 국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권고[6]하고 있으며 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7]에 정의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산

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8]에서 Level 0에서

Level 2를 제어망으로 정의하고 업무망을 Level

3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어망에서 업무망으로 데

이터를 단방향으로만 전송하고 업무망에서 제어

망으로는 물리적으로 단선되어 데이터를 전달하

지 못함으로 스마트공장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적

이다.

(그림 1) 제어망과 업무망 연계 방법

III. 제어망과 업무망 연계 방법에 대

한 취약점 분석

산업제어시스템에서 현장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에서

중앙제어센터(Central Control Center)의 히스토리

언(Histrorian)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스마트공

장의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

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으로 데이

터 전송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OPC(Ole for Process Control)이며 Industrial 4.0

생산의 구현에서는 센서로부터 ERP 레벨에 이르

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표준으로

OPC UA(Unified Architecture)가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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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OPC(DA, HDA, A&E)와 OPC UA 모두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로 제어망 DCS에 OPC 서버

를 두고 업무망 히스토리언에서 OPC 클라이언트

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2) 산업제어시스템 OPC 연결 구조

본 장에서는 상기 산업제어시스템 OPC 연결

구성과 같이 비-보안영역인 업무망에서 보안영역

인 제조 제어망으로 접속하는 환경에서 2장의 제

조 제어망과 업무망 간 연계를 위해 사용될 수

보안 게이트웨이 적용에 대한 프로토콜 관점에서

의 보안취약점을 분석한다.

3.1 방화벽 구성 보안취약점 분석

제어망과 업무망을 방화벽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 업무망 시스템에서 제어망 시스템으로 직접

접속이 이루어지며 방화벽은 업무망에서 제어망

으로의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고 비인가된 접속은

차단한다.

(그림 3) 방화벽 구성 정상동작

그러나 비-보안영역인 업무망에서 보안영역인

제어망으로의 접속을 허용하므로 다양한 공격이

가능해진다.

비-보안영역의 업무망 시스템이 해킹될 경우

인가된 서비스를 이용한 다양한 네트워크 공격이

제어망 시스템에 전달되며 OPC와 같이 DCOM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135번 포트를 통하여 랜섬

웨어 전파 등이 가능하다.

(그림 4) 방화벽 구성 보안취약점

또한 업무망의 OPC 클라이언트에서 비인가

Tag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제어망의 OPC 서버로

부터 Tag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OPC

서버에 비인가 Tag 정보를 쓸 수도 있다.

방화벽 정책이 모두 허용하는 정책일 경우

업무망 시스템에서 제어망 시스템으로 해킹이 가

능하여 방화벽 정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3.2 방화벽+DMZ 구성 보안취약점 분석

제어망과 업무망 사이에 방화벽을 이용한 DMZ

를 구성하는 경우 제어망 시스템과 업무망 시스

템 간 직접 접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어망 시

스템에서 DMZ 시스템으로 Tag 정보를 갖다 놓

으면 업무망 시스템에서 DMZ 시스템로 접근하여

Tag 정보를 가져간다.

(그림 5) 방화벽+DMZ 구성 정상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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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방화벽은 DMZ 영역으로 접근하는 제

어망 시스템과 업무망 시스템을 통제하며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고 비인가된 접속은 차단한다.

또한 DMZ 영역에 중계 서버를 둠으로써 업무

망의 네트워크 레벨 공격이 DMZ 영역에는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나 제어망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비-보안영역의 업무망 시스템이 해킹되어 비인

가 Tag를 요청할 경우 DMZ 중계 서버에 해당

Tag 정보가 없어 전달되지 않으며 비인가 Tag

정보를 쓸 경우 DMZ 중계 서버에서 전달기능이

없어 제어망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림 6) 방화벽+DMZ 구성 보안취약점

제어망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DMZ 중

계서버를 해킹한 후 DMZ 중계 서버에서 제어망

시스템을 해킹해야 한다.

방화벽 정책이 모두 허용하는 정책일 경우 업

무망 시스템에서 제어망 시스템으로 해킹이 가능

하여 방화벽 정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3.3 망연계시스템 구성 보안취약점 분석

망연계 시스템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한

경우 사용되는 망간자료전송제품으로 사용자 PC

간 자료교환을 위한 자료전송제품과 서버 간 서

비스 전송을 위한 스트림연계제품으로 구분된다.

망간자료전송제품은 통신 요청은 보안영역 전

송통제서버에서 비-보안영역 전송통제서버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통신 요청은 불

허하여 안전한 것을 알려져 있다.

업무망 시스템에서 망연계 외부통제서버로 접

속을 요청하면 망연계 내부통세서버에서 망연계

외부통제서버로 접속이 발생하고 다시 망연계 내

부통제서버에서 제어망 시스템으로 접속이 발생

하여 안전하게 보인다.

(그림 7) 망연계 솔루션 구성 정상동작

그러나 4개의 시스템 간 서로 다른 네트워크

레벨의 통신 세션이 발생하지만 접속이 이루어

지면 업무망 시스템의 명령어가 제어망 시스템

으로 명령어를 보내면 망연계 외부통제서버에서

받아 망연계 내부통제서버로 전달되고 망연계

내부통제서버에서 제어망 시스템으로 명령어를

전달하므로 업무망 시스템에서 제어망 시스템

간 응용 세션이 연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망연계 솔루션을 이용한 스트림 연계 방

식은 업무망 시스템에서 제어망 시스템으로 직

접 접속하는 결과를 제공한다.

(그림 8) 망연계 솔루션 구성 보안취약점

망연계 솔루션을 이용한 연결은 DMZ 영역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망의 네트워크 레벨

공격이 망연계 외부통제서버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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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제어망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망 시스템에서 제어망 시스템으

로 응용 세션이 직접 연결되므로 방화벽을 이

용한 직접 연결과 같은 취약성이 발생한다.

3.4 데이터 다이오드로 구성 보안취약점 분석

데이터 다이오드는 물리적 단방향 전송장비

로 단방향 송신장치에서 제어망 시스템으로 접

속하여 Tag 정보를 수집하고 단방향 송신장치

에서 단방향 수신장치로 데이터를 단방향으로

전송하며 업무망 시스템에서 Tag 정보 요청이

있으며 해당 Tag 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 다이오드는 방화벽이나 망연계 솔루

션과 마찬가지로 ACL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무망에서으 비인가 접속에 대한 차단 기능을

제공하며 DMZ 영역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

무망의 네트워크 레벨 공격이 단방향 수신장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제어망으로 전파되지 않

는다.

업무망 시스템이 해킹되어 비인가 Tag를 요

청하더라도 단방향 수신장치 전달된 해당 Tag

정보가 없으므로 전달되지 않으며 단방향 수신

장치가 해킹되더라도 제어망으로의 회선이 물

리적으로 끊어져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

(그림 9) 데이터 다이오드 구성 정상동작

IV. 안전한 스마트공장 연계를 위한 크

로스 도메인 보안 방안

스마트공장에서 현장 공장의 운영정보를 본사

MES, ERP 등에 적용하고 다시 현장 공장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네트워크 도메인

간 양방향 데이터 교환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제어망과 업무망을 연결하는 4

가지 방식 중 가장 안전한 방식인 데이터 다이

오드를 이용하여 상호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듀

얼 다이오드 방식을 제안한다.

4.1 스마트공장 크로스 도메인 보안을 위

한 듀얼 다이오드 설계

스마트공장의 현장 공장과 본사 간 크로스

도메인 보안을 위한 듀얼 다이오드는 아래 그

림과 같이 제어망에서 업무망으로의 정단방향

송신장치와 정단방향 수신장치를 구성하고 별

도의 동일 시스템으로 역단방향 송신장치와 역

단방향 수신장치로 구성한다.

(그림 10) 듀얼 다이오드 개념 모델

정보를 제공하는 제어망 시스템과 업무망 시

스템은 서버로 구성하고 단방향 송신장치와 단

방향 수신장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한다.

정보요청 주체는 단방향 송신장치로 망간 인

가된 제공 정보로 구성된 화이트리스트

(Whitelist)에 기반하여 정보를 요청한다.

인가된 화이트리스트에 기반하여 정보를 요청

하고 제공하므로 현장 공장의 비인가 정보의 외

부 유출이나 본사 업무망 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현장 공장의 정보 위변조를 방지한다. 또한 물리

적 정단방향 시스템과 물리적 역단방향 시스템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외부망 시스템이 해킹되더라

도 물리적 회선이 끊어져 있어 현장 공장으로의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스마트공장의 현장 공장과 본사 간 크로스

도메인 보안을 위한 듀얼 다이오드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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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듀얼 다이오드 시스템 구성도

듀얼 다이오드 시스템에서 단방향 데이터 플로

우는 정단방향 데이터 플로우와 역단방향 데이터

플로우로 구분된다.

정단방향 데이터 플로우는 정단방향 송신장

치의 제어망 정보수집 프록시에서 제어망 시스

템에 접속하여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제어망 단방향 송신모듈로 전달하고

업무망으로 데이터를 단방향으로 전송한다. 업

무망 단방향 수신모듈에서 단방향 데이터를 수

신하면 업무망 정보전달 프록시로 전달하고 업

무망 정보전달 프록시는 업무망 시스템으로 접

속하여 데이터를 전달한다.

역단방향 데이터 플로우는 역단방향 송신장

치의 업무망 정보수집 프록시에서 업무망 시스

템에 접속하여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망 단방향 송신모듈로 전달하고

제어망으로 데이터를 단방향으로 전송한다. 제

어망 단방향 수신모듈에서 단방향 데이터를 수

신하면 제어망 정보전달 프록시로 전달하고 제

어망 정보전달 프록시는 제어망 시스템으로 접

속하여 데이터를 전달한다.

듀얼 다이오드 시스템에서 정책은 단방향 데이

터 플로우와 별도로 정책 플로우를 구성한다. 듀

얼 다이오드 관리시스템은 보안영역인 제어망에

두며 정단방향 정책관리와 역단방향 정책관리를

통합하여 구성한다.

듀얼 다이오드 시스템의 정책 플로우는 물리

적 단방향 특성을 고려하여 정단방향 송신장치

→정단방향 수신장치→역단방향 송신장치→역

단방향 수신장치→정단방향 송신장치로의 루프

를 구성하며 단방향 데이터 전송 채널과 분리

하여 관리 채널을 구성한다.

4.2 스마트공장 크로스 도메인 보안을 위

한 듀얼 다이오드 구현

듀얼 다이오드 시스템은 스마트공장 환경을

고려하여 Classic OPC와 OPC UA로 서버와 프

록시를 구성하였다.

(그림 12) OPC UA 서버 구성

(그림 13) OPC UA 클라이드 구성

제어망 시스템에서 듀얼 다이오드 정단방향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망 시스템으로 정보가 전

달되거나 업무망 시스템에서 듀얼 다이오드 역

단방향 시스템을 통해 제어망으로 정보가 전달

되었을 경우, 제어망 시스템의 OPC Tag 정보

와 업무망 시스템의 OPC Tag 정보가 동일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제어망 OPC Tag 트랜드

(그림 15) 업무망 OPC Tag 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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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다이오드 관리시스템은 정단방향 송신장

치와 수신장치 정책, 역단방향 송신장치와 수신장

치 정책책을 통합관리하며 다음과 같다.

(그림 16) 정단방향 송신장치 정책

(그림 17) 역단방향 송신장치 정책

4.3 크로스 도메인 보안 방법 비교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듀얼 다이오드 방식은

기존 다이오드 방식을 이용하여 상호 데이터

교환을 위해 제안한 방식으로 2장과 3장에서

분석한 모두 서로 다른 도메인 간 상호 데이터

교환방식인 방화벽 직접 연결 방식, 방화벽과

DMZ를 이용한 연결 방식, 망연계 시스템을 이

용한 연결 방식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본 제안 방화벽 방화벽 DMZ 망연계
두도메인간
자룍교환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비인가서비스
접속

차단 차단 차단 차단

인가서비스
네트워크공격

차단 허용 차단 차단

OPC포트
랜섬웨어공격

차단 허용
DMZ해킹시
가능

허용

비인가Tag
Read

차단 허용 차단 허용

비인가Tag
Write

차단 허용 차단 허용

ACL 정책이
모두허용

제어망
접근차단

제어망
접근가능

제어망
접근가능

제어망
접근가능

업무망해킹
제어망공격

차단 허용 차단 허용

[표 1] 크로스 도메인 보안 방법 비교

일반적으로 방화벽보다 망연계 시스템이 안

전하다고 생각하며 상기 결과에서도 인가된 서

비스를 통한 네트워크 공격이 보안영역으로 전

달되지 않아 방화벽보다는 보안성이 높다.

그러나 방화벽을 이용하여 DMZ를 구성할 경

우 망연계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보안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논 논문에서 제안한 듀얼 다이오드 방식은

한쪽 회선이 끊어져 있고 화이트리스트 기반으

로만 동작하므로 가장 안전한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공장 환경에서 분리된

네트워크 영역 간 자료전달을 위해 경계 보안모

델로 방화벽 구성, 방화벽과 DMZ 구성, 망연계

시스템 구성, 데이터 다이오드 구성에 대해 살펴

보고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경계 보안모델의 보안성은 방화벽 < 망연계

시스템 < 방화벽+DMZ < 데이터 다이오드 순으

로 분석되었으나 데이터 다이오드의 단방향 특

성으로 인하여 공장과 본사 간 상호 자료전달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장 제어망과 본사 업무망을

안전하게 연계하기 위해 데이터 다이오드를 정단

방향과 역단방향으로 사용하는 듀얼 다이오드를

이용한 망연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듀얼 다이오드를 이용한 망연계 방법은 공장

과 본사 간 상호 자료전달이 가능하며 화이트리

스트 기반으로 기업정보유출을 방지하고 공장 정

보 위변조를 차단하며 한쪽 회선이 끊어진 물리

적 단방향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현장 공장으로의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방화벽이나 망

연계 시스템보다 보안성이 뛰어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안전한 망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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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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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새롭게 구축되는

국내 스마트시티들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더 나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발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의 특성상 다수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고 해당 취약점을 통해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붕괴될 경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에 위협이 발생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구축되었거나, 구축 진행 중인 인천과 부산의

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 해당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의 각 업체별 적용예정기술

을 분류하고 이를 통한 해당 스마트시티 인프라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분석한다. 또한 분석한 취약점을

바탕으로 공격가능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I. 서론

국내에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

트시티 구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외의

스마트시티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콜롬버스에

서비스공모, 챌린지 운영을 통해 기업 및 시민

참여를 도모하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였고, 스

페인의 경우 리빙랩,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통해

산탄데르에 실증단지를 구축하였다. 세계 각각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하여 각 도시

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으로 알맞은 콘텐츠를

도입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의

편의성을 보전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을 비롯한 대구, 대

전, 세종, 부산 등 여러 광역시에서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1].

기존에 U-City에서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한

인천 스마트시티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도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스마트시티

등이 있다. 해당 스마트시티는 ‘민간이 주도하

는 서비스’ 라는 스마트시티의 모토를 가지고

편리한 삶을 위한 도시구축을 진행 중이다.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인프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종 센서들은 광범위에 산재

되어 있다. 따라서 관리에 취약하고 해킹에 노

출될 위험이 높으며, 다수의 사이버 보안 취약

점이 존재한다. 해당 취약점을 통해 스마트시티

의 인프라가 붕괴될 경우,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해당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

는 민간업체의 각 업체별 적용기술을 분류하고

스마트시티 인프라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분석한다. 또한 분석한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바탕

으로 사이버 공격가능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국내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현황 분석을 위해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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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스 도시 건설사업(이하 U-City)에서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한 인천의 스마트시티와 2018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된 부산의 에코델

타시티에 대해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의 사이버보안 취약점과 보안위협에 대해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분석한 취약점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들의 공격가능시나리오를 도출하고,

Ⅴ장에서는 III장과 IV장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

해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서술한다.

II. 국내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현황

1.1 인천 스마트시티

U-City에서 진행되었던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전반의

영역에서 자연 인터페이스를 매개로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였다. 홈페이지를 두고 지역별 지도로

구별하여 환경적 변수들, 미세먼지, 날씨 정보,

도로 구간 정보, 지하철 정보, CCTV나 무선

통신 수단인 WiFi의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

인 가능하게 하여 통합 서버와 연계를 통해 시

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그림

1]과 같이 교통, 방범, 시설관리, 방재, 환경,

도시민 정보제공을과 민간 서비스를 통해

민간인 참여를 이끌고 있다[2][3].

[그림 1] 인천 smart city 구성 출처 : 인천스마트시티

1.2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비상하기 위한 추진

전략에서, 도시 성장 단계별 접근, 맞춤형 기술,

주체별 역할로 밀도 높은 연구와 시민참여를

통해 국가 시범도시 신규 조성을 위해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1단계,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한 세

종 5-1 생활권을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2

단계에서 지자체나 민간 등의 의견을 통합하여

시범도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기

업이 협력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18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민간기업을

초청하여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민간기업·시민

주도 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

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기존

의 U-City 사업에서 더 나은 국가 시범도시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설계를

완료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민관협의

체 구성, 네이밍 대국민 공모, 시행계획 수립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다[4][5]. 해당 간담회에

참여한 민간기업과 해당 기업의 보유기술 및

장비는 다음[표1]과 같다.

민간기업 보유 기술 및 장비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KT 통신 및 네트워크

포스코건설 스마트홈

롯데정보통신 플랫폼

한화 큐셀 태양광

이큐브랩 쓰레기처리

더웨이브톡 수질관리

PNU드론 드론

프리폼연구소 3D 프린터

컴퍼니비 엑셀러레이터

[표 1] 에코델타시티 간담회에 참여한 민간업계와 기술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163 -



III. 국내 스마트시티 인프라 취약점

본 장에서는 민간기업 간담회에 참여했던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적용된,

혹은 적용예정인 기술 및 장비의 취약점을 분

석하고, 스마트시티 인프라의 사이버보안취약점

에 대해 분석한다.

3.1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취약점

현대자동차에 적용된 텔레매틱스 구조의 경우,

보안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CAN 네트워크

를 사용하고 외부와 연결가능한 블루투스,

WiFi와 같이 이동통신 모듈을 지니고 있다.

해당 통신모듈을 활용하여 무선 업데이트 기술

OTA 서비스에 접근 후 악성코드를 삽입하여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탈취할 수 있다[6].

3.2 WiFi 통신 취약점

WiFi의 보안 프로토콜인 WPA2는 WPA

보다 견고한 암호화 프로토콜이다. WPA2에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해당되는 취약점

이 존재한다. KRACK이라고 하는 재설치

공격은 사용자가 이미 사용 중인 키를 다시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암호화 핸드 셰이크를

조작할 수 있다. 해당 취약점은 2017년 10월

패치되었으나 아직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은

공공 WiFi망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7][8].

3.3 스마트시티 인프라 사이버보안 취약점

스마트시티의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분

류하여 취약점을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나

는 스마트시티를 부분적으로 관찰하고 건

물이나 교통 및 기상의 상태 정보를 얻어

오는 IoT 기기 센서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

내의 등록된 사용자의 개인정보, 센서를 통

해 얻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티

네트워크이다.

그 중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크고 많은 투자가 필요한 영

역은 IoT분야이다. IoT 기반의 기기들은 외

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개인 정보

탈취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스마트시티

내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 등이 발생가능하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사이버보안 취약점은

다음[표2]와 같다.

범위 취약점

시 티

네트워크

WPA2의 취약점을 이용한 핸드

셰이크 조작 공격

인가되지 않은 WiFi망 액세스

불충분한 ID, 인증 정보 및 접근

권한 관리

서비스 거부 공격

무선업데이트기술 OTA 서비스를

이용한 악성 펌웨어 업로드 공격

공유 메모리와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문제

IoT 센서

물리적 보안 취약점

레거시 시스템 및 이기종간 연결을

통한 오류 발생

외부 사용자 접근 용이 취약점

인증 메커니즘 부재

추가된 센서 암호 미변경

전송데이터 보호 부재

[표 2] 스마트시티 인프라 사이버보안 취약점

IV. 대상 모델 공격 가능 시나리오

본 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2018년 코드게이트

의 스마트홈 해킹 시나리오와 스마트시티 공격

가능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기술한다.

2018년 4월, Emohtrams Team은 ‘smart home

hacking in Real World’ 라는 주제로 스마트홈의

인프라와 관련된 모의해킹을 진행했다. 이들의

경우 상호 연결된 모바일 앱과 가정용 월 패드를

이용하여 CCTV 포트 스캐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신하여 영상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획득한 펌웨어로 root

shell을 획득하여 스마트홈 내 기기를 조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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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까지 침입이 가능하였다[9].

4.1 스마트시티 ARP 스푸핑 공격가능시나리오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스푸핑

은 주소 결정 프로토콜을 이용한 중간자 공격

으로 공격자가 자신이 게이트웨이라고 속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훔치는 공격을 의미한다.

아래[그림 2]는 ARP 스푸핑을 통한 스마트

시티 내 공공 WiFi망에 대한 공격가능시나리오

를 나타낸다.

[그림 2] ARP스푸핑을 통한 공공 WiFi망

공격가능시나리오

Step1. 인가되지 않은 공격자가 스마트시티

내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WiFi 무

선 공유기를 이용하여 기기의 사용자

목적지 주소를 자신의 IP로 변경한다.

Step2. 이후에,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IP

주소와 자신의 MAC 주소로 대응하는

ARP 메시지를 발송한다.

Step3. 사용자는 해당 IP주소로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게 전송한다.

ARP스푸핑을 통한 공공 WiFi망 공격가능시나

리오의 결과로, 공격자는 사용자가 보내는 패킷

을 모두 볼 수 있으며, 해당 패킷분석을 통하여

악의적인 위·변조 패킷전송이 가능하다.

4.2 스마트시티 분산서비스거부 공격가능시나리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oS)은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적으로 배치하여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방법이다. 공격자가

IoT 기기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오픈 포트를

이용한 펌웨어 습득을 통해, 리버싱 분석으로

악의적으로 펌웨어 변조가 가능하다.

아래[그림 3]은 스마트시티 내 웹서비스에

대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이용한 공격가

능시나리오를 나타낸다.

[그림 3]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이용한 웹 서비스

지연 공격가능시나리오

Step1. 공격자는 웹 사이트 지도 정보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센서를 통해 센서의 오

픈 포트 취약점이나 펌웨어 취약점,

인터넷의 열려있는 텔넷 포트를 이용

하여, IoT기기를 컨트롤러로 사용한다.

Step2. 권한을 탈취한 센서가 일정량 이상 수

집되면, 웹 사이트로 과도한 트래픽을

전송하여 서비스 거부 공격을 유발한다.

Step3. 웹 서비스 이용 지연으로 가용성

장애를 유발시킨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통한 스마트시티

내 웹서비스 공격가능시나리오의 결과로, 공격

자는 과도한 트래픽전송을 통하여 서비스 거부

를 일으킬 수 있다.

V. 대응방안

각 Ⅲ장과 Ⅳ장에서 분석한 취약점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사이버보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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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5.1 시티 네트워크 취약점 대응방안

Ÿ 서비스 이용과 IoT 기기를 위한 별도 네트

워크를 사용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트래픽

과부하와 기업의 핵심 네트워크 접속을

사전에 차단

Ÿ WiFi망의 안전을 위해서 웹 서버에서 스마

트시티의 거주자, 혹은 입주자에게 각각의

고유 ID를 부여하여 외부 사용자에 대한 불법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사용자

의 계정을 보호

5.2 IoT 취약점 대응방안

Ÿ 펌웨어 변조와 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TPM(Trusted Platform Module)을 이용한

펌웨어 업데이트와 서버 내에서 SSH(secure

shell)를 통한 무결성 검사로 지속적인 펌웨어

무결성 체크 실시

Ÿ 이 기종 네트워크간의 상호 연결을 통한

전송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IoT 보안 게이트

웨이 적용 및 개발

VI.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 국내 스마트시티의 인프라에 대

해 분석하고 참여하는 민간업계의 기술에 대해

서 분류하였다. 에코델타시티와 같은 스마트시

티에 적용될 기술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

고 그 밖에 시티 네트워크와 IoT 센서들의 취

약점을 나열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 내에서

ARP스푸핑 공격과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위협이 될 수 있어 보안 망분리, 펌웨어 업데이

트, 보안 게이트웨이 개발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민간기

업의 기기들의 분석을 통해 민간기업의 IoT 디

바이스가 스마트시티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서

비스 이용과 IoT 기기를 위한 별도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여 인프라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기 위한 기술 및 적용에 대한 향후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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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ehicular Ad-hoc Networks(VANETs)은 차량이 기반 인프라와 연결되거나 차량 간 트래픽

혹은 안전 메시지를 교환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VANET 환경은 허위 메시지와 같은 공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해 기존 메시지 송신자의 신원 검증 뿐 아니라 실제 메시지 내용에 대한 검증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으로 평판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초기 평판시스템에

서 평판은 제3의 중앙기관 혹은 분산 환경에서 관리 되었으나, 중앙 평판 관리자에 의한 평판값

위변조 문제 및 병목 현상과 분산 환경에서의 데이터 정합성 및 동기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기존 평판시스템에

서 발생하는 공격 및 평가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차량

평판 시스템의 평판값 위변조 문제 및 데이터 정합성과 동기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차량 평판시스템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 및 분석한다.

I. 서론

Vehicular ad hoc Networks(VANETs)은 차

량이 기반 인프라(Road Side Unit, RSU)와 연

결되어 차량 트래픽 혹은 안전 메시지를 교환

하는 환경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교통 시

스템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편리한 운전 환경을 제공한다[1]. 하지만

VANET 환경에서는 허위 메시지 전파, 전송

중 트래픽 변조 등 다양한 공격이 발생하고 있

으며[2] 이에 따라 메시지 송신자를 검증 하는

기존 보안 시스템 외에도 메시지 내용의 신뢰

성 보장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3]. 이러한 메

시지 내용에 대한 검증방법으로써 Dotzer 등은

VANET 환경에서 악의적인 차량에 대해 메시

지 내용을 기반으로 평판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4].

차량환경에서의 평판은 차량 혹은 차량에 의

해 송신된 메시지가 신뢰할만한 것인지를 결정

하는 지표가 되며, 특정 차량에 대한 보상을 주

거나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보

통 특정 차량의 평판은 해당 차량의 과거 행동

에 대해 몇 가지 metric(메트릭)을 이용해 계산

된다. 초기 평판 시스템은 중앙화된 방식으로,

모든 평판값은 중앙 서버 혹은 클라우드에서

저장 및 처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

는 증가하는 차량의 개체 수 때문에 평판값 계



메트릭 설명

시간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과

차량에서 수신된 시간의 차

거리

발생된 이벤트로부터 차량까지

의 전달 거리 혹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량 간 거리

차량 속도 현재 차량의 속도

차량 위치 현재 차량의 위치

차량의 방향 현재 차량의 방향

차량의 종류 차량의 역할에 따른 분류

이벤트 타입
안전/위험/심각 등 메시지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

산의 오버헤드로 인한 병목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평판값을 저장 및 처리하는 중앙화된 기

관에 의해 평판값 위변조가 발생 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5-6]. 중앙화된 방식의 병목현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 환경에서의 차량 평

판 시스템이 제안되었다[7]. 이 시스템에서는 지

리적으로 분산된 차량 혹은 RSU들 간 “표1”과

같은 다양한 메트릭을 통해 평판을 계산하여

지역적으로 평판을 관리하여 기존 병목 문제를

해결하였다.

<표1> 차량/메시지 평판에 사용되는 메트릭

하지만 분산 환경에서는 각각의 RSU 및 차

량은 악의적 공격에 취약한 문제가 있었으며,

평판 계산에 사용되는 RSU 및 차량의 센서 데

이터는 각각의 센서 능력에 따라 상이하여 개

별적으로 생성된 평판은 완전히 신뢰될 수 없

었다. 또한 지역적으로 관리하는 평판값에 대해

전체 환경에서의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러한 동기화 문제, 단일 개체에 의한 센서 데이

터의 정합성 문제, 중앙화된 시스템에서의 평판

값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

반의 차량 평판 관리 시스템이 제안되었다[6].

블록체인은 일반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모든 참여자간 일관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유

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써 초기 비트코인

이라 불리는 암호화폐 교환의 목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제안되었다[8]. 기존 중앙 집중

식 네트워크 구조와 달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서는 중앙화된 주체 없이 네트워크의 모든 구

성원은 해시함수, 합의 알고리즘 등을 통해 분

산된 환경에서 무결하고 일관된 데이터베이스

를 유지하며 채굴이라 불리는 과정으로 생성되

는 블록에 정보를 저장한다. 참여 노드는 블록

들의 암호학적 연결 구조인 블록체인의 동일한

복사본을 저장하여 동기화하며 한번 블록체인

에 기록된 정보는 위변조가 어렵다. 블록체인의

높은 무결성과 안전성 때문에 블록체인은 다양

한 응용에서 적용되었으며 범용적 목적의 사용

을 위해 기존에 Nick Szabo에 의해 제안되었던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이

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안되었다[8]. 이더

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는 튜링 완전성을 지원하

는 프로그램을 블록체인을 통해 보호하며 DoS

등의 공격에 대해 가스 소모를 통한 경제학적

안전성을 보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및 블록체인 기반의 차

량 평판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보안 요

구사항 도출 및 분석을 수행한다.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차량 평판 모델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차량평판

관리 시스템의 소개와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한

다.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차량 평판 모델

본 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차량 평판 시스

템을 구성을 위한 기존 차량 평판시스템을 분

석하고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2.1 평판 시스템 구성

Ÿ 평판 대상

VANET 환경에서의 평판은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9].

1) 주체 기반의 평판은 차량의 이전 행위에

대한 정보를 통해 차량의 평판을 산출한다.

2) 데이터/이벤트 기반의 평판은 차량에 의

해 발생하는 데이터/이벤트 자체에 대한 평판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이

경우 대량 및 중복된 데이터와 데이터 손실을

고려한 복합적인 메트릭의 산출이 필요하다.

3)복합 모델은 차량에 의해 발생한 메시지에

대해 평가하여 송신 차량의 평판을 매기며 이

를 반영하여 차량에 의해 송신되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Ÿ 평판 데이터의 수집원

차량 평판 계산을 위해 수집될 수 있는 평판

데이터의 수집원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운전자 경험기반의 수집은 차량 환경에서

차량 운전자가 직접 제공된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해 평판을 제시하며, 주로 기존 전자상거래

[10]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 평판 시스템과 같은

형태로 직접 평판값을 부여한다.

2) 센서 데이터 기반의 수집은 사람에 의한

잘못된 평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서 장비로

부터 주기적으로 센서값을 수집하여 특정 기준

을 통해 평판을 산출한다. 이 경우 센서 장비의

수용량에 따른 잘못된 평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6].

Ÿ 평판 데이터의 수집 기간

평판은 일정 기간에 수집된 평판 데이터를

메트릭과 함께 계산하여 산출된다. 전자상거래

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측정 후 계산

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 적합하며[10],

VANET 환경에서도 차량의 이동성, 정보의 시

공간적 유효성[2][7]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집되

어 평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

2.2 보안 요구사항

VANET 환경에서 평판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Ÿ 시빌 및 공모 공격에 대한 안전

평판시스템에서 시빌 공격[11]은 다수의 허

위 신원 생성을 통해 평판에 대한 결정 혹은

평판값 데이터 조작을 수행하는 공격이며, 차량

평판시스템에서 다수의 허위 신원을 통해 일반

차량에 대해 악의적인 평판을 매기거나, 잘못된

다수의 센서 데이터 발생을 통해 평판값 계산

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다. 시빌 공격자는 악의

적인 공격자로 고발되어 평판이 삭감되거나 블

랙리스팅 되더라도 새로운 신원을 생성하여 공

격할 수 있다. 이러한 시빌 공격을 방어하기 위

해서는 신원 위조 및 도용 문제와 전체 환경에

서 단일 신원은 하나만 존재해야 하는 문제(중

복 신원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공모 공격과

결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

즘이 설계되어야 한다.

Ÿ 평가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일반적 평판 시스템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피평가자는 신원 추적을 통해 평가자를

보복 할 수 있으므로 평가자는 부정적인 피드

백을 줄 가능성이 적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평판값에 대한 기밀성 혹은 평가자에

대한 익명성이 고려되어야 한다[5].

III. 블록체인 기반의 차량 평판

3.1 블록체인 기반 차량평판 관리 모델

기존 제안된 블록체인 기반의 차량평판 관리

시스템[6][16]에서는 자원량이 충분한 차량 혹은

RSU들에 의해 센서 데이터 값이나 평판값에

대한 합의를 수행하여 차량에 대한 평판을 산

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후 합의된 평판값

은 블록체인을 통해 영구 저장되며, 블록체인은

인프라인 RSU 또는 차량 클러스터의 단위로써

관리되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평판은 블록체

인 기술에 의해 위변조로부터 보호 되었다.이를

통해 평판의 위변조 문제 및 분산된 환경에서

의 개별 센서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

였다.

3.2 대응방안

블록체인 기반의 차량 평판 시스템에서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

다.

Ÿ 시빌 공격 대응방안

1) 비용 기반의 대응

블록체인 기반의 모델에서 평판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자의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위해 스마

트 컨트랙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초기 등록 과

정에서 비용적으로 가스 혹은 이더를 소모 하

도록 설계하여 비용 기반으로 시빌 공격에 대

응 가능하다. 하지만 초기 등록비용이 높아지므

로, 이후 좋은 평판을 가지는 평가자의 참여 동

기 유발을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함께 설계 되어야 한다. 또한 초기 화이트리스

트에 등록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악의적인 평가



자의 차량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신원을 취

소 할 수 있도록 고발 메커니즘이 설계되어야

한다. 비용 기반 대응에서는 악의적 평가자에

대해서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설계하

는 것이 중요하다[12].

2) 인증된 정보와의 연결

블록체인 상 개체는 주소 혹은 외부계좌라

불리는 가명의 신원을 가진다. 이를 실세계의

제 3의 신뢰기관으로부터 인증된 IP, DNS 등의

정보와 연결하여 등록하고 별도의 안전한 채널

을 통해 신원의 진위성을 검증 후 평판 시스템

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 향후 평가자의 신원 식

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Ÿ 평가자의 Privacy 보호

평판 시스템에서는 평가자의 신원을 익명화

함으로써 평가자의 올바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평판 시스템에서는 준 동

형 및 가환 암호 기술, 영지식 증명 등 몇 가지

암호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평판값을 숨기거나

신뢰된 제 3자를 두어 평가자의 익명성을 보장

하였다[5].

블록체인 기반의 평판시스템의 경우 차량은

주소라 불리는 가명의 개별 식별자는 갖지만

이는 가명을 사용하므로 실제 차량 신원 식별

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언급한 시빌 공격의 대

응 방안으로 IP 등 실제 인증된 정보와 연결된

경우 식별 될 수 있다.

이러한 신원 식별 문제에 대해 주/보조 주소

혹은 일회용 주소의 개념을 통해 인증받은 신

원에 대한 비연결성(unlinkability)을 확보할 수

있다. 예로써 stealth address[13]의 경우 트랜잭

션의 비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기술

로써, 평판 시스템에서 평가자는 Stealth

address와 같은 주소를 만들고 이와 함께 신원

증명 값을 신원 검증자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전송하고 별도 채널을 통해 신원 인증을 받는

다. 이후 신원 공급자의 컨트랙트가 인증 토큰

을 평가자가 전송한 stealth address로 부터 생

성된 One-Time address로 발행하면, 평가자는

향후 평판을 제시할 때 Stealth address와 연관

된 일회용 주소로 받은 인증 토큰을 평판값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인증된 평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 연결성 역시 보장된다. 이와 유사

한 주/보조 주소의 개념으로 비트코인의 계층형

지갑[14]도 사용이 가능하다.

평판값의 기밀성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환경

에서 confidential asset[15]와 같은 형태의 다양

한 암호 기법을 적용하여 평판값의 기밀을 유

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평판자와 평판값의 관계

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믹싱 기법[13]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안전성을 보장

할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VANET 환경에서 메시지 내

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안된 기존 평

판 시스템의 구성을 분석하고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평

판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기존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블록체인 기반의 평판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의 신뢰성을 평가함으로

써 다양한 차량 어플리케이션에 추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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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블록체인(Blockchain)은 2008년 비트코인

(Bitcoin)과 함께 처음 등장한 이후로 이더리움

(Ethereum)과 같은 여러 암호화폐의 근간으로

적용되어 왔다. 블록체인 그 자체는 탈 중앙화

분산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1]. 하지

만 분야마다 다른 특징이 있고 블록체인 기술

은 그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였다. 기존의 블록

체인은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가 트랜잭션

읽기, 쓰기 과정을 할 수 있다. 이는 비트코인

과 이더리움에 적용된 블록체인 방식이다. 하지

만 위에 서술한 여러 분야, 예를 들어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민감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블

록체인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노드들에게

읽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통해 네트워크 내에 신

원이 알려져 있고, 따로 선정된 노드들만이 참

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를 사설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이라고 한

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접근 및

트랜잭션 읽기 권한 여부, 그리고 트랜잭션 및

합의 과정 참여 권한 유무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의 블록체인으로 분류하고 특성 및 적용

분야를 분석한다.

II. 관련 연구

2.1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관리 대상이 되는 트랜잭션 정보

를 기록한 분산 장부 데이터베이스이다. 네트워

크에 참여하는 각 노드들은 각각 자신의 장부

를 가지고 있고, 이 장부의 내용은 합의 알고리

즘에 의해 동일하게 유지된다[2]. 블록에 포함시

킬 트랜잭션을 생성한 노드는 P2P네트워크에

전달하고, 채굴 노드가 그것들을 모아 블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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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다. 생성된 블록을 시간에 흐름에 따라

사슬(Chain)구조로 연결한 것이 블록체인이다.

각 블록에는 생성 당시의 타임 스탬프(Time

Stamp)값과 이전블록의 해시 값이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한 블록의 내용이 변경되면 다른

연결된 블록이 잇따라 변경되는 구조이고, 분산

장부의 특성상 모든 노드가 변경의 결과를 열

람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을 임의로 변경하거

나 누락할 수 없다[3]. 그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성과 트랜잭션이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장점이 있다.

2.2. 합의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 은 블록

체인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앞 문단에서 서술했

듯이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를 모르는 노드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는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

는 노드들의 신뢰도를 증명하고, 그들끼리 블록

에 대한 합의를 시행함으로써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며, 기존의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갖고 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 비트코인 프

로토콜에서 사용된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증명

(PoW, Proof-of-Work)으로, 노드들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4].

이 외에도 노드들의 지분을 이용한 지분증명

(PoS, Proof-of-Stake)등이 있다. 블록체인에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합의 알고리즘의 방식에

서 양상의 차이를 보인다.

III. 공개 블록체인과 사설 블록체인
3.1 기존 공개 블록체인의 한계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지만, 블록체인의 기술적

제약사항에 따라서 단점도 존재하며, 응용분야

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5].

3.1.1 투명성의 보장 vs 프라이버시 보호

기존 공개 블록체인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

는 모든 노드들이 트랜잭션들을 검증하는 방식

으로 이중 지불(Double-spending) 문제를 해결

한다. 트랜잭션의 내용이 모든 노드에게 투명하

게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3.1.2 높은 보안성 vs 속도

또한 공개 블록체인은 블록 데이터를 위․변

조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드들로 하여금 작

업증명을 이용하여 nonce값을 찾는 것과 같은

계산 퍼즐을 풀 것을 요구한다. 이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지만, 모두가 참여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림에 따라 체인에 블록이

포함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블록체인이 무허가형

(Permissionless)과 허가형(permissioned)으로

분류된다.

3.2 사설 블록체인

기존의 투명성의 장점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보

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설 블록체인이 등장하

게 되었다. 여기엔 신원이 검증된 노드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의 해커나 악의적

인 노드의 참여는 제한이 된다. 또한, 트랜잭션

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에서 프라

이버시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의 공개 블록체인이 P2P 네트워크가 특징이었

던 점과는 달리 중앙 관리자(Central Autority)

를 두어 네트워크의 규칙이나, 트랜잭션의 내용

을 수정하거나 잘못된 트랜잭션을 승인하게 된

경우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악의적인 노드들이나 트랜잭션을 추적할 수 있

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는 기존의 공개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 화폐에만 적용된 것과는

달리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기능인 분산 기록

저장소의 역할을 하거나[6], 트랜잭션 내역이 투

명하게 공개되어선 안 되는 금융권이나 의료계

에서 사용 될 수 있다.

IV. 블록체인 모델 분류 및 분석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트랜잭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권한여부에 따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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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설 유형으로 분류하고, 트랜잭션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산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에 따라 무허가형과 허가형 유형으로 분류한다.

권한에 따라 [표 1]과 같이 크게 4가지 종류의

블록체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5].

네트워크 접근, 트랜잭션

읽기 권한

Public Private

트랜

잭션

생성

권한

Permis

sion

-less

공개

․무허가형

블록체인

사설

․무허가형

블록체인

Permis

sioned

공개

․허가형

블록체인

사설

․허가형

블록체인

[표 1] 권한에 따른 블록체인 분류

4.1 공개, 무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들을

모아 채굴을 하여 블록을 생성할 수도 있다. 누

구나 자신의 의지대로 참여하거나 떠날 수 있

고, 대형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이다.

해당 블록체인은 신뢰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노드가 참여를 해야 안정된 분산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다수의 노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블록 채굴에 성공한 노드에게는

내부화폐(Token)로 인센티브(Incentive)를 지급

한다. 이 인센티브는 노드들에게 네트워크에 정

직하게 참여할 동기 부여 함으로써 전체 시스

템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개 ․무허가형

블록체인 모델을 토큰 기반 마이닝 (Token

based with mining)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다

[6].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비트코인이다.

작업증명을 이용하여 nonce값을 제일 먼저 계

산한 노드가 블록을 생성하고, 이 블록은 다른

노드들에게 전파(Broadcast)된다. 전달 받은 노

드들은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사한 다음, 블록

이 옳다고 판단되면 채택한다. 채택된 블록을

채굴한 노드는 수수료(Fee)와 보상(Reward)을

비트코인으로 받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이더

리움, 합의 알고리즘으로는 작업증명과 지분증

명이 있다.

4.2 공개․허가형 블록체인

어떤 노드라도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트

랜잭션 데이터를 읽을 수 있으나, 데이터를 생

성하고 그것들을 모아 채굴하여 블록에 포함시

키는 행위는 선정된 노드들만이 할 수 있다. 접

근과 읽기는 모든 노드가 가능하지만 쓰기와

합의 과정에는 선정된 노드들만이 참여하기 때

문에 공개․무허가형 보다는 속도가 빠르다.

이 모델은 4.1절에서 서술한 모델과 같이 내부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큰 기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선정된 노드들만 합의과정에 참여하

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수의 노드를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 모델은 토큰 기반이긴 하지만 인센

티브가 다량의 채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

니라는 점에서 마이닝 없는 토큰 기반 모델

(Token based Without mining)이라고 할 수

있다[6]. 선정된 대표적인 합의 알고리즘으로 텐

더민트(Tendermint)가 있고, 적용된 사례로는

Cosmos가 있다. 텐더민트는 지분증명에서 파

생된, 위임형 지분증명(DPoS, Delegated

Proof-of-Stake)과 PBFT(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가 결합된 합의 프로토콜이다

[6]. 지분을 기반으로 투표하여 최소 100명에서

최대 300명의 검증자(Validator)만이 합의 과정

에 참여한다. 내부 화폐로는 아톰(atom)이라는

지분 토큰이 사용된다[7]. 검증자가 아닌 노드들

은 아톰 토큰을 검증자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

용해 검증자들은 블록에 대한 투표를 한다[8].

검증자의 2/3이 동의를 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

이 되는데, 이 때 검증자가 이중 투표를 하지

못하게 투표를 한번하면 지분에 대한 lock을 걸

어 Nothing-at-stake문제를 해결한다. 그 외에

악의적인 행위가 발각되면, 검증자는 투표권과

위임된 지분 토큰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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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설․무허가형 블록체인

신원이 검증되고 네트워크 내에 알려진 노드

들만이 네트워크 접근과 트랜잭션 읽기가 가능

하지만, 트랜잭션 데이터를 생성하고 블록에 포

함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해당 블록체인 형태는 아직까지는 범주로만 존

재한다.

4.4 사설․허가형 블록체인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노드에게만 네트워크

의 접근 권한, 트랜잭션 데이터 읽기 권한, 그

리고 트랜잭션 생성과 그에 따른 분산 합의 과

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를 목표로 하며 주로 금

융권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에 적용이 된다. 참

여하는 노드가 제한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 정

보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노드들의 권한이 다양

한 것이 특징이며, 선정된 노드들만 합의 과정

에 참여하기 때문에 속도가 다른 모델들에 비

해 빠르다. 네 가지 모델들 중 가장 제약사항이

많다.

네트워크 참여 노드가 중앙 관리자에 의해 제

한되는 멤버쉽(Membership)형태의 블록체인이

므로,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노드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내부화폐와

채굴에 성공하면 지급하던 인센티브가 필요하

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해당 블록체인을 토큰

이 없는(Token-less) 블록체인 모델 이라고도

볼 수 있다[6]. 예로는 Hyperledger와 R3

Corda, 합의 알고리즘으로 PBFT등이 있다.

하이퍼레저 프로젝트(Hyperledger Project)는

리눅스 재단이 개발한 산업간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조직된 오픈소스 협업이다. 그 중

패브릭(Fabric)은 금융권 뿐만 아니라, 멤버십이

따로 필요한 비즈니스 관련 분야의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 개발을 위한 블록체

인 프레임워크이다[9]. COP라 불리는 권한 관

리 모듈을 통하여 참여 노드들의 권한을 관리

하고, 내부화폐가 필요하지 않으며, 트랜잭션

은 그에 해당하는 암호화 키를 가진 관련 노드

만 확인할 수 있다. 합의알고리즘으로는 PBFT

가 사용되고, 거래를 관리하는 비즈니스 규칙은

Go언어로 작성된 체인코드(Chaincode)라는 스

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통해 자동화된다

[10].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접근, 트랜잭션 읽기

권한에 따라 공개 또는 사설 블록체인으로, 트

랜잭션 생성과 합의 도출 과정 참여권한에 따

라서 허가형, 무허가형으로 구분한 후 이를 종

합하여 블록체인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언급되었던 분야들 말고도 블록체인은

물류․유통, 교통 상황, 의료 데이터 관리와 같

은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1) 물류․유통

물류․유통 단계에는 여러 집단이 관여를 하

고 그만큼 처리 절차도 복잡하다. 이를 공개 블

록체인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투

명하게 유통과정이 공개 될 뿐만 아니라. 위․

변조의 위험도 적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문제

가 생길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2) 의료 데이터 관리

의료 정보는 환자의 보호받아야 할 개인 정보

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모델을 이용한다면, 접근

과 합의 과정 모두 의료 종사자이거나 관련 노

드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의료 데이

터를 블록체인에 등록하면 이전 데이터들을 바

탕으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환자가 병원을 옮길 시에 데이터를 새로 수집

할 필요가 없다.

본 연구는 향후 기술이 적용될 여러 분야에

부합하는 블록체인 모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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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증대로 인해 헬스케어 산업에서 효율적인 전자의

무기록의 관리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다. P2P 스토리지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EHR 관리시스

템을 제안하며,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 의료기관 중심에서 발생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HR)의

파편화를 해결하고 환자중심의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P2P 스토리지를 사용시 저

장 공간 제공 노드의 참여를 유도하기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인센티브를 줄 시 기존의

지불방법을 개선하여 지불시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방법과 다르게 하나의 트랜잭션으

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다중 지불 스마트 컨트렉트을 통해 트랜잭션 전송에 발생하는 수수료

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환자와 P2P노드는 상호간평판을 평가하는 평판관리 스마트 컨트렉트

를 통해 측정된 평판이 낮은 개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동적으로 퇴출되는 구조를 통해

정상적인 행위로 참여함을 유도할 수 있다.

I. 서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

여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데이터를 공유하는 의료정보시

스템이다.

기존의 의료정보시스템에서 EHR은 환자를

진료한 개별 의료기관 중심으로 관리 되고 있

어 개별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정보시스템은 환

자 EHR 데이터의 파편화를 초래하여 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전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EHR 데이터를 다른 의료기관이 열

람하기 힘들어 병원 간 상호운용성을 저해하며

이로 인해 이중검사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발

생할 수 있다. 병원 간 상호운용성에 대한 요구

는 의료제공자를 비롯하여 의료관련 산업계, 환

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블록체인의

등장이 이를 개선시킬 수단으로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연구되어지고 있다[2], [3], [4].

블록체인을 활용한 EHR 공유 시스템을 구

축 할 시 EHR 데이터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직접 저장하는

On-Chain방식이 아닌 블록체인 외부에 저장하

는 Off-Chain방식으로 저장된다[1]. Medrec의

경우 EHR 데이터는 개별 의료기관의 로컬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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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블록체인에 이에 대한

요청값(Query value)이 저장된다[2]. 그러나 이

러한 방식은 개별 의료기관마다 환자의 EHR데

이터를 나눠 저장함으로 데이터의 파편화를 초

래하며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의 조작과 실수

에 의한 데이터 유실 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EHR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방법이 제안되

었다[3]. 그러나 IBM이 2014년 발표한 “IBM

Health and Social Programs Summit”에 의하

면 인간이 평생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크기는

의료데이터가 0.4TB, 유전체 데이터가 6TB, 그

외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발생한

데이터는 1100TB이다. 100GB의 데이터를 저장

할 경우 매달 발생하는 요금은 클라우드에 저

장할 경우 Dropbox기준 $8.25인 반면 P2P기반

의 스토리지를 사용할 경우 $2.96으로 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다[6]. MediBloc[5]의 경우

P2P 스토리지를 사용할 계획을 밝혔지만 자체

플랫폼 내에서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해 의료기관간

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블록체인에 저장

할 수 없는 민감 데이터인 EHR 데이터를 P2P

스토리지에 저장함으로써 로컬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P2P 스토리지에 저장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하여 P2P 노드들에게 인

센티브를 지급하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평판을 관리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를 통하여 사용자가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P2P

노드에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으면 그들

에 의해 평판이 낮아져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퇴출 된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P2P 스토리지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EHR 관리시스템 아키

텍처와 시스템을 제안하고 3장에서는 보안요구

사항을 분석하며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시스템 모델

2.1 개체 역할

제안하는 EHR 공유 시스템의 참여 개체는 아

래와 같다.

Ÿ 환자 (Patient) : 환자는 본인의 EHR 데이터

를 P2P 노드에게 저장하고 필요시 의료서비

스 제공자인 의사에게 EHR 데이터를 공유

하여 본인의 진료내역을 볼 수 있게 한다.

환자는 공개키, 개인키 쌍  , 을 가지

고 있다.

Ÿ 의료 서비스 제공자 (Medical Service

Provider, MSN) :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EHR을 생성하여 환자에게 전송하

며 필요에 따라 환자에게 EHR 데이터를 요

청할 수 있다. MSN는 공개키, 개인키 쌍

  을 가지고 있다.

Ÿ 블록체인 네트워크 : 공개형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 환경과 동일하게 동작한다.

Ÿ 저장 공간제공 노드 (Space Node, SN) :

P2P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노드로써 환자의

편의성과 EHR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모든

SN는 공개키, 개인키 쌍   을 가지

고 있다.

그림 1 시스템 모델

2.2 EHR 저장 및 채굴 과정

환자가 EHR 데이터를 SN에게 저장하는 과정

은 아래와 같다.

1. MSN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를 EHR형태로 생성하여 을 암호화

하여 환자에게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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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는 MSN에게 받은 를 복호화

한다. 


3. 환자는 복호화한 을 그림 2와 같이

개의 데이터로 shard하고 랜덤한 값으로부

터 개 만큼의 Lamport OTP를 생성하여

한 EHR 데이터당 하나의 값을 사용해

shard한 값을 암호화하며 SN의 공개키

()로 암호화하여  ,⋯을 전송

한다.     

4. 환자는 트랜잭션()를 생성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파한다.

          
    

5. 각 SN는 본인 스토리지 내에 환자의 공개키

의 해시값   을 구하여 각각의 환자의

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다.

6. SN노드들은 이더리움의 PoW와 동일한 과

정을 거쳐 트랜잭션을 새로운 블록으로 블

록체인에 추가한다.

그림 2 n개의 데이터로 shard후 n개의 P2P

노드의 스토리지에 저장 프로세스

2.3 EHR 공유과정

진료받은 EHR 데이터를 다른병원의 MSN에

게 제공해야할 경우 shard된 환자의 EHR 데이

터를 MSN에게 제공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환자는 EHR 데이터를 MSN에게 공유하기

위해 공유해야할 EHR데이터의 해시값을 블

록체인에 검색하여 저장된 SN의 위치를 파

악하여 해당 SN에게 요청 메시지 

를 전송한다.

  

2. SN는 의    통해 환자를 식별

하여 해당 환자의 EHR shard값을 응답 메시

지 를 통해 환자에게 전송한다.

  


2.4 인센티브 구조

P2P 스토리지에서는 Peer가 항상 온라인 상태

임을 보장하지 못하여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온라인 상태임을 유도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토큰을 지불수단으로 하여 인센티브를 SN

에게 지불하게 된다. 이때, 스마트 컨트렉트의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여러 유저에게 토큰을 다

중 지불하는 트랜잭션을 통해 [5]의 접근방법에

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하나의 SN에게 지불되

던 비효율적인 방법을 개선한다. 알고리즘은 다

음과 같다.

function multiplepaytoken(address[] address

es, uint256 _value) onlyowner {

for (uint i = 0; i < addresses.length; i++)

{ balances[owner] -= _value;

balances[addresses[i]] += _value;

Transfer(owner, addresses[i], _value;

}

}

Algorithm 1 Multiple Payments for incentive

2.5 개체 간 평판관리

환자는 SN에게 shard값을 받고 인센티브로 토

큰을 주지 않을 환자의 평판을 내리며 SN는 낮

은 대역폭을 제공하거나 변조된 shard값을 제

공하거나 shard값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환

자는 SN의 평판을 내려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낮은 평판값을 가진 개체는 다른 개체가 스마

트 컨트렉트를 맺지 않을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퇴출 될 수 있다.

III. 보안 요구사항

2장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보안요구

사항을 만족하여 환자의 EHR데이터의 프라이

버시를 보장할 수 있다.

1. Shard한 데이터의 위조 탐지 : SN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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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shard값이 위조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shard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같은 해시결과가 나오는지

여부를 비교하여 shard값의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허가받지 않은 유저의 Shard 값 복호화

하는 행위 방지 : 환자외의 허가받지 않은 유

저는 암호화에 사용된 OTP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shard값들을 모아도 복호화 할

수 없다.

3. 악의적인 개체 패널티 : 환자가 SN에게

정상적인 인센티브를 보상하지 않거나 SN가 환

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호 평판 값을 평가하여 낮은 평판 값을 가진

개체는 자동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퇴

출되어진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P2P 스토리지 이용한 블록체

인 기반의 EHR 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P2P 스토리지에서 노드들이 항상 온라인 상

태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인센

티브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기존[4],[6]의 경우와

같이 환자가 정당한 인센티브를 SN에게 지불하

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계약기간

내에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의

환자와 SN 개체 간 평판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악의적인 행동을 한 개체는 낮은 평판 값을 가

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퇴출되어 어떠한 서

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는 구조를 통

해 기존 모델의 보다 SN의 참여 동기를 향상시

켰으며 또한 토큰을 활용하여 하나의 트랜잭션

으로 여러 P2P 노드들에게 인센티브를 지불하

여 트랜잭션 수수료를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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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

라 정치의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그 중 민주주의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

하게 생각 되고 있는 투표도 마찬가지이다. 인

간들은 투표를 통하여 투표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이는 작은 모임에서

부터 크게는 국가의 대표를 선출하는 대통령선

거까지 우리가 생활하는 대부분에 걸쳐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투표를 전자적으

로 구성하는 것이 전자투표다. 전자투표는 투표

를 진행함에 있어 전자적 수단으로 투표행위를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7-0-00156, 블록체

인의 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및 평가 방법 개발)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발

생하는 저조한 투표율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투표 방식은 투표자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에 직접 도장으로 기표하여 진행하는 방식

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투표자에 수를 미

리 파악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해야하며,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투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들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선거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투표자는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

여야 하고, 투표자의 실수로 인한 무효표가 발

생할 수 있어 투표자의 의도를 재대로 반영하

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의 투표과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

투표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전자투표 시스템

은 비밀성, 완전성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보

블록체인을 기반의 안전한 전자투표 시스템에 관한
연구+

노창현, 이임영

순천향대학교 컴퓨터학과

A Study on Secure Electronic Voting System Based on Block Chain

Chang-Hyun Roh, Im-Yeong Lee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전자투표(e-Voting)는 선거의 과정들을 모두 전자적으로 변환하여 선거 관리자와

투표자들이 편리하게 온·오프라인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전자투표에는 다

양한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안 요구사항을 보장하여

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보안 요구사항들을 보장하였

지만 신뢰를 얻지 못해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

원장 기술 중의 하나인 블록체인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블록체인이란 P2P(Peer to Peer) 네트워크에서 모든 노드들이 같은 데이터를 가

지는 공공 거래 장부라고 이야기하며, 블록체인에 참여한 모든 노드는 각각의 거래 장

부를 비교하여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경우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고 투표자들의 신뢰와 공격자가 데이터를 위·

변조 할 수 없는 안전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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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암

호학적 기법만을 적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에 많

은 관심을 가졌지만,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적용

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최근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

로 주목받고 있다. 거래가 발생하는 모든 산업

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한 도입이 전 세계

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블록체인이란 분산된 데

이터베이스 기술로 말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에

참여한 모든 노드에 데이터를 분산하고 기록하

여 보관하는 과정을 가지며, 이런 데이터를 모

든 노드가 동기화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의 위·변조가 어려워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1].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암호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추적 불가능성

을 보장하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안한다. 투표

준비 단계에서는 후보자 선정 후 투표를 위한

투표키 쌍을 생성하고 투표의 정책과 투표자들

을 설정한다. 그리고 투표자들의 지갑 주소로

토큰을 보내어 투표 준비를 완료한다. 투표 단

계에서는 투표자들의 지갑에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여 그 데이터를 투표를 위한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투표 서버로 토큰을 전송

하고, 마지막으로 개표 단계에서는 생성된 블록

에서 암호화된 후보자 정보를 복호화하여 계산

하고 공표한다.

II. 관련연구

2.1 전자투표

전자투표는 투표의 과정들을 전자적 수단으

로 구성하여 투표와 개표가 전자적으로 가능한

기술을 말한다. 전자투표는 투표관리의 생산성

증대와 투표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내의

부재자 투표문제 해결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2]. 전자투표의 특징으로는 정당하게 이

루어진 모든 유효투표를 정확하게 집계하여야

하며, 부정 투표를 차단하여야 하며, 투표권을

가진 사람만이 오직 한 표만을 참여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2.1.1 전자투표의 요구사항

전자투표에는 전자투표의 특징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3].

Ÿ 완전성(Completeness) : 모든 정당한 투표는

정확하게 투표 결과에 집계되어야 함

Ÿ 건전성(Soundness) : 부정 투표자에 의해 투

표가 방해되지 않아야 하며, 투표 결과에 부

정 투표가 집계되지 않아야 함

Ÿ 비밀성(Privacy) : 모든 투표는 비밀이 보장

되어야 하며, 투표자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없어야 함

Ÿ 재사용 불가능성(Unreusability) : 투표자는

두 번 이상의 투표를 진행할 수 없음

Ÿ 적임성(Eligibility) : 투표는 정당한 투표권자

만이 투표를 진행해야 함

Ÿ 공정성(Fairness) :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투

표에는 영향이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함

Ÿ 검증성(Verifiability) :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없도록 투표자의 투표내용이 투표결과에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함

2.1.2 전자투표의 문제점

전자투표는 투표 관리자와 투표자 모두에게

많은 편리성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적용한

나라는 많지 않다. 그 이유로는 1) 신원확인 절

차를 거쳐 투표자를 등록해야 하며, 2) 투표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안의 문제가 있으며, 3) 투

표 결과에 대한 검증을 보장하는 신뢰성에 대

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안전성 기반 기술

들을 사용하여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현하려 했

다. 또한,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투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제공하고, 누구나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 신뢰성을 제공하는 블

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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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 중의 하나로써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가 같은 데이터

를 가지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보

장하고 데이터를 쉽게 위·변조하기 어렵다는 장

점을 가진다[4]. 블록체인은 Public, Private,

Consortium의 환경으로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Public 블록체인은 주로 암호화폐의 기능을

하는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Private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을 중점적으로 활용

하는 플랫폼인 Linux 재단의 Hyper Ledger에

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Consortium 블록체인

은 노드를 하나의 기관이나 회사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블록체인을 운영하며 R3 CEV나

HSBC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와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전자투표

에 관한 연구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III. 제안방식

본 장에서는 토큰을 이용한 블록체인을 전자

투표에 적용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구성 요소로

는 관리 서버, 투표 서버, 투표자, 개표 서버로

구성되며, 전체 시나리오는 선거 등록단계, 투

표단계, 개표단계로 구성된다(그림 1).

3.1 선거 등록단계

선거 등록단계에서는 먼저 개표 서버의 공개·

개인키 쌍을 생성하고 공개키를 전파한다. 투표

서버는 투표 서버의 지갑을 생성한다. 관리 서

버에서 투표를 설정한다. 관리서버는 후보자들

을 생성하고, 후보자 정보 리스트를 생성한다.

그 후 관리 서버의 지갑을 생성한다. 그 후, 투

(그림 1) 제안방식의 전체 시나리오

<표 1> 블록체인의 종류별 특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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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는 투표자의 지갑을 생성하고, 관리 서버에

투표자 등록 요청 메시지와 ID, 해시화한 PW

를 전송한다. 관리 서버에서는 투표자를 인증하

고 등록하며, 투표자 리스트가 완성되면 투표

서버로 전송한다. 다시 관리 서버는 투표자 수

만큼 토큰을 생성하고 투표자들의 지갑 주소로

1 토큰씩 전송한다.

3.2 투표단계

투표 단계에서는 미리 등록한 투표자만이 투

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투표 서버와 투

표자 간의 통신을 통해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자는 정해진 시간에 투표 서버에 인증 요청을

보낸다. 인증 요청을 받은 투표 서버에서는 투

표자가 보낸 정보 값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후

보자 리스트를 준비 한다. 그 후, 인증 완료 메

시지와 후보자 리스트를 전송하여 투표자에게

보여주고, 투표자는 후보자를 선택하여 후보자

정보를 생성한다. 후보자 정보는 투표 시간과

함께 개표 서버의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토큰을

보내는 트랜잭션과 연접하여 투표 서버로 전송

한다. 투표 서버에서는 전송받은 트랜잭션과 연

접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블록을 생성하며, 생성

한 블록은 모든 투표 서버에게 전파하여 검증

을 진행하고, 모든 블록체인에 연결되게 된다.

블록체인에 연결되게 되면, 투표단계는 종료된

다.

3.3 개표단계

개표단계는 개표 서버에서 진행한다. 개표 서

버는 투표가 종료되었을 때에 투표 서버에 블

록을 요청한다. 투표 서버는 요청에 따라 블록

전체를 개표 서버에 전송하게 되고, 개표 서버

는 블록에 저장된 암호화된 연접 데이터를 복

호화하여 개표를 진행한다. 그 후 개표의 내용

을 공표함으로써 개표가 종료된다.

IV. 보안요구사항분석

Ÿ 완전성(Completeness) : 블록체인에 저장된

투표는 모두 결과에 집계됨

Ÿ 건전성(Soundness) : 1 Token 으로 진행되

는 투표 방식이라 부정 투표가 불가능함

Ÿ 비밀성(Privacy) : 투표된 후보자의 정보를

암호화하여 진행하기에 보장 됨

Ÿ 재사용 불가능성(Unreusability) : 1 Token

으로 진행되는 투표 방식이라 재사용 할 수

없음

Ÿ 적임성(Eligibility) : 인증과 토큰을 통한 정

당한 투표권자 인식 가능

Ÿ 공정성(Fairness) : 블록체인으로 투표 데이

터를 저장하여 단일지점 공격방식을 차단함

Ÿ 검증성(Verifiability) : 누구든지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 가능함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토큰을 이용하는 블록체인 플

랫폼에 전자투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전자투표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안 요구사항

을 만족하면서 기존의 투표 시스템에서의 중앙

화된 시스템을 탈피하였다. 향후 구체화된 블록

체인 플랫폼에 적용하여 실제 구현을 진행함으

로써 실생활에 확장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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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clarity of any sort of errors occurred in the data, how data is being transformed from

one point of the system to another, it required to maintain a sort of data provenance which

map the data origin from where it comes from, who participate and what they performed. In

case of healthcare system whereby heterogeneous of systems are involving in processing

the data can be tricky and complex hence lead to faults in reading diagnosis, fraud of

results and hardship to tracking patient’s treatment history that can lead to poor decision

making in the process. Therefore, to overcome the above challenges we propose the model

of data provenance that utilize blockchain and we introduced the blockchain for enhancement

of data provenance operation. Such as any file access or operation user performed will be

captured and send to the blockchain and becomes unaltered and creates the tamper of proof

timestamps that help in conducting a validation in case of any fraud or misdiagnoses. The

reason of using blockchain in this model it works on decentralized environment no third

party is involved.

I. INTRODUCTION

Many fields that use computerized system,

Data is very important however due to the

massive existence of the complex structure of

the system that interlinked together makes

difficult to have a confidence in the quality

and timeliness of the data that a user is

working with. For instance in healthcare

applications data can be distributed among

diversified and self-reliant information

systems. Different hospitals, departments

within and other practitioners they formed a

complex information system that resulted into

chaos of making a decision as well tracing

the document’s validity. Numerous of

incidence had occurred because of not

carefully observed the data origin, who is the

owner and what modifications undergo in the

data. For example during experimental trials

unethical doctors may tempt to falsify the

diagnosis [1]. With this kind of mistakes

sometimes hinders patient treatment because

of patient’s history and other details had been

tampered and there is no way out to solve

and make a decision.

To avoid such kinds of data fraud in the

environment that a data can be manipulated,

the data provenance has to be introduced and

maintained. Data provenance is the process of

trailing and recording the origin of data and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243 -



its movement across different systems [2].

Maintaining the data provenance will help to

answer doubtful documents and fastening the

decision making toward a certain issue.

Therefore, integrating this method into

healthcare unit it helps users to trace and

inform how particular results was reached.

Such system that maintain this data

provenance helps to examine distributed

healthcare service’s performance and audit

given procedure whether it follow the correct

procedures without a problem.

The main challenges of any information

system that wants to adopt data provenance

model are collection, changeless storage of

provenance data, verifiability and guarantee of

the privacy[3]. Above are the most challenges

that needs to be tackled and be able to have

a pure provenance data. Some researchers

had suggested the methods of integrating

provenance awareness system into the

healthcare unit [4]. However most of the

infrastructure are in centralized governance

still makes easy to tamper with the data due

to the preserve of authority that governing

the system from top to bottom and existence

of centralized database that attract attackers

to conduct malicious activities. Hence, makes

easy to demeanor any data modifications and

accelerating other fraud.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model of data

provenance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which emphasis on data immutability,

guarantee tamper of proof and works on

decentralize nature with no third part

authority control the whole system as well as

with its usage of cryptographic mechanism

(hash function) for preserving the privacy.

II. BACKGROUND AND RELATED

WORK

This section we describe some of related

work in data provenance and also provide

Blockchain background

2.1 Data Provenance

The state of art so called data provenance

it plays huge role in various fields concerning

with knowing the data origin. For instance,

in cloud computing area where heterogeneous

of information are shared among other

systems. There are numerous of research had

been done in utilizing data provenance in a

diverse sector [5]. However, the new

technology Blockchain offer different strategy

on handling data provenance as many of

proposed system work are in centralized

which can be easy to be manipulated while

in blockchain does not allow. Apart from that

in this paper we propose use of blockchain in

data provenance for the healthcare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hange documents once it is

submitted (tamper of proof evidence) since its

database shared among peer any changes will

be detected and it is difficult to forge. Hence,

creation of logs or reports will be easy and

with integrity as well as conducting auditing.

This proposed work motivated by the

existing proposal using blockchain in data

provenance [6,7].

2.2 Blockchain

Currently the blockchain is the one of the

hot issue attracted by many researchers and

other stakeholder for instance in government,

finance, and healthcare sector. With its

unique features that enable to function in any

environment seems to be untrusted. Also, to

perform an attack in blockchain environment

require to control a huge computational power

that will control the majority of nodes who

are honest which in practical is impossible.

Furthermore, the blockchain it is supervised

and maintained by the miners who are

involving in validation of transac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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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 of blocks. They receive incentive by

solving the cryptography puzzle. And

identification of users depends on public and

private address. Therefore, the credentials in

blockchain is tough compare to traditional one

(username & password).

Until now there are a lot of big platforms

such as Ethereum, Hyperledger offer their

services using blockchain. And many

decentralized applications are being

developing. Several decentralized application

offer number of service from enterprises level

and it depends on organizational needs. For

example Storj[8] use blockchain to provide a

service of storage. Tierion [9] use blockchain

to records any data or business flow of

transaction in the blockchain and it offers

variety of API to the clients and have many

advantages toward capturing business

processes.

Figure 1. System overview

III. SYSTEM ARCHITECTURE

The proposed architecture is based on

blockchain with capability to audit data

operations in hospital and the blockchain

network used is the private network not

a public therefore only allowed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see all

transactions. The proposed system

achieves the following objectives.

Immutability of data: when the client

sends a data, the provenance system will

capture the intended information and

sends to the blockchain network where it

will broadcast to all peers. A nature of

blockchain is all participants who have

been allowed they will see the data. The

proposed system creates the timestamped

log for all users operations that they

perform in the data without involving the

third party in case of tamper of evidence

will be easy to detect. Privacy

Preservation User ID is hashed to

guarantee the privacy. When the

broadcast of the data provenance records

onto the blockchain network neither any

nodes will learn the user identity nor

auditor will not be able to identify the

record owner.

The proposed architecture (Fig 1)

works in this manner, first the patient

has to be registered in the hospital cloud

storage. The doctors will request the

patient’s files concerning diagnosis

reports or any patient information. For

the doctor to access the patient files he

needs to obtain a permission from data

owner(patient). Therefore, keys exchange

must take place to allow data sharing

between participants. An auditor main

task is to confirm the transactions and

give back the feedback requested by the

participants. For instance, if doctor wants

to get more details about diagnosis of a

patient, he will request an auditor to give

the patient data provenance record.

Patient case can also do the same.

blockchain network the provenance

records are captured and send them into

the blokchain. Per block multiple of data

operations can be stored. The most

important record is file access operation

such as create, deletion, share, change

and apart from that we capture username

and filename, location, type of file.

Blockchain we do not store the file since

it is expensive to store the fil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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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Timestam
p

Useri
d

Details operation Block-has
h

Validat
e

002 25-10-200
0

YYY Filenam
e

Description Location Action n-bits True

003 27-10-200
0

zzz B Blood test Busan create n-bits True

004 29-10-200
0

ggg C Patient
check

Ulsan share n-bits True

blockchain.

For auditor to get the results he will

use blockchain receipt (transaction id) as

an identifier used to locate the anchored

data in the blockchain. In case of any

tamper of evidence the auditor can

confirm by using the blockchain receipt.

And any data stored in the blockchain it

becomes immutable.

The below table represent the structure of

data provenance. Provenance records may

include other fields but not limited to the

mentioned below.

Table1: structure of data provenance

3.1 Data validation

The records that are published in the

blockchain, the auditor can confirm those

records by using blockchain receipt using

Tierion API. Because the blockchain receipt

have the detailed information of the

transaction and Merkle proof for validation of

the transaction.

IV. SUMMARY

We summarize the proposed model as

follows:

•For any file operating and any access to the
data, we captured them and send to the

blockchain. By doing so, we create an

unchangeable record with secured and

permanent as well as tamperproof ime stamp.

Any modification, blockchain will detect it by

validating the transaction receipt.

•The privacy and security is achieved by
hashing the user id.

•By integrating the blockchain in this modal,
it creates the trustfulness environment by

neglecting the third party. Furthermore, to

attack blockchain network is very difficult

and expensive compare to centralized system

which are vulnerable to several attacks such

as DDos attack.

V. CONCLUSION

In this work we explored data provenance

with the primary focus on the health care

domain. Which we developed the model of

data provenance based on blockchain for

auditing, generate reports and as well as

guarantee the privacy to all actors(patients)

in the model. We also see how blockchain

integration can enhance data integrity in and

provide the trustiness environment because of

its immutability nature can create the tamper

of proof 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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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이종의 유/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제공을 위하여 MIH가

개발되었다. 이는 이종간 핸드오버를 지원하며 IEEE 802.21a-2012TM 문서를 통해 보안과 사전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MIH는 그 특성 상 다양한 이종의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잦은 핸드오버가

일어나는 5G HetNet 구조에 적합하며, 본 논문에서는 5G HetNet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MIH

기반의 고속의 안전한 핸드오버 인증기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I. 서론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통해 사용자들은

다양한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수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액세스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WiMAX[1], Wi-Fi[2],

3GPP UMTS/LTE/LTE-A[3-5]와 같은 다양한

유/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환경들이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이종의 유/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IEEE[6]는 IEEE 802.21 문서를 통해 특정 액세스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는 효율적인 이동성

관리와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MIH(Media

Independent Handover)의 표준을 제공하였다[7-9].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MIH(Media Independent Handover)에 대하여 분석하고,

3장에서는 MIH의 보안에 대한 문서인 IEEE

802.21a-2012에 대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MIH(Media Independent Handover)

2.1 MIH 개요

MIH(Media Independent Handover)는 IEEE

802.21 문서를 통해 제안된 네트워크 환경에

독립적인 핸드오버 기술로서 이종의 액세스

네트워크를 동시에 활용하는 환경에 적합하다.

MIH는 링크계층과 네트워크 계층 사이에 존재하며,

MIH에서 사용되는 엔터티로는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노드(MN: Mobile Node), 이동성 관리

프로토콜인 MIH 사용자(MIH User), 그리고

네트워크(Ethernet, WLAN, 3GPP 등)로 구성된다.

IEEE 802.21 표준에서는 MIHF(Media Independent

Handover Function)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3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 이벤트 서비스 : 하위 계층(매체 접근 제어

계층, 물리 계층)의 핸드오버, 연결 설정 및

해제와 같은 상태 변화, 링크 파라미터 변경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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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보를 제공함.

- 커맨드 서비스 : 상위 계층부터 하위 계층까지의

명령을 제공하며, 링크 상태를 변경하거나 다중

모드 단말을 조정함.

- 정보 서비스 : MIHF 사용자들에게 네트워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발견하고

선택할 때에 필수적인 요소임.

MIH 프로토콜에서 MIH PoS(Point of Service)는

무선랜의 AP(Access Point) 또는 WiMAX의

BS(Base Station)과 같은 2계층의 연결접속장

치인 PoA(Point of Attachment)에 위치하거나

3계층의 네트워크 접속 장치인 IP 라우터나 별도의

원격 네트워크 서버에 위치한다.

MIH PoS가 PoA에 위치할 경우, 이동노드와

MIH PoS간의 통신은 2계층 프레임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외에는 통상 3계층 이상의 IP

상위계층 프로토콜을 활용함.

MIH 핸드오버는 [그림 1]과 같으며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 MIH 핸드오버 절차

2.2 IEEE 802.21a-2012TM

2.1의 IEEE 802.21의 MIH는 이종의 액세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동노드의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위한 기법이며 보안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IEEE에서는 IEEE

802.21a-2012 문서를 제안하였다.

IEEE 802.21a-2012 문서에서는 MIH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MIH 서비스 보안과

사전인증을 포함한다.

2.3 MIH 서비스 보안

MIH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동노드와 접속 네트워크의 PoS 사이에 상호

인증 및 키 교환이 제공되어야 한다. IEEE

802.21a-2012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10],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11],

그리고 ERP(EAP Re-authentication Protocol)[12]

기반의 솔루션을 소개하였다.

- TLS 기반의 솔루션(UDP의 경우 DTLS를

적용할 수 있음)은 이동노드가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를 지원할 수 있고, 인증서를 갖고 있다면

TLS의 상호인증 옵션을 통해 인증과 키 교환을

제공할 수 있음.

- EAP 기반의솔루션은이동노드가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도메인에 소속되어

자신의 AAA 홈 서버를 통해 인증이 가능할 때,

EAP 기반의 적합한 인증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음.

- ERP 기반의 솔루션은 EAP 기반의 솔루션에서와

같이 AAA 인증서버와 인증을 하여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 이동노드는 EAP의

최적화 버전인 ERP를 실행할 수 있음.

2.4 MIH 사전인증

사전인증(Proactive authentication)이란 이동

노드의 핸드오버가 발생하기 전에 인증을 수행하여

핸드오버 지연을 최소화하는 기법이며, IEEE

802.21a-2012에서는 인증 지연 시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UMAP(Unbundled Media Access Proactive

Authentication)와 BMAA(Bundled Media

Access Proactive Authentication)의 2가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MIH의 사전인증 기법에 대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250 -



인증기법 설명

UMAP

이동노드와 sPoS 간의 비밀키가 없을 경우(Unbundled)를 지원하는

옵션으로 핸드오버 이전에 이동노드는 sPoS와 sPoA의 도움으로 목적

PoA와 사전인증을 수행하여 이동노드와 목적 PoA는 MSK를 공유함.

BMAA

Push Key Distribution

이동노드는 핸드오버 이전에 sPoS에게 목적 PoA로 새로운

MSPMK(Media Specific Pairwise Master Key)를 전송하도록 유도함.

sPoS는목적 PoA에게MSPMK를전송하고결과를이동노드에게통보함.

Reactive Pull Key

Distribution

핸드오버 이전에 이동노드와 sPoS가 새로운 MSPMK를 생성하고,

핸드오버 후에 이동노드와 목적 PoA의 인증을 위해 sPoS가 이동노드의

홈 AAA 인증서버 역할을 수행함.

Optimized Proactive Pull

Key Distribution

핸드오버 이전에 이동노드와 목적 PoA가 sPoS와의 보안 채널을

통해 사전인증을 진행함. sPoS는 AAA 인증서버로 간주하며,

sPoS와 이동노드는 사전에 MSPMK를 기반으로 상호인증을 수행함.

[표 1] MIH 사전인증 기법

III. 5G HetNet 환경에 적합한 MIH

프로토콜 연구

5G 환경에서는 이종의 액세스 네트워크 상에서

잦은 핸드오버가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2장의

MIH의 사전인증 기법을 활용하면 이종의

네트워크에서의 잦은 핸드오버에 대한 오버헤드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의 Push

Key Distribution 기법을 적용한 5G HetNet

핸드오버 시나리오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Push Key Distribution 기법을 적용한

5G HetNet 핸드오버 시나리오

(1) 핸드오버 이전, 이동노드는 MSK에서

MSPMK를 생성하고, sSEAF에게 MSK에서 파생한

MSPMK를 tgNB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함.

(2) sSEAF는 sgNB와 동일한 방식의 키 파생

방법을 활용하여 MSPMK를 생성하고 이를

tgNB에게 전송함.

(3) tgNB는 sSEAF가 전송한 MSPMK를 저장함.

(4) sSEAF는 tgNB가 MSPMK를 저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결과를 이동노드에게 통보함.

MIH는 [그림 2]와 같은 사전인증 기법을 통해

키를 분배하고, 이동노드가 tgNB로 이동하면

EAP나 ERP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인증을 진행

한다. 잦은 핸드오버가 발생하는 5G HetNet 환

경에서는 인증지연 시간에 민감하며, 이를 경감

할 필요성이 있다. 각 사전인증 기법의 인증지

연 시간을 [표 2]에서 비교하였다.

인증지연 시간

EAP 기반의

솔루션

TMIH_Auth + TMIH_Push

+ TEAP

ERP 기반의

솔루션

TMIH_Auth + TMIH_Push

+ TERP

TMIH_Auth : MIH 인증시간

TMIH_Push : MIH Key Push 시간

TEAP : EAP 인증시간

TERP : ERP 인증시간

일반적인 상황에서 TEAP > TERP 가 충족됨.

[표 2] 인증지연 시간 비교

[표 2]에 따르면 Push Key Distribution 기법

이후 EAP와 ERP를 활용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ERP가 EAP에 비하여 인증지연 시간이 짧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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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ERP 기반의 솔루션이 EAP 기반의

솔루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증지연 시간이

짧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5G HetNet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MIH 기반의 고속의 안전한 핸드오버

인증기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MIH는 이종의

액세스 네트워크 상에서 상호 간의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사전인증 기법을

통하여 핸드오버 오버헤드를 경감시켰다. 이러한

MIH는 이종의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잦은 핸드오버가

일어나는 5G HetNet 구조에 적합하며 3장에서

이를 적용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는 앞으로 복잡한

5G 네트워크 상에서 신속한 핸드오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6R1D1A1B03935619).

[참고문헌]

[1] C. Eklund, R.B. Marks, K.L. Stanwood and S.

Wang, "IEEE Standard 802.16: A Technical

Overview of the WirelessMANTM Air Interface for

Broadband Wireless Access," IEEE Communication

Magazines, pp.98-107, June, 2002.

[2] IEEE 802.11TM Wireless Local Area Networks,

"http://www.ieee802.org/11/" [Online; accessed

on May 7, 2018]

[3] A. Samukic, "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development of standards for the third

generation," IEEE Transactions on Vehicular

Technology, Vol. 47, No. 4, pp.1099-1104, Nov. 1998.

[4] 3GPP LTE, "http://www.3gpp.org/technologies/

keywords-acronyms/98-lte" [Online; accessed on

May 7, 2018]

[5] 3GPP LTE-A, "http://www.3gpp.org/technologies/

keywords-acronyms/97-lte-advanced", [Online;

accessed on May 7, 2018]

[6] IEEE, "https://www.ieee.org/" [Online; accessed

on May 7, 2018]

[7] "IEEE Standard for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Media Independent Handover

Services, IEEE 802.21-2008", a contribution to

IEEE 802.21 WG,January 2009.

[8] “802.21a-2012 - IEEE Standard for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Media

Independent Handover Services - Amendment

for Security Extensions to Media Independent

Handover Services and Protocol,” May 2012.

[9] R. Marin-Lopez et al., "A new Standard for

securing media independent handover: IEEE

802.21A,"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Vol.

20, no. 6, pp. 82-90, December 2013.

[10] D. Simon, B. Aboba, and R. Hurst, "The

EAP-TLS Authentication Protocol," IETF RFC

5216, March 2008.

[11] J. Arkko, H. Haverinen,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Method for 3rd

Generation Authentication and Key Agreement

(EAP-AKA)," IETF RFC 4187, January 2006.

[12] V. Narayanan and L. Dondeti, "EAP

Extensions for EAP Re-authentication Protocol

(ERP)," IETF RFC 5296, August 2008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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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많은 사용자들의 SNS 사용 증가로 많은 웹 서비스에서 SSO(Single Sign On)의 일종인

OAuth 2.0을 인증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 해킹 사례와 해외 Cloudflare 정보

노출사고 등 OAuth 2.0을 사용함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취약점으로 인해 OAuth 2.0 인증방식을

사용하는 많은 사이트들이 해킹에 노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OAuth 2.0의 인증 프로토콜의

취약점에 대한 기존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과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 서론

최근 통합로그인(SSO)의 일종인 OAuth 2.0

의 간편한 인증을 사용하는 사이트들이 증가함

에 따라 해킹위험도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최

근 국내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하여 사용자

정보를 탈취하여 다른 사람을 사칭해 돈을 요

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해외에서는 Cloudflare가

사용자 인증을 위한 암호 및 쿠키 인증토큰 정

보를 노출하였으며, OAuth 2.0을 사용하는 많

은 사이트에서 그에 따른 취약점이 들어나고

있다.[1][2]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앞으로 OAuth 2.0은

더욱 많이 사용될 것이고,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많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위험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SSO

의 정의와 OAuth 2.0 인증 프로토콜의 대한 분석

및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다.

III장에서는 OAuth 2.0의 취약점에 대한 기존의 대

응방안에 대한 설명과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기존의 대응방안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마

지막으로 IV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II. OAuth 2.0 인증 프로토콜

2.1 통합로그인 SSO(Single Sign On)

OAuth 2.0을 설명하기에 앞서 근원이 되는 통합

로그인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통합로그인은

Single Sign On의 약자로 한번의 로그인을 통해 다

른 시스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시

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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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합 로그인(SSO) 인증과정 도식화

[그림 2] OAuth 2.0의 인증 과정[4]

[그림 1]을 보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1에 접

속요청을 하게 되고 서버1은 SSO 서버의 인증을

요구하게 된다. 클라이언트는 SSO 서버에 인증요청

을 해서 인증을 하게 되고 서버1뿐만 아니라 서버2,

서버3까지도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

2.2 OAuth 2.0 인증 프로토콜

OAuth는 Open Authorization의 약자로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권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표준 방법인 Open 프로토콜

이다. 인증 프로토콜 설명에 앞서 용어를 [표 1]

로 정리했다.[3]

자원서버

(Resource Server)

보호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자원 소유자

(Resource Owner)

자원 서버에 계정을 가

지고 있는 사용자

클라이언트

(Client)

자원 소유자를 대신해

자원 서버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

인가서버

(Authorization

Server)

클라이언트가 자원 서

버의 서비스를 사용 할

때 사용하는 접근 토큰

을 발행하는 서버

[표 1] OAuth 2.0 인증 프로토콜 용어

[그림 2]와 같이 인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

용자는 인증을 위해 인가서버에 요청을 하면

인가서버는 정당한 사용자이면 Authorization code

를 발급한다. Authorization code으로 Access

Token을 발급하여 사용자는 서비스 서버에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간단한 인증과정을 도식화 했다면,

[그림 3]은 OAuth 2.0의 인증 프로토콜을 도식화 한

것이다.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증이 진행 된다.

[그림 3] OAuth 2.0의 인증 프로토콜 [4]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접근 및 로그

인 요청을 한다.

1.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Client ID와 Redirect_URI

을 사용자에게 보내준다.

2. 사용자는 인가서버에게 Client ID와 Redirect_URI

로 로그인 페이지를 요청을 한다.

3. 인가서버는사용자에게로그인페이지를제공해준다.

4. 사용자는 로그인 페이지에 ID, PW를 입력한다.

5. 인가 서버에서 입력된 ID, PW를 확인하여

정당한 사용자이면 Authorization code를 사용

자에게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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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overt Redirect 취약점 [4]

6. 사용자는 인가 서버에게 받은 Authorization

code와 Redirect_URI를 클라이언트로 전달한다.

7. 클라이언트에서는 인가 서버에게 Authorization

code로 Access Token을 요청한다.

8. 인가 서버는 Authorization code을 이용해

Access Token을 만들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다.

9.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게 Access Token을 전

달하여 인증 완료 및 로그인 성공을 확인한다.

10. 사용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자원 서버의 서비스를

요청한다.

11. 클라이언트는 자원 서버에게 Access Token

으로 자원 서버의 API을 호출 한다.

12. 자원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Access

Token으로 Authorization code을 검증을 하고

정당한 Authorization code이면 자원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3.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

를 제공한다.

앞서 프로토콜에서는 인증코드와 Redirect_URI을

통해 사용자와 클라이언트간의 인증을 인증서버와 자

원서버를 통해 인증토큰이 제공 되고 그것을 통해 인

증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보안위협이 있다. 다음 장에서

는 OAuth 2.0 인증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보안위협

과 이에 따른 기존의 대응방안, 그리고 새롭게 제안

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2.3 OAuth 2.0 인증 프로토콜의 보안 위협

분류 보안위협

권한코드

유출

권한코드 도청 및 유출

Covert Redirect와 CSRF 공격을

통해 권한 코드 획득 공격

서비스

거부(DoS)

반복된 권한요청을 통하거나 악의

적으로 생성된 권한코드를 통해

권한서버의 서비스 거부 공격

불법권한

획득

권한 코드 추측, 클릭재킹을 통한

권한획득 공격

신분/세션

도용

자원 소유자 신분도용

이용자 세션 도용

[표 3] OAuth 2.0의 보안위협 [4]

[표 3]과 같이 OAuth 2.0에는 여러 보안위협

이 있다. OAuth 2.0의 대표적인 보안 위협으로

는 Covert Redirect이다. [그림 4]는 Covert

Redirect 취약점에 대한 설명이다. 위 보안위협

은 클라이언트가 인가서버에 권한을 요청 할

때, Redirect_URI에 인자 값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중간에 가로채서 사용자의 서버로

Redirect_URI을 변조하여 권한 코드 및 접근

토큰 등을 탈취 하는 공격이다. 그 밖에도 서비

스 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을 통해

권한서버를 마비시키는 공격과 클릭재킹(Click

Jacking)을 통해 웹페이지를 변조해서 공격자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공격, 사용자의

신분도용과 이용자 세션을 도용하는 공격들이

존재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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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MS를 통한 사용자 인증 방법 제안

III. OAuth 2.0 인증 프로토콜의 취약점

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3.1 OAuth 2.0의 기존 대응방안

분류 대응방안

권한코드

유출

SSL/TLS 기반의 HTTP를 통해서 클라

이언트와서버간통신구간보호

권한코드의유효기간의짧게설정

SQL 인젝션에대한대응

Redirect_URI을 비교해서검증

서비스

거부(DoS)

이용자별 발급 가능한 접근 토큰 개

수 제한

비정상 권한 코드를 일정 횟수 이상

서버에 전송하는 경우 차단

불법권한

획득

권한 코드에 메시지 서명적용

인증 및 권한 부여 웹페이지에서

iFrame을 비활성화 하도록 옵션 추가

신분/세션

도용

CAPTCHA사용 본인인증

E-Mail을 통한 인증

[표 4] OAuth 2.0의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4]

[표 4]와 같이 기존의 대응방안에는 SSL/TLS

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권한 서버간의 통신구간을

암호화해 Redirect_URI을 보호하는 방법, 권한

코드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 하여 일정시간이

지나면 재 인증을 요구하는 방법, 최초 등록된

Redirect_URI과 전달된 Redirect_URI을 비교 하

여, 클라이언트의 IP주소, 기타 시스템 정보를 비

교하는 검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서비스거부(DoS)공격의 경우 과도하게 권한

요청을 하지 못하게 접근 가능한 토큰의 개수

를 제한하고 비정상 권한코드를 일정 횟수 이

상만큼 서버에 전송하는 경우 서버에서 차단하

여 막을 수 있다.

