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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세대 정보전에서 정보 보안의 개념은 방어적이기보다는 공격적이게 되었다[1]. 컴퓨터
침해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침입 방지 기술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지만 방어 수단
만으로는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정행위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하거나 상대 시스템을 위협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공격형 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
분의 부정행위자는 추적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칠 수 없는 원격 컴퓨터를 거쳐서 침입하므로
단기간 내에 신원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 즉, 침입을 탐지함과 동시에 침입자의 접속을 차
단시킴으로써 침입자가 탐지된 사실을 인지하고 차후의 접속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침입자
를 차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자체 보안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사용자의 시스
템을 중간 거점으로 삼아 이동하는 경우 역추적과 같은 기존의 기술을 이용한다면 역추적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행위자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정확한 신분확인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부정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활동을 장기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부정 행위
자를 추적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제약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진보된 해킹 방지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시스템을 보호함은 물론
부정행위에 대한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부정행위자가 이동한 경로
상의 원격 컴퓨터 관리자와 연락하여 공동조사가 가능하고 부정행위자의 습관을 분석함으로
써 직접 신원 파악이 가능하다.

2 . 정보전
2.1 정보전 개념
정보전이란 자신의 모든 중요 정보 자원 및 시스템은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반면 적의 중
요 정보자원 및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해를 가하여 손해를 입히고 정보의 획득과 유지에 있
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2].
정보전은 정보수집, 정보보호, 정보제공거부, 정보관리, 정보전송과 같은 요소를 가진다.
이들 다섯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는가가 정보전의 전략이다. 조직에 의해 정보가 수집되
면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정보 인프라의 취약점은 널리 알
려져 있다. 정보보호는 정보위협과 정보파괴의 두 가지 종류의 위협을 다룬다. 정보위협은
적이 조직 소유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정보파괴는 적에 의한 악의적 공
격의 결과 이들 정보의 손실을 포함한다. 정보제공거부는 적의 수집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보호 외에 적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직접 공격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적을 속이고 적으로 하여금 잘못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조직내의 컴퓨팅과 데이터 리소스의 분산으로 발생하는 보안상의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관리가 요구된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송은 데이터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
의 전송 능력은 조직의 성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2.2 정보전 대응기술
정부, 군, 산업 조직의 대규모 상호연결된 통신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였다.
중요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또는 가용성에 손실이 오는 경우 경제적, 국가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중요 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재빨리 대응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표 1 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기술들이다[3].
침입 탐지는 대응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다. 탐지 이후의 조치는 침입자의 의도를 파악하
고 손해 범위를 점검하고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입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2 정보전 대응 기술
분류
보호(Prot ect )

탐지(Detect )

반응(React )
공격(Attacks )

대응 기술
-

암호(Encryption )
침입차단시스템(F irew all)
인증(Authentication )
악의적 소프트웨어(Malicious S/ W )
네트워크 현황/ 토폴로지(Netw ork Status/ T opology )
전조(Precur sors ), 침입(Intrusions )
자원 오용(Misuse of Resources )
자료 상관성/ 집합(Data Correlation/ A ggregation )
자료 시각화(Data Visualization )
대응(Response) : 접속 종료, IP 주소 봉쇄
복구(Recovery ) 및 재구성(Reconstitution )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es ), 웜(W orm )

- 트로이 목마(T rojan horses ), 트랩 도어(T rap doors )
- 침입자 유인

침입자 의도를 결정하는 과정은 자료 상관성, 침입탐지 시스템 결과, 감사 로그, 그리고
다른 유용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론된다. 현재 침입자 의도를 식별할 수 있는 도구는 사실
상 존재하지 않으며, 거의 인적 자원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손해의 범위는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중요하지 않으며 기능이 협소한 호스트에 대한
공격 대응은 거의 미비하거나 없을 수 있다.

3 . 정보 시스템 보호 기술
3.1 침입 탐지 기술
침입 탐지(Intru sion Det ection )는 인가된 사용자 혹은 외부의 범법자들에 의해 컴퓨터 시
스템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이나 오용 그리고 악용과 같은 침입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시
스템이다. 현재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핵심 기법은 예외 발견과 오용 발견
이며, 그리고 기타 패턴 인식,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법 등이 있다.
예외 탐지(Anom aly Det ection )는 침입자가 정상적인 사용자와는 다른 행동 패턴을 갖는다