불법권한 획득에는 중간에서 가로채도 알 수

있게 메시지 서명을 적용하고 권한코드에 1회

성의 임의 값을 추가하는 방법, 인증 및 권한

부여 웹페이지는 iFrame을 비활성화 하도록 서

버 옵션 추가 등이 있다.

또한, 신분이나 세션을 도용을 방지 하는 대

응방안으로는 변형된 이미지를 사용해 사용자가

실제 사람인지 확인 하는 방법인 CAPTCHA인

증 방법, E-Mail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도용

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

3.2 신규 OAuth 2.0 인증 프로토콜 제시

순서 인증 방법

1

사용자는 인가서버에게 Client ID와

Redirect_URI로 로그인 페이지를 요

청을 한다.

2

로그인 페이지 요청을 받은 인가서

버는 SMS 인증 서버에 사용자 인증

을 요청한다.

3
SMS 인증 서버는 사용자에게 OTP

값을 요청한다.

4

사용자는 SMS 인증 서버에 미리 등

록한 지문정보를 통해 OTP값을 생

성한다.

5
사용자는 생성된 OTP값을 입력해

SMS 인증 서버로 보낸다.

6

SMS 인증 서버는 OTP값을 검증하

여,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확

인한 정보를 인가서버로 보낸다.

7
인가서버는 사용자에게 로그인 페이

지를 제공해준다.

[표 5] SMS를 통한 사용자 인증 방법

[그림 5]와 [표 5]는 신규 제안하는 OAuth 2.0

의 프로토콜이다. 본 프로토콜은 [그림 3]의

OAuth 2.0의 기본 프로토콜 인증 과정에서 3번

과정 이후에 제안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 모바일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256 -



[그림 6] 지문의 위치에 의한 특징 점 변화 [6]

SMS 인증 서버를 사용한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대응방안과는 다르게

사용자의 SMS를 통해 변조된 Redirect URI에

입력하는 로그인 값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

해 정당한 사용자를 인증하지 않고 OTP를 이

용해 사용자를 인증을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가입할

때 0~9까지 특정한 번호4개를 선택한다. 이때의

번호는 자릿수가 된다. 스마트 폰을 통해 지문

인식을 사용하는데 지문인식을 할 때 항상 같

은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6]처럼

모바일 기기를 통해 매번 위치를 바꾸어 인식

하게 되어서 그에 따른 특정한 좌표 값도 다르

게 나오고 그것을 랜덤 값으로 만들어 지문의

특정한 좌표 값으로 랜덤한 번호 10개를 만든

다. 이것을 SMS서버에 미리 저장하게 되고, 인

증시, 사용자는 SMS를 통해 랜덤한 번호 10개

를 받으면 가입할 때 선택한 4개의 번호순서로

OTP값을 입력한다.

위에서 언급한 제안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공

격자가 변조된 Redirect URI를 통해 사용자의

로그인 값을 가로챘더라도 OTP방식으로 인증

하기 때문에 유출이 되면 사용자의 정한 번호

자릿수를 모르기 때문에 공격자는 Access

Token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변조된 Redirect

URI로 공격자가 인증을 요청하면 사용자의

SMS 알림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SMS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도

인증을 인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이 공격

당하고 있고 나의정보로 인증 되고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도

안전하다.

3.3 제안된 OAuth 2.0 인증방식과 기존 방식 비교

현재 사용되고 있는 E-Mail을 통해 인증하는 방법

은 같은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인증하는 방법이라는

점 때문에 하드웨어가 공격받을 경우, 피싱 공격 및

파밍 공격으로 인한 탈취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MS를 통한 사용자 인증 방

식은 두 하드웨어를 통한 인증방식으로 피싱 공격 및

파밍 공격에 대응가능 하다.

또한, 사용자 지문의 특징 점을 이용하여 OTP를 생

성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Covert Redirect 취약점을

막을 수있고, 사용자는개인정보 유출을막을수 있다.

IV.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최근 SNS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많은 웹 서

비스들은 OAuth 2.0 프로토콜을 사용해 사용자

로그인을 지원하고 있다. OAuth 2.0 프로토콜

은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제안된 프로토콜

이지만, 편의성을 얻는 대신 보안 위협이 존재

하며, 보안 위협의 내용은 2.3에서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MS를 통한 사용자 인

증 방식은 하나의 하드웨어 장치가 아닌 다른

하드웨어 장치(모바일 기기)를 추가하여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3.3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E-Mail을 통한 사용자 인증 방식과는 달리, 피

싱 공격 및 파밍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또한, 사용자의 지문 특징 점을 이용한 OTP

생성 인증 방식을 사용함으로서, OAuth 2.0의

취약점인 Covert Redirect 취약점을 막을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OAuth 2.0 통합 인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자상

거래, 공공기관에서의 안전한 사용자 인증과 보

안성이 높고 신뢰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을 기

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OAuth 2.0 인증 프로토콜

은 Redirect_URI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한 것이

다. 그러나 인증서버에 대한 보안도 중요하며

그에 따른 취약점은 서비스거부(DoS)공격 및 불

법권한 획득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이에

따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안전

한 OAuth 2.0 인증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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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각종 사물과 센서에 통신 기능을 내장해 상호간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장비들이 늘어나

고 있다. 소물 인터넷은 사물 인터넷을 소형화하여 센싱 능력과 저성능의 통신능력만을 가지는

센서로 볼 수 있다. 저성능의 센서는 고품질의 통신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 성능의

무선통신 기기에서 사용하는 무선 보안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속도 1Kbps 미만

의 통신을 사용하며 제한된 성능을 가지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체 인증 및 키

관리를 제안한다.

I. 서론

모바일 장비나, IoT(Internet of Things)들이

보급되면서 센서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 시스템

이 상당부분 다가와 있다. 지상에서는 센서 네

트워크에 적합한 다양한 RF(Radio Frequency)

신호를 사용할 수 있어 센서 노드 간 비교적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IoT 중에서도 작은 센서와 통신 모듈로 소

량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IoST(Internet of

Small Things)가 주목 받고 있다. IoST는 기기

를 저전력, 저성능이면서 비교적 저렴하게 생산

할 수 있는 소형 센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통신 노드가 보안 위협에 노출

될 수 있듯이 이러한 IoST도 예외는 아니다.

기능이 상당부분 제한된 IoST 및 센서는 고성

능 기기에서 적용 가능한 보안 방식을 동일하

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성능 기기

에 비해 훨씬 취약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통신 속도 및 성능이 낮은

IoST, 센서 등이 이루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노드 간 안전한

채널(Secure channel)을 형성하기 위한 키 관리

방식을 제안하며, 해당 제안 기법이 제공하는

보안을 분석한다.

II. 관련 연구

2.1 RF기반 지상 센서 네트워크

지상에서의 센서 네트워크는 RF신호를 사용

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가능한 RF 신호의 종류로는 LTE(Long

Term Evolution), LTE-M(LTE for M2M),

LoRa(Long Lange), NB-IoT(Narrow

Band-IoT), ZigBee, Bluetooth 등이 있다. 하지

만 센서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빠르고 품질이 보장되는 통신을 적용하

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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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센서 네트워크 인프라 구조도

주파수의 면허/비면허 대역사용 유무가 주된

제약사항 중 한 가지이다. LTE와 NB-IoT 통

신은 면허대역의 주파수와 통신사의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 범위가 넓고 속도, 신뢰

성 면에서 품질이 좋지만 통신비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센서 네트워크는 다량

의 센서가 통신하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되는

통신은 적합하지 않다. 이에 반해LoRa, ZigBee,

Wi-Fi 등 ISM 대역(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band)의 비면허 대역 통신은 무료로

사용가능하지만 면허대역 통신보다 상대적으로

통신 속도가 느리며 품질이 낮다.

센서는 중거리에 산개/배치되며 각 노드와

장기간 간헐적으로 통신한다. 즉 센서 네트워크

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드 간 거

리 이상의 통신 범위 및 데이터 전송량, 통신

전력 소모가 적은 것을 택해야 한다. 따라서 센

서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비면허 대역 중 해

당 인프라에 적합한 통신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LoRa와 ZigBee는 모두 통신 전력

소모가 적으며, LoRa는 약 2 ~ 14Km, ZigBee

는 약 10 ~ 100m까지 통신이 가능하여[1]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통신이라도, LoRa의 경우 Bit-rate가

거리에 따라 약 250bps ~ 5.5kbps이며 벽 투과

가 어려운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등 제약조건

이 있다. 현재 LoRa로 지상에서 한번 통신할

때 전송할 수 있는 payload의 길이는 평균

60-Byte로서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 제한

적이다.

2.2 음파기반 수중 센서 네트워크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므로

물속에서도 센서 네트워크를 이룬다면 지상보

다 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수중에서는 RF신호로 통신하

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RF 신호보다 효

율적 통신이 가능한 음파를 주로 사용하며[2],

세계적으로 9개국 60여개에 달하는 기관이 수

중음파통신을 개발하고 있다.[3]

하지만 음파의 통신속도는  로, RF

기반 통신에 비해 매우 느리고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10 ~ 50kHz로 RF의 대역인 300

MHz ~ 30 GHz 보다 상당히 좁아서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양이 매우 적다. 또한

Bit-rate는 100bps ~ 1kbps로 전송률이 낮으며

해저의 지형적인 특성과 해류 등에 의해 음파

의 다중간섭과, 송수신 데이터의 손실이 자주

발생한다.

현재 음파로 수중에서 한 번에 전송할 수 있

는 payload의 길이는 평균 30-Byte로서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 제한적이다.

2.3 센서 네트워크의 인프라 구조

그림. 1은 센서 네트워크의 인프라를 개체별

능력 정도에 따라 클래스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Server부터 BS(Base

Station)까지는 하위 노드들 보다 상대적으로

개체 수가 적으며 고성능의 기기로 이루어져있

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유/무선 통신을 적용할

수 있다. BS의 하위 노드인 RS(Relay Station)

와 Sensor는 개체 수가 많고, 생산비용이 낮아

야하기 때문에 상위 노드보다 저성능이며 Bit

Rate가 낮거나 느린 통신을 사용한다.

RF기반과 음파 기반 센서 네트워크는 위의

인프라 모델에 따라 클래스로 구분할 수 있으

며 각 개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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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파 기반
RF 기반

(ex. LoRa)
사용 주파수 대역 10 ~ 50 KHz 920MHz

Bit Rate 100bps ~ 1Kbps 250bps ~ 5.5Kbps

한 번에 전송 가능한

페이로드 길이
30-Byte 60-Byte

[표 1] 1Kbps 미만 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센서 네트워크

기호 설명 크기

 키 설립 전 공유하고 있던 키 16-byte


키 설립으로 노드 A와 B가 공유한 새로운

키
16-byte

 노드 i 의 식별자 정보 8-byte

  노드 i 가 생성한 nonce 값 8-byte

 노드 i가 생성한 인증 값
8-byte

16-byte

 인증 절차 중 Challenge에 대한 응답 값 8-byte

 RES 검증에 사용되는 비교 값 8-byte

[표 2] 제안기법에서 사용되는 변수 목록

그림. 2. 동일 클래스 간 개체 인증 및 키 공유

- 연산/통신 능력 저하

- 메모리 크기 감소

- 개체의 수 증가

- 생산 원가 낮아짐

- 개체의 크기 감소

- 배터리 교체 어려움 증가

각 클래스별 제약사항 및 특징 때문에 각 노

드들은 이를 고려하여 보안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의 계층 구도를

통해 상대적 상위/하위 클래스 노드를 구분하

고, 그 클래스 별 개체 인증 및 키 분배, 키 갱

신/파기를 진행한다.

III. 클래스별 개체 인증 및 키 분배

3.1 적용 범위

제안하는 ‘개체 인증 및 키 분배’ 방식을 적

용할 범위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통신

및 연산, 메모리 등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고,

통신 속도가 1Kbps 미만인 구간으로 제한한다.

음파 기반 수중 센서 네트워크와 1kbps 미

만 통신을 사용하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Base

Station 및 Relay Station, Sensor사이로 제한한

다.

3.2 가정 사항

- 노드 Identifier와 키 간 매핑

키와 해당 키를 사용하는 노드의 식별자는

매핑되어 있어, ID 정보를 통해 키를 검색할 수

있다.

- 난수 생성

센서 네트워크 내 저성능의 노드는 암호학적

으로 안전한 8 byte 난수를 생성할 수 있다.

- 현장에 배치된 노드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센서 네트워크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노드 간 클래스가 존재

한다. 각 네트워크에서는 고성능의 상위노드

(BS)가 저성능의 하위노드(RS, Sensor)보다 현

장에 먼저 배치되어 작동한다.

- 제안 방식에서 사용되는 기호

3.3 키 분배 (Key Distribution)

- 키 사전 분배 (Key Pre-distribution)

센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관리자는 전체 키

공간 에서 키풀 을 추출한다. 각 노드는 

개의 키로 이루어진 부분 키 집합을 에서 추

출하여 오프라인으로 분배받는다.

부분 키 집합을 분배받은 임의의 두 노드는

공유 키를 개 ( ≤  ≤   ≤  ≤ )가질 수

있다. 두 노드 간 공유 키 개수가 0개이면 두

노드는 인증이 불가능하다.

- 동일 클래스 간 인증 및 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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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른 클래스 간 개체 인증 및 키 공유

동일 클래스 간 통신은 BS와 BS, RS와 RS,

등 자신과 동등한 개체와의 통신을 뜻한다.

통신을 진행하기 전에 안전한 세션(secure

session)을 설립하기 위해 통신할 두 노드는 인

증 및 키 교환을 진행한다.

- 다른 클래스 간 인증 및 키 공유

다른 클래스 간 통신은 BS부터 하위 클래스

인 RS 및 Seneor 노드 간 통신을 뜻한다. 가정

에서와 같이 상위 노드는 하위 노드보다 현장

에 먼저 배치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브로드 캐

스팅하여 주변 새로운 노드를 찾는다. 다음 절

차의 진행의 우선순위는 상위 노드가 가지고

있어서 항상 먼저 시작하며, 다음 절차에서 상

위 노드를 UA(Upper A)로, 하위 클래스를 B로

표현한다.

3.4 노드의 키 파기(Key Revocation)

센서 네트워크 특성상 배치된 노드들은 개체

수가 많고, 배터리 교체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

에 배터리 수명이 다한 노드는 회수하지 않고,

버려진다. 이 때, 물리적으로 버려진 노드를 통

해 센서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와의 통신에서

사용가능한 키를 추출해낼 수 있으므로, 해당

노드는 주변 노드와 공유하고 있던 키()를 삭

제한다.

수명을 다한 노드는 자신과 세션키( 혹

은  )를 공유한 각 노드에게 안전한 세션

내에서  정보를 전송한다. 수신 노드는 수신

한 에 매핑되어 있는 키들(오프라인으로 분

배받은 키)을 삭제한다.

수명을 다한 노드는 소유하고 있던 모든 키

(오프라인으로 분배받은 키, 세션키)를 제로화

하며, 센서 네트워크에서 탈퇴한다.

3.5. 노드의 키 갱신(Re-Keying)

노드 간 사용하는 키의 생명주기(Life Cycle)

가 만료되었지만 통신할 능력이 남아있다면 키

를 갱신해서 통신을 유지할 수 있다. 키 파기

방식과 비슷하지만 모든 키를 파기하지 않고

생명주기가 만료된 키만 파기한다. 안전한 세션

이 사라진 두 노드는 새롭게 키 분배 방식 중

인증 및 키 공유 절차를 진행한다.

IV. 제안 기법 분석

4.1. 키 분배 상식에 따른 확률

-th 노드와 -th 노드가 가진 개의 키

중 공유키가 개일 확률은 수식(1)과 같다.

 




 




 

(1)

개의 키 풀에서 개의 키를 각각 두 번

추출한다고 할 때, 개의 키풀에서 공유할 

개의 키를 비복원 추출한 다음,    개 중에

서 서로 다른   개를 추출하고 그 서로

다른    개를 반으로 나눈 값이 된다.

임의의 두 노드가 공유한 키의 수가   이

면 가 낮아지므로 ‘개체 인증 및 키 공유’

절차를 수행할 두 노드 간의 인증 실패 가능성

이 높아진다. 반면 공유키의 수가 과도하게 많

으면 는 높아지지만 공격자에게 노드를 물

리적으로 탈취당하거나, 노드가 잠식당했을 경

우 공유키의 많은 부분이 노출된다. 따라서 노

드가 탈취 등의 물리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노

출되는 정보를 줄이면서, 를 높일 수 있는

전체 키풀의 크기과 부분키 집합의 크기 ,

공유키의 개수를 선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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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4개의 키 공유 시 부분키 집합 크기 변화

에 따른 확률

그림4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 공유할

키의 개수가   일 때 부분키 집합의 크기변

화에 따른 확률이다. 전체 키풀의 크기과 두

노드 간의 공유키 개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노

드가 가져야 할 부분키 집합의 크기의 값을

변화시킬 때의 확률을 보인다.

따라서 현장의 네트워크 규모와 배치할 노드

의 수 등에 따라 전체 키풀의 크기과 각 노드

간 공유할 키의 수를 정하고, 해당 조건에서

가 가장 높아지도록 부분키 집합의 크기 

을 선택해야한다.

4.2 안전성 분석

- 데이터 위변조 공격

각 노드의 개체 인증 절차가 없다면 공격자

가 네트워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 도청으로

수집한 패킷이나, 데이터 위변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노드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선 개

체 인증을 수행해야만 하며, 메시지 인증 코드

를 전송함으로서 데이터 위변조 공격을 방지가

능하다.

인증 절차에서 각 노드는 상대의 만을 보

고 상대와 세션키 공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

인하며 매핑되는 노드의 가 자신의 부분 키

집합에 없다면 불필요한 연산을 수행하지 않는

다.

- 라우팅 공격 및 재전송 공격

공격자는 노드의 ID값을 가장하거나 여러

개의 식별자, 가짜 라우팅 정보로 악의적인 노

드를 네트워크에 잠입 시키는 등의 공격 기법

이 가능하다. 이러한 라우팅 공격은 동일 클래

스 및 다른 클래스 간 진행하는 상호 인증절차

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격자가 과거에

프로토콜 상에서 유출된 토큰이나 식별자, 데이

터의 무결성을 제공하는 값 등을 저장해두었다

가, 이후에 유효한 같은 값을 재전송하여 인증

과정을 통과하는 등의 재전송 공격도 가능하다.

이는 인증 과정에서 각 노드가 매번 값을 다르

게 생성하는 Nonce로 막을 수 있다.

- 키 관리 관점 분석

동일 클래스 간 인증과 다른 클래스 간 인증

과정에서 노드 간 Challenge/Response 방식으

로 개체 인증을 진행할 때와 세션 키를 생성하

여 안전한 세션을 맺을 때 모두 프로토콜 첫

단계에서 발견한 두 노드의 공유키를 사용한다.

하지만 암호 설계원칙에 따라 한 개의 키를 여

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5], 첫 단계에서 발견한 공유키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인증과 키 공유 각 단계에서

생성된 Nonce와  값을 키와 XOR 함으로서

키의 용도를 분리해서 사용한다.

또한 세션키 생성 과정에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며 보유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션키 생성 시 키유도함수 대신 암호

화 함수로 대신한다. 인증 및 키 공유를 통해

생성된 세션키  혹은 의 안전성은 각

과정에서 사용한 사전 공유키 에 의존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RF/음파 기반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인프라 및 노드의 성능, 저품질 통신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신 속도가 1Kbps 미만인

제한된 노드에 적합한 인증 및 키 관리를 제안

한다. 이는 센서 네트워크를 능력에 따라 계층

적으로 구분하여 특정 개체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연산능력, 통신능력, 저장

공간 등이 제한적인 구조에서 부분적으로 키

설립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에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새롭게 추가된

노드에 대한 확장성을 제공하는 방법과 키를

추출하는 공간인 키 풀의 크기에 대한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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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대한 trade-off를 분석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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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내부 취약점에 대한 분석 및 신규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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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AN(Controller Area Network)은 1986년 Bosch에 의해 개발된 Non-Host bus방식

의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로서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ISO11898 표준으로 규정되었다.

차량 내 센서를 제어하는 모듈인 ECU(Electronic Control Unit)는 CAN을 통해 차량

의 주요동작을 제어한다. 하지만 자체보안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은 CAN은 임의의

조작에 대한 내부 취약점이 존재한다. 공격자는 OBD포트, OTA 등의 접근방법을 악

용하여 CAN에 접속할 수 있다. 이를 통해 ECU간의 통신 메시지를 조작하고 CAN의

주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격자의 악의적인 메시지 조작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메시지에 MDC(Modification Detection Code)를 적용하여 무결성

을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I. 서론

CAN은 1986년 Bosch에 의해 개발된

Non-Host bus방식의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로

서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ISO1898표준으로 규

정되었다.[1][10]

CAN은 다수의 ECU 모듈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의 동작을 제어한다. 하지만

CAN 자체에 인증 및 엑세스 제어 등의 보안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아 메시지의 조작여부

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격자가 OBD포트 및 OTA의 동작

방식을 악용하여 CAN 내부에 대한 접근 및 제

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공격

자가 CAN의 내부에 침입한 상황에서 메시지를

조작하는 것을 MDC를 이용하여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MDC를 이용하여 메시지의 무결성을 검증한

다. 조작여부를 판별 하고 부적절한 동작실행을

방지한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대한

정의를 정리하였다.

용어 정의

CAN

(Controller

Area Network)

자동차 내에서 호스트 컴퓨터 없

이 ECU 장치들의 통신을 위해

설계된 표준 통신 규격

ECU

(Electronic

Control Unit)

자동차 내부의 개별적인 전자제

어장치

OBD

(On-Board

Diagnostics)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 상

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규

격

OTA

(Over The Air)

무선 Wi-Fi나 LTE 등을 이용하

여 펌웨어/소프트웨어를 업데이

트하는 방식

[표 1] 주요 용어 정의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CAN의 정의와 동작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Ⅲ장에서는 CAN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Ⅳ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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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를 이용한 신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Ⅴ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논문을 마친다.

II. CAN(Controller Area Network)

2.1 CAN의 정의

CAN은 1986년 Bosch에 의해 개발 되었으며

ISO표준규격(ISO 11898, 1993)화 된 프로토콜

이다.

CAN은 ECU간 높은 데이터 전송률과 안전

성을 제공한다. 거리에 따라 최고 1Mbps의 전

송률을 보이며 충돌한 메시지의 자동 재전송

과 CRC(Cycle Redundancy Check)를 제공한다.

또한 오류 검출과 같은 안정성을 제공 하는 분

산제어 네트워크이다[1][3][4].

2.2 CAN의 동작 및 구성

CAN은 최대 1Mbps의 다양한 전송속도를

제공하며, 토폴로지로는 버스형(bus Structure)

과 스타형(star Structure)을 지원한다. 링형의

토폴로지는 한 부분의 고장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반면 버스형과

스타형은 한 부분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시스

템 일부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장의 파

급효과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6]

CAN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 각각의 ECU노

드에 대한 ID 값을 부여한다. CAN Controller

는 ECU노드에서 발생하는 메시지를 ID 값을

이용한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전달한다. 만약

메시지 전송 오류가 발생한다면 유니캐스트 방

식으로 재전송을 바로 요청한다.

ECU노드에서 발생하는 메시지의 구조는

Date 프레임, Remote 프레임 Error 프레임,

Overload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표 2]는 ECU

노드에서 발생하는 메시지 구조의 각 프레임에

대한 기능을 간단히 설명 하였다[1][6].

형태 기능

Data Frame 데이터 전송

Remote Frame 데이터 프레임의 전송 요구

Error Frame
지역적으로 감지도니 에러

의 전역적인 신호

Overload Frame

Data Frame/Remote Frame

들의 앞뒤에서 메시지 간의

전송 간격 조절

[표 2] 메시지의 각 프레임에 대한 설명

실질적으로 ECU간의 통신은 [그림 1]과 같은

Data 프레임을 통해 이뤄진다. Data 필드에

0~8byte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Identifier 필

드의 값을 통해 수신 노드에서 수신 여부를 결

정 하며 CRC 필드를 통해 오류 여부를 판별한

다. 이 외 SOF(Start-of-Frame)필드와 RTR필

드, Control 필드, ACK 필드, EOF 필드가 있다

[1][3].

[그림 1] CAN의 Data Frame 구조

III. CAN의 보안 취약점

외부에서 CAN에 접근하는 방법과 이에 대

한 보안 취약점은 [표 3]과 같다.

접근 방법 보안 취약점

인터넷 연결장치
인터넷 연결에 대한 CAN의 보

안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음.

OBD 포트 접속기기에 대한 인증과정 부재

OTA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악성코드 주입

[표 3] CAN 보안 취약점

인터넷 연결장치를 통한 접근 방법은 CAN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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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보안 메커니즘의 부재로 해커가 인터넷

연결 장치를 통해 CAN에 접근하여 CAN 내부

에서 발생하는 메시지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

게 되는 취약점이다.

[그림 2] 외부인터넷을 통한 공격 시나리오

해커는 차량 내 NIC와 접속을 하는 외부 네

트워크를 해킹하여 CAN에 접속한다. 이후 해

커는 보안 매커니즘이 없는 CAN 내부의 ECU

를 조작하게 된다. 2014년 NSA해커 찰리밀러와

보안 전문회사 연구원인 크리스 발라섹은 피아

트크라이슬러 그룹의 자동차인 지프체로키를

대상으로 이 취약점을 적용하였다. 이 실험에서

해커는 무선인터넷으로 연결된 환경에 접속하

여 차량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차량의 중요

기능을 조작했다.[7]

OBD 포트는 차량을 진단하기 위한 OBD장치

나 승인된 스마트폰 또는 외부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포트이다.

[그림 3] OBD포트를 통한 공격 시나리오

해커가 OBD포트에 접속하게 되면 OBD컨트

롤노드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해커

는 정상적인 메시지로 위장한 악의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 2017년 아르고스 사이버 시큐

리티는 이 취약점을 통해 OBD포트에 연결된

장치를 해킹하여 차량의 중요 기능을 조작했

다.[8]

OTA(Over The Air)는 차량 내부의 펌웨어

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물리적인 장치를 연결하지 않고 Wi-Fi

나 LTE 등의 무선으로 업데이트 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림 4] OTA 취약점을 통한 공격 시나리오

해커는 OTA를 통한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

트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삽입하여 CAN에 접근

한다.

위와 같이 CAN의 다양한 보안위협이 있다.

CAN의 대표적인 보안 문제는 인증 또는 접근

제어 같은 보안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반복적인 오류 메시지 전송

으로 인해 일어나는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MDC를 이용한 CAN Data Frame 무결성 검증

방법을 제안한다.

IV. MDC를 이용한 신규 대응방안 제시

4.1 MDC(Modification Detection Code)

MDC는 메시지의 무결성 즉, 메시지가 변하

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메시지 인증 코드

이다.

위의 그림은 MDC의 작동방식이다. 송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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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DC의 작동방식

수신자에게 메시지와 메시지의 다이제스트를

수신자에게 송신 하게 된다. 수신자는 송신자로

부터 받은 메시지를 해시함수를 통해 다이제스

트 값을 구하여 송신자로부터 받은 메시지의

다이제스트와 비교한다. 서로의 다이제스트 값

을 비교하여 값이 같을 경우 Access, 다를 경우

Inject 한다. [9]

4.2 MDC를 적용한 신규 대응방안

앞서 설명한 접근방법과 취약점에 의해 공격

자가 CAN의 내부에 접속하게 되면 CAN 내부

의 메시지를 중간에 가로채어 조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규 대응

방안은 [그림 1]에서 제시한 기존 Data Frame

의 CRC필드에 MDC 기능을 추가하여 메시지

무결성 검증을 위해 사용한다.

[그림 6] MDC를 적용한 CAN Data Frame

[그림 6]에서와 같이 CAN Data Frame의

CRC필드 값을 CAN Data Frame 무결성 검증

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 기존 ECU 간의 통

신 방식에는 차이가 없으나 CRC필드 값에 메

시지에 대한 MDC값을 추가함으로서 서로 통신

하는 메시지의 무결성을 검증 할 수 있다.

[그림 7] 정상적인 메시지의 대한 검증과정

정상적인 메시지의 대한 검증과정

① 송신ECU에서 수신ECU로 보낼 메시지를 생

성 후 MDC를 적용하여 전송한다.

② 수신ECU는 받은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한다.

③ 메시지의 무결성 검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

면 메시지에 대한 동작을 수행한다.

[그림 8] 조작된 메시지의 대한 검증 과정

조작된 메시지의 대한 검증 과정

① 송신ECU에서 수신ECU로 보낼 메시지를 생

성 후 MDC를 적용 및 전송한다.

② 공격자는 중간에서 전송되는 메시지를 조작하

여 수신ECU에게 조작된 메시지를 전송한다.

③ 수신ECU는 받은 메시지의 대한 무결성을

검증한다.

④ 조작된 메시지의 무결성 검증 실패로 송신

ECU에게 메시지의 재전송을 요청

V.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공격자가 CAN 내부에 침입하

여 발생시키는 가짜 메시지 공격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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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MDC를 이용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통

해 공격자는 중간에 메시지를 가로채어 조작하

더라도 기능과 권한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공격자가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수

신하는 정상적인 노드를 해킹하여 메시지를 발

생시킨다면 이 메시지는 정상 메시지로 인식되

기 때문에 무결성 검증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

라서 향후 정상적인 메시지를 가장한 공격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입니다.

(No. 20162220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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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네트워크 장비의 인터페이스 속도는 10Gbps

를 넘어서 40Gbps까지 증가하였지만, 커널의

네트워크 패킷 처리 속도의 한계 때문에 그만

큼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

술이 등장하였지만, 기존 보안 프로토콜의 적용

은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다.

대표적으로 Intel DPDK의 경우 공식 홈페이

지[1]에도 ‘DPDK is not a networking stack

and does not provide functions such as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의 대학IT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

었음(IITP-2018-2014-1-00636)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R1D1A1A09058200)

†주저자 : joontaechoi@hanyang.ac.kr
‡교신저자 : hkoh@hanyang.ac.kr

Layer-3 forwarding, IPsec, firewalling, etc. ’라

고 명시되어있으며, IPsec 기능, 방화벽 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빠르고 안전한 데이터 통신을 위해 보안

을 고려한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의 연구

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고속 패킷 처리를 위

해 위해 네트워크 패킷의 암호화 전송을 하는

IPsec 프로토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후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과 IPsec과의 연동을

위한 분석에 대하여 서술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상용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연동 모델 및 상용

기술과 리눅스 커널 IPsec 스택과의 연동 모델

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현재의 데이터 플레이 가속화 기술의

문제를 서술한다. 3장에서는 상용 IPsec 프로그

램의 문제에 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상용 기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을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한
상용 IPsec 분석*

최준태†, 류승호, 박승윤, 사미 울라, 오희국‡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Analyz ing IP sec for Secure Application of
Data P lane Acceleration Technology*

Joontae Choi†, Seungho Ryu, Seungyoon Park,
Ullah Sami, and Heekuck Oh‡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요 약

최근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 플레인 기술과 같은 고속화 패킷 처리

기술이 등장하였지만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한 고속화

패킷처리를 위해 고속화 패킷처리 기술에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보안 프로토콜을 접

목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연동 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 중 대표적인 Intel의 DPDK와 상용 IPsec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연동 모델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모델을 통해 IPsec과 IKE를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에 취약한 고속화 네트워크 패킷처리를 IPsec의 암호화와 인

증 절차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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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저하의 원인

프로세서 및
스케쥴 관리

인터럽트 처리에서의 비효율적
인 CPU 접근 과정을 통한 CPU
캐시율 저하

인터럽트 처리를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및 컨텍스트 스위칭

메모리 관리

커널 네트워크 스택처리의 공유
자원에서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메모리 잠금 과정

커널내부의 처리를 위한 중복적
인 메모리 복사

사용자 영역에서의 중복적인 버
퍼 관리

[표 1] 커널 패키처리 과정의 저하 원인

술 및 소프트웨어 대해 분석을 하며 분석을 토

대로 5장에서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의 안

전한 통신을 위한 기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의 문제

네트워크 장비의 인터페이스 처리속도는

10Gbps, 40Gbps 등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시스템의 패킷 처리 성능은 [표 1]과 같은 이유

로 네트워크 장비의 인터페이스 속도를 따라가

지 못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들이 제안되었으며,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

(Data Plane Acceleration, DPA)이라고 한다.

현재 OpenOnLoad, Netmap, PF_RING,

DPDK, ODP(Open Data Plane)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들이 등장하였지만,

현재는 가장 기본적인 보안 문제도 다루지 않

고 있다. [표 2]는 현존하는 데이터 플레인 기술

들이 제공하는 보안 기술들을 정리하였으며, 안

전성의 고려는 부족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 통신 환경을 위하여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에 보안 기술을 접

목할 필요가 있다.

III. 상용 IPsec 프로그램의 문제

현재 IPsec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많이 존

기술
보안 기술 제공 여부

IPsec 방화벽

OpenOnLoad × ×

Netmap × ×

PF_RING × △

DPDK × ×

ODP △ ○

[표 2] 각 데이터 플레인 보안 기술 제공 여부

재한다. 대표적으로, strongSwan, Openswan,

libreswan, FreeS/WAN, SoftEhter VPN 등이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의 경우 IKE를 수

행하기 위해 네트워크 통신을 커널의 소켓 API

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2장에서 기

술한 커널 내부의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10Gbps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

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재사용 공격(Replay Attack)을

방지하기 위한 패킷의 일련번호(Sequence

Number) 및 패킷 검증 과정이 포함된 IPsec의

특성상 멀티 코어로 동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림 1]은 ‘secunet’에서 실험한 결과

로 코어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량은 선형적으로

증가하길 바라지만, 기존 IPsec 소프트웨어 및

IKE 소프트웨어의 설계상 코어의 수가 증가하

여도 코어 1개의 처리량밖에 나타나지 못함을

보여준다[3].

그러므로 상용 IPsec 프로그램에서도 데이터

처리량 증가를 위한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

술의 접목이 필요하며, 멀티 코어 환경에서 그

에 걸맞게 처리량이 최대한 선형적으로 증가시

킬 수 있는 가속화 기법이 필요하다.

IV. 상용 기술 및 소프트웨어 분석

다양한 가속화 기술과 다양한 IPsec 소프트웨

어가 존재하므로, 서로 다른 기술과 소프트웨어

를 접목하게 된다면 무수히 많은 방법이 존재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짓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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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멀티코어 환경에서의 IPsec 처리량 실험[3]

를 제외하며 개발자 및 사용자에게 가장 친숙

한 각각 하나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IPsec 처리 모델링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은

Intel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DPA 기술인

DPDK 선택하였으며, IPsec/VPN 소프트웨어는

리눅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trongSwan을

선택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제시하는 기법의 이

해를 도울 만한 각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간략

한 소개를 한다.

4.1. Intel DPDK

DPDK는 Data Plane Development Kit의 약

자로 Intel 아키텍처 기반 고성능 패킷 처리 최

적화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DPDK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리눅스 기반의

패킷 처리 과정과는 다르게 애플리케이션이 사

용자 영역의 DPDK API와 EAL(Environment

Abstraction Layer)를 통해서 통신한다는 점이

다. 즉, DPDK는 커널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접근할 수 있는 통

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DPDK의 모든

구현은 사용자 영역에서 구현되었으며, 폴 모드

방식으로 동작, 링 라이브러리 구현, Lockless

방식의 구현 등 기존의 커널 내부의 패킷 처리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였다.

DPDK는 멀티 코어 환경을 지원하며, 제공되

는 멀티 코어 환경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수행하는 코어가 마스터 코어가 된

다. 그 후 프로그램 시작 과정에서 인자로 받은

코어의 개수에 따라서 논리적인 슬레이브 코어

를 생성하고 처리할 일을 할당하여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4.2. strongSwan

strongSwan[2]은 리눅스 환경에서 가장 대중

적으로 사용하는 IPsec/VPN 소프트웨어이다.

또한, 가장 완벽한 IPsec의 구현이다. 인증 메커

니즘과 스마트카드에서의 개인키 및 인증서의

선택적 보안 저장 기능을 제공하며, IPsec 패킷

처리 및 암호화는 커널의 IPsec 스택을 사용하

고, 주로 키 교환 업무(IKE)를 담당한다.

strongSwan의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rongSwan은 starter부터 시작되며 charon이

라는 데몬을 실행시킨다. charon은 시작과정에

서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로드하며, 큐에 처리해

야 할 작업을 삽입한다. 그 후 동작 과정에서

큐에 있는 작업을 꺼내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로드하는 플러그인들 중에 커널과 통신하

는 플러그인, 키 교환하는 플러그인, 암복호화

처리하는 플러그인 등 다양한 플러그인이 존재

한다.

여기서 중요한 플러그인은 ‘socket-default’

플러그인이다. strongSwan도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서 리눅스 커널의 socket API을 통해서 통

신하는데 커널의 socket을 구현한 부분이

‘socket-default’ 플러그인이기 때문이다.

V.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의 안

전한 통신을 위해 제안하는 기법

이번 장에서는 안전하고 보다 빠른 네트워크

패킷 처리를 위해 제안하는 기법에 관해서 설

명하도록 한다.

5.1. IKE의 가속화

IKE의 가속화를 위해 DPA 기술과 상용 IPsec

프로그램인 strongSwan과의 연동 구조를 제시

한다. 제시하는 기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기존의

strongSwan은 4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socket

을 사용해 네트워크와 통신을 하며 이 socket은

socket manager에 의해 관리된다. 그러므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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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DPA 기술이 socket manager에 의해 관리

될 수 있도록 수정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설계

된 모델은 [그림 2]의 왼쪽 모습과 같다.

5.2. IPsec 패킷 처리의 가속화

IPsec 패킷은 일반적으로 커널의 IPsec 스택

에서 이루어진다. 리눅스 커널의 IPsec 스택은

키 교환이 이루어진 후 교환된 정보를 저장한

SAD (Security Association Database)와 SPD

(Security Policy Database)의 정보를 바탕으로

IPsec 패킷 처리가 이루어진다. 리눅스 커널에

서 IPsec 스택은 XFRM, NETKEY(PF_KEY)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커널의 모듈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DPA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 영역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커널 영역

의 SAD와 SPD를 사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연동하여야 IPsec 패킷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한 모

델은 [그림2] 의 오른쪽 모습과 같다.

VI.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과

상용 IPsec을 결합하여 빠르고 안전한 데이터

통신을 위해 대표적인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분

석하였다. 또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을 실제 IPsec에 적

용하였을 시 소프트웨어의 구조 변화와 동작

과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논하였다.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상용 IPsec 프로토콜에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실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할 것이며, 더욱

빠른 가속화를 위하여 IPsec 패킷을 병렬적으로

처리할 모델을 설계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설

계한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보

안 이슈 등을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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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격자암호

양자컴퓨터의 구현 현실성이 커지면서 양자컴

퓨터 도래 이후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되는 암

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양자컴퓨팅 환경에

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격자 암호

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격자 기반 암호 시스

템은 EIGamal, RSA, ECC 등의 대수 로그 기반

시스템보다 빠르다고 평가되고 있다.

Goldreich, Goldwasser, Halevi는 공개키 암호화

와 디지털 서명을 할 수 있는 트랩도어 기능인

GGH를 제안했다. 특히 GGH는 트랩 도어 기능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CVP (Closest Vector

Problem)을 사용했다. 이 기능은 암호화, 복호화,

디지털 서명 및 검증을 위한 시간이 모든 보안 매

개 변수에서 2차적이라는 점에서 RSA, EIGamal

암호화 시스템보다 효율적이나 공개키 크기는 두

시스템보다 비효율적이다 [1].

* 본 연구는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o. NRF-2016R1A2B4011984)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ICT연구

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8

-2014-1-00636)

1999년에 Nguyen은 GGH에 대한 결함을 발견했

다. 암호문이 정보를 누출하는 것과 암호문을 해독

하는 문제로, 이를 일반적인 문제보다 더 쉽게 해

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벡터 문제 SVP

(Special Closest Vector Problem)로 줄일 수 있음

을 보였다. 이 결함들로 인해 GGH를 사용하려면

보안을 위해 격자가 500보다 큰 차원으로 정의 되

어야 했고, 변경한 후에도 보안성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고 발표했다 [2].

1.2. AD 암호 시스템

AD 암호알고리즘은 SVP 기반으로, 키 크기와

효율성 면에서 취약하지만 Ajtai에 의해 안전성이

보통의 경우와 최악인 경우로 나뉘어 증명이 되었

다. 또한, 암호화 과정이 비트단위로 이루어져 메

시지 확장이 좋고, 암호문 크기는 평문 크기의 최

소 100배 이상이다.

1.3. GGH 공개키 암호시스템

GGH의 공개키 시스템은 공개키 암호 기반이기
때문에 비밀키와 공개키의 쌍이 필요하다. 이 때
비밀키는 좋은 기저 (good basis)이고 공개키는 나
쁜 기저 (bad basis)이다. 그림 1에서 왼쪽은 좋은

격자 암호를 위한
HNF (Hermite Normal Form) 구현 방안 분석*

윤혜민 임성희 김윤정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HNF (Hermite Normal Form) Implementation Strategy Analysis
for Lattice Cryptography

Hyemin Yun Sunghee Lim Yoonjeong Kim

Dept. of Information Security, Seoul Women’s University.

요 약

격자 기반 암호는 포스트-양자 암호의 강력한 후보자로 평가되고 있다. 정수 행렬의 Hermite Normal Form 은

격자 기반 암호의 공개키 크기를 줄이거나 격자의 고유 기저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Hermite

Normal Form을 계산하는 Tourloupis 알고리즘 2가지를 C언어로 구현한 경험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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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의 예로 2개의 벡터가 거의 직교하는 상태 이
고 오른쪽은 나쁜 기저의 예로 2개의 벡터가 거의
수평인 상태이다.

GGH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설치 단계에서

는 격자 L의 좋은 기저 G, 나쁜 기저 B를 계산하

여 두 격자가 동일한 격자 L을 갖도록 한다. 이

때, B를 공개 기저 키, G를 개인 기저 키로 설정

한다. 서명 단계에서는 G를 사용하여 벡터에 가장

가까운 벡터의 효율적인 근사치를 계산한다. 이 때

초기 벡터는 메시지이고 근사치는 서명이다. 검증

단계에서는 근사치가 격자에 걸쳐져 있는지를 B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이 시스템의 보안은 3가지로 고려해야 한다.

G에서 B를 계산하는 것은 쉬우나 B에서 G를 계

산하는 것은 어려워야 하고, CVP의 근사치를 G로

계산하기는 쉬우나 B로 계산하기로는 어려워야 한

다. 또한 B가 존재할 때 격자에 G가 포함되어 있

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GGH 공개키 시스템에서 암호화 및 복호화 과

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영희가 송신자이고, 철

수가 수신자이다. 먼저 영희는 키 생성 단계에서

비밀키 ={∼ }, 정수 행렬 , 공개키 =

{∼}를 만든다. 이 때   이다.

암호화 단계에서 철수는 평문 벡터 ={∼}

과 임의 벡터 을 이용하여 암호문 를 만든다. 여

기서, 는   ∙       이

다.

⌊ ∙⌉ (1)

′ ⌊ ⌉⌊ ⌉ (2)

위에서   이므로    이다.
이를 이용해 식 (1) 을 계산하면 식 (2) 가 나오게
된다. 또한, 는 반드시 좋은 기저여야만 복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는 trapdoor function이다.

1.4. Hermite Normal Form과 GGH 개선 암호

시스템

Hermite Normal Form은 보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키 길이와 계산 시간 측면에서 격자 기
반 암호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디지
털 서명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경우 개인키를 복구
하기 어렵고, 다이제스트를 검증하는 것도 어렵다.
2001년 Miccianicio는 GGH의 속도와 보안에 대해
몇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을 제안했고 특히 공개키
크기가 330KB 이하인 격자 기반 트랩 도어 기능
을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는 Hermite
Normal Form 행렬을 사용해 행렬을 만들었는데,
이 행렬은 정수에 대해 감소된 단계와 유사한 상
삼각 행렬이다. Hermite Normal Form은 가 정
수일 때, H = ( )로 표현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
H는 상삼각행렬을 가정한다.

1. i>j 일 때   이다.

2. 모든 i에 대해    이다.

3. i < j일 때 ≤   이다.

또한 모든 정수 행렬 A와 단일 행렬 U가 있

을 때 ∙ 로 표시할 수 있다. HNF 행렬

는 GGH 공개키 시스템과 유사한 디지털 서명

체계에 대한 공개키를 형성한다.

Micciancio는 GGH 공개키 시스템의 속도와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public key 크기가 330 KB

이하인 Lattice 기반 트랩도어 기능을 구축하였고

이 때 Hermite Normal Form을 사용하였다. 비밀

키 R은 Lattice L(R)에서 CVP를 해결하고 메시

지를 해독하게 하는 좋은 기저이다. 이 때 R에 대

한 정보를 최소로 제공하기 위해 Lattice L에 대

한 다른 기저인 공개키가 필요하다. 복잡한 랜덤

변환을 R에 적용하여 공개키 B를 계산하는 대신

에, GGH 개선 시스템에서는 공개키 B를 R의

HNF 즉, B=HNF(R)로 설정한다. 즉 L이 B의

Lattice 도 되는 것이다. HNF(R)은 L(R)에만 의존

하기 때문에 개인키 R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

는다 [3].

Ⅱ. HNF 알고리즘 [4]

본 장에서는 Hermite Normal Form을 계산하는

그림 1. GGH의 좋은 기저, 나쁜 기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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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loupis 알고리즘 두 가지를 소개한다.

2.1. Tourloupis 알고리즘 1

정수 계수 ( )로 구성된 mxn행렬 A를 이용

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HNF H를 구한
다. 여기서 는 H의 계수이다.

입력 : 정수 계수 ( )로 구성된 × 행렬 A

출력 : A의 HNF H

[1]

[2]

[3]

k ← 1;
for j ← 1 to n do
// Choose Pivot
←{i ∈ [k,n] :  = min{| |: i ∈ [k,n]}};

if > k then

Exchange row  with row  ;

if  < 0 then

 ← -;

end if
end if
// Reduce Rows
b ←  ;

for i ← (k + 1) to n do
q ←⌊⌉ ;

← - q x ;

end for
k←k + 1;
end for

// Final Reductions
k ← 1;
for j ← 1 to n do
if  < 0 then

 ← -;

end if
b ←  ;

if b = 0 then
continue;
else
for i ← 1 to (k – 1) do
q ←⌊⌉ ;

← - q x ;

end for
end if
k ← k + 1;
end for

for i ← 1 to n do
 ← ;

end for

Tourloupis 알고리즘 1의 진행을 예를 통해 설
명하겠다. 아래와 같은 행렬 A가 있다고 가정하고
모든 행렬들의 값을 라고 표현하자. 즉, 왼쪽

제 일 위의 값인 3은 이라 하자.













   
   
   
   

[1] 첫 번째 열을 보면  ,  , 이 각 3, 2, 1

이다. 즉 이 보다 작으므로 1행과 3행을

바꾼다.













   
   
   
   

[2] 첫 번째 열의  , 값을 모두 0으로 만들고

자 한다. 먼저 A 2행 – (A 1행*2) 을 계산해서
을 0으로 만들고, A 3행 - (A 1행*3)을 계산

하여 을 0으로 만든다.













   
   
   
   

[2] 세 번째 열의  값도 0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A 2행*3) – A 3행 을 계산한다.













   
   
   
   

[2] 네 번째 열의  값도 0이어야 하므로 (A 4

행 *35) - A 3행을 계산한다.













   
   
   
   

[3] 즉, A의 Hermite Normal Form H는 다음과
같다.













   
   
   
   

2.2. Tourloupis 알고리즘 2

마찬가지로 정수 계수 ( )로 구성된 mxn행렬

A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HNF H
를 구한다. 이 때 보조 벡터 B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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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정수 계수 ( )로 구성된 mxn행렬 A

데이터 : 보조 벡터 B

출력 : A의 HNF H

[1]

[2]

[3]

k ← 1;
for j ← 1 to n do
for i ← (k+1) to n do
if  ≠ 0 then

// Euclidean step
Compute (d,u,v) such that
    gcd 

B ← 

←  

←

end if
end for
k ← k+1;
end for

// Final Reductions
k ← 1;
for j ← 1 to n do
if  < 0 then

 ← -;

end if
b ←  ;

if b = 0 then
continue;
else
for i ← 1 to (k – 1) do
q ←⌊⌉ ;

← - q x ;

end for
end if
k ← k + 1;
end for

for i ← 1 to n do
 ← ;

end for

Tourloupis 알고리즘 2는 Tourloupis 1과 다르게
보조 벡터를 활용하였고 Extended euclidean 공식
을 사용해서 d, u, v를 계산하였으며 Final
Reduction은 알고리즘 1과 동일하다.

Tourloupis 알고리즘 2의 진행을 예를 통하여
설명하겠다.

k=1, i=2, j=1일 때 Extended Euclidean 알고리
즘에 따라     gcd 이다.

=0,=-2이므로 gcd 값은 2이다. 즉 d=2,

u=0, v=-1이다. 이 때 B=-이므로

(2,-3,-2,-1) 이다. =-=(0,-1,1,0)이고 은 B

이다.

k=1, j=1, i=3일 때 위와 같이 계산하면 d=2,
u=1, v=0이고, B=, ==(0,10,-8,-3)이

다.













   
   
   
   

k=1, j=1, i=4일 때 위와 같이 계산하면 d=2,
u=1, v=0이고 B=,   = (0, 4, 2, 12)

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루프를 돌린 결과이다.

k=2, j=2, i=3일 때

위와 같이 계산하면 d=1, u=-1, v=0이고,

  이고,  

 이 된다.

k=2, j=2, i=4일 때

위와 같이 계산하면, d=1, u=1, v=0이고,

 ,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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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두 번째 루프이다.

k=3, j=3, i=4일 때

위와 같이 계산하면, d=6, u=0, v=1이고,

   가 된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루프이다.

마지막으로 Final Reduction을 하면 다음과 같이
H를 구할 수 있다.

Ⅲ. HNF 알고리즘 구현

3-1과 3-2는 Tourloupis 알고리즘 1, 2를 코드

로 구현한 것이다. 여기서는 × 행렬에 대하여

구현하였으며 향후 × 행렬로 일반화한 구현을
진행할 계획이다.

3.1. Tourloupis 알고리즘 1 구현

#define roundoff(x, dig) (floor((x) * pow(10, dig) +
0.5) / pow(10,dig))
for (j = 1; j <= n; j++){
printf("\n**j=%d started**\n", j);
//Choose Pivot
int min = 1000;
for (x = k; x <= n; x++){

if ((abs(min) > abs(matrix[x][j])) &&
matrix[x][j] != 0){

min = matrix[x][j];
row = x;

} // if-end
} // for-end
int temp = 0;
if (row >= k){
// Exchange
temp = matrix[k][1];
matrix[k][1] = matrix[row][1];
matrix[row][1] = temp;

temp = matrix[k][2];
matrix[k][2] = matrix[row][2];
matrix[row][2] = temp;

temp = matrix[k][3];
matrix[k][3] = matrix[row][3];
matrix[row][3] = temp;

temp = matrix[k][4];
matrix[k][4] = matrix[row][4];
matrix[row][4] = temp;
if (matrix[k][j] < 0){
//A_k=-A_k
matrix[k][1] = (-1)*matrix[k][1];
matrix[k][2] = (-1)*matrix[k][2];
matrix[k][3] = (-1)*matrix[k][3];
matrix[k][4] = (-1)*matrix[k][4];
} // if-end

}//if-end

//Reduced Rows
b = matrix[k][j];
for (i = (k + 1); i <= n; i++){
if (matrix[i][j] != 0){

if (b == 0){
q = roundoff(matrix[i][j], 0.1);
printf("\nb is zero\n");

}
else{
q = matrix[i][j] / b;

} // if else-end
//A_i = A_i-(q*A_k)
matrix[i][j] = matrix[i][j] -

(q*matrix[k][j]);
matrix[i][j + 1] = matrix[i][j+1]

- (q*matrix[k][j + 1]);
matrix[i][j + 2] = matrix[i][j+2]

- (q*matrix[k][j + 2]);
matrix[i][j + 3] = matrix[i][j+3]

- (q*matrix[k][j + 3]);
}//if-end

}//for-end
k++;

}for-end

//Final Reductions
k = 1;
for (j = 1; j <= n; j++){
printf("\n**j=%dstarted**\n", j);
if (matrix[k][j] < 0){
//A_k=-A_k
matrix[k][1] = (-1)*matrix[k][1];
matrix[k][2] = (-1)*matrix[k][2];
matrix[k][3] = (-1)*matrix[k][3];
matrix[k][4] = (-1)*matrix[k][4];
}//if-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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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f("if start\n");
b = matrix[k][j];
printf("\nb=%d\n", b);
if (b == 0){ continue;
printf("\nb is zero\n");
} else{
for (i = 1; i <= (k – 1); i++){
q = myfloor(matrix[i][j], b);
//A_i = A_i-(q*A_k)
matrix[i][1] = matrix[i][1] -

(q*matrix[k][1]);
matrix[i][2] = matrix[i][2] -

(q*matrix[k][2]);
matrix[i][3] = matrix[i][3] -

(q*matrix[k][3]);
matrix[i][4] = matrix[i][4] -

(q*matrix[k][4]);
printMatrix();
} // for-end

}//if else-end
k++;

} //for-end
for (i = 1; i <= 4; i++){

for (j = 1; j <= 4; j++){
finalMatrix[i][j] = matrix[i][j];//j=1~4
} // for-end

} // for-end
// Output
printf("\nAfter\nprinted...\n");
for (i = 1; i <= 4; i++){ // column

for (j = 1; j <= 4; j++){ // row
printf("%d\t", finalMatrix[i][j]);

} // for-end
printf("\n");

} // for-end
fclose(in_file);
} // for-end

3.2. Tourloupis 알고리즘 2 구현
int k = 0;
for (int j=1; j <= 4; j++) {
printf("\n**j=%d started**\n", j);
for (int i=k+1; j <= 4; j++) {
printf("\n**i=%d started**\n", i);
if (matrix[i][j] != 0) {

int x, y;
int d = gcd(matrix[k][j], matrix[i][j]);
int a = duv.u;
int b = duv.v;
int g = gcdExtended(a,b , &x, &y);

vector[1][j] = a*matrix[k][j] +
b*matrix[i][j];

matrix[i][j] = (matrix[k][j]/d)*matrix[i]
[j] - (matrix[i][j] / d)*matrix[k][j];

matrix[k][j] = vector;
} //if-end
min = 1000;
for (x = k; x <= n; x++){

if ((abs(min) > abs(matrix[x][j])) &&
matrix[x][j] != 0){

min = matrix[x][j];
row = x;

} // if-end
} // for-end

이 후는 알고리즘 1과 코드가 같다.

여기서 myfloor 함수는 소수점 이하 모든 숫자를 버
리는 것이고, gcd 함수는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것이며,
gcdExtended 함수는 Extended Euclidean 값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 양자 암호로 기대되고 있

는 격자 암호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Hermite

Normal Form을 구성하는 기존 알고리즘들을 살펴

보고 이를 구현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향후

Hermite Normal Form을 구성하는 성능이 개선된

알고리즘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하여 연구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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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양자 컴퓨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양자 알고리즘이 제안되

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1994년 Shor의 알고리즘, 1996년 Gorver의 알고리즘이 있다. 양

자 컴퓨터가 현실화되면서 두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의 암호시스템 해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

었고,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알고리즘이 어떻게

기존의 암호시스템 해독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양자알고리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I. 서론

최근 IBM, Intel, Google에서는 양자 컴퓨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면서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으며 암호 해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양자 알고리즘으로 1994년 Shor는

인수분해 문제를 다항시간에 풀�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1]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QFT(Quantum Fourier Transform)으로 함수의

주기를 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정수의 소인수

분해 총시간을 log안에 가능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다. 인수분해/이산대수 문제에 기반을

두는 공개키 암호시스템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고려대 암호기술 특화연구센터

(UD170109ED)를 통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주저자, hunki3882@korea.ac.kr

‡교신저자, donghlee@korea.ac.kr

Shor알고리즘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양자연산이

반복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2017년 Johnston등에

의해 양자연산의 반복을 피하는 연구 결과가 제시

[4]되었다.

다른 대표적인 양자 알고리즘으로 1996년

Grover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

정 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을 찾는 양자 알고리즘

[2]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정렬이 안 된 

개의 값 가운데 원하는 값을  번의 검색으로

찾아낼 수 있어 대칭키 암호시스템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 Gorver알고리즘은 원하는 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지만, 입력 Qubit수가 바뀌면 원하는

값을 찾는 확률이 변하기 때문에 응용이 제한되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이후 일정한 확률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2018년 Morales등

에 의해 Qubit수가 바뀌어도 일정 확률로 원하는

값을 빠르게 찾는 알고리즘[5]이 제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암호 해독에 영향을 미치는

양자 알고리즘들과 최근동향을 살펴볼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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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양

자 알고리즘의 이해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설명

한다. Ⅲ장에서는 대표적인 두 양자 알고리즘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현재 제안된 양자 알고리즘

들의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Ⅴ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배경지식

본 장에서는 양자 알고리즘을 살펴보기에 앞서

필요한 배경지식을 서술한다.

2.1 Quantum State

· Qubit

기존의 컴퓨터에서 전자는 ‘0’ 또는 ‘1’의

상태를 갖는다. 반면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는

‘0’의 상태를 가질 수도 ‘1’의 상태를 가질 수도

있게 된다. ‘0’일 때의 상태를 바닥상태라고

부르며 〉으로 표기한다. ‘1’일 때의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부르며 〉으로 표기한다. 하나의

양자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를

중첩상태라고 하며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선형 결합으로 〉〉표기한다. 이때
하나의 양자를 ‘Single Qubit’라고 한다.

[그림 1] Single Qubit

· Measurement (측정)

중첩상태의 qubit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한다. 〉〉상태의
양자를 측정할 경우 

의 확률로 바닥 상태

( 〉)가 측정이 되고 
의 확률로 들뜬 상태

(〉)가 측정된다. 두 상태가 측정될 확률의 합은


  

  이 된다.

[그림 2] Measurement

· Multiple Qubits

Single Qubit의 경우 ‘0’ 또는 ‘1’ 즉, 1bit의

정보만 저장을 할 수 있었다. Two Qubit의 경우

2bits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 〉〉〉〉로
표기할 수 있으며   개의 상태가 측정된다.

Two Qubits를 측정하면 각 상태는 
의

확률로 측정되며 
  




  




  이 된다.

nbits의 정보를 저장하는 Multiple Qubits는

〉 〉〉⋯  〉로 표기할

수 있으며   개의 상태를 갖게 된다.

Multiple Qubits을 측정하면 각 상태는 
의

확률로 측정되며 
  

 


  이 된다.

· Entanglement (얽힘)

기존의 전자와는 다르게 양자는 ‘얽힘’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개의 single Qubit

〉 〉〉와 〉 〉〉가 얽

히면 two Qubits와 비슷한 형태인

〉 〉〉〉〉
로 표현된다. 얽혀있는 Qubits를 측정하면 각

상태는 
의 확률로 측정되며


  




  




  이 된다. two Qubits와는

다르게 얽혀있는 Qubits의 경우 특정 Qubit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나머지 Qubit은 먼저

측정한 Qubit과 관련된 상태만 측정 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single Qubit 가 얽혀있는

Qubits에서 특정 Qubit 를 측정하여 나온

상태가 1일 경우, 를 측정하면 〉 또는

〉만 측정된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287 -



2.2 양자 알고리즘

양자 알고리즘에서 Quantum state의 동작

원리는 아래의 [그림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는 n비트의 문자 ‘x’를 입력으로

받는다. 입력받은 ‘x’는 n Qubits, 〉로 중첩

상태에서 양자 연산이 수행된다. 연산이 끝나

면 측정을 하고 
의 확률로 n비트의 문자

‘y’를 출력한다. 이 과정을 양자 알고리즘이

라고 한다.

[그림 3] 양자 알고리즘

III. Shor’s & Grover‘s Algorithms

본 장에서는 기존의 암호시스템을 해독하는 데

영향을 주는 두 양자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본다.

3.1 Shor’s Algorithm [1]

Shor’s Algorithm은 인수분해 문제를 다항시간

내에 풀�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이다.

• Reduction to Period-finding algorithm [3]

홀수 ‘’이 있을 때

1. n보다 작은 x를 임의로 선택한다.

2.  ≡mod을 만족하는 주기 ‘r’을 구한다.

3. 만약 이 짝수라면   gcd




±를

구한다.






 




     mod≡이기

때문에   가 된다. 만약 이 홀수이거나






≡ mod이라면 를 다시 뽑는다.

따라서 mod의 주기 을 안다면 을

소인수분해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Quantum Fourier Transform (QFT)

·  

· 〉 〉〉⋯    〉
·입력 : ⋯   

·출력 : ⋯   

· QFT(〉 



  

  

〉
양자 알고리즘 내에서 m qubits을 Fourier

Transform으로 양자연산 하는 것을 QFT

(Quantum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한다.

를 주기로 를 offset으로 갖는

〉 
  




 






∙  〉가 있을 때,
QFT를 통해 다음과 같은 원리로 〉의
주기를 구할 수 있다.

1. QFT〉  〉



  

 







〉

2.출력된 Qubits 〉를 측정하면 



  ⋯ 의 값이 확률적으로 측정된다.

3. 이를 반복하여 나온 값들의 최대공약수

(


)가 〉의 주기가 된다.

4. 〉의 주기 


으로 〉의 주기 를

구한다.

따라서 QFT에 주기를 갖는 Qubits를 입력으로

넣으면 출력을 통해 입력 Qubits의 주기를

알 수 있다.

• Shor’s Algorithm [1]

1.홀수 을 입력으로 받는다.

2. 보다 작은 를 임의로 선택한다. 만약

gcd이 1이라면 를 다시 선택한다.

3.홀수 을 양자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받고,

〉을 QFT의 입력으로 하는 양자 연산을

반복 수행하여 관측된 값으로 n의 주기‘’을

찾는다.

4. 만약 이 홀수이거나 




≡ mod일 경

우 를 다시 선택하고 아닐 경우

  gcd




±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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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s algorithm [1] 은 Quantum Fourier

Transform으로 주기를 구하고, 주기를 구하면 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 인수분해를 하

였다. Quantum Fourier Transform에서 양자 연산

함으로써 기존 컴퓨터에서 다항식 시간 내에 해결

할 수 없던 을 소인수분해 하는 문제를

log정도의 연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Shor’s algorithm [1] 은 인수분해/이산대수 문제에

기반을 두는 공캐키 암호 시스템 공격에 사용 될

수 있다.

3.2 Grover’s Algorithm [2]

Grover’s algorithm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베이스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을 찾는

양자 알고리즘이다. 즉, N개의 데이터베이스

  ⋯ 에서    을 만족하는

유일한 를 찾는 알고리즘 이라고 할 수 있다.

•  ⊗ (Hadamard) 회로

〉 〉〉⋯    〉
n log Qubits 〉를 입력으로 받으면

〉


〉


〉⋯


  〉

으로 일반화시킨 n Qubits을 출력한다.

• oracle 
± 회로

찾고자 하는 의 부호를 바꿔준다.

[그림 4] oracle 
±

회로

• Grover 확산 회로


∈

〉↦ 
∈ 

  〉

이때  




이다. 즉, Grover 확산

회로는 중첩상태의계수를변경하는회로이다.

Grover’s algorithm[2]은 아래의 [그림5]와 같이

수행된다. 입력 qubits를 hardamad회로로 일반화를

시켜준 뒤 oracle 회로를 통해 찾고자 하는 의

부호를 바꾸고, 확산회로를 통해 계수를 확산시킨다.

두 개의 양자 회로를  만큼 반복한다. 반복

후 중첩상태의 Qubits을 측정하면 확산된 계수만큼의

높은 확률로 가 측정된다.

기존 컴퓨터에서는 를 찾기 위해 의

계산이 필요하였지만, Grover's algorithm [2] 에

서는 3개의 양자 회로를 사용하여  의

계산 내에 를 찾을 수 있다.

[그림 5] Grover’s algorithm [2]

IV. 양자 알고리즘 연구 동향

본 장에서는 양자 알고리즘의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4.1 Johnston등의 연구 [4]

Shor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이

홀수이거나 




≡ mod일 경우 를 다시 선택

해야만 했다. 를 다시 선택하게 되면 양자연산이

반복 수행되어야 함으로 비용 낭비가 발생 할 수

있다.

2017년 Johnston등은 양자연산이 반복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약 이 홀수이거나






≡ mod일 경우에도 알고리즘이 수행 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만약 이 홀수라면

r을 나누는 소수들()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gcd




 을 구할 수 있고 이 때 출력되는

두 소수가 의 소인수분해 값이 된다.

4.2 Morales등의 연구 [5]

Grover알고리즘은 양자연산을 반복 수행함으로서

찾고자 하는 값이 측정될 확률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입력되는 Qubit수가 바뀌면 찾고자 하는 값이

측정될 확률이 바뀌게 된다. 2 Qubit일 때 높은

확률로 측정 되었지만, 3-4 Qubit일 때는 확률이

감소된다. Grover 알고리즘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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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게 된다.

2018년 Morales등은 oracle회로와 확산회로의

변수를 변경하여 항상 측정 확률이 떨어지지 않는

알고리즘(variational algorithm)을 제안하였다.

중첩상태의 계수가 복소수라는 점을 이용하여 두

회로를 통해 연산이 될 때 계수를 일정각도만큼

회전하여 측정확률이 떨어짐을 방지 하였으며, 두

회로의 회적 각이 같아야지만 알고리즘이 수행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영향을

주는 양자 알고리즘과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 살

펴보았다.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 지수연산 내에

인수분해 문제를 해결하는 Shor’s algorithm [1] 은

기존의 공개키 암호시스템이 공격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 지수연산

내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을 찾을 수

Grover’s algorithm [2]은 기존의 대칭키 암호

시스템이 공격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름 함수 기존암호 양자암호

대킹키 암호시스템

AES-128 블록암호 128 64 (Grover)

AES-256 블록암호 256 128 (Grover)

SHA-256 해쉬함수 256 128 (Grover)

SHA-3 해쉬함수 256 128 (Grover)

공개키 암호시스템

RSA 암호 128 broken (shor)

RSA 서명 128 broken (shor)

DH 키교환 128 broken (shor)

DSA 서명 128 broken (shor)

[표 1] 암호시스템 보안등급

[표 1]을 통해 대칭키 암호시스템의 보안등급이

2배 줄었으며, 공개키 암호시스템은 Shor’s

algorithm [1]으로 안전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두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7년 Johnston

등의 연구를 통해 양자연산을 반복하지 않아 Shor

알고리즘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2018년 Morales등의 연구를 통해 Qubit수와 상관없이

일정 확률로 Grover알고리즘을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가 제시되었다. 외에도 물리적으로 Qubit수를

증가하여 양자 알고리즘이 빠르게 수행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연구를 통해 양자알

고리즘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효율적으

로수행되는기법들이의미있는연구주제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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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차 산업 혁명을 이끄는 새로운 기술로 각광

받고 있는 블록체인 및 FIDO(Fast Identity Onl

ine)는 ECDSA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한다. 그러나 ECDSA의 주요 연산인 스칼

라 곱셈 알고리즘은 부채널 분석에 취약하다.

따라서 다양한 부채널 대응 기법이 연구되어

왔으나, 주로 데이터 종속 분기 유형, 중간 값

에 따른 통계 특성 또는 데이터 간의 상호 관

계 기반 공격에 대한 대응 기법만 연구되어 왔

을 뿐 비밀 키 비트 확인 단계에 대한 대응기

법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밀 키 비트

확인 단계에서는 비밀 키 비트 값이 추출되어

변수에 저장되기 때문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면 비밀 키가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칼라 곱셈 알고리즘에

대한 비밀 키 비트 종속 공격을 수행하여 취약

함을 보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기법을

제시한다.

II. 비밀 키 비트 종속 공격

2.1 비밀 키 비트 확인 단계

스칼라 곱셈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이 비

밀 스칼라 비트 값에 따라 동작이 결정되는

반복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반복

연산 시작 시에는 값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단

계가 있다. 즉, 비트열 스칼라 로부터 번째

비트인 를 추출하여 해당 변수에 저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단계를 키 비트 확인 단계라

고 정의한다.

2.2 비밀 키 비트 종속 특성

스칼라 곱셈 알고리즘의 키 비트 확인 단계

에서는 비트열 스칼라     ⋯ 에서

번째 비트인 를 추출하여 해당 변수에 저장

한다. 따라서 비밀 키 비트 확인 단계에서 소모

되는 전력과 방출되는 전자파는  값과 연관되

어 있다.

부채널 분석에 안전한 스칼라 곱셈 알고리즘에 대한
단일 파형 비밀 키 비트 종속 공격

심보연* 강준기** 한동국*

*국민대학교 수학과, **ETRI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Key Bit-dependent Attack on Side-Channel Analysis-Resistant
Scalar Multiplication Algorithm using a Single Trace

Bo-Yeon Sim*, Junki Kang**, Dong-Guk Han*

*Dept. of Mathematics, Kookmin University.

**The Affiliated Institute of ETRI.

요 약

스칼라 곱셈 알고리즘은 부채널 분석에 취약함이 보고되어 왔다. 이에 다양한 대응 기법이 연

구되어 왔으나 주요 연산에 대한 대응 기법만 연구되어 왔을 뿐 비밀 키 비트 확인 단계에 대

한 대응 기법은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칼라 곱셈 알고리즘에 대한 비밀 키 비

트 종속 공격을 수행하여 전력파형으로는 100%, 전자파형으로는 98%이상의 성공률로 비밀 스

칼라 비트를 찾을 수 있음을 보인다. 정교한 사전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단일 파형만으로도

공격이 가능한 강력한 공격으로 이에 대한 대응 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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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라 곱셈 알고리즘에 대한 단순 전력 분

석(또는 단순 전자파 분석)은 가장 기본적인 부

채널 공격으로 대응 기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값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여 단순 전력 분석에 안

전하게 설계된 규칙적인(Regular) 스칼라 곱셈

알고리즘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단계 3, 4

연산 수행 시 참조되는 레지스터의 주솟값이 

값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소모되는 전력과 방

출되는 전자파는 참조되는 레지스터 주솟값과

연관되어 있다. 즉, 값에 종속된 전력이 소모

되고 전자파가 방출된다.

특히 하드웨어로 구현된 암호 알고리즘의 경

우, 연산이 병렬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비밀

키 비트 확인 단계에서 값이 결정됨과 동시에

참조되는 레지스터의 주소가 결정된다. 따라서

비밀 키 비트 확인 단계에서 소모되는 전력과

방출되는 전자파는 값뿐만 아니라 값에 따

라 참조되는 레지스터 주솟값과 연관된다.

하드웨어로 구현된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 전

력 소비 모델(또는 전자파 방출 모델)이 주로

헤밍 디스턴스(HD, Hamming Distacne) 정보에

의존한다. 따라서 비밀 키 비트 확인 단계에서

의 비밀 키 비트 종속 특성을 정리하면 [특성

1], [특성 2]와 같다.

[특성 1] 하드웨어로 구현된 스칼라 곱셈 알

고리즘의 키 비트 확인 단계에서 소비되는 전

력과 방출되는 전자파는  과 의 헤밍 디스

턴스 정보에 의존한다. 즉, 만약    이면

 ⊕  과 연관된 전력 소비와 전자파 방

출이 발생한다. 그리고 만약   ≠ 이면

 ⊕  과 연관된 전력 소비와 전자파 방

출이 발생한다.  ≤  ≤  

[특성 2] 하드웨어로 구현된 규칙적인(Regu

alr) 스칼라 곱셈 알고리즘의 키 비트 확인 단

계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방출되는 전자파는

 과 의 헤밍 디스턴스 정보 뿐만 아니라

 과 의 값에 따라 결정되는 레지스터 주솟

값  
과 

의 헤밍 디스턴스

정보에도 의존한다. 즉, 만약    이면 소

비되는 전력과 방출되는 전자파는  ⊕   ,

 
⊕

 와 연관된다. 만약

  ≠ 이면  ⊕   ,  
⊕


≠ 과 연관된 전력 소비와 전자파가 방

출된다.  ≤  ≤  

2.3 단일 파형 비밀 키 비트 종속 공격

본 논문에서는 차분 전력 분석 대응 기법으

로 중간 값 랜덤화 기법이 적용된 규칙적인 스

칼라 곱셈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격자는 단일 파형을 이용한 비밀 키 비트 종

속 공격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더불어

공격자는 수집된 파형에서 각 반복 연산을 식

[그림 1] 단순 전력 분석에 안전한 규칙적인(Regular) 스칼라 곱셈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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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공격 단계는 다음 4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처리) 첫째, 스칼라 곱셈 알고리즘이 1회

수행되는 동안 수집한 파형을 라고 했을 때,

이를 각 반복 연산에 해당하는 하위 파형 로

나눈다.  ≤  ≤   즉, 를 [그림 2]와 같

이 개의 하위 파형        ⋯ 

으로 나눈다. 그리고 개 하위 파형의 정렬을

맞춘다.

[그림 2] 10회 수행된 반복 연산에 대한 전력파형

(공격 지점 선택) 만약 공격 대상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알려진 입력

값에 대한 파형을 수집한 후 개의 하위 파형

에 대한 SOST(Sum Of Squared pairwise T

-differences) 값을 계산하여 값이 가장 높은 위

치를 공격 지점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다. 두

개의 그룹  에 대한 SOST 값 계산 수식

은 아래와 같다.

 










 

 



 

 



      






(는 평균, 는 표준편차, 은 원소 개수)

만약 공격 대상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

할 수 없다면, 대상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

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장비의 동작

주파수를 확인하여 비밀 키 비트 연산이 수행

되는 클럭 위치를 공격 지점으로 선택한다. 일

반적으로 비밀 키 비트 확인 연산은 각 하위

파형 의 시작 클럭 인근에 위치한다.

(두 집합으로 분류 및 비밀 키 추출) 단순

전력 분석 또는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

ering), 퍼지 K-평균 군집화(fuzzy K-means Cl

ustering), EM(Expectation Maximization) 등과

같은 군집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의 하위 파

형의 공격 지점 를 두 개의 그룹  로 나

눈다.  ≤  ≤   에 속한 는

   일 때, 즉, 0과 연관된 누출이 발생하

는 파형이고, 에 속한 는   ≠ 일 때,

즉, 0이 아닌 값과 관련된 누출이 발생하는 파

형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비밀 키 의 최상위

비트 값   는 항상 1인 사실과 가 속해있

는 집합을 기준으로 값을 찾을 수 있다.

 ≤  ≤   만약 에 속한 를

  ≠ , 에 속한 를    에 대한 파

형이라고 가정할 때 앞서 찾은 비밀 키 비트열

과 반전된 결과의 비트열을 얻을 수 있다. 즉,

후보 키는 총 2개로 입출력 값 확인을 통해 비

밀 키를 찾을 수 있다.

III. 단일 파형을 이용한 비밀 키 비트

종속 공격 실험 결과

3.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차분 전력 분석 대응기법으로

스칼라 랜덤화 기법이 적용된 Montgomery-Ló

pez-Dahab ladder 스칼라 곱셈 알고리즘을 대

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격자는 단일 파형을 이

용한 공격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비밀

키 비트는 224비트이며, 부채널 분석 검증 보드

로는 SASEBO-GII FPGA 보드를 이용하여 2.5

GS/s으로 전력 및 전자파형을 수집하였다. 전

자파형 수집 시 사용한 프로브는 총 3종류로 L

anger RF-U 5-2, LF-R 400과 Rohde & Schw

arz RS-H 50-1이다.

3.2 실험 결과

전력파형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한 정보량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 전력 분석을 통해 100%의 성공률로 비밀

스칼라 비트를 추출할 수 있었다.

전자파형의 경우 전력파형과 달리 두 집합의

분포가 겹치기 때문에 군집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두 집합으로 분류하였다. K-평균 군집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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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각각 98.45%, 99.50%,

99.32%의 성공률로 비밀 스칼라 비트를 추출할

수 있었다.

IV. 단일 파형을 이용한 비밀 키 비트

종속 공격 대응 기법

본 논문에서는 단일 파형을 이용한 비밀 키

비트 종속 공격 대응 기법으로 비밀 키 비트

확인 연산이 수행되기 전에  변수를 랜덤 값

으로 초기화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와  사이의 연관성을 제거 가능하며, 실험에

따르면 50%의 성공 확률로 비밀 스칼라 비트를

1/2의 확률로 랜덤하게 추정한 것과 동일하다.

V. 결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비밀 키 비트 종속 공

격은 단일 파형을 이용하여 공격이 가능하며,

정교한 사전 전처리 없이 전력파형의 경우 10

0%, 전자파형의 경우 98%이상의 성공률로 비

밀 스칼라 비트를 추출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

으로 정교한 전처리 및 다중 파형을 필요로 했

던 이전의 공격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보여준

다. 또한 기존의 부채널 대응기법을 무력화 시

킬 수 있는 강력한 공격으로, 본 논문에서는 E

CC 스칼라 곱셈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RSA 모듈러 지수승 알고리즘에도 적용이 가능

하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기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사사] “본 연구는 고려대 암호기술 특화연구센

터(UD170109ED)를 통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

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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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드론(Drone)은 초기에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

되었으나 최근에는 관제, 배송, 방송촬영, 농업

등 점차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은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통신

하며 외부의 접근에 상시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이버보안 공격에 취약하

다. 또한 무인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불법

탈취되어 저장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제 3자에

의해 무단으로 도용되는 위협에 취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작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장

소에서 드론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상황인지

기반 드론 제어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 메

커니즘은 드론 외부의 환경 정보와 드론 내부

이 성과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5R1C1A1A01052491).

의 고유 잡음 정보를 동시에 이용하여, 드론의

동작 권한을 부여하거나 내부 정보를 암호화하

는데 사용되는 비밀정보를 은닉한다. 또한, 드

론의 동작 권한이 부여된 적법한 환경에서만

비밀정보가 복원되어 드론을 동작시킬 수 있도

록 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드론 제어 메커니즘

을 적용한 드론은 불법적으로 탈취되었다 하더

라도, 임의의 장소에서 동작되지 못하며, 내부

에 저장된 정보들의 유출을 어렵게 만든다.

제안하는 메커니즘의 구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황인지기반 드론 제어

메커니즘의 비밀정보 은닉 알고리즘 및 복원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실험 결과를 보였다.

II. 관련연구

드론은 각종 센서들을 탑재하여 모니터링

하는 환경 및 주변 정보 등을 수집하는데 주로

탈취대응을 위한 상황인지 기반

드론 제어 메커니즘 설계

오윤석* 김애영** 서승현*†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

Design of context-aware based drone control mechanism

for countering physical capture attack

Yoon-Seok Oh* Ae-Young Kim** Seung-Hyun Seo*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Engineering & Technology, Hanyang University.

요 약

최근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은 무인 환경에서 동작하고 보안이 취약한 무선 통신을 사용하

기 때문에 물리적 탈취 공격, 정보 유출 공격 등 다양한 보안 위협에 취약하다. 특히, 불법 드론 탈취

로 인해 저장정보 유출 및 무단 도용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드론이 불법적으로 탈취당한 경우에, 저장된 내부 정보를 보호하고, 무단 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기반 드론 제어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제안 메커니즘의 실현성을 프로토타입 구현 및 실험

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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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된다. 하지만 무인 이동체로 상대적으로 보

안이 취약한 무선 통신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

송하는 드론의 특성상 불법 탈취 및 저장정보

탈취 등의 물리적 보안 침해 위협과,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오동작 및 전송되는 정보 유출

등의 사이버상의 보안 침해 위협이 공존한다.[1]

현재까지 안전한 드론 제어를 위한 보안 기

법에 관한 연구로는 GPS 서브 프레임 데이터

를 검증을 통해 GPS 스푸핑(spoofing)을 대응

하는 방법이 있으며[2], Wi-Fi 등의 무선 네트

워크를 통해 보안 취약점 악용과 그 대응책은

[3]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공

격에 대한 대응이 아닌 물리적인 탈취와 정보

유출에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III. 상황인지기반 드론 제어 메커니즘

본 장에서는 드론이 불법적으로 탈취가 되었

을 경우에도, 탈취된 드론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외부의 환경정보와 내부

의 고유한 잡음정보를 이중 요소로 하는 퍼지

커미트먼트 기법[4] 기반의 드론 메커니즘을 설

계한다. 제안하는 상황인지기반 드론 제어 메커

니즘은 암호키 생성용 비밀정보 은닉단계, 비밀

정보 복원 및 암호키 생성단계, 드론 제어 및

동작단계의 3단계로 구성된다.

3.1 암호키 생성용 비밀정보 은닉단계

본 단계에서는 드론 제어용 암호키를 생성하

여, 이를 외부 및 내부 잡음원으로 은닉시키고,

키 복원단계에서 사용할 보조정보를 생성한다.

초기 비밀정보 r은 드론 제어용 암호키를 생성

하는 시드(seed)로 이용되며, 외부 잡음원, 내부

잡원으로 은닉된 상태, h로 드론에 저장된다.

3.2 비밀정보 복원 및 암호키 생성 단계

본 단계에서는 드론에 저장된 보조정보 h로

부터 비밀정보 을 복원하고, 복원된 r을 이용

하여 드론 제어용 암호키를 생성한다.

입력: 오류 정정 허용 t
결과: 비밀정보 r, 암호키 k
알고리즘:

1. 드론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드론 착륙

장 주변 이미지 IE'를 획득한 후, IE'를 이

진화하여 NE'를 생성한다.

2. 드론 내부에 탑재된 PUF로 부터 내부 잡

음원 N I' 획득한다.
3. 획득한 NE와 N I'를 결합한 w'=NE'⊕N I'
를 계산한다.

4. 드론에 저장된 보조정보 h를 이용하여

r''=h⊕w'을 계산한다.

5. r''을 오류 정정 허용범위(t)내에서 디코딩

하여 r=Decode(t,r'')을 복원한다.

6. r을 시드로 이용하여 드론 제어용 암호키

k를 생성한다.

외부 잡음원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는 조도의 차

이, 카메라 렌즈의 잡음 등으로 동일한 장소에

서 촬영했어도 약간의 오차를 가진다. 이 오차

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허용되는 오류정정 파라

미터 범위 내에서 정정된다.

3.3 드론 제어 및 동작 단계

본 단계에서는 드론 제어용 암호키 k를 이용

하여 드론을 동작시키는 단계이다. 드론을 동작

시키기 위해서 이 k의 검증 결과 Validate(k)는

비밀정보 은닉단계에서 NE를 획득한 환경 a1과

비밀정보 복원단계에서 NE‘를 획득한 환경 a2의

동일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값을 갖는다.

입력: 오류 정정 허용 t
결과: 보조정보 h
알고리즘:

1. 초기 비밀 정보 r을 랜덤하게 선택한다.

2. 오류 정정을 허용하는 파라미터 t를 설정

한 후, r을 오류정정 코드로 인코딩하여

r'=Encode(t,r)를 생성한다.

3. 드론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드론 착륙

장 주변 이미지 IE를 획득한 후, IE를 이진

화하여 외부 잡음원 NE으로 설정한다.

4. 드론 내부에 탑재된 PUF로 부터 내부 잡

음원 N I 획득한다.
5. 획득한 NE와 N I를 결합한 w=NE⊕N I를
계산한다.

6. r'와 w를 이용하여 보조정보 h=r'⊕w를 생

성하여 드론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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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2가 a1과 동일한 정상적인 환경에서 생성된

값이라면 Validate(k)의 결과 값은 True로 드론

을 제어할 수 있으며, a2가 탈취 등의 이상 상

황에 따른 비정상적인 환경이라면 생성된 k의

검증 결과 False로 드론을 동작 시킬 수 없다.

IV. 드론 제어 메커니즘 구현

4.1 프로토타입 구현

제안하는 드론 제어 메커니즘을 실험하기 위

하여 Raspberry pi 3(1.4Ghz, 메모리 1G) 보드

를 탑재한 Pixhawk 4 비행 컨트롤러 드론을 사

용하고, 내부잡음원을 획득하기위해 ICTK G1

PUF를, 외부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해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 v2를 탑재하여 프로토타입을 구성

하였다.

그림 1. 드론 제어 메커니즘 프로토타입

본 프로토타입의 구현은 라즈베리파이에 설

치된 Dronekit-python API를 이용하여 C/C++

및 Python으로 구현하였다. 상황인지기반 드론

제어 메커니즘의 비밀정보 은닉 알고리즘 및

복원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오류 정정 코

드로는 BCH(Bose Chaudhuri Hocquenghem)

코드[9], 이진화 기법으로는 대표적인 이미지 전

처리 기법인 Otsu 기법[8], 암호키 생성 기법은

의사난수 생성기를 구현하는데 활용되는

SHA-256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실험 환경은 그림 2와 같다. 드론에 대한 동

작권한을 부여한 장소 a1은 비밀정보 은닉 단

계를 수행한 장소이다. 주어진 그림 2의 (a)와

(b) 장소에 대해, 비밀정보 복원 및 암호키 생

성 단계를 수행하는 장소 a2로 (a)를 선택하면

동작권한을 가질 수 있는 비밀정보가 복원된다.

반면에 a2로 (b)를 선택하면 비밀정보 복원에

실패하여 드론을 작동시킬 수 없다.

(a) 동작권한을

부여한 장소

(b) 동작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장소

그림 2. 실험 환경

실험을 위해 드론이 촬영한 외부이미지는 그림

3과 같다.

a1
드론이 비밀정보 은닉단계에서

촬영한 외부이미지

a2-a

그림2.(a)에 위치한 드론이

비밀정보 복원단계에서 촬영한

이미지

a2-b

그림2.(b)에 위치한 드론이

비밀정보 복원단계에서 촬영한

이미지

그림 3. 드론이 촬영한 외부 이미지

그림 4는 그림 3의 a2-a와 a2-b에 대하여 오

류 정정 허용 파라미터 t의 값의 따라 비밀정보

복원률을 나타낸 것이다. 동작권한을 부여한 장

소 a1에 대하여, 같은 장소 및 위치에서 드론이

외부 이미지를 촬영하여 그림 3의 a2-a를 얻었

을 경우에는 비밀정보 복원률이 t=10부터

100%이다. 반면에 동작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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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그림 2.(b))에서 드론이 촬영한 외부 이미

지 그림 3의 a2-b를 얻었을 경우에는 [4]에서

기술된 오류 정정 최대 허용 범위 t=26에서도

비밀정보 복원률은 0%이다.

그림 4. 비밀정보 복원율

4.3 제안하는 드론 제어 메커니즘의 안전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드론 제어 메커니즘의

안전성은 이중-요소 퍼지 커미트먼트 기법[4]의

안전성에 기반 한다. 드론 비밀 정보 은닉단계

에서 생성된 보조정보 h=r'⊕NE⊕N I는 PUF 칩

으로부터 추출된 N I를 XOR하여 생성하였다.

PUF가 출력하는 N I는 균일분포(uniformly

distribution)에서 선택된 난수[7]이기 때문에 h

또한 난수가 된다[4,6]. 따라서 드론에 저장된 h

로부터 다항시간 내에 비밀정보 r을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임의의 이미지를 사용하

여 복원을 시도하였을 경우, 비밀정보 복원 및

암호키 생성단계에서 오류 정정 허용 범위 내

에 비밀정보가 복원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V. 결론
본 논문에서 탈취된 드론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도록 외부의 환경정보와 내부의 고유한

잡음정보를 이중 요소로 하는 상황인지 기반의

드론 제어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제안 메커니

즘은 드론이 탈취될 경우에도 수집된 내부 정

보가 유출되거나, 탈취된 드론이 무단 도용되는

피해 방지를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

안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실험을 통해 위의 가

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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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으로 과거 영상만을 기록하는 것과 달

리 IoT 기술의 발달과 CCTV의 지능화 및 융

합화에 따라 발전되었으며, 현재 일상생활 속에

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CCTV를

사용하는 이유는 교통상황이나 유치원, 공원 등

공공장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경우와, 사건

사고시 현장을 관찰하거나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며, 범죄 예방을 위한 수

단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설치된 CCTV 환경에

서도 다양한 보안위협이 존재한다. 특히 CCTV

가 찍은 영상을 서버로 보내지는 구간의 보안

상태가 취약하다[1]. 이를 통해 공격자는 전송되

는 영상데이터를 획득하여 CCTV에 찍은 사용

자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조작하여 사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회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또한 다수의 카메라

의 영상을 관리는 서버가 공격자에 의해 해킹

당하면 다수의 CCTV는 공격자에 의해 제어 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영

상정보 암호화, 안전한 보안채널 구성 등 다양

한 보안기술이 존재하지만, 결국 서버가 영상데

이터를 볼 수 있으며, 키 분배도 별도로 고려하

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CCTV 환경에 속성기반 암호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속성기반의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

(Attribute-based Proxy Re-Encryption)을 적

용하여 인가된 사용자가 안전하게 영상데이터

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제어 기술을 제안하고

자 한다. 영상데이터를 속성기반 암호로 암호화

하여 서버에서 관리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의

속성이 암호화된 영상데이터의 속성에 해당되

는 경우 영상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그 외 다른 사용자가 영상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인증된 사용자의 한

CCTV 환경에서의 속성기반 프록시 재암호화를
사용한 영상데이터 접근제어 기술 연구+

황용운, 이임영

순천향대학교 컴퓨터학과

A study on video data access control technology using
attribute-based proxy re-encryption in CCTV environment

Yong-Woon Hwang, Im-Yeong Lee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최근 CCTV는 과거 영상만을 기록하는 것과 달리 IoT 기술의 발달과 CCTV의 지능화 및 융

합화에 따라 발전되었으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된

CCTV 환경에서 다양한 보안위협이 존재하는데, 공격자는 전송되는 영상데이터를 획득하여

CCTV에 찍힌 사용자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조작하여 영상데이터

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TV의 보안위협을 해결하고자 CCTV 환경에서

영상데이터를 속성기반 암호로 암호화하여 서버에서 관리함으로써 허가된 사용자만이 영상데이

터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그 외에 다른 속성을 지닌 자가 영상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할 때, 접

근자의 속성을 기반으로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을 활용하여 영상데이터를 재암호화함으로써 안

전하게 영상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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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증된 사용자의 속성을 기반으로 영상데이

터를 재암호화하여 기존의 영상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는 사용자 외에 추가로 인증된 사용자

도 영상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II. 관련연구

2.1 속성기반암호

속성기반암호는 각 개체의 속성(소속, 직무)

정보의 집합과 주어진 속성 집합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접근구조를 바탕으로

암복호화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속성기반암호

중 CP-ABE(Ciphertext-Policy)는 암호문을 생

성할 때 송신자가 접근구조를 지정하여 수신자

에게 전송하고, 수신자는 자신의 속성 집합을

기반으로 암호문을 복호화 한다[2]. [그림 1]과

같이 영상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수신자가 [A구],

[A 경찰서], [교통계]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송신자는 암호문에 [A구, A경찰서, 교통

계]라는 속성으로 접근구조 만들어 암호화하면

접근 구조를 만족하는 수신자만이 암호문을 복

호화 할 수 있다.

2.3 속성기반의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

속성기반의 프록시재암화 기법은 기존의 프

록시 재암호화 기법에 속성기반 암호를 적용한

방식이다. 사용자(속성에 의해 식별된)들은 하

나의 접근정책에서 다른 접근정책으로 암호문

을 재암호화 하는 Proxy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속성기반의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 중

CP-ABPRE는 접근구조 AS로 암호화된 암호문

C를 다른 사용자의 속성에 맞는 접근구조 AS’

로 변환하는 Proxy를 지정하여 변경된 접근구

조로 암호문 C를 C’로 재암호화하는 방식이다

[3][4].

III. 제안방식

본 장에서는 CCTV 환경에서 속성기반 암호

화 속성기반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을 활용한

영상데이터 접근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2,

3]은 본 제안방식이 적용되는 환경을 시나리오

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에서 CCTV에 녹

화된 영상은 A구의 A 경찰서 중 강력계와 교

통계 부서의 속성으로 암호화되어 있기에, A구

의 A 경찰서의 강력계와 교통계 부서만이 영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만약 범인이 청

소년인 경우 청소년과 부서도 이 수사에 참여

해야하며,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야한다. 하지만 청소년과 부서는 CCTV의 영상

데이터를 복호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그림 3]과 같이 속성기반 프록시 재암호화기법

을 사용하여 부서별 접근구조를 변환시켜 영상

데이터를 재암호화함으로써 청소년과 부서도

영상데이터를 복호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3.1 시스템 계수

본 제안방식의 시스템 계수는 다음과 같다.

·  : 신뢰할 수 있는 3기관(관리자)

·  : CCTV 영상을 관리하는 서버

·  : 공개 파라미터, 마스터키

·   : 접근자 속성데이터, 속성데이터 집합

·  ′ : 접근구조와, 변환된 접근구조

그림 2. 암호화된 영상데이터에 접근 시나리오그림 1. 왼쪽 CP-ABE, 오른쪽 KP-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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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암호화키, 접근자 비밀키

·  ′ : 암호데이터, 재암호화된 데이터

·   : 긍정 속성데이터, 부정 속성데이터

3.2 CCTV 영상암호화 단계

Step 1. CCTV는 TTP에게 등록메시지를 보내

등록을 요청하면 TTP는 CCTV 등록 후 공개

파라미터와 마스터키 ()를 생성한다.

⦁ Setup단계 : 공개파라미터  생성

Step 2. 접근자 속성데이터와 마스터키를 통해

접근구조 AS를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밀키

를 생성한다. 이후 CCTV에게 공개파라미터

와 사용자 접근구조()를 전송해준다.

⦁  : 속성의 집합 와 마스터키를

통해 비밀키 를 생성

Step 3. CCTV는 영상데이터 을 공개파라미

터와 접근구조()로 암호화하여 DVR

Server에게 전송한다. DVR Server는 CCTV별

로 저장 공간을 생성해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암호화된 영상데이터를 저장하며, 여기서 저장

된 CCTV의 영상데이터는 A구, A경찰서, 강력

계, 교통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  : 공개파라미터 와 접근구

조 로 영상데이터 암호화 단계

3.3 속성을 가진 사용자 영상데이터 접근단계

Step 1. 영상데이터에 접근을 요청하는 접근자

는 TTP에 접근하여 자신의 속성이 DVR

Server에 접근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Step 2. TTP는 접근자의 속성을 확인후 DVR

Server에 접근허가를 요청하고, 접근자 접근구

조로 암호화한 비밀키 를 전송 해준다.

⦁   : 접근자의 속성이 AS와 일치

하면 비밀키 를 획득할 수 있는 단계

·만약 가 AS에 속한다면  획득·만약 가 AS에 속한다면  획득실패

Step 3. 접근자는 DVR Server에 접근하여 암

호화된 CCTV 영상데이터를 비밀키 로 복호

화하여 볼 수 있다.

⦁   : 암호화된 영상데이터 에 해

당하는 속성을 지닌 자는 비밀키 로 복호화

할 수 있는 단계

3.4 다른 속성을 가진 사용자 영상데이터 접

근단계[그림 3]

Step 1. TTP는 새로운 속성(부서:청소년과)을

기반으로 접근구조를 →′ 변환 후 비밀키

로 재암호화키 를 생성한다. 이후 재암호화

키 를 DVR Server에 전송한다.

⦁  ′  : 새로운 접근구조  ′와
비밀키 를 통해 재암호화키  생성

Step 2. DVR Sever는 기존의 암호화된 영상데

이터 와 재암호화키 를 사용해 영상데이터

를 재암호화한다. 재암호화된 영상데이터에는

청소년과 부서의 속성이 추가되었다.

⦁   : 기존의 암화화된 영상데이

터 를 재암호화키 를 통해 재암호화 하는

단계

Step 3. 청소년과 부서의 접근자가 영상데이터

를 요청할 때, 3.4의 Step1∼Step2를 통해 TTP

로부터 자신의 속성이 DVR Server에 접근 가

능한지의 여부를 접근자의 속성으로 확인 후,

접근구조로 암호화한 비밀키 를 전송해준다.

그림 3 다른 속성을 가진 사용자 접근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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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접근자는 DVR Server에 접근하여 재

암호화된 CCTV 영상데이터를 비밀키 로 복

호화 하여 볼 수 있다.

⦁  ′  : 재암호화된 영상데이터

 ′에 해당하는 속성을 지닌 자는 비밀키 로

복호화 할 수 있는 단계

Step 5. 접근자의 권한 기간이 만료되면 TTP

는 DVR Server에게 재암호화된 영상데이터 삭

제를 요청하며, DVR Server는 재암호화되어

저장된 영상데이터를 삭제한다. 이로써 공간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기존에 암호화된

CCTV 영상 데이터의 속성을 지닌 접근자만이

영상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IV. 제안방식 분석

다음과 같은 장에서는 CCTV 환경에서의 발

생되는 보안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 재전송 공격 및 위장공격 : 재암호화된 영상

데이터는 사용자의 속성과 사용자의 비밀키

로 접근하여 복호화 할 수 있다. 이에 공격자

는 영상데이터를 도청하여 획득하더라도 복

호화 할 수 없음으로 재전송 공격이나 위장

공격 등에 안전하다.

·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제어 : 본 제안

방식에서 사용자가 영상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초기에 TTP에서 인증절차를 거친다. 또

한 DVR Server에 저장된 암호화된 영상데이

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속성과 암

호화된 영상데이터의 속성을 비교하여 일치

하면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본 제안방식에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 데이터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 : 본 제안방식

에서 CCTV 영상데이터를 속성기반으로 암호

화하여 데이터의 기밀성을 강화하였으며, 암

호화된 영상데이터의 속성과 일치하는 사용

자의 속성과 비밀키로만 영상데이터를 복호

할 수 있기에 영상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된다.

V. 결론
CCTV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위협을 해결하

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속성기반 프록시 재암

호화 기법을 활용한 영상데이터 접근제어 기법

을 제안하였다. 제안방식은 영상데이터가 속성

기반암호로 암호화되어 있기에 재전송공격이나,

위장공격과 같이 다양한 보안위협에 대해 안전

하다. 또한 CCTV에서 녹화된 영상데이터에 인

가된 사용자만이 접근 할 수 있어 안전하다.

향후 연구로는 속성기반 암호에서 사용자의

속성이 곧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된 속성기반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에서 사

용자의 속성에 익명성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속

성을 보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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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oT란 각종 센서가 부착되어져 있는 사물에 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많은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교환됨

으로서 빠른 연산을 통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상황에 더욱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화재 등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발생 가능

성을 감지하여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산업 등의 분야에서 고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IoT는 환경에 따라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

리, 스마트 헬스, 스마트 홈 등으로 분류되어지며, 초

연결 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를 가속화 시키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을 이용하여 축사에 대한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대부분

의 축사는 주인의 거주지와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

문에 실시간으로 직접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

에 따라 화재 등의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사

고가 발생 했을 시 막대한 자산 피해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사 내에 센서가 부착된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센싱(Sensing)를 통하

여 축사 내의 상태 데이터를 생성하고 서버로 전송

한 다음 데이터를 토대로 모니터링 서비스

(Monitoring Service)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

고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축사를 간접적

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등의 사고를 예

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 스마트 축사

축산업은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에 적절히 대응

하여 생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하지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축산업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시켜 전통적인 축산업 방식에서 탈피하고 축산

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팜

(Smart Farm)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 축

사는 스마트 팜의 모델 중 하나이며 IoT 등의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축

사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내․외부 환경 상태를 측

정하며, 수집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DB에 저장

스마트 축사 모니터링 시스템
박 환*, 박용석*, 김진보*, 김미선*, 서재현*

*목포대학교 정보보호학과

Smart Livestock Barn Monitoring System

Hwan Park*, Yong-Seok Park*, Jin-Bo Kim*, Mi-Sun Kim*, Jae-Hyun Seo*

*Division of information security,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 약

IoT는 각종 센서가 부착된 사물에 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다. 인터

넷에 연결함으로서 다른 사물들과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아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등의 여러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되

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축사에 Io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축사 환경을 구성하고 RTU와 게이

트웨이를 통해 생성되는 센싱 데이터를 서버로 전달하여 해당 축사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IoT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으며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

고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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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분석하여 축사 관리자에게 축사 정보를 제공

한다.[2] 이를 통해 먼지, 메탄가스 등에 의해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적정한 축사 환

경을 유지 및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III. 스마트 축사 모니터링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IoT을 이용하여 축사에 대한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대부분

의 축사는 주인의 거주지와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

문에 실시간으로 직접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

에 따라 화재 등의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사

고가 발생 했을 시 막대한 자산 피해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사 내에 센서가 부착된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센싱(Sensing)를 통하

여 축사 내의 상태 데이터를 생성하고 서버로 전송

한 다음 데이터를 토대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으로 축사를 간접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화

재 등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

다. 엔드 디바이스(End Device)에 센서(Sensor)를 장

착하여 센싱 데이터(Sensing Data)를 생성한다. 엔드

디바이스는 생성된 데이터를 RTU(Remote Terminal

Unit)로 전송하여 데이터를 정규화 한다. 이때 두 노

드는 WiFi 모듈을 이용하여 통신한다. 센싱 데이터

를 전송 받은 RTU와 게이트웨이(Gateway)는 Wifi

통신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전송 받는 게이트웨이는

유선망을 이용한 TCP/IP 통신을 이용하여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서버는 네트워크 서버(Network

Server), 데이터베이스 서버(Database Server), 웹 어

플리케이션 서버(Web Application Server)로 이루어

져있으며, 네트워크 서버는 게이트웨이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전송 받는다. 전송 받은 데이터를 데이터베

이스 서버에 저장하며, 서비스를 위하여 웹 어플리케

이션 서버에서 활용한다.

3.1 데이터 수집 및 정규화

엔드 디바이스는 센싱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센서를 부착한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

이다. 부착하는 센서의 종류에는 온도, 습도, 메탄 가

스, 화재 감지 센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센

서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아두이노(Arduino) 또는

라즈베리파이3(Raspberry PI3)를 기반으로 개발하였

으며, WiFi 모듈을 부착하여 RTU와의 통신을 가능

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림 2) End Device

RTU는 마이크로 컴퓨터인 라즈베리파이3를 기반

으로 개발하였다. 라즈베리파이3에 내장되어져있는

WiFi 모듈을 이용하여 엔드 디바이스로부터 센싱 데

이터를 전송 받는다.

(그림 3) 정규화 데이터 포맷

RTU는 센서들이 제조사와 종류가 달라서 각각의

센싱 데이터의 포맷(Format)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 3)와 같은 포맷으로 정규화 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정규화 데이터 포맷은 해당 센싱 데이터를 생

성한 엔드 디바이스의 관리를 위한 엔드 디바이스

아이디(ED_ID)와 정규화 및 전송을 하는 RTU의 아

이디(RTU_ID), 생성된 센싱 데이터와 생성된 시간으

로 구성하였다. 정규화 한 데이터를 WiFi 통신을 통

하여 게이트웨이로 전송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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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TU

축사와 서버 간의 거리는 지역적으로 떨어져있다

는 점으로 고려하여 RTU와 서버 간의 데이터 전달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를 구축하였다. 게이트웨이는

미니 PC(Mini PC)인 브릭스(Brix)를 기반으로 개발

하였으며, 내장되어져있는 WiFi 모듈을 이용하여

RTU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

선망을 이용한 TCP/IP 통신을 통하여 RTU로부터

전송 받은 데이터를 네트워크 서버로전송한다.

(그림 5) Gateway

3.2 모니터링 서비스

(그림 6) Server 구조

서버의 구조는 (그림 6) 와 같다. 네트워크 서버는

유선망을 통하여 게이트웨이와 TCP/IP 통신을 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

스로 전달되어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저장한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서비스를 위하여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요

청하여 데이터를 전달받는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가 서비스를 위하여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데이터

베이스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

달받는다. 전달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웹 어플리케

이션 서버는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환경으로는 우분투 리눅스(Ubuntu Linux)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네트워크 서버는 C 언어를 이용

하여 TCP/IP 프로토콜을 개발하였고 NoSql 데이터

베이스인 몽고DB(MongoDB)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

스 서버를 개발하였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node.js와 HTML5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그림 7-1) 온도 모니터링 (그림 7-2) 습도 모니터링

(그림 7-3) 메탄 가스

모니러터링
(그림 7-4) 화재 감지

모니터링

(그림 7) 축사 모니터링

(그림 7)는 센서를 부착한 엔드 디바이스로부터 센

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 받아 모니터링 서비스

를 위해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부착된 센

서의 종류로는 온도, 습도, 메탄 가스, 화재 감지 센

서로 구성하였다.[1]

IV. 결론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센서가 부착된 End

Device가 생성하는 센싱 데이터를 토대로 서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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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리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버는 축사와 먼 거

리에 위치해있다. 그러기 때문에 짧은 통신 거리를

가지고 있는 Wifi를 이용하여 센싱 데이터를 서버까

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많은 게이트웨이를 필요로 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통신 거리를 가

지고 있으면서 End Device와 같은 경량화 시스템에

적합한 통신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LoRA라는 저전력 장

거리 통신 기술을 시스템 적용하여 비교적 적은 게

이트웨이로도 서버까지 데이터를 전달할 계획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보안 취약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 통신과 IoT 기기에

대해 암호화 통신, 무결성 보장 등의 보안적 요소를

접목하여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

법을 연구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Alert 정책을 수립

하여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 유지 장치를 통

해 자동적인 관리 서비스를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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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변

의 물리적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주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에 여러

개의 센서(Radar, Lidar, Ultrasonic sensor, camera, GPS 등)가 탑재되고 측정된 정보

를 기반으로 주행 판단을 내린다. 이러한 환경에서 센서 정보의 위·변조 및 센서의 오

작동은 탑승자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한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센서가 탑재된 상황에서 센서의 위·변조 공격을 탐지하고 위·변조 공

격에 회복력을 가지는 센서 퓨전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I. 서론

최근 여러 회사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 자율주행 환경

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기 위해 외부환경

의 인식은 필수 불가결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

로 인해 외부환경을 인식하는 센서 정보의 위·

변조 및 센서의 오작동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

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공격자

가 자동차의 센서 정보를 위·변조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3], [4], [5]. 이러한 공격에 안전하

기 위해 센서 정보는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며

위·변조 공격에 회복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

해 센서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센서

퓨전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6], [7], [8].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보(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R7117-18-0161, 자율주행 스마트자동차용 이상징후 탐지

핵심기술개발)

본 논문에서는 센서의 위·변조 공격을 탐지

하고 위·변조 공격에 회복력을 가지는 센서 퓨

전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는 특정한 외부환경의 물리량(전방 물체와의 거

리, 전방 물체의 각도 둥) 측정을 위해 여러 개

의 센서(Radar, Lidar , camera, ultrasonic

sensor 등)를 사용한다. 센서 퓨전 알고리즘의

목적은 N개의 센서 중 f(<N)개의 센서의 정보

가 위·변조 되었을 때 이를 탐지하고 올바른 센

서 정보의 범위를 추정해 안전한 주행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센서 퓨전 알고리즘은 센서 정보의 위·

변조 공격뿐만 아니라, 날씨에 따른 센서의 오

작동 상황에서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abstract sensor model, Marzullo의 센서 퓨전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 기

존의 센서 퓨전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4장에서

기존의 센서 퓨전 알고리즘의 한계점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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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5일 때 f값에 따른 퓨전 구간

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 기존 센서 퓨전 알고리

즘에 한계점을 보안할 수 있는 센서 퓨전 알고

리즘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II. 배경지식

2.1 자율주행 자동차

인간의 운전 없이 센서(Radar, Lidar, GPS,

camera)로 주위의 환경을 인식하여 목적지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2]. 많은 회사가 이를 연구

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GM, Ford, BMW,

Volkswagen등 완성차 업체들뿐 아니라 Google,

Apple등과 같은 IT 업계와 Bosch와 같은 부품

업체도 존재한다 [1].

2.2 Abstract sensor model [9]

Abstract sensor model은 각각의 센서가 실

제 값을 포함하는 구간을 컨트롤러에게 제공하

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센서는 오류 임계치

δ를 가지고 있고, 시간 t에서 센서 i의 측정 값

을 S(i,t)라고 하면 센서가 컨트롤러에게 제공하

는 구간은 [S(i,t)-δ,S(i,t)+δ]가 된다.

2.3 Marzullo의 센서 퓨전 알고리즘 [9]

Marzullo는 abstract sensor model에서 센서

퓨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이는 많은 센서

퓨전 알고리즘에 기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6], [8]. Marzullo의 센서 퓨전 알고리즘은 <그

림1>과 같다. 여기서 f는 공격당한 센서의 개수

를 의미한다. 이때 f는 


보다 작다는 가정이

있다(N: 센서의 개수). 이 방법에서 퓨전 구간

값은 적을수록 신뢰할 수 있는 측정값이고 f가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III. 연구동향

3.1 센서 퓨전 알고리즘에 시스템 모델 및 공

격자 모델 [6], [7], [8]

이번 절에서는 센서 퓨전 알고리즘에서 공통

적으로 제안하는 시스템 모델과 공격자 모델을

정의한다.

3.1.1 시스템 모델

센서 퓨전 알고리즘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음

과 같은 시스템 모델을 가정한다.

1. 하나의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해 N개의 센

서를 이용한다.

2. 센서는 공유된 버스로 연결되어 모든 측정

값은 모든 노드에 broadcast 방식으로 전

달한다.

3. 센서는 일정한 주기로 측정을 반복한다.

4. 컨트롤러는 매 라운드 마다 N개의 센서로

부터 측정값을 받고 퓨전 알고리즘을 실행

한다.

3.1.2 공격자 모델

1. 공격자는 공격에 성공한 센서의 출력 값만

위·변조가 가능하다.

2. 센서는 공유된 버스로 통신하기 때문에 공

격자는 공격에 성공한 센서를 통해 다른

센서의 측정값을 알 수 있다.

3. 공격자는 몇 개의 센서 정보를 위·변조하

여 퓨전 알고리즘의 출력 값(구간의 크기)

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2 스케쥴링 기법을 이용한 센서 퓨전 알고

리즘에 대한 연구 [6]

R. Ivanov 등은 Mazullo의 센서 퓨전 알고리

즘[9]을 기본 개념으로 이용하여 공격자가 센서

측정값을 위·변조하였을 때 그 영향을 최소화하

는 통신 스케쥴링 기법을 제안했다.

해당 논문에서는 센서 측정값의 구간 길이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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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탐지 알고리즘

내림차순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비교했다. 공격

자는 공유된 버스를 통해 자신이 위·변조한 정

보를 주입하기 전 모든 측정값을 볼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퓨전 구간의 크기가 최대가 되

게 하는 위·변조한 정보를 주입한다. R. Ivanov

등은 많은 실험을 통해 오름차순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 더 공격의 영향을 줄일 수 있

다는 것을 발견했다.

3.3 칼만 필터를 기반의 추정 기법을 이용한

센서 퓨전 알고리즘 [7]

S. Lee 등은 여러 개의 센서의 통합과 위·변

조탐지 알고리즘을 위해 칼만 필터 기반의 추

정기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하나의 센서에 대한 추정값은 주어진

행렬 A, B, C에 대해 상태공간모델을 통해 식

(1)과 식(2)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x는 상태벡터, y는 출력벡터, u는 제어

입력벡터를 의미한다. 위에 식에 칼만 필터를

적용하여 여러 개의 센서를 통합하면 다음 상

태의 추정값은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탐지 알고리즘은

<그림2>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해당 연구는

이전 상태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태에 대해 위·

변조 탐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4 history based pairwise inconsistency를

이용한 센서 퓨전 알고리즘 [8]

K. Yang 등은 Mazullo의 센서 퓨전 알고리

즘[9]을 기본 개념으로 이용하여 퓨전 구간과

historical 측정을 사용하기 위해 가상의 센서를

추가하고 가상의 센서와 실제 센서 사이의

pairwise inconsistency를 사용하여 위·변조 공

격을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해당 논문에서는 불일치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10]을 기반으로 한 위·변조 공격 탐지 기

법을 이용한다. 아래와 같은 3가지 상황을 약한

불일치로 판단한다.

1. 서로 다른 두 개의 센서의 측정 구간에 교

집합이 없으면 두 개의 센서는 약한 불일

치가 존재한다.

2. 각 센서의 측정 구간과 퓨전 구간에 교집

합이 없으면 가상의 센서와 약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3. 각 센서의 이전 측정 구간과 현재 측정 구

간에 교집합이 없으면 가상의 센서와 약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일정 기간동안 약한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존

재하면 이를 강한 불일치로 인식하고 최종적으

로 특정 센서의 강한 불일치가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위·변조 공격을 당한 센서로 인식한다. 이

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그림 3>의 예제에서 t=5일 때 센서 4는

위·변조 공격을 당한 센서로 인식이 되고 t=6에

서는 센서 3이 위·변조 공격을 당한 센서로 인

식된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는 일정 기간동안 센서

측정값을 분석하여 특정 센서가 특정 시점 t에

서 일시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격과 구

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 [11]을 이용하여 위·변

조 공격검출의 오탐율을 감소시켰다.

해당 연구는 기존의 센서 퓨전 알고리즘 여

러 개를 융합하여 위·변조 공격에 대한 탐지의

성능을 개선 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

IV. 한계점 분석

기존의 기법 중 Mazullo의 센서 퓨전 알고리

즘 [9]을 기반으로 설계된 기법 [6], [8]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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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격 탐지 예제 [8]

는 공격당한 센서의 수 f가 


보다 작은 경우

에만 퓨전 구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

한 스케쥴링 기법을 이용한 센서 퓨전 알고리

즘 [6]의 경우 공격을 탐지하지 못하는 한계점

을 가진다. 칼만 필터를 기반의 추정 기법을 이

용한 센서 퓨전 알고리즘 [7]은 공격을 효율적

으로 탐지하지만 실제 공격 상황에서 회복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리고

history based pairwise inconsistency를 이용한

센서 퓨전 알고리즘 [8]의 경우 공격자가 알고

리즘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공

격한 센서에 올바른 측정값을 넣으면 강한 불

일치를 피할 수 있으므로 공격당한 센서로 인

식되지 않을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센서의 위·변조 공격에 회복력

을 가지는 센서 퓨전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다. 그러나 4장에서 분석한 대로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각각

의 센서에서 전처리 과정에서 공격을 탐지하여

퓨전 알고리즘에서는 공격을 당한 센서를 배제

함으로 올바른 센서값을 추정할 수 있는 센서

퓨전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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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소프트웨어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핵심적인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의 보호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스템의 치명적인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침해

역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

어의 보호 기술의 필요성은 늘 강조되고 있다. 난독

화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보호 기술 중 하나로써 소

프트웨어를 보호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난독화란 프로그램의 기능성은 유지하

되 내부 로직을 이해하기 어렵도록 프로그램을 변형

하는 기술이다. 난독화 기술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

프트웨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개발 업

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난독화 기술이 안전하게 소프트웨

어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1) 본 연구는 고려대 암호기술 특화연구센터(UD170109ED)

를 통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난독화 기술에 대한 평가

기술이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이에 [7]은 난독화 기

술의 평가 지표로써 Potency(난독화된 코드를 사람

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 Resilience(난독화된 코드

를 자동화 기계가 분석하기 어려운 정도), Cost(난독

화된 코드의 추가적인 시간/공간적 비용)를 제시하였

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독화 기술을 제안하는 논문이

나 도구들은 해당 기술의 Cost만을 평가 기준으로써

제시하며 보호 강도의 정량적인 값을 제시하지 않는

다. 난독화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는 Potency와

Resilience이기 때문에 이의 평가 기준도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이면서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 모델

이 있어야 난독화 기술의 보호 강도를 정확하게 평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과 난독화 기술들

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의 부재로 아직

평가 기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다수의 난독화 기술은 직관적으로 안전하게 보

여질 뿐 보호 강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호 강도가 검증되지 않은

난독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난독

화 기술의 보호 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

소프트웨어 난독화 기법 평가 기술 연구 동향1)

백은수* 석재혁* 이재융* 이동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Research Trend of Evaluation Technology on
Software Obfuscation Technique

Eun-Su Baik*, Jae Hyuk Suk*, Jae Yung Lee*, Dong Hoon Lee*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요 약

소프트웨어 난독화 기술의 공통적인 제약사항은 역공학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

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제안된 소프트웨어 난독화 기법 평가에 대한 연구는 저조한 편이다. 난

독화 기법 평가 기술의 부재는 보호 강도가 검증되지 않은 난독화 기법의 사용을 초래하고, 이

는 소프트웨어의 중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난독화 기법 평가 기술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최근 이의 연구 동

향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난독화 기법 평가 기술의 요구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연구계획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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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난독화 기술의 Potency와

Resilience에 대한 평가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그들

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난독화

기법 평가 기술 연구 동향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

식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최근 난독화 기법 평가 기

술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 평

가 기술 요구사항 및 보완사항을 정리한다. 마지막으

로 5장에서 향후 연구계획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Ⅱ. 배경지식

2.1 소프트웨어 난독화

소프트웨어 난독화란 프로그램의 기능성은 유지하

되 내부 로직을 이해하기 어렵도록 프로그램을 변형

하는 기술이다. 난독화는 크게 데이터 난독화, 제어

흐름 난독화, 레이아웃 난독화 그리고 방지 난독화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 프로그램 분석시 대다수의 공격

자가 목표로 하는 것은 데이터와 제어흐름 획득이므

로 공격 대상은 데이터 난독화와 제어흐름 난독화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까지의 난독화 기법 평가 연구는

비교적 제어흐름 난독화에 대하여 많이 이루어진 편

이다. 반면 데이터 난독화에 대한 평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2 기호실행

기호실행[8](Symbolic Execution)은 프로그램의

입력값에 대한 실행 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이다.

입력값을 기호화하여 이에 대한 실행 경로 획득이

가능하고, 역으로 특정한 실행 경로를 위한 입력값

생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

하다. 기호실행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소프트

웨어 테스트이다. 현재까지의 역난독화 연구는 기호

실행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기호실행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에는 KLEE[6]가 있다.

Ⅲ. 난독화 기법 평가 기술 연구 동향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장에서는 난독화 기

술 평가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제시한다. Potency

와 Resilience에 대한 평가 기술에 관한 연구를 각각

두 가지씩 제시한다. 난독화된 프로그램의 Cost는 측

정 방법이 매우 자명하기 때문에 별도로 평가 기술

이 연구된 바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그 후 네 가지 연구의 기여

도와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난독화 기술의 평가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Potency 평가 기술에 대한 연구

이번 절에서는 데이터 난독화에 대한 Potency 평

가 기법인 [1]과 제어흐름 난독화에 대한 Potency 평

가 기법인 [2]를 소개한다. [1]의 경우 인간을 대상으

로 하여 난독화 기술 분석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 [2]의 경우 기계학습 알고리즘(ANN:

Artificial Neural Networks)을 이용하여 난독화 기술

분석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1.1 Assessment of Source Code

Obfuscation Techniques[1]

[1]은 VarMerge2)([그림 1] 참고)라는 데이터 난독

화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를 인간이

분석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Potency를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 2개와 이에 VarMerge 난독화

를 적용한 프로그램 2개(총 4개)를 15명의 학생이 분

2) VarMerge란 여러 개의 스칼라 변수를 하나로 합치는

난독화 기법으로 적용 시 데이터 난독화 기법 중에서는 분

석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음

[그림 1] VarMerge 난독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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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결과에 대하여 분석 성공 여부, 분석 수행 시

간, 분석 수행 효율성을 측정함으로써 VarMerge가

프로그램 분석에 주는 영향을 통계 자료로 제시하였

다.

본 논문은 데이터 난독화에 대한 Potency 평가를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7]의

Potency 지표 표현방식은 프로그램 복잡도

(Complexity, μ)를 수식으로 표현하였으나, 이는 실

제 분석가의 난독화 분석 어려움 정도와는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의 실험 방식은 실제 공

격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도출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개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

므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3.1.2 Estimating Software Obfuscation

Potency with Artificial Neural Networks[2]

[2]는 ANN을 이용한 원본 프로그램에 대한 제어

흐름 난독화 기법 적용 후의 Potency 예측 모델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하였던 프로그램 복잡

도 수식 중 Cyclomatic Complexity(CC)와 Halstead

Length(HL) 값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Diablo[5]가 제공하는 난독화 기법 중 제어흐름 난

독화 기법 몇 가지를 분석 대상 프로그램에 적용하

고, 기법 종류별로 CC와 HL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데이터 셋을 생성하고 이를 ANN에 학습시킴으로써

예측 모델을 구성한다. 학습된 ANN을 이용하여 원

본 프로그램의 CC와 HL 값으로부터 난독화 기법 적

용 후의 각각의 값(CC, HL)을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ANN은 실증적 결과에 근거하

여 36 Feed-Forward Neural Networks로 구성되었

다. 또한 Root Mean Square Error(RMSE) 값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10-Fold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

여 매개변수를 결정하였다.

본 논문의 ANN의 Potency 예측 결과는 실제 난

독화 적용 후에 얻은 Potency의 데이터 분포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원본과

난독화가 적용된 프로그램의 Potency 관계를 선형적

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당 ANN 모델

을 활용하면, 프로그램의 난독화 적용에 소요되는 시

간보다 100여 배 이상 빠르게 Potency 지표 수식 값

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최적의 난독화

기법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예측 모델의 결과는

난독화 기법이 단일 적용되어있는 경우 정확하지만,

다중 적용된 경우에는 예측 정확도가 급격하게 떨어

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실질적으로 난독화 기법은 다

중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이

용하여 현실적인 최적의 난독화 기법 결정에 활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Resilience 평가 기술에 대한 연구

이번 절에서는 자동화 공격에 대한 Resilience 평

가 방법론을 제시한 [3], [4]의 연구를 제시한다.

3.2.1 A Framework for Measuring Software

Obfuscation Resilience against Automated

Attacks[3]

[3]은 임의의 난독화 기법에 대하여 공격자 모델과

난독화 기법의 안전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여

Resilience 평가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 후 이전의 역

난독화 연구를 해당 방법론에 대응시킨 결과를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원본 프로그램의 제어흐름과

이의 데이터 획득을 목표로 하는 공격자에 대한 개

념을 각각 정의한다. 그 중 가장 능력이 좋은 Best

Attacker의 개념을 정의하고 Best Attacker의 공격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안전함이 보장되는 개념을 정

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난독화 기법의 안전성

보장을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Tigress

Diversifying C Virtualizer3)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난독화 옵션으로 라이센스 검증 루틴을 난독화하며,

이를 제안하는 방법론에 적용함으로써 안전성 검증

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공격자 목표는 라이센스 검증을 통

과하는 것이다. 공격자는 KLEE Symbolic Execution

Engine을 사용함을 가정하고 공격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본 연구 수행결과로써 KLEE에 대한 Resilience를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타 연구의 Resilience 평가는

공격 성공 여부만을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

격의 기준 시간을 정의하는 방법론을 추가적으로 제

시하여 상호비교가 가능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였다.

해당 결과는 KLEE가 아닌 타 분석도구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여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

3) http://tigress.cs.arizon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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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논문에서는 Best Attacker로써 KLEE

를 지정하였는데, 이의 타당성이 별도로 검증되지 않

았다. 또한 수행한 실험 결과 중에서 KLEE가 공격

에 실패했던 경우가 존재하였고 이 경우, 안전성 보

장의 기준 시간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였다.

3.2.2 Predicting the Resilience of Obfuscated

Code against Symbolic Execution Attacks via

Machine Learning[4]

[4]는 난독화 기술의 Resilience를 측정하며, 해당

지표에 영향을 크게 주는 소프트웨어 특성을 찾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추출된 소프트웨어 특성에 대한

회귀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자동화된 공격에 대한

Resilience를 예측한다.

우선 해당 연구에서 사용하기 위한 원본 프로그램

데이터 셋을 생성한다. 그 후 원본 프로그램을 평가

대상 난독화 도구를 이용하여 난독화 기법을 적용한

다. 난독화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동화된 공격에 소

요되는 시간을 기록한다. 동시에 난독화된 프로그램

의 소프트웨어 특성 값을 추출한다. 추출된 특성 값

에 특성 선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자동화된 공격

소요시간에 영향을 주는 특성 셋을 추출한다. 마지막

으로 추출된 특성 셋을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하

여 Resilience를 예측하는 회귀 분석 모델을 설계한

다. 이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그림 2]와 같다.

해당 논문이 제시한 방법론으로 난독화된 프로그

램의 Resilience를 예측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의

정확도는 80% ~ 90%에 달한다. 또한 Resilience를

예측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타 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진다.

그러나 해당 결과는 자신들이 생성한 데이터 셋4)

에 대해서만 해당 정확도를 가지며, 실제적인 프로그

램에 대해서는 Resilience 예측 정확도가 많이 떨어

짐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해당 예측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과정에도 실제적인 프로그램

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평가 기술 요구사항 및 보완사항

본 논문에서는 Potency와 Resilience 평가 기술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평가 기술

요구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평가 기술 연구를 위

하여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표

1]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 기술 연구의 요구사

항을 정리하며, 더불어 평가 기술 연구를 위한 보완

사항을 함께 제시한다.

4.1 기존 연구의 평가 기술 요구사항

기존 난독화 기술 평가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정

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고려할 점은 데이터 수집,

기술 검증 그리고 평가 요인 등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면에서는 다양한 실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충분한 수의 데이터 셋 수집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셋의 수집을 위한 방안 또는 기준이 제시되

어야 평가 주체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4]에서는 라이센스 검증 루틴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셋을 생성하기 위한 C Program Generator

구현 방법/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향후 연구될 난독화 평가 기술은 일반성을

가지면서 이의 검증 결과도 제시되어야 신뢰할 수

있다. [3], [4]는 일반화시킨 난독화 평가 기술을 제시

하였으므로 환경에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평가 대상 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복합적

으로 지표를 측정하여야 한다. [1]의 경우 Potency에

대한 평가 요소로 공격 성공 여부와 시간, 효율성을

4) C Program Generator, 본 논문 저자들이 구현한 간략화

된 프로그램 랜덤 생성기가 생성한 데이터 셋임

[그림 2] Resilience 예측 모델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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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려하였다. [1]을 보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Potency 지표를 고려할 때, 인간의 공격 수행 결과/

시간과 [2]의 프로그램 복잡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

여 나타내는 것이 다방면의 특징을 고려하므로 객관

적인 평가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2 기존 연구의 평가 기술 보완사항

4.1에서 제시한 평가 기술 요구사항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며 이를 [표 1]의 보완사항에 제시하였

다.

우선 다양한 공격 기법 및 난독화 기술 간의 비교

평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난독화 평가 기술의

목적 중 하나는 평가 대상 난독화 기술이 타 난독화

기술에 비해 얼마나 우수한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따

라서 난독화 기술간의 지표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평가 점수 보정

방안과 평가 대상 지표 간 종합적 평가 점수도 제시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자열 암호화 기법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문자열이 많은 경우 난독화 적용

범위가 넓어져서 해당 기법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분

석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프로그램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이에 대

한 보정을 하여야 정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 대상 지표 간 종합적 평가 점수 제시가 필요

한 이유는, 예를 들어, 실제 프로그램 분석은 인간이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Potency와 Resilience를 동시에 고려한 평

가 점수를 제시할 수 있어야 전반적인 평가 및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평가 기술 제안에 활용되는 분석 모델

의 적합성 검증이 필요하다. [1]의 경우 다량의 데이

터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 결

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1]의 데이터의 개수는 해

당 분석 모델을 적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므로 적절

한 모델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실험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난독화 기법 평가 기술 동향

을 소개하고 이들의 기여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난독화 기법 평가 기술

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제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난독화 평가 기술을 정리

하고 이의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보완

사항을 만족하는 난독화 기법 평가 기술 연구를 수

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평가 기술의 연구는 추후 더

욱 강화된 난독화 기술을 연구함에 있어 기준과 지

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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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송기범, 류승진, 윤한준,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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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CT융합 新산업이 확산됨에 따라 경제와 산

업 발전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보안 측면에서 양날의 검으로 큰 재앙이 되어

다가올 수 있다. 보안 사고에 활용되는 공격수

법이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 또한 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 위협에 맞서 산업

계에서는 보안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지하고 비즈니스 영역 전반에 걸친 보안 대

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필

요한 보안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학계에서는 보안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연구하

고 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해내는 보안 관련 학

과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안의

중요성과 나날이 증가하는 사회의 관심에도 불

구하고‘보안’과 ‘안전’에 대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보안 용어들의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하여 보안의 학문으로서의 독

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보안 개념을 혼용하고 있거나 명확한

정의가 부재된 상태로 보안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다음 그림과 같이 기사와 도서에

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기사 제목에서 융합

보안 전문가를 명시하였지만 기사의 내용은 융

합보안이 아닌 정보보안 인력수요 통계자료를

사용하며 정보보안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다

(상단 좌측). 다른 기사에서 정보보안과 사이버

보안의 개념을 동일하게 여겨 기사 제목과 내

용에서 둘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하단 좌측). 또한 기업보안의 명확한 개념

이 정립되지 않아서 정보보안과 사이버보안 자

료를 근거 자료로 잘못 사용되고 있었다(하단

우측). 기사뿐만 아니라 도서에서도 보안 개념

ICT 기반 보안 개념과 영역에 관한 조사 연구
전민서*, 나원철**, 장항배***

*더존비즈온 포렌식센터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보안학과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

Research on ICT-Based Securty Concepts and Domains

Minseo Jeon*, Onechul Na**, Hangbae Chang***

*Forensic Center, Duzon Bizon

**Department of Security Convergence,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Industrial Security, Chung-Ang University

요 약

꾸준히 발생하는 보안 사고와 그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회의 보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학문적 관심과 연구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연구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안’과 ‘안전’에 대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보안 용어들의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게 이

루어지지 않은 채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하여 보안은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혼용하고 있는 다양한 보안 용어를 선정하고 그 용어들의 개념을 국내외 문헌 분석을 기

반으로 개념을 정리한 후, 정리한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관

련 연구자들에게 용어의 혼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보안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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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용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었다(상단 우측).

‘기업보안’이 도서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서

내용에 기업보안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제시되지

않았다.

<그림 1> Exaples of Using Security

Concepts Mixed

이러한 관점에서 보안이 학문으로서 정체성

을 확립하기 위해서 보안에 대해 연구자들의

동일한 개념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현재 보안의 성격 상 같은 연구주제라 하

더라도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

며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미로 사

용하고 있어 학문적 교류와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혼용하고 있는 다양한

보안 용어를 제시하고 그 용어들의 개념을 국

내외 문헌 분석을 기반으로 개념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하여 정리한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2.1 보안 개념 관련 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혼용

하고 있는 보안 용어를 선정하고 그 개념을 정

리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옥스퍼드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Safety)

과 보안(Security)의 의미를 살펴본 바, 두 단어

모두 공통적으로 ‘위험’과 ‘보호’라는 단어를 내

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전(Safety)은 단순히

상태를 말하고 있는 반면에 보안(Safety)은 보

호하는 활동이라 정의하며 좀 더 적극적인 의

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주체로 둘의 차이

가 나타났는데, 안전(Safety)은 위험과 사고가

나지 않는 상태로 만들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

다. 하지만 보안(Security)은 사회의 안녕, 국가,

건물 등 보호대상을 명시함으로써 보호하는 활

동에 중점을 두며 책임의 주체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정필운[1]은 그의 연구에서 사이버보안, 정보

보안, 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등의 개념이 어떻

게 정의될 수 있으며 서로 어떤 상관성이 있는

지 정리하고, 정보통신기술로 모든 것이 연결되

는 세상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응

하는 것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어떠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탐색하고자 하였

다.

김정덕 외[2]는 융합보안에 대한 국외의 연

구를 참고하여 국내에서 혼용되고 있는 융합보

안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융합보안을 통합보안

과 복합보안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융합

보안 적용 시 고려해야할 접근 방법을 제시하

였다. 융합보안에 대한 정의를 위해 국외의 다

양한 연구기관에서 제시된 융합보안 개념을 참

고하였다.

또한 이창무[3]는 보안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이라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업보안을 제목으

로 설정한 모든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조사

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내외 문

헌과 표준문서에서 제시한 개념을 종합한 다른

연구와 달리 이론화와 개념화에 대해 깊은 고

민을 하였던 연구였다.

2.2 개념 정립 관련 연구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보안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보안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기

여하는 것이다. 어떠한 분야가 학문으로 성립되

기 위해서는 첫째, 고유한 분석의 단위가 존재

하고 둘째, 인접 분야와는 구별되는 목표와 그

에 따른 방법론이 정당하여야 한다고 하였다[4].

이러한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개념에 대한 연구

를 용어 이론의 중심이자 출발점[5]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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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III. 용어작업

3.1 용어작업 기준 선정

용어작업 기준으로 제시된 ISO 704 및 남북

통일 표준화 원칙은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지만

용어 작업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므로 용어작업 기준 선정에 충분히 고려되어

야 한다. 따라서 위 원칙들을 존중하면서 현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기준을 ‘명료성’, ‘배타성’,

‘포괄성’으로 선정하였다.

명료성의 경우 ISO 704와 남북통일 표준화

원칙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투명성

(Transparency)과 개념표현의 정확성을 참고하

였다. 개념의 가장 주된 특징을 반영하고 애매

혹은 모호한 표현 없이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면 명료성이 높은 점수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

였다.

배타성은 전통적 용어 이론의 원리 중 ‘제4

원칙 일의성 원칙’이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전

통적 용어 이론의 원칙은 다음 표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배타성의 이론적 배경

이 된 ‘제4원칙’은 인지 용어론자들로부터 용어

의 자율적인 발전과 변화를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대표적인 사회 인지 용어론자인

Temmerman[6]은 ‘제4원칙’이 전문용어에 효과

적이라 관찰하였다.

포괄성의 경우 현재 보안 개념이 혼용되는

원인 중 하나인 외국어로 된 개념을 국내로 받

아들이면서 번역의 오류로 인한 개념상의 혼란

이 야기하는 점을 새로 제시하는 개념에서 바

로잡고자 하였다. 따라서 적합성

(Appropriateness), 학술적 체계성 및 원어와의

대응관계 등을 고려하여 본 기준을 선정하였다.

3.2 용어작업을 위한 보안 개념 선정

기사 검색 DB를 통하여 수집된 총 2,193건

의 기사에서 NetMiner를 통한 키워드 ‘보안’과

의 연관성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보안과 미국, 국가정보원, 청와대가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보안 개념과 관계가 낮은 인

물, 기관, 장소를 제외한 결과 보안 관련 개념

은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기업보안’, ‘산업보

안’, ‘연구보안’, ‘융합보안’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안 개념 노드의 사이즈, 밀도, 연결 분포 등

을 미루어보아 보안 개념 자체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선정된 보안 개념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 제

시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연구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제시한 개념이 적절

성 평가 기준에 부합하고자 명료성, 배타성, 포

괄성 기준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설문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념과 함

께 개념을 도식화한 그림을 함께 첨부하였다.

Terms Concept

Security

Activities that maintain
order and well being by
protecting the objects in
the environment from risk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to protect assets
that have information from
the viewpoint of
information life cycle
(generation ~ distribution ~
destruction)

Cyber

Security

Activities to protect the
object of cyberspace from
threats

Enterprise

Security

Activities to protect assets
(object) from threats for
stable business activities of

<표 1> Summary of Security

concept(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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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4.1 1차 전문가 조사 분석

상기 선정한 보안 용어와 그에 대한 개념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조사지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집

하는 차원에서 폐쇄형 및 개방형 형태로 질문

지를 설계하였다. 예를 들어 “제시된 개념 외에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개념과 그에 대한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선정된

각각의 용어와 제시한 개념에 대해 개방형의

질문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전문가들의 대표적

견해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집하고자 하였

다. 또한 필요시 전문가의 이해와 응답의 용이

성을 위하여 개념을 도식화한 그림을 함께 제

시하였다.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을 얻을 수 있었으며 다음 표는 그 중 ‘보

안’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 결과, ‘보안’,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기업보안’, ‘산업보안’, ‘연구보안’, ‘융합보안’에

대한 명료성, 배타성, 포괄성 모두 평균값(표준

편차)이 평균 이상으로 높게 도출되어, 선정한

보안 용어와 그에 대한 개념의 타당성이입증되

었다.

4.2 2차 전문가 조사 분석

2차 전문가 조사는 라운드테이블 회의 방식

으로 진행하였으며, 참가자 간 상하 구별 없이

corporations (organizations)

Industrial

Security

① As a non-broad concept,
industrial security means
protecting an
organization's
technology.

② As a broad concept,
industrial security means
"security of the industry"
that reflects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Research

Security

Activities to prevent
leakage or infringement of
major R&D outcomes that
occurred during the entire
implementation process of
national R&D projects

Convergence

Security

① Integration of security
measures (physical
security + information
security)

② Creation of new value
through fusion of
security technology and
other industries

Terms

Respondent(n=15)

Eva-
lua-

tion
Frequency

Ave-
rage

Sta
nda
rd-
De
vi-
atio
n

Securit

y

Cla-ri

ty

Not very

right
0

4.73 0.44Not right 0
General 0
Right 4
Very right 11

Ex-cl

u-sivi

-

ty

Not very

right
0

4.13 0.18Not right 0
General 4
Right 5
Very right 6

In-

clu-si

vi-

ty

Not very

right
0

4.40 0.71Not right 0
General 2
Right 5
Very right 8

<표 2> Results of the experts evaluation of

'Security'(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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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수평적인 자유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르고자 하였다. 2차 전문가 조사

는 1차 조사에 응답한 인원 중 전문성과 경력

을 감안하여 6명을 선정하여 심층 논의가 이루

어졌다. 1차 조사 결과의 자신의 의견을 서면

으로 작성하고 상호 확인을 거친 후 토론 형식

으로 진행되었다.

2차 조사 때 가장 심도 있는 이야기가 진행

된 부분은 보안의 주체와 범죄 연관성 여부였

다. 3차 조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보안의 주체

와 범죄 연관성이 포함된 보안의 개념으로 수

정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보안’이라는

중심이 되는 개념에서 파생된 개념이 많기 때

문에 ‘보안’의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었다고 생각된다. 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이 안전과 구별되는 부분

은 인간의 개입 여부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피

해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의 실수에 의한 오용

과 의도적 남용 모두 보안의 범주 안에 속한다

고 보여진다.

또한 2차 조사 때 보안과 안전의 차이점 다

음으로 많이 언급된 문제는 정보보안과 사이버

보안, 기업보안과 산업보안의 차별성이 뚜렷하

지 않다는 것이었다. 지적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3차 조사 때 수정된 개념을 제시하고 회의가

진행되었다.

연구보안의 경우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

념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

개발사업(R&D)을 진행하는 기업과 조직에도

적용이 되어 광의의 개념을 갖는 수정된 개념

을 반영하여 3차 조사 때 수렴된 의견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4.3 3차 전문가 조사 분석

2차 조사 때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수정된 개념을 제시하고 2차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3차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제시된 개념의 배타성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3차 회의를 통하여 보안의 개념을 명확

히 함으로써 각 개념이 보안에서 파생된 개념

인 점을 미루어보아 각각의 개념이 완벽하게

배타적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보안은 사람의 범죄행위(실수에 의한 오

용, 의도적 남용을 모두 포함)로부터 보호대상

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사람의 범죄행위라는 보안

이 안전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을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을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사이버보안과 정보보안의 모호성을 보호대상

과 보호환경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가들의 합

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보안과

산업보안의 모호성을 완벽하게 해소하기엔 다

소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다. 보안 개념의 연구

가 활성화 되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적

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보안’과 ‘안전’이 갖는 차

별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다

음과 같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보안은 사

람의 실수에 의한 오용과 의도적 남용으로 인

한 범죄행위로부터 보호대상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 사람의 실수 즉, 인위성이 안전과 구별

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안과 그 외의 보안 개념들이 보안으

로부터 파생된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개념이

완벽하게 배타적일 수 없다는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호대상과 환경의 차별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선된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이 전문가 델파이조사로 진행

된 만큼 비교적 오랜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어야 했지만 조사 기간이 짧았던 점,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용어학의 용

어작업 기준에 의하여 보안 개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산업보안의 협의적 개념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산업보안의 영역을 넓히는데 기

여하고자 광의적 개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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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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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범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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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책임

 

및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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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품질 및 규정준수

 

평가

 

GP-3:ISM

 

설계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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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프로그램관리(CPM)

  

자산, 

 

구성 및 변경 관리(ACM)

  

상황인식(SA)

  

이상징후 탐지 및 사고대응,

  

업무연속성 관리(IR)

  

위협 및 취약점 관리(TVM)

  

계정 및 접근 관리(IAM)

 

침해사고관리

 

OSP-20:

 

사고대응

 

OS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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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큰 논쟁거리로 떠올랐던 가상화폐 거래소

인 빗썸이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었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개를 대상

으로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보호체계 점검 시행한

결과로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취급자

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

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의 이용자 보호조치가 전반

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1][2].

그러나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과 관련된 기준을 강제할 법규나 제도 등이 마련되

어 있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49조에 의해 정보보호

평가인증을 받는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이 높은

탓에 중소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아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2].

해외의 경우 일본을 볼 수 있는데 일본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해서 약

5700억 원 상당의 뉴이코노미무브먼트(NEM)를 도

난당했고 이탈리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

그레일(BitGrail)은 신생 가상화폐인 나노(Nano)

1700만 개가 무단 인출되어서 1840억 원 상당에 피

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2].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

해서 다양한 가상화폐가 발행되고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거래소가 많아짐에 따라서 현재 가상화폐 거

래소 관련 법률을 해외 법률과 비교 분석하여서 국

내 현황에 맞게 보안 관련 법률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국내

외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III 장에서는 국내외의 가상화폐 관련 제

도 및 시장현황을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IV 장에

서는 국내 현황에 맞게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법률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안

한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앞서 진행된 비교 분석

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법

규 강화의 필요를 강조하고 향후 법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시

전 형 율, 오 장 욱, 서 정 택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Proposal of a revision to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for

Security of Virtual Money Exchange

Hyung Youl Jeon, Jang Wook Oh, Jung Taek Seo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최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고, 다

수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보안 대비를 소홀히

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주 표적으로 떠 올랐다. 2018년 1월에는 일본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인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해 약 57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하였고, 국내에서 한 가상화

폐 거래소가 개인정보 유출 및 가상화폐 도난을 당한 사례가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큰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올해부터 ISMS 인증 대상에 들어

가지만, 중소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여전히 법의 테두리에 들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소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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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버
공격 사례 분석

2.1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 사례 분석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사이버 공격

을 받아 회원 정보 3만 1000여 명의 개인정보

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그림1] 은 개인정보

가 유출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으로 써 빗썸

의 직원 PC로 악성코드를 심은 입사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이를 통해 내부 PC로 감염

되어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

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3].

[그림1] 빗썸 개인정보 유출경로

2.2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 사례 분석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코인체크 해킹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NEM 이라는 가상화폐

가 해킹으로 인해 탈취되었고, 피해액은 580억

엔(한화 5천 6백억) 규모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이 사건의 원인은 보안 시스템을 유지

하기 위해 가상화폐 지갑을 인터넷과 차단되는

거래 시스템인 ‘콜드 월렛’을 따로 확보하고 관

리해야 하는데 코인체크에서는 이를 갖추지 않

았고, 전체거래 시스템을 24시간 인터넷에 연결

해 놓았기 때문에 해킹에 노출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관리 소홀로 가상화폐 탈취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례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보

안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것

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개정(안)이

필요하다.

III. 국내·외 가상화폐 관련 제도 및 시
장현황 비교 분석

3.1 국내 가상화폐 관련 제도 분석

현재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이 아

닌 전자화폐(문화상품권, 전자화폐 등)와 같이

통신판매사업자로 취급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

을 적용을 받는다. 아래 [표1] 과같이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7조2항(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의 2, 3번의 내용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이거나, 전년도 말 3개월 평균 일일 이

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

으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이 되지 않

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
제 47조 2항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

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

야 한다. <신설 2012.2.17., 2015.12.1.>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 원 이상

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

자 수 100만 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표 1] 대한민국 법제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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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서는

올해부터 다음 [표 1]의 2항의 3번의 내용을 만족

하는 4개의 대형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

빗)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대상자로 인증을

이행하여야 하지만, 반면에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의 거

래소는 개인정보 관리체계(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ePRIVACY Mark)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서 가

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을 높이도록 마련하였

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조치는 강제성이 없고, 자

율인증 제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행

한다는 보장이 없다[5].

3.2 해외 가상화폐 관련 제도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국내 가상화폐 관

련 제도의 미비점을 바탕으로 해외의 가상화폐 관

련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가상화폐 관련 제도

를 보완해 보고자 한다.

3.2.1 미국

해외의 가상화폐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미

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가상화폐 규제안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뉴욕주에서는 비트

라이센스(BitLicense)를 도입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였다. 비트라이센스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 거래소, 디지털화폐 교환소, 디지털화폐 보관/

관리 업체 등 디지털통화사업자는 해당 감독규정을

만족시켜 취득해야 하지만 영업할 수 있고, 허가를

위해서는 고객 자산 보호, 디지털화폐 거래 영수증

발급, 디지털화폐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준수,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등의 사항을 충족해야만 한다. [6]

3.2.2 일본

일본의 경우 다음의 [표2], [표3] 와 같이 자금결

제법 내에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업무를 규제하

고 있고, 가상화폐 교환 업체에 관한 내각 부령에

따라 개인 이용자 정보의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

고 있다. II 장에서 다루었던 코인체크 해킹 사건

또한 자금결제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서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가능

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졌다[7].

일본 자금결제법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업무

규제(제63조11)
제63조의11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 화폐교환업

에 관해서 내각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가상

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재산과 가상화폐를 거래소

의 재산 또는 가상화폐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

다.

2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

상황에 대해서 내각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정기에 공인 회계사(공인 회계사 법(쇼와 이십삼

년 법률제103호) 제16조의 두 다섯항에 규정하는

외국 공인 회계사를 포함한다. 제63조14의3항에

서는 동일) 또는 감사 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

다.

[표 2] 일본 총무성,”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가상화폐 교환업체에 관한 내각부령
제12조 가상 화폐 교환 업체는 그 행적을 가상

화폐 교환업의 업무 내용 및 방법에서 가상 화폐

교환업에 관련된 전자 정보 처리 조직 관리를 제

대로 수행하려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 이

용자 정보의 안전관리 조치 등)

제13조 가상화폐거래소는 취급하는 개인 가상화

폐 교환업체 이용자에 관한 정보 안전관리, 종업

원의 감독 및 해당 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

에는 그 위탁처의 감독에게 해당 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표 3] 일본 총무성,” 가상화폐 교환업체에 관한 내

각부령“

이처럼 일본과 미국처럼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법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보았을 때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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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 가상화폐 관련 정보통신망법
법률 개정(안) 제시 및 기대효과

4.1 국내 가상화폐 관련 정보통신망법 법률

개정(안) 제시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개정(안)을 제시하게 되

는데, 그 이유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권이

아닌 통신판매사업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정보통신

서비스로 볼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대해 보호하기 때문에 선

정하게 되었다.

앞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ISMS의 인증기준

에 해당하는 4개의 대형거래소처럼 ISMS 인증의

기준을 낮추어서 중소규모 거래소들도 인증을 받게

만들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그렇게 되면 다른 통신판매업 업종까지도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표 4] 와 같

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가상화폐 거래소가 안

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한다.

[표 4]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정보통신망 법률

개정을 제안하는 안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안, 정보보호 관

리체계 인증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 개인정보 이용

통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위의 [표 5]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6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대상자의 범위

에 대해 개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특성상 소규모의 사업자라도 하더라도 고

객의 자산 안전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침해사고 예방에 특히 신경

쓸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신규진입

또는 소자본으로 운영되더라도, 정보보호 최고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6조의6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대

상자의 범위)

1.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

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증을 받아야 하는 자

3.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유

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꾸려나가

는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6호에 따라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사업자

6. 상시 종업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자

(추가) 7. 암호화폐의 거래 중계 및 유통을 취

급하는 통신판매업자(이하 암호화폐 거래소)

및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

[표 5] 대한민국 법제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36조의 6

암호화폐의 거래 중계 및 유

통을 취급하는 통신판매업자

(이하 암호화폐 거래소) 및 가

상통화 관련 사업자(추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49조

암호화폐의 거래 중계 및 유

통을 취급하는 통신판매업자

(이하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

제47조제2항제2번, 제3번과 관

계없이 대상에 포함한다. (추

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17조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 제30조

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해당하

는 명세 및 외부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도 같이 통지하여야

[표 4] 가상화폐 관련 정보통신망 법률 개정(안)
요약

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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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지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시

행령 제36조의6 신고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위의

[표 5]와 같이 대상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신고 대상자의 범위에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장

의 규모 또는 이용자 수에 상관없이 정보보호 최

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안전한 암호화폐 거

래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상화폐 거래

소의 소규모 사업자 및 신규진입하는 사업자에 대

해 고객의 자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

안체계를 필수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

가 필요하다.

위의 [표 6]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로

정보보호 관리체계(약칭 ISMS) 인증 대상자의 범

위를 나열한 것으로, 현행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의 경우 제49조의2항 2번 및 3번의 조건에 부합되

는 거래소는 4곳뿐이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ISMS 인증을 받을 의무가 없다. 더불어 [표 7]의

개인정보이용내역의 통지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

문에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이거나,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0만 명 미만인 소규모의 가상

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강제성

이 없어 보안대책에 대해 미흡해지는 상황이 발생

하게 된다.

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및 신규 진입을 준비하

고 있는 거래소에게 보안에 대한 대비 및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아래 [표 6]

및 [표 7]와 같이 법안 개정(안)을 제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란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

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5.31.>

1.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

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

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

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

다.

4. 암호화폐의 거래 중계 및 유통을 취급하는

통신판매업자(이하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 제

47조제2항제2번, 제3번과 관계없이 대상에 포

함한다.

[표 6] 대한민국 법제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0조

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암호화폐의 거래 중계 및 유통

을 취급하는 통신판매업자(이하 암호화폐 거래

소) 및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

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

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

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2.>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

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

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

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

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표 7] 대한민국 법제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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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년도 매출액이

나 일일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ISMS 인증 대

상자로 정하여, 규모에 상관없이 암호화폐 거래소

의 보안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만들 수 있으며, 개

인정보 이용내역 통지할 때 외부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도 통지하게 하여 전자상거래법 으로는 부족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명성을 증대할 수 있다.

4.2 기대효과

본 논문의 개정안을 통해서 앞으로 가상화폐 거

래소는 보안규제를 통해 대형 거래소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거래소들도 정보보호책임자 지정해서

보안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통지하게 하게 하여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온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규정에

대해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것은 대형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만 해당되며 중소규모 거

래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알아보았고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망법과 해외 관련법

을 분석하여서 국내 현황에 맞게 기존 법률의 개

정(안)을 제안하였다.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정하고 ISMS인증과 정

보보호최고책임자 임명, 개인정보이용내역 등을

통지하여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가상화

폐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법 규제를 제안하였

다. 따라서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개인정보보

호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입법 후에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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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및 [표 4] 대한민국 법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표 2] 일본 총무성,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표 3] 일본 총무성, “가상화폐 교환업체에 관한

내각부령”

[표 5]부터 [표 7] 대한민국 법제처,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④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

라 이용자에게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내역 및 외부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도 같이 통

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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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을 활용한 CVSS 점수 예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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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의 비약적인 발전과 IT산업의 꾸준한 성장에 따라 새롭게 발견되는 취약점도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취약점은 존재하고 있는 대상에 관계없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공격자

에 의해 악용될 경우 큰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취약점을 발견하고 패치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패치를 진행할 취약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식별된 취약점의 위험

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CVSS의 점수를 평가되기 전에 미리 예측하기 위한 방안으로

딥 러닝의 활용을 제시한다.

I. 서론

최근 네트워크의 비약적인 발전과 IT 산업

의 꾸준한 성장으로 인해 발견되는 보안 취약

점의 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트렌드마이크로 社의 “2017년 연간 위협 보고

서”에 따르면 2017년의 제로데이 취약점은 2016

년보다 98%증가하였고 기존 취약점에 대한 악

용 사례도 더 증가하였다고 밝혔다[1]. 취약점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분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고 여부에 따라 악의적인 목적을 지닌 공

격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점의

유무를 점검하고 패치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

다.

국내·외에서 취약점을 악용함으로써 발생된

대표적인 보안 사고로 워너크라이(WannaCry)

가 존재한다[2]. 워너크라이는 랜섬웨어

(Ransomware)의 일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

도우의 파일 공유에 사용되는 서버 메시지 블

록 원격코드의 취약점을 악용함으로써 하루 만

에 전 세계 100개국의 컴퓨터 10만대를 감염시

켜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전 세계적으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예방의 경각심을 불러 일

으켰다.

취약점에 대한 악용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은 사전에 취약점의 존재 여부를 점검

하고 패치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하

지만 존재하는 취약점이 많을 경우 보안 관리

자 입장에서 모든 취약점들을 식별하고 패치

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작업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해 MITRE사에서 1999년 만든 체계인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와

FIRST에서 만든 CVSS(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가 존재한다[3][4].

CVE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 취약점

및 노출에 대한 참조 방법을 제공하는 고유 표

기번호로써 CVE라는 문자에 취약점이 발견된

년도와 취약점 보고 순서를 의미하는 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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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1]의 좌측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처

럼 표현되었으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취

약점들을 모두 표현하기에 제약적인 고정길이

방식으로 인해 가변길이를 가지는 새로운 CVE

형식으로 14년 1월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

고 있다[5][6].

[그림 1] CVE 형식

CVSS는 고유 식별 형식인 CVE형태로 제공

되는 취약점에 대해 개방적이고 정량화된 위험

도를 평가하고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오픈 프

레임워크로써 보안 관리자에게 취약점들의 우

선순위를 결정하고 가장 큰 위험성을 지닌 취

약점부터 패치 할 수 있도록 수치화된 위험도

정보를 제공한다[7].

CVE를 통해 취약점을 식별하고 CVSS에 의

해 측정된 위험도 점수를 통해 보안 관리자는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할 취약점을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롭게 등록되는 CVE에 대해서는

CVSS 점수가 바로 측정되어 등록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등록된 CVE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하기에 어려

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로

Fuzzy-System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

다[10]. 해당 연구에서는 CVSS 점수를 예측하

기 위해 OSVDB에 존재하는 CVE Description

과 CVSS 점수를 가진 CVE들을 수집하고, 불

용어 제거, 어간 추출,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통해 특징 벡터를 추출한 뒤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사용하여 차원을 축소

하고 Fuzzy-system을 활용하여 예측했다[10].

이전의 연구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과 자체

적으로 설계한 Fuzzy-system을 활용하여

CVSS 점수를 예측하였으나, 최근 예측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딥 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이용한 CVSS 점수 예측 연구는 없었다. 이에

따라 딥 러닝을 이용한 CVSS 점수 예측 기법

을 소개한다.

II. 관련연구

2.1 CVSS

CVSS는 CVE형태로 표현되는 취약점에 대

하여 수치화된 위험도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오픈 프레임워크로써 아래 [그림 2]와 같이 기

본 메트릭(Metric) 그룹, 임시 메트릭 그룹, 환

경 메트릭 그룹 총 3가지의 메트릭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CVSS 측정기준 그룹

기본 매트릭스는 시간과 사용자 환경에 의해

변하지 않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특징들을 나

타내며 임시 메트릭은 사용자들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경되는 취약

점의 특징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환경 메트릭

은 특정한 사용자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취

약점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CVSS 기

본 메트릭 그룹은 취약점의 근본적인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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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취약점에 특

징을 부과하는 목적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분명

하고 직관적으로 취약점의 정보를 제공한다.

만일 CVSS를 이용하는 관리자가 매우 정확

하게 자신들의 환경에 존재하는 위험이 반영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임시 매트릭스와 환경 매

트릭스 그룹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러

한 모든 메트릭이 정해지면 CVSS만의 정해져

있는 수식을 거쳐 CVSS의 점수가 산정된다.

2.2 딥 러닝

딥 러닝(Deep Learning)은 머신러닝의 한 분

야로 심층 인공신경망에 학습 알고리즘과 방대

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 능력을 지속

적으로 개선시키는 기법으로 인공신경망의 깊

이가 깊어질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구조를 지닌

다.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은

수많은 뉴런이 시냅스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

신경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 뉴런의 학습으로

인해 변화되는 시냅스의 가중치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는 구조로 인간 두뇌에서 영

감을 얻은 컴퓨팅 시스템 모델 전반을 의미한

다[9].

인공 신경망의 각 뉴런들은 여러 층에 구성

되어 있는 서로 다른 뉴런들 간의 시냅스에 의

해 아래 [그림 3]과 같이 완전 접속망(Fully

Connected Network)구조를 이루며, 이 구조에

나타나는 뉴런과 계층의 수는 신경망을 설계하

는 설계자에 따라 혹은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

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림 3] 인공 신경망 구조

입력층의 뉴런은 학습을 위해 입력되는 데이

터들의 값이 할당되며 은닉층의 뉴런들은 입력

층의 뉴런들이 가진 값과, 연결된 시냅스의 가

중치의 값을 곱한 뒤 지정된 활성화 함수를 통

하여 도출된 값을 가진다. 이러한 과정을 존재

하는 계층의 수만큼 반복하면 출력층에는 최종

값이 도출되어 훈련 데이터의 정답과 비교를

통해 오차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입력층에 입

력된 학습용 데이터로부터 출력층에 도출되는

값의 오차를 계산하는 과정을 순전파(Forward

propagation)라고 하며 계산된 오차를 출력층에

서 입력층 방향으로 전파시키면서 각층의 가중

치를 변경 하는 과정을 역전파(Back

propagation)라고 한다.

도출된 오차의 값이 역전파와 순전파의 반복

을 통해 0에 가까워질수록 정확도가 높은 신경

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2.3 Fuzzy-System을 활용한 CVSS 점수 예

측 연구

CVSS 점수 예측을 위해 Fuzzy-System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OSVDB에 존재하는 CVE의

Description과 CVSS 점수를 가진 CVE를

19,320개 수집했다[8][10]. 수집된 데이터 중

CVSS 점수는 정답 레이블로 활용하고

Description은 특징으로써 활용하기 위해

Description으로부터 단어를 추출하고 불용어를

제거한 뒤 어간 추출 알고리즘을 통해 어형이

변형된 단어로부터 어간을 분리해낸 후 추출되

는 단어들을 TF-IDF를 사용하여 단어의 빈도

수를 계산했다.

TF-IDF는 전체 문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단

어들이 특정 문서 내에서 갖는 중요도를 나타

내는 통계적 수치로써, 문서의 핵심어를 추출하

는데 사용된다. TF는 특정 단어가 한 문서 내

나타나는 빈도수 값이며,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DF(Document

Frequency)의 역수로 DF는 특정 단어가 전체

문서 내에서의 나타나는 빈도수 값이다[11].

TF-IDF는 TF와 IDF의 곱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문서 내에서 단어 빈도가 높을수록, 전체

문서들 중 그 단어를 포함한 문서가 적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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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IDF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TF-IDF를 사용

하여 흔하게 나타나는 단어들을 제거했다.

그 후 WVT(Word Vector Tool)를 사용해

서 특징 벡터를 생성하고 고차원의 데이터를

LDA 및 PCA를 통해 차원을 축소함으로써 훈

련 속도와 분류 기준의 정확성을 높였다. 차원

이 축소된 데이터의 3분의2를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테스트 위한 데이터로 구성

하여 SVM, Random-Forest와 전문 지식과 수

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Fuzzy-System

을 활용하여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Fuzzy-System이 88.01%

의 학습 데이터 정확도와 88.37%의 테스트 데

이터 정확도로 가장 좋은 정확도를 도출했다.

하지만 체계적인 설계법이 존재하지 않는

Fuzzy-System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는 불확

실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설계자가 정한 규칙

과 정확한 추론이 아닌 합리적인 추론을 거쳐

얻어짐으로써, 잘못된 예측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12]. 또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자체적

으로 설계한 Fuzzy-System을 통해서만 CVSS

점수가 예측되고, 본 연구 외에 딥 러닝을 활용

하여 CVSS 점수 예측을 시도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는 딥 러닝의 활용

을 통해 CVSS 점수를 예측하는 기법을 제시한

다.

III. 딥 러닝을 활용한 CVSS 점수 예

측 기법

CVSS 점수가 평가되지 않은 CVE의 점수를

예측하기 위해 우리는 CVE-details에 존재하는

모든 CVE들의 ID와 CWE ID, 악용 수, 취약점

타입, 영향을 받는 제품, Description, CVSS 점

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총 수집한 데이터의

수는 약 95,860개로 정답 레이블 역할을 하는

CVSS 점수와 데이터 식별을 위한 CVE ID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학습을 위한 특징으로

활용된다[13].

각 CVE ID마다 특징 행렬을 만들기 위해

Description을 제외한 데이터는 종류의 수를 추

출한다. 추출 된 데이터 중 제품의 경우 존재하

는 종류의 수가 약 38,004개에 이르지만 특징

행렬의 크기와 자주 등장하지 않는 종류들을

고려하여 Description의 크기에 맞춰 유동적으

로 구성된다.

Description은 파이썬의 자연어처리 모듈을

이용하여 불용어 제거, 명사만 추출한 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의 순위를 기준으로 각 1000

개, 500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Description의

개수에 맞춰 아래 [표 1]과 같이 A와 B의 모델

과 같은 크기의 특징 행렬이 구성된다.

A 모델 B 모델

CWE-ID 106 106

Of Exploit 1 1

Vulnerability

Type
14 14

Vendor_Product 175 675

Description 1000 500

Total 1296(36x36) 1296(36x36)

[표 1] 특징 행렬 구조

구성된 특징 행렬을 기반으로 수집한 데이터

의 학습을 위해 주로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사

용되며 2012년 세계적인 이미지 인식 경연 대

회 우승 모델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사용하였다. CNN의 구조상 입력

데이터를 이미지로 입력받기 때문에 1296크기

의 1차원 행렬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36x36 크기의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로 변환한

다.

변환된 전체 이미지 중 70%는 학습용 데이

터 셋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30%는 테스트를 위

한 데이터 셋으로 구성하여 A, B 모델에 대해

각각 200 에폭 만큼 학습을 진행한 결과

Description에 대한 특징이 더 많았던 A모델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Training Accuracy 96%,

Test Accuracy 62%를 도출하였고 제품의 특징

이 더 많았던 B모델은 [그림 5]와 같이

Training Accuracy 97%, Test Accuracy 62%

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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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모델 학습 결과

[그림 5] B 모델 학습 결과

IV.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딥 러닝을 활용하여 취

약점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CVSS 점수를 예측

하기 위해 기존에 평가되어 있는 CVE들의 정

보를 수집하여 특징으로 CWE-ID, 악용 수, 취

약점 타입, 제품, Description을 선정하고 딥 러

닝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96∼97%의 학습 데이터 정확도와 62%의 테스

트 데이터 정확도를 도출하였다.

88.01%의 학습 데이터 정확도와 88.37%의

테스트 데이터 정확도를 도출한 Fuzzy-System

을 활용한 논문과 비교할 때, 아직 테스트 데이

터 정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수집된 데이터에서 선정된 특징

들이 활용되기에 아직 가공되지 않고 정형화

되지 않아 도출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로 정형화된 특징을 도

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더 나은 정확도

를 도출하는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고자한다. 이

를 통해 평가되지 않은 취약점의 위험도를 예

측하여 긴급한 취약점은 우선적으로 패치되고

예방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 보안에 기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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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고가의 프린터 장비와 이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유지 관리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프린터 장비를 사지 않고 일정한 금

액을 지불하고 무인 복합 출력기를 많이 사용

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인 복합 출력기는 각종

저장매체나 이메일로 받은 각종 문서나 사진

등을 길거리, 지하철, 학교, 도서관 등에서 바로

인쇄 할 수 있고 문서작업은 물론, 인터넷 사

용, 필요한 문서나 사진을 스캔하여 전송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작업을 복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렇게 무인 복합 출력기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언제 어

디서나 원하는 문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여

러 가지 기능을 가진 무인 복합 출력기를 이용

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여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 별도의 시설을 찾아

다닐 필요없이 평소 동선상에서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많은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무인 복합 출력

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사람이 사용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무인 복합 출

력기를 개발할 때 외적인 부분과 사용자 인터

페이스 등 보안적인 관점이 아닌 다른 외적인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사용

자들이 무인 복합 출력기를 사용함으로써 이로

인해 생기는 보안적인 문제점을 가질 확률이

다소 높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무인 복합기

를 통하여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출력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 복합 출력기에서 안전

하게 문서가 저장 및 관리되어야 한다. 무인 복

합 출력기 특성상 일반 사용자와 악의적인 사

용자를 구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보안에

무인 복합 출력기 솔루션의 취약성 분석

지우중, 김형식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A Security Vulnerability Analysis for Printer Kiosks

Woojoong Ji, Hyoungshick Kim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요 약

무인 복합 출력기는 각종 저장매체나 이메일로 받은 각종 문서나 사진 등을 길거리,

지하철, 학교, 도서관 등에서 바로 인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복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기기이다. 사용자들이 때로는 무인 복합기를 통하여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 복합 출력기에서 안전하게 문서가 저장 및 관리되

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 복합 출력기에 대한 다양한 보안 위협 가능성을 분석하

고, 실현 가능한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공격의 실현 가능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 중인 상용 무인 복합 출력기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한 결

과, 다른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탈취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 또한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

터의 대학IC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

되었음(IITP-2018-2015-0-00403)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357 -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 예를 들어 악의적인 사

용자가 무인 복합 출력기에 일반적인 사용자로

위장하여 악의적인 행동이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수행하게 된다면 무인 복합 출력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악의적인 사용

자에게 전송되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 복합 출력기에 대한

다양한 보안 위협 가능성을 분석하고, 실현 가

능한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러

한 문제 때문에 보안적인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보안적

인 문제점과 앞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사용

중인 상용 무인 복합 출력기의 네트워크 트래

픽을 분석한 결과, 다른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탈취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

의 민감한 개인 정보 또한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무

인 복합 출력기에 대한 공격 방법에 대해 설명

하고 3장에서는 2장에서 설명한 공격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취약점 개선방안, 마지막

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공격

2.1 메타 데이터

메타 데이터란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데

이터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의가 되지만, 구체

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메타 데이터를 활

용하는 집단이 다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ISO 15489에서는 메타 데이터를 기록의 맥락과

내용, 구조와 기록관리 전 과정을 기술한 데이

터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록에 대하여 맥락,

내용, 구조, 관리내력 이라는 4가지 영역을 기

술하는 데이터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메타 데이터의 많은 유형 중 HTTP

URL이라는 메타 데이터는 URL에 특정 데이터

를 저장하는데 사용이 된다. 예를 들어 URL 메

타 데이터 소스에 대한 입력은 RFC 표준에 의

하면 http://host:port/path?query의 형식으로 이

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URL 메타 데이터의 정

보를 이용해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용 무

인 복합 출력기 A사에 대해 분석해 보았고 실

제 공격 사례는 3장에서 설명하겠다.

2.2 재전송 공격

재전송 공격[1]이란, 사용자의 인증을 쿠키에

만 의존해 공격자는 단순한 네트워크 도청을

통해 해당 쿠키 정보를 쉽게 탈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탈취한 쿠키 정보를 그대로 해당 사이

트에게 다시 보내게 되면 해당 사이트는 쿠키

만 가지고 사용자를 인증하기 때문에 그대로

탈취당한 사용자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거나

해당 쿠키 정보가 적용된 타 사이트까지 이동

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까

지 탈취가 가능하다. 또 이렇게 사용자의 로그

인에 관해 생성되는 쿠키 정보가 매번 로그인

할 때마다 생성되는 정보가 아니라 바뀌지 않

는 고정된 쿠키 정보이면 탈취 당한 쿠키를 가

지고 악의적인 사용자는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탈취당한 쿠

키를 이용해서 인증이 되는 이유는 요즘 웹 서

비스들은 그룹 단위로 통합하는 곳이 늘어감에

따라 이를 위해 다양한 솔루션이 개발되었지만

솔루션들의 보안성은 대부분 쿠키에만 의존하

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쿠키 정보를 이용한 공격 방

법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뀌지

않는 쿠키를 공격에 이용한 것처럼 URL안의

메타 데이터에 존재하는 특정 사용자를 나타내

는 값이 바뀌지 않는 정보라는 점이 같아 해당

URL의 메타 데이터에 대해 조작하거나 재전송

한다면 악의적인 공격이 이루어진다.

2.3 추측공격

본 논문에서는 해당 사용자를 나타내는

URL 메타 데이터를 탈취하여 해당 사용자뿐만

아니라 추측 공격으로 다른 사용자의 개인 정

보까지도 탈취가 가능한 것을 실제 사례로 소

개한다.

추측 공격[2]이란(Guessing Attacks), 공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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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자의 의도보다 비교적 작은 키 공간에

서 키에 대한 추측 및 검증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며, 불법적으로 키 또는 패스워드를 알아내

고 이를 이용하여 인증 및 암호키 분배의 안정

성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추측 공격을 암호분석

(cryptanalysis)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한된 작은 키 공간에서 사용자를 나타내는 특

정값을 추측 하는 공격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

해, URL 메타 데이터에서 사용자의 고유한 정

보를 나타낸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재전송 공

격을 수행하거나 사용자를 나타내는 공간이 제

한적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공격자는 제한된 공

간만큼만 추측 공격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용

자의 데이터까지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2.4 공격 시나리오

본 논문의 전체적인 공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공격이 이루어지려면 무인 복합

출력기만 가지는 특징을 이용한다. [그림 1]에서

는 일반 사용자와 악의적인 사용자가 함께 존

재한다. 하지만 무인 복합 출력기 솔루션에는

이를 회원가입을 통해 구분하려고 하지만 A사

의 경우 비회원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

의적인 사용자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도 악의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 A사의 무인 복합 출력기 솔루션 구조

[그림 1]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①에서 일반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통해 회원으로 해당 솔루

션을 이용하거나 비회원으로 선택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

한다. 그런 다음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문서

작업, 인터넷 서핑, 스캔, 인쇄 등 여러 작업 중

사진을 스캔하는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

면 스캔파일은 ②처럼 해당 솔루션 서버에게

보내게 된다. 그런 다음 ③처럼 사용자에게 받

은 스캔파일을 다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파

일 서버에 전송하여 ④처럼 각 사용자별로 파

일이름을 지정하여 저장한다. 해당 솔루션은 이

렇게 파일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⑤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로 해당

URL 정보를 평문의 값으로 넘겨주게 된다. 그

후 사용자는 평문으로 된 URL을 통해 솔루션

파일 서버에 스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전체

체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림 2]는 해당 사용자의 이메일로 전송된 평

문의 URL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WireShark[3]로 패킷을 캡쳐한 패킷 내용이다.

[그림 2] 비회원 스캔 파일 다운로드 요청 패킷

위의 [그림 2]를 보면 해당 HTTP URL 메

타 데이터에 대해 암호화가 전혀 적용되어 있

지 않고 조금만 분석하더라도 http://해당 솔루

션 파일 서버의 host 주소/?IDX=특정한 랜덤

값&USERID=해당 유저의 타입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위의 패킷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공격자는

일반 사용자로 위장하여 일반사용자와 똑같이

해당 무인 복합 출력기 솔루션 이용한다. 그런

다음 [그림 2]처럼 HTTP URL 메타 데이터를

획득한 다음 공격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3

장에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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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무인 복합 출력기 공격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공격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무인 복합 출력기 솔루션 A사에 대해

실제 공격에 대한 결과를 설명한다.

3.1 무인 복합 출력기 회원 공격

먼저 해당 솔루션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를 살펴보자. [그림 2]에서는 비회원으로

USERID=GUEST로 되어 있지만 [그림 3]을 보

면 USERID=해당 유저 아이디를 볼 수가 있다.

유저 ID는 해당 솔루션 자유게시판 [그림 4]에

서 보는 것처럼 쉽게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방

식으로 악의적인 공격자는 자유게시판이나 다

른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서 다른 사용자의

ID를 얻어와 해당 값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악의적인 사용자는 IDX값과 USERID

를 각각 변조해 변조된 HTTP URL 메타 데이

터를 파일서버에게 재전송 공격을 수행하면 파

일 서버는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해당 스

캔 파일을 넘겨주게 된다.

[그림 3] 회원 스캔 파일 다운로드 요청 패킷

[그림 4] 자유게시판 유저 ID 노출

3.2 비회원 공격

A사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회원가입

했을 때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다른점은 USERID에 회원 ID가 아닌 GUEST

로 설정된다. IDX는 최대 10자리를 가지는 0부

터 9까지의 수이다. 많이 사용되는 값은 분석한

결과 6자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길이는 더

작아진다.

[그림 5] 다른 사용자의 스캔파일

또 파일 서버 특성상 모든 파일을 계속해서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당 파일을 삭제해 더 이상 다운로드 할 수

가 없다. 따라서 IDX가 가지는 전체적인 공간

은 더 줄어들어 추측공격과 무차별공격[4]으로

인해 빠른 시간에 회원/비회원의 스캔 파일[그

림 5]에 접근할 수가 있고 해당 스캔파일에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많은 문서[그림

6]들이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6] 회원/비회원 스캔 파일

[그림 6-1] 회원/비회원 스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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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파일의 이름이 생성될 때 사용자가

사용한 무인 복합 출력기의 기기 번호와 스캔

한 시간으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스캔 파일

이름과 해당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사용자의

위치도 함께 노출이 때문에 각종 범죄의 대상

이 될 우려가 높다.

IV. 취약점 개선방안

발견된 2가지 취약점은 솔루션 개발 업체에

서 조금만 보안에 관심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

는 간단한 취약점이다. 이러한 공격을 제일 간

단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법은 해당 HTTP

URL 정보를 해시함수를 통해 악의적인 사용자

가 일반적인 사용자로 위장하여 위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URL에는 해시값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큰 비용없이 간단한 코드 몇

줄로 해당 취약점에 대한 공격을 막을 수가 있

다.

V.결론

본 논문은 무인 복합 출력기에 대한 취약성

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 소규모

기업들은 이런 취약점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

도 보안인력과 취약점을 개선할 때 발생하는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도 묵인하

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

에서 소개한 무인 복합 출력기에 대한 취약성

을 해당 기업에게 2017년 9월 20일에 해당 취

약점을 발견하여 제보를 하였지만 2018년 5월

25일 현재까지도 패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

다. 해당 취약점은 HTTP URL 메타 데이터를

악의적인 사용자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과 파일 서버에서 아무런 사용자의 인증을

거치지 않고 해당 스캔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간단한 2가지의 취약점인데 해당 개선방

안까지 제시하여 제보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취

약점에 패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기업에서는 보안의식이 심각하게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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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8 평창 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

지만 해커들 역시 기승을 부렸다. 개막식 당일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의적인 해커

들의 공격을 받아 미디어센터 IPTV 중단, 현장 유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마비, 올림픽 관련 웹

사이트가 마비되었다. 유동적인 대처에 의해 12시간 만에 복구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러한 피해는 결코 적다고 말할 수 없다. 평창 올림픽 공격은 이전 올림픽

과는 달리 파괴형 악성코드를 사용하여 더욱 집중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올림픽에서 발생한 파괴형 악성코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격에 따른 피해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과 향후 공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서론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되어

25일 폐막식과 함께 끝이 났다. 성공리에 개최

되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한 차례의 사이

버 공격이 존재했다. 2월 9일 개막식을 노린 사

이버 공격은 랜섬웨어와 같이 시스템 데이터를

볼모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닌 시스템을

망가뜨려 IT 기반 서비스 가동이나 운영을 방

해하려는 목적의 파괴형 악성코드였다. 심지어

해당 악성코드는 악성코드 분석 공유 사이트인

VirusTotal에 2018년 2월 9일에 올라와 2018년

2월 12일에 분석되어 공격자가 사전에 공격 시

나리오를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또한

보여주고 있다.[1]

올림픽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과거에도 여

러 차례 존재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보고된 사이버 공격 건수는 약 1,900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2억 회가 넘는 올림픽 공식

웹 사이트 공격 시도가 발생했으며, 소치동계올

림픽에서는 3억 2,200만 건, 2016년 리우올림픽

에서는 5억700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이 보도된

바 있다.

지금껏 발생했던 올림픽 사이버 공격 유형은

DDoS 공격을 통한 올림픽 웹사이트 접근을 차

단하거나, 올림픽 콘텐츠로 위장한 이메일 피싱

공격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런던올림픽 당시

나타났던 PDF 형식의 악성코드를 필두로 유형

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이번 평창올

림픽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APT(지능형지속

위협) 공격이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앞으로 개

최될 도쿄와 파리에서의 올림픽도 공격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2][3][4]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소개한 올림픽 디스트로이어의 분

석과정을 서술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기술하며, 제3장에서는 향후 공격 예측

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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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2.1 평창올림픽 악성코드 분석

본 악성코드는 Windows 7 64bit 환경에서

OllyDBG[5]와 IDA[6]라는 툴을 이용하여 분석

했다.

올림픽 악성코드는 시스템 정보 탈취 프로그

램, 브라우저 정보 탈취 프로그램, 원격제어 프

로그램, 시스템 파괴 프로그램을 드롭한다. 그

중, 원격제어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으

로 원격제어기능을 악용하는데 사용한다. 각각

드롭된 파일들의 행위는 [표 1]과 같다.

구분 행위

올림픽 악성코드 파일 드롭

브라우저 정보

탈취 프로그램
브라우저 정보 탈취

시스템 정보

탈취 프로그램
시스템 정보 탈취

원격제어 프로그램 원격제어

시스템 파괴

프로그램
시스템 파괴

[표 1] 올림픽 악성코드 드롭파일 및 행위

2.1.1 올림픽 악성코드 분석

올림픽 악성코드는 파일을 드롭할 때, 암호화

된 리소스를 추출하고, AES 알고리즘으로 복호

화를 한다. 이때, AES 알고리즘을 복호화하기

위한 키는 “123”을 MD5로 해시한 값이다. 각

파일을 드롭한 이후, [그림 1]과 같이 드롭한 파

일들과 통신하기 위해 드롭한 파일들에 각각

인자 값을 “123”과 파이프 이름으로 설정한다.

[그림 1] 실행 시 파이프 인자 값

원격제어를 할 때, [그림 2]와 같이 하드코딩

된 44개의 도메인과 계정을 사용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평창 올림픽 때 APT 공격이 진

행되고 있었고, 악성코드에 명령을 내려 내부

네트워크와 주변 기기들을 감염시키도록 명령

을 내리는 단계[7]인 Lateral Movement일 때

발견된 악성코드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 하드코딩된 도메인 및 계정

2.1.2 브라우저 정보 탈취 프로그램 분석

브라우저 정보 탈취 프로그램은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등의 브

라우저 관련 정보를 탈취하여 [그림 5]와 같은

쿼리문을 통해 저장한다. 탈취되는 정보는 브라

우저 내에 로그인되어있는 프로필이나 저장된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이 있다.

[그림 3] 크롬 브라우저 탈취

[그림 4]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탈취

[그림 5] 저장되는 쿼리문

2.1.3 원격제어 프로그램 분석

원격제어 프로그램은 [그림 6]과 [그림 7]과

같이 해당 프로그램의 디지털 서명이나 해시를

통해 정상적인 파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올림픽 악성코드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제어기능을 악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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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디지털 서명

[그림 7] MD5Check[8]를 통한 해시값 비교

2.1.4 시스템 파괴 프로그램 분석

시스템 파괴 프로그램은 [그림 8]과 같이 사

용자가 컴퓨터를 복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볼

륨 쉐도우 카피 및 카탈로그를 삭제하고,

Windows 오류 복구 알림창 표시를 하지 않음

으로 설정하며, 복구모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

정하고, 이벤트 로그들을 삭제한다. 또한, 서비

스들의 Start Type을 SERVICE_DISABLED 상

태로 변경해 서비스들을 중지시키고, [그림 9]와

같이 파일 내용들을 공백으로 덮어씌움으로써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림 8] 복구 차단 루틴

[그림 9] 파일 손상 루틴

2.2 올림픽 멀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

파괴형 악성코드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Ransom-ware와는 다르게 기존에 있던 데이터

를 완전히 지우기 때문에 데이터 복원이 불가

능하다.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

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기간 사이버 공격

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 침해 대응팀’을 운영

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비·대응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개막식 중 발생한 사이버 공격에 대

해 12시간 이내에 인지·대응하였다[9][10]. 이

때 발생한 악성코드 샘플을 분석한 결과 공격

자들이 정상적인 소프트웨어(PsExec 원격 관리

툴, WMI 윈도우 관리 도구)를 통해 접근 하였

으며, 시스템에 침투한 후 정상 툴을 이용해 네

트워크 내부에서 활동하였다[11].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에는 여러 방안들이 존

재한다.

2.2.1. 백신과 OS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이는 중요한 예방법 중 하나로,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해 백신과 OS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방안이 있다.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에

대한 탐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권장되는 방안이다[11].

2.2.2 신뢰할 수 없는 발신자에 대한 메일 열

람에 주의한다.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스팸, 광고성 메일에는 악성코드 및 여

러 바이러스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의심되는 메일에 대한 열람을 자제하는

것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감염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12].

2.2.3. 비 권한 프로세스에 대한 실행을 차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파괴형 악성

코드는 서버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공격으로 복

구 불가능하게 만든 후 시스템을 파괴 시킨다.

비 권한 프로세스에 대한 실행이 차단 될 경우

올림픽 사례와 같은 악성행위가 불가능 하다.

VMM OS 단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

는 것은 파괴형 악성코드의 보안 방안 중 하나

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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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올림픽뿐만 아니라 여

러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기술이 도입되는 추세

이다.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는 만큼 여러 가지

공격을 예측할 수 있다.

비디오 판독 시스템 공격이 가능하다. 최근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사람이 보지 못한 부

분들을 판독해 줄 수 있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

의 도입이 일반화되고 있다. 판독을 통한 1점에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스포츠에서는 판독이 매

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를 악

용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에게 유리하

게 작용시키기 위해 판독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다.

로봇류 관련 공격도 가능하다. 앞으로 오심과

편파성 우려가 없는 로봇을 스포츠 심판으로

대체할 확률이 높다. 일본체조협회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 체조경기 심판을 로봇으로 대체하

기 위해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 테니

스경기에서도 10명 중 9명이 로봇 심판으로 대

체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로봇류 관련 공격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13][14]

선수 모니터링 즉, 도핑테스트에 관한 공격도

가능하다. 도핑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늘

리거나 근육을 강화하는데 앞으로 도핑 기술이

기존 약물 복용에서 유전자 조작으로 전환되어

도핑 테스트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막기 위해 새로운 도

핑테스트를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에 따

른 공격도 가능할 것이다.[15]

본 논문에서는 평창 올림픽에서 사용된 파괴

형 악성코드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피해

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향

후 공격을 예측할 수 있으며 향후 공격기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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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역공학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많은 어플리케이션 보호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솔루션들에 의해 보호될 수 없어 역공

학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모바일 게임만을 보호하는 게임 보호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일반 어플리케이션 보호 솔루션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은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보호 솔루션을 분석하여 일반 보호 솔루션과의 차이

를 밝히고, 솔루션에 공격을 시도하여 보호 기법의 효과성 및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인다.

I. 서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대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역공학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6년

OWASP에서는 모바일 보안 위협 중 어플리케

이션이 쉽게 분석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에 대해 발표하였다[1].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이 쉽게 분석되는 것을 최대한 방

지하고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보호 솔루션들

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안드로이드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폭발

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게임이 전

세계 어플리케이션 총 소비자 지출의 80% 이상

을 차지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지

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3]. 그런데 게임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의 보안 허점은 기존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보호 솔루션들이 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임 어플리케이션은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존 솔루션들이 모바일 게임을 이루는 Unity

엔진의 DLL(Dynamic Link Library) 파일을 고

려하지 않아 게임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솔루션

들에 의해서는 보호 받기 어렵다[12]. 그런데 모

바일 게임에 대한 위변조율이 95%에 육박하고

있어 게임 개발사들이 겪는 피해가 적지 않다

[4].공격자들은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무단 수정

후 재배포하여 게임 개발사의 이익을 침해하거

나 사용자의 기기에 신뢰할 수 없는 게임 어플

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안드로이드 게임 블

랙 마켓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듯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고자하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안드로이드 게임 어플리케

이션만을 보호하는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다.

게임 어플리케이션만을 보호하는 업체들이 새

로 등장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어플리케이션

보호 전문 업체들이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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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4].

그러나 일반 어플리케이션 보호 솔루션에 대

한 연구는 다양하여 보호 기법들의 효과성 및

공격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안드

로이드 게임 어플리케이션 보호 솔루션에 대해

서는 전혀 연구된 바가 없다[2][7][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한 게임 어플리케이션 보호 솔

루션에 대해 분석하여 기존 일반 어플리케이션

보호 솔루션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게임

어플리케이션만이 이용하고 있는 보호 기법과

이에 대한 공격 기법, 결과를 보인 후 대응 방

안을 제시한다.

II. 배경지식

2.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보호 기법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솔루션들이 취하는 기법은 크게 동적 실

행 코드 수정, 동적 실행 코드 로딩, 안티 디버

깅, 난독화, 안티 리패키징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이 기법들은 게임 보호 솔루션에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난독화 기법은 생략하였다.

2.1.1 동적 실행 코드 수정(Dynamic Code

Modification)

실행 압축이라고도 하며 어플리케이션의 특

정 실행 코드 부분을 암호화 한 후, 어플리케이

션을 실행되면 어플리케이션 스스로 해당 부분

을 복호화 방식이다. 실행 부분이 암호화가 되

어 있어 역공학자의 정적분석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암호화가 되어있더라도, 암호화된 부분

이 실행되기 이전에는 반드시 해당 부분을 복

호화하는 기능이 먼저 수행되므로 동적 분석에

는 취약한 것이 특징이다. 보호 솔루션에서 주

로 dex 파일의 실행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이

용되며, 추가로 삽입되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에도 적용될 수 있다[2].

2.1.2 동적 실행 코드 로딩 (Dynamic Code

Loading)

안드로이드는 메인 엔트리 파일인

classes.dex가 아닌 다른 경로에 있는 dex 파일

을 실행할 수 있는 동적 실행 코드 로딩이라는

기법을 지원한다. DexClassLoader 등의 클래스

에 dex 파일의 경로를 인자로 하여 동적 실행

코드 로딩을 사용할 수 있다. dex 파일을 네트

워크에서 다운로드하여 로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어플리케이션 자체 코드 업데이트, 제

3자 SDK 이용, APK 파일 경량화, 어플리케이

션 보호 기법 등에 이용된다[9]. 보호 기법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주로 메인 로직이 담긴

main.dex 파일을 암호화하여 다른 경로에 두고,

classes.dex 파일이 main.dex 파일을 복호화하

고 로드하도록 하여 역공학을 어렵게 한다.

2.1.3 안티 디버깅 (Anti-debugging)

어플리케이션이 동적으로 분석되는 것을 막

는 기법이다. 안드로이드는 Linux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디버깅은 ptrace 시

스템 콜을 이용한다. 따라서 안티 디버깅 기법

으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자기 자신을

ptrace 하여 타프로세스의 ptrace 접근을 막는

방법, 주기적으로 /proc/self/status를 확인하여

tracerpid를 확인하는 방법, 일정 간격마다 경과

된 시간을 측정하여 디버깅 되었을 경우를 감

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

2.1.4 안티 리패키징 (Repackage-proofing)

공격자는 사용자에게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하기 위해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에 페

이로드를 삽입하여 배포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유명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자신이 리패키

징되어 피해자의 기기에서 실행되는 것을 막고

자하여 적용하는 기법이 안티 리패키징이다. 어

플리케이션 내부에 원본 코드의 해시 값을 저

장해놓고 어플리케이션 실행시 어플리케이션은

자신의 파일을 해시하여 저장해놓은 해시 값과

비교한다.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리패키

징 되었다고 판단한다. 리패키징이 되었다고 판

단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종료하거나, 혹

은 역공학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이상행위를 일

으켜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10].

2.2 기존 솔루션의 어플리케이션 보호 범위

2.2.1 apk 파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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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 파일의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파일 및

폴더에는 classes.dex 파일과

AndroidManifest.xml 파일, /lib, /assets, /res

등의 폴더들이 있다. AndroidManifest.xml 파일

은 어플리케이션의 각종 컴포넌트 정보 및 권

한 정보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메타 데이터

들을 포함하고 있다. /lib 폴더에는 어플리케이

션에서 네이티브 함수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shared object)를 담고 있

고 /res 폴더에는 어플리케이션의 Activity 컴포

넌트를 구성하는 화면 구성 오브젝트들이 저장

되어 있다. /assets 폴더는 이외의 경우에 개발

자가 필요하여 직접 포함한 파일들이 담겨 있

다.

2.2.2 기존 솔루션의 보호 범위

기존 보호 솔루션들은 소스 코드가 담긴

classes.dex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한다. 또한

/res 폴더의 파일들을 보호하여 사용자가 조작

된 화면을 통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줄인다. /lib 폴더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보

호하는 솔루션은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수

가 적다[8]. /aseets 폴더에 대해서는 어플리케

이션 마다 해당 폴더 안의 파일을 사용하는 방

법이 다르므로 솔루션들이 이 폴더안의 파일을

사용하는 코드 부분을 찾아 복호화하는 로직을

삽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솔루션들은 일반

적으로 /assets 폴더의 내부는 보호하지 않는다.

2.3 Unity 게임 어플리케이션

2.3.1 Unity 기반 모바일 게임 시장

Unity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모바일 게임 시

장을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하다. Unity 사가 제

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상위 무료 모바일 게임

1000개 중 34%가 Unity 엔진으로 개발한 작품

이다[11]. 그러나 해당 자료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게임 엔진은 게임 개발사의 비공개 엔진이므로,

Unity는 상용 모바일 게임 엔진으로서는 1위로

확인된다. 이렇듯 많은 비율의 모바일 게임이

Unity로 작성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보호 솔루

션이 모바일 게임을 보호하려면 Unity로 제작

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3.2 Unity 어플리케이션 실행 메커니즘

Unity는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Microsoft가

발표한 언어인 C#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작성된

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Linux의

C# 가상 머신인 Mono Runtime에 의해 실행된

다[13]. 안드로이드에서 Unity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경우 DVM(Dalvik Virtual Machine) 혹

은 ART(Android Runtime) 환경으로 dex 파일

을 실행하면 dex 파일에서 어플리케이션 내부

에 포함된 Mono Runtime을 로드하고, Mono

Runtime이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Unity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빌드

할 경우 /lib 폴더 안에 세 가지의 네이티브 라

이브러리를 포함하는데 Mono Runtime인

libmono.so 파일, Unity engine인 libunity.so 파

일 그리고 Unity engine을 초기화하는

libmain.so 파일이다. 또한 게임 주요 로직인 C#

소스 코드를 /assets 폴더 안의 DLL 파일의 형

태로 담는다. 해당 DLL 파일들은 C#의 중간 언

어 형태인 CIL(C# Intermediage Language)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Unity Runtime의 실행 구조

Unity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구조는 위 [그림

1]에 표현되어 있다. Java 소스가 담겨있는

classes.dex에서 libmain.so 를 로드하고,

libmain.so의 JNI_OnLoad 함수에서는

libunity.so 파일의 JNI_OnLoad 함수를 호출한

다. libunity.so 에서는 DLL 파일을 로드하기 위

해 필요한 Mono Runtime 함수들을 libmono.so

에서 import 한 후, DLL 파일을 실행하여 게임

을 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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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L 파일 보호 여부

Baidu 게임 보호 솔루션 제공

Ali 보호하지 않음

Bangcle 보호하지 않음

ijiami 보호하지 않음

Qihoo 보호하지 않음

apkprotect 보호하지 않음

Tencent 보호하지 않음

표 2. 기존 솔루션들의 DLL 파일 보호 여부

그림 2. Mono Runtime의 실행 구조

libunity.so 파일이 DLL 파일을 읽어 DLL 파

일 안의 클래스 및 메소드를 호출하는 구조는

위 [그림 2]와 같다. 우선

mono_image_open_from_data_with_name 함수

를 호출한다. 해당 함수 내에서는 DLL 파일의

내용을 파싱하여 MonoImage 구조체에 담는다.

이후 mono_assembly_load_from_full 함수를 호

출하여 MonoImage 구조체로부터 각 클래스 및

메소드가 호출되는 컨텍스트를 구분하여 여러

MonoAssembly 구조체로 초기화하여 저장한다.

이 후 mono_class*, mono_method*등의 함수들

을 호출하여 DLL 파일내의 클래스 및 메소드

를 메모리에 초기화한다. 마지막으로 초기화한

오브젝트를 호출하는 함수인

mono_runtime_invoke를 호출하여 DLL 파일

안의 메소드나 클래스를 기기의 CPU 구조에

맞게 컴파일하여 호출하게 된다.

III. 본론

3.1 기존 보호 솔루션과의 보호 범위 차이

기존 연구의 자료로 쓰였던 보호 솔루션들의

DLL 파일 보호 여부를 조사하였다[8]. 분석 결

과 위 표와 같이 Baidu의 솔루션을 제외하고

/assets 폴더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기존

의 보호 솔루션을 채용하였을 경우 /assets 폴

더 안의 DLL 파일이 전혀 보호되지 않으므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게임의 로직이 그대로

공격자에게 노출되며 공격자는 보호 솔루션이

안티 리패키징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해당 DLL 파일만을 추출하여 원하는 로직

을 수정 후 같은 Unity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3.2 게임 어플리케이션 보호 기법

협업하고 있는 특정 게임 보호 솔루션사의

솔루션이 적용된 게임을 분석하였다. 기존 보호

솔루션들이 적용하는 기법은 게임 보호 솔루션

들도 적용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기존 보호 솔

루션은 적용하지 않고 게임 보호 솔루션만 적

용하는 보호 기법을 다룬다.

3.2.1 DLL 파일 암호화

게임 보호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assets 폴더

안의 DLL 파일을 암호화한다. 일반적으로 DLL

파일은 PE(Portable Executable) 형식을 가지므

로, 만약 DLL 바이너리가 이러한 PE 형식을

가지지 않을 경우 암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단순한 정적 분석으로

는 DLL 파일의 원본을 탈취하기 어렵다. Mono

Runtime 역시 PE 형식을 검증하고, 암호화되어

있을 경우 DLL 파일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복호화 과정

이 수행되어야 Mono Runtime이 DLL 파일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3.2.2 DLL 동적 실행 코드 수정

DLL 파일 안의 C# 클래스 및 메소드 안에서

동적 실행 코드 수정 기법이 도입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DLL 파일이 PE 형식을

갖도록 복호화 한 이후에 확인한 결과이며 이

과정은 공격 기법에서 설명한다. Java와 동일하

게 C# 클래스 및 메소드들이 암호화되어 있고,

암호화되지 않은 특정 클래스 생성자가 실행될

경우 해당 정보들을 복호화한다. 따라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만, 복호화 생성자들이

수행되면서 게임의 로직이 복호화되고 실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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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2.3 Custom Mono Runtime

Mono Runtime은 오픈 소스 기반 프로젝트이

므로, 일반 사용자가 내용을 고쳐 컴파일할 수

있다. 그런데 보호 솔루션이 적용된 게임 어플

리케이션의 libmono.so 파일은 보호 솔루션이

적용되지 않은 파일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DLL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기에 이를 복호

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DLL 파일을 로드하는

과정 직전에 복호화 루틴이 삽입된 것을 확인

하였다.

3.2.4 so(Shared Object) 파일 보호

게임 보호 솔루션에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적인 3

개의 so 파일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법으로는

동적 실행 코드 수정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3.3 공격 기법 제안 및 시도 결과

공격의 목표는 DLL을 완전 복호화한 후 게

임 로직을 변경하여 새로운 게임 어플리케이션

으로 리패키징하는 것이다.

3.3.1 분석 환경

환경은 윈도우용 안드로이드 상용 에뮬레이

터를 사용하였으며 공격 기법은 hooking을 이

용하였다. hooking 기법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실

행시 환경 변수에 LD_PRELOAD를 삽입하여

특정 함수를 hooking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2 DLL 원본 추출

Mono Runtime에서 DLL 파일의 내용을 처음

으로 파싱하는 부분은

mono_image_open_from_data_with_name 함수

이므로 해당 함수 부분을 분석하였다. 해당 함

수는 동적 실행 코드 수정이 적용되어 있어 어

플리케이션을 실행 후 메모리에서 추출하여 함

수의 원본을 얻을 수 있었다. 함수 안에서

mono_image_init 함수 직전에 DLL 파일을 복

호화하는 부분을 발견하였다. 이를 공격하여

DLL 원본을 추출하기 위해 mono_image_init

함수를 후킹한 후 DLL 파일의 내용이 담긴 인

자를 찾아 파일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파일은

PE 형식을 갖추고 있고, C# 디컴파일러를 이용

해 성공적으로 복호화가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적 실행 코드 수정 기법이

적용되어 있어 완전 복호화된 C# DLL 파일이

라고는 할 수 없다.

3.3.3 DLL 동적 실행 코드 수정 대응

DLL 내부에 적용된 동적 실행 코드 수정 기

법들을 파훼하기 위해 mono_runtime_invoke 함

수를 hooking하였다. mono_runtime_invoke 함

수는 C# 메소드를 최종적으로 호출할 경우 불

리는 함수이다. 그런데 동적으로 실행 압축된

메소드나 클래스가 실행되는 순간에는 압축이

풀려야 한다. 따라서 mono_runtime_invoke 함

수를 hooking하여 암호화된 메소드가 실행되는

순간 메소드의 내용을 추출한다. DLL 파일에

추출한 메소드와 대응하는 메소드를 지우고 추

출한 메소드로 대체하여 완전 복호화된 DLL

파일을 얻을 수 있었다.

3.3.3 리패키징

완전한 DLL 파일에서 점수를 표시하는 부

분을 항상 1이라는 숫자를 표시하도록 수정하

였다. 그 후 메모리에서 세 개의 so 파일과 dex

파일의 원본을 추출하고 수정한 DLL 파일을

포함하여 새로운 APK 파일을 구성하였다. 새로

운 APK 파일을 기기 및 에뮬레이터에서 실행

하자 점수를 표시하는 부분이 수정된 로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대응 방안

본 단락에서는 위와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기법들을 소개한다.

3.3.1 C# 난독화

Java의 클래스와 메소드를 알기 어려운 이름

들로 대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C#의 클래스와

메소드 이름들도 의미없는 문자열로 대치해야

한다. 다만 더미 메소드나 클래스를 삽입하는

것은 지양하여 성능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점

은 Java 난독화와 다를 수 있다. 의미없는 클래

스와 메소드 이름으로 인해 공격자는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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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특정 게임 로직을 찾는 시간이 지연될

것이다.

3.3.2 Unity의 il2cpp 빌드 옵션

2015년 Unity에서 iOS 64bit에 Mono

Runtime 대신 처음 적용한 빌드 방법으로 가상

머신에 의지하지 않으며 C# 코드가 DLL 파일

이 아닌 so 파일로 컴파일된다.. Mono Runtime

과 같이 C#을 굳이 실행시마다 컴파일할 필요

가 없어 성능이 향상되고, 게임 로직이 이미 컴

파일되어 있기에 C#과 같은 소스 코드를 볼 수

없어 보안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의 여러 아키텍쳐에 대해 컴파일 해야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NET

이 제공하는 C#의 다양한 기본 함수들을 지원

하지 못하는 호환성 문제가 있다. 따라서 il2cpp

를 적용하여 빌드할 경우 위와 같은 방식의 공

격 기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

이션 보호 솔루션들이 DLL 파일을 고려하지

못하여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게임 어플리케이션

전용 보호 솔루션만이 적용하는 보호 기법들을

분석하고 이들을 우회하는 공격 기법들을 제시

하고 공격에 성공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성공한 공격 기법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기법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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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임베디드 디바이스는 특정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시스템인

임베디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기기를

의미한다[1].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정의는 대상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를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이다[2]. 상기 정의를 통해 임베디드

디바이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정리하면

임베디드 시스템과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요소를 파악하고 시스템과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실시하는 목적은 크게

* 본 연구는 고려대 암호기술 특화연구센터

(UD170109ED)를 통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honest’한 목적과 ‘dishonest’한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honest한 목적은 검증, 취약점

분석, 시장 조사,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 확인

그리고 기술 연구 등이 포함된다. 반면,

dishonest한 목적은 취약점 공격, 불법 복제,

지적 재산권 침해, 공격 기법 개발 등 타인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목적이다[3].

honest한 목적의 예로 국내 기업 중

SNTWORKS가 있다. 해당 기업은 임베디드

디바이스의 보안성을 분석하기 위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실시한다. 그리고 대상 디바이스

펌웨어의 코드를 재구성하고 분석하여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4].

한편, dishonest한 목적의 사례로 이란의

경우가 있다. 이란은 2011년 미국의 스텔스

무인항공기를 획득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실시하였다. 이란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미국 무인항공기 하드웨어와 펌웨어의

임베디드 디바이스의 펌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법 연구*

박재현,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Research of Firmware Reverse Engineering Method
for Embedded Device

Jaehyeon Park, Seungjoo Kim

Center for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ies(CIST), Korea University.

요 약

임베디드 디바이스가 산업, 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보급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베디드 디바이스의 보안성 검증, 관련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활용되는데, 민간 차원의 불법 복제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무기기술의 국외유출과 같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임베디드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중 디바이스의 전반적인 기능을 제어하는 펌웨어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각 연구의 대상 디바이스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적인 펌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 사항들을 분석하여 개괄적인 펌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작업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세부 프로세스에서 실시사항과 사용 도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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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이론을 습득하였고, 이를 통해 자국의

무인항공기 기술을 향상시켰다[5][6][7].

상기 이란의 사례와 같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자산 피해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약 409억 개의 사물인터넷

기기가 보급되며 산업 현장, 군사 영역 등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8]. 민간 자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 시설이나 군사 영역에서 활용되는

임베디드 디바이스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실시하는 기술과

방지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임베디드 디바이스의 전반적인

기능을 통제하는 펌웨어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펌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개괄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세부 프로세스의

실시사항과 사용 도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II. 관련 연구

펌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연구는

펌웨어를 획득하는 과정과 분석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2.1. 펌웨어 획득

펌웨어 획득 방법은 장비 외적 방법과 장비

내적 방법으로 분류된다. 장비 외적 방법은

하드웨어 디버깅 포트를 이용하거나 플래시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여 획득하고, 장비 내적

방법은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획득한다.

하드웨어 디버깅 포트를 이용한 연구로

2006년 M.F. Breeuwsma는 JTAG을 이용하여

펌웨어를 획득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데이터시트와 같은 사전 정보가 없을 때,

JTAG TAP(Test Access Port)를 식별 및

연결하고 JTAG 명령어를 통해 펌웨어를

획득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9].

2013년 NDSS(Network and Distributed

System Security Symposium) 2013에서 Ang

Cui 등 3명은 HP사의 프린터에 대한 펌웨어

변조 공격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펌웨어가

포함된 플래시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여

이미지를 획득하고 펌웨어의 기능을 분석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10]. 그리고 Black Hat USA

2011에서 Charlie Miller는 Macbook의

배터리를 관리하는 smart battery controller에

직접 연결하여 해당 펌웨어를 획득하고

디스어셈블러를 이용하여 펌웨어를 분석하는

과정을 발표하였다[11].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펌웨어를

획득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Jacob

Maskiewicz 등 4명은 마우스의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펌웨어를 획득 및

변조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펌웨어 업데이트

시 전송되는 패킷을 스니핑하여 펌웨어 구조와

정보를 식별하고 변조하는 공격 과정을

제시하였다[12]. 그리고 DFRWS(Digital

Forensics Research WorkShop) 2015 USA에서

Seung Jei Yang 등 4명은 스마트폰의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의 업데이트 명령어을 이용하여

펌웨어를 획득하는 방법을 발표하였다[13].

2.2. 펌웨어 분석

2013년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저널에서 미국 공군 기술연구소의 Zachry

Basnight 등 4명은 산업 현장 시스템의 작동을

제어 및 감독하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PLC)를 대상으로 펌웨어 분석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14]. 펌웨어의 분석

과정을 펌웨어 획득, 펌웨어 이진 이미지를

분석, 이진 이미지를 디스어셈블리, 펌웨어

인증 과정 분석의 4가지 단계로 분할하고 세부

과정을 제시하였다. 2016년 Digital

Investaigation 저널에서 Ruijin Zhu 등 4명은

ARM 프로세서의 펌웨어 분석에 관한 방법론을

서술하였다. FIND-LP와 DBMLP라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펌웨어의

포맷을 파악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15].

기존의 펌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연구는 연구 대상 디바이스의 종류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아닌

연구에서 실시한 일부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개괄적인

펌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 프로세스와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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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펌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펌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은 2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펌웨어를 획득하는 단계와

둘째, 획득한 펌웨어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각

단계의 세부 진행과정의 개괄적인 도식은 [그림

1]과 같다.

펌웨어를 획득하는 단계는 장비 외적으로

획득하는 방법과 장비 내적으로 획득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뉜다. 장비 외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은 대상 장비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공급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거나,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 시 패킷 스니핑으로 획득하는

방법이다. 장비 내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은

하드웨어 디버깅 포트를 이용하여 펌웨어를

획득하거나, 펌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플래시

메모리 등에 직접 접근하여 펌웨어 이미지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분류된다.

펌웨어를 분석하는 방법은 먼저 기존의 이진

이미지 파일을 분석하여 펌웨어의 구조 및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디스어셈블러를 이용하여

어셈블리 코드를 도출한다. 도출된 어셈블리

코드를 분석하여 해당 펌웨어의 기능 및

취약점을 분석한다.

IV. 프로세스 상세 및 사용 도구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분석 프로세스 별

세부 작업사항에 대해 서술하고 각 과정에서

사용가능한 도구들에 대해 서술한다. 세부

단계별 운용하는 도구는 [표 1]에 정리하였다.

2.3. 펌웨어 획득

펌웨어를 획득하는 방법은 장비 외적

요소로부터 획득하거나 장비 내부의 자체

요소에서 획득하는 2가지로 분류된다. 펌웨어

획득을 위해 필요한 작업량은 장비 외적으로

획득하는 방식이 내적으로 획득하는 방식보다

작업 소요가 적고 실패율이 적다. 하지만

펌웨어 관련 이슈들이 등장함에 따라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장비 내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2.3.1. 장비 외 획득

장비 외적으로 펌웨어를 획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품 공급자 사이트에서 해당

펌웨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을 제공하는 공급자에게서 손쉽게

펌웨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최근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원격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장비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동안

와이어샤크(Wireshark)와 같은 패킷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펌웨어의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있다. 공급자가 펌웨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펌웨어를 획득할

수 있으나, 대상 장비가 자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네트워크상에서 암호화 혹은 난독화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 펌웨어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제한된다.

2.3.2. 장비 내 획득

장비 외적으로 펌웨어 획득이 제한되는

경우, 장비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펌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에 접근하여 덤핑하는

것으로 펌웨어 정보를 획득한다. 해당 방법의

경우, 장비 내부의 보드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드웨어 디버깅

포트를 통한 덤핑과 플래시메모리에 직접

접근하여 덤핑하는 방법이 있다.

2.3.2.1. 하드웨어 디버깅 포트

하드웨어 디버깅을 위한 수단은 대표적으로

UART와 JTAG 두 가지 방식이 있다. UART는

Universal Asynchrounous Receiver /

[그림 1]. 펌웨어리버스엔지니어링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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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tter의 준말로 직렬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하드웨어에 직접 연결하여 디버깅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는 통신방식 중 하나이다.

UART 포트를 식별하고 연결을 위하여 핀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압을 측정하는

Multi-meter와 Logic Analyzer가 필요하다.

그리고 UART포트와 분석 PC를 연결할 수

있는 PL2303과 같은 Bridge와 분석 PC에서

명령어를 확인 및 구동시킬 수 있는 Putty나

XShell과 같은 직렬 터미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JTAG은 IEEE 1149.1에서 지정된

국제표준으로 하드웨어 회로 내부에서 특정

부분의 입력 및 출력을 위하여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16]. JTAG Test

Access Port(TAP)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PC와 연결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시트가 제공되는 경우, JTAG TAP를

쉽게 찾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나, 없을

경우에는 회로 분석을 통하여 JTAG TAP로

의심되는 Port를 식별하고 모두 점검하는

것으로 JTAG TAP를 찾는다[9]. 연결 후

JTAG 명령어를 통하여 펌웨어를 포함하는

메모리에 접근 및 복사가 가능하다. 해당

과정에서 JTAG TAP를 연결하기 위한

Bridge로 JTAGulator나 RiffBox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 후, JTAG 디버깅 툴을 사용하여 JTAG

명령어로 메모리의 이미지를 획득한다.

이 두 가지 획득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물리적으로 UART 및 JTAG Port를

제거한 경우와 논리적으로 해당 통신방식의

명령어 기능을 소거한 경우로 하드웨어 디버깅

포트를 이용하여 펌웨어를 획득하는 것은

제한된다. 그래서 펌웨어가 저장되어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여 펌웨어를

획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2.3.2.2. 플래시 메모리 접근

플래시 메모리에 각 핀별로 직접 연결이

가능한 경우, 플래시 메모리를 분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불가능하다면 해당 메모리를

결합되어 있는 PCB에서 분리해야 한다. 해당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분리하는 과정에서

디솔더링을 실시할 때, 해당 Chip의 회로가

타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솔더링 전용 장비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쉽게

디솔더링이 가능하다.

디솔더링을 통하여 대상이 되는 메모리를

분리한 후, MINIPRO TL866과 같이 칩과 분석

PC를 연결하는 용도의 어댑터 및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한다.

2.4. 펌웨어 분석

4.1장의 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펌웨어는

아래의 4.2.1, 4.2.2, 4.2.3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해당 과정은 [12]의

참고 문헌을 참조하여 수립하였다.

2.4.1. 이진 이미지 분석

분석
단계

분석 과정
필요 도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획득

장비 외
획득

패킷 스니핑 - Wireshark, Tcpdump[17]

장비 내
획득

하드웨어
디버깅
포트

UART
UART to USB Bridge,

Multi-meter,
Logic Analyzer

Putty, XShell

JTAG
JTAGulator[19],
Riff Box[20]

OpenOCD[21],
ScanExpress[22]

플래시 메모리
접근

De-soldering Device,
MINIPRO TL866[23]

MINIPRO TL866 드라이버
및 응용 프로그램[23]

펌웨어
분석

이진 이미지 분석 -
Binwalk[24],

HxD Binary file editor[25]
디스어셈블리,

어셈블리 코드 분석
-

IDA Pro[26], OllyDbg[27],
Radare2[28]

[표 1] 각 세부 과정별 사용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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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획득한 펌웨어 이진 이미지부터

분석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는 VBinDiff

(Visual Binary Diff)나 Binwalk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대상이 되는 파일의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펌웨어 영역과 펌웨어가 저장된

포맷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펌웨어 파일 구조를 더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버전이 다른 펌웨어 파일을 획득하고

이를 비교한다. 가장 최신 버전의 파일과 인접

버전의 파일을 비교하는 것으로 동적으로

변동되는 부분을 식별하여 펌웨어 검증 영역을

식별한다. 반면, 가장 오래된 버전과 비교하는

것으로 변동되지 않는 부분을 식별하여

펌웨어의 구조를 식별한다.

2.4.2. 디스어셈블리

펌웨어 이진 이미지를 디스어셈블하여

어셈블리 코드를 획득한다. 디스어셈블러는

대표적으로 IDA Pro, OllyDbg 등이 있으며,

해당 도구를 이용하여 어셈블리 코드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기 지점 및 함수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의 논리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디스어셈블러는 모든 이진 이미지를

디스어셈블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진 이미지 분석 과정에서 파악한 펌웨어

구조를 참고하여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되지

않은 부분을 분석가가 임의로 디스어셈블리

코드를 수정하여 디스어셈블을 실시한다.

2.4.3. 어셈블리 코드 분석

분석하고자 하는 펌웨어 이미지를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한 후에 해당 코드의 기능 및

특성을 분석한다. IDA Pro의 경우, 해당

어셈블리 코드의 함수와 같은 분기 지점을

그래픽 형태로 분석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의

논리를 분석하여 해당 펌웨어의 기능을

식별한다.

해당 어셈블리 코드에서 특정 문자열을

검색하여 식별하는 것으로 검증 기능에

사용하는 변수임을 식별하거나, API를

실행하여 접근하는 주소를 식별하는 것으로

주요 변수를 확인한다.

V. 결론 및 차후연구

시장 조사, 지적 재산권 침해 확인과 같은

상업적 목적 외에 타국의 군사 장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펌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대상 디바이스에 한정된

방법론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전체적인 펌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다.

그래서 본 논문은 개괄적인 펌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프로세스

세부사항과 사용 도구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차후 연구로는 다양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작성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고 펌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 암호화,

난독화 등의 기법을 우회하여 펌웨어를

획득하는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펌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 흐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실제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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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제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코드를 통한 공격들이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다. 제

어시스템 환경에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자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침입탐지시스템을 적용 및

연구 중에 있으나, 높은 오탐율 문제와 새로운 공격 탐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새로운 악성코

드에 감염된 내부 PC를 통해 제어기기에 대한 제어명령 위변조 공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어시스템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제어시스템 내의 제어망에서의 이상징후 탐지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Siemens 社의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을 분석하여

보안 위협을 재현하고, 효과적인 보안 위협 탐지를 위해 기계학습 기반 이상징후 탐지 방안을

제안한다.

I. 서론

최근 국가기반시설, 제조 기업 등의 제어시스

템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이란의 우라늄 추출 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Microsoft 社의 제로

데이 취약점을 통해 내부 네트워크를 감염시

켜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이

하 PLC)의 제어명령 위변조 공격을 수행한

Stuxnet[1], 2011년 MS-Word 취약점을 이용

하여 피해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정

보를 수집하는 Duqu[2], 2012년 이란 및 중동

국가의 전력 제어시스템의 피해를 주기 위해

Windows 시스템을 감염시켜 내부 문서, 모

니터 스크린샷, 네트워크 기록 등을 훔치며

백도어를 설치한 Flame[3], 이외에도

Dragonfly, BlackEnergy, Industroyer 등이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 사례들이다[4][5][6].

제어시스템 대상 사이버 공격의 특징 중

하나는 피해 대상 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

중인 산업 제어시스템의 제조사를 파악하여

PLC나 HMI,(Human Machine Interface, 이

하 HMI), 소프트웨어의 취약점과 제조사의

독자적인 제어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글로벌 산업 제어기기 및 플랫폼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Siemens 社는 이더넷 기반의 독자적인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상

용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보안 위협 시나리오 및 취약점 관련

연구가 발표되었다[7][8][9]. 이에 따라 폐쇄망

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어시스템 환경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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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공격을 탐지 및 대응하고자 화이트리스

트 기반 침입탐지시스템 적용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제어시스템에서

새로운 사이버 공격과 제어명령 재전송 공격

등에 대해 탐지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

의 통신 패킷을 대상으로 기계학습을 통한

이상징후 탐지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 보안 위협 관련

연구와 제어시스템에서의 기계학습을 통한 이

상 징후 탐지 관련 연구들에 대해 소개한다.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의 통신 과정 및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과 재전송

공격을 통한 보안 위협들을 재현하고, 제안하는

탐지 방안을 제시하며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

구 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II. 관련 연구

2.1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 보안 위협

최근 3년 동안 Siemens 社의 독자적인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에 대한 보안 위협

연구가 진행되었다. Johannes Klick 등[7]은 사

물인터넷 검색 엔진인 쇼단(Shodan)을 이용하

여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있는 PLC를 검색하

여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의 이전 버전인

S7Comm 제어 프로토콜의 인증 취약점을 통해

악의적인 논리 코드 블록을 다운로드하여 내부

네트워크를 감염시키는 공격 시나리오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제어시스템이 완벽하게 폐쇄

된 네트워크 환경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접근을 통해 제어 프

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통신 패킷

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프로

토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버전인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이 개발되었지만,

Ralf Spenneberg 등[8]은 S7CommPlus 제어 프

로토콜의 분석을 통하여 재전송 공격 방지 기

능을 우회하여 PLC 간 통신을 이용한 악의적인

코드 블록을 전파하는 웜을 통한 공격 시나리

오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암호화 기능

이 보완된 새로운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

이 개발되었지만, Cheng Lei 등[9]은 PLC 관리

제어 소프트웨어인 TIA Portal을 역공학을 통

하여 암호화된 새로운 S7CommPlus 제어 프로

토콜을 복호화하여 재전송 공격을 통해 정상적

인 통신 패킷을 임의로 생성하여 제어 명령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보안 위협 연구를

통한 보안 대책으로 제어 프로토콜 통신 패킷

전체 암호화 방안과 관리 소프트웨어의 역공학

방지 기술 방안 제시를 했지만, 가용성을 중시

하는 제어시스템의 특성 상 업데이트 문제 및

고비용의 제어기기 교체 등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여 조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2 제어시스템에서의 기계학습을 통한 이상

징후 탐지 방안

최근 제어시스템의 화이트리스트 기반 침입

탐지시스템 적용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새

로운 사이버 공격 탐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

다. 이에 따라, 기계학습을 통한 이상징후 탐

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Leandros A.

Maglaras 등[10]은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에 기계

학습 모델인 OCSVM(One-Class support

vector machine)을 통하여 정상적인 트래픽과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클러스터링하여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제어시스템에서 사

용하는 대부분의 제어 프로토콜이 단일 통신

패킷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트래픽을 분류하기

위한 분석에 용이하며, 재전송 공격 방지 기능

등이 있는 특정한 이더넷 기반의 제어 프로토

콜을 대상으로 비정상 트래픽 분류에 한계가

있다. F. Schuster 등[11]은 PROFINET 제어

프로토콜을 대상으로 통신 패킷의 출발/목적지

주소, 프로토콜 타입, 패킷 타입, 패킷의 데이터

를 feature로 선정하여 n-grams 모델을 통해

외부로 부터의 침입을 탐지하는 연구를 진행하

였다. 하지만, 외부 침입이 아닌 내부자의 USB

를 통한 악성코드 전파와 같은 의도되거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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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지 않은 다양한 공격 방법을 이용하여 감염

된 내부 PC를 통해 제어기기인 PLC로의 재전

송 공격 탐지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III. 보안위협 분석을 통한 탐지 방안

본 장에서는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 통

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들을 재

현하고, 이를 탐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어시스템 운영 보안 상, 기관이나 기업의

실제 제어 데이터 셋을 구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탐지 방안에 활용 가능

한 데이터 셋 수집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PC

및 PLC 실험환경을 구축하였다. 운영체제는

Windows 7 환경에서 PLC 관리, 제어 소프트웨

어 TIA Portal 11을 설치하였고, 통신 패킷 분

석을 위해 Dummy Hub를 사용하였으며, PLC

는 Siemens 社의 S7-1200 모델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일반적인 제어시스템 구조와

실험환경 구축 네트워크 구성도

[그림 1]의 제어시스템 내 제어망인

Operation Zone의 PLC를 관리, 제어하는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다는 가정하에 재전송 공

격 및 서비스 거부 공격을 재현한다.

3.1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 분석 및

보안 위협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은 이더넷 기반

으로 동작한다. 각 PLC는 IP를 지정할 수 있으

며 서비스 포트는 102번을 통해 관리 제어 소

프트웨어인 TIA Portal과 서로 통신한다. [그림

2]와 같이 TCP 3-way 핸드 쉐이크 과정을 거

치며, ⑦에서 PLC는 S7CommPlus 통신 패킷

데이터에 Random Value를 포함한 1바이트를

전송한다. ⑧에서 TIA Portal은 Random Value

에 0x80을 더한 값을 통신 패킷의 17번째 22번

째 데이터 필드에 넣어 전송한다. ⑨에서 PLC

는 수신 받은 값을 검사하고 올바른 값이면, 연

결을 맺으며 올바르지 않을 시, 연결을 끊는다.

연결이 성립되면 ⑩에서 PLC 시작, 정지 등의

기능을 하는 제어 명령 패킷을 전송한다.

[그림 2]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

통신 과정

3.1.1 제어 명령 재전송 공격

제어시스템은 임의로 PLC 시작, 정지 제어

명령만으로도 센서와 엑추에이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만약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된다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

적인 PLC 시작, 정지 제어명령만 재전송 공격

을 재현하였다. PLC 시작, 정지 제어명령 패킷

은 항상 동일하게 18개의 Reques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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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프레임이 발생하며, 분석을 통하여 [그림

3]과 같이 18번째 패킷 프레임의 28번째 데이터

필드 값인 Item Value가 0x01이면 PLC 시작,

0x03이면 정지하게 된다. 정상적인 PLC 시작,

정지 제어 패킷을 캡처하여 스크립트를 통해

[그림 2]의 과정 ①부터 ~ ⑨까지 Random

Value를 연산을 통해 재전송 공격이 가능하다.

[그림 3] PLC 시작, 정지 패킷 데이터 필드

3.1.2 서비스 거부 공격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은 TCP 기반으

로 동작하고 102번 포트로 서비스 거부 공격이

가능하다. 실시간성이 중요한 제어시스템에서

센서의 값에 따라 엑추에이터를 제어하는 PLC

의 논리 프로그램 동작을 서비스 거부 공격을

통해 방해할 수 있다.

3.2 제안하는 탐지 방안

앞 절을 통해 PLC의 서비스 거부 공격의 경

우, 단위 초당 트래픽의 양을 실시간 모니터링

을 통해서 탐지가 쉽게 가능하다. 하지만 악성

코드에 감염된 TIA Portal이 설치된 PC의 경우

동일한 IP와 서비스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 일

반적인 화이트리스트를 통한 탐지가 어렵다. 기

계학습을 통한 재전송 공격 탐지의 경우, 분별

력 있는 feature 선정이 제한적이지만,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항상 서로 다른 18개의

패킷 시퀀스가 발생하는 PLC 시작, 정지 제어

명령의 각 Request 패킷을 분석하여 정상과 재

전송 공격 간의 Request 패킷 도착 시간 간격

차이를 feature로 이용한다.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각 시퀀스마다 패킷의 크기에 따른 미세

한 패킷 전송 시간차이를 입력 값으로 사용하

여 기계학습을 통한 재전송 공격 탐지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4] Request 패킷 도착 시간 차이를

이용한 기계학습 기반 탐지 방안

3.3 실험 방법

3.3.1 실험 데이터 수집

TIA Portal를 통한 정상적인 PLC 정지 패

킷을 약 5시간 동안 수집하여, 2464개의 패킷

플로우와 재전송 공격을 통해 30분 동안 99개

의 패킷 플로우를 수집하였다. [그림 5]와 같이

수집된 .pcapng 파일을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

각 18개의 패킷으로 나누어 패킷 도착 시간을

.csv 파일에 저장하였다.

[그림 5] S7CommPlus Request 패킷 도착

시간 값 파싱 및 ,csv 파일 저장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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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패킷 플로우 대비 재전송 패킷 플로우

의 구성비는 0.0386%로 구성하였으며, 재전송

공격 패킷의 경우, 정상적인 데이터와 미세하게

시간 값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기계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

3.3.2 데이터 학습

본 실험에서는 Google에서 만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TensorFlow를 이용하였다. 고차

원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

적인 인공 신경망(Neural Network)를 활용하였

다. 전체 데이터의 80%는 훈련 데이터로 활용

하고 나머지 20%는 테스트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며, 데이터 셔플링을 한다. 정상/비정상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 수를 비정상 데이터 수로 나눈 비율을

학습모델에 적용한다. 입력 노드로는 [그림 4]와

같이 18개이며, Hidden Layer를 포함한 전체

Layer를 4개 층으로 구성하였다. 출력 노드의

경우,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기 위해 2개로 구성

하였다.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파

리미터 설정값과 activation function 등에 관련

된 구체적인 기계학습 모델의 구성에 대한 논

의는 본 논문의 취지와 맞지 않기에 생략한다.

수집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 [그림

6]과 같이 Epoch를 200을 주었을 때, 학습된 모

델의 정확도가 99.65%의 결과가 나왔으며 비용

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한 제안하는

학습된 모델의 정확도와 비용

훈련된 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따로 분류하였

던 테스트 데이터 셋에 적용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IV. 실험 결과

앞 절의 과정을 통해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

여 테스트에 활용할 데이터를 실험을 통해 다

음 [그림 7]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7] Confusion matrix을 통한 모델 평가[12]

F1 Score는 기계학습 모델의 정탐과 오탐에

대한 분류 성능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 F1

Score의 계산식은 식(1)과 같다.

     
 

(1)

Ÿ TP(True Positive) : 실제 정탐을 모델이 정

탐으로 분류

Ÿ FP(False Positive) : 실제 오탐을 모델이 정

탐으로 분류

Ÿ FN(False Negative) : 실제 정탐을 모델이

오탐으로 분류

분류 정확도는 99.22%, F1 Score는 0.9959의

결과를 보였다. 247개의 정상 데이터 중 245개

를 정상으로 판별하였으며, 나머지 2개를 오탐

으로 판별하였다. 실제 오탐을 모델이 오탐으로

분류하는 TN(True Negative)의 경우, 모두 탐

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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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에서는 S7CommPlus 제어 프로토콜

의 분석을 통한 보안 위협을 재현하였다. 그중

화이트리스트를 통한 재전송 공격 탐지의 어려

움에 따라 3장의 제안하는 기계학습 기반 탐지

방안 연구를 통해 99.22%의 분류 정확도가 나왔

다. 본 연구의 제한사항으로 실제 제어시스템에

서 사용하는 대량의 데이터 셋 수집 및 분석의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최적화된 모델의

성능을 위해 최적화된 기계학습 알고리즘 모델

개발과 정상적인 데이터만을 활용한 비지도학습

모델 적용 연구 및 실시간 탐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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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제어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위협 분석을 통한
공격 가능시나리오 도출 및 대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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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높은 기술적 완성도와 상대적인 원가 경쟁력을 갖춘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은 사이버보안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적 결함, 외부

인터넷망과의 연계를 통한 취약점, 안전하지 않은 원격관리서비스(ex. telnet, FTP, SNMP 등)를 사용

하는 등의 여러 취약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경우 발전기 손상 및 파괴에 따른 전력 공급 중단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 및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심각한 보안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위협을 분석하여 공격가능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I. 서론

에너지 수요의 급증과 고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높은 기술의 완성도와 상대적으로 저비용

등의 이점을 가진 풍력발전 시스템은 급속한

신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풍력 발전설비

또한 최근 5년(12~16년)간 연평균 21.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1].

풍력발전기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월 기준 국내

풍력발전기 사고로 인한 발전기 정지사례는 60건

이다. 또한 풍력발전 시스템 설계 및 구현적

결함으로 인해 풍력발전기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블레이드 과회전으로 인해 과열로 인한 파손

및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2].

현재까지는 풍력발전기의 제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사례는 보고된 바

없지만, 풍력발전기 또한 해킹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015년 북미의 풍력발전기 전문 제조

업체인 XZERES 제품에서 CRSF(Cross Site

Request Forgery)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2017년

blackhat 및 DEFCON 컨퍼런스에서 Tulsa대학교의

보안 전문가인 Jason Staggs는 풍력발전기의취약점에

대해 발표한 사례가 있다[3][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공격가능시나리오를

도출하여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의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본다.

III장에서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안위협을

분석한다. IV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보안위협을

바탕으로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에 대한 공격가능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도출한다. V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보안위협을 바탕으로 도출된 공격가능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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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블레이드

(Blades)

대부분의 터빈에는 2~3개의 블레

이드가 존재하며 바람이 불 경우

회전

로터

(rotor)
블레이드를 결합한 풍차를 의미

브레이크

(Brake)

비상 시 로터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유압적으로 정지시킴

컨트롤러

(Controller)

시간당 약 8 ~ 16 마일의 풍속일

경우 기계를 작동시키고 약 55mph

이상의 풍속에서 기계를 정지시킴

터빈은 풍속에 의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약 55mph 이상의 풍속에서

작동하지 않음

기어박스

(Gear Box)

저속 축을 고속 축에 연결시키고 분당

60~80회의 회전속도를 약 1,000 ~

1,800으로 높이는 역할을 수행

발전기

(Generator)

로터 블레이드로 획득하는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

[표 2] 풍력발전 시스템 구성요소 용어정리

여 AC전기를 생성

풍속계

(Anemometer)

풍속을 측정하고 해당데이터를

제어기로 전송

나셀

(Necelle)

기어박스, 고속 축, 생성기, 컨트롤러,

브레이크를 모두 포함하는 구조물

Pitch

날개를 바람 밖으로 돌려 로터

속도를 제어하고, 너무 높거나 너

무 낮은 바람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로터를 회전시킴

Tower 터빈의 구조를 지지하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

Yaw Drive
방향이 바뀔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터빈이 바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정

Yaw motor Yaw Drive에 동력을 공급

보안위협 정의

메시지 변조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자가

제어메시지를 원하는 메시지로 변조

악의적인

소프트웨어

삽입

바이러스나 웜, 스파이웨어와 같

이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에 피해

를 입히거나 보안을 무력화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삽입

[표 3] 풍력발전 제어시스템 보안위협

II. 풍력발전 제어시스템 구조

풍력발전기는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킨다.

풍력은 각 발전기에 설치된 블레이드를 회전시키며,

로터는 발전기에 동력을 공급하고 발전기는 로터

블레이드로획득하는기계적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은

풍력발전기로부터 각종 데이터 (ex. 바람속도,

전력생산량, 상태정보, 로터RPM, 나셀 내부온도

등)을 전송받고, 풍력발전기에 대한 제어명령

(ex. 최대 발전생산량 변경, 풍력터빈 작동상태변경,

비상정지 등)을 전송하여 풍력발전기를 제어한다.

아래 [그림 1]은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요소이며, [표 1]은 구성요소에 따른 용어정리이다.

[그림 1] 풍력발전 제어시스템 구조

III. 풍력발전 제어시스템 보안위협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은 설계 및 구현의 결함으로

인해 공격에 취약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취약성이 존재한다[3][4].

∙ 제어 메시지의 인증 또는 암호화 없음

∙ 안전하지 않은 원격 관리서비스 사용

(ex. telnet, FTP, SNMP 등)

∙ 공급업체 기본암호 또는 추측하기 쉬운

암호 사용

∙ 현장 발전기기 및 제어시스템의 물리적

보안이 매우 취약

∙ 풍력 터빈 간의 네트워크분할이 없음

∙ Legacy 운영체제 사용

이러한 취약성을 통해 공격자는 전송된 데이터의

기밀성 및 무결성을 손상시키며 서비스 사용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5][6]. 따라서 본 장에서는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의 보안위협을 분석하고

[표 3]을 통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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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접근

인가를 받지 않은 사용자가 제어시

스템에 접근

DDoS 공격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

여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함

제로데이

공격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 해

당 취약점이 공식화되기 전에 악

용하여 이루어지는 공격

랜섬웨어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수없도록만들어이를인질로금

전을요구하는악성프로그램

IV. 풍력발전 제어시스템 공격가능

시나리오 및 파급효과

4.1 Use-after-free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가능

시나리오

트랜드마이크로와 제로데이이니셔티브(ZDI)가

발행한 ‘SCADA HMI 보안 취약점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동안 SCADA 시스템 보안 취약점

패치가 나오는데 143일이 소요되었다. 대부분의

HMI는 Window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그림 2]와 같이 풍력발전기의 제어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는 YOKOGAWA사의 FAST/TOOLS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7][8].

[그림 2] YOKOGAWA사 FAST/TOOLS 구성 및 사양

이 경우 Windows의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나

최신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가능하다.

최근에 알려진 Use-after-free 취약점은

DRM(Direct Rendering Manager) 관련 메소드의

취약점으로, Use-After-Free 취약점을 이용한다.

워드나 엑셀 문서를 열 때 플래시를 구동하여

어도비 플래시 프로그램에서는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처리하는 DRM 기능을 통해 특정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DRM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정한 변수의 적절성을 검증하지 않고 메모리를

해제하게 된다. 이 때 버그가 발생되고, 공격자는

이를 통하여 원하는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아래 [그림 2]는 Use-after-free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가능시나리오를 나타낸다.

[그림 3] Use-after-free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가능시나리오

단계 세부내용

Step 1

공격자는 Use-after-free 취약점을

활용하여 악성 스크립트를 첨부한

문서를 메일로 전송

Step 2
사용자가 문서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악성 스크립트가 구동됨

Step 3
구동된 악성 스크립트를 통해

HMI에 악의적인 명령을 실행

Step 4 풍력 발전기기 오작동 유발

[표 4] Use-after-free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가능시나리오 단계별 세부 내용

[그림 3]을 통한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Ÿ 악의적인 명령을 실행하여 시스템 피해 유발

Ÿ 구동된 플래시를 통해 명령어를 실행하여

내부자료 외부 유출가능

Ÿ 취약점 패치되기 전까지 다양한 공격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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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SRF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가능

시나리오

CRSF(Cross-Site Request Forgery) 공격은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으로, 사용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를

특정 웹사이트에 요청시키는 공격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 4]는 CSRF취약점을 이용한 공격가능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그림 4] CSRF취약점을 이용한 공격가능시나리오

단계 세부내용

Step 1

공격자는 Web client에 CSRF

스크립트가 포함된 게시물 또는 파일

등을 게시하여 관리자가 CSRF

스크립트가 포함된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만들어 관리자 계정

탈취

Step 2

관리자 계정을 통해 제어발전시스템

내 시스템의 관리자 ID, PW 정보를

탈취해 HMI 권한을 획득하여

악의적인 제어 메시지를 기기에

전송

Step 3 풍력 발전기기 오작동 유발

[표 5] CSRF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가능시나리오

단계별 세부 내용

[그림 4]을 통한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Ÿ HMI 이외의 시스템 관리자 정보를 획득하여,

시스템 조작 및 피해 유발

Ÿ 악성코드를 이용한 봇넷을 구성하여 제어

시스템 망 서버자체에 DDoS 공격 및

시스템 마비

Ÿ 악성코드를 이용한 봇넷을 구성하여 새로운

공격 형태의 악성코드 삽입 가능

4.3 무선통신 구간 스니핑을 통한 메시지위조

공격가능시나리오

스니핑 공격은 무선LAN 신호를 잡아내 네트

워크상의 데이터를 도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격자는 스니핑도구를 통하여 무선 통신의 ID,

PW를 획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 5]은 스니핑을 통한 메시지위조 공격

가능시나리오를 나타낸다.

[그림 5] 스니핑을 통한 메시지위조 공격

가능시나리오

단계 세부내용

Step 1

공격자는 현장 데이터 서버와 원격지

제어 및 모니터링 서버간 무선

통신구간에 스니핑 도구를 통해

통신을 분석하여 메시지 및 네트워크

키 획득

Step 2

습득한 메시지와 네트워크 키를

이용하여 현장 데이터서버에

원격지 서버에서 보낸 메시지로

위장한 악의적인 제어명령 전송

Step 3 풍력 발전기기 오작동 유발

[표 6] 스니핑을 통한 메시지변조 공격가능시나리오

단계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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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을 통한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Ÿ 공격자는 무선 통신구간의 통신 권한을

통하여 기기 내 악성코드 삽입 가능

Ÿ 현장데이터 서버에서 원격 모니터링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를 위·변조 가능

4.4 물리적 접근을 통한 공격가능시나리오

제어시스템의 특성상 넓은 설치 공간을 가지며

발전기와 같은 구성요소는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외부에 존재하며, 이는 발전기 시스템의 물리적

보안이 취약해 질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6].

아래 [그림 6]을 통해 공격자의 물리적 접근을

통한 공격가능시나리오를 나타내었다.

[그림 6] 물리적 접근을 통한 공격가능시나리오

단계 세부내용

Step 1

공격자가 외부에 존재하는 발전기에

물리적인 접근을 통해 컨트롤러에

악성코드 감염

Step 2

발전기는 링 형 네트워크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감염된

악성코드를 다른 발전기로 전파

Step 3

공격자는 풍력발전 단지 내 모든

발전기들에 대한 제어권 탈취 및

발전기의 오작동 유발 가능

[표 7] 물리적 접근을 통한 공격가능시나리오 단계별

세부 내용

[그림 6]을 통한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Ÿ 발전기 제어권 탈취를 통한 시스템 파괴 및

오작동 유발

Ÿ 감염된 발전기의 악성코드 전파를 통한

피해 확산

V. 대응방안

본 논문에서는 Ⅲ,Ⅳ장을 통하여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의 보안위협 및 공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에 대해 정리하였고,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5.1 기술적 대응 방안

§ 네트워크 간의 격리를 구현하여 시스템간의

위협 전파 방지

§ 보안장비(방화벽, IPS 등)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보안 구조 강화

§ HMI의 최신 윈도우 운영체제 업데이트 적용

§ 지속적인 보안패치 적용

§ 비인가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장치들을

네트워크에서 분리 및 격리

§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5.2 물리적 대응 방안

§ 물리적 접근 보안을 위한 안티템퍼링 기술 구현

§ 풍력발전기 내부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강화

§ 내부(제어시스템)와 외부간(인터넷) 물리적 망

분리

VI. 결론 및 향후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 분석 및 공격가능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응방안은 논리적인 측면이며,

실제 국내에 적용된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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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취약점 분석에 따른 사이버보안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현재 운영 및 개발 중인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사이버보안

취약점 평가 및 테스트를 통한 사이버보안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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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마트공장과 같은 ICS(Industrial Control

System) 환경에서는 IT 환경과 달리 필드버스

(Fieldbus), 산업용 이더넷(Industrial Ethernet) 등

산업용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산업용 프로토콜은 오래전부터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장비/설비(Sensor, Actuator, Control Device

등)들의 운영 및 운전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데

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디지털 직렬 통신망으로

다양한 필드버스들이 사용되었다.

산업 현장의 제어기기(PLC)의 Master & Slave

사이 통신에 인터넷 통신 개념이 도입되면서

2006년 ISO TC 184 SC5 전문위원회에서 ISO

15745 Open Systems Application Integration

† 본 논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안전한 스마트팩토리 연계를 위한 산업용
통합보안장치 개발” 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 교신저자 : khkim@nnsp.co.kr

Frameworks의 Part 4인 Ethernet-based Control

System에서 규격이 제정되면서 산업용 이더넷

(Industrial Ethernet)을 사용하게 되었다.

시리얼 통신의 필드버스로 폐쇄적으로 운영되

던 산업제어망 환경이 이더넷 기반으로 변화하고

스마트공장과 같이 본사 등 외부망과 연결되면서

방화벽과 같은 경계 보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IT 방화벽은 IP 헤더와 TCP 헤더의 네트워크

정보를 기반으로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지만 응용

계층에서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 헤더를 가지고

있는 ICS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

을 분석하고 ICS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DPI 기

반의 산업용 방화벽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II.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 고찰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프로토콜에서 시리얼

산업제어시스템 보호를 위한 ICS DPI Firwall 개발†

노권수*, 한상헌*, 박혜용*, 김기현*††

*㈜앤앤에스피 부설연구소

Development ICS DPI Firewall to Protect Industrial Control System

Kwon Su Ro*, Sang Heon Han*, Hye Yong Park*, Ki-Hyun Kim*

*R&D Center, NNSP Co., Ltd.

요 약

시리얼 통신의 필드버스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산업제어망 환경이 이더넷 기반으

로 변화하고 스마트공장과 같이 본사 등 외부망과 연결되면서 방화벽과 같은 경계 보

안이 필요하지만 일반 IT 방화벽은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에 대한 필터링을 제공하

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 Ethernet/IP(CIP), Profinet, Modbus, DNP3 등 다양한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DPI 기반의 ICS 방화벽을 개발하였다. 이더넷 프로토콜

별 세부 Function Code를 알지 못하는 관리자를 위해 읽기, 쓰기, 읽기/쓰기별로

Function Code를 분류하여 보다 쉽게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ICS 방

화벽과 일반 IT 방화벽을 비교 시험하여 본 논문에서 개발한 ICS 방화벽이 산업제어

시스템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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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으로 사용하는 필드버스는 제외하고 이더

넷 환경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

을 분석하고 경계 보안을 위한 산업용 방화벽

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Ethernet/IP(CIP), Profinet, Modbus 등 산업

용 이더넷은 국제표준으로 EC 61158과 IEC

61784에 정의되어 있으며 국내 표준에서도 이

를 참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공장 표준으로 많이 사

용되고 있는 EtnerNet/IP과 Profinet, 산업제어

시스템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Modbus-TCP,

전력제어에 사용되고 있는 DNP3에 대한 산업

용 방화벽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프로토콜을

분석한다. 주요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 별 특

징과 보안 대응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1].

2.1 EtherNet/IP-CIP 분석

EtherNet/IP-CIP는 ODVA에서 산업자동화를

위해서 만든 산업제어용 프로토콜중 이더넷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프로토콜이다[2]. CIP는 두

가지 접속 방식을 사용한다. explicit messages

는 TCP를 이용하여 요청-응답방식으로 데이터

가 전송된다. implicit messages 는 UDP를 사

용하며 주요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사용되며

멀티 캐스트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달한

다[6]. IP-CIP는 별도의 보안이 고려되어 있지

않고 이더넷이 가지는 보안취약점을 안고 있다.

또 프로토콜 특성상 멀티캐스트와 실시간 응답

을 요구하는 프로토콜 특성상 암호 처리는 제

한적이다.

(그림 1) IP-CIP 구조도

2.2 Profinet 분석

Profinet은 물리계층을 Profibus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RS485 시리얼 대신 이더넷에 맞춰진

프로토콜이다[3]. 속도와 용도에 따라서 3개의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다[7]. profibus는 일반

적으로 토큰을 기반으로 동작하며 프로토콜 자

체의 보안 기능이 결여되어서 트래픽 주입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에 취약하다. 프로토콜내에서

인증이나 보안이 부족하므로 시스템의 가용성

과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DMZ나

VLAN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IT방

식을 이용한 암호화통신의 이용 그리고 네트워

크 감시를 통한 미인증 혹은 비정상 트래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림 2) Profinet 구조도

2.3 Modbus 분석

Modbus는 1979년에 산업 제어용 프로토콜

로 PLC와 상호 작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8].가장 널리 사용되는 산업용 프로토콜 중 하

나로 응용 계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리얼을

비롯한 다양한 물리적 매체에서 동작할 수 있

다. Modbus-TCP 프로토콜은 TCP 프로토콜

에 영향받지 않도록 구현되며 이전 프로토콜과

의 호환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보안 특성은 고

려되지 않았다[5].

응용 계층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으로

Modbus는 보안적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주

소와 기능코드는 프로토콜에 공개되어 노출되

어 있고 동작상에서 암호화정보도 지원하지 않

는다. 시리얼의 경우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해서

DoS공격에도 취약하다. 이 때문에 Modbus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트래픽 모니터링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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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명령어를 가진 데이터의 처리 빈도와 내

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3) Modbus-TCP 구조도

2.4 DNP3 분석

1993년에 개발된 통신 프로토콜로 북미의 전

력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프로토

콜은 총 3개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프로토

콜 표준 7계층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적다.[9]

DNP3는 시스템의 이용성을 극대화하려 설

계되었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데이터 무결성 관

련 내용은 부족하다. 프로토콜내에서 CRC로 데

이터를 검증할 수 있지만 CRC 계산방식은 이

미 공개되어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 이에 대해

서 DNP3측은 secureDNP라고 하는 보완된 프

로토콜을 추가했다[4]. 이 표준은 요청-응답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고 인증이 필요한 명령에

대해서는 인증요청이 해결되지 않으면 처리를

지연시킨다. 이 보완 프로토콜은 사용자 인증과

메시지의 변조 등을 막을 수 있지만 처리 지연

과 네트워크 부하를 함께 수반한다.

(그림 4) DNP3 구조도

III. DPI 기반 ICS 방화벽 설계 및 개발

ICS 패킷의 대부분은 프로토콜의 동작 목적

에 따라서 각 계층이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구

조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더넷

환경에서는 이질적으로 동작해야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운용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

루어진다. 실 시스템의 운용은 TCP/IP 시스템

위에 구축되어 ICS프로토콜을 운용하기 위해서

는 프로토콜 자체를 네트워크의 응용계층에 올

려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

유로 ICS 패킷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Ethernet 패킷의 일반적인 구조를 감안하고 다

시 한번 ICS 프로토콜에 맞춰서 검사하는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반의 검사과정

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5) 이더넷 패킷과 ICS 패킷의 분석[10]

3.1 DPI 기반의 ICS 방화벽 설계

EtherNet/IP, Modebus-TCP, DNP3 등은

TCP Layer(4계층)에서 동작하지만 Profinet과

같은 산업용 이더넷은 Ethernet Layer(2계층)에

서 동작한다.

다음은 DPI 기반의 ICS 방화벽의 플로우 차

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DPI 기반 ICS 방화벽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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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TCP Layer(4계층)에서 동작

하는 산업용 이더넷과 Ethernet Layer(2계층)에

서 동작하는 산업용 이더넷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DPI 기반의 ICS 방화벽을 설계하였다.

ICS 방화벽은 DPI 기반으로 동작하며 방화

벽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모든 패킷을 검사한다.

먼저 해당 패킷이 Ethernet 패킷인지

TCP/IP 패킷인지 확인한다. Ethernet 패킷일

경우 Profinet 패킷 필터링과정을 별도로 수행

한다.

TCP/IP 패킷일 경우 일반 IT 패킷인지 ICS

패킷인지 확인한다. 일반 IT 패킷인 경우 IP와

Port에 대한 인가/거부 규칙에 따라 필터링 과

정을 수행한다.

ICS 패킷인 경우 EtherNet/IP, Modbus,

DNP3 등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별로 헤더의 

필드 구성 및 필드 값을 검사하여 Malformed

Data와 Invalid Data를 패킷을 차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

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ACL 규칙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EtherNet/IP,

Modbus, DNP3, Profinet 패킷의 헤더 정보에서

Function Code(명령어)를 파싱하고 Rule의

Action 값에 따라 필터링 대상 패킷을 Accept

또는 Drop 한다.

3.2 DPI 기반의 ICS 방화벽 개발

개발된 ICS 방화벽은 일반 IT 프로토콜에

대한 IP/Port 필터링과 TCP/IP를 사용하는 이

더넷 프로토콜 필터링을 위해 IP 보안정책으로

개발되었으며 2계층에서 동작하는 이더넷 프로

토콜 필터링을 MAC 보안정책으로 개발하였다.

(그림 7) IP 보안정책

(그림 8) MAC 보안정책

대부분 산업제어시스템 관리자들이 프로토콜

별 세부적인 Function Code까지 알지 못하므로

관리자들의 정책 설정의 편리성을 위하여 해당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Function Code를 읽기, 쓰

기, 읽기/쓰기로 구분하여 ACL Rule을 제공하

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9) 이더넷 프로토콜 선택 예

(그림 10) EtherNet/IP 정책 구성 예

3.3 DPI 기반의 ICS 방화벽 시험 및 고찰

개발된 DPI 기반 ICS 방화벽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패킷을 전송하고 패킷 필터링 여부를

시험하였다.

상기 표의 Rule 순서에 따라 테스트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ICS 방화벽 테스트 결과

본 논문에서 개발한 ICS 방화벽과 일반 IT

방화벽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Rule 유형 패킷 종류
1
비인가 IP/PORT

일반 패킷
2 인가 ICS 명령 패킷
3 비인가 ICS 명령 패킷
4
인가 IP/PORT

일반 패킷
5 인가 ICS 명령 패킷
6 비인가 ICS 명령 패킷

[표 1] 필터링 테스트 패킷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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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본 논문 IT 방화벽
IP 및 Port 필터링 ○ ○

산업용 이더넷 MAC 필터링 ○ X

산업용 이더넷 헤더 필터링 ○ X

제어명령어 필터링 ○ X

[표 2] 본 논문과 IT 방화벽 기능 비교

일반 IT 방화벽은 IP/Port에 기반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지만 본 논문에서 개발한 ICS 방

화벽은 산업용 이더넷 MAC 필터링, 산업용 이

더넷 헤더 필터링, 제어명령어 필터링 등 산업

제어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필터링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EtherNet/IP, Profinet, Modbus,

DNP3 등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DPI 기반의 ICS 방화벽을 개발하였다.

DPI 기반의 ICS 방화벽은 IP/PORT 기반의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IT 방화벽과 달리

Function Code(제어명령어) 기반의 필터링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제어시스템 보호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이더넷 프로토콜별 세부 Function

Code를 알지 못하는 관리자를 위해 읽기, 쓰기,

읽기/쓰기별로 Function Code를 분류하여 보다

쉽게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DPI 기반의 ICS 방화벽과 일반 IT 방화벽을

비교 시험하여 본 논문에서 개발한 ICS 방화벽

이 산업제어시스템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

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향후 EtherNet/IP, Profinet, Modbus, DNP3뿐

만 아니라 EtherCat, CC-Link, SERCOS 등 다양

한 이더넷 프로토콜로 ICS 방화벽을 기능을 확장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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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제어시스템은 현장장치를 제어, 감시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으로써 국가의 기반

시설인 가스, 원자력, 상하수도 등의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다. 산업제어시스템은 외

부에 대해 폐쇄적인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산업제어시스템에서 제어, 감시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SCADA 프로토콜 역시 보안에 관한 규격 없이 설계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CADA 프로토콜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과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SCADA 프로토콜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I. 서론

산업제어시스템은 산업시설의 공정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계된 시스템이다. 산업

제어시스템에 설치된 제어 S/W, 제어 H/W간

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여 산업현장의 현장장

치들을 제어하고 장치들의 상태를 감시한다. 산

업제어시스템은 보다 효율적인 공정 운영을 위

해 IT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시스템 구조의 변

화로 인해 기존에 유지하던 폐쇄적인 구조에서

점차 개방형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2]

IT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산업제어시스템

자체의 운영 효율성이 증가하였지만 이와 더불

어 IT 시스템에 존재하던 보안 취약성이 산업

제어시스템에도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기존의 폐쇄적인 구조와는 달리 IT시스템을 사

용함으로써 외부와의 연결점이 증가하였고 제

어시스템의 규모 또한 확장되었다. 이에 대해

산업제어시스템은 더 이상 폐쇄적인 구조와 물

리적인 보안만으로는 시스템의 자원, 데이터 보

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산업제어시스템은 보통의 IT시스템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특수성과 규모 그리고 인

명과 관련된 시설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보안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감수해야하는 경제적, 인

명피해 규모 역시 IT시스템에 비해 크다. 따라

서 변화하고 있는 산업제어시스템에서 생겨난

보안 취약성에 대한 보안요구사항과 보안요구

사항이 반영된 보안 솔루션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SCADA 프로토콜의 취약점,

프로토콜의 취약점과 관련된 보안사고에 대해

분석하고 [4]에서 수행한 SCADA 프로토콜의

데이터 보안 취약성을 이용한 모의공격에 대해

소개한 후 산업제어시스템에서의 통신 프로토

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

되는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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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본 장에서는 산업제어시스템의 네트워크 구

조와 시스템 내의 제어 S/W, 제어 H/W, 현장

장치간의 제어, 감시 데이터 통신 과정을 살펴

보고 SCADA 프로토콜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

해 데이터 통신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

보안사고 사례를 설명한다. 끝으로 통신 데이터

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장을 마무

리 한다.

2.1 산업제어시스템 네트워크 구조 [1]

산업제어시스템은 운영계층, 제어계층, 현장

장치 계층 총 3계층으로 구성된다. [그림 1]은

산업제어시스템의 각 계층이 이루고 있는 네트

워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1] 산업제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운영계층은 산업제어시스템 관리자가 산업

현장을 모니터링하거나 현장 장치로 제어 명령

을 전송한다. 운영계층이 포함하는 요소로는 H

MI(Human Machine Interface), MMI(Man Ma

chine Interface), EWS(Engineering Workstatio

n)등의 제어 S/W들이 있으며 제어 명령을 제

어 H/W와 현장장치로 전송하거나 제어, 감시

데이터 포맷을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어계층은 운영계층의 제어 명령을 전달받

아 산업현장에 있는 액추에이터, 센서 등을 제

어하고 제어에 대한 결과를 운영계층의 제어 S

/W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장장치

들의 상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운영계

층에 전달하여 운영계층의 관리자가 현장장치

들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어

계층이 포함하고 있는 요소로는 PLC(Program

mable Logic Controller), DCS(Distributed Cont

rol System), RTU(Remote Terminal Unit)등의

제어 H/W들이 있다. 운영계층에 위치한 제어

S/W와 제어계층에 위치한 제어 H/W 간 제어,

감시에 관련된 데이터를 통신 할 때에는 산업

제어프로토콜 또는 SCADA 프로토콜이 사용된

다.

현장장치 계층은 센서, 액추에이터 등의 산

업현장에서 현장의 상태 값을 수집하거나 현장

에서 공정을 위해 동작하는 현장장치들을 포함

한다. 운영계층의 관리자는 제어 S/W를 이용하

여 현장 장치로 제어명령 또는 상태 값 수집

요청을 전송하고 이를 전달 받은 제어 H/W는

연결된 현장 장치들과의 통신을 통해 현장장치

의 제어 결과, 수집된 상태 값 데이터를 운영계

층의 제어 S/W가 설치된 장치로 전송한다.

2.2 SCADA 프로토콜 취약성

산업제어시스템은 설계 시 폐쇄적인 구조

아래 운영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제어시스템

내에서 제어, 감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

는 SCADA 프로토콜 역시 보안에 대한 규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설계되었다. MODBUS, DNP

3.0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산업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SCADA 프로토콜이

다. 본 절에서는 MODBUS, DNP3의 취약점에

대해 진행되었던 연구들을 소개함으로써 현재

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SCADA 프

로토콜들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도출한다.

2.2.1 MODBUS 취약점 및 보안위협

MODBUS는 1979년 자사의 PLC 제어를 위

해 modicon에서 개발 하였으며 이 후 de facto

표준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산업제어시스템에

서 널리 쓰이고 있는 SCADA 프로토콜이다. M

ODBUS의 사용 형태는 통신 방식에 따라 크게

시리얼 라인에서 사용되는 MODBUS over seri

al line과 Ethernet/IP 기반으로 동작하는 MOD

BUS/TCP가 있다. [8]

MODBUS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

는 데이터 보안 취약점은 크게 통신 3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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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할 수 있다. 먼저 데이터 통신 이전 장치

간 상호 인증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

통신이 이루지는 것이다. 다음 [그림 2], [그림

3], [그림 4]는 순서대로 MODBUS 어플리케이

션 프로토콜 데이터 포맷, MODBUS over seria

l line과 MODBUS/TCP의 프로토콜 데이터 프

레임을 나타낸다.

[그림 2] MODBUS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데이터 포맷

[그림 4] MODBUS/TCP 데이터 프레임

[그림 3] MODBUS over serial line 데이터

프레임

시리얼 라인을 사용한 MODBUS 데이터 프레

임과 Ethernet/IP를 사용한 MODBUS/TCP 데

이터 프레임 모두 데이터를 전송하는 주체에

대한 인증과 관련된 데이터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장치를 인식할 수 있는 필드는 [그림 3]

의 주소필드와 [그림 4]의 MBAP Header에 존

재하는 Unit Identifier가 있지만 이는 상호간에

암호학적인 인증과정을 통해 나눠가진 비밀정

보가 아니라 운영계층에서 제어, 감시 데이터

통신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할당한 ID 값이

다. 통신 이전에 암호학적인 식별 및 인증과정

을 거치지 않고 통신을 진행할 경우 관련 연구

로 진행된 [4]에서 볼 수 있듯이 MODBUS 프

로토콜을 사용하는 환경의 장치들의 통신 간

중간자 공격을 수행하는 기기를 구현하여 데이

터 위/변조, 재전송 공격이 가능함을 볼 수 있

다. 이는 MODBUS를 장치 간 데이터 통신에

사용하는 산업제어시스템의 가용성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보안 위협이다.

두 번째로 MODBUS는 데이터 기밀성을 보

장하지 않는다.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한 암호화

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스니핑을 통

하여 데이터 유출이 가능하고 평문 값을 모두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이를 분석하

여 2차적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

련 연구인 [4]에서 데이터 유출 및 유출된 데이

터를 분석하여 공격이 가능하였다.

세 번째로 MODBUS는 데이터 무결성에 대

한 검증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림 2]에 있는 데

이터 전송 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CRC(Cycli

c Redundancy Check), LRC(Longitudinal Redu

ndancy Check)만으로는 데이터를 전송한 출처

와 데이터 위/변조에 대한 무결성을 모두 검증

할 수 없다. 이 역시 관련 연구인 [4]에서 수행

한 모의공격을 통해 공격자가 임의로 위조한

데이터를 PLC로 전송하여 현장장치를 제어하고

HMI가 PLC로 전송한 제어명령을 가로챈 공격

자의 규칙대로 변조하여 CRC 값을 다시 계산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재생성하여 오작동 시

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2.2.2 DNP3 취약점 및 보안위협 [5]

DNP3는 1993년에 상세 규격이 정의되어 20

0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사용 비율이 88%에 이

르는 널리 쓰이는 de facto 표준 SCADA 프로

토콜이다. 사용하는 통신 종류에 따라 시리얼

통신에서의 DNP3, Ethernet/IP 기반으로 한 D

NP3 TCP 버전이 있다.

DNP3 프로토콜 역시 MODBUS와 마찬가지

로 프로토콜 설계상의 장치 간 상호인증과정,

데이터 기밀성 제공, 데이터 무결성 검증 등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5]에서 수행한 DNP3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실험 결과에 따르면 DNP3 프로토

콜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보안 취약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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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제어시스템 서비스

방해

(무결성, 가용성)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

는 고의적으로 다량의

정상적인 패킷이 발생

[표 1] SCADA 프로토콜 데이터 보안 취약점

항목 설명
할 수 있고 운영계층,

제어계층의 장치들이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

의 패킷이 발생되었을

시 시스템의 가용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데이터 유출 및 분석

(기밀성)

데이터 기밀성에 대한

부재로 인하여 네트워

크상의 공격자에게 제

어 , 감시 데이터의 평

문이 유출 될 수 있고

공격자는 이를 분석하

여 2차적인 공격에 활

용할 수 있다.

데이터 위/변조

(무결성, 가용성)

유출된 제어, 감시 데

이터를 활용하여 공격

자는 원하는 데이터를

위조 또는 스니핑 된

데이터를 변조하여 현

장장치의 상태 값을 임

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

다.

데이터 재사용

(무결성, 가용성)

공격자는 유출 후 저장

된 제어, 감시데이터를

재사용하여 현장장치의

상태 값을 변경시킬 수

있다.

공격 12가지를 시도하였고 이 중 5개 항목에

대한 취약점 공격이 가능하였다. 실험 환경은

운영계층과 제어계층 사이에 DNP3의 패킷을

생성하고 수집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장치를

연결하고 공격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제어시스템의

운영계층에 위치한 제어서버 혹은 제어 시스템

운영자가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다량의 정상

적인 응답 패킷을 전송하여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을 수행하였다. 이는 DNP3 프로토콜 설계

상의 인증과정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 존

재할 수 있는 임의의 공격자의 패킷을 정상적

인 패킷으로 인식하는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두 번째로 시뮬레이터 장치를 이용하여 현

장장치의 상태 값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는 DNP3 설계 상 데이터 기밀성 제공에 대

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네

트워크상에 장치 간 통신되는 데이터의 평문을

획득할 수 있다는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세 번째로 시뮬레이터 장치를 이용하여 현

장장치의 상태를 변경하고 제어명령 데이터에

설정된 현장장치의 ID값을 변경하여 제어서버

에서 변경하려고 했던 현장장치와는 다른 장치

의 상태 값을 변경시키는 공격이 가능하였다.

본 장에서는 MODBUS, DNP3 이외에도 SC

ADA 프로토콜은 공통적으로 인증과정, 데이터

무결성 검증, 데이터 기밀성, 가용성에 대한 확

인 절차 등이 상세규격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

이며 해당 보안기능의 부재로 인한 취약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2.2.1, 2.2.2절에서 소개한 보안

위협을 이용한 모의공격 실험을 통하여 실제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한 공격의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SCADA 프로토콜의 공통적인 데이터

보안 위협과 관련된 보안기능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DNP3와 같이 인증과정의 사용을 권고사항

으로 추가한 SCADA 프로토콜도 존재하지만

이마저도 보안기능 중 일부만을 권고사항으로

추가한 것이며 MODBUS와 같은 경우 보안에

관한 권고사항이나 프로토콜 상세 규격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SCADA 프로

토콜의 취약점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이 필수적

이다. 2.4절에서는 SCADA 프로토콜의 취약점

에 대한 보안위협을 기준으로 한 보안 요구사

항을 도출한다.

2.4 SCADA 프로토콜 보안 요구사항

2.3에서 살펴본 SCADA 프로토콜의 데이터

보안 취약점은 인증,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무

결성, 가용성의 부재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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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SCADA 프로토콜에 요구되는 보

안 요구사항은 [표 2]과 같다. [1][2]

항목 설명

장치 식별 및 인증

장치의 신원을 검증하

기 위해 서비스 제공

이전에 식별 및 인증

기능을 제공해야 한

다.

전송 데이터 무결성

민감한 전송 데이터에

대해 위/변조 야부와

재사용 공격에 대비한

최신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결성 보

장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전송 데이터 기밀성

민감한 전송 데이터에

대해 기밀성 보장 기

능을 제공해야 한다.

통신세션 자동 종료

일대일 통신에 있어

설정 시간을 초과한

세션, 설정시간 동안

미사용중인 세션, 사

용목적을 달성한 세션

에 대해서는 종료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

다.

암호연산

암호연산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

고리즘 및 암호 키 길

이를 사용하여 암호연

산이 수행되어야 한

다.

암호 키 관리

암호 연산을 위해 사

용하는 암호키에 대해

안전한 키 생성/설정/

저장/파기 방법을 사

용해야 한다.

[표 2] SCADA 프로토콜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2.4.1 장치 인증 및 키 일치

통신에 참여하는 장치는 실제 제어, 감시와

관련된 통신이 이루어지기 전 상호 간 인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상호간에 사전에 공유된 키

혹은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 인증을 수

행한 뒤 인증이 성공 할 시 통신세션을 생성하

고 정해진 세션 시간동안 통신함으로써 제어시

스템의 정상적인 장치 이외의 인증되지 않은

장치와의 통신을 방어할 수 있다.

2.4.2 데이터 기밀성

제어, 감시와 관련된 데이터는 산업제어시스

템에서 민감한 데이터로 분류 된다. 인증 및 키

일치 과정 이 후 정해진 세션동안 데이터 통신

시 세션 키를 이용한 데이터 암호화를 통하여

데이터 기밀성을 제공함으로써 공격자에 대하

여 제어, 감시 데이터의 평문 유출을 방어할 수

있다.

2.4.3 데이터 무결성

제어, 감시와 관련된 데이터는 재사용 여부,

또는 위/변조에 대하여 데이터의 무결성 즉, 데

이터의 출처와 위변조 여부 그리고 데이터의

최신 성을 확인해야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위/

변조와 데이터 재사용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

산업제어시스템은 IT시스템과는 다르게 운

영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시 된다. 산업제어시스

템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특수성, 규모 그리

고 인명과 관련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운영이

중단 되었을 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인명피

해가 기존의 IT시스템에 비해 클 수 있기 때문

이다. 정보보호의 우선순위 역시 시스템의 가용

성이 가장 중요시 된다. [1]

산업제어시스템의 장치의 경우 S/W, H/W

의 업데이트 주기는 15~20년으로 IT 시스템의

주기인 3~5년에 비해 매우 길기 때문에 보안을

위한 즉각적인 패치나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

운 상황이다. [1] 그렇기 때문에 패치를 부분적

으로 진행하여 시스템 전체의 가용성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기존 제어와 관련된 장

치 외부에 따로 보안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보안

시스템의 도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세션의 생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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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버의 운영 등의 보안 정책 수립뿐만 아

니라 보안 적용 방법에 대한 정책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III.결론

본 논문에서는 산업제어시스템 내에서 데이

터 통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CADA 프로토

콜의 취약점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살펴보았고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산업제어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의 전체적인

항목은 IT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보안

을 적용할 때 가용성을 IT 시스템에 비해 신중

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차이점을 보였다. 또한

산업제어시스템에 실제적으로 보안이 적용된 S

/W 또는 보안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장비를 도입

할 때의 방법에 관한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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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어시스템

보안 관리 및 대응방안 적용은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쇼단(Shodan)으로 검색한 정보를 활용하

여 공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어시스템을 공격하면 제어시스템은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없게 되고 시민들은 불안감과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쇼단을 이용

한 제어시스템 공격 사례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I. 서론

제어시스템은 기기마다 외부기기 또는 상호

간 연결하여 장치에 대한 원격접근과 제어가

가능하고, 다양한 조작 및 명령이 가능할 수 있

게 양방향 통신서비스 환경을 만들고 있다. 목

적과 사용 환경에 따라 산업제어시스템(ICS,

Industrial Control System), 분산제어시스템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또는 원방

감시제어시스템(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이라고 한다[1].

제어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통신 체계, 금융

체계, 교통체계, 에너지체계가 마비되고 결과적

으로 국가혼란사태를 유발하게 된다. 국내의 경

우 2009년 7·7 DDoS 공격, 2011년 농협 전산망

사이버 테러, 2013년 3· 20 전산망 장애, 2014년

한수원 해킹 공격 등 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2]. 이러한 보안위

협 중 검색엔진인 쇼단을 이용하여 국내 가스

측정 시스템 정보,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정보,

국내 기업 IT 인프라 정보 등이 노출되는 사례

가 발생하였다[3][4][5].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쇼단을 이용한 취약점

공격 사례를 분석하고 취약점 공격으로 인한

피해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2절에서 쇼단에 대한 정의와 쇼단

웹 사이트를 이용한 검색 방법을 설명하며, 3절

에서 쇼단을 이용하여 찾은 제어시스템, 빌딩시

스템, 웹캠 등에 대한 취약점 공격 사례를 분석

한다. 4절에서는 3절에서 발견된 취약점 공격으

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범위와 대응방안을 제

시하며 마지막 5절에서는 결론과 차후 연구 방

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쇼단(Shodan)

2.1 쇼단의 정의

쇼단과 일반적인 검색엔진의 차이점은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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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의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웹캠, 라우

터, 발전소, 아이폰, 풍력 발전, 냉장고, 그리고

VoIP 전화기 등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정보와 제어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다. 쇼단은 웹(Web) 사

이트를 기반으로 한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6].

2.2 쇼단 웹 사이트를 이용한 검색 결과

쇼단의 웹 사이트(https://www.shodan.io)로

접속하여 검색엔진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장치의 국가와 도시, IP주소,

MAC 주소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준다. 그림

1은 쇼단 웹 사이트에서에서 'CCTV'를 키워드

로 입력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

[그림 1] 쇼단 웹사이트를 이용한 검색 결과

쇼단은 많은 양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웹 사이트에서 검색 시 입력어에 더해서 검색

결과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는 필터들을 제

공한다. 필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키워드만 찾을

수 있다. 표 1은 쇼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터

이다.

필터 설명

city

입력된 키워드를 한정된

도시내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ex. cctv city:"Busan")

country

입력된 키워드를 한정된

국가내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ex. SCADA country:KR)

geo

지정한 위도/경도 정보를 참고

후, 주변에 있는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ex. cctv geo:42.9692,-74.1224)

hostname

호스트 네임과 일치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ex. "Server: gws"

hostname:google)

net

지정한 Class에 제한하여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ex.

net:216.219.143.0/24)

os

지정한 OS에 관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ex. microsoft-iis os:"windows

2008")

port
지정한 포트에 관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ex. proftpd port:21)

before/after

지정한 날짜 전/후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ex. nginx

after:18/01/2012)

[표 1] 쇼단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필터[7]

Ⅲ. 쇼단을 이용한 공격 사례분석

3.1 특정 프로토콜의 포트번호를 이용한

산업제어시스템 접속사례

산업제어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의 제조사 고

유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이용한 시스템 접속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고유의 포트번호를

쇼단에서 검색한다. 이후 해당 포트를 사용하는

장비들의 IP가 검색결과로 나오게 된다. 이를

이용해 해당 IP로 접속하게 되면 취약한 시스템

의 경우 해당 서버가 사용하는 PLC나 기타 장

비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서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으

며, 해당 사례의 경우 로그인 웹페이지로 접속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통상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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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odbus가 사용하는 포트를 이용한 제

어시스템 웹 서버 접속

의 경우 여러 번의 접근시도가 요청되면 일정

시간 로그인을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별도의 접

근제어가 이루어지는 반면, 해당 사례의 경우

별도의 제어과정이 없어 Brute-Force 공격에

매우 취약한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특정 장비 모델명/제조사명을 이용한

장비 접속사례

3.1의 사례처럼 해당 서비스 프로토콜이 사

용하는 포트번호로 검색할 수도 있지만, 해당

시스템이 사용하는 장비 모델명이나 해당 장비

의 제조사 이름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3]의 경우 VIVOTEK 사의 웹캠에 접속

한 사례인데, 해당 웹캠의 경우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가 모두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였다.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페이지의 계정관리 및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도 가능하여,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표 2는 웹캠 제조사에서 초

기로 설정하는 계정 및 비밀번호이다.

계정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의 경우

초기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가 admin으로 설

정되어 있거나 추측 가능한 경우가 많아 손쉽

게 접속이 가능하고, 접속이 성공하면 해당 기

기의 접속 계정 관리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관

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

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장비의 재기동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장비가 수집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데이

터들이 손실될 수 있다.

웹캠 제조사 초기아이디/비밀번호

ACTi admin,Admin/123456

Axis(Old) root/pass

Axis(New) 초기 패스워드 설정 필요

Cisco admin/admin

Grandstream admin/admin

IQinVision root/system

Mobotix admin/meinsm

Panasonic admin/12345

삼성전자 root/root or admin/4321

삼성테크윈(Old) admin/1111111

삼성테크윈(New) admin/4321

Sony admin/admin

TRENDnet admin/admin

Toshiba root/ikwd

Vivotek root/<blank>

WebcamXP admin/<blank>

[표 2] 웹캠 제조사별 초기 관리자 계정/비밀

번호[9]

[그림 3] 초기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웹캠

접속

3.3 노출된 IP 주소를 이용한 서버 접속

사례

[그림 4]의 경우 Schneider Electric사의 서버

를 이용하는 산업제어시스템에 접속한 사례이

다. 해당 서버를 SSH 연결을 사용해 접속하였

는데, 초기에 설정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

해 접속이 가능하였다. 취약점을 가진 많은 서

버에 SSH로 접속하게 되면 초기화면에서 관리

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되

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장비에 접속이 가능

하였다. 또한 Karn Ganeshen이 공개한 취약점

을 이용한 해당 서버의 공격도 가능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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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정 취약점을 이용한 SSH 접속

Ⅳ. 피해 분석 및 대응방안

4.1 쇼단 검색 결과를 활용한 공격 피해

분석

(1) 산업제어시스템

산업제어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인 전산 서버

와 다르게 운영이 중지되었을 경우 경제적인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다수

의 제어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이 초기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커가 손쉽게 제어시스

템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여 취약점을 이용해

시스템의 가동을 중지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전력제어시스템 및 사회 인

프라 시설을 운영하는 시스템들은 해킹으로 인

해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제어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심각할 수 있다.

(2) 빌딩제어시스템

BAS시스템의 경우 산업제어시스템과 마찬가

지로 기본값으로 설정된 시스템이 다수 존재했

다. 대부분의 BAS시스템이 자동화 되어 있는데

악의적 목적을 가진 공격자가 쇼단을 통해 IP주

소, 라우터 등의 정보를 탈취해 공격한다면 전

력제어, 배기제어, 출입제어 등의 시스템이 정

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된다. 더불어 사이버상

의 공격뿐만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출

입 같은 2차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3) 웹캠

웹캠의 경우 치안이나 도로의 교통정보 제공

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데, 개인이 치안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해커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 접속하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사회공학적 공격을

위한 자료수집의 타겟이 될 수 있다. 타인의 주

거정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이

용해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4.2 대응방안

본 논문에서 산업제어시스템, 빌딩제어시스

템, 웹캠에 대한 취약점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시하는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

다.

(1) 관리자 계정에 대한 Default 값 변경

많은 장비들이 초기 관리자계정(admin)과 비

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초기비밀번호 변경

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 admin으로 설정되어

있는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대응방법도 있다.

(2) 제어시스템의 모의해킹을 통한 취약점

분석

산업제어시스템 분야는 기존 Web, 모바일과

같은 시스템에 비해 모의해킹을 통한 취약점분

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ICS 및 BAS 시스템 또한 모의해킹을 통한 취

약점분석과 침해사고 대응이 필요하다.

(3) 내부망과 외부망의 망분리

ICS 시스템 및 BAS 시스템은 내부망과 외부

망에 대한 철저한 망분리가 요구된다.

(4) 주기적인 서버 보안 패치

새로운 취약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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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패치가 제공되고 있다. 제어시스템을 운

용하는 기업/공공기관에서는 주기적인 서버 취

약점 패치를 진행해야 한다.

(5) 주기적인 관리자 계정비밀번호 변경

취약한 시스템의 경우 오랫동안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기적

으로 해당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

써 공격자가 손쉽게 계정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쇼단(Shodan)을 통한 산업제어

시스템, 빌딩제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하였으며, 더불어 웹캠과 같은 IoT 기기에 대한

보안 위협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사례에 관한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도 제시하였다. 쇼단의 근

본적인 기능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그 취약

점을 찾아내는 것에 있다. 보안 취약점은 그 취

약성이 공개될수록 조치를 통해 발전하는 분야

이기 때문에 쇼단이 드러내는 보안 취약점을

통해 보안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

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보안

원칙을 준수하고 제어시스템 또한 모의해킹을

통해 다양한 취약점분석 연구가 향후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입니

다.(No. 20162220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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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거 발생한 보안 사고는 단순 개인 정보의 무단 복제 및 유출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최근 다

양한 공격 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금융권을 타깃으로 한 공격 형태로 확대되었다. 즉, 해커의 패

러다임이 고객 정보 유출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코드의 공격이 해커들의 주요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

한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 빈도가 높아지면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또한 증가하고 있

다. 여러 금융권 대상 공격 중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이하 SWIFT) 시스템 해킹사고의 경우 기타 악성코드와 함께 최근 유포되

고 있는 헤르메스 랜섬웨어(Hermes Ransomware)가 같이 사용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과거 금융권 사고에서 쓰인 악성코드와 현재까지 유포되고 있는 랜섬웨어의 특징을 추출

하여 서로의 연관성을 찾는 악성코드 유사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악성코드 간의 그룹을 식별

하고자 한다.

I. 서론

과거 국내 보안 침해 사고들의 목적은 개인

정보의 무단 복제 및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입니다. 그러나 [표 1]과 같이 해킹으로 인

한 정보 유출, 디도스(DDoS) 공격, 홈페이지 위

변조, 악성코드 감염 등 악의적인 범죄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였다. 최근 랜섬웨어, 스피어 피

싱, ATM 스키밍(Skimming), 모바일 해킹과 같

은 새로운 공격 기법이 개발되어 금융권을 직

접적으로 공격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1][2]. 이

를 비추어 보아 해커들의 패러다임이 개인 정

보 유출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

태로 진화하였다. 그중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코

드 공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발전된 형태로 공격을 시도하고,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발전된 형태의 공격은 금융권을

타깃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과 SWIFT를 겨냥한

공격을 발생시켰다. 이처럼 더욱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악성코드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빠

른 대응이 필요한 현실이다. 악성코드 유사도

측정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악성코드 발생

시, 기존 악성코드와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분류

함에 따라 악성코드에 대하여 보다 신속한 대

응이 가능하다.[3]

유형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월
합계

IT보안

사고
11 5 7 6 21 50

정보기

술사고
363 366 294 276 157 1,456

IT사고

소계
374 371 301 282 178 1,506

[표 1] 금융회사 전자 금융사고 보고 현황[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WIFT 전산망 해킹

사고를 분석하며 금융권을 겨냥한 악성코드와

SWIFT 전산망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들을 비

교 분석하여 악성코드 간의 유사도를 찾아 향

후 발생 가능한 악성코드들에 대하여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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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본 논문의 2장에

서는 SWIFT 공격 사례를 분석하고 해당 악성

코드의 바이너리를 분석하며 악성코드 간 유사

도를 찾는다. 본 논문의 3장에서는 결론을 맺는

다.

II. 본론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과 2017

년 대만 극동 국제 은행 해킹 사건을 분석하며

2017년 SWIFT에 사용된 헤르메스 랜섬웨어를

분석하여 SWIFT 악성코드와 헤르메스 랜섬웨

어의 유사도를 분석한다.

2.1 2016년 2월 SWIFT 시스템 해킹사고[5]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은행의 SWIFT 코드

를 사용한 이체 요청이 뉴욕 연방 은행에 접수

되었다. 4회의 이체 요청으로 인하여 약 8,100

만 달러가 필리핀으로 이체되었으며 5회 이체

요청에서 해커들의 수령인 철자 실수로 인하여

불법 자금 인출 시도임이 밝혀졌다. 이번 해킹

에 사용된 악성코드는 8개의 은행의 특정 조건

에 해당할 경우, SWIFT 코드를 조작하여 송금

한 후 부정 거래 내역을 은폐하는 악성코드이

다.[6]

위에서 다루었던 SWIFT 시스템 해킹사고에

이어서 약 1년 8개월 후, 대만의 상업회사인 극

동 국제 은행을 목표로 한 공격이 수행되었다.

해당 공격은 SWIFT 메시지 유형에 속하는

MT103, MT202COV 거래 코드를 사칭하는 방

식으로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격자가

MT202COV 코드를 잘못 사용함에 따라 공격

사실을 감지하였다. 그러나 공격자가 이를 알아

차려 헤르메스 랜섬웨어를 업로드하였던 해킹

사고이다.

2.2 헤르메스 랜섬웨어[7]

2017년 10월 대만은행 공격 사건에서 알려진

랜섬웨어 공격이다. 익스플로잇 킷의 일종인 선

다운을 사용하여 악성코드를 drive by

download 방식으로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배

포하는 방식이다.

[그림 1] 헤르메스 랜섬웨어 감염 화면[8]

최초의 SWIFT 공격에 사용된 헤르메스 랜섬웨

어는 랜섬웨어의 기능보다 시스템 파괴용 행위

를 일으키는 악성코드였으나 선다운 익스플로

잇 배포 방안을 채택한 이후 랜섬웨어로 활동

하였다. 헤르메스 랜섬웨어의 감염 경로는 플래

시 취약점을 통하여 시스템을 감염시킨다. 감염

시 HRM 확장명으로 중요 파일을 암호화하며,

복호화 비용으로 약 266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를 요구한다.

2.3 SWIFT 악성코드와 헤르메스 랜섬웨어

분석

위 2.1에서 다룬 SWIFT 시스템 해킹사고에

서 공격 이후 사용된 랜섬웨어는 Hermes로, 현

재까지도 활발히 유포되고 있다. 이때,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와 Hermes Ransomware의 특

징점 및 연관성은 아래와 같다.

아래 그림은 Hermes Ransomware에서 각각

의 API를 Mapping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Assembly code이다.

[그림 2]를 보면 각각의 난독화된 문자열을

복호화하여 본래의 문자열을 추출한 후, API를

매핑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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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Hermes Ransomware

Assembly code

[그림 3] SWIFT 공격 악성코드

Asembly code

[그림 2]와 [그림 3]을 비교하면 사용되는 어

셈블리 코드의 유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SWIFT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와 함께

사용되었던 Hermes Ransomware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악성코드이지만, [그림 2]의

.text:0041165B 부분 어셈블리 코드와 [그림 3]

에서의 .text:004073AC 부분 어셈블리 코드를

확인하면 악성코드에서 사용하는 코드가 재사

용되어 서로의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각 악성코드마다 사용되는 code의 경

우에는 공격자 및 공격 그룹마다 동일하게 삽

입되어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이너리

를 이용하여 각 악성코드의 연관성을 비교할

수 있다. Bindiff[9]를 이용하여 2017년 Swift

시스템 해킹에 쓰인 악성코드와 Hermese

Ransomware 에 대한 바이너리를 비교한 결과

로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4] 유사도 분석 결과

[그림 4]은 Bindiff를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이

다. 함수 간 바이너리의 유사성을 파악하여 순

차적으로 정렬된 형태로 나타내는데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유사도를 갖고 있음을 보인다.

특히 2017년 SWIFT 공격 당시 사용되었던

Hermese Ransomware와 그 이전 SWIFT 공격

에 사용된 “97aaf130cfa251e5207ea74b2558293d”

(splwow32.exe) 악성코드와 바이너리를 비교하

였을 때, 비교 가능한 총 363개 함수 중 213개

의 함수가 유사하여 약 70% 이상 유사도가 일

치한다. 이처럼 같은 코드가 절반 이상같이 사

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문자열과 API를 이용

하여 악성코드의 유사도를 측정한 논문[10]의

결과 목표 악성코드 간의 유사도가 평균 70%

이상의 높은 유사성을 보인 결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약 60% 이상의 높은 유

사도를 보인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2016년 SWIFT 시스템 해킹사

고와 2017년 SWIFT 시스템 해킹사고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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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es Ransomware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

며 바이너리 비교 분석 결과 악성코드 간에 약

60%의 높은 유사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현재

SWIFT 시스템 해킹사고에만 한정하여 분석을

하였으나, 과거 사용되었던 APT 악성코드와 새

롭게 유포되고 있는 악성코드와의 연관성을 도

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 과제로서 과거 발생한

APT 사고와 최근 발생한 APT 사고와의 연관

성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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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악성코드는 날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모든 악성코드를 분석하는데 한

계가 있다. 또 악성코드의 지능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악성코드에 변형된 변종 악성코드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의 분석, 탐지 메커니즘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

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바 플랫폼 기반의 난독화가 적용된 악성코드를 효과적으

로 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하여 안티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분석가가 효율적으로

악성코드의 심층 분석과 탐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I. 서론

오늘날 악성코드는 날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모든 악성코드를 분석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또 악성코드의 지능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악성코드에 변형된 변종 악

성코드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의 분석, 탐지 메커니즘으로는 이에 대응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자바 플랫폼에서 기승하

고 있는 애드윈드 악성코드는 여러 난독화 기법[1]

을 사용하여 안티 바이러스에 의한 탐지를 회피

또는 악성코드 분석가가 코드를 역공학하여 분석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난독화가 적용된 변종 악

성코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해당 프

로그램의 난독화 해제 시점을 추적, 파싱하여 해당

실행 단위별 코드(함수)를 동적으로 재실행해봄으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용

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

었음

로써 난독화가 해제된 문자열을 얻는 것이다. [2]

해당 문자열은 악성코드를 식별하기 위한 주요 탐

지 시그니처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자바 플랫폼 기반의 난독화가 적용된 악성코드

를 동적(부분별)으로 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모델

을 개발, 제안하여 안티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분

석가가 효율적으로 악성코드의 심층 분석과, 탐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II. 제안 배경

2.1 자바 플랫폼에 대한 위협

Java는 이식 가능하고 아키텍처 중립적인 성격을 가

진다. 이는 환경에 관계없이 JVM 코드가 동일하게

실행되므로 아키텍처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그림 1. 자바 어플리케이션과 런타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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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중립은 C / C ++와 같은 언어에 비해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중요한 보안 위협이 된다. [4]

최근 이러한 자바 플랫폼의 특성을 이용하여 공격

자들은 JVM의 취약점을 찾고 이에 해당하는 익

스플로잇 공격을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다.

익스플로잇 공격이 JVM 취약점을 악용할 경우

취약점을 패치 하지 않은 JVM의 모든 버전과 이

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반

면에 아키텍쳐 중립적인 특성은 보안적인 측면에

서도 이용될 수 있다. 이는 해당 JVM 버전의 취

약점을 악용하는 모든 익스플로잇 공격에 대한 대

응 또한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자바 플랫폼의 특성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AV)을 고려하여, 자바 악성코드에 대한 통

합적 관리측면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의의를 둔다.

2.2 자바 악성코드의 공격 전략

자바 플랫폼에 대한 안티 바이러스(AV) 성능이 발

전함에 따라 공격자들은 자신의 익스플로잇 코드가

AV에 의해 탐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당 코드에

난독화(문자열, 리플렉션)를 적용하고 있다. [4]

2.2.1 문자열 난독화

악성코드는 런타임 시에 문자열을 인코딩 하거나

디코딩 할 수 있다. 인코딩 또는 디코딩 어느쪽을 사

용하더라도 스트링을 숨기므로 클래스와 메소드 이름

을 인식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시그니처 기반 안티 바

이러스를 우회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1). 재구성을 위해 문자열 java.lang. SecurityManager는 실행시

에 제거되는 숫자로 채워진다.

(2). 인코딩 된 문자열은 런타임 시에 디코딩 된다.

그림 2. 자바 플랫폼에서의 문자열 난독화

2.2.2 리플렉션 난독화

AV 필터는 알려진 취약한 라이브러리 함수의 호출을 검

사 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악성 애플릿은 리플렉션을

사용하여 취약한 메소드를 호출한다. [4]

(1). Class.forName 정적 메소드를 사용하여 Class 유형의 객체

c를 생성한다.

(2). 객체 c는 작성자가 Java 클래스 java에 관한 정보에 액세스

할수있게한다. security.Permissions, 특히 java.security.Permissions

형의객체를작성한다. 또한 c를사용하여객체를만들수있다.

(3). m은 객체 o에 대한 메소드 호출의 세부 사항을 캡슐화 한

다. 호출은 o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여 m에 호출을 적용하여 실현된

다. 이러한 일련의 리플렉션 작업은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는 방법을

위장하는역할을수행한다.

그림 3. 자바 플랫폼에서의 리플렉션 난독화

리플렉션 및 문자열 난독화를 함께 사용할 수 있

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난독화 기법의 등장으로

AV의 탐지 성능이 위협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난독화 기법이 적용된 악

성코드를 대상으로 난독화 해제 연구를 진행하

고 그 결과 값으로부터 악성코드로 식별 가능한

문자열을 추출하여 탐지 시그니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III. 탐지 프로세스

3.1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난독화된 자바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난독화된 악성코드의 탐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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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과 기존 논문의 탐지 메커니즘[4]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기존 논문의 Partial Evalutation을 이용한 탐지

본 논문 기존 논문

탐지 방법 정적, 동적(부분) 정적

런타임 성능 느림 빠름

난독화 해제
자바 런타임 환경을 이용한

정확한 해제

자체 컴파일러를 이용한 부분적

해제(문법 지원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다름)

분석용 소스 java(실행 가능) jimple(실행 불가능)

표 1. 본 논문과 기존 논문[4]의 탐지 메커니즘 차이

3.2 악성코드 샘플

먼저 연구에 사용된 악성코드 샘플은 현재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독화가 적용된 자바 실

행 파일(JAR) 기반의 애드윈드를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샘플의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자바 악성코드 - 애드윈드의 주요 행위

3.3 디컴파일 & 전처리 [5]

JAR 파일로된 자바 악성코드의 바이트 코드를

디컴파일 하기 위한 도구로는 바이트 코드 뷰어를

사용하였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디컴파일로부터

분할된 자바 소스코드를 컴바인하고, 메인 함수가

포함된 소스의 경로를 추출한다. 컴바인된 소스코

드는 그 자체로 분석이 가능하며 탐지 프로그램의

입력 값으로 사용된다.

그림 7. 디컴파일과 전처리 과정

그림 8. 디컴파일된 자바 소스코드의 통합

3.4 스캐너 [5]

스캐너 루틴에서는 입력된 소스 코드로부터 함수

호출에 대한 시퀀스와 변수 선언과 정의된 상태를

추적하여 얻은 디버깅 정보를 기록한다. 해당 정보

는 난독화 해제를 위한 3.5 루틴에서 참조한다.

그림 9. 함수의 콜 시퀀스 트레이싱

그림 10. 변수의 선언, 정의된 상태 트레이싱

3.5 파서 [5]

리플렉션 및 문자열 난독화를 사용하기 위해 호출되

는 함수(getDeclaredMethod, getMethod)와 변수가

존재할 경우 해당 함수의 인자와 내부 변수의 값을

순차적으로 파싱한다. 여기서 인자가 함수일 경우

문자열 난독화 해제를 위한 디코딩 루틴일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함수 내부 또한 재귀함수에 의해

의미 있는 리턴 값을 추출, 트레이싱한다.

그림 11. 난독화 해제를 위한 디코딩 루틴 파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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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코드 빌더 & 난독화 해제

코드 빌더 루틴은 3.4 파서로부터 추출된 값을

3.2 전처리 단계에서 구한 메인 함수가 포함된 소

스 코드에 삽입한다. 이 때 원래의 메인 코드는

초기화되며 문자열 분할 유형의 난독화[2]를 해제

하기 위해 3.3 스캐너의 디버깅 정보를 참조해 정

의된 함수와 변수의 시퀀스를 끼어 맞추는 작업

이 선행된다. 이 후 패키지 전체를 다시 컴파일하

여 실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난독화 해제된 문자

열을 얻게 된다. 이는 기존의 악성코드 전체를 실

행하여 난독화를 해제하는 방법[2]이 아닌 해당

디코딩 루틴만 가져와서 부분적으로 재실행함으로

써 악성코드의 감염을 피하고 런타임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12. 리플렉션 난독화 해제 과정

그림 13. 문자열 난독화 해제 과정

3.7 난독화 해제된 악성코드의 탐지

본 논문에서 제안한 탐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난

독화 해제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 탐지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그림 15. 리플렉션, 문자열 난독화가 해제된 악성코드의 소스

입력된 파일은 3.2 디컴파일 후 전처리 단계에서 추

출한 통합된 자바 악성코드(애드윈드)의 소스이다.

최종적으로 출력된 SuomicJugula.java 파일은 스캐

너에 의해 추출된 변수 액티브 상태를 기록한 파일

(v_debug)과 코드 빌더기에 의해 추출된 리플렉션,

문자열 난독화 해제 결과를 기록한 파일(result,

string)을 컴바인 한 결과물이다. 이는 난독화가 해

제된 악성코드의 소스 코드로 그 자체로 실행이 가

능하며 악성 행위 또한 원본과 동일하다. 따라서 해

당 소스 코드는 샌드박스 환경의 분석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악성코드로 식별 가능한 문자열을

선별하여 탐지 시그니처로 활용한다면 더욱 효율적

으로 변종 악성코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난독화된 자바 악성코드를 효율적으

로 식별하는 탐지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해당 프로

세스를 통해 리플렉션 및 문자열 난독화 해제를 수행

하고 그 과정에서 디코딩 루틴만 부분적으로 재실행함

으로써, 악성코드의 감염과 런타임 시 오버헤드를 감

소시켰다. 최종 출력된 분석용 소스는 샌드박스 환경

에서 리패키징하여 실행함으로써 특정 행위에 대한 분

석과 탐지 또한 가능하다. 이로써 안티 바이러스 또

는 악성코드 분석가 입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악성

코드에 대한 심층 분석과 탐지를 수행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며, 또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신종, 변종

악성코드 수와 식별 가능한 악성코드 수의 격차를

줄여 신속한 침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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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니튜드 익스 로잇 킷을 통해 유포되는 마이랜섬의 
변화 동향 분석

김동 *, 임명은*, 양 호*, 염흥열*

*순천향 학교 정보보호학과

An Analysis of the Trend of Variation in MyRansom

Donghyun Kim*, Myeongeun Im*, Junho Yang*, Heung-Youl Youm*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마이랜섬 랜섬웨어(MyRansom Ransomware)는 2017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활발하게 유포된 랜섬웨어로 사

용자의 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복호화해주는 댓가로 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이다. 마이랜섬은 매그니튜드 

익스 로잇 킷(Magnitude Exploit Kit)을 통해 유포되며 르베르(Cerber) 랜섬웨어와 유사하다는 특징이 존

재하여 매그니버(Magniber)라고 불리기도 한다. 마이랜섬 랜섬웨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포되는데, 주로 멀

버타이징(Malvertising)기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감염시키며 공격자에 한 추 이 어렵다. 마이랜섬은 처음 

등장한 이후 감염 방식 등 많은 부분이 계속 으로 변화하 고, 상당한 감염률을 유지하여 국내에 많은 피해

를 입힌 후 재는 유포가 지된 상태이다. 본 SCH사이버보안연구센터는 마이랜섬의 약 7개월 동안의 유포 

과정  많은 변형을 탐지  분석하 으며, 이러한 사항들을 본 논문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I .  서 론

마이랜섬 랜섬웨어는 2017년 하반기에 처음 

발견된 랜섬웨어의 한 종류로 사용자의 일을 

암호화하고 랜섬노트를 통해 이를 복호화해주

는 댓가로 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1]이다. 감

염방식  감염경로 등의 특징이 기존에 활발

히 유포되던 르베르 랜섬웨어와 매우 유사하

고, 마이랜섬이 등장한 시 부터 르베르 랜섬

웨어가 활동을 멈춘 것으로 미루어볼 때 르

베르 랜섬웨어의 변종으로 추정된다.

[그림 1 : 2017/2018 Cerber/Magniber 감염추세[2]] 

마이랜섬은 감염 상 PC가 한국어일 경우에

만 감염시키는 한국을 상으로 한 랜섬웨어이

다. 랜섬노트에 출력되는 제목인 “My Decryptor”

를 참고하여 마이랜섬이라  명명되었고, 매그니

튜드 익스 로잇 킷을 통해 감염되고 르베르 

랜섬웨어의 후속 버 이라는 에서 이 둘의 합

성어인 매그니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마이랜섬은 2018년 1분기에 국내에서 유포되

는 주요 랜섬웨어  62%의 유율[2]을 차지

할 정도로 향력이 컸으며 국내 인터넷 사용

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그림 2 : 2018년 1분기 주요 랜섬웨어 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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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랜섬은 온라인 고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시키는 기법(이하 멀버타이징(Malvertising))

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활발하게 유포되었다. 멀버타이징 기법은 

악성코드인 ‘Malware’와 고를 뜻하는 ‘Adverti

sing’의 합성어로써 온라인 고배 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하여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악성코드를 유포시키는 행 [3]를 말하며 

다수의 웹 사이트에서 고배 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용자가 

감염될 수 있다. 과거에 르베르 랜섬웨어를 

유포했었던 다수의 국내 사이트들이 마이랜섬의 

유포지로 사용되며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다.

  마이랜섬은 약 7개월간의 유포 과정   

실행 일의 확장명, 일의 장방식, 실행방식, 

사용하는 취약  등의 변화가 매우 활발하 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랜섬의 유포 과정을 크게 

익스 로잇 킷 부분과 실행 일 부분으로 나 어 

변화 을 분석하고, 변화의 의도와 그에 한 

결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 I .  마이랜섬의 변화

마이랜섬 랜섬웨어는 멀버타이징 기법을 이용

하여 익스 로잇 킷이 설치된 웹 사이트로 사용

자의 속을 유도하고, 사용자가 속하게 되면 

익스 로잇 킷이 사용자 컴퓨터 환경의 취약

을 공격하여 사용자 모르게 악성코드가 자동으

로 다운로드되고 실행되는 드라이  바이 다운로드

(Drive-By-Download)기법을 통해 감염된다. 본 장

에서는 마이랜섬을 실행 일과 익스 로잇 킷으로 

나 어 분석 결과와 변화 에 해 서술한다.

[그림 3 : 마이랜섬 감염과정]

.

2 . 1  마이랜섬 실 행 일  분석

마이랜섬 분석은 기 샘 을 기 으로 하며, 

변화 사항들은 다음 에 추가 으로 서술한다.

마이랜섬이 실행되면 먼  감염 PC의 로 일 

언어를 확인하여 그 값이 한국어(0x412)인지 확인

하고 아닐 경우 자가 삭제한다. 한국어일 경우에

만 암호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명확히 한국을 

상으로 유포되는 랜섬웨어임을 알 수 있다. 

이후 복실행을 방지하기 한 뮤텍스(Mutex)

를 생성한다. 일 실행 시에 복 실행되어 감

염  암호화 작업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내부에 하드코딩 된 약 800여

개의 확장자를  로드한 뒤 AES 방식으로 암호화

한다. AES 암호화는 기화 벡터(Initialization 

Vector)와 암호화키를 이용하는 블록암호화 방식이

다. 암호화 수행 에 C&C(Command & Control) 

서버로부터 암호화 키를 받아오도록 시도하며, 키를 

받아오는데 실패할 경우 내부 하드코딩 된 키와 

기화 벡터를 가지고 암호화를 수행한다.

부분의 랜섬웨어는 일을 암호화 할 시 

암호화 일의 확장자가 고정되어 있지만 마이

랜섬의 경우 유포 기간별로 암호화 확장자가 

랜덤하게 변화하 다. 암호화가 완료되면 볼륨 

쉐도우 복사본(Volume Shadow Copy)이 삭제되어 

복구기능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고 지스트리 변

조작업을 통해 작업스 러에 랜섬노트를 등록하

고 주기 으로 랜섬노트가 출력되도록 한다. 최종

으로 모든 감염 작업을 마치면 자가 삭제하

여 자신의 흔 을 제거하고 분석  추 이 어

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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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기 마이랜섬 샘  동작 순서도] 

2 . 2  M a g n i t u t e  E K 의 변화

익스 로잇 킷(Exploit Kit)은 소 트웨어( 

Internet Explorer, Adobe Flash, Java 등)에서 

발견되는 보안 취약 을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

포한다.[4] 특히, 마이랜섬을 유포 시킬 때 사용

되는 매그니튜드 익스 로잇 킷(이하 매그니튜

드 EK)는 2013년에 최 로 등장하여 다양한 악

성코드를 유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마이랜섬 

유포 시 탐지되는 매그니튜드 EK의 실행 단계

로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Magnigate”[5]로 불리는 2단계의 리다이

션(Redirection) 과정을 거친 후 매그니튜

드 EK에 도착함.

2. EK 내부에서 소 트웨어 취약 이 발생하

면 공격자가 지정한 원격 코드(Arbitrary 

Code)를 실행함.

3. 원격 코드 내부에서 C & C 서버로부터 악

성코드 다운로드 후 실행함.

마이랜섬 유포 시에는 난독화 방식, 원격 스

크립트 로드 방식 등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지

속 으로 바 어 왔다.

매그니튜드 EK는 마이랜섬 유포 기에 

IE(Internet Explorer) 취약 을 이용하 으나 

최신 취약 이 발표되면 매그니튜드 EK에 최신 

취약 을 반 하는 동향을 보 다. 한 그 외

에 스크립트 로드방식, 실행 방식 등이 변경되

었다.

변화 최 변화

Base64 인코딩 

방식
X O

스크립트

로드 방식
rundll32

rundll32

regsvr32

mshta

wscript

확장자 .exe
.com, .cmd, 

.exe, ADS 등

실행 방식 ShellExecute()
WMIC, forfiles

TSWbprxy 등

소 트웨어

취약
CVE-2016-0189

CVE-2016-0189

CVE-2018-4878

[표 1 : 매그니튜드 EK 변화 ]

2 . 3  마이랜섬 실 행 일 의 변화

마이랜섬 기버 에서는 “.exe” 일을 다운

받아 실행시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com” 확장자로 변화하 고 그 밖의 “.cmd”, 

“.[랜덤문자열]” 등으로 주기 으로 변경되며 사

용되었다. 이 듯 기에는 실행 일을 다운로

드 후 단순히 실행하는 방식으로 감염이 이루

어 졌지만 이후에는 라이 러리 일을 다운로

드 받아 다른 로세스를 통해 실행하여 감염

시키는 방식을 사용하 다. 랜덤한 이름과 확장

자로 DLL 일을 다운로드 한 뒤 

“rundll32.exe” 등 운 체제가 기본 으로 제공

하는 응용 로그램을 통해 라이 러리 일을 

로드하여 실행하 다. 한 ADS(Alternative 

Data Stream)으로 일 데이터를 장하여 일

반 사용자의 에 띄지 않게 은닉하기도 했다. 

ADS는 NTFS에서 지원하는 일에 데이터 스

트림 장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일명 뒤에 

“:” 를 붙이고 데이터 스트림을 지정하는 방식

[6]으로 일을 장하거나 근하여 실행할 수 

있지만, 탐색기 등 일반 인 방법으로는 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은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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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장과 실행 련 변화  이외에 내

부 암호화 과정의 기능 인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존재하 다. 우선, 암호화 상 확장자

를 확인하는 방법을 코드 내부 하드 코딩된 확

장자들과 비교하는 방식에서 확장자를 

Checksum 형태로 장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구체 으로 어떤 일확장자를 암호

화하는지 분석하기 어렵게 하 고, 암호화 키를 

로드하는 부분을 C&C 서버에서 키를 받아온 

후 암호화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내부 하드 코

딩된  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 다.

특징 최 변화

암호화 상 

확장자 확인 

방법

내부 하드코딩
Checksum 형태 

확인

암호화 키 로드 

방식

C & C 서버

(실패 시, 

하드코딩 된 키 

사용) 

내부 하드코딩

일 포맷 exe exe, dll

랜섬노트
READ_ME_FOR

_DECRYPT.txt
READ_ME.txt

암호화 방식 AES 암호화 방식

개발 언어 C/C++, Windows Programming

[표 2 : 마이랜섬 변화 ] 

I I I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매그니튜드 익스 로잇 킷으

로 유포되는 마이랜섬의 변화  동향을 분석

하 다. 마이랜섬은 국내를 타겟으로 한 랜섬웨

어로 국내 백신업체의 응에도 발 빠르게 변

화하며 국내 인터넷 사용자를 해왔다. 마이

랜섬은 재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코드 내

부에 하드 코딩 해놓은 문제로 복호화 툴이 개

발되어 피해를 일 수 있게 되었고 복호화 툴

이 공개된 시기에 맞물려 재는 유포가 지

된 상태지만 기 버 처럼 C&C 서버에서 키

를 다운받아 암호화를 진행하도록 변경되거나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도입하는 등으로 변화할 

경우 복호화가 원천 으로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한 매그니튜드 EK에 새로운 취약 이 

지속 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마이랜섬의 

유포가 단되기 직 까지 변화가 활발했던 

에서 지 까지 발견된 문제 들이 해결된다면 

더욱 강력한 랜섬웨어로 변화하여 다시 유포될 

수 있다.

국내 인터넷 사용자를 하는 랜섬웨어는 

나날이 진화하며 지능화되고 있다. 이러한 랜섬

웨어의 을 좀 더 발 빠르게 탐지하고 응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안체계가 필

요한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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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T 기술은 시대가 거듭할수록 점점 발달 되

고, 그 영향도 커지며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

다. 이에 따른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공격 대상 증가에 따른 사이버 공격

의 증가이다. 과거 대부분의 사이버 공격의 경

우, 개인의 해킹 기술을 과시하거나 호기심이

목적이지만 오늘날에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

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이 행해진다.

금전적 이득을 위한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이

랜섬웨어이다.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

(software)의 합성어인 랜섬웨어는 시스템 및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후,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

로그램이다. 2005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

작했지만, 이 시기에는 낮은 암호화 수준으로

복호화 방법을 통해 쉽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3년 거래가 쉬운 비트코인이

개발되어 직접적인 금품요구가 쉬워지고, 강력

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랜섬웨어가 등장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 기업, 개인 PC

등을 향한 공격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스트소프트에서 발표한 2016년 랜섬웨어 동향

결산[2]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2016년 한해 알

약 백신을 통해 사전 차단된 랜섬웨어 공격이

총 397만 4,658건으로 적지 않은 수의 랜섬웨어

공격 시도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매년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수법

도 매우 고도화되는 랜섬웨어를 분석하고 그

랜섬웨어 Native API 정보 분석을 통한 탐지 방법 연구

장준영 김우재* 옥정윤** 임을규***

*한양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한양대학교 정보보안학과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Research on ransomware detection
through Native API information analysis

Jun-Young Chang Woo-Jae Kim* Jeong-Yun Oak** Eul-Gyu Im***

*Division of Computer Science,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and Software, Hanyang University

요 약

최근 파일을 암호화하는 악성코드인 랜섬웨어(ransomware)가 유행하고 있다. 비트코인

(bitcoin)의 등장으로 해커는 손쉽게 사용자에게 금전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 랜섬웨어는 꾸준히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 랜섬웨어가 파일을 암호화할 때 일반적인 프로그

램과 마찬가지로 프로세스(process)를 생성하고,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호

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세스 API 중에서 실제 시스템 영역에 접근하는 윈도우 Native

API[1]들을 서열과 빈도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랜섬웨어의 특징을 추출, 분류한다. 결과적으로

파일의 프로세스 API 정보를 주었을 때 해당 파일이 랜섬웨어인지, 안전한 실행 파일인지 정확

히 판별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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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도출해내려는 시도는 이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변종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미 검출된 악성코드의 특징을 이용해 유사한

악성코드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탐지하기는 어

렵다[3]. 따라서 분석가들이 직접 로그(log) 파

일을 살펴보며 랜섬웨어의 특징들을 찾아내야

한다. 이 과정에 Cuckoo sandbox[4]라는 분석

도구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가상머신 환경에

서 직접 악성코드를 실행하며 발생하는 프로세

스, 메모리, 네트워크 등을 동적 분석할 수 있

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Cuckoo sandbox의 분석

결과로 생성된 로그 파일에서 프로세스 API,

그중에서 Native API에 집중해 실제로 랜섬웨

어가 사용자의 컴퓨터를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API들의 상관관계를 서열과 빈도수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II. 배경지식

2.1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크게 사용자 화면을 장악하는

Lock Screen 랜섬웨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Encryption 랜섬웨어, boot 영역을 훼손하는

Master Boot 랜섬웨어, 안드로이드 기기를 대

상으로 하는 Mobile Device 랜섬웨어[5]로 나누

어지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보고된 랜

섬웨어는 275종에 이른다[6].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도 2017년 5월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

대규모로 전파된 WannaCry(또는 Wanna

Crypt)[7] 랜섬웨어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

랜섬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에

서 파일 공유에 사용하는 서버 메시지 블록

(Server Message Block)의 취약점을 이용한

Encryption 랜섬웨어로, 최신 윈도우 보안 패치

를 적용하지 않아 보안이 취약한 PC로 전파되

며 PC 내 다양한 문서파일과 압축파일, DB 파

일 등을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이

메일 첨부파일을 통해 유포되는 일반적인 랜섬

웨어와 달리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만으로 감염

되는 특징을 가진다.

2.2 Cuckoo sandbox

프로그램의 행위 분석은 크게 정적 분석과 동

적 분석으로 나뉜다. 정적 분석은 실제 실행 없

이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코드 분석

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행 방향을 예측한다. 하

지만 대부분의 악성 프로그램들은 난독 화 과

정을 거치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악

성코드는 주로 동적 분석을 한다. 행위 자체를

탐지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행동 과정을 실제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적 분석을

시행하려면 실제로 악성코드를 작동시켜야 하

기 때문에, 실험 장비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Cuckoo sandbox 오픈소스 악성

코드 분석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시스템에 악

성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Cuckoo sandbox가 관

리하는 독립된 가상 환경에서 실제로 악성코드

를 실행하고, 이때 발생하는 프로세스, 메모리,

네트워크 변화를 기록한다. 이 분석 결과 보고

서는 JSON 등의 형식으로 저장되는데, 사용자

는 이 분석 보고서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악

성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다.

2.3 Native API

프로그램은 실행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생성

하고, 다양한 API를 호출한다. 이 중에서

Native API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OS의 기능들을 간접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도구로, 그 이름과 역할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전까지 없던 변종 프로그램이 등장하

더라도 미리 알려진 Native API를 사용할 수밖

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랜섬웨어가 실행될 때

호출되는 프로세스 API를 추출, 그중에서

Native API만을 추려내어 변종에 대응할 수 있

는 탐지 방법을 목표로 진행한다.

Ⅲ 실험설계

3.1 샘플 분석 방식

총 두 가지 기준으로 API를 분석하는데, 호
출된 모든 API를 서열화하여 순서대로 나열한
후 특정 그룹의 API 출현 정도 등을 조사하는
서열 중심 분석 N-gram 방식[8]과 어떤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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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가 등장하고, 어떤 API가 빈번히 호출되는
지를 빈도수 중심으로 분석하는 TF-IDF 방식
[9]을 사용한다.

3.1.1 서열 중심 분석 (N-gram)

N–gram은 문서 간의 유사함을 찾기 위해

처음 제안된 기법으로, 연속한 N개의 단어나

텍스트를 하나의 하위 문자열로 나누어 통계학

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N의 단위는

1bit, 1byte부터 하나의 단어나 음절까지 필요에

맞는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N-gram으로 생성된 하위 문자열의 빈도수를

이용하여 문자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랜섬웨어”라는 문자열에 2-gram을 적용하는

경우 “랜섬”, “섬웨”, “웨어”라는 3가지 하위 문

자열이 생성되며, 각각 하위 문자열의 빈도수는

1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Native API 이름을 그

대로 사용하지 않고, Native API 이름을 각각

A1, B1 등과 같이 고유한 문자에 대응시켜, 이

를 N–gram에 적용하였다.

N-gram의 경우 단순한 형태의 분석법이기 때

문에, 결과를 가공할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

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의미가 없이 사용되는

조사나 연결어인 불용어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

를 본 실험에 적용하여 일반 파일의 특징 서열

을 불용어로 설정하여, 불용어를 제거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다.

3.1.2 빈도수 중심 분석(TF-IDF)

TF-IDF는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

주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TF)와 특정 단어가

얼마나 많은 문서에서 등장하는지, 즉 얼마나

흔한 단어인지에 대한 정보의 역수(IDF)를 이

용하여 문서와 단어 간의 관련성을 비교한다.

이를 계산하는 식은 분석 대상에 따라 다양하

게 적용할 수 있다[10].

TF-IDF = TF * IDF (1)

TF는 Term Frequency의 약자로, 한 문서 내

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빈번히 등장하는지를

계산한 식이다. 단순히 전체 단어 개수로 특정

단어 개수를 나눈 값을 이용하거나, 문서 내 등

장 여부만을 기록하는 Boolean 빈도 계산법, 또

는 가중치를 적게 주고 싶을 때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할 수도 있다.

IDF는 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약자

이다. 특정 단어가 모든 문서에서 등장한다면

이 단어는 문서를 분류하는 특징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이용해 전체 문서

중 특정 단어가 나타난 문서 수를 세어 이를

역수로 계산한다. TF 계산과 마찬가지로 주고

싶은 가중치에 따라 단순 개수 계산부터 로그

취한 값 계산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 추출 방식을 프

로그램과 API로 확장해서, 특정 API와 프로그

램과의 연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사용

한다. 하지만 보통의 문서와 단어의 관계는 프

로그램과 API의 관계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는 Native API는 단어

와는 다르게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같은 API가 훨씬 빈번히 사용된다. 둘째, 악성

코드는 탐지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기능을 여러 번 수행해 본연의 목적을 숨기거

나 전혀 불필요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샘플이 더라도 전혀 다

른 API를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랜섬웨어를 다른 프로

그램과 구별하기 위해 TF, IDF 어느 쪽에 가중

치를 더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

을 세우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실험을 다양하

게 설계하여 진행하였다. 수식을 선형적으로 또

는 지수적으로 설정하기도 했고, 특정 요소를

아예 제외하기도 했다.

3.2. 유사도 측정 방식

샘플을 분석하여 나온 결과값과 분석하려는

대상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그림 1 서열 정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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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사용하였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간단한 공식이

다. 이때 벡터의 크기가 아닌 방향성의 유사도

를 판단한다.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기 위한 공

식은 다음과 같다.

Similarity =





  



 
  







  



 
(2)

일반적으로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면 1, 완전

히 반대이면 -1의 값을 갖지만, TF-IDF처럼

값이 음수를 갖지 않는 경우는 0에서 1 사이의

범위의 값만을 가진다. 샘플들과 분석하려는 대

상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두 대상 사이

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

Ⅳ 실험내용

본 논문에서는 서열 중심 분석과 빈도수 중

심 분석을 위해 Cuckoo sandbox를 활용하여,

‘report.JSON’ 파일을 생성하여 분석했다.

4.1 서열 중심 분석

서열 중심 분석을 하기 위해 500개의 랜섬웨

어의 모든 Native API를 추출하여 고유한 문자

표를 생성했다. 중복된 값은 삭제하고 하나의

Native API에 하나의 고유한 문자를 배정했다.

총 57개의 Native API가 추출되었다. 이렇게

변환된 Native API 고유 문자를 하나의 N으로

하여, 4개의 고유 문자가 묶여 하위 문자열을

생성하는 4-gram으로 실험을 진행했다[11]. 유

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4-gram의 모든

하위 문자열의 빈도수가 1인 결과는 제외하였

다. 위의 결과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랜섬웨어 특징 Native API 서열 찾기 위해

TF-IDF 식에서 TF 값만을 이용했다. 전체 빈

도수를 TF를 통해 빈도수를 측정하지 않고, 각

각의 파일에 대해서 TF를 적용하여 빈도수를

측정했다. 이는 똑같은 서열이 특정 파일에서

많이 측정되어 전체 결과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TF에 따라 랜섬웨어의 특징이

되는 서열이 결정되므로 적당한 크기를 가지며

랜섬웨어의 특징을 가지는 TF 값을 결정해야

한다. 그림 2 을 보면, TF 값을 0.01 이상의

TF 값만을 사용하는 경우 1760개의 서열이 특

징 서열로 선택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

0.04 보다 큰 값으로 하는 경우 28개의 서열이

선택되지만, 랜섬웨어를 대표하는 특징이 부족

했다. 실험을 통해 최적의 TF 값 0.038 이상을

이용하여 32개의 랜섬웨어 특징 서열을 도출했

다.

이를 이용하여, 각각 랜섬웨어 파일 165개,

일반 파일 123개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4.1.1 랜섬웨어 특징 서열 이용

랜섬웨어 특징 서열만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165개의 랜섬웨어 파일을 각각 65개

의 랜섬웨어 파일 R1, 100개의 랜섬웨어 파일

R2로 나누고, 123개의 일반 파일을 77개의 일반

파일 N1, 46개의 일반 파일 N2로 나누어 실험

을 진행하였다. R은 랜섬웨어 특징 서열을 가지

고 있어 랜섬웨어로 분류된 것을 나타내고 ‘No

R’ 특징 서열이 없어서 일반 파일로 분류된 것

이다. 실험 결과는 아래 그림 3이다.

.

Native API Unique code
NtQueryAttributesFile A0
NtResumeThread A1
NtOpenKeyEx A2

RtlDecompressBuffer A3
… …

NtEnumerateValueKey F6

표 1 고유한 문자로 변환된 Native API

그림 2 TF에 따른 특징 서열의 개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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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R1은 80%, R2는

85%의 확률로 랜섬웨어 파일을 랜섬웨어로 분

류했다. 하지만 일반 파일의 경우 N1은 27%,

N2는 32%의 확률로 일반 파일을 랜섬웨어로

분류했다.

4.1.2 일반 파일 특징 서열을 제거

랜섬웨어 특징 서열 32개에서 일반 파일 특

징 서열 28개 중 중복되는 값을 제거하여, 18개

의 특징 서열만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 실

험 결과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랜섬웨어를 일반 파일로 분류하는 오류가 증

가했지만, 일반 파일을 랜섬웨어로 분류하는 오

류는 1% 내외로 측정된다.

4.2 빈도수 중심 분석

분석 대상 파일 종류에 따른 특징을 분석하

기 위해, 유해하지 않은 실행 파일과 랜섬웨어

가 아닌 악성코드, 랜섬웨어 샘플 각 400, 400,

800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여러 가

지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어떤 수식을 사용해야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알아내기가 힘들므로 여러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각 분석 샘플의 Cuckoo sandbox 분석
보고서에서 Native API의 이름과 개수만을 추
출한다.

(2) 샘플 별로 API별 TF 값을 계산하여 저장
한다.

(3) API별 IDF 값을 계산하여 샘플별
TF-IDF 값을 저장한다.

(4) 샘플 전체에 대한 TF-IDF 평균을 구한다.

(5) 비교하려는 대상의 TF-IDF 값을 구한다.

(6) 두 TF-IDF 값으로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
한다.

이때 각 문서의 TF 값 계산, 샘플 전체의
IDF 값 계산에서 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식
의 항등원을 이용해서 특정 값을 아예 계산식
에서 제외하거나, 선형적으로 계산하거나, 로그
취한 값으로 계산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계산
에 이용한 식은 다음과 같다.

TF = w / d (3)

TF = log(1 + w / d) (4)

w를 문서 내 특정 API의 등장 횟수, d를 문
서 내 전체 API의 수라고 했을 때 TF 값은 수
식 (3)처럼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 값에
계산할 수도 있다. 이때 특정 샘플에서는 아예
계산하려는 API가 등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식(4)에서 로그 계산식에 1을 더해주었다.

IDF = 1 (5)

IDF = log(N / n) (6)

IDF = N/n (7)

IDF의 계산식도 TF와 유사하다. 전체 문서
수를 N, 특정 API가 등장하는 문서 수를 n이라
고 했을 때 비율의 역수 또는 그것의 로그 값
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 아예 IDF의 값을 1로
지정해 TF 값 비교만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지 실험을 진행했다.

분석하려는 대상은 그 개수가 하나이므로

IDF 값을 어떻게 부여해야 할지도 정해야 한

다. IDF 값에 1을 부여하여 계산식에서 제외하

거나, 샘플의 IDF와 같은 값을 사용하는 두 가

지 방법을 채택했다.

그림 4 일반 특징 서열을 제거한 실험 결과

그림 3 랜섬웨어 특징 서열을 이용한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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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샘플을 대상으로 위의 다각적 실험을

진행한 결과 랜섬웨어가 아닌 경우와 랜섬웨어

인 경우 탐지율은 다음과 같았다. (ⅰ)는 검사

하려는 파일의 IDF 값을 1로 준 경우이고, (ⅱ)

는 샘플과 같은 IDF 값을 사용한 경우이다.

실험 결과로 보아 TF의 값은 로그를 취해 계

산하고, IDF의 값은 선형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랜섬웨어의 탐지율을 높일 수 있었다. 즉 랜섬

웨어 탐지는 TF보다는 IDF에 더 의존적으로

나타났다. 수가 한정된 Native API라고 할지라

도, 특정 API가 결과물에 등장하는지 아닌지의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검사

하는 파일의 IDF 값 설정에 따라서 결과가 크

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값을 적절하

게 부여한다면 높은 탐지율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Ⅴ 결론
서열, 빈도수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한 결과 랜섬웨어 탐지 면에서는

랜섬웨어의 특징 서열만 이용한 N-gram 분석

방식이 더 높은 탐지율을 보였고, 랜섬웨어가

아닌 파일을 탐지할 때는 TF-IDF 식을 사용한

방식이 높은 탐지율을 보였다. 따라서 이 두 방

식을 혼합하여 사용한다면 높은 정확도로 파일

을 랜섬웨어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있을 것

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프로그램 샘플은 한

정적이지만,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수의 샘플을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한다면 더 높은 정확도로

파일을 분류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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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sample

수식 (3) 수식(4)

수식 (5)

(ⅰ)98.75%,
34.375%
(ⅱ)98.75%,
34.375%

(ⅰ)98.75%,
41.5%

(ⅱ)98.75%,
41.5%

수식 (6)

(ⅰ)90.5%,
58.25%

(ⅱ)85.375%,
55.0%

(ⅰ)90.5%,
60.25%

(ⅱ)85.125%,
56.875%

수식(7)

(ⅰ)97.75%,
48.625%
(ⅱ)97.5%,
65.25%

(ⅰ)97.75%,
52.25%

(ⅱ)97.625%,
68.25%

표 2 코사인 유사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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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마트 컨트랙트[1]는 1994년 Nick Szabo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디지털 명령어로 작성된
계약 프로그램을 말한다. 기존의 자연어로 된
계약서의 경우,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에 대해 이해한 후, 계약서에 쓰인
내용을 사람이 실제로 이행해야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는 규칙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되어 있어 계약 조건에 따른 계약 결과가
명확하고, 계약 내용을 즉각 이행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 계약에 참여1)하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컨트랙트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명시된 계약 내용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안된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의 대학IC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

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8-2015-0-00403)

당시에는 디지털로 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어
개념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서비스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더리움[2]은 이러한 기존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문제점을 블록체인으로 보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다. 이더리움
가상머신에서 돌아가는 튜링 완전 언어를
이용해,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고, 이를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저장해 계약 내용과 상태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내용과 상태 정보가 공격자에 의해
조작될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 화폐가 컨트랙트에 묶여서 사용
불가능해지거나, 공격자의 손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은 컨트랙트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달성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공격 사례를 보면,
단순히 컨트랙트의 무결성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과 취약점 분석 도구에 대한
연구

민정기,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A Survey on Smart Contract Vulnerabilities and Vulnerability
Analysis Tools

Jungki Min, Seungjoo Kim

Center for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ies(CIST), Korea University.

요 약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가 사용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 때문에 많은 사건이 발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은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하는 의미론적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취약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금전적

인 피해를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조사해 분류하고,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분석 도구들을 조사하고, 각 도구들이 커버할 수 있

는 취약점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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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랙트 코드의 취약점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발생한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공격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reentrancy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으로, 당시 1500억원 가량의
피해액을 발생 시켰고, 2017년 발생한 Parity
Multisig Wallet 사건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초기화 부재로 인한 컨트랙트 권한 문제로
600억원 가량의 피해액을 발생 시켰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은 대부분 프로그래머의
의도와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상의 의미론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프로그래머가
의도한대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동작하지 않을
경우 위의 공격 사례와 같은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특성상 한번 블록체인에
저장되면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취약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패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머들은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저장하기 전에 신중하게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상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3,4,5]이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들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현존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분석 도구 총 3종(Oyente[3], Zeus[4],
Maian[5])에 대해 소개하고, 분류된 취약점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비교한다.

II.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은 크게 5가지로
reentrancy, integer over/underflow,
mishandled exception, timestamp dependence,
suicidal contract 가 있다.

2.1 Reentrancy

Reentrancy 취약점은 2016년 발생한 DAO
공격의 원인이 된 취약점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폴백 함수 내부에서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한
취약점이다. [그림 1]을 보면, attacker
컨트랙트의 attack 함수가 victim 컨트랙트의
withdraw 함수를 호출하고, withdraw의
call.value 함수가 다시 attacker 컨트랙트의
폴백 함수를 호출한다. 이는 다시 victim
함수의 withdraw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때
아직 victim 컨트랙트의 7번째 줄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공격자의 잔고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므로 조건문의 결과가
참이 되어 다시 공격자에게 돈을 보내게 되고,
이는 또 다시 attacker 컨트랙트의 폴백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 이러한 호출이 반복되는 이유는
victim 컨트랙트의 잔고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조건문을 검사하기 때문에,
설령 의미론적으로는 조건문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실제 코드 흐름상으로는 조건문이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림 1] reentrancy , in teger underflow

취약점 코드

2.2 Integer Over/Underflow

Integer over/underflow 취약점은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가 암시적인 타입 확장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취약점이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는 이를 염두에 두고 경계
값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림 1]의
attacker2 컨트랙트는 이러한 integer underflow
취약점과 reentrancy 취약점을 결합한
공격이다. attacker2 컨트랙트는 처음에 1
wei를 저축해 잔고를 1 wei로 만들고, 다시
그만큼 인출한다. 이 때, withdraw 함수 내부의
call.value 함수가 호출되고, 그에 따라
attacker2의 폴백 함수가 호출되는데, 이 안에서
또 다시 1 wei만큼 인출을 시도한다. 이 때,
reentrancy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잔고
업데이트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인출이 가능해진다. 이 때, trigger 값을 통해
공격을 멈추고 나면, attacker2의 잔고의 최종
상태는 최초 상태(0)에서, attack 함수 내의
save로 +1, attack 함수 내의 withdraw로 –1,
폴백 함수 내의 withdraw로 –1이 되어
최종적으로 –1이 된다. 그러나 잔고의 타입은
uint 인데, 이는 unsigned integer 값으로
32비트 환경에서 0부터 232-1의 값을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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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underflow가 발생해 attacker2의 잔고가
232-1이 된다.

[그림 2] 간소화된 King of Ether Throne[6] 취약점코드

2.3 Mishandled Exception

Mishandled exception은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상에서 예외처리를 하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취약점이다.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예외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데, 컨트랙트 내부에서 다른 컨트랙트의
함수를 직접 호출했을 때 예외가 발생할 경우,
호출한 컨트랙트 내부의 모든 진행 상황이
함수를 호출하기 전으로 복구되는데, 직접
호출이 아닌 call 함수나 delegatecall 함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호출하거나, send 함수를
사용했을 때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호출된 함수의 컨트랙트의 상태만 복구되고,
호출한 함수의 컨트랙트의 상태는 복구되지
않고 단지 함수의 결과로 0이 반환된다.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예외처리가 프로그래머가
의도한대로 동작하지 않는 원인이 된다. [그림
2]는 실제 존재하는 유명한 컨트랙트인 King of
Ether Throne[6]이다. 이 컨트랙트는 정해진
금액을 이전 왕에게 지불하고 본인이 왕이
되는 컨트랙트이다. 11번째 줄을 보면, send의
반환 값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만약
send가 실패할 경우, 이전 왕에게 제대로
금액이 지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랙트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왕이 바뀌게 되고, 컨트랙트 소유주가
지불되지 않은 금액을 가로챌 수 있는
악의적인 컨트랙트이다.

2.4 Timestamp Dependence

Timestamp dependence 취약점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내에서 블록의 타임스탬프 값을
이용할 때 생기는 취약점이다. [그림 3]은 실제
존재하는 The Run[7]이라는 컨트랙트이다. 이
컨트랙트는 블록 넘버와 이전 블록의 해시,
그리고 블록의 타임스탬프 값을 시드 값으로
임의의 값을 생성해 누가 돈을 획득할지를
결정하는 컨트랙트이다. 이 때 블록 넘버와
이전 블록의 해시는 미리 계산할 수 있고,

블록의 타임스탬프 값은 채굴자의 로컬 시간
값에서 900초의 오차 범위 이내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자는 직접 채굴자가 되어
자신이 돈을 얻을 수 있는 타임스탬프 값을
미리 계산해 채굴을 하면 돈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림 3] 간소화된 The Run[7] 취약점 코드

2.5 Suicidal Contract

Suicidal contract 취약점은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를 누구든지 종료시킬 수 있는
취약점이다. 이 취약점은 2017년 발생한 Parity
Multisig Wallet 사건에서 발견된 취약점이다.
[그림 4]는 Parity 사건의 컨트랙트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코드인데, initMultiowned
함수를 통해 복수의 소유주를 초기화하고, kill
함수를 통해 소유주중 일부가 동의할 시
컨트랙트를 종료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한번 초기화를 하고나면 더 이상
초기화를 할 수 없도록 예외를 발생시키는데,
해당 Parity 사건의 라이브러리 컨트랙트는
초기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여서 누구나
초기화를 하고, kill 함수를 통해 컨트랙트를
종료 시킬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악의 없는 유저가 실수로 초기화 후 kill 함수를
호출하여 해당 라이브러리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모든 컨트랙트들의 잔액이 사용
불가능하게 된 사건이었다. 이처럼 부주의하게
초기화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컨트랙트를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는 취약점이 발생했다.

[그림 4] Parity 라이브러리 취약점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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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분석 도구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분석 도구는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이 만든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또한 사용자들이 자신이
이용할 컨트랙트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현재 대량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취약점 분석 결과가 정리
되어 있는 분석 도구는 총 3종으로, Oyente[3],
Zeus[4], Maian[5]이다. 이 도구들에 대해
소개하고, 각 도구가 커버할 수 있는 취약점을
[표 1]에 정리 했다.

3.1 Oyente

Oyente는 싱가폴 국립대학의 연구진들이
만든 취약점 분석 도구로, 기호 실행(Symbolic
Execution)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정적 분석 도구이다. 기호 실행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의 입력에 대한 실행 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이다. Oyente는 총 네 모듈로
구성되는데, CFGBuilder, Explorer,
CoreAnalysis, Validator이다. Oyente는
컨트랙트 바이트코드를 입력 받아
CFGBuilder를 통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나타내는 제어 흐름 그래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Explorer에서 기호 실행을 한다. 기호
실행의 결과를 통해 CoreAnalysis 모듈에서
Oyente가 찾고자 하는 취약점인 reentrancy,
mishandled exception, timestamp
dependence를 찾고, 마지막으로 Validator에서
거짓 양성(False Positive) 케이스를 걸러내
사용자에게 보고한다. Oyente는 총 19,366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 했고,
그 중 8,833개의 컨트랙트가 적어도 하나의
취약점을 갖고 있음을 발표했다.

3.2 Zeus

Zeus는 IBM 연구진들이 개발한 취약점 분석
도구로, 정형 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도구이다.
Zeus는 Policy Builder, Source Code
Translator, Verifier로 구성되어 있다.
Oyente와는 다르게, Zeus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상위 레벨 소스 코드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정책을 입력 받는다. 우선 Policy
Builder에서 입력 받은 보안 정책을 assert
함수의 형태로 스마트 컨트랙트 소스 코드의
검증하고자 하는 부분에 삽입하고, Souce Code
Translator가 이를 입력 받아 LLVM(Low
Level Virtual Machine) 비트코드로
변환시켜준다. 마지막으로 Verifier가 비트코드
레벨에서 해당 보안 정책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한다. Zeus는 총 22,493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 했고, 그 중
21,281개의 컨트랙트가 적어도 하나의 취약점을
갖고 있음을 발표했다.

3.3 Maian

Maian은 Oyente와 마찬가지로 싱가폴
국립대학의 연구진들이 만든 취약점 분석
도구로, 기호 실행에 기반을 둔 도구이다.
Maian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전성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는 도구로, 기호 실행에
사용될 커스텀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직접
개발해, 스마트 컨트랙트 바이트코드에 대한
기호 실행을 한다. 이러한 실행 흔적들을
분석해 특정 속성을 만족하지 않는 실행
흔적을 뽑아내고, 기호에 대한 실제 값을
예시로 출력한다. 이를 이용해 실제로
컨트랙트를 실행해봄으로써 거짓 양성
케이스를 걸러낼 수 있다. Maian은 총
970,898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 했고, 그 중 34,200개의
컨트랙트가 적어도 하나의 취약점을 갖고
있음을 발표했다.

[표 1]에는 각 도구들이 커버할 수 있는

취약점을 비교해 놓았다. Oyente의 경우,

저자들이 고려한 취약점에 Integer

over/underflow와 Suicidal Contract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찾아낼 수 없었다.

Maian의 경우, Oyente와 마찬가지로 저자들이

고려한 취약점에 Integer over/underlfow와

Timestamp Dependence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찾아낼 수 없었다. 이 두 정적

Reentrancy
Integer

over/underflow

Mishandled

Exception

Timestamp

Dependence

Suicidal

Contract

Oyente O X O O X

Zeus O O O O O

Maian O X O X O

[표 1] 취약점 분석 도구가 커버하는 취약점 비교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443 -



분석 도구는 각각 취약점 패턴을 탐지하는

모듈에 탐지하고자 하는 취약점 패턴을

추가함으로써 다른 취약점을 찾을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했다. Zeus의 경우, 다른 두 가지

도구와 가장 차별화된 부분은 보안 정책을

XML의 형태로 코딩해 사용자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만족했으면 하는 보안 정책을

골라서 검증할 수 있었고, 위에서 분류된

취약점 모두를 찾아낼 수 있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그에 대한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은 프로그래머가
생각한 컨트랙트의 작동 방식과, 실제 이더리움
가상 머신 상에서 돌아가는 코드 사이에
의미론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때는
프로그래머가 주의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취약점 분석 도구를 활용해 컨트랙트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전에 반드시 취약점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사용하고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바이트코드를 블록체인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약점
분석 도구를 이용해 자신이 사용하고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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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 생성 시간 필드를 추가한,
이기적 채굴 대응방안 개선*)

이지혜, 김윤정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Improvement of the Selfish Mining Countermeasures
by adding Bitcoin Transaction Creation Time Field

Jihye Lee, Yoonjeong Kim

Dept. of Information Security, Seoul Women’s University

요 약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로 블록체인에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공유되어

거래의 유효성을 보장받으며 이 행위를 채굴이라고 한다. 채굴 시, 정직한 채굴자는 전체 네트

워크에서 본인의 컴퓨팅 파워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이기적 채굴을 통해 채굴자가 컴퓨

팅 파워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기적 채굴은 블록체인의 의도적인

블록 분기를 의도하며 정직한 채굴자의 컴퓨팅 파워를 낭비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기적 채굴

과 기존 대응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거래 자료구조에 거래 생성 시간을 추가하고, 블록의

거래 생성 시간 평균을 이용하여 이기적 채굴을 막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기적 채굴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임계값을 33%로 하는 것으로 기존 방안들과 비교하여 가

장 높은 임계값이다. 이 값은 또한 정직한 채굴자가 이기적 채굴풀에 채굴할 확률을 0으로 설정

한 것으로 가장 최적화된 결과이다.

I. 서론

비트코인(bitcoin)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

(Satoshi Nakamoto)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암호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1]. 블록체인(blockchain)은 거래를 블록에

저장하여 노드(node)끼리 공유하는 P2P 기반의

분산화 된 데이터 저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

교적 경제적으로 데이터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보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3]. 이 때문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 본 연구는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o. NRF-2016R1A2B4011984)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ICT연

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8-2014-1-00636)

비트코인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서버가 없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블록을 찾아 블

록의 유효성을 증명 받는 작업증명(proof of

work)를 통해 거래의 유효성을 보장받는다. 먼

저, 거래가 발생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를

모든 노드에게 전송한다. 노드는 받은 거래들을

하나의 블록에 넣는다.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이전 해시값, 거래 내역 해시값, 임의 값(nonce)

세 정보를 결합하여 정해진 해시값보다 작은

블록 해시값을 찾는다. 특정 값을 만족하는 블

록을 찾으면, 그 블록을 네트워크에 공개하고

다른 노드에게 검증받는다. 유효한 블록이면 블

록체인의 끝에 이으며, 가장 먼저 유효한 블록

을 찾는 노드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3]. 작업증

명부터 보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채굴(mining)

이라고 하며, 채굴을 하는 노드를 채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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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직한 프로토콜과 이기적 채굴

프로토콜 사용 시 이익 비교 그래프 [4]

(miner)라고 한다.

비트코인 전체 네트워크의 51% 이상을 장악

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마음대로 제어가 가능하고 비트코인의 무결성

이 파괴될 수 있다 [2]. 이를 “51% 공격”이라고

한다. 그러나 2014년에 더 적은 네트워크 장악

력으로도 네트워크 공격을 할 수 있음을 증명

하였고 이 공격을 이기적채굴이라고 하였다 [4].

본 논문에서는 이기적 채굴과 기존에 공개된

이기적 채굴 대응방안을 분석을 하고, 이기적

채굴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 방안을 제

시하였다.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개 이상의 블록

이 동시에 도착할 경우, 블록에 담긴 거래 생성

시간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채굴자가 어떤 블록

을 선택할지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II. 이기적 채굴 분석

비트코인 표준 프로토콜에서는 작업증명을

통해 블록을 생성하고, 유효한 블록을 찾으면

바로 네트워크에 공개해 유효성을 증명 받아

블록체인을 확장한다. 두 개 이상의 블록이 동

시에 도착할 경우, 먼저 온 블록에서 작업증명

을 하고 한쪽 체인이 더 길어질 때까지 경쟁이

이어진다. 이 현상을 블록 분기가 발생했다고

한다 [3]. 이 프로토콜을 따르는 채굴자를 정직

한 채굴자(honest mimer)라고 한다.

채굴자의 블록 보상 이익은 채굴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고 있는 컴퓨팅 파워와 동

일하다. 예를 들어, 전체 네트워크의 40% 컴퓨

팅 파워가 있으면 40%의 확률로 채굴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커지면서

개인 채굴자가 블록 보상을 가져가기가 힘들어

졌다. 이에 따라 개인 채굴자들이 모여 함께 채

굴을 하고 기여도에 따라 채굴 보상을 나눠가

지는 채굴 풀(pool)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Eyal과 Sirer는 상대적으로 큰 컴퓨팅 파워를

보유한 채굴풀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

해 기존 프로토콜을 우회할 수 있음을 연구하

고 증명하였다 [4]. 이기적 채굴 프로토콜에서는

정직한 채굴자의 체인인 공개 체인(public

branch)과 이기적 채굴풀이 공격을 위해 만든

비공개 체인(private branch)이 존재한다. 이기

적 채굴풀은 유효한 블록을 찾아도 바로 네트

워크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체인에

연결하였다가, 이기적 채굴풀에게 유리한 순간

에 비공개 체인에 있는 블록을 선택적으로 공

개한다.

Eyal과 Sirer은 상태머신(state machine)을 이

용해 기존 프로토콜과 이기적 채굴 프로토콜

사용 시 나타나는 이익 비교 그래프를 그림 1

과 같이 도출했다. 는 이기적 채굴풀의 크기

(컴퓨팅 파워), 는 정직한 채굴자가 이기적 채

굴풀에서 채굴하는 확률을 의미한다. 그림 1에

서 이기적 채굴을 하지 않고 정직한 프로토콜

을 따를 경우 이기적 채굴풀의 크기와 이익이

서로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기적 채굴

전략을 따르게 되면 이기적 채굴 풀이 일정 크

기(임계치) 이상이 되어야 이익을 얻고, 에 따

라 이익이 달라진다.



 
   


(식 1) [4]

식 1은 에 따른 이기적 채굴풀이 이익을 얻

을 수 있는 풀의 크기 범위를 보여준다. 가

0%이면 이기적 채굴풀이 보상을 얻기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풀 크기가 33%이고, 가 


이면

25%, 가 1이면 0%이다. 그림 1과 식 1을 통해

가 클수록 더 낮은 임계치( 최솟값)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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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대응
개념 한계점

임계치

( 최솟값)

블록 랜덤 선택

기법 [4]

분기 시, 두 개의 블록 중 채굴할 블록

한개를 랜덤하게 선택하는 방법

현재 채굴풀이 임계치를 넘었으며, 작

은 컴퓨팅 파워로 이기적 채굴이 가능
25%

블록 신선도를

이용한 기법 [5]

분기 시, 블록 타임스탬프를 보고 더

나중에 생성된 블록을 채굴하는 방법

타임스탬프 발행 및 관리 기관이 필요

하며,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공격 가능
32%

블록선택조건

추가 방법 [6]

분기 시, 두 개의 블록 중 한 개를 선

택하거나 두 개 모두 채굴하지 않는 방

법

계속해서 어느 블록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진행 불가
28%

블록 만료

시간을 이용한

방법 [7]

제한 시간 내에 블록이 수신되거나 생

성될 경우만 유효한 것으로 판별

의미 없는 블록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

음
-

가중치를

이용한 방법 [8]

체인에 가중치를 주어 더 높은 가중치

를 가진 체인에서 채굴하도록 하는 방

법

가장 긴 체인 법칙과 가중치 체인

법칙을 따르는 채굴자 사이의 일시

적인 불일치를 이용한 공격이 가능

-

제안방안: 거래

생성 시간

평균값을

이용한 기법

블록 내 거래 생성 시간의 평균을 구해

분기 시 평균 시간이 더 최신인 블록을

선택하는 방법

소수의 거래만 넣거나 최신의

거래만 선택하려는 현상 발생 가능
33%

표 1. 이기적인 채굴에 대한 기존 대응방안 및 새로운 대응방안 비교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기적 채굴은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

에서 차지하고 있는 컴퓨팅 파워 보다 더 많은

보상을 가져갈 수 있으며, 이것은 다른 정직한

노드의 컴퓨팅 자원을 낭비시키는 문제점을 야

기한다.

III. 이기적 채굴에 대한 기존 연구

이기적 채굴 발표 이후, 이기적 채굴 대응방

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분기 시,

먼저 온 블록 선택하는 프로토콜을 수정해 랜

덤하게 선택 하는 방법, 시간을 이용하여 선택

기준을 주는 방법, 체인에 가중치를 주어 높은

가중치를 선택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3.1 블록 랜덤 채택 방법 [4]

Eyal과 Sirer는 이기적 채굴 분석과 함께 대

응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두 개의 블록이

동시에 도착해 경쟁이 일어날 경우 두 개의 블

록을 다시 전송해 두 개의 블록 중 하나를 랜

덤하게 선택하게 하는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어

떤 블록이 이기적 채굴풀의 블록인지 알 수 없

기 때문에 정직한 채굴자는 채굴할 블록을 랜

덤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정직한 채

굴자가 이기적 채굴풀에서 채굴하는 확률 는




이 되고 식 1에 따르면 임계치(의 최솟값)

는 

이 된다. BTC.com 채굴풀이 전체 네트워

크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좀 더 높은 임계치가 필요하다.*)

3.2 블록 신선도(Freshness Preferred)에 따른

블록 선택 방법 [5]

이 방법은 일정 시간 내에 두 개의 블록이

도착할 경우 블록의 타임스탬프를 보고 더 최

근에 생성된 블록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만약 타임스탬프가 동일하다면 먼저 도착한 블

록을 선택한다. 이 방법은 랜덤 비콘을 이용하

여 위조할 수 없는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방법

으로 임계치(의 최솟값)을 32%까지 끌어올렸

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발행 및

관리가 필요하며,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https://blockchain.info/ko/pools (2018년 5월 2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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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블록 선택 조건 추가하는 방법 [6]

이 방법은 3.1의 방법을 수정한 것으로 블록

분기 후 채굴할 블록을 선택할 때 “블록을 선택

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채굴자

가 두 개의 블록을 발견할 경우 두 개의 블록

중 한 개를 선택하거나 두 개의 블록 모두 선

택하지 않도록 하여   


로 낮췄으며, 식 1에

따라 계산하면 임계치(의 최솟값)는 


(약

28%)이다. Eyal과 Sirer의 대응 방법보다 약

3% 개선된 수치이다. 이 방법 또한 좀 더 높은

임계치가 필요하며,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아무

블록도 선택하지 않으면 블록체인이 진행이 되

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3.4 블록 만료 시간을 이용한 방법 [7]

이 방법은 각 노드의 로컬타임을 이용해 예

상시간(expected time)을 두어 제한 시간 내에

수신된 블록 혹은 채굴한 블록만 유효한 블록

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만약 예상시간 내에

블록을 수신하지도 못하고 블록 채굴에도 실패

한다면 이전 블록 해시값과 예상타임을 이용하

여 더미블록(dummy block)을 생성하여 블록체

인을 이어나갈 수 있다. 정직한 채굴자의 체인

에서 블록이 생성된 후 이기적 채굴풀이 이전

블록 해시가 같은 블록을 공개하더라도 정직한

채굴자의 체인에는 이미 해당 블록 존재하기

때문에 정직한 채굴자는 그 블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5 가중치에 따른 체인 선택 방법 [8]

이 방법은 분기 이후 체인에 가중치를 주어

더 높은 가중치를 가진 체인의 블록에서 채굴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한 블록이 수신된 이후

일정 시간 내에 수신되고, 블록 채굴 시 이전

블록과 경쟁하는 블록의 해시를 추가한 블록이

있는 체인이 높은 가중치 값을 받을 수 있다.

이기적 채굴풀이 의도적 분기를 일으켰을지라

도 이기적 채굴풀은 이전 블록과 경쟁하는 블

록의 해시값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가중치

가 높은 블록을 미리 생성할 수 없다. 즉, 정직

한 채굴자가 이기적 채굴풀의 블록에서 채굴할

확률이 낮아진다.

IV. 본 연구의 대응방안

4.1 제안방안 개요

본 논문에서는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의 생성

시간 평균을 이용해 현재와 더 가까운 시간을

가진 블록을 선택하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제안

한다.

이기적 채굴풀은 미리 블록을 채굴 해 비공

개 체인에 이어나가기 때문에, 공개 체인과 비

공개 체인에서 동일한 인덱스의 블록을 채굴한

다고 했을 때 비공개 체인에 있는 블록이 먼저

채굴된다. 비공개 체인의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

또한 정직한 채굴자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 보

다 더 오래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이용해 두

개 이상의 블록이 도착 시, 채굴자가 블록 내에

있는 거래들의 생성 시간 평균을 보고 현재에

더 가까운 값을 가진 블록을 채택해 채굴을 계

속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비공개 체인에 블록을 오래 숨겨

둘수록 블록 내 거래 생성 시간이 오래되기 때

문에 이기적 채굴풀에게 불리해지며 블록 채굴

후 바로 네트워크에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거래 구조에는 거래 생성

시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서는 거래 구조 수정

이 필요하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래

구조 수정과 그에 대한 영향을 논한다.

4.2 비트코인 거래(transaction) 구조 수정

현재의 비트코인 거래에서는 거래 생성 시간

이 사용되지 않으며 거래 생성 시간을 저장하

지 않는다. 이중지불 공격을 막기 위해서 블록

체인의 가장 긴 체인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

에 거래 생성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서는

거래 생성 시간이 필요하며 소스코드에서 거래

자료구조를 찾아 수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2는 기존 비트코인 거래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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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Transaction {

static const int32_t CURRENT_VERSION=2;

static const int32_t MAX_STANDARD_VERSION=2;

const std::vector<CTxIn> vin;

const std::vector<CTxOut> vout;

const int32_t nVersion;

const uint32_t nLockTime;

const uint32_t transTime;

}

그림 2. 수정한 비트코인 거래 자료구조

필드 크기 설명 비고

Version 4bytes 거래가 따르고 있는 룰 명시 기존 필드

Input Counter 1-9 bytes(VarInt) 포함된 입력 값의 수 기존 필드

Inputs Variable 하나 이상의 거래 입력 값 기존 필드

Output Counter 4bytes 포함 된 출력 값 수 기존 필드

Outputs Variable 하나 이상의 거래 출력 값 기존 필드

Lock_time 4bytes 유닉스 타임 스탬프 또는 블록 번호 기존 필드

transTime 4bytes 거래 생성 시간 추가한 필드

표 2. 비트코인 거래(transaction) 구조

‘transTime’ 필드를 수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

존 필드 Version은 거래가 따르는 규칙, Inputs

는 거래 입력값이 참고하고 있는 거래들,

Outputs는 거래 출력값으로 거래가 도착할 주

소를 의미한다. Lock_time 필드는 거래를 지연

시키고자할 때 사용한다. 추가된 ‘transTime’ 필

드는 거래가 언제 생성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타임 정보를 담고 있다.

‘transTime’을 추가한 거래의 자료구조를 비

트코인 소스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이 자

료구조는 비트코인 소스 primitives/

transaction.h 에 들어있는 것을 수정한 것으로,

‘transTime’ 변수에 거래 생성 시간을 저장한다.

거래 생성 시간 정보를 이용하는 수정 된 비

트코인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거래가 발생할 때 버전, 입력값 정보, 출력

값 정보, 글로벌타임을 기준으로 한 거래 생성

시간 정보를 저장한다. 생성된 거래는 네트워크

를 통해 노드에게 전달되고, 노드는 받은 거래

들을 하나의 블록에 넣는다. 컴퓨팅 파워를 이

용해 기존과 동일하게 블록의 해시값을 찾는다.

유효한 블록을 찾으면 블록을 네트워크에 공개

하고 다른 노드에게 검증받는다. 유효한 블록이

면 블록체인의 끝에 연결하며, 가장 먼저 유효

한 블록을 찾은 노드가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블록이 동시에 도착하면 블록 내

에 있는 거래 ‘transTime’의 평균을 확인하여

현재 시간과 더 가까운 블록을 선택한다. 이후

경쟁이 끝나면 이긴 체인에 있는 블록의 주인

이 보상을 받는다.

4.3 제안 방안 성능 분석

이기적 채굴풀의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가 정

직한 채굴자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 보다 더 이

전에 발생한 거래들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

용하면 정직한 채굴자가 이기적 채굴 풀의 블

록에서 채굴할 확률이 0에 가까워진다. 가 0일

때, 식 1을 활용하면 임계치( 최솟값)는 33%

가 된다. 따라서 이기적 채굴 전략을 취했을 때

이기적 채굴 풀의 크기가 33% 이상인 경우에만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33%는 현재 나

와 있는 임계값 중 가장 좋은 값이다.

4.4 거래 구조 수정으로 인한 영향 분석

거래 구조 수정으로 인해 몇 가지 현상이 발

생할 수 있다. 기존 비트코인 프로토콜에서는

채굴자가 블록에 거래를 넣을 때 수수료가 높

은 거래를 넣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

하는 프로토콜에서는 채굴자가 블록 생성 시

분기 상황을 고려해 소수의 거래만 넣거나 최

신의 거래만 선택해 ‘transTime’ 평균을 높이려

고 할 수 있다. 소수의 거래만 넣을 경우

‘transTime’ 평균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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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적어지므로 채굴자 입장에서 선호하지 않

을 것이다. 최신의 거래만 채굴한다면 오래된

거래는 처리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거래

소유자가 거래를 재전송하여 해결하면 된다. 수

수료를 기준으로 거래를 선택할 때, 낮은 수수

료의 거래가 늦게 처리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더 높은 수수료로 거래를 재전송하여 해결했다.

이처럼 거래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거래 소유자가 거래 재전송을

통해 거래 생성 시간을 최신의 것으로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

4.5 공격 가능성 분석

거래 구조 변화로 ‘transTime’을 이용한 공

격이 있을 수 있다. 채굴 시, 블록 내 거래

‘transTime’ 평균을 최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거래 내 ‘transTime’을 위변조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스패밍(spamming), 서

비스거부(Dos) 등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공

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노드에서 독립

적으로 모든 거래를 유효화하고 해당 거래를

다른 노드에게 전파한다 [9]. 즉, 모든 거래 생

성 시간을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네트

워크의 51% 이상의 노드의 거래의 ‘transTime’

을 위변조해야 하므로 거래 ‘transTime’을 위변

조 공격 성공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 취약점 중 하나인

이기적 채굴과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새로

운 방법을 제시했다. 이기적 채굴 전략을 취하

지 않더라도 블록 분기가 일어나며 블록의 자

원이 낭비된다. 그러나 이는 자연적인 분기로

채굴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원 낭비

이다. 이기적 채굴풀이 블록을 바로 공개한다면

다른 채굴자들은 해당 인덱스의 블록을 계속적

으로 채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이기적 채

굴에서 표준 프로토콜을 따르는 정직한 채굴자

의 의도적인 자원 낭비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 내 거래 생

성 시간 평균을 이용하여 블록을 선택하는 방

법을 제시했다. 이 방법은 블록을 비공개로 둘

때의 이점을 없앨 수 있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transTime’

필드 추가로 인한 오버헤드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제안 방법의 효율성을 좀 더 심도있

게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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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존 전력망에 ICT(Information & Commun

ication Technology)를 접목한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간 실시간 정보 교환으
로 향상된 에너지 효율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
다. 이는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하게 다가올 것
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끌어낼 것이다.
향후에는 고용량, 고효율성, 고가용성을 보장하
기 위한 여러 신기술이 도입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기술로 유엔 미래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을 꼽았다. 이는 공공 거
래 장부로 보안성을 제공하는 기술로 2016년
초 한국은행에서 블록체인을 "P2P 네트워크에
거래정보를 기록한 장부를 분산해 관리하는 기
술로 소개되었다[1]. 더불어 미국 IT 리서치 기
업인 가트너의 발표에 따르면 미래 유망 전략
기술로 블록체인을 선정하여 블록체인 기반 사
업 가치는 2022년에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2]. 현재 기존 에너지 분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디지털화하면 많은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는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방안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
지 분야산업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

로 활용하려는 방안으로 스마트그리드, 마이크
로 그리드가 있는데 이 기술과 블록체인이 결
합하면 효율적이며 안전, 보안이 강화된 에너지
거래 시장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다. 스마트그
리드의 정교한 소비 모니터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분배 에너지 거래(예: 마이크로 그리드)
로 점점 더 많은 가정용 발전 사이트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결재 및 금융 인프라는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계정 및 수
수료를 처리하고 보안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참여를 의미한다. 중앙 집중식 에
너지 거래는 확장성 및 보안 문제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 소비형 중개인은 전력 소비 프
로파일링 접근법의 Wood의 행동 모델링에 따
라 에이전트(전력 거래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서 업무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사
람)의 에너지 생성 패턴을 밝혀내고 에이전트의
일상 활동을 예측할 수 있다[3]. 그러므로 프라
이버시와 익명성이 결여되어 보안 위협으로 이
어진다. 따라서 스마트그리드에서 거래자 간 계
약을 수행하고 입찰, 협상 및 거래를 처리하면
서 신원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거래 데이터를

국외 블록체인 기반의 전력 시스템 보안 연구 동향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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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기술로 유엔 미래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을 꼽았다. 해당

기술은 여러 분야에 활용을 위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

인 기반 전력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 기술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전력 시스템에 블록체인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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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 거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력 시스템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전력 시스템에 블
록체인 기반의 전력 시스템 적용 방안을 제시
한다.
2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전력 시스템에 대

해 살펴보며, 3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전력 시
스템에서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
술과 거래 데이터를 보호하는 프레임 워크를
포함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국내 전력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안
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블록체인 기반 전력 시스템 개요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통화에 대한 검증 메커

니즘으로 개발되었지만 최근 많은 분야에서 블
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을 구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기
본적으로 원장이라는 분산 레지스터, 분산된 합
의 메커니즘 및 일부 암호화 보안 조치를 결합
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스마트 계약과 함
께 거래 시스템의 기능에 혁명을 일으키고 완
전히 분산된 시장 플랫폼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 전력 시스템은 국내외

선행자료 조사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블록
체인 유형은 총 5가지(△P2P 전력거래, △EV
충전 및 공유, △에너지 데이터 활용, △에너지
공유, △탄소자산 거래)로 분류된다.
<표 1>과 같이 여러 유형의 에너지 블록체

인이 존재하지만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블록체
인 기반 전력 시스템은 P2P 전력거래가 많은
상태이다.

블록체인 기반 P2P 전력거래에서는 시스템
의 구성요소가 서로 상호 작용하기 위해 각 스
마트 미터는 아래 항목과 같은 필수 기능을 갖
추어야 한다.

■ 미터별 고유한 주소로 식별

■ 공개키 및 개인키의 생성을 지원하는 특정 소

프트웨어 설치

■ RAM, 연산 하드웨어, 데이터 수집 장치, 신호

송신기, 신호 수신기 및 데이터 처리 장치

■ 유선 또는 무선 통신 채널을 통해 서로 통신

<표 2> P2P 전력거래를위한스마트미터필수기능

블록체인 기반 전력 시스템에서 퍼블릭 블록
체인은 확장의 제한성, 높은 가치 변동성 등의
한계점이 있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
된 사용자들이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
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대다수이다. <표 3>은 블록체인 기반 전력 시
스템에서의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
체인의 특성을 보여준다.

■ (퍼블릭 블록체인) 누구든지 네트워크에 참여하

여 블록체인 내 정보를 읽고, 쓰고, 검증할 수

있지만, 데이터 기록에 문제 발생 시 중재 방

법이 없음

<표 3> 블록체인 유형 및 특성 [5, 6]

유형 내용 사례

P2P

전력

거래

개인 간 전력거래의

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전력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

Brooklyn Microgrid

Project(미국),

Energo(중국),

Power Ledger(호주)

SolarCoin(미국)

EV

충전

및

공유

전기차를 충전 및

결제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신뢰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Slock.it&RWE(독일)

Energo(중국)

<표 1> 에너지 블록체인 유형 및 내용 [4]

에너지

데이터

활용

블록체인에 에너지

데이터를 공유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

Grid Singularity

(오스트리아)

에너지

공유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활용함

Bankymoon(남아공),

M-PAYG(덴마크)

탄소

자산

거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탄소자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

IBM & Smart

Blockchain Lab

(중국)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452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많은 응용 프로그
램을 구현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다양
한 보안적 문제(예 : 51% 공격, 사용자 ID 및
데이터 추적 등)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III. 블록체인 기반의 전력 시스템
보안 연구 동향

전력 시스템 보안은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주목을 끌고 있고 있다. 따라서 현대 전력 시스
템의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 프레임 워크
및 프라이버시 솔루션, 데이터 보안 등의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블
록체인 기반 전력 시스템 보안 연구 동향을 살
펴보고, 비교 분석한다.

3.1 프라이버시 및 익성명 보안

Aron Laszka 등은 분산 원장을 사용하는 Io
T 기반의 Transactive 에너지 시스템에서 개
인 정보, 안전 및 보안 제공에 대해 제안한다[
7]. 이는 소비자가 프라이버시를 희생하지 않고
도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Transactive
마이크로그리드의 안전한 솔루션인 프라이버시
보존 에너지 거래(PETra, Privacypreserving E
nergy Transactions)에 대해 설명한다. PETra
는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하
며 통신, 입찰 및 거래에 대한 익명성을 제공하
여 전력 시스템에서 프로슈머에게 프라이버시
를 제공한다.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따르며
프로슈머는 익명으로 에너지 거래를 할 수 있
다.

<그림 1> 에너지를 판매하는 프로슈머의

관점에서 자산 흐름의 간략한 개요

생산 자산에 대한 익명성을 얻기 위해 프로
슈머는 CoinShuffle [8] 또는 Xim [9]과 같이
분산형 프로토콜로 구현될 수 있는 Mixing Ser
vice를 사용한다. 이는 다수의 요청 및 전송을
함께 혼합하여 소유자 자산의 추적을 방지한다.
따라서 Mixing Service는 프로슈머와 익명 주
소 간의 연결을 숨긴다. Mixing Service는 여러
접근법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가장 간단
한 방법은 자산을 송수신 할 수 있는 Cryptocu
rrency Tumbler라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
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익명성
은 주소의 이름을 변경가능한 제3자의 신뢰성
에 달려 있다. 보다 안전한 접근 방법은 CoinS
huffle [22] 또는 Xim [2]과 같은 분산화된 프로
토콜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
면 제3자의 필요성을 없애준다. PETra는 익명
서비스가 구축되는 인프라이기에 익명 통신 계
층에서 통신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익명 통신
계층이 없으면 소스 및 네트워크 식별자(예 : I
P 또는 MAC 주소)를 기반으로 거래 및 입찰가

- 퍼블릭 블록체인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은 블록

체인 기술을 화폐 발행 및 거래에만 적용한 사

례로써 기존 은행 거래에 비해 높은 보안성,

낮은 이체수수료, 거래 투명성, 계좌생성 편의

성 등 장점이 있지만, 높은 가치 변동성, 검열

저항성, 제한된 확장성, 익명성 등 불안요소가

존재함

- 블록체인 2.0 중의 하나인 Ethereum은 튜링완

전언어를 스마트 계약에 사용해서 화폐거래 정

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보나 무역거래 정보를

분산 원장에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했

지만, 여전히 무제한 코딩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하고, 코드가 잘 실행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함

■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앙기관이 네트워크 참여

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

자들만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분산 원장 데이터

를 공유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에 있는 데이

터의 열람, 검증 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어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음

- 퍼블릭 블록체인은 검열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

에 산업에 적용하기 어렵지만, 프라이빗 블록

체인은 불의의 사고나 악의적인 공격이 발생

시 미리 정한 규약이나 동의서에 따라 법적 책

임을 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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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쉽게 익명화 할 수 있다. 익명 통신에서는
Onion Routing과 같은 익명 통신에 잘 알려지
고 널리 사용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10].
해당 연구는 이론적으로 제시가 되었으며 추가
적으로 증명이 필요하다.

Nurzhan Zhumabekuly Aitzhan 등은 다중
서명, 블록체인 및 익명 메시징 스트림을 통한
분산 에너지 거래의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에
대해 제안했다[11]. 익명으로 에너지 가격을 협
상하고 거래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
는 토큰 기반 Private 분산 에너지 거래 시스템
인 PriWatt을 구현했다. PriWatt 시스템은 거래
가 모든 노드 간에 복제되기 때문에 트랜잭션
이 장애로부터 보호되는 P2P 커뮤니티 기반 데
이터 복제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PriWatt 디지
털 서명은 타원 곡선 암호화(ECC)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같은 유형의 비대칭 암호화와 비교
할 때 ECC의 주요 이점은 ECC가 더 짧은 키
길이를 요구하지만 비슷한 보안 레벨을 제공한
다.

보안 강도
Key size

ECC RSA/DSA/DH

80 bits 160 bits 1024 bits

112 bits 224 bits 2048 bits

128 bits 56 bits 3072 bits

192 bits 384 bits 7680 bits

256 bits 521 bits 15360 bits

<표 4> ECC와 RSA/DSA/DH 비교

이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술, 멀티 서명 및
익명 메시징 전파 스트림의 적절한 조합은 기
존의 중앙 집중식 거래 솔루션에 비해 높은 개
인 정보보호 및 보안으로 분권화된 P2P 전력거
래에 대한 실현 및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을 제
시했다.

3.2 보안 프레임워크

Gaoqi Liang 등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최신
전력 시스템의 자기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산 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보호 프
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프레임 워크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각 미터의 메모리에 분
산 형태로 존재하는 연결된 블록의 형태로 원
장에 저장된다. 저장하기 전에 데이터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브로드캐스트, 투표 메커
니즘을 통한 데이터 검증, 블록 데이터 누적,

마이닝 프로세스, 투표 메커니즘을 통한 마이닝
결과 확인, 분산 원장 동기화 등의 각 절차를
거친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기존 비트 코인
시스템과 기술 비교를 통해 정보 수집 및 저장
에 있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을 증명했
다.

Jianbin Gao 등은 투명성과 출처를 제공하는
독립(sovereign)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GridMoni
toring 시스템을 구현했다. 독립 블록체인은 블
록의 체인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있는 정렬된
레코드 목록을 포함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이
다. 해당 시스템은 정보 공유, 효율적 데이터
관리 기능을 포함한 데이터의 무결성 및 기밀
성을 제공하여 기타 관련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증명하였다.

이처럼 기존 전력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전력 시스템관련
보안 연구 동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들 연구들 중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은 연구
를 찾고자 지표를 통해 <표 5>와 같이 제시한
다.

지표 설명

정보 공유

전력 회사가 연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생성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기능

데이터 소유자가 제3자와

공유하는 데이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데이터 불변성 데이터 변경 불가능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데이터 기밀성

네트워크의 관리자 및 거래

당사자만 정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

데이터 출처

및 감사

데이터 사용을 설명 할 수 있는

기능

데이터 변조

탐지

데이터에 대한 무단 수정을

탐지하는 기능

<표 5> 분석된 연구 동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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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7] [11] [12] [13]

정보 공유 Y Y Y Y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기능
- - - Y

데이터 불변성 Y Y Y Y

데이터 변조 탐지 - - Y Y

데이터 무결성 Y Y Y Y

데이터 기밀성 Y Y Y Y

데이터 출처 및 감사 Y Y Y Y

<표 6> 분석된 연구 동향 비교

연구 동향 비교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전력
시스템은 해당 데이터에 대한 불변성, 무결성,
기밀성을 필수 보안 요구사항으로 제공해야 됨
을 보여준다.

IV. 국내 전력 시스템 적용 방안

4.1 법적 규제 완화

2017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집중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주요 정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생산량 2030년까지 20% 추진 및 발
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
높이는 정책이 발표 되었다. 해당 정책으로 인
해 프로슈머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국
내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판매 사업
자는 한국전력 구역전기 사업 외에는 불가능하
다[14]. 따라서 국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는 P2P 전력거래는 현 시점에서 국내에 적용하
기 힘들다. 따라서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해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4.2 AMI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현재 국내 전력 시스템에서 법적 규제를 벗
어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P2P
전력거래가 아닌 AMI 시스템에 적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AMI는 스마트 미터에서 측정한 데이
터를 원격 검침기를 통해 측정하여 전력 사용
분석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기술이다[15]. 현재
국내 AMI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트리형 구

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출처:한전KDN,

https://www.kdn.com/menu.kdn?mid=a10204070100

이에 법적 문제를 해결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조를 하나의 중앙기
관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스마트 미터, D
CU)들만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분산원장 데이터
를 공유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인 프라이빗 블록
체인 유형을 적용하며, 노드의 오버헤드를 방지
하기 위해 행정구역별 사이드체인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그림 3> 제안하는 AMI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구조(예)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네트워크 내에 있
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검증하는 권한을 차등적
으로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기관의 관리
가 가능하며,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더불어 조사된 동향의 보안 기술을 적용
하게 된다면 보다 강화된 신원 정보의 프라이
버시와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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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지금까지 국외 블록체인 기반 전력 시스템
보안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국외는 전력 시
스템에서 P2P 전력거래에 대한 서비스 및 관련
보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P2P 전력거래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을 제공하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은 최신
전력 시스템의 데이터 보안을 위한 유망한 솔
루션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
업 또한 국외 사례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시스템 환경에 적
합한 새로운 보안 기술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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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비트코인[1]은 종래의 은행과 같은 제3자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Peer-to-Peer, P2P) 안전

한 거래가 가능한 결제 시스템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첫 사례이다. 비트코인 결제 시

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은 시스템

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기록

(transaction)을 자신의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저

장된 기록을 토대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검증하여 유효한 거래만 자신의 블록체

인에 새롭게 추가한다. 이 동작을 시스템의 모

든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들이 하나의 동일한 블록

체인(거래장부)을 유지·보관하는 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용자들 간에 하나의 원장

을 선택토록 해야 하는 비잔틴 장군 문제

(Byzantine fault tolerance)를 비트코인에서는

작업증명(P

roof-of-Work, PoW)를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하나의 새로운 블록(거

래기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시간당 처리 가능한 거래의 수는 제한되게 되

었다.

이러한 제한된 시간당 처리량으로 인한 확장

성 문제(Scalability problem)을 해결하고자 국

외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에서는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확장성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대표적인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에 대한 분석과 고찰

노시완*, 이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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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트코인의 등장과 함께 그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외에서는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시스템

을 관리하는 중앙기관 대신 네트워크의 사용자들의 합의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유지한다.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사용자 간의 합의를 위해 작업증명이라는 신뢰보장을 위한 기술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과 같은 공개 블록체인은 제한된 처리량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공격들이 제한된 처리량으로 인한 처리 지연으로 공격 성공률이 증가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확장성 문제와 함께 현

재 알려진 솔루션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o.2017-0-00156,
블록체인의 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및 평가 방법 개발)이며, 일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IC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8-2015-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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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블록체인 확장성
7년전 비트코인의 하루 트랜잭션 처리 수는

5,357개(‘11.12.31.기준)였지만 최근에는 340,980

개(‘17.01.02.기준)으로 60배 이상 증가하였다[2].

비트코인 시스템이 평균적으로 10분에 하나의

블록을 처리하고 각 블록은 최대 1MB의 크기

를 가지며 포함되는 트랜잭션이 2개의 입력과

3개의 출력을 가진다고 가정할 때 시스템이 하

루에 처리 가능한 트랜잭션의 수는 약 305,085

개(시간당 약 12,712개)로서 만약 특정 시간대

에 처리를 기다리는 트랜잭션의 수가 시간당

최대 처리량을 초과할 경우 처리되지 못한 트

랜잭션은 평균 대기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대기하거나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IoT와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야에 이러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확장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

진 많은 공격들[3-5]이 이러한 트랜잭션 처리

지연 혹은 분기로 인한 트랜잭션의 폐기에 기

반하고 있고 지연이나 분기의 증가에 따라 공

격확률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확장성 문제의 해

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2.1 파리미터 재설정(Reparameterization)

비트코인의 경우 이러한 확장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개발자들 간에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

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비트코인 클라이언트에

서 제한해놓은 블록 크기 제한(1MB)을 수정하

여 블록에 포함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를 증

가시키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개발자들 간

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존 시스템과 다른 독

립된 블록체인을 만드는 하드포크(Hard fork)를

통해 기존 비트코인 클라이언트에서 파라미터

를 재설정하여 시간당 처리량을 증가시킨 비트

코인 캐시, 비트코인 클래식, 비트코인 언리미

티드와 같은 암호화폐들이 만들어졌다.

블록의 최대크기를 증가시켜 블록에 포함되

는 트랜잭션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블록

의 추가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시간

당 처리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림1.

은 네트워크 노드의 수가 100개일 때 블록 크

기의 증가에 따른 전파 지연을 나타낸 것으로

블록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모든 네트워크의 노

드가 블록을 수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함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블록의 크기에 따른 전파지연
(nodes=100, interval=10m, noBlocks=100)

그림 2 블록 생성 주기에 따른 분기 횟수
(nodes=100, blockSize=1MB, noBlocks=1000)

지연시간의 증가는 하나의 블록이 네트워크

에 전파되는 도중에 새로운 블록의 전파가 발

생하는 분기의 발생 확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전파 지연의 증가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격의 성공률 또한 증가시킴으로 단순히

블록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식은 보안적 측면

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블록

생성 주기를 감소시킬 경우 시간당 처리량은

일정하지만 블록의 생성 주기가 감소하므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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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전체 처리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

지만 생성주기의 감소를 위해서는 PoW의 난이

도(difficulty)를 감소시켜야하므로 블록의 크기

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블록의 발견 확률이 증

가하므로 분기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그림

2). [6]에서 Croman 등은 이러한 파리미터 재

설정에 대해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재설정 한

계치를 계산하여 네트워크의 전파지연을 예상

하여 전체 노드 중 X%의 노드가 블록을 전파

받을 효과적인 처리량(effective throughput)을

구하는 공식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현재 네트워크 상황에 맞춰 실험을 통

해 전파지연을 측정하여 표1과 같이 효과적인

처리량을 계산하였다.

X% effective throughput≔
      (block size) / X% block propagation delay

이에 대한 처리량 한계치(throughput limit)

는 다음과 같다.

block size / X% effective throughput 
< block interval

그림 3 블록크기에 따른 X%의 처리량 한계치

위와 같이 정의된 공식에 대해 시뮬레이션1)

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블록 크기의 경우 90%

의 효과적인 처리량에서 최대 12MB이며 생성

주기의 경우 1MB 블록에 대해 최소 48초로 확

인되었다. 이는 전파되는 네트워크 대역폭과 같

은 네트워크 성능에 의해 변동되므로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파라미터 재설정은 위험

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페이먼트 채널(Payment Channel)

페이먼트 채널[7-9]은 특정한 사용자 간에

트랜잭션을 자주 주고받는 상황에서 생성되는

모든 트랜잭션이 아닌 일부만을 블록체인 상에

(on-chain)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해당 사용자

간(off-chain)에 보관하는 형태로 특정 사용자

간에 하나의 채널을 형성하여 채널 간 거래는

블록체인 외부에서 처리하는 형태이다. [7]에서

제안한 양방향(bidirectional) 채널의 생성은 다

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그림4,5).

그림 4 페이먼트 채널 초기 상태(on-chain)

1) 채널을 생성하기를 원하는 사용자 A와 B는

자신이 보유한 미사용 출력(unspent

transaction output)을 사용하여 하나의

2-of-2 다중서명(multi-signature) 출력을 생

성하는 담보(deposit) 트랜잭션을 생성한다.

2) 담보 트랜잭션의 출력을 사용하여 1)에서 각

사용자가 소비한 출력을 원래 사용자에게로

반환하는 반환(refund) 트랜잭션을 timelock

와 함께 생성한다.

3) A는 1)의 담보 트랜잭션의 출력을 사용하여

A와 B에게 금액를 배분하는 커밋먼트

(commitment) 트랜잭션 을 timelock

1) 실험은 http://arthurgervais.github.io/Bitcoin-Simulator

에서 배포한 오픈소스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비트코

인 테스트넷에서 10,000개의 네트워크 노드를 가정하고 수

행함

X% effective throughput
translated to 

transaction/sec
25% 703 Kbps 351 tx/sec
75% 318 Kbps 159 tx/sec
90% 166 Kbps 83 tx/sec

표 1. X% 노드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량
(intreval=10m, nodes=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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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함께 생성하여 서명 후 B에게 전달

한다.

4) B는 3)에서 생성된 의 내용에 동의할 경

우 에 대한 자신의 서명을 첨부하여 A에

게 전달한다.

5) 3)∼4)의 과정을 더 이상 거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까지 반복하여 을 수정

하여 최종적으로 생성된 을 시간  이전

에 블록체인에 전파한다.

이와 같이 생성된 트랜잭션은 최초의 담보

트랜잭션과 이를 반환하는 반환 트랜잭션, A와

B사이에 주고받는 {  }와 같이  개

이지만 실제 블록체인 상에는 담보 트랜잭션과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만이 추가된다. 담보

트랜잭션의 출력을 반환하는 반환 트랜잭션은

최종적으로 합의된 트랜잭션 이 시간  이

전에 블록체인에 추가될 경우 동일한 출력을

사용하는 반환 트랜잭션은 이중지불로 인해 네

트워크의 노드들에 의해 폐기된다.

페이먼트 채널은 네트워크에 전파되는 트랜

잭션의 수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전파된 트랜

잭션이 블록에 포함되어 추가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빠른 처리속도를 보

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널에 속한 사용자 간

에만 트랜잭션을 주고받음으로써 사용자의 프

라이버시 또한 보장받을 수 있지만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들 사이에 채널을 생성할 경우

 의 담보 트랜잭션의 생성이 필요하기에

[7]에서는 일부 사용자들이 몇몇 불특정다수의

사용자와 채널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 A와 B

사이에 이러한 여러 페이먼트 채널을 경유하여

통신하는 페이먼트 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하지만 페이먼트 채널의 경우 사전에 생성한

담보 트랜잭션에 포함된 담보 금액만큼의 트랜

잭션만을 생성 가능하기에 담보 트랜잭션에서

정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해야할 경우 발생

하는 고갈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담보를 초과

하는 트랜잭션의 생성을 위해서는 채널을 닫고

(close) 새로운 담보 트랜잭션을 생성할 수밖에

없으며 off-chain에서 생성된 트랜잭션은 채널

이 종료되어 블록체인에 포함될 때까지 제3자

에게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10]에서는 채널의 종료없이

담보 트랜잭션의 값을 변경하는 방법과 함께

[7]에서 제안한 페이먼트 네트워크에서 채널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는 상태 채널(State

그림 5 n차 업데이트 후 채널 종료 시의 트랜잭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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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에 대한 개념를 제안하였다.

앞서 분석한 파리미터 재설정과 페이먼트 채

널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으

나 현재까지 이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

일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어플리

케이션을 적용하고자하는 시스템의 특성과 사

용하는 네트워크의 성능에 따라 현재 존재하는

여러 솔루션을 복합적으로, 혹은 단일로 사용하

여 시스템 환경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

이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전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에 대해

가장 대중적인 솔루션인 파라미터 재설정과 페

이먼트 채널에 대해 기술하고 실험을 통해 이

를 검증하였다. 현재 국내 블록체인 관련 산업

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보다

는 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추후 국내 기

술이 국외에 종속될 위험이 높다.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안전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을 위해서도 확장성 문제와 같은 블록체인 기

반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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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블록체인 기술은 국내외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인증 서비스인 공동인증서비스에 대해

정의하고 설명한다. 또한 공동인증서비스가 가지는 안정성 및 효율성을 통해 기존 금융 인증

서비스에 대한 한계점을 시사하고 공동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인증서 생성 및 등록 과정,

인증 과정, 데이터 처리과정을 단계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기존의 중앙집중형 방식과 블록체인

방식

I. 서론

거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여 위·변조를 방지

하는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은 2008년도에

개발된 비트코인(Bitcoin)의 기반 기술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1].

실제로 2015년부터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 건수와

규모가 증가 하고 있으며[1], 이미 미국, 호주,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인프라에 비해 높은

보안성, 확장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며[2] 교육,

의료,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3].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신뢰성, 보안성, 경제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블록체인 활용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1][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인증방식인 공동인증서비스를 분

석하기 위해 관련 논문인 ‘클라우드 기반의 분

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전자금융기반시설 간의

공동인증서비스에 대한 보안 프레임워크 제안

[5]’을 기반으로 공동인증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신규 등록 및 인증절차, 데이터 처리과정을 재

분석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II. 관련 연구

2.1 블록체인 정의 및 특징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데이터 거래 시

P2P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들이 거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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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분산성
신뢰하는 제3기관 없이 P2P네트워크

환경에서 거래 가능

확장성
공개된 소스에 의해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가 구축·연결·확장 가능

투명성
모든 데이터 거래 기록에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

보안성

데이터 거래 내역을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함으로써 거래

조작 방지 및 무결성 보장

안정성

참가 시스템 중 일부가 오류 또는 성능

저하 발생 시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 미미

[그림 2] 블록체인 연결 구조

[그림 3] 블록 구조

요소 퍼블릭 프라이빗 컨소시엄

관리주체
모든 거래

참여자

하나의

중앙기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용자

거래속도 느림 빠름 빠름

데이터

접근
제한 없음

허 가 받 은

사용자

허 가 받 은

사용자

식별성 익명성 식별가능 식별 가능

거래증명

검증 알고리

즘에 따라

거래 증명자

결정(사전에

알 수 없음)

중앙기간에

의하여

거래증명이

이루어짐

거래 증명자

가 인증을

거쳐 알려

짐

활용사례 비트코인 링크(Linq)
R 3 C E V ,

CASPER

공동으로 기록·저장·관리하는 분산화된 공개 장부

관리 기술을 가리킨다[6]. 신뢰할 수 있는 제 3

기관을 설립하여 데이터를 중앙집중형으로

관리하는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블록체인은

P2P네트워크에 공동으로 데이터를 분산하고

관리하는 구조상 제 3의 기관이 불필요하므로

기존 중앙집중형의 운영 및 유지보수, 보안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4].

또한 블록체인은 각각의 블록이 이중 연결

리스트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이며,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블록은 거래별로 데이터가 기록

되는 단위를 의미한다[7]. 블록체인의 기본 구조는

다음 [그림 2]과 같다[7].

해당 블록은 크게 헤더(Header)와 바디

(Body)로 나뉘고[7], 헤더와 바디에 포함되고

있는 정보는 다음 [그림 3]와 같다.

상기와 같이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블록은

이전 블록의 정보, 현재 거래 정보, 해시 값과

같은 데이터들을 포함하며 해당 블록을 P2P

네트워크에 분산처리 방식으로 기록 및 관리하며

블록체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4].

[표 1] 블록체인 특성

상기와 같은 특성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은

암호화 화폐, 주식거래(장외시장), 금융거래,

스마트 계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2].

2.2 블록체인 종류별 특징

블록체인은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특징,

범위 등에 따라 크게 퍼블릭, 프라이빗,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 구분된다[4].

[표 2] 블록체인 종류별 특징

공동인증서비스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활용

하고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연구내용

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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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름

인증정보

이용자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PIN

생체정보 검증 결과

[그림 4] 공동인증서비스의 인증서 생성 및

등록 과정

Ⅲ. 연구내용

3.1 공동인증서비스 정의

공동인증서비스는 온라인 거래, 자금 이체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원리 및 특성을 이용해 인증서 및

인증 데이터를 컨소시엄 블록체인 인프라에

저장하는 인증 서비스이다[8]. 인증서 및 인증

데이터가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

분산되어 저장되므로 데이터의 위·변조 위험이

감소하며, 제 3자의 도움 없이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진다[9].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

인증서 및 인증 데이터가 보관되기 때문에

인증서 및 인증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 기관이

불필요하게 되어 유지 및 생성 비용이 감소한다

[10].

기존의 온라인 거래, 자금 이체 등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 인증은 대표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 방식이 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 방식은 은행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용자 인증서 생성 및 인증 과정을 거치며 은행

서버 내에 데이터가 저장된다[9]. 은행 간에

사용자 인증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므로 다른

은행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진행한

인증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9]. 공동인증서비스는

컨소시엄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하여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용자 및 은행에게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9]. 실제로 인증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기존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방식의 인증 과정과 동일하며 PKI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 3.3.1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3.2 인증서 생성 및 등록

[표 3] 개인 및 인증 정보 구성 내용

인증서 생성 및 등록 과정에서 전송되는 개인

정보와 인증정보의 구성내용은 [표 3]과 같다

[5]. 인증정보에 포함되는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

호는 해쉬함수를 통하여 해싱된 값으로 블록

체인 네트워크 내에 저장된다.

공동인증서비스를 활용한 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서 생성 및 등록

과정이 필수적이다. 인증서 생성은 은행 인증

가상 서버에서 이루어지며 생성된 인증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된다. 생성

및 등록 과정은 기존 관련 논문[5]을 참고하여 재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그림 4]와 같은 과정을 거

친다. 자세한 설명은 단계별로 아래에서 설명하

고자 한다.

STEP 1. 공동인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공개키 및 개인키를

생성하고 보관 및 유지한다.

STEP 2.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및 인증

정보를 은행 웹서버에 전송한다.

STEP 3. 은행 웹서버는 은행 인증 가상 서버

에게 사용자로부터 전달 받은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포함하여 인증서 발급

요청 신호를 전송한다.

STEP 4. 은행 인증 가상 서버는 은행 웹서버

로부터 전달 받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자신의 서버에 보관 및 유지한다.

STEP 5. 은행 인증 가상 서버는 은행 웹서버

로부터 전달 받은 사용자 인증정보를

은행 인증 가상 노드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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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은행 인증 가상 노드는 은행 인증

가상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사용자

인증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

저장하고 복제, 공유, 동기화를 한다.

STEP 7. 은행 인증 가상 서버는 사용자

인증서를 생성하여 은행 인증 가상

노드에게 인증서 및 공개키를 전달

한다.

STEP 8. 은행 인증 가상 노드는 은행 인증

가상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사용자

인증서 및 공개키를 블록체인 네트

워크 내에 저장하고 복제, 공유,

동기화를 한다.

STEP 9. 은행 인증 가상 서버는 은행 웹

서버에게 생성된 사용자 인증서를

전달한다.

STEP 10. 은행 웹서버는 은행 인증 가상

서버에게 받은 사용자 인증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상기의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인증서가 생성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이

된다. 이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된 인증정보

및 인증서를 통하여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진다.

3.3 사용자 인증

[그림 5] 공동인증서비스의 사용자 인증

절차 과정

사용자는 공동인증서비스 이용 전 3.2에서 등

록한 인증정보에 대한 인증 과정을 거쳐야한다.

사용자 인증에서는 은행 인증 가상 노드에

보관중인 인증정보와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정보를

비교 및 검증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증정보의 구성요소는 3.2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 사용자 인증 절차는 기존 논문[5]을 바

탕으로 재해석을 진행하여 [그림 5]와 같은 과정

을 거친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존 인증과정에서

인증정보를 비교 및 검증하는 과정을 3.3.1에

서술하였다. 사용자 인증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아래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STEP 1. 사용자(단말기)는 사용자 인증정보를

은행 웹서버에게 제공한다.

STEP 2. 은행 웹서버는 은행 인증 가상

서버에게 사용자 인증정보 검증을

요청한다.

STEP 3. 은행 인증 가상 서버는 은행 웹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웹서버 인증

정보와 블록체인 인증정보를 비교 및

검증한다. 이때 검증은 PKI 기반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설명은 3.3.1에서

하고자 한다.

STEP 4. 은행 인증 가상 서버와 은행 인증

가상 노드에서 인증정보에 대한 비교

및 검증한 결과를 은행 웹서버에게

전달한다.

STEP 5. 은행 웹서버는 사용자(단말기)에게

결과를 전달한다.

3.3.1 PKI

인증기관 및 등록기관으로 구성되어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말하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키 기반구조는

인증기관을 기반으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원활히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암호기법이다[11].

인증기관에서 인증된 공개키를 사용함으로써

공개키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위장 공격을 예방

할 수 있는 보안성을 지니고 있으며[12]. 복호 시,

사용자만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키로만 복호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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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시스템 처리법

사용자

데이터 전송

사용자 인증결과, 사설인증서

사용자 시스템에 전송

사용자 개인·인증정보,

공개키 서버 시스템에 전송

노드 인증 노드별 MAC 주소 수집
[그림 7] 데이터 처리 과정 구성 요소

[그림 6] PKI 기반 인증정보 비교·검증 과정

공동인증서비스 모델은 위와 같은 PKI 기법을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을 거치며 과정은 [그림 6]과

같다.

STEP 1.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인증정보는 가상노드를

통해 호출한다.

STEP 2. 가상 서버는 사용자의 공개키로 사용자의

개인키로 암호화된 인증서를 복호화

한다.

STEP 3. 복호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인증

정보와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정보와

비교 및 검증을 진행한다.

인증서 생성 및 등록, 사용자 인증과정의

절차를 3.2와 3.3에서 설명하였다. 3.4에서는

사용자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관리자 인증정보,

노드 인증정보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3.4 데이터 처리

공동인증서비스의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구성요소는 [그림 7]과 같이 3개의 시스템과 하

위에 내장된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해당 과

정은 기존 논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5].

데이터 처리 과정은 서브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달과정을 통하여 진행되며 데이터로는 사용자,

관리자, 노드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가 해당된다.

포함되는 정보는 [표 4]에 나타내었다[5].

[표 4] 서브시스템 개인·인증정보 구성요소

구분 이름

이용자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름

이용자 인증정보

이용자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PIN

생체정보 검증 결과

관리자 인증정보 관리자 ID, 비밀번호

노드 인증정보
MAC 주소

사용자·서버용 인증서

상기와 같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법은 각 사

용자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서버시스템 별

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3.4.1 사용자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에 포함된 서브시스템은 4개이며

데이터 처리법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사용자 시스템 데이터 처리법

서브시스템 처리법

사용자 관리
사용자 개인·인증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에 전송

사용자 인증
사용자 인증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에 전송

사용자 사설

인증서 관리

공개키 및 사설인증서

네트워크 시스템에 전송

관리자 인증
관리자 인증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에 전송

3.4.2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에 포함된 서브시스템은 4개

이며 데이터 처리법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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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 인증정보 서버 시스템에 전송

관리자 인증

데이터 전송

관리자 인증결과

사용자 시스템에 전송

관리자 인증정보 서버 시스템에

전송

블록체인

데이터 전송

사용자 인증정보, 공개키, 사설

인증서 서버 시스템에 전송

3.4.3 서버 시스템

서버 시스템에 포함된 서브시스템은 7개이며

데이터 처리법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서버 시스템 데이터 처리법

서브시스템 처리법

사용자 인증
사용자 인증결과, 사설인증서

네트워크 시스템에 전송

사설인증서

관리

인증결과 네트워크 시스템에

전송

노드 인증
노드 인증결과 네트워크

시스템에 전송

관리자 인증
관리자 인증결과 네트워크

시스템에 전송

블록체인 관리

타 블록체인

연동

이용 시, 사용자 인증정보,

공개키, 사설인증서 네트워크

시스템에 전송

공동인증서비스에서의 인증서 생성 및 등록,

사용자 인증, 데이터 처리 과정을 분석하였다.

공동인증서비스는 기존 인증방식인 공인인증서에서

활용하는 PKI 기법을 기반으로 인증정보를 비교

및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키의

안전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함

으로써 거래 내역의 투명성과 데이터의 조작을

방지하고 무결성을 보장하는 등 기존 인증

방식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Ⅳ. 결론

최근 블록체인은 거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여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로써 금융 분야에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블록

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인증방식인 공동인증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 생성 및 등록, 사용자

인증과정, 데이터 처리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서비스에 적용된 기법 및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사례가 나오

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기술적, 관련 법규에 대

한 개선점 및 블록체인의 보안위협에 대한 해

결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동인증서

비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안위협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해결법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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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암호화폐와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위조

방지와 데이터의 분산 저장을 제공하는 분산원

장 기술이다. 블록체인에서 각 노드는 데이터가

기록된 블록을 저장한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산

저장할 경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 노드에 동일한

데이터를 분산저장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 합

의 알고리즘이다.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1]은 작업 증명

방식(Proof of Work, PoW)을 합의 알고리즘으

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PoW 알고리즘은 불필요

1)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되었습니다. (No.2017-0-00555, 양자 컴퓨터 환경에

서 래티스 문제를 이용한 다자간 인증키교환 프로토

콜 연구)

한 자원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합의 알

고리즘이 지분 증명 방식(Proof of Stake, PoS)

[5]이다. 그리고 PoS에 위임의 형식을 추가한

것이 위임 지분 증명 방식[4](Delegated Proof

of Stake, DPoS)이다.

본 논문에서는 (D)PoS방식에 대하여 설명하

고, (D)PoS를 합의 프로토콜로 채택한 대표적

인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인 QTUM[2,9],

ADA[11], EOS[7], LISK[8]의 합의 알고리즘을

분석한다. 세부적으로 각 코인을 블록 구조 및

거래 방식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1.1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으로 Ⅱ장에서는 각 코인과

PoS 및 DPoS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Ⅲ장

은 각 코인의 합의 알고리즘을 분석한다. Ⅳ장

에서는 각 코인의 블록 구조 및 거래 방식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과 본 논

(D)PoS 기반 블록체인의 거래 및 합의 방식 분석1)

한성호* 홍동연* 최낙준* 이나비* 김광조*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Analysis of Consensus and Transaction of (D)PoS-based Blockchains

Seongho Han* Dongyeon Hong* Nakjun Choi* Nabi Lee* Kwangjo Kim*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AIST.

요 약

블록체인은 데이터 위조 방지와 데이터의 분산 저장을 제공하는 분산원장 기술이다. 블록체인

에서 각 노드는 데이터가 기록된 블록을 분산 저장한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산 저장할 경우 동

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 노드에 동일한 데이터를 분산저장

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 합의 알고리즘이다.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PoW를 합의 알고

리즘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PoW 알고리즘은 불필요한 자원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합의 알고리즘이 PoS이다. 그리고 PoS에 위임의

형식을 추가한 것이 DPoS이다. 본 논문에서는 (D)PoS를 채택한 대표적인 블록체인 어플리케이

션인 QTUM, ADA, EOS, LISK의 합의 알고리즘을 분석한다. 또한 각 코인의 블록 구조 및 거

래 방식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추후 각 블록체인의 신뢰성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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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성과를 이용한 추후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II. 배경지식

2.1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이 절에서는 QTUM, ADA, EOS, LISK에 대

해 설명한다. [그림 1]은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 블록체인의 구조

QTUM[2,9] QTUM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6]을 합친 암호화폐로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은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하 UTXO)을

기반으로 state를 관리하는 반면 이더리움은

Account를 기반으로 state를 관리한다. 두 암호

화폐는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

에 QTUM은 Account Abstraction Layer(이하

AAL)을 통해 둘 사이에 연결 다리를 놓았다.

QTUM의 목표는 최초의 UTXO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ADA[11] ADA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플랫폼

인 Cardano를 통해 만들어진 암호화폐이다.

2015년에 IOHK에 설계됐고 2017년 10월에 공

식 발표됐다. ADA는 DPoS를 채택한 암호화폐

중 하나이며 Ouroboros 프로토콜을 적용하면서

신뢰성이 상승하고 화폐의 가치가 증가했다.

EOS[7] EOS는 분산화된 어플리케이션의 확

장성을 위해 고안된 블록체인 플랫폼 혹은 운

영체제로 볼 수 있다. 계정, 인증, 데이터베이스,

CPU 스케줄링 등 많은 기능들을 제공한다. 거

래 처리량을 초당 백만 개로 유지하여 기존 암

호화폐의 단점을 개선하는 것과 무료로 사용하

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LISK[8] LISK는 이더리움[6]처럼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더리움과의 차이는 자바 스크립트를 기

반으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의 플랫폼을 제

공한다는 점이다. 다른 플랫폼들과 달리 개발자

들은 메인 체인에 저장할 필요 없이 사이드 체

인에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자신

들의 체인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2.2 합의 알고리즘

지분 증명 방식(PoS)[5] 현재 가장 많이 사

용되는 합의 알고리즘은 PoW이다. 하지만

PoW는 자원과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PoS가 고안되었다. PoS는 PoW와 달리 채굴자

가 없고 검증자가 존재한다. 검증자 선발 과정

은 두 단계로 나뉜다. 우선 참가자들은 시스템

을 통해 보증금을 예치한다. 이후 특정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검증자를 선발한다. 검증자가

된 사람은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블록을

생성한다. 검증자로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

는 인센티브가 증가한다. 검증자는 유효하지 않

은 거래를 거짓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위임 지분 증명 방식(DPoS)[4] DPoS는

PoS와 달리 누구에게나 검증자가 될 기회가 주

어지지 않는다. 검증자가 되기 위해선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때 명칭이 바뀌는데 투표를 통

해 선출된 검증자를 대표자라고 한다. 선출된

대표자들은 블록을 생성한다. 블록을 확정하기

위해선 2/3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표자의

지위는 일정 시간 이내에 블록 생성에 참여해

야 유지된다. PoS와 달리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III. 각 코인의 (D)PoS 합의 알고리즘

분석

QTUM PoS 2.0[9]에서 새 블록의 생성은 다

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 

ProofHash는 계산할 때 사용되지 않은 출력

과 현재 시간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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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spending attack, coin age attack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QTUM은 최신 QTUM 코어

에 PoS 3.0[10]을 채택하여 age를 제거하였다.

   × 

QTUM에서 블록 생성 권한은 지분 소유자가

보유한 코인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지분 소유

자들은 고정된 입력에 대해 그들이 제어하는 

UTXO마다 하나의 해시를 수행하여 결과가 가

중된 임계값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해시되

는 UTXO가 보유한 양이 많을수록 임계값에

가중치가 적용되므로 UTXO가 보유한 양이 많

으면 더 높은 확률로 승리 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해시가 생성되면 사용자는 블록을

전파한다. 그렇지 않다면 해시를 중지하고 다음

번 재생까지 기다린다.

16초마다 고정 입력 값이 변경되므로 지분

보유자들은 UTXO에 대한 새로운 해시 값을

생성하고 승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

긴다. 이것은 매 16초마다 추첨을 하는 것과 유

사하다. UTXO에 의해 계산된 해시는 가중치가

있는 티켓을 나타낸다. 이 때 티켓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높은 가치의 UTXO를 여러 개

의 작은 값으로 나눈 사용자가 더 많은 티켓을

얻지만 우승 확률은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함이다. 난이도는 당첨된 티켓이 평균적으로

128초당 한 번만 발견되도록 설정된다.

ADA ADA는 DPoS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하

였다. Ouroboros[3]를 이용하여 블록을 생성한

다.

- Ouroboros: Ouroboros는 기존 PoS 합의 알

고리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Stake-Grinding Attack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현재 대부분의 PoS 프로토콜은 마지

막 블록의 정보를 기반으로 무작위 변수를 계산

한다. 그러나 마지막 블록 작성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랜덤 변수를 얻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전

송 세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포함할 수 있다. 따

라서 Ouroboros는 Coin Tossing Protocol을 통

해 위 문제를 해결하였다. Coin Tossing

Protocol의 진행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Coin Tossing Protocol의 단계

[초기 상태] Alice, Bob 및 Charlie가 각각 랜

덤 변수를 만든다.

[단계 1] 참가자들은 참가자 수만큼 랜덤 변

수를 잘라서 모두에게 보낸다.

[단계 2] 각 랜덤 변수를 암호화하여 다른 참

가자에게 보내면 받는 사람은 원래 랜덤 변수

를 반환한다.

[단계 3] 다른 참가자의 랜덤 변수를 수신하

자마자 수신자는 암호화 된 변수를 해독하기

위한 키를 보낸다. 키를 받은 참가자가 받은 키

를 통해 암호를 해독하면 모든 사람이 랜덤 변

수를 공유하게 된다.

위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무작위로 분산된

변수 조각을 수집하고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랜덤 변수를 안전하게 생성할 수 있다. 기존의

PoS 합의 알고리즘은 블록체인 참가자의 정보

를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는 보안

상의 단점이 있었다. Ouroboros Genesis 프로

토콜은 이를 해결하여 PoW와 유사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OS EOS는 DPoS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

다. EOS는 지속적인 승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대표자라고 불리는 블록 생산자를 선택한다. 누

구나 블록 생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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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큰을 얻을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다.

EOS는 블록을 생성하고 네트워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21명의 대표단을 임명한다.

126라운드 동안 블록들이 생성된다. 21명의

대표는 6개의 블록을 각각 생성한다. 각 라운드

가 시작할 때 토큰 소지자가 투표한 결과에 따

라 21명의 고유한 대표자가 선정된다. 대표자는

15명 이상의 대표자가 합의한 순서대로 계획을

수행한다. 블록은 정확히 0.5초마다 생성되며

어느 시점이든 정확히 한 명의 대표자만 블록

을 생성 할 권한이 있다. 블록이 예정된 시간에

생성되지 않으면, 그 시간 슬롯에 대한 블록은

생략된다. 하나 이상의 블록을 건너 뛸 때 블록

체인에 0.5 초 이상의 간격이 존재한다.

대표자가 블록을 놓치고 24시간 내에 블록을

생성하지 않을 경우 블록 생성을 다시 시작할

의사가 있음을 알릴 때까지 대표자 목록에서

제거된다. 이를 통해 누락되는 블록을 최소화하

여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

EOS는 대표자들이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블

록을 생산하기 위해 협력하기 때문에 어떤 포

크도 일어나지 않는다. 포크가 발생하면 합의는

자동으로 가장 긴 체인으로 전환된다. 이 방법

은 블록이 블록체인 포크에 추가되는 비율이

동일한 합의를 공유하는 대표자의 비율과 직접

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에 더해 대표자는 동시에 2개의 포크에 블

록을 생산할 수 없다. 대표자는 이중지불을 하

면 지위가 박탈된다. 이중지불에 대한 암호학적

증거는 악용하는 사람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LISK LISK 또한 DPoS를 사용한다. 블록을

생성하는 대표자 N명(현재 N=101)은 모든 참여

자에 의해 선출된다. 모든 참여자는 대표자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한 지분을 보유한 참여자만

블록을 생성 할 수 있다. 각 참여자는 최대 101

명까지 투표 할 수 있으며 표의 영향력은 참여

자가 소유하는 토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시스템 내에서 한 라운드는 대표자 수와 동

일한 N블록으로 구성된다. 각 라운드의 시작

부분에서 각 대표는 블록 생성 프로세스에서

그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슬롯에 지정되어 있다.

각 대표는 한 라운드 동안 정확히 하나의 블록

을 생성한다. 블록은 10초마다 생성된다. 각 블

록에는 25개의 거래 내역이 포함된다. 각 블록

은 서명 된 후 대표자에 의해 네트워크로 전파

된다. 블록이 네트워크에 도달하면 다음 대표자

가 할당된 슬롯에서 블록을 생성한다. 선출 된

대표자가 라운드 도중 블록을 생산할 수 없다

면, 다른 대표자가 블록을 대신 생성한다.

블록 생성을 위해서 51%의 동료가

broadhash 합의를 유지해야한다. 포크를 막기

위해서 broadhash 합의가 필요하다. Broadhash

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지난 5개 블록에 집계

된 롤링 해시로 설정된다. 동일한 블록을 가진

모든 노드는 시스템 헤더를 통해 동일한 정보

를 생성하고 해당 정보를 전파한다. 이를 통해

유효한 노드 중 대다수가 블록을 생산하는 것

에 동의하게 된다.

IV. 각 코인의 블록 구조 및 거래 방

식 분석

QTUM

- 블록구조: 비트코인의 UTXO 모델을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블록구조[그림 3]와 유

사하다.

[그림 3] 비트코인의 블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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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방식: 거래의 전체적인 흐름은 비트코

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OP_EXEC,

OP_EXEC_ASSIGN, OP_TXHASH 3가지의 명

령어의 추가로 차이가 발생한다. 3가지의 명령

어는 비트코인의 명령어와 이더리움의 명령어

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볼 수 있는데 AAL과 연

관이 있다. 채굴 과정에서 거래를 추가할 때

EXEC의 유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EXEC

이 있으면 수수료를 계산하는 작업을 한 후

bytecode를 실행시켜 특정 프로세스를 실행한

다. 이후 블록을 생성하고 연결하는 작업에서

같은 EXEC의 bytecode를 실행하고 생성된 거

래를 queue에 추가한다. 그리고 TXHASH 명령

어를 통해 검증 작업을 거친다. 거래가 유효하

다면 블록을 승인한다.

ADA

- 블록구조: 메인 블록과 제네시스 블록으로

나뉜다. 각 블록은 헤더와 바디로 구분된다. 헤

더에는 4가지의 항목이 있다. 이전 블록의 서

명, 바디의 증명, 합의 알고리즘에 필요한 데이

터와 그 외 데이터로 나뉜다. 바디 부분에는 총

4가지의 페이로드가 있는데, transaction,

SSC(Shared Seed Computation), delegation와

update가 있다. 제네시스 블록에는 3가지의 정

보가 더 존재한다. 현재 epoch의 index와 slot

leader의 리스트, 체인을 연결하기 위한 난이도

이다.

- 거래 방식: 거래 내역은 자금 전송 시점에

생성된다. 거래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

다. (1) 거래를 만들고 개인 비밀키로 서명한다.

(2) 자신의 주변에 거래를 전송한다. (3) Slot

leader가 검증한 이후 로컬 데이터에 저장한다.

거래는 간단히 input과 output data로 나뉜다.

Input은 현재 거래의 ID와 대응되는 output의

index 정보와 금액을 갖고 있다. Output은 받는

노드의 주소와 금액 정보를 갖고 있다. 돈을 전

송할 때 거래에 있던 output이 다른 거래의

input으로 들어간다. 이때 UTXO(Unspent

Transaction Output)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A

의 주소로 향하는 거래가 B의 주소로 간다고

가정하면, A의 주소를 가리키던 output이 거래

의 input으로 들어가고 B의 주소를 가리키는

output이 된다. 이후 slot leader가 검증하면 거

래가 성립된다.

EOS

- 블록구조: EOS의 거래 방식은 Steem,

BitShare와 유사하다. 따라서 EOS의 블록구조

는 BitShare의 블록구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

된다. BitShare의 블록은 헤더와 바디로 구성된

다. 헤더 부분에는 이전 블록 ID, 블록 번호, 타

임스탬프, transaction 요약, 다음 비밀 해쉬, 이

전 비밀이 포함된다. 바디에는 블록 ID, 공개키,

헤더 서명, 블록 크기, 서명된 거래들이 포함된

다. 데이터와 코드가 분리되어있어 계약에서 병

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거래 방식: 거래 방식은 총 3가지 필드로

구성된다. 범위(Scope), 메시지(Message), 스케

쥴링이다. Scope는 읽히거나 쓰여질 데이터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만약 메시지가 범위 밖에

있는 데이터를 읽거나 쓰려고 시도하면 거래는

실패한다. Message는 코드, 타입, 수신자, 권한,

데이터 정보를 포함한다. EOS에서는 권한이 명

시적으로 정의되므로 필요한 서명 전부를 자동

으로 확인한다. 스케쥴링은 블록을 병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LISK

- 블록구조: LISK의 블록 헤더는 블록 버전,

타임스탬프, 이전 블록 ID, 거래량, 전송된 총

LISK 양, 총 수수료 금액, 대표자에 대한 보상,

페이로드 길이, 페이로드 해시값, 대표자의 공

개키로 구성된다. 블록 헤더는 서명이 필요하

다. 서명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블록 헤더의

SHA-256 해시를 생성하고 대표자의 키 암호를

사용하여 서명한다.

[그림 4] 블록헤더의 서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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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방식: LISK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래

유형은 총 5가지가 있다. 지정된 LISK 주소로

자금 전송, 두 번째 암호 등록, 대표자 등록, 대

표자를 위한 투표 등록, 다중 서명 등록 유형이

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는 네트워크에서

승인되기 전에 발신자가 서명해야한다. 거래에

서명하는 과정은 모든 거래에서 동일하며 블록

헤더의 서명 과정과도 동일하다. 단 데이터 블

록에 포함 된 추가 정보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모든 거래는 3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1) 거

래에 필요한 필드 지정 후 거래 객체를 작성한

다. (2) 객체에 서명한다. (3) 거래 수수료를 계

산한다.

자금을 전송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PoS방식과 DPoS방식에 대하

여 설명하고, (D)PoS를 합의 프로토콜로 채택

한 대표적인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인 QTUM,

ADA, EOS, LISK의 합의 알고리즘을 분석하였

다. 세부적으로 각 코인을 블록 구조 및 거래

방식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를 통해 (D)PoS

방식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발견하고 개선 방

안을 탐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 (D)PoS의

단점을 개선한 합의 알고리즘을 제안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블록체인의 신뢰성 검토에 본 논문을

활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은 이

중지불을 방지하므로 블록체인의 신뢰도와 직결

되어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한층 더 높은 신뢰

성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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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블록체인이 많은 쟁점이 됨에 따라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 구현 혹은 플랫폼

개발은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는 연구 중 하나이다[1]. 블록체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 중 Internet of things(IoT)는

블록체인이 가지는 확장성과 보안성을 이유로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포츈 선정 500대 기업이 참여하여 2016년 12월

IoT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결성되는 등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

프로토콜 개발과 연구를 위한 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2].

IoT 센서들이 더 저렴하고 가볍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적용 사례와 함께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IoT 기기들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사용자에 밀접한 정보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은 IoT 환경에서 주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새로운 기기의 추가나

기존 기기의 이동이 잦은 IoT의 특성에 의해

확장성은 IoT 보안을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IoT

환경에서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제시하려 한다. 또 본 프로토콜이

어떻게 확장성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2.1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시스템은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블록 간 관계가 해시에

IoT 환경의 확장성을 위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키 교환 프로토콜

이정호, 최형기*

성균관대학교

Key Exchange Protocol Using Blockchain
for Scalable IoT Environment

Jeongho Lee, Hyoung-Kee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요 약

블록체인이 쟁점이 됨에 따라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개발 및 연구

에 대한 진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IoT 역시 블록체인을 응용하는 분야로 떠

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IoT의 보안 문제 중 하나인 확장성

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제시하는 프로토콜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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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묶여 있으며 이를 통해 무결성과

신뢰성을 제공한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쓴

비트코인 백서에는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3]. 본

논문에서는 프로토콜에서 제안하는 블록체인

기반 키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을 위해,

비트코인 백서 내용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려 한다.

2.2.1 블록체인 구조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으로 이루어진 블록들이

해시에 의해 체인처럼 묶여 있는 구조로써

공개키 서명과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 무결성이

보장된다. 그림 1은 블록체인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블록은 크게 이전

블록의 해시와 블록이 가지는 트랜잭션 데이터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넌스(nonce)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블록체인의 블록은

이전 블록의 해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번

체인에 올라간 블록에 대한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 이유는

데이터에 대한 변조를 시도하는 경우 해시값이

달라지고 체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들은 블록체인에

있는 전체 트랜잭션에 대한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을 통해 일어난 거래 전반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된다.

2.2.2 블록 합의

블록이 블록체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블록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블록체인은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합의 방식도 변하게 된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네트워크에 어떠한

참여자라도 블록을 만들 수 있고 이에 대한

합의를 proof of work(PoW) 혹은 proof of

steak(PoS)라는 방식을 통해 합의 한다. 이 중

PoW 방식은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사용자는 해당 블록의 해시 값을 현재

네트워크의 난이도에 맞게 출력해주는 넌스

값을 찾는 것으로 블록에 대한 증명을

수행한다.

2.2.3 블록 전파

합의가 완료된 블록은 다른 블록체인

노드들에 전파되어 메인 체인에 올라가게 된다.

노드들은 가장 먼저 도착한 블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인 체인 뒤에 이어 붙이며 이를

수행하기 전 보내온 블록에 대한 서명 검사와

트랜잭션 검사를 우선으로 수행한다.

2.2 기존에 제안된 키 교환 방식

2.2.1 사전에 공유된 키를 이용한 인증

키 교환을 위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에 공유된 대칭 키를 이용해서

키를 주고받는 방식이 있다. 네트워크 참여자는

네트워크 관리자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서드파티와 키를 미리 공유하고 있으며 대칭

키를 공유하고 있는 주체를 이용하여

통신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참여자와 세션 키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전에 키를 공유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의해 확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나는 네트워크 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 혹은 서드파티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참여

시에 이러한 신뢰 주체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2.2.2 Public key infrastructure(PKI) 기반 인증

PKI를 기반으로 한 인증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에 키를 공유하는 것이 아닌 인증서를

주고받아 통신을 수행한다. 인증서를 통해

그림 1. 블록체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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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참여자의 공개키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션 키를 암호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다[4].

PKI를 기반으로 한 인증 역시 사전에 공유된

키를 이용한 인증과 마찬가지로 PKI 사용을

위한 신뢰 관계를 미리 구축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많은 수에 기기가 존재하는

IoT 환경에서 이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 및

관리하는 데 문제가 존재한다.

III. 프로토콜 제안

이 절에서는 IoT 환경을 위해 게이트웨이

노드 간 블록체인을 도입한 새로운 프로토콜에

대해 제안한다.

3.1 네트워크 환경

제안하는 프로토콜에서 가정하는 네트워크

환경은 네트워크 참여자를 센서와 게이트웨이

노드 사용자 세 분류로 나눈다. 센서는 IoT

기기를 의미하면 게이트웨이 노드는 충분한

계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센서들을 관리하는

홈 라우터와 같은 기기를 의미한다. 사용자의

경우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오려 하는

네트워크 참여자이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에서

게이트웨이 노드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센서의

정보를 공유한다.

3.2 블록체인을 통한 세션 키 교환

3.2.1 게이트웨이 노드 등록과정

게이트웨이 노드가 최초 네트워크 참여시

자신의 정보를 다른 게이트웨이 노드에 알리는

것으로 참여를 시작한다. 게이트웨이 노드는

다른 게이트웨이 노드들에 자신의 주소와

공개키 그리고 자신의 주소를 개인 키로

서명한 서명 값을 전달한다. 이를 전달받은

게이트웨이 노드들은 자신들의 게이트웨이

노드 목록을 보고 중복된 주소가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폐기한다. 중복된 주소가 없는

경우, 새로이 해당 게이트웨이 노드를 목록에

추가하는 것으로 작업을 마친다.

3.2.2 센서 등록과정

그림 2는 제안하는 프로토콜의 전체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센서는 게이트웨이와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게이트웨이와의 최초 통신 시

센서는 개인 키 공개키 쌍을 생성한 후 공개키

값, 센서에 대한 설명, 이에 대한 서명 값을

게이트웨이 노드에 전달한다. 게이트웨이

노드는 센서의 주소와 전달받은 값들을

매핑하여 가진다. 센서 등록 시 센서로부터

전달받은 값을 게이트웨이 주소와 함께

네트워크 내 다른 게이트웨이 노드들에

트랜잭션 형태로 전달한다.

트랜잭션을 전달받는 게이트웨이는 자신이

등록해놓은 게이트웨이 노드 목록으로부터

주소와 공개키를 검색하여 해당 서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목록에 없는 경우 트랜잭션을

폐기하며 게이트웨이가 등록과정을 선행해야

함을 메시지로 전달한다.

전달된 트랜잭션들은 게이트웨이 노드들에

의해 블록으로 만들어지며 검증을 통해 주

체인에 올라가게 된다. 블록에 대한 검증은

서명에 대한 검증과 이미 체인에 존재하는

센서 인지에 대한 검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두 경우 모두 위배되는 경우 트랜잭션은 폐기

되며 위배되는 트랜잭션을 보낸 게이트웨이

노드에 대해서는 전달 받은 횟수에 따라

요청을 일정 시간 동안 받지 않는다. 그림 2는

그림 2. 제안하는 프로토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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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과정을 통해 생성된 블록체인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3.2.3 사용자와 센서의 키 교환

사용자는 센서 노드로부터 정보를

전달받기를 원하며 안전한 통신을 위한 세션

키 설립을 원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블록체인을 직접 찾아보거나 혹은 게이트웨이

노드에 찾을 것을 요청하여 정보를 전달받길

원하는 센서가 속해 있는 게이트웨이 노드의

주소와 센서의 공개키를 알 수 있다. 사용자는

새로운 대칭 키를 생성한 후 이 키와 자신의

주소를 센서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해당

센서의 서명 값과 함께 게이트웨이 노드

주소로 전달한다. 암호화된 키를 전달받은

게이트웨이 노드는 서명 값에 매핑되는 센서로

전달한다. 센서는 이를 자신의 개인 키로

복호화하여 전달받은 키와 주소를 가지고

사용자와 통신할 수 있다.

3.3 제안하는 프로토콜의 장점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게이트웨이 간

블록체인을 통해 키 교환을 이루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간 신뢰 관계를 미리 구축할 필요

없다는 장점이다. 이는 각기 다른 제조사들이

구성하는 실제 IoT 환경에서 알 수 없는

게이트웨이로부터의 연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센서 역시 네트워크 참여 시에 게이트웨이에

인증받으므로 전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4 제안하는 프로토콜의 한계점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중 PoW 방식을 사용하여 게이트웨이

노드에 상당한 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센서의 성능이 아주 낮은 경우 공개키를

이용한 연산이 부담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과 공개키

방식보다 경량화된 암호 방식에 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IV.결론

블록체인에 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연구 역시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IoT

역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 IoT의 보안 문제 중 확장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콜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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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앙에 서버를 두고 거래가 이뤄지는 일반적인 금융거래패턴이 아닌, 공동 분산장부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방식의 비트코인은 2008년에 제안된 전자 화폐이다. 비트코인의 특성

중 하나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화폐거래라는 점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거래가 탈익명화

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 익명성 강화를 위해 제안

된 기존연구를 정리하고, 비트코인 익명성을 탈익명화 관점에서 실제 조사한 예를 소개

한다. 조사 및 분석 결과, 비트코인 주소 소유자가 언론에 공개된 전력이 있는 경우, 이

소유자의 거래 패턴이 탈익명 상태로 모두 공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 서론

비트코인(Bitcoin)이란 2008년 사토시 나카모

토(Satoshi Nakamoto)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

혹은 집단에 의해 처음 제안된 피어 투 피어

(peer-to-peer) 방식을 사용한 전자 화폐이다

[1,2]. 비트코인 등장 이후, 디지털 시대의 새로

운 화폐로써 큰 각광을 받았다. 모든 비트코인

거래(transaction)는 장부(ledger)에 공개되어 투

명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비트코인 사용자

들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한 익명성(anonimity)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거래소, 상점 등을 이용

하려면 이용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

를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비트코인은 이전의

*) 본 연구는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o. NRF-2016R1A2B4011984)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ICT연

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8

-2014-1-00636)

모든 블록이 체인의 형태로 이어져 있어, 개인

키를 소유한 사용자가 드러나게 되면 링크된

체인을 통해 동일한 소유자의 다른 거래가 노

출될 수 있는 특성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익명성에 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한다. 다음으

로, 실제 운영되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탈익명화

가 가능한지를 블록체인인포 사이트를 이용하

여 실례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분

석 결과, 해당 사용자의 실제 이름이 언론에 공

개된 적이 있는 경우 탈익명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II.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두 명의 개체 사이에서 이루어지

는 유형의 자금거래로, 제 3자의 신뢰성 있는

중앙기관의 역할을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 속

한 노드들이 하면서 거래를 인증하는 방식이다.

기존 금융방식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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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스텔스 주소 [5]

적 규제 또는 감독이 적은 화폐로, 거래시각,

국가 등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

다는 점이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비트코인은

사용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가 블록체

인에 기록된다. 이후 채굴(마이닝, mining)을 통

하여 비트코인 거래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핵

심 메커니즘이며, 이것은 비트코인 화폐 공급

역할을 한다. 채굴에 참여하는 노드들을 마이너

혹은 채굴자라고 부르며, 평균적으로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을 채굴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

채굴에 성공하게 되면 이전 거래들이 다 포함

되어 있는 블록체인에 새로 연결된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작업증명(Proof-of-work) 시스템과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를 통해 노드들에게 공

유된다.

III. 비트코인 익명성 관련 기존연구

P2P 전자 화폐 시스템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왔다 [3,4,5,6,7,8].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사용자들은 임의의 암호

화된 공개키와 비밀키 키 쌍이 저장된 지갑을

갖는다. 공개키는 비트코인 수신자의 주소로 쓰

인다. 비밀키(개인키)는 송금 거래내역을 작성

하고 거래내역에 서명을 할 때 사용한다. 비트

코인 주소에는 소유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익명성을 보장한다. 비트코인

사용자는 공개키로 사용하는 주소를 새로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주소를 생성해

수시로 바꿔서 사용한다면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내역이 블록체인으

로 이어져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

한 기법인 스텔스 주소, 믹스코인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3.1 스텔스 주소

비트코인 익명성 강화 관점에서는 주소의

재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텔스 주소

를 비트코인 거래에 적용하는 방식이 제안되었

다. 수신자는 부모 키 쌍을 생성하고, 공개키를

알리는데 이때 이 공개키를 스텔스 주소로 한

다 [5]. 송신자는 이 스텔스 주소를 원타임 지불

주소를 생성하는데 활용한다. 오직 수신자만이

자신의 개인키를 가지고, 발신자의 원타임 지불

주소의 비밀키를 계산하는데 쓸 수 있다.

3.2 믹스코인

믹스코인(Mixcoin)은 2014년 Joseph

Bonneau 등이 제안한 프로토콜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있어서 익명 지불이 가능하도록 제

안된 프로토콜이다 [6]. 믹스코인은 책임성 메커

니즘을 추가하여 도난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노출시킨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코인

을 믹싱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믹싱을 하는 사

용자가 존재하여, 믹싱 전에 서명이 적힌 보증

서를 받아 거래에 책임성을 부여한다.

믹스코인의 구현은 현재의 비트코인 거래 방

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반 비트코인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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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트코인 거래들

그림 2. 블록체인인포[9] 내 비트코인 주소 A 상세검색화면

IV. 비트코인 운영 사례 분석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탐색기 중 블록체

인인포를 통하여 [9], 특정 블록을 선정하여 해

당 주소에 연결된 거래들이 어떤 패턴을 이루

고 있는지 직접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림 2는 블록체인 탐색기 중 하나인 블록체

인인포에 특정 비트코인 주소 A를 검색했을 때

대면하게 되는 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여기서,

A는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주소를 말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 실제 주소를 A로 가명 처리하였

다. 해당 비트코인 주소가 공개키로 사용됨을

알 수 있고 거래가 얼마나 일어났는지에 대한

거래 수, 총 수신한 비트코인 양인 BTC 정보,

현재 잔액, 관련 거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림 2의 하단에 A의 주소에서 B의 비트코인 주

소로 30,000 BTC이 송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비트코인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주소와 연결된 거래들을 추적할 수 있다. 분석

을 위해 블록체인 탐색기를 활용하여 특정 주

소와 연결되어 있는 거래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추정해나가는 단계를 계속 수행하였다.

그림 3은 비트코인 주소끼리 일어나는 거래

에 대한 사례를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A

부터 X는 비트코인 주소이다. X는 다수 개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다. 보통, 포함되

는 거래의 수는 1개일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다. A에서 B로 30,000 BTC이 송금되어

거래가 하나 발생하였다. B는 C의 주소로

28,000 BTC을 송금하여 B와 C 사이에 거래가

생성되었다. D의 한 거래에는 E에서 X까지 여

러 비트코인 주소에 비트코인을 각기 다른 양

으로 송금한다. 많게는 28,000 BTC부터 12

BTC 까지이다.

그림 4는 그림 3의 가명 주소 X에서 보여지

는 송금패턴을 분석한 결과이다. 비트코인 주소

X에는 거래가 2개 존재하는데, D로부터 12

BTC을 받는 것 하나와 각기 다른 주소 8개로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481 -



그림 4. 특정 비트코인 주소의 송금패턴

송금하는 거래 하나가 존재한다. 비트코인 주

소 X의 경우 동일한 날짜와 시각에 1.5 BTC을

동일하게 8개의 각기 다른 주소로 송금하였다.

거래가 이루어진 2014년 6월 당시 1 BTC의

가치는 US $580로, 1.5 BTC이면 US $870이다.

8개의 주소에는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데 첫째로 거래의 양이 400개에서 500개 사이

라는 점, 둘째로 2015년 9월 중순의 거래가 마

지막 거래이고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잔액은 모두 0 BTC로 모든

금액을 소진한 상태였다.

V. 비트코인 탈익명화 분석

4.1 주소 소유 기관 공개에 따른 탈익명화

4 장에서 분석한 사례에서, 공개주소 A를 소

유한 기관의 이름이 공공연히 언론에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분석한 공개주소의 소유주가

수행한 거래 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거래 추적 중의 마지막 8개 주소는 동일

한 값의 비트코인을 받고난 후 일정 기한 이후

에는 아무런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해당

주소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된 이후 버려진

주소임을 추측할 수 있다.

4.2 거래소 신분확인을 통한 탈익명화

한편, 거래소의 경우 사용자의 회원가입시

사용자 신원이 파악된다. 따라서, 비트코인 거

래 중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래가 포함된 경우

에도 소유자의 탈익명화가 가능하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한

기존 연구와 비트코인 운영사례의 실제 분석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탈익명화 가능성을 실증하

였다. 비트코인 운영사례의 분석에는 블록체인

탐색기 중 블록체인인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트코인 공개주소의 소유주가

언론에 드러난 바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이

소유주의 거래 흐름을 파악하는 탈익명화가 가

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래소 등 신원 확

인을 필요로 하는 중개소를 거치는 경우에도

탈익명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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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

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1].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에 대한 분

류 및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2005도 7309

와 판례 2017도4240 등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 또한 많아 판례마

다 견해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비밀”이 정확

히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하

여 그림 1과 같이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른 개인․국가․기업 등의 정보통신망 인프

라 구축에도 필요한 사항이다[2].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과 동 법에 상충

되는 판례를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비밀”

에 대한 범위를 국가, 공공, 기업, 개인 정보로

넓혀 분류 및 정의를 하고 결론 및 향후 연구

방안을 제시한다.

II.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를 다운받아 탈

취하는 행위인 ‘침해’와 타인의 비밀로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행위 등을 ‘도용’, 불법으

로 탈취한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행위를 ‘누

설’이라 칭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비밀에 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비밀”의 분류 및 정의

윤우석, 박재용, 서정택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Secret”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Woo seok Yun, Jae Yong Park, Jung Taek Seo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최근 판례 2017도4240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

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결하였다. 특히 기업 내부 정보는 비밀에 해

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판례2005도7309 에서는 비밀이란 개인정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기업·국가·공공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및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 또한 포함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두 판례의 사례로 미루어봤을 때 동 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

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례마다 해석의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한

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결방안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에 대한 분류 및 정의

를 제시한다.

그림 1. 국내 인터넷 사용자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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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위가 정의되어있지 않다. 정보통신망법에

서는 “비밀”을 개인정보에 한하여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현행 법제의 개인정보 관련 정의 규정에서의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쉽게 결합되어 개인정

보가 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한 정보를 말한

다. 표 1에서의 기타 항목은 전화통화내역, 웹

사이트 접속 내역, GPS 등에 의한 위치정보 등

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기에 개인정보로서 인

정된다.

Ⅲ. 동 법에 상충되는 판례
대법원은 표 2에서의 판례에 비추어 기업 정

보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성립이 어렵

다고 판결한 바 있다[5]. 하지만 표 3과 같은 판

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

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판결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 내부 정보

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6].

위와 같이 비밀이란 개인정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기업, 국가, 공공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및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또한 포함

해야하는 것이 옳다.

Ⅳ.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
49조 “비밀”의 분류 및 정의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다루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인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의 분류
및 정의와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1. 국가·공공 정보

비밀 정보 유형 구분

개인 정보

인적 사항

신체적 정보
신체 정보

의료, 건강정보

정신적 정보
기호, 성향정보
내면의 비밀 등

재산적 정보
개인금융정보
신용정보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법적정보
근로정보
병역정보

기타

표 1.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에 대한 항목

비밀 정보 유형 항목

국가 정보

기밀 정보 연구 과제, 작전

군사 정보

군사력, 군사

작전, 통신망,

지휘체계

교통 정보

항공, 항해, 철도,

수송, 운반에 대한

정보

<대법원 2017.6.19. 선고 2017도4240>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

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

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

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

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

을 알고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

하는 타인에게 일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표 2. 대법원 2017.6.19. 선고 2017도4240 판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

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한다.

표 3.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7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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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 정보는 국가와 관련된 정보로 유출
될 경우 국가적 손실 혹은 국민의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하며 표 6와 같이 정의했
다. 기밀 정보는 국가 기밀 사항들의 유형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실시하는 연구 및 작전 등을
의미한다. 기밀 정보가 노출될 경우 해당 연구
과제 및 작전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안감 및 혼
란을 야기 할 수 있다. 군사 정보는 국가의 군
사력에 관한 정보로써, 부대 병력, 지휘 체계,
보유한 무기에 대한 정보, 통신망에 대한 정보
이다. 군사 정보가 누출 될 경우 군사가 이용하
는 통신망에 대한 도청을 당할 위험성과 적대
국이 우리나라가 보유한 첨단 무기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교통 정보는 배, 비
행기, 자동차, 신호등 등 교통에 관련된 정보이
다. 교통 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호등이나 항공
에 관하여 악의적인 방해 공작 및 혼란을 유도
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위치 정보는 주요통신기반시설 및 국
가와 연관된 기관의 위치 정보를 의미한다. 위
치 정보가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테러
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
안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보는 우
리나라 지역 별 인구 분포도와 생활 수준에 대
한 정보이다. 지역 정보의 비밀이 노출될 경우
지역별 생활 수준 차이로 인한 타 지역에 대한
천대 및 무시가 생길 수 있어 지역 간의 발전
이 아닌 과도한 경쟁구도로 지역 감정이 악화
될 가능성이 있다. 재산 정보는 현재 국가의 세
금과 교류하고 있는 타국과의 무역품에 대한
원가 및 수출 시세에 대한 정보이다. 재산 정보
가 누출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을 타
국이 알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무역 협상 단계
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진행하게 된다. 교육 정
보는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에 대한 정보로 수
학능력시험, 공무원 시험 등이 예시이다. 교육
정보가 노출될 경우 해당 시험 결과에 대한 신
뢰성을 상실하게 되고 응시자들에게 국가 시험

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2. 기업 정보

기업 정보는 표 7와 같이 정의된다. 사원에
대한 개인정보 또한 포함된다. 호봉, 연봉, 상여
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알려지지 않았으
며 기업의 내부적인 요소로 포함된다. 금융 정
보로는 공개되는 총 매출액 같은 경우는 포함
하지 않고 과세 내부 자료, 재무 재표 등 대외
비로 취급되는 금융 관련 정보를 포함했다. 기
업 정보로는 사업자 번호와 이용하는 고객의
정보 또한 포함된다. 고객의 정보는 개인 정보
와 비슷한 정의를 가지지만 기업 내부에 포함
되어있는 정보로서 고객에게 정보제공동의를
받은 정보를 뜻한다. 기밀 정보는 기업 대외비
문서, 진료 차트, 설계 도면 등 기업 내부에서
의 취급이 기밀로 되어있는 정보를 뜻한다. 마
지막으로 사업 정보는 회의록, 내부에서 추진
전에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뜻한다. 기업
정보는 다른 정보와 다르게 기업에서 악용할
수 있기에 사전에 조사와 기업 내부의 감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3. 개인 정보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및 분류는 그림 2와
같다. 개인정보는 현재에도 정보보호에 관련하
여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정의에 관한 논란 및
혼란이 야기되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림 2의 개
인정보 정의는 표 4의 국가별 개인정보를 중심
으로 모호한 부분이 없게 개정하였다. 특히 통
신 및 위치 정보의 항목에 있는 쿠키(Cookies)
및 로그파일(Log file)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향 또한 드러나기에 중요한 개인정보라 할

위치 정보

주요통신기반시설,

국가 기관의

지리적 위치

지역 정보

지역 별 인구 수,

생활 수준 정보,

지원금, 에너지

재산 정보
세금, 무역품에

대한 정보
교육 정보 국가 시험

표 6. 국가․공공 정보 분류 및 정의 제시

비밀 정보 유형 항목

기업 정보

사원 정보
호봉, 연봉,

상여금 등

금융 정보
과세 자료,

재무 재표 등

기업 정보
사업자 번호, 고객

정보 등

기밀 정보

기업 대외비 문서,

진료 차트, 설계

도면 등

사업 정보
회의록, 내부 추진

사업

표 7. 기업 정보 분류 및 정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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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개인정보는 본 논문에서 나눈 국가․
공공 정보, 기업 정보의 근간이 되는 정보기에
추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의와 분류가 반복
되어야한다.

4. 기대 효과

본 장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로서 국가․공공 정보, 기업 정보,
개인 정보에 대한 분류 및 정의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바와 같이 “비밀”에 대하여 개정하면 3
장에서 분석한 판례마다의 해석 및 견해 차이
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분류 및 정의가
명확해졌기에 기술의 발전에 빠르게 개정이 가
능할 것이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에

대한 정의와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지만 비밀
의 범위에 기업 정보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
석 및 견해차이가 판례 2005도7309와 판례
2017도4240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비밀”은
개인 정보만이 아니라 국가·공공 정보, 기업 정
보도 포함하도록 분류 및 정의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 판례마다 해석 및 견해
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기술의 발전
에 맞춰 빠르게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추가적
으로 향후의 연구 방향으로는 동 법과 관련된
개별 법률 등이 기술 발전에 맞춰 개정 및 체
계 정비를 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와
관련된 법적 연구가 미비한 수준이기에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법적인 연구 뿐 아니
라 정책 및 기술에 관련된 연구 또한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비밀 정보 유형 구분 정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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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성별

등

신체 정보 정보주체의 신체와 관련된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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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보안 기술의 생체

정보 등

의료 정보 신체 정보와 관련하여 의료적
처치 및 검증되어진 정보

병력기록, 의료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EQ 등 포함),
신체테스트 정보 등

성향 정보 정보주체의 성향이 드러나는
기록 및 정보

좋아하는 스포츠, 도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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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교육 및 훈련, 자격증에 관한
기록 및 정보

출석 사항, 학력, 성적, 이수
프로그램, 자격증, 생활기록부,

동아리 활동 등

법적 정보
정보 주체에게 법적으로

판결되었거나 신청된 기록 및
정보

전과 및 범죄 기록, 재판 기록,
교통 위반 기록, 파산 및 담보

기록, 이혼 기록 등

근로 정보
정보 주체가 속했거나 과거

속해있던 근무에 관련된 기록 및
정보

직장, 근무처, 경력, 상벌 기록,
직무 평가 기록, 휴가 및 병가

기록 등

병역 정보 정보 주체의 병역에 관련된 기록
및 정보

병역 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병역에 대한
기록(주특기 등) 등

통신 및 위치

정보
정보 주체의 통신 접속, 내역 및
위치에 대한 기록 및 정보

전화통화내역, 웹사이트 접속
내역, 이메일 또는 전화메시지,
기타 GPS 에 의한 위치정보,
쿠키(Cookiess), 로그파일 등

표 8. 개인 정보 분류 및 정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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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ICT 산업의 발달로 기업은 업무 시스템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의 활용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전자문서 사용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탈피하고 많은 혜택을

얻게 되었지만 이러한 전자문서의 용이성 때문

에 정보의 유출, 도난 등의 역기능 또한 증가하

게 되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조

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4년도까지 기술유

출 438건을 적발하였으며, 기술유출로 인한 연

평균 예상 피해액은 50조원으로 추정했다. 전·

현직직원 등에 의한 내부유출이 80% 이상을 차

지했다[1]. 2014년에는 내부직원에 의해 카드 3

사에서 1억 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있었다.[2] 내부자의 의한 보안위협이 증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

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

되었음

가함에 따라 기업은 문서보안(DRM, Digital

Right Management),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eakage Protection), 모바일 장치 통제시

스템(MDM, Mobile Device Management), 네트

워크 접근제어(NAC, Network Access Control)

와 같은 보안솔루션을 도입하여 로그를 분석,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보안 담당자마다 로그

가 다르게 분석되고, 수집되는 로그의 양이 많

아 위협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3]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해서 일관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업무에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체계가 필

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출 경로 및 현황 로

그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상호 연계 분석하여

통합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II. 관련연구
2.1 보안 통제 솔루션

내부 정보 유출 경로별 통합 시나리오 점검 방법
연구*

권현우*, 이익준**,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융합서비스보안학과,**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A Study on Integrated Attack Scenario Identification Method by
Internal Information Leakage Route

Hyun-Woo Kwon*, Ig-Joon Lee**, Heung-Youl Youm**

*Department of Convergence Service Security, SoonChunH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최근 발생하는 정보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기술유출이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에 대비해 기업에서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솔루션들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운영

이 힘들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출 경로 및 현황 로그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상호 연계 분석

하고 A금융사의 적용 사례를 통해 유출 경로별 통합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해당 위협들을 지속

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보안 현황정보들을 기반으로 탐지 룰을 작성하고, 룰을 통해 탐지되는 정

보는 위험징후로 정의하여 보안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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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DRM 솔루션

DRM은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로 문

서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등 허가된 사용자 이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기업에서는

전자문서에 DRM암호화 기술을 적용시켜 정보

가 유출, 도난 되어도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4]

2.1.2 DLP 솔루션

DLP는 기업 구성원, 프로세스, 기술의 결합

을 통해 개인정보, 기업의 중요 기밀정보 등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솔루션으로 인터넷, 저

장매체, 프린터 등을 통제하여 모니터링하고 정

보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4]

2.1.3 MDM 솔루션

MDM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개인용 노트북

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관리, 감시하는 솔루션

으로 스마트폰의 촬영으로 중요 기밀정보가 유

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4]

2.1.4 NAC 솔루션

NAC는 각종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네트

워크를 보호하는 솔루션으로 허가되지 않은 PC

나 노트북, 모바일 단말기 등이 회사 네트워크

에 접속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4]

2.2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기존의 보안솔루션 시스템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추적이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각

각의 솔루션들은 별도로 운영되어 통합적인 운

영이 되지 않았고, 보안 담당자마다 수집되는

로그가 다르게 분석될 수 있어 체계적인 모니

터링이 힘들었다.[3]

[그림 1] 기존 보안 솔루션 로그 모니터링 현황

위 [그림 1]은 기존 보안 솔루션 로그 데이터

를 수집 및 종합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모

습이다. 다수의 회사 내 정보보호 관련 부서에

서 주기적으로 현황파악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

나, 해당 현황자료만을 통해 전반적인 위험수준

을 판단하기가 힘들어 활용가치가 낮다.

III. 유출 경로별 통합 시나리오 제안
[그림 2]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경로마다

모니터링이 필요한 포인트를 도식화하여 나타

내었다.

[그림 2] 경로별 정보 유출 시나리오 도식화

3.1 A금융사의 보안 환경 분석 및 현황 로그

수집

A금융사의 보안 솔루션에서 저장된 로그를

대상으로 반출 승인 및 암호화 해제 로그, DB

접근 로그, 서버 접근 로그, 웹 키퍼 로그, 개인

정보 반출 승인 로그, 망 연계 접근 차단 스트

림 로그, 개인정보 보유 로그, 악성코드 감염/치

료 이력, NAC IP 할당 현황 등을 수집 대상으

로 정하고, A금융사의 보안 활동 현황 정보로

NAC IP할당 현황, 개인정보 보유현황, USB 사

용신청, 파일 반출신청, 악성코드 감염내역 등

현황 정보를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구분 내용

NAC IP 할당 현황
1231(내부), 237(외주) (2018년
1월 9일 기준)

개인정보 보유현황
개인정보 미 암호화 100건 이상
보유자 42명 (2017년 12월 기준)

USB 사용신청 29건 (2017년 12월 기준)
파일 반출 신청 2095건 (2017년 12월 기준)

[표 1] 보안 활동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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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나리오 구성

앞에서 수집된 현황 자료들을 위협경로 관점

에서 시나리오로 구성한다. 위협경로와 유출 방

법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

오 선정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 한다. 위

협 경로 관점은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를 유출할 경우 그 가능성을 위

험유형과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5] 이러한

항목을 조합하여 유출 경로별 시나리오 Pool을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파악된 위험과 관리되

는 위험 측면에서 연구한다.

3.3 시나리오 점검 및 결과

[표 2]에서 도출된 시나리오들을 연계하여 아

래 [표 3], [표 4]와 같이 통합 시나리오를 만들

었다.

점검 시 확인 사항으로 첫째, IP 관리시스템

(자산관리) 적용 여부, 둘째, 외주직원 PC정보

(IP)외 내부직원 PC정보(IP) 목록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Ÿ NAC에 미 등록된 IP로 서버접근 및 접근시

도 이력이 존재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Ÿ 서버에 저장되는 중요/개인정보의 경우 문서

보안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개발 PC

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개발 종류 후 단말

기 반출 시 포맷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반출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점검 시 확인 사항으로 첫째, IP 관리시스템

(자산관리) 적용 여부, 둘째, 외주직원 PC정보

악성코드 감염내역 34건 (2017년 12월 기준)

외부메일 쓰기 예외
마케팅부 (마케팅팀 전체 외부
메일 쓰기 차단 예외)

No 경로 시나리오

1
사용자
PC->서버

M2
일반 사용자 PC에서 관리자
계정을 통해 서버로 직접
접근

2
사용자
PC->DB

M2
일반 사용자 PC에서 DBA
계정을 통해 DB로 직접
접근

3
사용자
PC->서버

M1
접근권한이 없는 임직원
IP(혹은 계정)로 서버
접근시도

4
사용자
PC->DB

M1
접근권한이 없는 임직원
IP(혹은 계정)로 DB
접근시도

5
사용자
PC

M3
DRM 해제 신청 시
문서내용과 제목이 불일치

6
사용자
PC

M3
도면, 소스코드, 대외비문서
등 비밀문서의 DRM 해제
요청/승인

7
사용자
PC

M3
승인권자의 IP 이외의
PC에서 DRM 해제 승인

[표 2] 시나리오 구성

1 No 경로 시나리오

기본
시나
리오

1
사용자
PC->
서버

M2
일반 사용자 PC에서
관리자 계정을 통해
서버로 직접 접근

2
사용자
PC->
DB

M2
일반 사용자 PC에서
DBA 계정을 통해
DB로 직접 접근

3
사용자
PC->
서버

M1
접근권한이 없는
임직원 IP(혹은 계정
)로 서버 접근시도

[표 3] 통합 시나리오 점검

4
사용자
PC->
DB

M1
접근권한이 없는
임직원 IP(혹은 계정
)로 DB 접근시도

점검
세부
시나
리오

내용

경로
외주직원이 내부 사용자 PC 계정관리
취약점 (AD 미사용)을 이용

방법

외주직원 PC에서 내부직원 명의의
계정을 도용하여 문서보안 (DRM)
암호화 해제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승인을 받음

영향
내부 중요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위험
유형

파악된
위험

등급 보통

2 No 경로 시나리오

기본
시나
리오

5
사용자
PC

M3
DRM 해제 신청 시
문서내용과 제목이
불일치

6
사용자
PC

M3

도면, 소스코드,
대외비문서 등
비밀문서의 DRM
해제 요청 /승인

7
사용자
PC

M3
승인권자의 IP 이외의
PC에서 DRM 해제
승인

점검
세부
시나
리오

내용

경로
서버 접근 권한이 없는 외주직원
PC(노트북, 데스크탑_HDD 등)

방법

임의로 내부 사용자의 계정을 대여
혹은 도용하여 서버에 접근 후 내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여
단말기에 저장한 뒤 포맷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출

영향
내부 중요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위험
유형

관리되는
위험

등급 낮음

[표 4] 통합 시나리오 점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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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외 내부직원 PC(IP) 목록, 셋째, 문서보안

(DRM) 및 이동식 저장매체 외주인력 허용 정

책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있었다.

Ÿ 외주직원의 저장매체 사용 신청건수는 3건

이나 만료일 설정과 근기문서 첨부 등 절차

상 양호하며, 저장매체 신청 로그 중 외주직

원의 IP로 신청된 정보는 없었다.

Ÿ 외주직원의 문서보안 암호화 해제 이력이

35건 존재하였으나 검토결과 개인정보가 없

는 문서를 해제하는 등 위험도가 낮았다.

3.4 대책

각각의 보안 솔루션 시스템들에서 운영 및

관리되는 보안 현황정보들을 수집하여, 위협경

로 및 직무별 보안정책 연관 분석을 통해 위협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다. 보안현황자료 연관

분석의 예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해당 위협들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보

안 현황정보들을 기반으로 탐지 룰을 작성하여

야 한다. 탐지되지 말아야 할 이벤트들은 블랙

리스트 룰로, 특정 현황정보와 결합되거나 평소

와는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탐지되는 이벤

트는 화이트리스트 룰로 설정을 한다. 룰을 통

해 탐지되는 정보는 위험징후로 정의하고, 보안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악성코드 감염 경로 등 정보유출 경로로

악용될 위험도가 높으나 파악하기 어려운 잠재

위험과 파악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 추가 확인

이 필요한 경우, PC내 파일들의 행위에 기반한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법 등 고도

화된 분석을 권고한다.[6]

I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내부자에 의한 보안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면서 기업은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여

정보 유출을 최소화 시키려하지만 이러한 솔루

션들은 개별로 운영 및 관리되어 통합적인 분

석이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직무별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A금융사의 유출 경로별 통합 시

나리오를 적용시켰다. 직무별 고위험군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점검 결과 파악된 위험과 관리

되는 위험 측면에서 보완해야할 문제점들이 있

었고, 향후 위험도가 높은 잠재위험과 파악되지

않은 위험에 대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가정보원, “기술 유출 통계”,

http://www.nis.go.kr/AF/1_5_1_1.do, 2015.

[2] 정정욱, “롯데카드·NH농협카드·KB국민카드,

고객정보 1억400만건 유출, 사상 최대”, htt

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

4/01/08/20140108024369.html, 2014.

[3] J. Wu, J. Zhou, J. Ma, S. Mei and J. Ren,

"An Active Data Leakage Prevention

Model for Insider Threat", Intelligence

Information Processing and Trusted

Computing, 2011.

[4] 채현탁, "PC보안솔루션 로그분석을 통한 보

안정책 제안“,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15.

[5] 양현진, “IT서비스 위험분석 방법을 사용한

전자화 인증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

문,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2011.

[6] 정귀영, “통합 보안 로그분석을 통한 효과적

사용자 이상징후 탐지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2016.

구분 내용
NAC IP할당 현황

+
운영서버 접근이력

NAC에 할당되지 않은 운영서버
접근 이력 1건

USB 사용신청
+

직무별 보안정책

USB 사용 신청 29건 중 고
위험군(외주직원) 이동매체
사용신청 3건

파일 반출 신청
+

보안문서 암호화해제
+

직무별 보안정책

파일 반출 신청 2095건 중 고
위험군(외주직원) 문서 암호화해제
신청 35건

악성코드 감염내역
+

운영서버 접근이력

악성코드 감염내역 34건 중
서버침투 관련 악성코드 및
운영서버 접근이력은 없음

[표 5] A사 보안 현황자료 연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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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비트코인의 광풍을 등에 업고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미래 선도 혁신 기술로 주목받

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 기

술을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

한 논의와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머지않아 다양한 산업으로 확

장되어 사회 기반구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

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힘을 쏟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에 어

떤 영향을 줄지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IT인프라를 블록체인시스템으로 전환하

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에도 불구

하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의 속도가 빠르지 않

은 이유는 무엇일까?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로 다양

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는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비즈니스 측면으

로 보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검증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상충 관계를 블록체인

참여로 유도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의 상용화가 어려운 최

대 걸림돌은 비즈니스 측면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지만[1] 법·제도 측면에서 기존 법률과의 상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나 판례가 없어

진입 위험이 해소되지 않거나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블록체인의 상용화는 허울뿐인

연구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징을 확

인하고, 이 특징이 블록체인의 상용화에 걸림돌

이 되는 법·제도 중에서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개인정보 삭제 및 제3자 제공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최용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A Study on Legal Issues between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Deletion and the Third Party Supply of Personal

Information

Yong-Hyuk Choi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요 약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몰고 온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분산

원장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인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대적 흐름을 놓치

지 않는 기업이라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비가역성과 블록체인 참여자간 블록의 공유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고유한

이 두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충돌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의 삭제와 제3자 제공을 중심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향 및 현행법규 준수를 위해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493 -



법제와 어떤 점에서 상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위한 국내 개

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보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II.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법제

2.1 국내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

국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은 금융기관을 중심

으로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하

여 저비용으로 해외송금 및 자산관리에 활용하

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국 핀테크 업체 R3

CEV와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JP모건, UBS 등 42개 글로별 대형

은행과 연합하기 위해 하나금융그룹과 신한은

행이 R3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은행

들은 R3와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시스템을 표

준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송금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을 활용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2].

KEB하나은행은 글로벌 MTO(Money Trasfer

Operator)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중개은행을 거

치지 않는 중국 해외송금 서비스와 모바일 앱

으로 간편하게 해외송금이 가능한 원큐트랜스

퍼(1QTransfer)를 출시해 15개 국가를 대상으

로 해외송금을 지원 중이다. 신한은행은 글로벌

S뱅크를 활용한 머니그램 특급송금 서비스를

출시하고 실시간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은 위비 퀵 글로벌송금을 통해

우리은행 해외지점으로 외화 송금시 중개은행

을 거치지 않고 현지로 바로 송금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모바일 서비스 KB스타뱅킹과 리브

메이트에 해외송금 기능을 추가하였다.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

용하여 의무기록 사본 발급 연계를 통해 보험

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스마트 보험금 청구

서비스와 고객이 가입한 모든 보험 가입정보를

수집하여 보장분석 시 활용하도록 하는 스마트

스크래핑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투자협회가 주축이 되어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동인증서인

체인아이디를 출시하고 12개 증권사를 대상으

로 시범운영 중이며 2018년 하반기 중 상용화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증권사 고객이 체인아이

디를 발급받게 되면 체인아이디를 서비스하는

증권사에서는 별도의 등록 과정 없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2.2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관계

2.2.1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속성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

하는데 거의 모든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블록체인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이

며, 탈중앙화를 기본 사상으로 하는 분산형 디

지털 장부라는 것이다.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

률이 대부분 중앙집중형 IT환경을 전제로 구체

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블록

체인의 탈중앙화라는 속성은 여러 쟁점을 양산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중 상당수가 개인정보

의 처리 과정이 수반되는 것을 고려하면, 블록

체인의 탈중앙화라는 속성과 국내 개인정보 보

호법제의 주요 법적 의무사항 간 상충되는 문

제점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작업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

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

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나 이

루어졌을까?

2.2.2 개인정보보호 규제 검토 현황

앞서 살펴 본 국내 블록체인 기술 활용 분야

의 특징은 은행들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미 확

보하고 있는 자사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

라이빗(Private) 블록체인 서비스이거나 교보생

명의 사례와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는 것이다. 즉, 아직까지 국내 대다수의 블록체

인 기술 활용 분야는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상충하는 블록

체인의 고유한 특징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있

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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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금융투자업계의 공동인증서 서비

스는 컨소시엄(Consortium) 블록체인 서비스

형태로 앞서 소개했던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징

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의 충돌을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본 흔적들이

있다. 그 중, 스마트계약 기술을 활용한 대안은

Ⅳ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III.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한계

3.1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특징

첫 번째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은 데이터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다. 블록체인의 데이

터 기록 방식은 거래정보를 담고 있는 블록이

체인형태로 연결되어 현재 블록에서는 이전 블

록의 해시값과 자신의 해시값을 함께 기록하고

순차적으로 배열되도록 하고 있다. 즉 블록들은

이전 블록 해시값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연결

되기 때문에 특정 블록의 데이터를 변경할 경

우 블록 간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이 블록 간

연결 유지 여부를 통해 데이터의 조작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블록연결을 통해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특징을 블록체인

의 비가역성이라고 한다.

두 번째 블록체인의 특징은 데이터의 공유방

식이다.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하

는 각각의 참여자간 플랫폼이 정한 특정한 합

의구조에 따라 거래 데이터를 검증하고 검증된

데이터를 모든 참여자가 분산 저장하는 데이터

공유 방식을 취하며 이렇게 모든 참여자에게

공유되는 데이터 블록은 복사본이 아닌 원본

(The Original Copy)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된

다. 즉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선

택의 여지없이 모두 원본 데이터를 공유하는

특징을 갖는다.

3.2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와의 충돌

3.2.1 개인정보의 삭제에 관한 문제점

국내 주요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모두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

보는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다[3]. 개인정보 보호

법에서는 목적 달성이 된 개인정보는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를 수행

하여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정보제공·이용

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

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

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

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블록체인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징인 비가역성

(Irreversibility)으로 인해 데이터의 삭제나 변조

가 불가능하다.

3.2.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문제점

파기와 유사하게 국내 모든 개인정보 보호법

제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4]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방식은 엄격한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Opt-in 방식으로 정보주체로부터 사

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절대로 제3자에

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살

펴본 블록체인의 데이터 공유방식은 블록체인

참여자가 블록체인에 참여를 결정하고 블록체

인망에 참여노드를 연결하는 순간부터 다른 기

존 참여자의 블록정보를 원본 데이터로 공유하

게 되므로 사실상 블록체인망에 신규 참여를

결정하고 참여노드로 연결하기 전에 모든 정보

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거래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전 동의

는 불가능하게 된다.

IV. 한계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

4.1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방향

4.1.1 개인정보의 삭제

정보주체인 개인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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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와 처리의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잊

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하나로 간

주된다[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특히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애됨이 없

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

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

하여 여러 기관간의 정보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

관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

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다[6].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주가 워낙 방대해지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

다. 물론 끊임없이 다양해지고 범위가 확대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영역을 정보주체가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하는 것이 바

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법적인 보장이

잘 이루어지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 권한 행사를 권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의무로 받아들이게 될까? 개인정보결정

권의 권한 행사 영역이 넓어질수록 오히려 정

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 목적

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개인정

보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요청과 동의를 기계

적으로 반복하는 자신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블록체인의 비가역성이라는 고유한 특징은

데이터의 위변조를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

술적 장치이며, 이 특징을 통해 블록체인에 저

장되는 데이터는 무결성과 함께 안전한 저장이

라는 신뢰를 블록체인 참여자에게 제공한다. 데

이터 신뢰성의 확보를 희망하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삭제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일부 제한을 주는 것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법의 지나친 해석일 수

있음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4.1.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빅데이터 환경이다. 정보주체의 온라인상에서의

관심사와 행동, 모바일 기기를 통한 위치정보,

그리고 사물인터넷 기기의 각종 센서 등을 통

해 실시간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기술의 빠른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데

이터의 축적을 늘려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의 생성과 수

집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일일이 통지하고 동의

를 받는다면 그 양이 워낙 방대하므로 정보주

체의 인식 범위를 벗어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인식을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 때문에 현행법은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 대상이 너무 많아져서 동의

권이 퇴색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

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7]. 제3자

제공의 경우도 정보주체가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대의 정보화 및 빅데이터 환경에서 엄격한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Opt-in 방식의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규제의 효용성에도 문

제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사례가 있으며[8] 이

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다 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그 활용에 따른 혜

택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 사이의 균형점을 도

출해야 하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4.2 스마트계약 기술 활용 제안

개인정보의 삭제에 대한 법적 문제는 블록체

인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기술을 이용

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의 모든 참여자의 장

부의 상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상에

자동화된 방식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코드

를 의미한다. 즉 스마트계약은 기록된 계약을

보관하고, 이행하고, 집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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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스마트계약은 컴퓨터 과학자 닉 자보에

의해 1994년에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인터넷에

서 낯선 사람들과 전자상거래 프로토콜을 설계

하는 것과 이와 관련한 ‘고도로 진화된’ 관행을

도입하려는 목표를 추구했다[9].

본 기술 활용 제안의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의 블록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영

역(Blockchain Storage)의 접근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 스마트계약을 통해 자동 실행된 결과 값

은 별도의 저장소(SCORE Storage)에 최

신정보를 기록하고, 블록체인의 저장공간

(Blockchain Storage)에 이력정보를 기록한다.

3. 스마트계약 실행결과를 기록하는 저장소

(SCORE Storage)의 접근은 스마트계약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4. Fig. 1.과 같은 구성이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만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Fig 1. Blockchain Diagram

블록체인 저장소와 스마트계약, 그리고 스마

트계약 저장소의 구성은 Fig. 2.와 같다. 스마트

계약에서 사전에 약속된 작업이 수행되면 수행

내역은 블록체인 저장소에 저장되고, 최종 수행

결과 값은 스마트계약 저장소에 기록된다.

Fig. 2. Relationship of Storages and Smart Contract

개인정보의 삭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으면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저장소에

삭제요청블록을 생성한다.

2. 이 블록에 의해 스마트계약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블록체인저장소에는 삭제이력블

록을 생성하고 스마트계약 저장소에서는

해당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 값을 저

장하는 스마트계약저장소에는 삭제 요청된 정

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되고 스마트계

약에 의해 삭제 처리된 작업 내용은 블록체인

저장소에 기록된다. 실제로는 블록체인저장소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남아 있으므로 완전 삭

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저장소의 접근

은 스마트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스마트계

약의 접근은 스마트계약저장소에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이력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

체인저장소에 남아 있는 개인정보는 쓸모없는

정보가 된다.

만약 블록체인저장소에 있는 정보까지 완전

삭제를 요구한다면 개별 정보의 삭제는 불가능

하지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블록

들은 블록체인 체크아웃 기능을 통해 삭제하고

자 하는 블록까지 해쉬 처리하여 하나의 블록

으로 묶고 다음 블록을 새로운 제너시스 블록

으로 지정한 후 새로 묶어서 생성한 블록을 완

전 삭제하는 방식으로 삭제할 수도 있다.

V. 결론 및 발전 방향

5.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의 두 가

지 특징인 비가역성과 정보의 분산 공유를 살

펴보고 이 특징들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 중 개인정보의 삭제와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에 있어서 이해 상충되고 있음을 분

석하였다. 이러한 내재적인 문제점이 국내 블록

체인 기술의 상용화 서비스가 아직 많지 않은

이유와 연관성이 있음을 추론해 보았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충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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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삭제와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정보의 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비

가역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법적인 삭제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 것도

신선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최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비즈니스가

발굴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내 개인

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향이 꾸준히 논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5.2 연구의 한계 및 발전 방향

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향만

을 다루고 있다. 또한 스마트계약 기술을 응용

한 개인정보의 삭제 방안도 여러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기술구조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

제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에 대한 개선은 실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한 보다 더 심도 있

는 논의가 이어져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타 법에 관한 충돌 문제도 해결방안을 마

련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스마트계약 기술을 이용한 블록체인 서비스의

다양한 시도도 꾸준히 이어져서 국내 블록체인

기술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를 선도

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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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관련 법률
분석 및 의료법 개정(안)제시

한종찬, 박지환, 서정택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Analyze Laws Related to Utilization of Medical Big Data for the P ublic I nterest
and to Revise Medical Law

Jong-Chan Han, Ji-Hwan Park, Jung-Taek Seo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의료 빅데이터란 건강데이터, 진료데이터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

석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현재 건강상태를 진단 할 수도 있고, 과거 이력을 토대

로 미래 건강상태를 예측하고 예방 방향을 제시한다. 하지만 학술, 연구, 통계 및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의료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활용하는데 있어 강력하게 규제하는 국내 법률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 한계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서 존재하는데, 좁은 이용 및 제공

대상, 개인정보 비식별화 의무, 짧은 보관 기간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활용를 저해하는 국내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과 해외 법률을 비교·분석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인 의료법 법률 개정(안)을 제시 한다.

I. 서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과

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

리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

반에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는 경제·사회 발전의 큰 지표가 된다[1].

빅데이터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 아니

라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데이터의 저장·관리·분석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

는 대량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빅데이터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 의료분야에서

의 빅데이터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2].

의료 빅데이터란(Medical Big Data)란 건강정

보, 진료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 관련 데이

터를 수집, 저장, 분석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는 기술이다. 의료정보의 종류로는 상병, 수술·

처치 및 의약품 처방·조제 데이터, 생산·수입·사

용 등 의약품 유통 정보, 의약품 인·허가 정보,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정보, 마약류 등 집중관

리 의약품 융합 데이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장비 정보, 의료기기정보, 의료처치용 치료재료

정보 등의 의료자원 데이터와 환자의 생체 데

이터가 있다[3].

현재 의료정보를 통해 다양한 통계 자료, 의료

서비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결합

한 헬스케어 제품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제

공함에 있어서 법률상 한계가 존재한다. 국내의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의료법제가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저해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 빅데이터의 필요성과 공

공의 이익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을 규제하는 국내 법률과 해외 법률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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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료 산업체 자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

- 연구 중심 병원 및

학술 연구 수행기관 등

-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 제약 의료기기 산업

- 컨설팅 회사 및 예비

창업자 등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표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

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표 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4호

교·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

정(안)을 제시한다.

II. 국내 의료 빅데이터 제공 현황

국내에서 의료 빅데이터를 수집 혹은 제공 받는

방법으로는 환자에게 직접 동의를 얻고 수집·이

용·제공하는 방법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

평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

템’(opendata.hira.or.kr)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확실하고 법률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이지만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

닌 경우에는 환자에서 접근하기 어렵고 다양하

고 많은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이용

하는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량의 데

이터를 받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보건

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시스템이

며, 공공데이터(데이터셋, Open API), 의료 빅

데이터 분석(빅데이터센서), 의료통계분석(질병,

의약품, 의료기관) 등을 제공한다[3].

하지만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 서

비스는 한계가 존재한다. 제공하는 데이터는 건

강검진 결과이거나 보험 청구용 데이터로 제공

되어 특정 질환을 연구하기 위한 상세한 의료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4]. 상세한 의료정보가 없

다면, 예를 들어 질병을 진단하는 장비를 제작

할 때, 진단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공

공데이터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누구나

이용 할 수 있지만 빅데이터센터분석 서비스는

아래 [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용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3].

[표 1]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 제공 대상

[3]

III. 국내 의료 빅데이터 활용관련 법

률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

의 수집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

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의료법은 특별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 의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데이터의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의료법에서 따로 규

정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규제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한 규제 때문에 정

보를 대량으로 수집해야하는 빅데이터 활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3장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과 의료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다룬다.

3.1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 이용, 제공, 보

관기간 등 규제가 심해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법이다. [표 2]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으로 다음과 같다.

해당 법률에서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되는 것인데 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

든 정보들도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뜻

으로 해석될 수 있다[5]. 해당 법률은 [표 3]과

충돌하여 모순이 되는 법률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호의 경우 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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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

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4]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호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할 경우” 즉, 비식별처리를

한 정보 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

항과 모순이 된다. 예를 들어 환자의 생체데이

터를 이용하여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4호에 의거하여

생체데이터를 제외한 이름, 성별, 나이 등을 비

식별화 처리를 거친 데이터라도 사는 곳, 전화

번호 등 어느 하나의 데이터가 결합 된다면 개

인정보보호법 제 2조(정의) 1항에 의거하여 개

인정보로 성립 한다. 또한 비식별정보는 18조 2

항 4호의 목적을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

개하는 것은 식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하고 있다[7]. 보건의료정보의 경우 다른 정

보와는 달리 개인별 맞춤 건강예측이나 보건의

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식별화

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식별정보로 인해

서 의료정보를 수집하더라도 활용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5]. 또한 파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표 3]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으로

다음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자신 및 진료

내역 등과 관련해 약 2조건의 정보를 보유한 만

큼, 이를 바탕으로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6]. 또한, 의료 빅데이

터와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연계해 건강수명 향

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6]. 이처럼 국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

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효과적

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보유기간의

경과, 목적 달성 등 지체 없이 파기해야하는 개

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지 않다.

3.2 의료법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

률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의료법은 정보의 수집이나 이용, 제공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제21조의 2

9항에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식별이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하고

정보의 제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

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보의 수집이나 이

용, 제공 등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또

한 의료법 조항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존

재한다. [표 5]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3항으로

다음과 같다.

법령 내용

의료법

제 21조

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

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

21조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

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

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

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5] 의료법 제 21조 2항, 3항

의료법 제21조 2항을 보면 환자가 아닌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지만 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도록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3항의 각 호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의 열람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의료법에서도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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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률이 정의되어있지 않다.

IV. 국외 의료빅데이터활용관련법률현황

국외에서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효과적인 법률을 지속적으로 재정하고 있다.

2015년 국내 빅데이터 시장 현황을 봤을 때

국내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62.6%로 수준 격

차가 3.3년이 난다고 밝혔다[8]. 이와 같이 현재

국내기술 수준이 국외에 비해 격차가 벌어져

있으며 빅데이터 시장을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

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장에서는 미

국, 영국의 관련 법률을 알아본다.

4.1 미국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 현황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개별 산업 영

역 별로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

정보는 연방법 차원의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Privacy

rule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다[9]. HIPP의 적용

대상으로는 의료보험회사, 의료인, 결제기관 등

에 대하여 적용되며, 위 적용 대상자에 대해 의

료정보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련된 업무를 제공

하는자 역시 적용된다[10]. HIPPA의 정보보호

규정은 “전자, 서류, 구두 등 형태를 불문하고

의료인 등이 보유하거나 전송하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의료정보 일체”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

며 이를 PHI(Protected Health Information)라

고 정의한다[10]. HIPPA 정보보호 규정을 보면

의료인 등은 정보주체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치료, 보험혜택 제공, 법에 의해 요

구되는 경우 등에는 PHI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10]. 또한 16개 종류의 식별인자를 제거

한 상태인 “제한된 정보군”이라는 개념을 정의

하여 연구, 의료 시스템 운영, 공공 의료 목적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10]. HIPPA

는 비식별정보를 별도로 정의하며 비식별정보

의 이용 및 공개에 관하여 규제를 하지 않는다

[10].

4.2 영국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 현황

영국에서 환자의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

3자에게 공개될 수 없으나, 환자가 자신의 정보

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정보공개에 동의를

한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

률상의 의무가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의 공개가

가능하다[11].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처리에만 적용

되며, 비식별 처리된 정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1]. 영국은 의료 정보에 대해서 연구 목적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환자의 동

의가 없어도 환자의 식별 가능 정보를 이용하

여 역학적 연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하

고 있다[11]. 또한 의료, 복지 서비스의 증진, 혹

은 국민 건강 증진의 이유를 위해서는 제 3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표 6]은 국내 관련 법률

과 국외 관련 법률을 비교·분석한 표이다.

[표 6] 의료 빅데이터 관련 국내·외 법률 비교

분류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의료

정보

이용·

제공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제공 가능

연구,

의료 시스템

운영, 공공

의료 목적

등을 위하여

이용가능

환자의 식별

가능 정보를

이용하여

역학적

연구가

가능하며

의료,

복지서비스

의 증진,

국민 건강

증진의

이유를

위해서 제

3자에게

제공 가능

비식

별

정보

의

이용·

제공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

외에는 식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

규제하지

않음

규제하지

않음

[표 6]과 같이 국내법률에 비해 국외법률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료 빅

데이터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추가로,

영국의 경우 의료 정보의 보유기간은 연구 목

적일 경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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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의료

법 개정(안)제시

제 3장과 4장에서는 국내 법률 현황과 해외

법률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내 법률에서는

이용 및 제공 대상, 비식별화 의무, 짧은 보관

기간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의료 빅데이터 활

용을 저해하고 있다.

의료정보는 식별 가능한 데이터가 가치가 높

다는 특징이 있으나,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적

용하면 다른 개인정보보호 사례들과 충돌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2항 4호에서 비식별화 과정을 삭제한다면,

식별화 된 데이터가 필요 없는 연구 및 통계작

성에 사용되어 개인프라이버시보호가 저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관기간을

늘린다면 다른 목적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

되는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수정하기보다는 특별법 의료

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한다. 의료법

은 특별법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정보보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기존 법률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존 법률 문제점 해결 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

보의목적외

이용·제공제한)

2항 4호

비식별화된의료

정보는 가치를

잃을 수 있고,

제공 대상이 한

정적이다.

이용 및 제공대상을

확대하고, 이용및제

공할경우비식별화

를원칙으로하되필

요한경우에는식별화

된데이터도가능하도

록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

보의파기) 1항

의료빅데이터이

용을위한데이터

를장기간보존하

지못한다.

연구·학술·통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데이터의 보존 기간

을연장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 15조(진료기

록부등의보존)

[표 7]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은

[표 8], [표 9]와 같다.

[표 8] 의료법 의료정보 관련 개정(안)

제 N조(의료정보 이용 및 제공)

① 의료기관은 환자의 데이터를 동의 받지 않더

라도 연구·학술·통계 목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집·이용·제공 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은 제 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 할 경

우 비식별화 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학술, 통계목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의 경우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한다.

[표 6]은 본 논문에서 새로 제시하는 개정안이

다. 1항은 기존 법률에서 동의 없이 이용 및

제공 할 수 있는 대상을 ‘연구 및 통계작성’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함으로 확대시켰다. 현행 법률

에서는 연구 및 통계 작성의 목표를 충족하려

면 관련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관련 기관이 아닌

개인, 소규모 단체까지 이용 할 수 있다. 2항은

기존 법률과 동일하게 비식별화를 기본으로 하

되, 전송·보관 과정에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면 식별화 된 데이터도 이용·제

공 할 수 있다.

[표 9] 의료법 시행령 제 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개정(안)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 제2

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연구·학술·통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까지 무기한 연장한

다.

기존의 의료법 시행령 제 15조(진료기록부 등

의 보존)에서 2항을 추가한다. 기존 법률에 따

르면 진료기록부 등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저장 할 수 있고, 계속적인 진료를 위함에

따라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즉, 2년에서 10년까

지의 데이터만 수집이 가능하다.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효과적인 빅데이터에 적용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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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는 법률이다.

추가한 2항은 보관기간을 목적 달성까지 무기

한 연장 할 수 있다. 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 의료법 시행령 제 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

완 할 수 있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료 빅데

이터의 필요성 및 국내·외에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

의 수집, 저장, 활용에 대한 강한 규제로 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

고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수

집, 저장, 활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하므로

의료법에 의료정보의 수집, 저장,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

다.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인 의료법에 개정

(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에 필요한 의료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므로

개인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존

재한다. 본 논문을 통해 의료 정보의 다양한 활

용으로 국내의 의료 빅데이터 시장이 활성화

되어 연구, 학술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며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식별화 된 데이터의 유출 및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인 연구와 더불어 더 많은 국외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활

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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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이버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 및 국가 기관에서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을 검증하고, 국가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표준화된 공통평가기준을 통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안전성

을 평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의 보안요구 사항에 맞는 보안성 검증 제도를 개발·운영하

고 있다. 그에 따라 본 논문은 국내 보안적합성 검증과 선진국의 보안성 검증 제도의 동향을 파

악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와 미국의 보안성 검증

제도인 CSfC 프로그램간의 비교 분석을 진행한 후, 국내 정책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

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선진국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관련 정책의 변화를 분석함으

로써 세계 흐름에 맞는 국내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 정책의 갱신 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정보통신

망의 보안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전 세계를 인터넷망 하

나로 엮는 정보사회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보

통신기술 발전과 맞물려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

보 및 기밀자료 유출,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공

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은 다양한 정

보보호제품을 도입하여 구축,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보안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도입하

기 위해 공인된 제품 안전성 평가 및 인증이

요구되고 있다.

그에 따라 각국은 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을 통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며[2], 추가적으

로 각국의 환경에 맞는 평가 및 인가기준을 통

해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3]. 국내의 경우 IT보안

인증사무국을 중심으로 IT제품을 평가·인증하

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시·도 교육청,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에 도입되는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기능 시험결과서 발급제도를 통하여 국

가·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전

성을 검증하고 있다[4].

본 논문은 2장에서 국내 IT제품 도입정책을

소개하며, 3장에서는 미국의 IT제품 도입정책에

대해 소개한다. 4장에서는 국내·외 정보보호제

품 도입정책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5장에서는

더 나은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결론을 맺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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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정보보호시스템 국가ㆍ공공기관 도입절차[4]

II. 국내 IT제품 도입정책

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을 검증하고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보

호제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필

요로 한다. 따라서 국가ㆍ공공기관 대상으로 안

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정보보호제품 공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서 법에 근거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ㆍ인증 제도 및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2.1 CC 평가ㆍ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제도는「국가정보

화 기본법」제38조 및「국가정보화 기본법 시

행령」제35조에 의거하여 상용 IT제품에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증하는 제도이다. 국제

표준으로 제정하고 국제상호인정협정 (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회원국이 사용하는 공통평가기준 (CC,

Common Criteria) 및 공통평가방법론(CEM,

Common Evaluation Methodology)을 국내 CC

인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론에 공통으로 사

용하고 있다[5]. 현재 CCRA에서 승인한 최신

버전은 CC V3.1 R5 및 CEM V3.1 R5이며, 국

내용 CC인증은 CC V3.1 R2 및 CEM V3.1 R2

를 적용하고 있다[6].

CC평가ㆍ인증 제도는 정보보호제품에 구현된

보안기능이 평가 신청한 평가보증등급 수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함으로써, 도입기관이 보안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보보호제품을 선택할 때 도

움을 주는 것에 제도운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ㆍ공공기관에 정보보호시스템을 납

품하기 위해 해당 제품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을 모두 만족하고, 구현되어있는 모든 보안기능

에 대한 취약점 여부를 검증 받을 경우 주관기

관인 IT보안인증사무국으로부터 국내용 CC인

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2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는 국가ㆍ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전자정부법」제56조 및「공공기록물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의거하여 국

가정보통신망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발생 가

능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검증 제도

이다[4].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ㆍ도 교육청,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정보보호

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시스템 도

입 시 주관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보안적합성 검

증을 신청해야 하며, 도입 기관은 검증결과 발

견된 취약점을 제거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보안적합성 검증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내 IT

제품 도입절차는 Fig.1과 같다. 국가정보원은

도입기관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을 받

은 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보안적합성 검증

에 대한 시험을 의뢰한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는 의뢰받은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자체 검

증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에 제출

한다. 국가정보원은 제출받은 검증 결과를 도입

기관에 통보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도입기관은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한 후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용한다[4].

보안적합성 검증은 자체기준에 따른 시험을

통해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보완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보안수준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이때, 국가정보원에서 승인한 국가용

보안요구 사항을 만족하거나, 국내용 CC인증을

받은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생략가능

하다. 하지만 국제용 CC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

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사항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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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요구사항으로 CC인증을 받았을 수 있고,

CC평가ㆍ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국내 보

안규격에 맞추어 보안적합성 검증을 이수해야

한다[7].

국가정보원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동일

한 제품을 다른 국가ㆍ공공기관에 도입하고자

할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중복에 따른 비

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보안기능

시험결과서' 제도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보안

기능 시험결과서는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의 일

부로써 시험기관이 국가정보원의 검증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 만족 및 구현

여부 등에 대하여 시험결과를 작성한 문서이다

[8]. 이 문서는 신청기관(업체) 보관용 및 도입

기관 제출용으로 구별하여 발행된다. IT제품 개

발업체는 보안기능 시험결과서를 사전에 발부

받을 경우 기존의 보안적합성 검증 대비 시간

효율적으로 제품을 국가ㆍ공공기관에 도입 가

능하다.

III. 미국 IT제품 도입정책

미국 연방정부 및 연방기관, 국가 주요기반시

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미국 국가안보시스템

(NSS, National Security System) 도입에 있어

국가안보시스템위원회(CNSS, 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Systems)의 정책에 따라, 국

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이

인정한 정보보호제품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3.1 CCEVS 평가ㆍ인증

CCEVS(Common Criteria Evaluation and

Validation Scheme)는 미국 국내용 CC인증 스

킴으로써 정보보호제품의 기밀성, 무결성 등 보

안기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는 프로그

램이다[9]. CCEVS 평가ㆍ인증제도는 상용제품

(COTS, Commercial-Off-The-Shelf)을 국가안

보시스템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1차

인증 절차이다. CCEVS 평가ㆍ인증제도를 통하

여 제품을 도입하기 전 보안성을 검증함으로써

상용제품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안전성

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가진다.

CCEVS 평가ㆍ인증제도의 주관기관은 국가

정보보증협회(NIAP, National Information

Assurance Partnership)로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와 NSA가 공동 설립한 미국 CC인

증기관이다. 인증기관은 NIAP에서 개발·승인한

보안규격인 PP(Protection Profile)를 기반으로

제품의 평가ㆍ인증을 수행한다[10].

3.2 CNSSP

미국 연방정부 및 연방기관은 안전성 및 보

안성에 대해 검증 받은 상용정보보호시스템 및

정 부 정 보 보 호 시 스 템 ( G O T S ,

Government-Off-The-Shelf)을 국가안보시스템

에 도입하도록 정책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CNSSP #11은 CNSS의 주체로 상용정보보호시

스템 및 정부정보보호시스템의 정보 보증 획득

을 위한 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상용제품을

국가안보시스템에 도입할 때 적용한다[11]. 해당

정책은 정보 보증 획득 및 정보 보증 인증을

받은 정보보호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 정

책이다. 이때, CNSSP #11의 적용범위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연방정부 및 연방기관,

국가 주요기반시설로 한정한다.

정보 보증 획득 및 정보 보증 인증을 받은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 관련 기능이 보증된 내

용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확인해야하며, 보안평

가가 반복 가능해야하고 테스트 가능한 결과를

산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하는 목적을 가진

다. 이에 따라 도입 절차에 따른 보안요구사항

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책 및 관련 프로세스의

숙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3.3 CSfC 프로그램

CSfC(Commercial Solutions for Classified

Program) 프로그램은 국가안보시스템에 기밀정

보를 취급하는 제품을 도입할 경우 요구되는

보안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이다[12].

이 프로그램은 NSA가 주관하여 상용제품을 국

가안보시스템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CC인증 다

음으로 진행하는 2차 인증 절차이다. 개발업체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508 -



보안적합성 검증 CSfC

주관

기관
국가정보원

NSA

(국가안보국)

신청

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시ㆍ도 교육청,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기관

NSS 운영

도입기관

적용

대상

정보보호제품,

네트워크장비

국가기밀취급용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규격
PP CP, PP

평가

기준
자체 평가 기준

CC인증 및

보안규격 만족 여부

Table. 1. 보안성 검증 제도비교는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국가안보시스템에 사

용될 상용제품을 만들 때, CSfC 검증을 받기

위해 PP 보안규격에 따라 CC인증을 사전에 받

아야한다[13].

CSfC 프로그램의 보안규격으로는

CP(Capability Package)가 사용되며 NSA주체

로 개발·승인되었다. CP는 시스템 군별로

Mobile Access, Campus WLAN, Multi-Site

Connectivity, Data at Rest와 같이 4개의 기능

패키지 세트를 구성하여 대상 제품군의 추가

보안 요구사항 및 환경설정 요구사항을 명시하

였다.

CSfC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제품은 NSA

와 합의각서(MOA)를 체결 후 CSfC 구성 요소

목록에 포함된다. CSfC 구성 요소 목록은 공급

업체가 정부에 제품을 제공할 때 국가안보시스

템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군별로 분

류된 제품의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제공

함에 목적을 가진다.

IV. 정보보호제품 도입정책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국내의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와

미국의 CSfC 프로그램 제도를 비교하여 국내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Table.1은 두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이

다. 비교 항목으로는 주관기관, 신청기관, 적용

대상, 평가기준, 보안규격으로 분류하였다. 비교

결과 미국의 CSfC의 적용대상은 NSS에 도입되

는 기밀취급용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한정한다.

반면 국내의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는 중앙행정

기관에 도입하는 모든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

크장비에 대하여 적합성 검증을 수행한다. IT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거

의 모든 업무가 IT를 활용하고 있는 특징과 사

이버공격이 빈번한 점을 비추어볼 때, CSfC대

비 모든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을 검증하는 보

안적합성 검증 제도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CSfC 제도는 검증된 제품

및 검증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제품

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ㆍ공공기관에는 제품

선택의 정보를,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는 평가

기준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안기능 시험결과서 및 검증된 제품을 공개한

다면 보다 나은 검증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안규격 항목에서 보안적합성 검증 제

도는 PP만을 보안규격으로 가지고 있으나, 미

국은 CSfC 프로그램의 솔루션으로 활용되는

CP를 별도로 개발하여 보안규격으로 사용한다.

CP의 구성요소는 PP의 보안요구사항에 충족되

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보안규격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검증

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보안요구

사항에 적합한 독자적인 보안규격을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평가기준 항목에서 미국 제도는

보안규격 기준인 CP와 PP를 공개 및 표준화하

여 사용함으로써 공정성 및 보안성 향상을 꾀

하고 있다.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에서 사용 중

인 자체 검증기준도 표준화하여 사용한다면 보

다 나은 보안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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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V. 결론

전 세계적으로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보안성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표준화된 공통평가기준

에 국한되지 않고 각 국마다 환경에 맞는 추가

적인 보안성 검증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의 보안적합성 검

증 제도와 미국의 보안성 검증 제도인 CSfC 프

로그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보안적

합성 검증 제도의 적용대상은 미국의 CSfC와

달리 기밀정보 취급과 비기밀정보 취급 정보보

호제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에 도

입되는 모든 제품을 검증하므로 전반적으로 모

든 주요 행정기관의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안기능 시험결과서의 검증된

제품 공개와, 국내 보안요구사항에 적합한 독자

적이고 체계적인 보안규격을 표준화하고 투명

하게 공개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 도입

기관 및 개발업체, 관련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한다면 더 명확하고 완전한 보안 규

격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안 규격이

표준화되면 보안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소요 비용 및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완전한 보안 규격

을 통해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장기적

으로는 국가정보통신망의 보안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선진국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관련 정책

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보안

적합성 검증 제도 정책을 갱신하고, 필요시 검

증 방안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체계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안적합성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 각국의 보안성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비교ㆍ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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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UAV(Unmanned Aerial Vehicle)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자동/반자동으

로 비행하는 항공기이다. 드론(Drone)으로 불리

기도 한다[1]. UAV는 군사 목적으로 연구되고

UAV 편대를 위한 그룹 리더 기반의
효율적인 보안 그룹 관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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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fficient Secure Group Managemen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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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UAV(Unmanned Aerial Vehicle) 편대를 위한 그룹 리더 기반의 효율적인 보안 그

룹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UAV 편대 비행을 위한 그룹키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함으로써

UAV 편대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UAV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먼저 UAV

편대의 각 리더는 멤버들의 공개키를 소유한다. 그룹의 가입/해제 절차에서 리더들 간의 통신을

통해 멤버들의 공개키를 전송한다. 최종 그룹의 리더는 수집한 공개키를 이용하여 세션키를 생

성한다. 이후 전송 대상의 세션키 정보를 제외하고 각각의 그룹 매칭키를 생성한다 이 그룹 매

칭키는 전송 대상에게 전송이 된 후 수신한 대상은 자신의 세션키를 포함하여 그룹키를 생성한

다. 결과적으로 그룹의 리더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비교하여, 그룹키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연

산량 및 전송 비용을 감소시킨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secure group management scheme using group leader for

UAV squadron. By proposing a scheme for generating a group key for UAV squadron, the

UAV resources can be efficiently used and maintain the security of UAV squadrons. First,

the members’ public keys are transmitted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the leaders in the

group join/leave procedure. The leader of the last group generates the session key using the

collected public keys. Then, each group matching key for members is generated excluding

the session key information of the transmission object. After the group matching key is

transmitted to the members, the members generate a group key including its own session

key. Compared to the existing scheme, it reduces the computation & transmission cost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group key.

Keywords: UAV, Squadron, Group key management, Diffie-Hellman key exchange,

Elliptic-curve cryptography, Elliptic-curve Diffie-Hel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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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민간 분야로 확대 되

었다. 감시용, 연구개발용, 촬영용, 물류용, 통신

용등 다양하게 연구, 개발 및 활용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UAV 산업에 뛰어들고 있

다. 아마존은 2016년 12월 14일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UAV를 이용한 물류 배송에 성공했다

[2]. UAV의 단일 개체의 활용에서 더 나아가

UAV 편대를 이용하면 여러 이점들이 있다. 정

찰의 임무에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수

집 할 수 있다. 물류 배송에서도 편대의 멤버들

에게 물류의 무게가 분산되기 때문에 더 무거

운 물류를 운송 할 수 있다. 또한 물류의 형태

가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거나 단일 UAV로 운

송하기 힘든 형태라면 UAV 편대를 이용하여

운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UAV 편대를 관리하

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법들이 필요하다. 보안

이 취약한 UAV 편대는 보안 취약 구간/지역에

서 다수의 UAV가 공격 타겟이 되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UAV 편대의 유연한 변형

과 빈번한 멤버교체에서 발생하는 자원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입/해제 절차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UAV 편대를 위한 그룹 리더

기반의 효율적인 보안 그룹 관리 기법을 제안

한다. 그룹의 가입 및 해제 절차가 그룹 리더에

의해서 중앙 집중형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그룹

노드들의 직접 교환으로 갱신하는 분산형보다

키 교환 비용 및 그룹키 갱신 횟수가 감소한다.

이는 UAV 편대의 효율적인 비행과 보안 그룹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II. 보안 그룹 관리 기법

2.1 Diffie-Hellman Key Exchange with ECC

그룹 관리는 효율적인 가입/해제 방법과 그

룹 형성 후의 안정성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룹 내에서의 보

안은 그룹키를 이용한 암호화를 통해 이루어

진다. 그룹키와 같은 보안 장치가 없다면 누구

나 정보를 가로채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송 할

수 있다. UAV 통신은 무선을 기반으로하기 때

문에 스니핑과 같은 무선 환경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공격에 취약하다[3].

본 논문에서는 UAV 편대의 리더를 통한 효

율적인 보안 그룹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먼저

보안의 측면에서 공개키 교환을 위한 Diffie-He

llman 키 교환을 적용한다[4]. 두 번째로 그룹키

를 생성하기 위해 Elliptic-Curve Cryptography

(ECC)를 사용한다[5]. Diffie-Hellman 키 교환

은 암호키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암호화 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통해 공통의 비밀키를 공유하

는 방법이다[6].

2.2 Proposed Scheme

이 장에서는 UAV 편대의 보안 그룹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UAV 편대의 가입/해제 절차

에서 단순하게 단일 개체 단위의 가입/해제의

반복 형태로 진행되면 전송 자원의 낭비와 키

갱신에 대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

제는 자원이 제한된 UAV 환경에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AV 편대는 그룹 관리가

필요하며 보안 그룹 관리에는 그룹키가 필요하

다. 따라서 UAV 환경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룹 관리

기법이 필요하다.

Fig. 1. Join Procedure of UAV Squadrons

Fig. 1은 둘 이상의 멤버를 가진 그룹들이

가입을 요청하는 절차를 보여준다. 자세한 절차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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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그룹의 리더(A, B, E)는 각 그룹 멤버의

공개키 전송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리더 간 공

개키 교환 절차를 진행한다.

2. 그룹1의 리더 A에게 가입 요청을 보낸 리더

B와 E는 각 멤버와 자신의 공개키를 A에게 전

송한다.

3. 가입 요청을 받은 리더 A는 가입 요청을 보

낸 리더 B와 E에게 자신의 공개키를 전송하고,

B와 E는 수신한 공개키를 그룹의 멤버에게 브

로드캐스팅한다. 공개키 교환 절차가 완료된

후, 세션키 KS가 생성된다. 세션키는 KG 생성

이전에 수신된 가입 요청에 대해서만 생성되며,

이 때 생성되는 세션키의 수는 멤버의 수에 비

례한다.

4. 그룹 매칭키를 생성하는 단계에서도 멤버 수

에 따라 각 대상의 세션키가 제외된 그룹 매

칭키가 생성된다. 그 후 각 멤버에 해당하는 그

룹 매칭키를 전송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룹

멤버의 매칭키가 각각 생성되어 모든 멤버에게

전송된다.

5. 그룹의 각 멤버는 수신한 그룹 매칭키에 자

신의 세션키 KS를 포함하여 그룹키를 생성한다.

보안을 위해 매칭키 수신 응답 메시지를 통해

모든 그룹 매칭키가 올바르게 전송되었는지 확

인 후 이전의 그룹키를 삭제한다.

Fig. 2. Leave Procedure of UAV Squadrons

Fig. 2는 4개의 UAV로 구성된 UAV 편대가

해제되는 절차를 보여준다. 초기에 A, B, C, D

로 이루어진 그룹이 A와 B, C, D로 나누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해제될 그룹의 리더는 B이

며 멤버는 C, D이다. B가 A에게 해제 요청을

보내고 A는 B에게 C, D의 공개키를 전송한다.

이후 가입 절차와 동일하게 각각 의 그룹키를

갱신한다.

가입 절차와 다른 점은 현재 그룹의 리더가

분리될 그룹 멤버들의 공개키를 해당 그룹의

리더가 될 멤버에게 전송한다. 그 후 2개로 분

리된 편대는 각 그룹키를 갱신한다.

Fig. 3. Join Scenario of UAV Squadrons

Fig. 4. Leave Scenario of UAV Squadrons

Fig. 3과 Fig. 4에서 UAV 그룹의 리더를 G

C(Group Controller)로 표현하였다. Fig. 3은 각

각 다른 그룹의 UAV들이 결합되는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Fig. 4는 UAV 편대에서 일부 그룹이

분리되는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일반적인 가입/해제 절차의 데이터 전송 비

용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룹이 새로 추가 될 때 그룹 단위가 아닌,

UAV가 하나씩 추가되는 경우, 데이터 전송 횟

수는 식(1)과 동일하다. 그러나 기존 그룹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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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경우, 제안된 절차를 적용한 가입/해제

의 데이터 전송 비용은 식(2), (3)과 같이 표현

된다.

Table 1. Notation used in the Equation

식(2)는 여러 그룹의 가입 요청을 고려하여

일반화를 한 수식이다. 해제 절차를 고려한 기

존 그룹과 해제 그룹의 데이터 전송 횟수는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III. 성능평가

이 장에서는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다. UAV 환경에서 전송 빈도, 연산 복잡도와

같이 배터리를 소모하는 요소는 비행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 되었다.

먼저 UAV 편대의 그룹이 증가하는 환경에

서 자원 관리 성능의 관점에서 기존 기법과 제

안된 기법의 전송 시간을 비교하여 평가된다.

두 번째는 그룹 생성 시제안된 기법의 그룹

키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빈도를 비교하

여 자원 관리 성능을 평가한다.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하에 수행되었다[7]. 가입 절차에

서 기존 그룹의 UAV의 수 nbase는 4로 설정하

고, 해제 절차에서는 33으로, 가입/해제 요청을

보내는 그룹의 UAV의 수 nnew는 3으로 설정했

다.

Fig. 5. Evaluation of Transmission Times

Fig. 6. Evaluation of Group Key Generation

Time

Fig. 5는 그룹의 가입/해제 절차를 진행할

때의 송신 횟수를 보여준다. 그룹의 리더를 사

용하지 않으면 가입 절차는 단일 개체 단위로

진행되며, 이미 그룹에 속해 있는 개체의 경우

기존 그룹에서 탈퇴 후 가입하는 과정을 거쳐

야 한다. 따라서 기존 기법과 개선된 기법은 전

송 휫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Fig. 6는 그룹키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

교한 그래프이다. 제안한 기법의 경우, 그룹의

리더는 전체 그룹에서 자신을 제외한 수 만큼

의 매칭키를 생성한다. 기존 기법은 UAV 한

대가 가입 될 때 마다 키를 갱신해야 한다. 따

라서 그룹이 4개일 때 추가되는 상황부터 차이

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Name Explanation
Nmessages Total number of data Transmissions
ng Number of UAV Groups
nbase Number of UAV in base groups
nnew Number of UAV in new groups
nleave Number of UAV in leave groups

1 1 2

1 (j 1) 1
2

g new base new

base new

n n i n n

messages new
i j n n k

N j n k
- * + - -

= = + - =

æ ö
= + +ç ÷

è ø
å å å (1)

( )
1

1
1 3

gn

messages base newi
i

N n n
-

=

= - + *å (2)

( )
1 1

1 1
( ) 1 3 1

g gn n

messages base leavei leavei
i i

N n n n
- -

= =

= - - + * -å 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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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최근 몇 년 동안 UAV에 대한 연구 및 개

발, 이에 따른 활용 방안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인텔의 퍼포먼스와, 평창 올림픽등

UAV 단일 개체의 활용을 넘어선 UAV 편대의

활용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UAV 편

대의 활용이 기대된다. 하지만 UAV 편대를 관

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UAV(Unmanned Aerial Vehicl

e) 편대를 위한 그룹 리더 기반의 효율적인 보

안 그룹 관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

은 연산량과 전송 비용 그리고 보안의 관점을

고려하였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그룹의 리더를

지정하여, 지정된 그룹의 리더들은 멤버들의 공

개키를 소유하고 있다. 편대의 변형을 위한 가

입/해제 절차 후 갱신된 그룹키를 사용하므로

보안이 적용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리

더들 간의 통신으로 공개키를 교환하여, 그룹의

모든 UAV와 통신하여 그룹을 형성하는 기법보

다 연산량 및 전송 비용의 효율을 높였다. 추후

에는 Key table을 이용하여 연산량과 전송 비

용을 더 감소시켜 UAV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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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보화 시대 각 개인의 정보는 회사의 사내  

홈페이지에서 부터 쇼핑몰 통신사에 이르기까, 
지 여러 서버에 저장되어있다 개인은 기업이 .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
하며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마케팅 고객관리 , 
등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 제공. 
에 따른 순기능이 있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 
인한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다 나라지표. e-

에 의하면 년 개인정보 침해신고 (2018) 2000
상담건수는 건 이었으나 년 상담건수2,035 2017
는 이보다 약 배 증가한 건으로 증가50 105,122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년 만. 2012 KT 1,200
명 년 국토교통부 만명 년 인, 2014 2,000 , 2016
터파크 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들1,120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 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ICT
(IITP-2018-2015-0-00403)

이 발생해 기업의 이미지하락 법적보상비용, , 
사고대처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이라는 결과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사고에 대한 예방 . 
및 사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1]

이에 본 논문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  
는 경우 모델에 기반해 기업의 손실금액을 FAIR
추산하고자 한다 모델의 요소인 . FAIR

간접 손실Secondary Loss Magnitude(SLM, )
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법적보상비용 산출은 
정보 유출인원 수 대비 몇 퍼센트의 인원이 피
해보상을 청구할 것인지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과거의 자료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유, 
의미한 수치를 찾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정규성 검정 및 검정을 통하t-
여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을 산출할 지 제SLM
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이와 같은 방법은 . 
앞으로의 산출결과에 또 하나의 근거로써 SLM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와 개인정보 2

에 기반한 기업 정보유출사고시 발생하는 FAIR
법적배상비용의 통계적 검정을 통한 산출

최상원* 유영인, ** 이경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통번역학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Estimation for legal compensation costs based on FAIR under 
information leakage accident of company by statistical test 

Sang-Won Choi*, Young-In You**, Kyung-Ho Lee**

*Department of arabic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H ankuk U 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Cyber Security & Privacy (ICSP), Korea U niversity

요 약                                         
 각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사는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개인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기업을 상대로 한 고객
들의 피해보상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실무자는 이에 대비해 예상 피해금액을 산출해야한다 이때 신뢰. . 
할 수 있는 수치를 통한 산출은 기업의 자본 유동성과 발전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고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피해금액의 한 축인 법적배상비용 산출방식을 및 통계적 검정에 기반해 제시하고자 한다FAIR . 
구체적으로 과거 개인정보유출사고의 실제 배상 판 결액과 이에 대한 평균값 및 소송인원 비율 등을 기반으로 , 

검정을 수행하여 실효적인 법적 배상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개인정Shapiro-wilk, t- . 
보유출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소송청구비율과 배상액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 가능한 의료 금융 등 여러 분야의 사후대책 수립과 해당 계획에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 
기대한다. 

Keywords:FAIR, Statistical test, Secondary Loss Magnitude, Legal compens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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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피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장에. 3
서는 방법론과 본고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FAIR 
설명하고자 한다 장에서는 실제 기업의 개인. 4
정보 유출사건을 본고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분석해 해당 기업의 예상 피해금액을 산출해보
고자 한다 장에서는 본 논문이 가지는 의의. 5 ,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장에서는 본 논6 , 7

문의 한계점을 서술한다.

선행연구.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2 , " "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
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 [2].

은 기업의 정보유출 사 Gordon & Loeb(2006)
건이 발생 시 초래되는 피해발생 비용을 직간·
접비용 명시적잠재 적 비용으로 나누어 손실, , 
금액 산출에 정형화 된 틀을 제시하였다[3].
임규건 외 은 개인 기업 국가를 기준 (2018) , ,  

으로 가지 모델 실거래 평균값 기반 개인인식4 ( , 
가치 기반 보상금액 기반타  국가 기반산출 , , 
방식 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
해를 산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각 모델에 . 
따라 피해 산출 금액이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4].

유진호 외는  (2009) Gordon & Loeb(2006) 
의 손실비용 산출모형과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정보유출사고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비용을 산
출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 
에서는 인당 손해배상금 산출을 위한 파라미'1' 
터가 주소정보 만원 정보 만원 금융정10 , ID 20 , 
보 만원으로 제시되었다30 [5].
김정규 외 는 방법론을 통해 기 (2017) FAIR  

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기업의 손해규
모를 산출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위험. FAIR  
산출 과정에 대해 전 반적으로 가이드한 것이 
특징이다[6].
본고는 위와 같이 방법론을 통해 기업의  FAIR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손해규모를 산출하
지만 장에서 설명할 의 모든 요소를 고, 3 FAIR
려하기 보다는 에 초점을 맞추어 법적배상SLM

비용 산출에 있어 본고에서 제안하는 통계적 
검정으로 보다 정밀한 결과를 도출하려한다. 

연구방법.Ⅲ
해당 연구는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 FAIR 

으며 간접 손실 의 한 요소인 법적보상비용 SLM( )
산출 부분에 대한 구체화된 제안이다.

방법론 설명3.1 FAIR 
방법론은 위험발생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 FAIR 

을 세분화해 분석하며 이를 정성 정량적으로 분, 
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론이다 이는 . 

표준문서에 제시된 위험ISO/IEC 27000-series 
분석 방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피해규모 산정에 
사용된다[7]. 

방법론을 통한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다 FAIR .
단계 조직의 중요자산 자산에 손실을 줄 수 1 : , 

있는 위협원 식별 및 시나리오 구성.
단계 위협능력2 : TCAP(Threat Capability, ), 

자산 방어력 을 통한 RS(Resistance Strength, )
취약성 산출 이후 VUL(Vulnerability, ) , 

위협빈도 와 TEF(Threat Event Frequency, ) VUL
을 통한 SLEF(Secondary Loss Event 

간접손실빈도Frequency, )/(P)LEF(Primary Loss 
직접손실빈도 산출Event Frequency, ) . 

단계 직접피해3 : PLM(Primary Loss Magnitude, 
액 간접피해), SLM(Secondary Loss Magnitude, 
액 산출) .
단계 과 를 통한 4 : PLM (P)LEF PR(Primary Risk,

직접손실위험 산출 와 을 통한 ) , SLEF SLM
간접손실위험 산출SR(Secondary Risk, ) .

단계 과 을 통한 전체5 : PR SR OR(Overall Risk, 
위험 산출) .

분석 단계는 위와 같이 총 단계로 이루 FAIR 5
어져있으며 각각의 요소는 수준에 따라 개의 5
Rank(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로 이루어져있다 각 요소의 는 하위High) . Rank
요소간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Rank . , 
그림 와 같이 산출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 2] PR

과 를 기반으로 을 구성해 산출PLM (P)LEF Table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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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은 그림 산 [ 1], Rank 
출 방식은 그림 와 같다 해당 그림은 본 고에[ 2] . 
서 제안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안된 과정. 
은 절에서 구체화된다3.2 .

그림 및 본고에서 제안하는 방법[ 1] FAIR process .

그림 요소 산출 [ 2] FAIR Table.
  

본고에서 제안하는 방법3.2 
어떠한 수치에 대해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가설 

검정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 이를 기반으
로 예측을 진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본이 . 
소표본 개 미만 일 경우 검정을 통해 우리가 (30 ) t-
사용하려고 하는 수치 귀무가설 하 모평균 가 통( )
계적으로 유의미 한지 알아본다 본 논문에서는 . 
피해인원 대비 소송청구인원 및 청구 금액을 과
거의 사례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으로 
산출해 법적배상비용을 산출하려한다 가설검정. 
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유의수준 에서 검정을 진행한다( 95% .)
단계 유의수준 귀무가설 및 대립가설 설정1 : , 
단계 검정통계량 설정2 : 

단계 기각역 설정3 : 
단계 검정통계량 계산4 : 
단계 통계적 의사결정5 : 

귀무가설 하 모평균은 과거 수치에 기반해 주장 
하며 실제 수집된 자료의 평균을 통해 설정된 , 
모평균 값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지 알기 위해 

검정을 실시한다 검정의 검정통계량은 다음의 t- . t-
식으로 계산된다.

                  !"#$%&#'

#()*+                   (1)

(#( 표본평균 = , *+ 귀무가설 하 모평균 = , 
 ' 표본의 수 = , $ 표본표준편차 = ) 

또한 표본평균 표본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표본의갯수

,
-

'

.-번째표본의소송비율/0인당배상액1
         (2)

$"&
#

#표본의갯수)0

,
-

'

.-번째표본의소송비율/0인당배상액)#(1
   (3)

유의수준이 이므로 계산된 검정통계량의  95%
유의확률 이 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p-value) 0.05
기각하고 보다 작으면 대립가설을 채택한다0.05 . 
본 논문에서는 제시된 수치의 크고 작음을 검정 

하는 것이 아닌 옳고 그름을 검정하기에 양측검
정을 실시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검정이 . t-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실행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정규성 검정이 선행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정규성 검정은 프로그램의 로  R Shapiro-wilk test

진행된다 유의수준은 귀무가설은  소송청. 95%, ’
구비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로 설정되며 유의.‘ 
확률 이 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p-value) 0.05
하지 않고 보다 작으면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0.05
방식으로 검정이 시행된다. 
이후 다음과 같이 법적배상비용을 산출한다 .

법적배상비용"소송비율×유출인원×0인당배상금액  (4)

P
L
M

VH M H VH VH VH
H L M H VH VH
M VL L M H VH
L VL VL L M H
VL VL VL VL L M

PR VL L M H VH
(P)L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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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통한 기업의 손실 . FAIR Ⅳ
규모 산출
본고에서 방법론으로 분석할 사례는  FAIR 

년 월 일 중국해커의 공격으로 만 2011 7 21 3500
회원들의 정보가 유출된 커뮤니케이션즈 이SK (
하 컴즈 의 사례이다 사고가 발생된 직후 분‘SK ’) . 
석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므로 소송비율 인당 실, 1
제 배상액은 년 월 일 이전 자료를 바2011 7 21
탕으로 한다 또한 각 의 구성은 . table FAIR – 

을 참고하였으며 아래 ISO/IEC 27005 Cookbook
에 적힌 는 Fig.2 Rank 김정규 외 의 논문과 (2017)

같이해 그 이후의 단계인 계산부터 실시한SLM
다 아래 그림 은 및 . [ 3] FAIR process 김정규 외

의 논문에서 평가한 요소의 와 향후 (2017) Rank
산출할 요소이다.

그림 내부 향후 산출 및 사전 [ 3] FAIR process 
설정 요소 구분

산출4.1 SLM 
산출시 법적배상비용을 통계적 검정으로 SLM 

산출해본다 년 이전 소송이 발생한 정보유. 2011
출 사고의 목록은 아래 표 과 같다[ 1] .

표 년 이전 정보유출 사고 목록[ 1] 2011

 
수치의 검정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검정을 사 t-

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 Shapiro-Wilk 
로 자료의 정규성 검정을 해야 한다 소송청test . 

구비율에 대한 검정결과는 유의확률이 으0.3613
로 유의수준 보다 크므로 정규성을 띈다고 (0.05)
할 수 있다 인당 청구액에 대한 정규성 검정결. 1
과 또한 유의확률이 로 유의수준보다 크0.1492
므로 정규성을 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치 계산에 사용될 자료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지에 대한 검정을 실시t-
한다 소송청구비율의 평균값은 소수점 셋. 1.17%(
째자리 반올림 이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 . 
다. 

소송청구비율은 이다H0: 1,17%
소송청구비율은 이 아니다 H1: 1.17%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이다 유의 확률 t- 0.3437 . 

이 유의수준보다 높아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으
므로 소송청구비율은 로 설정할 수 있다1.17% .

인당 실제보상액은 피고 승소의 경우 원이  1 0
되므로 실제 판결액과 평균값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존재한다 이에 평균값 원이 아닌 중. 58000
간 값인 만원을 인당 실제 보상액으로 설정10 1
해 가설검정을 진행한다.

인당 실제배상액은 만원이다H0: 1 10 .
인당 실제배상액은 만원이 아니다H1: 1 10 .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이다 유의확률 t- 0.2586 . 
이 유의수준보다 높아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으
므로 인당 실제배상액은 만원으로 설정할 수 1 10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배상비용을 계산하면  3500

만 명의 인 명 이 소송을 진행한다1.17% 595,000
고 가정 할 수 있다 또한 각 개인에게 만원을 . 10
배상해야함을 가정하면 법적배상비용은 억으595
로 산출됨을 알 수 있다. 김정규 외 의 논(2017)
문에서는 단순 가정으로 소송 참여 비율을 로 2%
설정해 손해배상비용을 억  원으로 추산하였1400

년도 회사명
피해
인원
명( )

소송청
구인원

명( )

소송청
구비율

인당 1
실제 

배상액
2005
[8]

엔씨
소프트

만54 만1.06 1.97% 원0

2006
[9]

국민
은행

만3.2 만0.1 3.17% 만원20

2008
[10]

GS
칼텍스

1151
만

만1.15 0.1% 원0

2008
[11]

옥션
1081
만

만14.6 1.35% 원0

2008
[12]

엘지
텔레콤

만780
0.027

만8
0.003
%

만원5

2008
[13]

하나로
텔레콤

만600 만2.3 0.38% 만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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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본 고의 추 산 값과 약 배 차이가 난다2.5 . 
의 타  요소는 개인정보보호 협회의 년 SLM 2013

보고서에 따라 홍보비용 약 억 매출감소로 인36 , 
한 손해 억 으로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61 . 
에 따라 최종 적으로 은 약 억 으로 산출SLM 692
할 수 있으며 등 급은 표 와 같이 로 SLM [ 2] VH
설정할 수 있다.

표 등급 측정 [ 2] SLM Table

산출 및 최종손해금액 산출 4.2 PR, SR, OR 
은 와 으로 산출한다 가  PR (P)LEF PLM . (P)LEF

이고 이 이므로 은 로 측정된다M PLM VH PR VH . 
은 와 으로 산출하며 가 SR SLEF SLM SLEF M, 

이 이므로 이다SLM VH VH .
은 과 의 결과로 산출하며 각각의 요 OR PR SR

소가 이므로 또한 표 과 같이 로 VH OR [ 3] VH
산출된다.

표 등급 측정 [ 3] PR Table

최종손해금액은 억 억 에 각 PLM(107 ), SLM(692 )
각 구간을 곱 해 산출한다(P)LEF(M), SLEF(M) . 

가 최 소최 대 구간을 설정하므로 (P)LEF, SLEF , 
최종손해금액도 최 소최 대 범 위를 설정한다 결, . 
과 값은 아래 표 와 같다[ 4] .

표 [ 4] 최종 손실 금액 산출 구간

지금까지 방법론을 통해특히  의 법 FAIR , SLM
정배상비용을 구체화하며 기업의 정보유출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금액을 측정해보았다 각 . 
기업의 실무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 유
출 사고발생 시 손해금액을 측정하고 향후 대책
을 수립할 수 있다.  

본고의 의의. Ⅴ
본고에서 제시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 

진다 첫 째 본고의 방식은 정보유출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분야 의료 금융통 신상거래( , , , , 
공문서 에서 사용될 수 있다 어느 영역에서든 ) . 
과거의 자료를 통해 사후 대책 수립 시 유의미한 
수치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보안 실무자가 사후 대책을 수립할  , 

경우 이전의 방식보다 신뢰 성 있는 수치를 산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에 의한 자료보다 통계. 
적으로 검정된 자료는 자료에 신뢰성을 주기 때
문이다. 
셋째 한국의 기업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 

국가의 기업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법과 이에 대한 법의식이 다른 국가에서는 본고
에서 산출된 수치가 다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 
유의미한 값을 찾기 위해선 본고에서 제시된 방
식을 사용할 수 있다. 

결론 및 향후 연구. Ⅵ
본고는 방법론에 기반하여 실제 기업의 사 FAIR

례를 통해 의 법적배상비용 산출 방식을 구SLM
체화하였다 구체화에 과정에서 유의미한 값을 . 
산출하기 위해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여타 . 

요소와 달 리 법적배상비용은 실제소송인원FAIR , 
이 유출인원 대비 몇  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할지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기에 본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찾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은 여러 분야의 정보유 

출사고 발생 시 사후대책 수립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개인이 느끼는 개인. 
정보의 유출의 심각성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 
면 카드  회사 은행 같은 금융 분야의 정보유출, 

등급 최솟값 만원( ) 최댓값만원( )
Very High(VH) 1,000,000 -
High(H) 100,000 999,999

Moderate(M) 10,000 99,999
Low(L) 1,000 9,999

Very Low(VL) 0 999

P
L
M

VH M H VH VH VH
H L M H VH VH
M VL L M H VH
L VL VL L M H
VL VL VL VL L M

PR VL L M H VH
(P)LEF

Risk type Frequency Min Loss Max Loss

Primary 0.3~0.7 억32.1 억74.9

Secondary 0.3~0.7 억207.6 억484.4

Total 억239.7 억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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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
처할 수 있으나 타  분야에서는 소극적인 대처를 
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비율 추산에 . 
대해 사회심리학적 접근도 필 요하다 이와 더불. 
어 외국사례분석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한계점. Ⅶ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 이외에도 본 논문은 다 

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첫 째 표본의 부족. , 
으로 통계의 검정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 
급한 것처럼 본 논문에 사용된 표본은 컴즈 SK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례특히  법적 분쟁이 , 
발생한 사례만을 적용하였기에 개의 사례만을 6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더욱 더  많은 인원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저장
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 
묻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이에 향후 더  많은 . 
사례를 분석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둘째 실제 최종 판결의 법적배상비용 원 과 본  , (0 )

고에서 산출한 법적배상 비용억  원 의 차이(595 )
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본 논문. 
과 같이 예상피해금액을 산출하고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산출된 금액만큼 기업의 자본 . 
유동성이 감 소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판결까지
의 기간 동안 기업의 향후 발전 대책수립에 악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실제 배상 판결이 . 
난 기업의 사례와 배상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의 
사례를 법적요건을 고려해 분석하며 해당 결과, 
를 본고와 결합해 법적으로도 타 당성 있는 수치
를 산출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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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In the last decade, organizational and

industrial cyber systems were being targeted

by complex, sophisticated, persistent and

stealthy attacks; known as advance persistent

threats (APT). These attacks are specifically

embattled for an organizational cyber

systems, with an aim of being undetected,

persistent and being stealthy. APT attackers

are known to be highly skilled, well-funded

and practice a variety of complex intrusion

techniques using undisclosed vulnerabilities

and attack methods; which makes the

detection difficult for conventional intrusion

detection systems at network or host level.

Conventional Intrusion dete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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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ly on the signatures or the behaviors

of previously known malwares and

systematically neglect the unpredictable

nature of APTs; which involves the human

factor in its execution phase and thus making

conventional IDS unfit for such intrusion

detections.

Although APTs are target specific and

engineered enough to be unique in their

nature but they follow an identical kill-chain

or attack strategy to achieve their goals

[reference]. The kill-chain model categories it

into reconnaissance, weaponization, delivery,

exploitation, installation, C2 and action attack

phases. There is a dire need to introduce

new strategy in intrusion detection systems

to make the APT detection more accurate

and reliable.

In this research, we have tried to mitigate

the limitations of current intrusion detection

techniques by integrating host and network

level intrusion detection systems and adopting

whitelisting technique to filter Benjamin

activities in the kill-chain model by

introducing novel security breach events. Our

major contributions are: 1) novel anomaly

Towards the Advance Persistent Threat’ Detection Events**

Sami Ullah†, and Heekuck Oh‡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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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Persistent Threats (APT) are well-known to be undetectable, persistent and

stealthy in their nature. In conventional Intrusion Detection Systems (IDS), detection method

are based on signatures, patterns or behavioral models of previously known malwares;

which makes IDS unfit for APT problem, as APTs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dodge and

bypass these detection systems. In this research work, we model the APT nature by

kill-chain model and introduce novel anomaly events; captured during APT kill-chain

process. Using these events with the crafted whitelisting technique, we can detect APT

during its operational duration. Our approach i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techniques;

which makes it an interesting field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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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events specifically related to APT

behavior. 2) A strategic detection model to

detect suspicious activities (in an APT life

cycle); with a whitelisting approach.

The rest of the paper is organized into

following sections. 2) Related work 3) APT

life-cycle 4) Novel anomaly events 5)

Proposed detection model 6) Conclusion

II. Related Work

To comprehend with the APT, various

types of techniques in different domains have

been researched but most of them end up

relying on the same intrusion detection

systems, which have failed previously. [3]

Deduces a new kill-chain model from the

well-known Lockheed Martin kill-chain and

Mandiant Attack lifecycle and defines

combined sub-states based on activity layer

(network layer or host layer etc.). Then he

applies this kill-chain to track the activity of

an APT but the problem is using the

security events generated by conventional

SIEMs. A mathematical model using machine

learning to depict malicious activities has

been presented in [3] but their model

parameters are memory usage, files in system

folder etc. which are not the features of an

APT. Paper [3] researched long lived nature

of attack campaigns and presented a model to

track the flow in different stages of an APT;

while relying on the logs of current intrusion

detection systems for each stage. [4]

Proposed an APT detection model by using

multiple known intrusion detection techniques

and then correlating their results to pin-point

an APT attack. But there is no practical

thoughts about which reliable and efficient

methods to use for detection.

The research work in [1] has analyzed 22

unique APT technical reports and defined the

malicious events or techniques used in each

phase of attack. Authors has introduced a

more realistic and practical nature of an

APT, which seemed to be missed by other

researchers. In the light of [1], the previous

papers were treating APT like a malware of

botnet [reference]; which is not true.

III. APT life-cycle

To understand an APT, we must consider

a hacker’s deliberate strategy to breach into

an organizational cyber space. Martin

kill-Chain [reference] attempts to classify an

APT attack into seven phases to presents a

general theoretical framework of an APT

activity and many APT detection models

follow it to generate an APT alert.

Mandiant [reference] proposed another

framework for an APT activity lifecycle,

which is based on the analysis of known

APT campaigns and more realistic for IDS. It

compromises of eight phases: (1) initial

reconnaissance, (2) initial compromise, (3)

establish foothold, (4) escalate privileges, (5)

internal reconnaissance, (6) move laterally, (7)

maintain presence and (8) complete mission.

In this framework, phases from 4-7 are

expected to be a repeated activity; to

maintain persistence in the targeted

organization. Both of these models show the

diverse scope of an APT attack.

Our research scope is intrusion detection

systems, so we focus only those phases

which are critical to activities within the

organizational cyber space. With our

understanding of an APT, we classify it into

following five stages based on unique

characteristics with novel detection events.

3.1 Reconnaissance:

The first thing to compromise an

organization is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the cyber infrastructure of tha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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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called reconnaissance (recon). Recon

may be attempted externally: outside the

network, or internally: inside the network but

it follows the same pattern. Hackers attempt

port scanning to know the running services

and their version information for custom

payload generation, and ping scan to know

the running hosts.

3.2 Delivery

In this stage, attacker tries to deliver the

dropper or payload through phishing,

water-hole attacks, doc/pdf exploits, an

infected autonomous USB (bad USB or

rubber ducky etc.), a rogue Wi-Fi or any

other possible way unknown to us. In each

method of delivery, the overall purpose is to

deliver the executable and execute it as well

before the host application (exploit case) is

closed.

3.3 Execution & Persistence

After the delivery phase, execution phase

varies depending upon the delivery. If the

delivery is C2, it will try to make it

persistent by adding it to startup jobs, or

registry, or infecting the specific ELF/PE

files (to be less noisy). If delivery is a

dropper, it will download C2 or recon tool for

further control. If the delivery is a recon tool,

it may try communicating with the local

workstations. It may be acting as server for

local network by opening some listening

ports. In the execution phase, APT try their

best to be silent by using Benjamin calls or

applications.

3.4 Lateral Movement

Lateral movement may be for persistence

or further recon. APTs achieve it by

collecting the network passwords, local

credentials using obfuscated hashing tools,

Remote Desktop Protocol (RDP), Windows

Management Instructions (WMI) etc. They

try their best to hide them in the legitimate

calls, be less noisy and as stealthy as it

could be. Another way to network movement

is by exploiting vulnerabilities in the network

like windows-SMB vulnerability.

3.5 Data Theft

The overall objective of an APT is

espionage or data theft. Data movement may

be detectable by Intrusion detections system

at the network level but an APT objective

would be to hide is in legitimate traffic and

avoid file analysis using encryption

techniques. Another approach adopted by an

APT was uploading the files in mp3 format,

which is legitimate for an intrusion detection

system.

In all these stages, an attacker always

come up with a new strategy or technique

unknown to intrusion detection; which makes

it undetected. It’s is just a cat and mouse

game b/w hacker and security researcher if

we follow the traditional black-listing

approach based on signature or anomaly

based detection. so there is need of new

strategies in intrusion detection systems.

IV. Novel Critical Events

This section summarizes the unique events

which are efficient when adopted with

whitelisting approach. Table 1 illustrates the

events, which have been categorized w.r.t.

each APT stage.

V. Proposed Detection Model

Our proposed solution is using host and

network IDS together and filter the processes

generating events listed in Table 1. APT

takes place in several months and its slow

moving; to track it we build kill-chain from

the detected events. Each event is also given

weight in the kill-chain and then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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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ighted average of a kill-chain, we

decide about the intrusion. We are working

on testing the model and include it into our

future work.

VI. Conclusion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APT

nature and proposed another dimension

(whitelisting instead of blacklisting) for this

research field to get a more practical solution.

Conventional IDS fails due to the nature of

APT; which is stealthy and slow moving. We

have suggested new events, which are

generated by APT during its kill-chain. And

by following the whitelisting approach along

with these novel events, detection can be

more promising and accurate. The model and

its implementation is in progress and not

presented in this paper.

References

[1] Ussath, Martin, et al. "Advanced persistent

threats: Behind the scenes." Information

Science and Systems (CISS), 2016 Annual

Conference on. IEEE, 2016.

[2] Bryant, Blake D., and Hossein Saiedian. "A

novel kill-chain framework for remote

security log analysis with SIEM software."

computers & security 67 (2017): 198-210.

[3] Brogi, Guillaume, and Valérie Viet Triem

Tong. "Terminaptor: Highlighting advanced

persistent threats through information flow

tracking." New Technologies, Mobility and

Security (NTMS), 2016 8th IFI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EEE, 2016.

[4] Ghafir, Ibrahim, and Vaclav Prenosil.

"Proposed approach for targeted attacks

detection." Advanced Computer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Technology.

Springer, Cham, 2016. 73-80.

[5] Chandran, Saranya, P. Hrudya, and

Prabaharan Poornachandran. "An efficient

classification model for detecting advanced

persistent threat." Advances in Computing,

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 (ICACCI),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EEE,

2015.

APT phase Events

Recon · External port scanning and ping scan detectable by NIDS
· Internal port scanning and ping scan
· Look for process general local network traffic
· Processes using nmap, cmd, netstat etc.

Delivery · Installation of browser extensions
· A downloaded application trying to communicate with internet.

Execution &
Persistence

· The one thing each APT will do try to connect with internet, so filter the process
accessing internet other than legitimate process like browsers.

· Processes launching cmd, PowerShell etc.
· Processes trying to change start registry values or startup folder
· Illegitimate processes accessing mic or camera
· Process accessing LSASS process; a common method to extract passwords.

Lateral Movement · Filter the process with listening ports
· Filter the process communicating with local network
· Filter the process for which destination is gateway-ip for incoming packet. As process

may be acting as Man-in-the-middle.
· Filter RDP process

Data Theft · Applications accessing files in data drives
· Network traffic at abnormal times, as uploading is usually observed at low traffic

timings.
· Processes using FTP, or filter processes other than legitimate one.
· Usually files are encrypted, so we can filter the applications using encryption system

calls.

Table 1: APT phases and corresponding critical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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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 환경 및 인터넷 활용폭이 다양해지면서 고도화되고 진보적인 보안위협이 발생되고 있으

며 발생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침입탐지 시스템, 악성행위 탐지 시스템, 웹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등도 점차 진보 된 악성행위를 탐지하는 데 있어 불충분해짐에 따라 많은 회사

및 보안담당자들은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End-Point 로그 수집 및 모니터링으로 변화를 시도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Anti-Virus 및 침입탐지 시스템(IDS), APT, 윈도우 감사로그를

상호 비교하여 보안분석 시스템보다 윈도우 감사로그가 보안위협 및 침해사고를 모니터링하는 면에

서 더욱 직관적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I. 서론

최근의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를 보면 드라이

브 바이 다운로드, 자바 애플릿 등의 웹을 통한

침해사고, 악성 이메일을 통한 침해사고, 파일

서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침해사고, 저장장치

및 기기를 통한 침해사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

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악성행위들이 대부분 암호화 및

난독화가 되어가고 있어 기존의 보안위협을 탐

지하는 시스템으로는 고도화되고 진보적으로

변화하는 악성 행위를 탐지하지 못하는 이슈가

발생되고 있으며 증가되고 있다.

보안위협을 탐지하는 시스템으로는 침입탐지

시스템, 가상머신을 보유한 악성행위 탐지 시스

템, Anti-Virus 등 다양하나 대부분의 시스템별

로 위협탐지의 특성이 있어 보안조직에서는

SIEM(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을 통한 보안 시스템 탐지로그를

수집 및 상호 연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

한 보안위협 탐지/차단 시스템들은 현재 알려진

악성파일 및 공격시도에 대한 내용을 탐지 및

차단하며 악성파일은 가상 머신에서 분석된 후

알람을 침해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보안담당자

에게 가는 형태이며 또한 신규 취약점을 통한

Zoro-Day Attack 등은 탐지하지 못하는 이슈

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윈도우 감사로그를 통한 악성코

드 실행 및 감염, 침해사고를 탐지하고 모니터

링 하는 방안이 기존의 여러 보안위협 탐지/차

단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보다 정확성이 높고

대응이 빠르나든 것을 보인다.

II. 연구 배경

윈도우 계열 악성코드에 의한 침해사고는 많

은 회사 및 기관에서는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여 탐지 및 분석한다. 그러나, 보안 시스

템별로 탐지구간(네트워크/End-Point), 탐지 특

성(시그니처 기반, 가상머신 분석)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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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집 정보 수집 내용

감사
로그

Application API를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의 중
요한 이벤트 및 활동 내역을 기록

Security
시스템 로그온, 파일 접근, 인증, 계
정 생성, 권한 사용 등의 내역 기록

System
시스템 운영과 유지에 관련된 대

부분의 정보 등의 내역 기록

Windows-
PowerShell

파워쉘 사용에 따른 내역

구분 네트워크 구간 End-Point 구간

침입탐지 시스템 △ X

Anti-Virus X ○

APT △ X

윈도우 감사로그 X ○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각

보안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정탐 및 오탐 알람을

일일이 분석 및 대응하기에 시간적으로도 어려

운 상황이다.

보통 악성파일 탐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의심스러운 실행 파일에서 악성 콘텐츠를 검색

해서 탐지하는 정적 분석과 악성 파일의 동작

중에 발생되는 내용을 통한 동적 행위 탐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상용 Anti-Virus 솔루션들은

대부분 악성 콘텐츠 중심의 정적 분석을 주로

하여 새롭게 난독화 기술이 적용 된 악성 파일

은 신규 정보 업데이트 전까지 탐지하지 못한

다. 또한, 가상 머신을 통한 분석 솔루션은 의심

파일이 가상머신에 들어간 후 결과 값이 나오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트래픽이 많으면 많을

수록 분석해야 하는 건수도 증가하여 알람을 주

는 시간과 대응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1].

이에 따라, 각 보안분석 시스템, 윈도우 감사

로그를 활용하여 상호 비교하였으며 윈도우 감

사로그가 SIME을 통해 모니터링 및 분석하기에

정확도가 높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

인다[2].

III. 연구 내용

보안위협 케이스에 대해 시나리오를 정의 한

후 각 Anti-Virus, 침입탐지 시스템, APT(지능

형 지속 공격, Advanced Persistent Threat) 탐

지 시스템, 윈도우 감사로그 별로 발생 되는 로

그의 유/무 및 가상 머신을 통해 분석 후 알람

을 주는 시간, 윈도우 감사로그를 상호 비교 한

다[3].

윈도우는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

으며, 이벤트 뷰어를 통해 로그 검색 및 다운로

드가 가능하고 SIEM 을 통하여 로그 연계분석

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4].

3.1 로그 수집

악성 바이너리 파일 실행 시에 발생되고 저

장되는 감사 로그를 포함하여 수집하며 수집

되는 감사로그는 [표 1]과 같다.

[표 1] 로그 수집 정보 및 내용

3.2 악성파일 탐지 현황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침입탐지 시스템

은 네트워크 구간에서 탐지 시그니처(문자열)이

존재할 경우 탐지하지만 네트워크 트래픽이 암

호화 되었을 경우는 전혀 탐지하지 못하는 것

으로 확인되며, Anti-Virus는 End-Point 구간

에 설치되므로 기존에 알려진 악성코드에 대해

서 탐지는 하지만 신규 악성코드 및 네트워크

구간 트래픽은 별도로 정보 업데이트 전까지

탐지/검사하지 못한다. APT 탐지 시스템 경우

에도 네트워크 암호화 트래픽은 별도로 분석하

지 못하며 복호화가 가능한 트래픽 및 암호화

되지 않은 트래픽에서는 가상 머신을 통해 행

위 분석 결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윈도우 감사로그에서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 로그 저장하므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내용은 없어도 실제적으로 윈도우 OS 단에서

실행되는 파일 정보, 명령어 정보, 계정 정보

등에 대한 다양한 로그를 확인가능하고 다른

보안분석 시스템들 보다 직관적이므로 빠른 대

응이 가능하다.

[표 2] 시스템별 탐지 내역

3.3 감사로그 수집 및 저장

윈도우 감사로그는 악의적인 행위 시에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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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남기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행위에서도

로그를 남기므로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저장

된다. 그러므로 해당 데이터를 저장이 필요하며

해당 연구에서는 SIEM에 데이터를 저장 및 가

공한다.

[그림 1]과 같이 직관적인 감사로그를 통해

데이터 가공이 가능하며 보안위협과 관련된 정

보는 SIEM 메모리상에 상주시켜 위협과 관련

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 실시간 알람을 받

는 형태로 구성한다.

[그림 1] Log 수집 및 위협 탐지 과정

3.4 보안위협 데이터(Log) 검출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떤 정보를 어떻

게 이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의된 시나리오가

있다면 해당 시나리오에 맞춰 Log Parsing을

진행해야 하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위협을 탐지 및 알람을 설정할 수 있다.

보안위협을 탐지하기 위해선 위협이라고 판

단되는 정보를 [그림 3] 과 같이 스크립트로 작

성하여 SIEM에 등록해야 하며, 메모리에 상주

시켜야 한다. [그림 2]는 보안위협 탐지 스크립

트가 동작하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며, [그림

3]은 보안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 내용 스크립트

이며 메모리에 상주 시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이 가능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2] 시나리오 기반 보안위협 탐지 과정

[그림 3] 시나리오 기반 탐지 스크립트

3.5 보안위협 실시간 알람 (텔레그램 메신져)

[그림 4]와 같이 SIEM의 보안위협 로그를 텔

레그램 API를 통해 메신저 연동 가능하며 데스

크탑 PC, 핸드폰 등에서 자유롭고 빠르게 탐지

된 보안위협 로그를 모니터링 가능하다.

[그림 4] SIEM과 텔레그램 메신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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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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감사로그 1,227,091 107 5h 21m

(3min)

IV. 연구 결과

보안분석 시스템과 윈도우 감사로그를 비교

한 결과, 보안분석 시스템이 알람을 주는 경우

는 대부분 사전에 정의된(알려진) 공격들이 대

부분 이였으며, 암호화 된 네트워크 구성에서는

탐지 및 알람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에 반해, 윈도우 감사로그는 OS 상에서 이루어

지는 행위들에 대해서 로그로 모두 저장하므로

분석시간 면이나 암호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두 효율성이 높다는 결론을 보였다.

[표 3]과 같이, 20일 평균 저장되는 로그를 바

탕으로 효율성을 비교 검증 결과, 윈도우 감사로

그가 저장되는 수치는 많은 반변 로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직관적이므로 분석시간이 매우

짧으며 대응이 효울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탐지로그 및 분석 건수 (시간)

저장 데이터 대비 분석 케이스는 IDS가 제일

많았으며 Anti-Virus가 가장 적었다. 1건당 분

석시간 소요 기준으로는 윈도우 감사로그가 3분

으로 가장 짧았고 Anti-Virus 120분으로 가장

길었다. 연구결과, 윈도우 감사로그가 저장되는

로그가 제일 많았지만 분석 케이스 및 분석에

걸리는 시간은 저장로그 수치 대비 가장 효율

적으로 확인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논문에서는 대량의 윈도우 감사로그

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보안위협에 대한 로그를

실시간 탐지 및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더 좋은 방법은 윈도우 감사로그만

보는 것보다 이기종 보안분석 시스템을 함께

로그 분석하는 것이 효율성면에서 더욱 좋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파악

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침해사고 피해를 입고 대응 하는 것보

다는 보안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분석가가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로

그를 경고하는 보안 로그 분석 프레임 워크를

사전에 만들고 제공해야 한다[5].

향후 본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과 더불어 이

기종 보안 시스템 및 서버로그, 웹 로그 등을

활용하여 보안위협 및 침해사고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데 있어 성능 및 효율성 등을 추가 분

석하는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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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Disassembly as a basic technical used in

several security researches such as binary

instrumentation, binary-level vulnerability

search, CFI integrity, etc.

Disassembly technique also contains static

and dynamic. In this paper we issu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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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disassembly technique for stripped

binary.

Even though there have so many

researches about static disassembly, it is well

–known that static disassembly is an

unsolved problem[1]. One of the challenges

is that the address of indirect control flow

target address is difficult to calculate because

its calculation rely on values in other

registers or in memory, especially the

switch-case and exception handler code.

Each branches of the switch-case uses

values in a register or memory to calculate

the index in to a jump table and reads the

jump address from the jump table and jump

조건문을 통한 점프테이블 크기 유추에 따른
인다이렉트 점프 주소 계산 방법*

김문회†, 하동수, 오희국‡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A Method of Calculating Indirect J ump Address
by Analogy with the Size of J ump Table
based on Conditional Branch Statement*

Wenhui Jin†, Dongsoo Ha, Heekuck Oh‡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Abstract

Indirect jump target address is difficult to calculate and many researches tried to

solve this problem to increase the accuracy of disassembly. Most of existing

researches focus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switch-case code when disassembly

the stripped binary code. And the method they used to disassembly the jump table

is incorrect when facing some unusual cases. While when we analyzing the binary

files we found that there have some unusual code can not be disassembly well.

When disassembler facing these unusual code it will give up to calculate the index

of jump table and just linear disassembly the rest code. In this paper we purpose

a heuristic method that calculate the size of jump table by analyzing the compare

instruction patterns. We collecting all possible patterns by analyzing existing

binary code to improve the accuracy of disassembly and this may also be helpful

to those who are developing disassembler did not consider these unusual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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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The way they calculate the index is

different and difficult to predict. So many

disassembly tools give up to calculate the

indirect jump target and linearly disassembly

each branch part when they can not identify

the length of some jump table.

In this paper we focus on how to

calculate the index of the jump table. As our

experiment we found that the this is possible

to collect. we purpose a heuristic method to

solve the problem by collecting all the

switch-case jump table index calculation

pattern by analyzing 1000 library files in

android. And we implement the disassembler

by the purposed method.

We discuss the related work in Section 2,

our results in Section 3, conclusion in Section

4.

II. Related work
There also have many research try to

improve the accuracy of indirect jump.

BinCFI[1] purpose a method that they

identified the properties of jump table: (1)

jump table targets are intra-procedural. (2)

target address is computed using simple

operation such as addition and multiplication.

(3) except index other quantities involved in

the computation are constants. (4) they set

the index length 50.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ey first identifies the

function boundaries and the instructions that

perform indirect jump, at least they

enumerate possible values for the index

variable and compute the jump target for

each value, check if it falls within the current

region.

UROBOROS[2] also using the similar

way that BinCFI used but Ramblr`s[3] is

different. Both UROBOROS[2] and Ramblr[3]

focus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jump table

because they adopt the symbolization way to

disassembly. In regard to the jump target,

Ramblr[3] recover the entries of jump table

and all possible jump targets through the

value-set analysis method and then check the

available target address.

In our solution, we also using the similar

way with BinCFI that combines the linear

and recursive algorithms. But the difference

is that we would like to identify each branch

case addresses and calculate the index of the

jump table accurately such that we can locate

the branch address accurately. So we do not

try to calculate all possible target address but

through collecting the calculation pattern by

disassembled library binary files in android.

In the end, calculate the accurate jump target

address.

III. Our result
There have 3 basic pattern when calculate

the length of jump table index. As Figure 1

shows, when analyzing the libc.so file which

locate in android libraries, there has one

pattern that first compare an immediate value

with the input value stored at register R1.

Then calculate the jump table index value

and assign to the PC register such that

program next will jump to corresponding

address to execution.

*ADDLS PC, PC, R1, LSL#2
if R1 <= 4, then PC = (PC+4) + R1*4

There also have another pattern that

program used much as figure 2. This pattern

Figure 1 ADD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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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first compare an immediate value with

the input value stored at register R1. Then if

the input value is larger than the immediate

value then jump to the default case address,

otherwise using the TBB instruction to

calculate the jump table index value.

*TBB.W[PC, R1]

PC = (PC+4) + 2 * jumptable[R1] .

In this pattern program reference the jump

table and assign corresponding address to the

PC register. Similarly, TBH instruction also

using the same way like Figure 3, But the

difference between TBB and TBH instruction

is that TBB instruction calculate the address

with a byte and the TBH instruction with a

word.

*TBH.W[PC, R1, LSL#1]

PC = (PC+4) + 2* jumptable[R1] .

With this way we plan collecting all the

possible patterns of jump table index

calculation.

IV. Conclusion

As mentioned above, most papers they

considering how to identify the switch-case

code but did not considering the different

way about the calculation of jump table such

that with some cases most disassembler can

not disassembly that part successfully. For

this reason we want to collecting the

patterns to improve the accuracy of

disassembly.

Moreover, it is helpful that existing

disassembler can update their code based on

this research. For people who would like to

develop disassembler it is also helpful for

them.

V. Future work

In this paper, we just shows the most

common patterns that program calculate the

jump table index of switch-case. There also

have some unusual patterns that we are

analysing now, in which situation these

pattern appear and how the compiler generate

these patterns is also a problem we are

interested.

Futhermore, we just testing the library files

in android with arm64 architecture and we

will continues test mor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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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96년, P. Kocher는 수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암호 알고리즘이 실제 디바이스에서 동

작할 때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물리적 정보들을

이용하여 비밀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였다[11]. 부채널 분석(Side Channel Attack,

SCA)은 실제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정보(동작 시간, 소비 전력, 전자파 등)를 통해

비밀 정보를 분석하는 공격 방법이다.

부채널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

된다[3]. 첫 번째 분류 방식은 공격 대상에 대한

물리적인 조작 정도에 따라 침투 공격(Invasive

Attack), 준침투 공격(Semi-invasive Attack),

비침투 공격(Non-invasive Attack)으로 구분하

는 방식이다. 물리적인 조작이란 일반적으로 칩

표면으로부터 패키지를 제거하는 디캡슐레이션

(Decapsulation)을 의미한다. 두 번째 분류 방식

은 공격 대상에 외부로부터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는 여부에 따라 능동적 공격(Active

Attack)과 수동적 공격(Passive Attack)으로 구

분하는 방식이다[4]. 수동적 공격 방법에는 공격

대상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정보에 대한 측정

만으로 비밀 정보를 분석하는 시간 분석

(Timing Attack)과 전력 분석(Power Analysis)

등이 있다[4, 11, 12]. 능동적 공격 방법은 공격

대상에 직접적인 물리적 조작을 가하여 비밀

정보를 분석하는 오류 주입 공격(Fault

Injection Attack)이 대표적이다. 오류 주입 공

격은 실제 디바이스에서 특정 알고리즘이 동작

할 때, 외부에서 인위적인 오류를 주입하여 오

동작을 유도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비밀 정

보를 분석하는 매우 강력한 공격 방법이다[10].

클락 글리치 공격(Clock Glitch Attack), 레이저

오류 주입 공격(Laser Fault Injection Attack),

전자파 오류 주입 공격(Electromagnetic Fault

Injection Attack)이 대표적인 공격 방법이다[8,

전자파 오류 주입을 통한 인증 우회 공격
- Case Study : 지문 인식 시스템

이종혁*, 조영진**, 한동국*,***

*국민대학교 금융정보보안학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

Authentication Bypass Attacks By Electromagnetic Fault Injection

JongHyeok Lee*, Young-Jin Cho**, Dong-Guk Han*,**

*Dept. of Financial Information Security, Kookmin University,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Dept. of Information Security, Cryptology, and Mathematics, Kook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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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류 주입 공격은 공격 대상 디바이스에서 특정 연산이 수행될 때, 순간적인 물리적 오류를

주입하여 오동작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비밀 정보를 분석하는 강력한 공격 방법이다.

과거에는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오류 주입 공격이 주된 관심사였지만, 최근에는 인증 과정에 오

류를 주입하여 이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

증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4가지 if-else 조건문 기반 인증 알고리즘들을 대상으로 전자파 오류

주입 공격을 소개한다. 아두이노 보드에 상용 지문 인식 키트를 연결하여 4가지 if-else 조건문

기반 인증 알고리즘들을 구현하여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실험 결과 4가지 방식 모두 100%의

성공률로 전자파 오류 주입을 통한 지문 인증 과정의 우회가 가능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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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기존의 오류 주입 공격들은 대부분 암호 알

고리즘에 오류를 주입하여 비밀 키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증

과정에 오류를 주입하여 이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나 부팅 시스템에 오류를 주입하여

시큐어 부트(Secure Boot)를 우회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인증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4

가지 if-else 조건문 기반 인증 알고리즘들을 대

상으로 전자파 오류 주입 공격을 소개한다. 아

두이노 보드에 상용 지문 인식 키트를 연결하

여 4가지 if-else 조건문 기반 인증 알고리즘들

을 구현하여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실험 결

과 4가지 방식 모두 100%의 성공률로 전자파

오류 주입을 통한 지문 인증 과정의 우회가 가

능함을 보인다.

II. 전자파 오류 주입 공격

(Electromagnetic Fault Injection

Attack)
전자파 오류 주입 공격은 다른 종류의 오류

주입 공격들과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특징들

을 갖는다. 클락 글리치 공격과는 로직 타이밍

위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레

이저 오류 주입과는 트랜지스터의 오동작을 유

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최근

에 대부분의 칩 제조사들이 클락 글리치 공격

이나 레이저 오류 주입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상 클락 감지 센서, 칩 디캡슐레이션 방지

쉴드, 레이저 감지 센서 등 칩 설계 과정에서부

터 다양한 대응 기법들을 적용하고 있어 오류

주입 공격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전자파 오류 주입 공격은 칩 디캡슐레이션 과

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응기

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격이 가능하다.

그림 1은 전자파 오류 주입 공격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전자파 오류 주입 공격은 전자

파 프로브 팁에 순간적인 전류를 흘려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생시킨다. 프로브 팁은 페라이트

(Ferrite)에 코일을 감은 형태로 코일에 순간적

으로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변에 전자기장이

발생하고, 자속(Magnetic Flux)에 의해 칩 회로

에 와전류(Eddy Current)가 생성되어 트랜지스

터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로 인해 칩의 오작

동이 발생한다[6, 17, 20].

III. 실험 환경
본 실험에서는 Adafruit 社에서 판매하는 지

문 인식 센서[1]와 아두이노 우노 보드[2]를 사

용한다. 지문 인식 코드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오픈 소스를 사용한다[7]. 실험의 현실성을 위해

트리거 정보를 제외한 코드의 수정은 최소화하

였다.

그림 2는 실험 환경 구성도이다. Riscure 社

의 Spider[16], EM-FI Transient Probe[14],

EM Probe Stateion[13]을 사용하였으며 소프트

웨어로는 부채널 분석 통합 소프트웨어인

Inspector와 데이터 분석 웹 어플리케이션인

FI-GraphIt[15]을 사용하였다. 표 1과 같이 지름

과 극성에 따른 4가지 프로브 팁이 존재하며

본 실험에서는 RB 프로브 팁을 사용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if-else 조건문은 입력

값에 대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다

Fig. 1. Principle of an electromagnetic fault

injection attack

Abbreviation Diameter Polarity

RS 1.5 mm Positive

BS 1.5 mm Negative

RB 4 mm Positive

BB 4 mm Negative

Table 1. Type of probe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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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코드를 실행시키는 분기문의 한 종류이다.

판단 조건에 따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는 다

양한 구현 방식이 존재한다.

표 2는 본 실험의 대상이 되는 4가지 방식의

if-else 조건문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지문 인

식 키트의 경우, p는 스캔된 지문을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된 지문들과 비교한 결과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이다. ‘FOUND’는 스캔된 지문과 일치

하다고 판단되는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NOFOUND’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p 값이 ‘FOUND’인 경

우 인증에 성공한다.

IV.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아두이노 코드 상에서 전자파

오류 주입 공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결과들

을 설명하고 실제 공격을 수행했을 때 결과를

비교한다.

4.1 예상 가능한 실험 결과

아두이노 코드 상에서 오류 주입 공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jump 명령어 무시’이고 두 번째는 ‘p

값에 대한 변조’이다. 최종적으로 두 가지 결과

모두 ‘return SUCCESS’ 코드를 실행시킨다.

1) jump 명령어 무시: if-else 조건문은 주어

진 판단 조건(p == FOUND 등)에 따라 if 문

아래의 코드를 수행할지 else 문 아래의 코드를

수행할지 결정한다. 판단 조건에 거짓이 되는

입력 값이 주어진 경우, else 문 아래의 코드를

수행하기 위해 jump 명령어가 존재한다. 만약

공격자가 jump 명령어가 수행될 시점에 오류를

주입하여 jump 명령어가 수행이 되지 않게 한

다면, 판단 조건에 거짓이 되는 입력 값이 주어

졌음에도 if 문 아래의 코드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상 가능한 결과이다. 이와 같

은 결과는 if문 아래의 코드가 ‘return

SUCCESS’인 표 2의 if-else V1과 if-else V2에

서 발생 가능하다.

if-else V1 if-else V2

if(p == FOUND)

return SUCCESS;

else

return FAILURE;

if(p != NOFOUND)

return SUCCESS;

else

return FAILURE;

if-else V3 if-else V4

if(p == NOFOUND)

return FAILURE;

else

return SUCCESS;

if(p != FOUND)

return FAILURE;

else

return SUCCESS;

Table 2. Four if-else condition codes

Fig. 2. Experimental configura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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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 값에 대한 변조: 본 실험에서 사용된

지문 인식 센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p 값을 생성한다. 우

선 ‘finger.getImage()’ 함수를 통해 지문 이미지

를 스캔하고 ‘finger.image2Tz()’ 함수로 스캔한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

데이터 형태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finger.fingerFastSearch()’ 함수로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 지문 데이터 중 현재 스캔한 지문과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찾는다. 그

결과 존재하면 0x00(FOUND)을 p에 할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0x09(NOFOUND)를 할당한다.

본 실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

지 않은 지문으로 우회가 가능함을 보여야 되

기 때문에 p에 0x09가 저장되어 있음을 가정한

다. 일반적으로 전자파 오류 주입을 통해 변수

값을 공격자가 원하는 특정 값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0x00이나

0xFF와 같은 특별한 값의 경우는 가능하다. 따

라서 본 실험은 두 가지 경우의 변조가 가능하

다. p 값을 0x00으로 변조하는 경우와 p 값을

랜덤한 값으로 변조하는 경우이다. p 값을 0x00

으로 변조하는 경우 표 2의 4가지 방식 모두

다 공격이 가능하지만 랜덤한 값으로 변조한

경우 if-else V2와 if-else V3에서 우회가 가능

하다.

4.1 실제 실험 결과

그림 3은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마이크로컨

트롤러를 가로축으로 86등분, 세로축으로 14등

분 하여 오류 주입 공격으로 인증 우회가 가능

한 영역을 표시하였다. 각 포인트마다 오류 주

입을 5회 수행하였다. 초록색 점은 인증 우회에

실패한 지점이고 빨간색 점은 인증 우회에 성

공한 지점이다. 그리고 노란색 점은 인증 과정

이 중간에 종료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동작이

수행된 지점을 의미한다. p 값에 대한 특정한

혹은 랜덤한 값으로의 변조로 인해 우회가 가

능한 if-else V2와 if-else V3는 광범위한 영역

에서 우회가 가능하였다. p 값을 특정한 값

(0x00)으로 변조했을 경우만 인증 우회가 가능

한 if-else V4의 경우도 여러 영역에서 인증 우

회가 가능하였다.

각 구현 방식마다의 인증 우회 성공 포인트

한 곳을 선택하여 펄스 세기와 트리거로부터의

지연 시간에 변화를 주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펄스 세기는 50%부터 80%까지 10단위씩 변화

를 주었고 트리거로부터의 지연 시간은 0ns부

터 300ns까지 10단위씩 변화시켰다. 실험 결과

는 그림 4부터 그림 7까지이다. 각 그림의 상단

은 전자파 펄스 세기 별 수행 횟수이며 하단은

트리거로부터의 지연 시간 별 수행 횟수이다.

그림 3과 마찬가지로 실험 결과를 색깔로 구분

하였다. if-else V2와 if-else V3는 그림 3의 결

과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지연

시간이 80ns부터 280ns까지 전반적으로 우회가

Fig. 3. Electromagnetic fault injection area

of vulnerability for (a) if-else V1 (b) if-else

V2 (c) if-else V3 (d) if-else V4

Fig. 4. Histogram of pulse power and pulse

delay in if-else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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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였다. 반면에 if-else V4의 경우, 60%의

펄스 세기와 80~90ns와 160~170ns인 조건에서

우회가 가능하였다.

if-else V4에서 최고의 성공률을 찾기 위해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

행하였다. 그 결과, 그림 3(d)의 (37, 5) 포인트

에서 펄스 세기는 67%, 트리거로부터의 지연

시간을 163ns로 설정한 경우 1000회 전자파 오

류 주입을 수행한 결과 100%의 성공률로 인증

우회가 가능하였다. 나머지 3가지 경우 모두 최

적의 파라미터에서 100%의 성공률로 인증 우회

에 성공하였다.

V. 결론
본 논문은 인증 정보 생성 과정이 아닌 생성

된 인증 정보를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 전자파

오류 주입을 통한 인증 우회 공격에 대한 연구

이다. 상용 지문 인식 키드를 아두이노 우노 보

드와 연결하여 프로토타입의 실험 환경을 구성

하였다. 그리고 생성된 인증 정보를 비교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if-else 문을 판단 조건에 따라 4

가지 방식으로 구분 짓고 각각의 방식마다 인

증 우회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중 가장 안전하

다고 여겨지는 if-else V4의 경우에도 최적의

파라미터에서 100%의 성공률로 전자파 오류 주

입을 통한 인증 우회가 가능함을 보였다.

최근 생체 인증이 주목을 받으면서 도어락이

나 스마트폰 등의 상용 장비에서 지문 등의 생

체 정보를 활용한 사용자 인증 기술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따라서 상용 장비를 대상으로 한

인증 우회 실험이 필요하다.

[사사]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

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7-0-0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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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은 서류를 기반으

로 하며, 간접적으로 처리내역을 알리고 있다.

때문에 정보주체는 초기 동의 후 정보주체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통제성을 전혀 갖

지 못하며, 인가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내역의

불투명성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추적·통제

할 수 없는 기존환경의 문제점은 정보주체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정

보주체의 권리를 떨어뜨린다.

이에 개인정보 이전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블록체인에 남겨 개인정보 사용의 투명성, 추적

성, 통제성을 보장하는 개인정보 사용 추적 관

리 시스템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

행되었음

블록체인은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서 처음으로 사용된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다. 블록체인에서는 거래된

내역을 블록 단위로 저장하고, 각 블록이 해시

체인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 추가 외에 정보

변경이 힘든 특성을 가진다. 또한, 투명하게 데

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탈중앙화된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블록체인은 새로운 기술 패러

다임을 불러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

을 예측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통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1]에서는 IoT 기기에 스마트 컨트

랙트 기반의 접근통제를 실험적 단계 수준으로

구현하였다. [2],[3]은 블록체인 기반 접근통제

시스템을 연구하여 개인정보권을 향상시키고자

한 논문으로 [2]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정의를

개발하였고, [3]은 이더리움을 통해 실험적 단계

수준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국내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처리 추적 관리 시스템 모델
제안*

김미연*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융합서비스 보안학과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A Proposal for the PII Processing Tracking System based on
Blockchain

Mee Yeon Kim, Heung Youl Youm

*Department of convergence service security,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은 서류를 기반으로 하며, 간접적으로 처리내역을 알리고 있다. 때

문에 정보주체는 초기 동의 후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성을 전혀 갖지 못하며, 인가되지 않은 개

인정보의 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내역의 불투명성과, 정보주체가 개인정

보를 추적·통제할 수 없는 기존환경의 문제점은 정보 주체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정

보에 대한 권리를 떨어뜨린다. 이에 개인정보 이전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블록체인에 남겨 개

인정보 이용(처리)의 투명성, 추적성, 통제성을 보장하는 개인정보 사용 추적 관리 시스템 모델

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며, 처리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블록

체인 기반의 시스템의 모델을 상위레벨 수준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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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

며, 처리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의 시스템의 모델을 상위레벨 수준에서 제안하

고자 한다.

본 고 2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시스템 환경 및 시스템 요소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본 시스템에 기

반하여 시나리오 예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결론에서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하며 마무리 짓는다.

II.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사용 추적

관리 시스템 모델 정립

2.1 기존 환경의 문제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은 서류 기반 약

관으로 동의를 얻으며 이후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해 처리(이용, 제공, 저장, 출력, 가공 등)되며

파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통보에 의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고, 초기 동의 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성을 전혀 갖

지 못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

거나 위탁하는 경우, 고지 혹은 동의로 알림을

받지만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고 인가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이전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개인정보의 파기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방

침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파기가 제대로 일어나

고 있는지 추적·통제가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불

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스마트 컨트랙트 (smart contract) 기반의 개인

정보 사용추적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

스템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록된 약관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통제하며, 트랜잭션으로

개인정보 호출 내역이 남아 개인정보 처리 내

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적

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향

상시키는 취지를 가진다.[3]

2.2 개인정보 사용추적 관리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사용 추적 관리 시스템 모델은 정보

주체,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수탁자로 구

성된다.

Ÿ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

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

하며[4],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 또

는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자이다. 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Ÿ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

집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 저장,

출력, 가공, 폐기 등)하는 자로, 주로 서비스 제공

자 역할을 수행한다.

Ÿ 개인정보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

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다.[5] 개

인정보 처리자를 통해 정보주체와 연결된다.

위 시스템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개

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 정보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인정보의 전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요청되었을 때, 규정에 의

해 전송이 제한되지 않을 시에만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전송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다.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전송내역을 원장에 기록하여 모든

개인정보의 전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에 데이터 사용 내역에 대한 추적성과 투명성

을 가질 수 있다. 일례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

인정보를 개인정보 수탁자에게 전송할 때, 전송

이 개인정보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배하지 않아

야 전송될 수 있고, 전송 내역이 로그로 기록된

다.[6]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off-chain 저장소(외

부저장소)에 별도로 보관한다. 스마트 컨트랙트

는 정보접근 권한만을 부여하며,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하다. 정보주체

[그림 1]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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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처리자와 정책 기반 개인정보 사용 계약을

생성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와 재배포를 제한하

는 스마트 컨트랙트을 생성하여 블록체인에 등

록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시, 쿼리를 정보주체에게 전송하는 거래를 생성

한다. 거래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스마트 컨트랙

트에 따라 권한이 적절한지를(계약을 체결한 처

리자가 맞는지, 정책에 합당한지 등) 확인하여,

적절한 경우에만 결과값으로 개인정보를 반환

한다. 그리고 일련의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다. 위 모델에 따르면 기존에 있던 개인정보의

수집은 계약체결로, 처리는 거래로, 폐기는 계

약의 폐기로 전환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수탁자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개인정보 처리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체결로 스마트 컨트랙트화 할 수 있다. 개인정

보의 접근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는 처리

자를 통한 간접계약, 정보주체와 처리자, 수탁

자사이 3자간의 멀티계약, 처리자의 보증을 포

함한 정보주체와 수탁자의 직접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로 처리자를 통

한 간접계약은 수탁자가 처리자와의 계약을 통

해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형식으로, 데이터는 정

보주체에서 처리자로, 처리자에서 위탁자로 두

단계에 걸쳐 데이터가 전송된다. 두 번째로 정

보주체와 처리자, 수탁자 모두의 키를 사용하여

멀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multisig

방식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

는 수탁자에게 보증서를 부여하여, 정보주체와

위탁자 간의 직접계약에 보증서를 첨부하는 형

태이며, 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통제권이 다소

상실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정보 사용 계약을 통해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근 요청 트랜잭션을 통해 개인정

보 처리 내역이 기록되어 이를 감사할 수 있으

며, 계약 정책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다.

2.3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는 약관에 따라 이용

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기능이 필요하다. 이 기능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구현된다. 즉 개인정보를 접근 가능한 자

원으로 취급하는 일종의 접근통제시스템을 스

마트 컨트랙트에 기반하여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내역을 투

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

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그림 2]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수탁자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 체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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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즉 트랜잭션 기록을 확인하는 기능이 필

요하며,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등재되었는지,

비대칭키쌍과 컨트랙트 상의 정책 등을 통해

트랜잭션이 유효한지 검증하는 기능이 필요하

다.[2] 이는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별도

의 경량 노드(lightweight node) 형태의 시스템

을 만들어 구현될 수 있다.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자, 수탁자가 사용할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사용 추적 관리 시스

템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블록체인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모듈 및 기

능은 일부 생략하였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접근 가능한 자원으로 외

부저장소에 저장된다. 이에 대해 접근을 요청하

는 자는 개인정보 처리자 및 수탁자가 포함이

되며, 접근을 부여하는 자는 정보주체 및 시스

템이 된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접근통제서버처

럼 작용된다. 블록체인 내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하여 정책 기반의 개인정보 접근통

제를 구현한다. 이때 검증자(Authenticator)로

비대칭키와 정책을 사용하며 이 둘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요청 쿼리에 대한 응답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내역은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으로

저장되며, 원장데이터를 이룬다. 스마트 컨트랙

트를 거쳐 검증이 완료되고, 권한이 적절한 경

우에는 외부 저장소로부터 개인정보를 검색하

여 별도의 보안된 네트워크로 요청자에게 개인

정보를 전송한다.

사용자, 즉 정보주체의 디바이스에서 구현되

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사용자의

디바이스는 대부분 모바일에서 사용될 점을 감

안하여 경량 노드 형식으로 구현됨이 바람직하

다. 사용내역 가시화 모듈은 블록체인 상에 기

록된 사용자의 거래 기록을 받아와,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어 개인정

보 사용 내역을 목록화한다. 감사추적 모듈은

필요시 원장으로부터 거래에 대한 메타데이터

를 받아와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

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나타내어, 해당 거래가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가능하게 한

[그림 3]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사용추적 관리 시스템 모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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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필요시, 검증자에 대한 재검증

(re-verification)을 실시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해당 거래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

III. 대표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에 대한 이해를 돕

고자 활용 시나리오 예시로, 정보주체와 앱스토

어, 게임회사 간의 개인정보 활용 사례를 제시

하였다. 정보주체를 ‘가’라는 개인으로, 개인정

보 처리자로는 ‘나 앱스토어’, 개인정보 수탁자

를 ‘다 게임회사’라 하자. ‘가’는 최초에 ‘나 앱스

토어’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의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을 맺는다.

이에 더해 정보주체 ‘가’는 ‘나 앱스토어’에 등

록된 ‘다 게임회사’의 게임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하여, ‘나 앱스토어’를 통해 ‘다 게임회사’와

직접계약의 형식으로 개인정보 위탁 계약을 맺

는다. 즉 ‘나 앱스토어’는 ‘다 게임회사’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를 ‘가’와 ‘다 게임회사’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삽입하여 다음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체결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가’는 자신

의 모바일 기기에서 게임 앱을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복구하고 싶으나 본인의 게임id를 몰

라 ‘다 게임회사’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때 게임회사는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정보주체

의 동의와 함께, 게임id와 IMEI를 외부저장소에

요구하는 쿼리를 정보주체에게 전송하고 정보

주체는 이에 동의한다. 그러면 ‘다 게임회사’는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가’의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 ‘다 게임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게임id, IMEI,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정보주체가 동의하였다는 내역이 트랜잭

션으로 남게 된다.

두 번째 상황으로는 정보주체 ‘가’가 게임아이

템을 구매하는 상황이다. ‘다 게임회사’는 마케

팅 전략을 위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개인의

성별, 나이, 핸드폰 기종 등을 수집하고자 하였

다. 그래서 ‘가’가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자 가의

게임id, 핸드폰기종, 결제수단관련정보 외에 성

별, 나이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스마트 컨트

랙트에 기록된 정책에 적절치 않으므로 요청이

거절된다. 또한 ‘다 게임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항목을 요청했고, 이가 거절되어 해당 개

인정보가 전송되지 않았다는 트랜잭션이 기록

된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로의 접근통제 및 처리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의 모델을 제안

하였으며,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는 연구되지 않

정보주체 가
개인정 보

처리자
나 앱스토어

개인정 보

수집항목

이름, 핸드폰번호, IMEI, 핸드

폰기종, 결제수단관련정보 등
정책 예시

1

결제 시, 결제수단관련정보 및

이름 등을 얻을 수 있다.

정책 예시

2

특징적인 목적을 명시하지 않

고 일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

보 전 항목을 요구할 경우, 정

보주체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표 1] 정보주체 가와 나 앱스토어 간의 스마트 컨

트랙트 내용 예시

정보주체 가
개인정 보

처리자(수

탁자)

다 게임회사

보증서 발

급자
나 앱스토어

[표 2] 정보주체 가와 다 게임회사 간의 스마트 컨

트랙트 내용 예시

개 인정보

수집항목

이름, 핸드폰번호, 게임 id,

IMEI, 핸드폰 기종, 결제수단관

련정보 등

정책 예시

1

인앱 결제(예, 게임아이템 구

매) 시, 결제수단관련정보, 게임

id, 핸드폰기종 등을 얻을 수

있다.

정책 예시

2

정보주체 동의 시, 다 게임회사

는 IMEI, 이름, 핸드폰번호 등

을 얻을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546 -



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접근통제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정립하였다는 점과, 그를 개인정보에 도

입하여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을 향상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시스템의 구현과 활용 사례의 수집을 통

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며 앞으로 이 분

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본 시스템 상에서 활용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현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개

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스마트 컨트랙트 및 블록체인 구현 시

있을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응하는 통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시스템 구현 시, 시스템 안전성 검토와

실제적 도입 방안을 연구하여, 위 분야의 연구

에 대한 실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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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다수의 디바이스들IoT(Internet of Things) 

이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이들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고 있다. 
이에 인증 시스템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최근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증 ,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 

생체 정보는 랜덤하며 사람마다 고유하므로 인
증 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생체정보는 .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측정이 가능하므로 인증, 
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
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실제 많은 곳에서 생체 .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증시스템이 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증 시스템의 내부 프로토콜을 해[1]. 
킹하는 것이 아닌 생체 정보를 인가되지 않은 , 
방법으로 측정함으로써 인증 시스템을 악의적으
로 통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걸음걸이를 이용. 

1) 이 논문은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경우 공격자가 사용자, 
의 걸음걸이를 따라하여 생성한 걸음걸이 신호를 
이용하여 인증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우회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사용자의 걸음걸이를 촬영한 [2]. 
영상으로부터 걸음걸이 신호를 추출할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이렇게 생체 정보를 원격[3]. 
으로 측정하는 경우 사용자에 아무런 영향을 끼
치지 않으므로 더욱더 위험성이 크다 특히 생체 . 
정보 중 하나인 를 이ECG(Electrocardiagram)
용한 인증 시스템의 경우 의료적인 목적으로 많, 
은 원격 측정 방법이 연구 및 개발되었으므로 

원격 공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4-7], . 
서 본 논문에서는 를 이용한 인증 시스템에 ECG
대한 원격 공격 가능성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기반  ECG 
인증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 
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를 이용한 인증 시스템에 대한 ECG
원격 공격 가능성 분석1)

이선우* 이동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Analysis of Remote Attack Potential
for Authentication Systems using ECG

Sunwoo Lee* Dong-Hoon Lee*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요 약

현재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고 서로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  IoT(Internet of Things) , 
결되고 있다 이에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증 시스템은 필수적이며 그 중 특히 생체 . ,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증 시스템이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공격자가 인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측. 
정한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 ECG(Elec- 

를 이용한 인증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의 몸에 물리적으로 접촉하여 측정된 정보  trocardiagram) , 
만이 정당하다는 가정 하에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는 의료적인 목적으로 원격 측정 . ECG
방법이 연구 및 개발되어왔으므로 기반 인증 시스템은 원격으로 측정한 정보를 이용한 공격, ECG 
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반 인증 시스템에 대한 원격 공격 가능성. ECG 
을 분석한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548 -



II. 배경지식 
는 심 장의 전기적 ECG(Electrocardiogram)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호로 그림 과 같, [ 1]
이 로 구분된다 특히 그림 의 점과 PQRST . [ 1] R

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R IPI(Inter-Pulse Inter- 
라고 하며 이는 심 장 박 동수를 뜻 한다 그val) , . [

림 는 기반 기기 및 사용자 인증 시스템2] ECG 
에 대한 개요를 나타낸다.  

그림 [ 1 파형] ECG 

기기 인증2.1 

는 같 은 시간 및 같 은 사람을 기준으로 측IPI
정하면 동일하나같 은 사람일 경우라도 매  시간 , 
마다 측정한 는 값 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IPI . 
랜덤성으로 인해 는 기기 인증을 위한 값으, IPI
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와  같 이 사용자[8]. [ 2]
의 몸에 부착된 여러 기기들이 인증을 하고자하
면 동시에 사용자의 를 측정하게 된다 이때 , IPI . 
값은 같 은 시간 같은 사용자를 기반으로 측IPI , 

정되었으며 모두  동일하며 이를 통해 기기 인증, 
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용자 인증2.2 

의 파형 은 사람마다 다르다 즉 의  ECG . , ECG
점의 시간 간격 및 높이는 사람마P, Q, R, S, T

다 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는 . ECG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 , 
이를 상용화한 제품으로 가 있다 Nymi band

기기가 센 서를 통해 사용자의 를 측정[9]. ECG
하면 기기 내 저장된 의 파형과 이를 비교, ECG
함으로써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진다. 

그림 [ 2 를 이용한] ECG
인증 시스템 개요 

III. 원격 측정 방법 
절에서 서술한 기기 및 사용자 인증 시스템2

은 모두 직 접적으로 사용자의 몸에 접촉하여 측
정한 생체 정보만이 정당하다는 가정 하에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 경우 의료적인 목적 . IPI , 
및 편리성을 위해 원격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연
구 및 개발되어왔으며 이는 기기 인증 시스템에 ,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Doppler Radar

는 그림 과 같 이 사람의 심 장 박동으로 [4] [ 3]
인한 가슴 부위의 위치 변화를 레이더를 통해 탐
지함으로써 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IPI .  

그림 [ 3 레이더를 이용한] 
측정 방법 IPI [4]

Person’s Voice

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를 측정하는 [5] IPI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방법은 그림 과 같이 . [ 4]
사람이 모음을 발음할 때심 장 박동으로 인하여 , 
목소리의 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을 이용하였다.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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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 사람의 목소리 주파수 ] 
변화를 통한 측정 방법 IPI [5]

rPPG(remote photo-plethysmography)

사람의 피부색 은 심 장 박 동으로 인한 혈관의 
부피 변화로 주 기적으로 변한다 . PPG(photo- 

는 이러한 피부색  변화 를 통plethysmography)
해 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광학 센 서를 접촉IPI , 
하여 측정하는 방법 과(cPPG; contact PPG) [6] , 
접촉하지 않고 측정하는 방법(rPPG; remote 

의 두  가지 종류 가 있다 는 그림 PPG) [7] . rPPG [
과 같 이 카메 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5]

사람의 피부 색 변화  신호를 추출함으로써 를 IPI
측정할 수 있다.

그림 [ 5 카메라를 이용한 ] 
측정 방법 IPI (rPPG) 

예측 방법3.1 ECG 

를 원격에서 측정할 수 있음에 반해IPI , ECG
를 원격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선 현재 연구
된 바가 없다 그러나 특정 기기의 기반 . , ECG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다양한 환 경 하에서 측정
한 여러 사람들의 를 통해 공격할 수 있다ECG
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림 과 같이 [10]. [ 6]

의 파형 은 사용자의 상태 휴식 걷기뛰기ECG ( , , ) 
또는 측정기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 
격 대상의 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ECG

로 이용하여 공격 대상의 인증시스템을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논문은 다양한 환 경 하에. 
서 측정된 여러 간 의 맵핑함수를 ECG (mapping) 
정의하여 이를 통해 기반 사용자 인증시스, ECG
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 
이러한 연구 또한 공격 대상에 물리적으로 접촉
함으로써 측정된 를 얻 는다는 가정 하에 이ECG
루어지고 있다. 

그림 [ 6 다양한 환경 하에서 ] 
측정된 파형 의 차이 ECG [10]

 

IV. 공격 가능성 분석 
절과 같 이 공격자는 사용자와 물리적으로 접3

촉하지 않고도 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IPI . 
격자는 기기 인증 시스템을 통과하여 공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격자는 공격 대상의 신체 내. , 
부에 이식된 IMD(Implanted Medical Device)

그림 에 악의적인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 2])
격 대상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와 는 모두  사용자의 심 장 박동으로 PPG ECG
인해 발생한 전기적 신호를 측정한 것이다 따라. 
서 이들 신호는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다 실제로 . 

파형의 모 양을 토대로 환 자의 심 장 이상을 PPG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파형  자[11]. ECG 
체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연구
된 바가 없지만 영상 신호로부터 추출한 , PPG 
신호로부터 파형 의 특징 점들을 추출가능 ECG 
할 것이며 이를 이용해 원격으로 기반 사, ECG 
용자 인증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반 기기 및 사용자 인ECG 

증시스템에 대한 원격 공격 가능성을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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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격자는 생체 정보를 원격으로 측정하는 경
우 사용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생체 정
보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측정한 .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 시스템을 공격할 경
우 기기 간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사용자의 프라, 
이버시를 침 해할 수 있다심 지어 의 경우. IMD , 
공격자는 사용자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 따. 
라서 원격 공격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필요
하며 추후 기반 인증 시스템의 안전성을 , ECG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 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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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C++은 웹 브라우저, 임베디드 시스

템 통신 및 금융 어플리케이션 등 많은 프로그

램 개발에 사용된다. 이처럼 C++이 많이 사용

되는 이유는 프로그래머들에게 코드 작성에 대

한 자유와 유연성을 주기 때문이다. C++은 메

모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객체 지향 

언어들과는 달리 메모리 관리에 대한 권한을 

프로그래머에게 위임한다. 따라서 C++은 프로

그래머에게 효율적인 코드 작성과 메모리에 대

한 명확하고 정교한 제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공격자에게도 

좋은 공격대상이 된다. C++은 내장된 데이터

에 대한 접근 또는 덮어쓰기 보호 기능을 제공

하지 않으며, 버퍼의 경계를 자동으로 검사하지 

* 이 성과는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7

R1A2B3009643).

않는다. 따라서 메모리에 관련된 다양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공격은 제어 흐름에 대한 공

격으로 이어져 프로그램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객체 지향 언어인 C++에서 동적 디스패치

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가상함수 테이블과 가상

함수 포인터로 구현된다. 최근 메모리상의 취약

점을 이용한 공격은 대부분 가상함수 테이블과 

가상함수 포인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동적 디스패치를 보호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3][4][6][7][8]. 본 논문

에서는 동적 디스패치에 적용된 제어 흐름 무결

성 기법(Control Flow Integrity, CFI)[1]에 대

해 분석하여, 각각의 한계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II. 배경 지식

2.1. 제어 흐름 무결성 검증기법

CFI 의 목표는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의 이동

을 제한하여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실행되도록 

C++의 동적 디스패치에 적용된 

제어 흐름 무결성 검증기법 분석*

장혜린*, 박문찬*, 진홍주*, 이동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Analysis of Control Flow Integrity Technique 
Applied to Dynamic Dispatch of C++*

 Hye Rean Jang*, Moon Chan Park*, Hong Joo Jin*, Dong Hoon Lee*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요 약

C++은 메모리나 타입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는 이를 이용해 객체의 

가상함수 테이블이나 가상함수 포인터를 조작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을 탈취할 수 있다. 

가상함수 테이블이나 가상함수 포인터가 웹 브라우저 또는 C++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공격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동적 디스패치를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 흐름 무결성 기법을 통해 동적 디스패치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하여 분석한

다. 제어 흐름 무결성 기법은 동적 디스패치 과정에서 유효한 함수 집합 또는 단일 함수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유효하지 않은 함수의 실행을 막는다. 따라서 이러한 제어 흐름 무결성 기법을 어

떤 방식으로 동적 디스패치 보호에 적용했는지 분석하고, 각 기술의 한계점에 대하여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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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1]. CFI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

진다. 첫 번째 단계는 분석 단계로 올바른 제어 

흐름 이동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정적분석을 

통해 제어 흐름 그래프(Control Flow Graph, 

CFG)를 생성한다. 두 번째 단계는 검증 단계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제어 흐름의 변화가 제어 

흐름 그래프와 일치하는지 검사하는 단계이다. 

공격자들의 주 공격대상은 간접호출문이며, 

C++에서는 특히 가상함수에 대한 공격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5]. 따라서 가상함수에 대해 완

벽한 방어가 보장된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

은 더 어려워진다[2].

2.2. 동적 디스패치 

C++의 동적 디스패치는 상속 관계에 있는 

객체에서 함수를 호출하였을 때, 어떤 클래스의 

함수를 부를지 선택하는 프로세스이다. 동적 디

스패치는 가상함수 테이블을 이용해 구현된다. 

가상함수 테이블은 해당 클래스에서 호출할 수 

있는 가상함수들의 주소가 저장된 테이블로 컴

파일 타임에 읽기 전용 공간에 생성된다[2]. 객

체는 생성자에 의하여 객체의 타입에 맞는 가

상함수 테이블 포인터를 할당받음으로써 가상

함수 테이블과 연결된다. 객체를 통해 함수가 

실행되었을 때 객체에 연결된 테이블을 통해 

유효한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다.

Fig. 1.은 상속 관계를 나타내는 C++ 코드

이다. 이 코드상에는 상속 관계에 있는 두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며, Fig. 2.와 같은 구조로 메

모리가 구성된다. 예로 들면, 객체 aaa는 생성

될 때 클래스 A의 가상함수 테이블 포인터

(VTable ptr)를 할당받는다. 객체 aaa를 통해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에는 aaa의 가상함수 테

이블 포인터를 통해 A 클래스의 가상함수 테이

블을 참조하여 호출된 함수의 주소를 가져와 

해당 주소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동적 디스패치가 진

행되며, 객체는 자신의 타입에 따라 가상함수 

포인터를 할당받기 때문에, 객체의 타입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상함수 포인터

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2.3. 가상함수 테이블 하이제킹 공격

가상함수 테이블 하이제킹(hijacking)은 공격

자가 가상함수 포인터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가

상함수 테이블을 만들어 악의적인 가상함수를 

실행시키는 공격이다. 가상함수 테이블 하이제

킹 공격의 대표적인 예로는 use-after-free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있다. 공격자는 먼저 

할당이 해제된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허상 포

인터(dangling pointer)를 찾고, 다른 공간에 

위조된 가상함수 테이블은 만든다. 다음으로 허

상 포인터가 참조하는 공간에 위조된 가상함수 

테이블을 참조하는 포인터를 저장한다. 마지막

으로 이 허상 포인터를 통해 가상함수가 실행

되면 공격자는 위조된 가상함수 테이블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제어권을 획득하게 된다. 

# include <iostream>

class A
{
...

public:
virtual void Func1() { ...; }
virtual void Func2() { ...; }

};

class B: public A
{
...

public:
virtual void Func1() { ...; }

};

int main(void)
{

A * aaa = new A();
B * bbb = new B();

}

Fig. 1. 다형성을 나타내는 C++ 코드

Fig. 2. 동적 디스패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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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버퍼 또는 힙 오버플로우, Type 

Confusion 취약점을 이용한 가상함수 테이블 

하이제킹 공격이 가능하다[9][10][11].

 

III. C++의 동적 디스패치에 적용된 제

어 흐름 무결성 검증기법에 관한 연구

3.1. Safe Dispatch

Safe Dispatch[2]는 C++의 동적 디스패치

에 대해 처음으로 제시된 보호 기법으로 구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정적으로 상속 관계를 분석하여 유효한 

   호출 테이블을 작성한다.

2) 이전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을 기반으로 

   검사 코드를 삽입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하는 유효한 호출 테

이블은 객체의 클래스 단위로 구분된다. 즉 한 

객체에서 가상함수를 호출했을 때 해당 클래스

의 가상함수이거나, 하위 클래스에 있는 함수이

면 그 호출은 유효한 호출로 판단한다. 

Fig. 3.는 간단한 상속 관계를 통해 만든 유

효한 호출 테이블의 예이다. Fig. 3.에서 클래

스 B와 C는 A를 상속받고 클래스 D와 E는 C

를 상속받는다. 각 노드는 각 클래스의 함수 정

보를 나타낸다. 자식 클래스에서 *는 부모 클래

스의 함수를 그대로 상속받았음을 의미하며 

은 부모 클래스의 함수를 재정의한 것을 나타

낸다. 즉, B는 A를 상속받아 을 재정의했고, 

와 은 재정의 없이 그대로 상속받았음을 

의미한다. 만약 A 클래스의 함수 포인터를 통

해   함수를 호출한 경우 유효한 함수는 A 

클래스를 상속받은 모든 클래스의 가상함수 테

이블에 속한 가 된다. 따라서 호출 가능한 

함수는 A의 와 D의 가 된다. (이때 B, 

C, E에 있는 는 재정의하지 않았으므로 A의 

와 같다) C에서 를 호출한 경우에는 C에 

속한 A의 와 하위 클래스인 D의 가 유효

한 호출로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된 테이블을 

기반으로 검사 코드를 삽입하여 함수 호출마다 

제어 흐름의 무결성을 검증한다.

Safe Dispatch는 객체의 타입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다. 따라서 가상함수 테이블 하이제킹 공

격의 경우, 공격에 사용되는 위조된 함수는 상

속 관계 분석 테이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

격을 탐지하고 막을 수 있다. 

3.2. Shrink Wrap

Shrink Wrap[3]은 Safe dispatch와 같이 각 

호출 사이트에서 유효한 가상함수들의 집합을 

만들어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Fig. 4.

은 간단한 상속 관계의 예를 보여준다. 클래스 는 와 를 상속받는데, 에서 상속받은 

함수를 재정의한다. 따라서 B의 가상함수 테이

블은 에서 상속받아 재정의한  와 로 

이루어져 있다. Fig. 4.과 같이 한 클래스가 다

중상속 받게 되면, 해당 클래스는 상속받은 클래

스에 대한 가상함수 테이블을 갖게 된다. 이에 

Safe dispatch의 규칙을 적용한다면, Fig. 5.와 

같이 호출 위치에서 유효한 함수들의 집합이 커

지기 때문에 검증이 불분명해진다. 유효한 함수

들의 집합이 커지게 되면 공격자가 공격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넓어지기 때문에 유효한 함수들

Fig. 3. 상속 관계에 따른 유효한 호출 테이블
Fig. 4. 클래스 상속 관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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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합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Shrink Wrap에서는 두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가

상함수 테이블을 분리하여 집합을 생성한다.   

Fig. 5.를 보면 Shrink Wrap을 적용했을 때 유

효한 가상함수 테이블에 대한 집합의 크기가 작

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hrink Wrap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각 

호출 사이트에서 유효한 가상함수들의 집합을 

생성해 제어 흐름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한다.

3.3. CFIXX : Object Type Integrity 

CFIXX는 동적 분석을 통해 객체 타입의 무결

성(Object Type Integrity, OTI)을 보장함으로

써 동적 디스패치를 보호한다[4]. C++에서 상

속 관계에 있는 객체가 생성될 때, 객체의 타입

에 맞는 가상함수 포인터가 할당된다. 따라서 

OTI을 보장한다는 것은 객체의 가상함수 포인

터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CFIXX는 객체의 가상함수 포인터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성자에 의해 할

당되는 가상함수 포인터를 메타 데이터 테이블

에 기록하고, 가상함수가 호출되었을 때는 객체

의 가상함수 포인터가 아닌 메타 데이터 테이블

에 저장된 가상함수 포인터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메커니즘으로 한다. CFIXX는 

이전 기법들처럼 유효한 집합을 만들어 검증하

는 것과 달리, 동적 분석을 통해 저장된 유효한 

포인터를 통해 가상함수가 실행되도록 하는 기

법이다. 

이 기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메타 데이터 

테이블의 무결성이다. 메타 데이터 테이블은 실

행 시간 중에 생성되기 때문에 읽기 전용 공간

에 할당할 수 없다. 따라서 공격자가 메타 데이

터 테이블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접근이 있을 때 이를 막을 수 없다. CFIXX 기

법은 이 문제를 MPX(Memory Protection 

Extensions)라는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해결하

였다. MPX는 입력이 가능한 메모리 영역의 범

위를 지정해 메모리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접근한 영역이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지 검사하

여 메모리를 보호한다. 따라서 이 기법에서는 

MPX를 이용하여 메타 데이터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입력을 막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수정을 보

호할 수 있다. 

IV. 분석

앞서 소개한 연구들은 가상함수 포인터를 조

작해 기존의 가상 테이블과 관련이 없는 조작

된 가상함수 테이블을 참조하여 악의적인 함수

를 호출하는 공격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조작된 가상함수 테이블은 객체의 타

입과 무관하므로 이 테이블에 속한 함수의 호

출은 각 연구에서 제시한 규정과 어긋나기 때

문이다[2][3][4]. 

그러나 가상함수 포인터를 조작해 하위 클래

스의 가상함수 테이블을 참조하도록 하는 공격

의 경우는 앞의 결과와 다르다. CFIXX는 객체

의 검증된 가상함수 포인터를 메타 데이터 공

간에 저장하여 보호한다. 따라서 가상함수 포인

터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공

격을 방어할 수 있다. Safe dispatch는 하위 

클래스에 속한 함수를 모두 유효한 호출로 판

단하기 때문에 이 공격을 막을 수 없다. 

ShrinkWrap은 이와 같은 유형의 공격 대부분

을 방어한다. 하지만 해당 포인터의 타입과 같

은 타입의 클래스에 속한 함수를 호출하거나, 

이 함수를 상속받아 재정의한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이 기법의 규정상 유효한 함수로 판

단하기 때문에 이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적분석을 통해 획득한 

정보만을 이용한 CFI의 한계이다.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가상함수를 호출했을 때 실제로 유효

한 목적지는 단 한 곳뿐이다. 하지만 정적분석

을 통한 정보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집합을 생성한

Fig. 4. Safe dispatch와 ShrinkWrap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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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유효하지 않지만 유효

하다고 판단하는 긍정오류(False positive)가 

발생하게 된다. 이 공격을 통해서 CFIXX는 가

장 강력한 보호 기법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

만, CFIXX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드웨

어를 사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V.결론

본 논문에서는 C++의 동적 디스패치에 적용

된 CFI 연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안된 기법들

은 객체의 타입에 기반 된 분석을 통해 유효한 

집합을 구하거나, 검증된 초기 포인터를 보호되

는 공간에 저장해 무결성을 보장한다.

본 논문에서 다룬 연구 중 CFIXX는 가장 

fine grained 기법이다. 하지만 다른 두 기법 비

교하였을 때 하드웨어를 사용해 구현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각 기법은 비

용과 보안 성능 간의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소개한 기법들

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적분석에 기반을 둔 제어 

흐름 무결성 검증기법에 관해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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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부산도시철도 4호선, 신분당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등 국내에서 열차 무인운전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열차 무인운전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용 절감, 수익 증대, 정시운행성이 높아

짐에 따라 열차 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열차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열차와 관

제실 간에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주고받으며 안전거리를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등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이다. 열차 무인운전시스템에서는 최신 통신 및 컴퓨팅 기술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시스템 및 통신 환경은 다양한 보안위협으로 인하여 해킹 공격이 발생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이 열차 무인운

전시스템을 대상으로 발생하였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하

여 제시한다.

국가 도시 노선

대한민국 서울·경기
신분당선

(DX Line)*

프랑스 파리 Line 1, 14

싱가포르 싱가포르
North-East Line,

Circle Line

독일 뉘른베르크 Line U2, U3

UAE 두바이
Metro

(Green, Red)

스페인 바르셀로나 L9, L10, L11

중국 홍콩
Diseneyland

Resort Line

브라질 상파울로 Line 4(Yellow)

표 1. 국내·외 운행 중인 무인열차

I.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차 무인운전시스템이 도입

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과 같이 국내·외 노선들이

열차 무인운전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무인운전(Driverless)은 기관사가 없이 열차

를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상상황

이 발생할 시 단순 장애에도 서비스 일부 중단

혹은 열차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열차

상태 모니터링, 열차 제어에 대한 대응방안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1]. 국내에서 운영

하고 있는 신분당선은 CBTC(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방식의 철도제어시스템을

적용하고 모든 열차가 완전자동 운행시스템에

의해 무인운전으로 운영되고 있다[2]. 또한

TCMS(Train Control Monitoring System)

Console을 도입하여 운행상태와 고장정보 표시

및 주요 장치들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하지만

무선 통신을 사용함으로써 해킹의 위협이 존재

하여 보안에 취약하다[3]. 2016년 11월 미국 샌

프란시스코 도시철도시스템이 ‘맘바’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티켓 발매가 중단된 사건 등이 있었

기에 철도제어시스템에서의 사이버 안전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열차 무인운

전시스템과 랜섬웨어에 대해 설명하고, 랜섬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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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C

Vehicle Control Center.

열차운행 중 지상설비 및 제어구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모든 열차와 실

시간 양방향 통신을 하며 열차 간 최

소 안전거리가 지켜지도록 제어한다.

STC

Station Controller.

역에 설치되는 연동장치로 선로 변의

ATP1)/ATO2)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VCC와 연계하여 작동한다. STC는

신호기, 선로전환기, 열차출입문 및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제어한다.

ATS

Automatic Train Supervision.

실시간 열차위치, 상태 그리고 현

장설비 상태를 관제사에게 알린다.

그림 1. 열차 무인운전 CBTC 시스템 구조도

어 공격이 열차 무인운전시스템을 대상으로 발

생하였을 때, 그로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대

응방안을 제시한다.

II. 열차 무인운전시스템

현재 운행되는 신분당선에서는 CBTC시스템이

사용하여서 강남~정자 구간까지 정상적으로 운

행을 하고 있다. 신분당선은 이동폐색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관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인

으로 운행되고 있다. 열차 간의 무선 통신을 통

해 속도, 운행 위치 등을 원격 제어하고, 열차

의 출입문 정보 및 개폐와 속도 가·감속을 제어

하는 무인운전 방식을 사용되고 있다. 해당 방

식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성과 정확성을 기존의

유인 방식보다 높일 수 있으며 다른 철도 노선

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4].

2.1 CBTC 통신기반 열차 제어장치

CBTC는 무인운전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장치로

서 양방향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열차를 제어하

는 장치이다. 해당 장치를 이용하여 지상 신호

제어 설비가 작동되고 그림 1과 같이 지상의

1) ATO : Automatic Train Operation.

2) ATP : Automatic Train Protection.

중앙제어 센터에 설치된 컴퓨터와 통신을 하게

된다[5]. 이때 각 열차의 위치, 속도 등을 연속

적으로 확인하여 선행열차 위치와 속도 제한

및 지점까지의 거리를 열차에 무선으로 데이터

를 전송하고 각각의 열차가 최적의 속도로 운

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기능을 수행한다.

CBTC 장치 용어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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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BC

Vehicle On-board Controller.

차상 기동 명령, 열차 진로 설정하고,

차상의 각종 제어 정보를 TCMS에

전송하한 뒤 무선 송수신 장치를 통

해 WBC(Waveguide Base Station)

와 송·수신한다.

표 2. CBTC 장치 용어
2.2 TCMS Console

TCMS Console은 열차 내부에 있는 TCMS에

서 열차 데이터를 무선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교통관제 센터에 전송하고 기관사 대신에 관제

사가 열차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해당 장치를 이용하여 열차의 속도,

제동, 출입문 장치, 냉난방 장치 등 열차가 기

동에 필요한 모든 제어기능을 수행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장코드를 수집하여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전달하고

유지보수 활동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2. TCMS Console

TCMS Console은 위에 그림 2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자의 편의를 위해 Windows OS 기

반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로 동작된다.

2.3 지상3)-차상4) 서버 간 데이터 흐름

차상 내부의 TCMS는 열차의 운행 정보, 시간 정

보, 열차 고장 정보 등을 수집하여 TRU(Train

Recording Unit)에게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이터를

받은 TRU는 18GHz 무선 RF(Radio Frequency)를

3) 지상: 역 내부 데이터통신시스템.

4) 차상: 열차 혹은 차내 데이터통신시스템.

통해 지상 서버로 전송된다. 차상과 지상이 무선으

로 송·수신을 함에 있어 차상과 지상은 표 3와 같

이 TC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무

선 통신 장치를 이용함으로 802.11a 무선 프로토콜

18GHz 대역폭을 사용한다. 무선 송·수신은 TC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차상에 있는 TRU와 지상서

버 간의 논리적 포트 번호인 4960 포트 번호를 이

용하여 차량 통합 영상 및 데이터를 전송한다.

항목 설명

TCP

계층 프로토콜

TRU 전송 장치와

지상서버간의 연결

4960 포트 논리적 Well-Known 포트

응용 프로그램

전용 프로토콜

TruSvrPkt 패킷 전용

프로토콜

표 3. 프로토콜 및 포트

전용프로토콜 ‘TruSvrPkt’은 그림 3과 같이 TCP/IP

통신 패킷을 통해 차량용 통합 영상 및 데이터 전

송 장치(TRU)와 지상 서버 간에 통신한다[6].

그림 3. 프로토콜 패킷 구조

2.4 지상-차상 서버 간 전송 데이터

열차 무인운전시스템 중에 지상(관제 시스템 서

버)와 차상(운행되는 열차)에서 서로 주고받는 데

이터는 밑의 표 4와 같다[7].

지상 → 차상

전송 데이터

차상 → 지상

전송 데이터

선행 열차위치정보·

제한속도·운전방향·

행선지·목표 거리

운전방향·속도

시간·현재위치

열차번호·운전시간·역

정차시간·출입문 정보

열차번호·행선지

출입문 정보

경계속도·선로제한정보 정위치 정차 정보

지정운전모드·이동권한 이동권한

Setup, Key-up,

Down 정보

차량고정 정보,

차량상태 정보

출입문 제어 정보 속도 “Zero” 정보

임시 속도제한 정보 편성정보

Reset 정보, 분기기,

연동장치정보
지상제어의 응답

표 4. 열차 무선 통신 간 이동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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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열차 무인운전시스템 랜섬웨어 감염 시나리오 제시

Step

1

랜섬웨어 유입

공격자가 USB(Universal Serial

Bus)를 통해서 TCMS Console에 랜

섬웨어 악성코드가 유입된다. 악성코

드는 네트워크를 스캔하여 연결된

네트워크 상의 PC에 네트워크 드라

이버 및 공유폴더 취약점을 이용하

여 파일을 전파 및 실행을 유도한다.

Step

2

랜섬웨어 실행

TCMS Console 관리자는 유입된 랜

섬웨어 악성코드를 실행한다.

Step

3

랜섬웨어의 파일 및 프로그램 암호화

네트워크에 전파된 악성코드는 취약

점을 통해 실행되어 랜섬웨어를 통

한 파일 암호화 및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 및 제어 불가와 DB 파일

을 암호화 한다.

Step

4

열차 제어 정보 암호화

최종적으로 TCMS Console에서 관

리하는 주요 열차 제어 정보에 대한

암호화로 열차에 대한 관리가 불가

능해진다.

III.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멀웨어의 일종으로 인터넷에 연결

된 기기에서 의도치 않게 감염된다[8]. 몸값

(ransom)과 제품(ware)의 합성어로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돈을 요구

한다. 공개된 암호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이

수월하고 키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복원이 어

려워서 해커들은 변형되고 정밀화된 랜섬웨어

를 제작한다. 이에 랜섬웨어에 의한 피해가 증

가하고, 최근 사이버공격 주 대상이 된 제어시

스템까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랜섬웨어 감염 파급효과 분석

4.1 랜섬웨어 감염 시나리오 제시

TCMS Console은 그림 2와 같이 구 버전의

Windows OS를 사용하고 있어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공격 방식의 취약점에 노출되어있다. 본

논문은 제어시스템 내부에서 구 버전의

Windows OS를 서버 관리 PC로 사용하는 것

을 타겟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해당 시나리

오는 여러 방면으로 악성코드가 유입되어, 기존

에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드라이

버 및 공유폴더를 통해 네트워크 내의 PC들을

감염시키고 주요 프로세스를 작동 불능 시키며

랜섬웨어로 인해 파일 및 DB(Data Base) 데이

터를 암호화 한다. 시나리오에 대한 과정은 그

림 4,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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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주요 프로그램 암호화

TCMS Console 내 DB 프로그램, Console

프로그램 등 주요 프로그램 암호화로 인

해열차접근제어가 불가능해진다.

Step

6

악성코드의 네트워크 정보 습득

악성코드는 네트워크를 스캔하여 연결

된 네트워크상의 PC 정보를 수집한다.

Step

7

네트워크 내 악성코드 유포

수집된 정보를 통해 악성코드는 네트워

크 드라이브 및 공유폴더 취약점을 이용

하여 파일을 전파 및 실행을 유도한다.

역공학 시도 시 자가 파괴

악성코드 및 암호화된 파일을 역공학 기법을

통하여 복구 시도 시 부트 영역을 파괴한다.

표 5. 랜섬웨어 감염 시나리오

그림 5. 열차 무인운전시스템 랜섬웨어 파급효과

Case 1. USB를 통한 내부망 감염

그림 4는 USB를 통해 랜섬웨어가 감염된 것이

다. USB 사용 시 사전에 악성코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악성코드 유입 가능성이 존재한다.

Case 2.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감염

기본적으로 제어시스템의 경우 외부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는 독립망으로 사용이 되지만 휴

대폰 테더링, 외부 네트워크 랜카드 설치 등 편

의를 위해 외부 네트워크를 내부 제어시스템에

서 사용 시 망혼용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Case 3. 유지보수 중 개발사로부터의 감염

최근 북한이 제어 시스템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제어시스템의 경우

독립망을 사용하고 보안이 잘되어 있어서 공

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제어시스

템에 납품을 하는 개발사 단계에서 장비 또

는 프로그램에 감염을 시킴으로써 제어시스

템을 공격하는 방법이다.

Case 4. 내부자 위협

내부자가 외부에서 사주를 받거나 개인적인 원

한에 의해 제어시스템을 공격하는 위협이다. 내

부자는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에 의해서도 제어시스템이 공격을 받을 수

있어 항상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

표 6. 랜섬웨어 감염 경로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통해 열차 무인운전시스

템은 중앙 관제실의 관제사와 데이터 송·수신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각종 사고에 노출된다. 표 6

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다양한 감염 방식이다.

4.2 랜섬웨어 감염 파급효과

열차 무인운전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

을 경우 파급효과는 그림 5와 같다.

l 열차 간 송·수신 데이터 감염 시

TCMS Console에 수신되는 각종 위치 계산 정

보, 제한 속도, 경계 속도 등에 대한 알고리즘 프

로그램 파일이 암호화되어 프로세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시 무인 열차에 대한 제어권 및 무인

열차 명령 송·수신 기능이 상실되므로 무인 열차

의 제어 불능에 따른 충돌 및 급정지를 초래한다.

l 열차 위치·제한·경계속도 데이터 감염 시

선로에 대한 제한 정보, 위치, 다음 역에 정차해

야하는 시간 및 운행하고 있는 열차 정보가 없기

에 지상과 차상 간 데이터 송·수신 오류로 인해

무인 열차 간의 지연 발생 및 열차간의 사고를

유발 할 수 있어 운행이 정지되므로 무인 열차

승객의 불편 유발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l 열차 객실 제어 시스템 데이터 감염 시

TCMS는 열차 내의 CCTV, 출입문 제어, 광

고 LED 등을 STC를 통해 제어한다. 열차가 정

거장에 도착할 시 관제사가 TCMS Console을

통하여 문을 개폐하게 되는데 제어 프로그램

파일이 암호화될 시 출입문 개폐 제어가 불가

능 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역의 스크린 도어

등은 수동으로도 개폐할 수 있게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운행 정지 등의 큰 파급은 없을 것이다.

l 이전 열차 운행·관리·기록 데이터 감염 시

DB 내의 무인 열차 제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암호화 될 시 열차의 원격 제어

기능이 상실되므로 기관사의 수동 조작, 이용객

불편, 경제적 수입 피해 등을 발생시킨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562 -



Decoy 파일 감염 시 랜섬웨어 대응

랜섬웨어의 특징은 폴더 내의 최상위의 파일

부터 감염시킨다는 특성이 있다. 이 특성을 이

용하여 최상위에 Decoy 파일을 둔 뒤 파일이

변조 및 암호화 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USB 혼용 사용 금지

외부망에서 사용하는 USB를 내부망에 있는

PC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파일을

USB로 옮기기 전 악성코드 검사를 실행한

다. 또한, 주요 시스템과 PC들의 USB Port

를 물리적으로 봉쇄한다.

휴대폰 테더링 사용 금지

휴대폰 테더링은 편의를 위해 이용자들이 많

이 사용하는 기능이지만 보안을 위해서는 내

부망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설치단계에서의 점검

개발사로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

설치 단계에서 점검을 통하여 도입해온 시스템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있는 지 확인해야한다.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계획 수립

모든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백업과 복

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

도록 한다. 정기적인 백업이 수행되면 시스템

과 데이터의 손실이 최소화되고 복구 프로세

스를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다.

열차 무인운전시스템 보안 점검

열차 무인운전시스템을 정기적 기간마다 점검

하고 취약점 분석 및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표 7. 열차 무인운전시스템 랜섬웨어 대응방안

Ⅴ. 열차 무인운전시스템 랜섬웨어

대응방안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무인운전시스템에서의

랜섬웨어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그렇기에 랜섬

웨어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대응 방안은 표 7과 같다.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열차 무인운전시스템과 랜섬웨

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열차 무인운전시스템

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을 때의 파급효과 및 대

응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열차 무인운전시스

템의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랜섬웨어 감염시나

리오에 대해서 제시된 대응방안 방법을 활용한

다면 짧은 시간 안에 열차 무인운전시스템이 정

상화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에는 열차 무인 시

스템에 대한 랜섬웨어 및 악성코드 탐지 방법과

예방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입니다.

(No. 20162220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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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위협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지속되
고 있다. 그러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
이 지나서야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침해사고를 탐지하는 다양한
보안 센서(sensors)(예.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엔드
포인트 보안 솔루션,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생하는 위협 경보(alert)1)의 수는 매우 많으나, 위
협 경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대응하는 보안 관제
및 분석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보안 관제 및 분석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센서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경보를 종합
하고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시
장에 출시되고 있다. 통합보안관리 솔루션(ESM,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은 보호 대상 네트
워크에 설치된 다양한 보안센서를 통합하여 관리해
준다는 이점을 내세웠으나, 다양한 보안 센서로부터
생성되는 위협 경보를 한 장비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상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였다.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솔루션(SIEM,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은 다양한 보안 센서에서 생
성되는 위협 경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는 점에서는
ESM과 비슷하지만, 위협 경보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상관분석하여 위협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

1) 일반적으로 위협 이벤트, 로그, 위협 경보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
용하나, 본 논문에서는 위협 경보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가 있다. SIEM은 민간 기업에서부터 정부 기관, 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SIEM은 여전한 한계가 있다. APT 공격으
로 대표되는 최근의 사이버 위협은 전문적인 공격 집
단이 장시간 동안 여러 공격 단계를 통하여 특정 대상
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격을 수행
하고 있으나, SIEM은 위협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은
단편적인 수준이며, 전체 사이버 위협의 흐름(context)
관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많은 침해
사고 분석은 침해사고 사후에 전문 분석가가 수작업으
로 침해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흔적을 수집하여 분석하
고, 그 결과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침해사고의
흐름이 포함된 분석 보고서가 도출된다.

이 논문에서는 자동으로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위협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연구 수준은 시스템
및 각 구성요소를 식별한 수준이며, 각 구성요소에서
실제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학
계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경보 상관분석(alert
correlation)에 대해서 관련 연구를 분석한다. 3장에서
는 관련 연구를 활용하고, 연구들에 내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및 예측 시스템의 구조를 소개하고, 특히
위협 관계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한다. 4장에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소개한다.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분석 및 예측의 자동화 방법
조성영, 정현숙, 신영섭, 이동재, 임창완, 오행록

국방과학연구소

An automated method for cyber threat scenario analysis and threat prediction

Sungyoung Cho, Hyunsook Jeong, Youngsup Shin,
Dongdae Lee, Changwan Lim, Haengrok Oh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요 약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센서로부터 생성되는 위협 경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

고 대응하기 위해 ESM과 SIEM과 같은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APT 공격과 같이 특정 공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시간 여러 공격 단계를 수행하는 정교하고 체계적인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위협 경보를 상관분석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위협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의 구조와 각 기능

에 대한 설계 수준에서 제안하며, 그 과정에서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관련 알고리

즘에 대한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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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경보 상관분석

2.1 개요

경보 상관분석은 보호 대상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설치된 다양한 보안 센서로부터 생성된 다양한 보안
경보를 상관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 위협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경보의 수는 매우 많으며, 각각의
경보는 각 보안 센서의 관점에 따라 저수준(low
level)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안 센서의 설
정 오류 등으로 인해 경보에는 오탐(false positive)
또는 미탐(false negative)이 포함되어 있다[1]. 이는
보안 관제요원 또는 분석가가 위협 상황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경보 상관분석 분야에서는 보안 분석가 또
는 의사결정자가 보안 상황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
(high level)에서 종합적으로 위협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경보 상관분석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보 상관분석 연구
분야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2.2 유사성 기반

유사성(similarity) 기반의 경보 상관분석은 각 경
보가 가지는 속성(attribute 또는 feature) 값의 유사
성을 기반으로, 유사한 속성을 갖는 경보들을 서로
클러스터링(clustering), 또는 취합(aggregation)한다.

이는 단일한 공격 기법에 대해 다양한 보안 센서가
탐지하여 생성한 경보들에 대해, 중복된 경보를 제거
하고 결합(fusion)함으로써, 단일 위협에 대한 고수준
에서의 상황인식을 도울 수 있다.

[2, 3, 4, 5, 6, 7]의 연구들은 유사성 기반의 경보
상관분석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2000년 초반에 주로
연구되었으며, APT 공격과 같은 최근 공격의 성향
이 나타나기 전이었다.

2.3 사전 조건-결과 기반

공격자가 여러 공격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될 경우,
이전 단계에서 수행한 공격은 다음 단계의 공격을 위
한 준비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때 경보를 유발
한 공격의 사전 조건(prerequisites 또는 pre-condition)
과 결과(consequence 또는 post-condition) 간의 관계
를 이용하여, 이전 공격 단계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다음 공격 단계를 위한 사전 조건이 일치할 경우 두
공격 단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사전 조건-결과
기반 경보 상관분석 기술이다.

사전 조건은 공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조
건을 말하며, 결과는 공격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말한다. 이러한 접근 방
법은 공격자가 수행하는 전체 공격 시나리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공
격 시나리오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발생 가
능한 공격에 대한 수많은 사전조건과 결과를 구축하

경보 상관분석

기술 유형
내용 장점 단점

유사도 기반

§ 유사도에 기반, 서로 유사한 경보를

결합

§ 유사도가 임계치를 넘으면 경보가

서로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

§ 여러 센서들로부터 생성된 많은

양의 중복된 경보 감소

§ 알려진 공격에 대한 경보에 적합

§ 경보의 인과성(causality)과 통계적

관계를 밝혀낼 수 없음

§ 복잡한 공격을 발견하는 데 제약

사전조건-결과

기반

§ 공격에 대한 사전조건과 결과에

대한 지식 정의

§ 사전 조건: 공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조건

§ 결과: 공격이 수행된 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결과

§ 다단계 공격 탐지 (공격에 대한

고수준 뷰를 볼 수 있음)

§ 공격자의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그래프 생성 가능

§ 설계 복잡성과 사용자 행동으로

인해 실제 네트워크 운영 관점에서

실용적이지 않음

§ 모든 공격 행동에 대한 사전조건

및 결과 정보 가 포함된 완전한

공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듦

공격 시나리오

기반

§ 많은 침해사고는 최종 공격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공격 단계 존재

§ 사전에 정의된 침해사고 단계를

정의한 것과 비교, 공격 시나리오

구축

§ 새로운 경보가 생성되었을 때, 현재

구축된 공격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이미 존재하는 시나리오에

추가하거나, 새로운 공격

시나리오를 생성

§ 잘 정리된 공격을 정확히 탐지

§ 여러 센서들로부터 생성된 많은

양의 중복된 경보 감소

§ 많은 양의 오탐 생성 가능성

§ 사용자가 수동으로 공격

시나리오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

§ 알려진 공격의 탐지에 한함 (이상

탐지에는 적용 불가)

§ 다단계 공격 경보는 무시됨

표 1. 경보 상관분석 기술 관련 연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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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전문가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며 많은 시간
과 비용이 요구된다.

[8, 9, 10, 11, 12, 13, 14]의 연구들은 사전 조건-결
과 기반의 경보 상관분석을 다루고 있다.

2.4 공격 시나리오 기반

일반적으로 복잡한 공격은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
으며(multi-stage attack 또는 multi-step attack), 이
전 단계의 공격은 다음 단계의 공격을 위한 준비 과
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은 사전 조건-기
반 경보 상관분석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공격
시나리오 기반의 경보 상관분석은 전체 공격 시나리
오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시나리오는 특정 공격 주체(threat actor)에 의해
발생하는 일련의 공격 패턴(attack pattern)의 조합
(켐페인, campaign)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보다 구체
적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논리적으로 연
결된 공격 단계들의 연속 과정이 하나의 시나리오에
포함된다.

시나리오 기반 경보 상관분석은, 상관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시나리오가 완벽할 경우, 향상된 성능을 보
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공격에 대
한 시나리오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공격자는
방어 관점에서 알 수 없는 형태로 공격을 수행하므
로,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공격을 완벽하게 탐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접근 방법은 유용하지 않다.

[6, 15, 16, 17, 18, 19, 20]의 연구들은 공격 시나리
오 기반의 경보 상관분석을 다루고 있다.

2.5 논의

경보 상관분석에 대한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대부분의 연구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전 지식(prior knowledge)을
요구한다. 사이버 위협의 진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지
만, 이를 반영하는 사전 지식을 전문가가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식
없이도 다양한 보안 센서로부터 생성되는 경보 데이
터를 이용한 상관분석 방법이 요구된다.

III. 시스템 구조

3.1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앞서 2장
에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다양한 보안 센서로부터
생성된 위협 경보를 이용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plausible)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분석
된 위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 올 수 있
는 가장 설득력 있는 사이버 위협을 예측하고자 한
다. 그림 1은 간단한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3.2 룰셋 기반 위협경보 상관분석 기능

다양한 보안 센서에서 생성되는 위협 경보는 각
보안 센서 관점에서 포함할 수 있는 저수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 공격 단계(single attack phase)
에서 공격자가 수행하는 공격에 의해 발생되는 보안
경보의 수는 매우 많다. 또한 보안 센서의 설정이 완
벽하지 않아 오탐(false positive) 또는 미탐(false
negative)이 발생할 수 있다.

룰셋 기반 위협경보 상관분석 기능에서는 위협 경
보를 이용하여 위협을 분석하기 위한 룰셋(rule set)
기반으로 기존의 SIEM 솔루션과 같이 상관분석을 수
행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하이퍼 위협 경보(hyper
alert)를 생성한다. 하이퍼 위협 경보는 크게 오프라인
상관분석 기능과 온라인 상관분석 기능에서 활용된다.

그림 1.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및 예측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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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위협 관계정보 분석 기능

위협 관계정보 분석 기능은 위협 분류체계[21]와 같
은 사전 지식을 이용하여 위협 관계정보를 분석하는
기능과, 하이퍼 위협 경보를 이용하여 위협 관계정보를
분석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여기서 위협 관계정보는 위
협 유형(type) 간의 시간적 관계(temporal relationship)
와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나타낸다.

사전 지식을 이용하여 위협 관계정보를 분석하는
기능은 전문가의 지식 또는 경험치에 의하여 위협
관계정보에 대해 사전에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스템이 초기에 구축될 경우 위협 경보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을 경우 사전 지식 기반 위협 관
계정보를 이용하여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다음
위협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하이퍼 위협 경보를 이용하여 위협 관계정보를 분석
하는 기능은 위협 경보를 기반으로 하여 룰셋 기반 위
협경보 상관분석 기능에서 생성된 하이퍼 위협 경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협 관계정보를 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특정 하이퍼 위협 경보 와 가 있을

때, 위협 유형 와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이 때 위협 유형 와  간 인과관계(시간적 관
계는 이미 형성되어 있을 때)는 →과 같이 표현
될 수 있으며, 와 의 인과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 정도(correlativity)는 와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전체 위협 유형 간 상관 정도는 그림
2[22]의 경보 상관분석 매트릭스(ACM, alert
correlation matrix)와 같은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다.
여기서 세로축은 이전 위협 유형, 가로축은 이후 위
협 유형을 나타내며, 매트릭스의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두 값은 같지 않다. 즉 →에 대한 상

관 정도인  와 →에 대한 상관 정도

인  은 같지 않다. 위협 유형 간의 상관

정도를 구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우리는 이 중에서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를 기반으로 한 위협 관계정보 분석에 초점
을 두고 있다[22., 23, 24, 25, 26, 27].

마지막으로, 위협 관계정보 분석 기능에서는 온라
인 상관분석 기능을 통해 도출된 위협 시나리오를 입
력값으로 받아 위협 관계정보를 갱신한다. 위협 관계
정보 분석 기능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위협 경보와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동작하며(오프라인 분석), 수집
되는 위협 경보의 양에 따라 주기가 조정될 수 있다.

3.3.1 베이지안 네트워크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는 랜덤 변수
의 집합과 비순환 그래프(DAG, directed ascyclic
graph)를 통해 그 집합을 조건부 독립으로 표현하는
확률의 그래픽 모델을 말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DAG의 노드는 위협 유형이며, 노드를 연결
하는 엣지는 위협 유형 간의 상관 정도이다.

구체적으로, 위협 유형 가 발생한 후에 위협 유
형 가 발생한 경우, 와  간의 상관 정도는 베
이즈 이론(Bayes’ Theorem)과 조건부 독립
(conditional probability)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 때
두 위협 간의 인과관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관련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다[25, 27].

위협 유형에 대한 하이퍼 위협 경보 와 위협

유형 에 대한 하이퍼 위협 경보 에 대해,

§ 두 하이퍼 위협 경보는 정해진 시간 윈도(time
window) 내에서,  다음에 가 와야 한다.

§ 와 에 대해, IP 주소와 포트 번호의 관계에

대하여 표 2의 동등 제약조건(ECs, equality
constraints)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EC1 동일한 출발지 IP 주소 (a.srcIP = b.srcIP)
EC2 동일한 목적지 IP 주소 (a.dstIP = b.dstIP)
EC3 동일한 출발지 포트 (a.srcPort = b.srcPort)
EC4 동일한 목적지 포트 (a.dstPort= b.dstPort)
EC5 IP 체인 관계 (a.dstIP = b.srcIP)
EC6 역 IP 체인 관계 (a.srcIP = b.dstIP)

표 2. 두 위협 유형 간 제약 조건[25, 27]

실제로는 두 위협 유형 간에 관련성이 존재하는 동
등 제약조건의 집합이 선택된다. 다시 말하면 아래의
식을 만족하는 동등 제약조건이 선택된다.

    

두 위협 유형 와 에 대한 하이퍼 위협 경보가
가지는 속성으로부터 특징(feature)를 추출하고, 가중
치 합을 통해 을 계산한다. 이를 전체 위
협 유형 간의 쌍(pair)에 대해 계산하여, 그림 2와 같
은 경보 상관분석 매트릭스를 계산한다. 속성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특징과, 특징으로부터 가중치 합을 계
산하기 위해 필요한 가중치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3.4 실시간 시나리오 분석 기능

실시간 시나리오 분석 기능은 룰셋 기반 위협경보
상관분석 기능에 의해 실시간으로 생성된 하이퍼 위

그림 2. 경보 상관분석 매트릭스(AC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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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경보에 대해, 위협 관계정보 분석 기능에서 생성
한 위협 관계정보 모델을 이용하여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실시간 시나리오 분석 기능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위협 경보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하이퍼 위
협 경보 인스턴스에 대한 분석이므로 실시간으로 동
작한다(온라인 분석). 해당 기능은 우리의 이전 연구
결과[29]를 기반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특정 하이퍼 위협 경보 가

생성되었을 때, 해당 위협 유형 와 관련된 위협 유
형을 가지는 하이퍼 위협 경보 인스턴스 중 의 특

징과 비교하였을 때 임계치보다 높은 특징을 가지는
하이퍼 위협 경보 인스턴스를 선택한다. 이러한 과정
을 해당되는 하이퍼 위협 경보 인스턴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3.5 사용자 정의 시나리오 분석

실시간 시나리오 분석 기능에서 도출된 위협 시나
리오 목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
용자 정의 시나리오 분석 기능에서 위협 분석가의
개입을 통해 필터링할 수 있다. 또는 위협 분석가는
분석 결과가 가장 설득력 있는(plausible) 위협 시나
리오라고 판단할 경우, 침해사고 분석 보고서를 생성
하기 위해 시나리오에 제목, 설명 등과 같은 메타 정
보를 작성하여 저장하게 된다.

3.6 위협 예측 기능

위협 관계정보 분석 기능에서 생성한 위협 관계정
보 모델을 이용하여, 룰셋 기반 위협경보 상관분석
기능에 의해 실시간으로 생성된 하이퍼 위협 경보에
대해 다음 단계에서 올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위협 유형과 관련 속성을 예측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특정 하이퍼 위협 경보 가

생성되었을 때, 해당 위협 유형 와 관련된 위협 유
형 중 가장 높은 상관 정도를 가지는 위협 유형을
선택한다. 만약 해당 위협 유형이 라면 와 관련
된 이전 하이퍼 위협 경보 들이 가지는

속성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속성들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내어 예측된 다음 위협이 가질 수
있는 속성 정보를 분석가에게 전달한다. 이는 다가올
수 있는 다음 위협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IV.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의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
지 않고 자동으로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위협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한다. 이를 위하여 시나리오 분석 및 위
협 예측을 위한 경보 상관분석 분야에 대한 관련 연
구를 분석하였다.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전문가의 지
식이 전적으로 요구되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위협
경보에 대한 온라인 분석보다는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오프라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구 수준은 시스템 및 각 구
성요소를 식별한 수준이다. 향후 각 구성요소, 구체
적으로는 위협 관계정보 분석 기능에서 실제로 위협
관계정보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한 알고리즘,
위협 관계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위
협 경보(특히 기존의 SIEM 솔루션 기능과 매핑되는
룰셋 기반 위협경보 분석 기능에서 출력되는 하이퍼
위협 경보)에 대해서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다음
위협 단계를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셋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네
트워크 환경을 모의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MITRE ATT&CK을 반영한 모의침투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수행하여 각 보안 센서에서 위협 경보를
생성하고자 한다. 이는 2장에서 논의했던 연구들이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했던 DARPA 2000
데이터셋의 한계(매우 오래 전에 공개되어 현재의 사
이버 위협 동향을 반영하지 못함)를 극복하고자 한
다. 또한 데이터셋을 통하여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지
표를 결정하여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얼
마나 잘 분석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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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디

바이스 등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사용자의 이동 경로 정보의 획

득이 용이해지면서, 수많은 위치 기반 서비스들

이 개발되어 왔다. 본 논문은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들 중 하나로써, 사용자의 이동 경로 정

보를 활용한 주소 인증을 목표로 한다. 주소 인

증은 사용자가 등록된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

1)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

(No.2016-0-00173, 핀테크 서비스 금융사기 방

지를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o.2016R1A4A1011761,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금융 보안 핵실 기술 개발)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hspark@kongju.ac.kr

†교신저자, sunchoi@kongju.ac.kr

는지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주소 인증은 관계부처의 실거주자 조사, 주소에

관계된 자격 확인(지역 취업, 입학, 분양, 부동

산 거래 등), 비대면 본인확인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동 경로 정보를 통한 주소 인증 자체는 아

직 연구된 바가 없지만, 최근 사용자 인증을 위

해 이동 경로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제안

되었다 [1, 2]. 이들은 이동 경로 정보로부터 사

용자의 이동 패턴을 추출, 모델링함으로써 사용

자를 식별한다. 패턴 모델링에는 머신 러닝 및

신경망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방안들을 주소

인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동 패턴 모

델은 주소에 대한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머신 러닝의 학습 과정과 그 결과물

인 모델은 일반적으로 블랙박스이며, 따라서 해

당 모델로부터 주소 인증을 위한 특징을 직접

추출할 수 없다.

다른 관련 연구인 관심 지역(location of

이동 경로 정보를 활용한 주소 인증1)

박호성*, 남승수**, 최대선*†

*공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공주대학교 융합과학과

Address Authentication using Location History

Hosung Park*, Seungsoo Nam**, Daeseon Choi*+

*Dept. of Medical Inform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onvergence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이동 경로 정보를 활용한 주소 인증 방안 즉, 사용자가 실제로 등록된 주

소에 살고 있는지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소 인증을 위한 기존 연구는 클러스터

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관심 지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관심 지역 중 하나에

주소가 포함된다면 해당 주소를 인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소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관심 지역들은 비적합 주소 즉, 다른 유저의 주소나 허위 주소를 인증하는 인증 오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제안 방안은 다른 관심 지역과 구분되는 주소의 위치 정보 조

건들을 통해 불필요한 관심 지역들을 제거함으로써 인증 오류 확률을 줄이고자 한다.

다시 말해 긴 지속시간, 높은 데이터 비중, 일관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

는 관심 지역만을 주소 인증에 활용한다. 실험 결과는 제안방안이 기존 연구들에 비해

높은 주소 인증 성공 확률을 가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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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or point of interest) 추출은 [3-7] 인

증 관련 분야는 아니지만 주소 인증에 활용 가

능한 요소를 갖는다. 이들은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이동 경로 정보로부터 관심 지

역 즉, 사용자가 빈번히 가는 혹은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를 특정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

소가 관심 지역에 속한다면 주소가 인증됐다고

추정이 가능하다. 관심 지역 추출을 위한 클러

스터링은 크게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과 시간

기반 클러스터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밀도 기

반 클러스터링은 [3-5] 전체 이동 경로 정보에

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

역을 찾아낸다. 반면 시간 기반 클러스터링은

[6, 7] 사용자가 일정 범위 안에 일정 시간 이상

머문다면 해당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선별한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특성으로 인해, 시간 기

반 클러스터링은 사용자가 한 번에 오래 머문

장소를 잘 찾아내지만 해당 장소가 어느 정도

의 비중을 가지는지는 알지 못한다. 또한, 밀도

기반 클러스터는 그와 반대의 특성을 갖는다.

관심 지역 추출을 통한 주소 인증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못된 인증의 위험 즉, 다른 유저

의 주소나 허위 주소를 사용자의 주소로 인증

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

으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주소와 관련된 지

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관심 지역을 추출하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적합하지 않은 주소가

이런 관심 지역들 중 하나에 속한다면 사용자

의 주소로 오인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동 경로 정보를 활용한 사용자

의 주소 인증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방안의 목

표는 앞서 언급한 관심 지역 추출을 통한 주소

인증에 비해 인증 오류 확률을 줄이는 것에 있

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반적인 관심 지역과

구분하기 위한 주소의 위치정보 조건들을 활용

한다. 주소의 위치정보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Ÿ 긴 지속 시간 : 주소의 위치 정보는 한 장

소에서 오래 지속 된다.

Ÿ 높은 데이터 비중 : 주소 지역은 전체 위

치 정보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Ÿ 일관성 : 앞의 두 조건이 높은 확률로 매

일 반복된다.

적은 수의 관심 지역만이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안 방안은

주소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관심 지역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주소 추정 지역을 최소화

하려 한다. 이는 인증 오류 확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제안 방안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주소 추정 지역을 찾기 위해 시간 기반 클러스

터링과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을 모두 사용한다.

II. 제안 방안

우리는 여러 관심 지역들 중, 사용자의 주소

가 포함되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주소 클러스터

라고 정의한다. 주소 인증을 위한 이상적인 형

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소 클러스터 단 하

나만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

한 조건은 오히려 주소 클러스터 역시 제거하

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 방안의

설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Ÿ 주소의 세 가지 조건을 사용하여 주소 추

정 클러스터의 수를 최소화한다.

그림 1. 주소 추정 클러스터 추출 과정

그림 1은 주소 추정 클러스터를 추출하는 3

단계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동 경로 정보는 연

속된 위치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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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는 타임스탬프, 위도, 경도로 이루어

진다. 첫 번째 조건인 긴 지속 시간을 만족하기

위해 제안 방안은 시간 기반 클러스터링을 활

용한다. 시간 기반 클러스터링은 시간 흐름에

따라 같은 장소의 위치 정보들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새 클

러스터를 생성한다. 이 때, 지속 시간이 적은

클러스터는 제거한다. 다시 말해 첫 위치를 기

준으로 일정 범위 d 안에 일정 시간 t 이상 머

문다면 해당 위치 정보들로 클러스터를 생성한

다. 일정 범위 d를 벗어나면 새로운 위치를 기

준점으로 사용한다. 임계값 변수인 d와 t는 주

소 인증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실험을 통해 적절한 값을 찾는다. 생성된 클러

스터들은 후보 클러스터가 되어 다음 과정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된다.

시간 기반 클러스터링 이후, 남아있는 후보

클러스터들은 서로 겹쳐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시간 기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기존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항상 새로운 클러스터를 생

성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를 재방문하더라도 새

로운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것이다. 높은 데이터

비중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같은 장소

의 클러스터를 병합할 필요가 있다.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이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있으며, 우

리는 널리 알려진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알고

리즘인 DBSCAN을 [8] 사용한다. DBSCAN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각 위치점의 이웃점들

의 밀도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구체

적으로는 각 위치점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r 안

에 밀도 n 이상의 이웃점이 존재한다면 해당

위치점은 핵심점이 된다. 하나의 클러스터는 한

장소의 모든 핵심점들과 그 이웃점들로 구성된

다. 따라서 시간 기반 클러스터링 이후 남아있

는 위치 정보들을 기반으로 DBSCAN을 사용하

면 자연스럽게 겹쳐져 있는 클러스터들을 병합

하는 결과가 된다. 두 번째 조건인 높은 데이터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각 클러스터들의 밀도를

확인하고 일정 기준 d를 넘지 못하는 클러스터

들은 제거된다. 이 때 밀도 기준인 n과 d는 현

재 위치 정보 개수를 전체 위치 정보 개수로

나눈 비율을 사용한다.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

는 클러스터들은 후보 클러스터로서 다음 과정

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된다.

마지막 조건인 일관성은 다른 두 조건과 다

른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출장,

여행과 같은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매일 주소

에 해당하는 위치에 머무른다. 따라서 제안방안

은 각 후보 클러스터에서 사용자가 머무른 날

짜의 비율을 일관성 기준으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 날짜 비율이 일관성 비율 임계값 c를 넘

지 않는다면 해당 클러스터는 제거된다. 각 클

러스터의 날짜 비율은 해당 클러스터 위치 정

보들의 날짜 개수를 전체 실험 날짜로 나눠서

계산한다. 현재 남아 있는 위치 정보들은 시간

기반 클러스터링과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과정

을 거쳤다는 것을 상기하면, 일관성 확인 과정

은 앞의 두 조건이 매일 반복되는지 확인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일관성 확인 과정은 출장,

여행, 허위 주소 인증을 위한 짧은 기간은 거주

와 같은 해위로 인해 클러스터가 발생하는 것

을 막을 수 있다. 남아 있는 클러스터들은 최종

적으로 주소 추정 클러스터가 된다.

만약 등록된 주소가 주소 추정 클러스터에

포함된다면 해당 주소는 인증이 완료된다. 주소

추정 클러스터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은 실제

주소 클러스터를 제거하는 위험을 주의 깊게

피하면서 기존의 관심 지역 추출을 통한 주소

인증 방법들에 비해 최종 클러스터 개수를 줄

일 수 있다. 또한 줄어든 클러스터 개수는 주소

인증 오류를 감소시키려는 우리의 목표에 기여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클러스터의 개수

가 늘어날수록 비적합 주소를 인증하는 오류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III. 성능 평가

3.1 실험 환경

주소를 포함하는 이동 경로 정보는 아직 공

개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데이

터 세트를 구성했다. 서울에 사는 27명의 실험

자로부터 27개의 이동 경로 정보와 주소를 수

집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분 간

격으로 24시간 위치 정보를 수집했으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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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기간은 63일이다. 한 사용자의 주소 인증

실험 시, 해당 사용자의 주소를 적합 주소로 다

른 26명의 주소를 비적합 주소로 사용했다.

구분 변수 역할 값 범위

시간기반

클러스터링

s 거리기준 50m-500m

t 시간기준 1h-6h

밀도기반

클러스터링

r 거리기준 20m

n 지역밀도기준 0.05%

d 클러스터밀도기준 4%-40%

일관성 c 날짜비율기준 20%-80%

표 1. 임계값 변수 값 범위

표 1은 주소 추정 클러스터 추출 과정에서

사용하는 임계값 변수들의 범위를 보여준다. 예

를 들어, s가 100m이고 t가 3시간일 경우 시간

기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기준 위

치에서 100m 이내 범위에서 3시간 이상 머물

경우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d가 10%인 경우 두

번째 단계에서 밀도가 10% 미만인 클러스터를

제거하며, c가 50%인 경우 세 번째 단계에서

날짜 비율이 50% 미만 즉, 30일 미만인 클러스

터를 제거한다.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의 임계값

변수인 r과 n은 각각 20m와 0.05%로 고정했는

데, 이는 제안 방안에서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이 클러스터들의 병합에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병합된 클러스터의 높은 데이

터 비중 확인은 변수 d를 통해 수행한다.

3.2 실험 결과

제안 방안의 성능을 두 가지 기존 연구인 시

간 기반 클러스터링(TBC), 밀도 기반 클러스터

링(DBSCAN)과의 비교를 통해 보인다.

구분 FAR FRR AER 클러스터수

TBC 0.0188 0.0370 0.0279 24.21

DBSCAN 0.0296 0.0 0.0148 13.82

제안방안 0.0108 0.0 0.0053 6.81

표 2. 주소 인증 결과

표 2는 FAR (false accept rate), FRR (false

reject rate), AER (average error rate) 세 가지

지표와 27명 실험자의 평균 최종 클러스터 개

수를 통해 각 방안의 성능을 보여준다. FAR은

비적합 주소를 적합 주소로 잘못 인증하는 경

우의 비율, FRR은 적합 주소를 비적합 주소로

잘못 인증하는 경우의 비율, AER은 FAR과

FRR의 평균 오류율을 의미한다. 우리의 목표는

주소 인증 오류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기에 오

류율에 관련된 인자들을 선택했다.

TBC는 s가 250m, t가 4시간인 경우 최대

성능을 보였다. DBSCAN의 경우 r이 200m, n

이 0.7%일 때 최대 성능을 보였다. 제안 방안은

s, t, d, c가 각각 200m, 3시간, 24%, 65%인 경

우 최대 성능을 보였다. 최대 성능은 AER을 기

준으로 선택했다.

모든 지표에서 제안 방안은 기존 연구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는 주소 추정 클

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최종 클러스터의 개수

가 기존 연구들에 비해 반 이상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적합 주소 즉 다른 사용자들의 주소

를 적합 주소로 잘못 인증하는 위험이 줄어들

고 FAR 수치를 줄이는 결과를 이끌었다.

DBSCAN의 경우 TBC에 비해 클러스터의 개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FAR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밀도 기반 클

러스터링 결과물인 각 클러스터의 크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항상 클러스터의 크기가 일정

한 시간 기반 클러스터링에 비해 밀도 기반 클

러스터링은 하나의 클러스터 크기가 경우에 따

라 매우 커질 수 있다. 클러스터의 수가 많을

때와 같은 이유로 각 클러스터의 크기가 커질

수록 인증 오류의 위험 즉, FAR 수치가 커질

수 있다.

우리의 실험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제안

방안은 작은 범위에 많은 실험자가 있을 경우

다른 방안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

을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현재의 데이터 세

트는 서울이라는 넓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실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인증 오

류율이 4%미만이다. 현재 우리는 한 대학 근처

라는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참가자들을 모

집하여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데이

터 세트를 포함하여 실험을 확장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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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기대한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 정보를

활용한 주소 인증 방안을 제안했다. 관심 지역

추출을 활용한 기존의 주소 인증 방안에 비해

인증 오류율을 줄이기 위해, 제안 방안은 다른

관심 지역과 구분되는 주소의 위치 정보 조건

들을 활용했다. 다시 말해 긴 지속 시간, 높은

데이터 비중, 일관성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

두 만족하는 관심 지역만을 주소 추정 클러스

터로서 추출했다. 불필요한 관심 지역을 제거함

으로써 제안 방안은 비적합 주소를 적합 주소

로 잘못 인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 실험

결과는 제안 방안이 기존 연구인 시간 기반 클

러스터링과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을 활용한 주

소 인증 방안들에 비해 주소 인증 오류율을 줄

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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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마트그리드 핵심 도메인 중 하나인 전기자

동차의 충전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주유를

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모든 충전 정보 및 제어

명령이 유·무선 통신을 통해 충전 사업자와 전

력 제공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을 가진다. 이처

럼 여러 ICT 기술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여러 연구를 통하여 보안요구사항들

을 도출하고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노출 및 위·변조 등의 보안 위협은 방지하고 있

지만, 데이터 부인방지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방

식 중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에서의 부

인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에이전트에 대해

제안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서론으로 간략한

연구 내용 및 구성을 서술하고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관해 서술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

된 내용인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보안 에이전트를 설명하

고 마지막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

논문을 마친다.

II. 관련 연구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보안 에이전트

에서 부인방지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 정리한다.

먼저 스마트그리드 관련 국내 법규에 관해

설명한 후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보안 설계에 관한 기존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자 한다.

2.1 관련 법규

대한민국은 스마트그리드에 관련된 법규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

침’[1]이 존재한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전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보안 에이전트 설계

장찬국, 이재훈, 이옥연*

*국민대학교 금융정보보안학과

Designed Security Agent for Portable EV Charger that Provides
Non-Repudiation Function

Chan-Guk Jang, Jae-Hoon Lee, Okyeon Yi*

*Dept, of Financial Information Security, Kookmin University.

요 약

스마트그리드 핵심 도메인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빠른 구축을 위해서는 인프라

의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보안 설계가 요구된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연

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며, 특히 보안 설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사전 연구 및 관련 연구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보안 에이전트를 설계하여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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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도메인 중 하나이므로 본 법규를 만족하여야

한다.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중 제 7조, 제 8조, 제 10조, 제11조, 제

12조, 제 13조는 정보보호 및 암호에 관련된 조

항이다, 제 7조는 무선통신망 보안에 관한 내용

이며 3항에서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무선통

신망을 운용할 경우 무선통신 내용을 암호화하

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 8조에서는 지능

형전력망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 통신망에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용하

여야 하고,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및

공통평가기준에 의해 인증받은 제품이나 국가

정보원장이 그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 10조에서

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암호모

듈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IT보안인증사무국의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고, 암호알고리즘 보

안 강도가 128 비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

어 있다. 제 11조에서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에

서 사용되는 암호키의 생성 및 발급, 암호키의

주기적 갱신, 암호키 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호

키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

어 있다. 제 12조에서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은

중간자공격, 스니핑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상호

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한 지능형전력망 기기가 다른 기기 또는 지능

형전력망 시스템과의 통신 시 상호인증한 상대

방에 대해서만 통신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마지막 제 13조에서는 지능형전력망

기기에서 과금과 관련된 통신에 대해서는 부인

방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2.2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안 연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서의 보안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형태로 나뉜다.

첫 번째 연구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보안요구사항에 관한 연구이다. [2]에서는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한 구축을 위해 전

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논리적 아키텍처

를 제시하고 각 인터페이스를 식별하여 해당

인터페이스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을 식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

한 보안요구사항을 분석 및 제시하였다. [3]에서

는 보안위협모델링을 시행하여 보안 위협을 식

별하고 보안 요구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

하였으며, 여러 위협모델링을 이용하여 발생 가

능한 위협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 방향은 실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보안 설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

는 이전 보안요구사항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보안 서비스를

적용하는 연구로 [4]에서는 [2]에서 도출하였던

보안요구사항을 실제 LTE 이동통신을 이용하

는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적용하고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특징에 맞는

암호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보안 서

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LTE 모뎀에서의 성능

분석 또한 진행되었다.

2.3 기존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보안

에이전트

[5]에서는 보안 서비스를 적용한 이동형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제안하였고, 해당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

전기용 보안 에이전트와 서버용 보안 에이전트

총 두 가지의 보안 에이전트를 제안하였다.

[그림 1] 기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성도

그중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보안 에이

전트는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 내 이동통신

모뎀 내에서 작동하며 보안 서버 내의 보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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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트와 통신하여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

가 송·수신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기밀성과

무결성을 제공하고, 상호 인증 및 키 일치 기능

을 수행한다.

[그림 2] 기존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보안 에이전트 구성도

하지만, 해당 보안 에이전트는 2.1절에서 언

급한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용 보안 에이전트에 부인방지 기능을 추

가하고자 한다.

III. 본문

3.1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이동형 전기자

동차 충전기용 보안 에이전트

[그림 3] 부인방지 기능을 적용한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 데이터 흐름

새롭게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보안 에

이전트에서 제공하는 부인방지 기능은 2.1절에

서 언급하였듯이 지능형전력망 기기에서 과금

과 관련된 통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해당 부인방지 기능은

반드시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제공하여

야 한다. [5]에서 제안한 기존 이동형 전기자동

차 충전기용 보안 에이전트는 SSL-VPN 클라

이언트 모듈, 검증필 암호모듈, 보안 서비스 모

듈로 구성되고 이동형 충전기에서 발생한 데이

터는 해당 보안 에이전트를 거쳐 이동통신을

통해 외부 운영 서버로 전송된다. 데이터가 이

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보안 에이전트에 입

력되면 보안 서비스 모듈은 검증필 암호모듈에

서 제공하는 ECDSA p-256을 이용해 전자서명

을 생성한다. 그 후 전자서명이 부착된 데이터

는 SSL-VPN 클라이언트 모듈을 통해 서버용

보안 에이전트로 전송된다. 안전한 통신을 위해

제공되는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기능과 암호화

기능이 전체 통신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게 된

다면 이는 보안 서비스의 가용성을 해치는 기

능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5]에서 진행한 실험 중 임베디드 리눅스 장비

인 LTE 이동통신 모뎀에서 검증필 암호모듈

KMULiB v2.0을 이용한 ECDSA p-256 전자서

명 생성 시간을 살펴보면 전자서명 생성 시 걸

리는 시간은 약 0.8초 소요된다. 실험을 진행한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주기는 1분당 1회 전송된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전자서명 생성 후 암호화

과정을 처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초 미

만이 소요된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 생성을 통

해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전체 서비

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제안하는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보안 에이전트

에서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동

형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개인키가 있어야 하고

개인키와 쌍을 이루는 기기 인증서(공개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기기 인증서는 이

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보안 에이전트와 서

버용 보안 에이전트와의 상호 인증 시에도 사

용된다. 그리고 추후 전자서명을 검증할 개체인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 No.1

- 577 -



한국전력공사 또한 해당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

전기의 기기 인증서를 갖고 있어 해당 기기의

공개키를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부인방

지 기능과 상호 인증 시 사용되는 기기 인증서

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PKI 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사용되어야 한다.

[그림 4] 제안하는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성도

제안하는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모든 공중망 통신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한

SSL VPN 통신을 제안한다.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한 SSL VPN은 [1]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

구사항을 모두 만족할 뿐만 아니라, [2], [3]에서

분석한 보안 요구사항들도 만족할 수 있다. 또

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보안 제품을 사

용할 경우 C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

므로 제안하는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에서 사용하는 SSL VPN은 CC 인증을 받아야

한다.[6],[7]

IV. 결론

스마트그리드 핵심 도메인 중 하나인 전기자

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보안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서의 법

적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나아가 실제 서비스되

고 있는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적

용해 보았다. 여러 모듈로 구성된 제안하는 보

안 에이전트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며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기존 충전 서비스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는 여러 혜택들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힘

쓰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프라 구축이며 인프라 구축에서도 가

장 중요한 점은 보안 설계이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보안 에이전트 및 인프라 구성도를 시작

으로, 많은 연구 및 실증을 통해 하루 빨리 전

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보안이 적용되는 계기

가 되었으면 한다.

향후 연구 계획은 본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

은 현재 연구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와의 융합

과 특히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요소가 될 스마트

그리드용 PKI 시스템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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