는 가정하에서 사용자의 패턴을 비교하여 침입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로긴 시간, 로긴 세션
의 존속 시간 등과 같은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생성한다. 이 방법은 OS 감
사 기록에 의존적이므로 분석을 위해 시스템 과부하를 발생시켜 실시간 감사 자료 검토 능
력 상실케 된다. 오용 탐지(M isu se Det ection )는 사용자의 활동을 기록한 침입 서명을 검색
하고 알려진 공격자의 행동과 사용자 행동을 비교하여 침입을 발견한다. 이 기법들은 감사
기록 자료에 의존적이므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패턴 인식(P attern
R ecognition )은 일련의 침투 시나리오가 시스템에 코드화하여 확장된 시간 주기, 일련의 사
용자 세션 또는 다중 공격을 통해 나타나는 공격자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잠재적
으로 많은 양의 감사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을 감소시키지만, 생성된 시나리오가 시
스템 의존적이므로 공격 특징이 일치하지 않으면 침입 발견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3.2 침입자 역추적 기술
침입자를 역추적하기 위해 로그, 호출자 판별, 모니터링과 같은 기술들이 사용된다. 로그
기반의 역추적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로그파일을 분석함으로써 침입 호스트를
확인한다. 사용자의 로그인/ 로그아웃 일시 기록, 프로세스 기록, 라우터 정보 등이 추적의
기본 정보로 사용된다. 시스템 관리자가 많은 수작업을 해야하므로 침입자가 자신의 자취를
은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경험에 의존하므로 정확한 침
입자 역추적 및 피해분석이 어렵다. 호출자 판별(Caller Identification ) 기술은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에 로그인 할 경우, 이전의 경로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경로 정보는
다른 호스트에서 접속을 시도한 시점에서 작성되며, 하나 이상의 호스트를 경유하여 접속하
는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경로 정보가 해당 호스트에 전달된다. 제공되는 데이터가 인접 시
스템에 대한 정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침입자가 지나쳐온 모든 경로를 추적하기에는 부
적합하므로 경로 정보가 로그인 할 때 전송되도록 확장한다. 경로 정보의 인증을 위해서 접
속 요구를 받는 호스트가 접속을 요구한 사용자의 ID를 알아내기 위해서 각 호스트마다 호
출자 판별 서버(Caller Identification S erv er )가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호스트에 이러한 판
별 서버가 있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침입 탐지 및 역추적을 위해서 사용자
의 행위 및 시스템 상태가 모니터링 되어야한다. 이러한 모니터링 기술은 호스트 레벨 모니
터링과 네트워크 레벨 모니터링으로 나뉘어 진다. 호스트 레벨의 모니터링은 주로 터미널 가로
채기 방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스템의 예로는 UNIX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ttywatcher [4]와 ttymon[4]이 있고 Linux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linspy[5]등이 있다. 이들은 단일 시
스템 상에서 사용자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도구이다.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모니터링은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부정행위자의 모든 로그온을 감시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기계에 접근할 필요가 없다. 부정
행위자가 새로운 연결을 시작하면 관리자는 부정행위자가 로그온한 호스트에 접근할 필요없이 단지
부정행위자에 대한 연결만을 감시하면 된다. T CP dump[5], Etherfind[6], Netlog[6], SNIF [7] 같은 도
구들이 이런 기능의 일부를 제공했지만 감시할 로그온 연결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상의 모든
패킷 정보가 입력되어 연관된 자료를 걸러내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실시
간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부정행위자에 대해 감시와 모니터링만 수행
할 뿐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4 . 공격형 정보보안 기술
부정 행위자에 대한 신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부정 행위자의 호스트에 직
접 접근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역추적을 이용한 신분 확인은 모든 호스트에 역추적
모듈이 있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역추적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자의 접속 경로를 미

행하여 호스트들에 직접 접근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신분 정보 및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신분확인 시스템[8]은 가상 잠복 모드, 미행 모드, 복제 모드, 탐문 모드로 동작된다. 침입
탐지 시스템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경우, 가상 잠복 모드로 전환하여 부정 행위자가
가상의 공간에서 해킹하는 동안 부정행위자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면서 역추적한다. 부정행
위자가 다른 호스트로 이동할 때 미행 모드에서 부정행위자의 기본 인증 정보와 이동 경로
를 획득한다. 이들 정보를 기반으로 복제 모드와 탐문 모드로 전환한다. 복제 모드에서는 부
정행위자의 이동 경로에 또 다른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분확인 시스템을 복제한다. 탐
문 모드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현재 호스트에서의 신분 정보와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백도
어와 같은 호스트 보안 취약점을 검사한다. 그림 1은 부정행위자 신분확인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낸다.

그림 1 부정행위자 신분확인 시스템
4.1 가상 잠복
침입탐지 시스템에 의해 침입이 감지되었을 경우, 시스템에는 피해없이 부정 행위자의
침입 방법, 침입 경로 등의 부정 행위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가상
잠복 모드가 구동된다. 그림 2는 가상 잠복 모드의 개요이다.
가상 잠복 모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상쉘과 쉐도우 운영체제이다. 가상쉘은
부정행위자에게 가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커널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이다. 응용프로
그램 레벨에서 커널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커널에 대한 입출력이 가상쉘에서 필터
되고 변경된다. 필터된 명령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명령인 경우 쉐도우 OS를 통
해 커널에 대해 수행함으로써 시스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부정 행위자에 대한 로그를
확보하고 또한 부정 행위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 가상쉘은 기존의 쉘을
캡슐화한다. 쉐도우 OS는 A S CII 코드 또는 바이너리 파일의 실행 요청에 대해 가상 파일
시스템을 지원한다. 부정행위자의 파일 컴파일 또는 실행과 같은 사용자 명령을 커널로 직
접 전달하기 전에 쉐도우 OS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 또는 바이너리 파일의 경로를 변경한
다. 지정된 디렉토리 이상의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chr oot ()에 의해 부정행위자
의 실제 파일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막고 가상 파일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실제 파일 시스템은 보호된다.

그림 2 가상 잠복 모드 개요
4.2 미행
부정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용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역추적을 통해 침입 경로를 알아낼
뿐 아니라 침입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 수집과 타겟 호스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행위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터미널 모니터링이 시도된다. 사용자
의 터미널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지금까지의 방법은 단순히
부정행위자를 감시할 뿐 모니터링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자에게 노출된다. 사용자의 신분확
인을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시간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출된 모니터링
행위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방식의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부정행위자를 감시하기 위해 부정 행위자가 신분확인 소프트웨어가 있는 호스트를 거쳐
서 다른 호스트에 침입하는 경우 그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미행한다. 미행의 결과 부정 행
위자의 이동 경로와 행위 로그를 신분확인시스템이 획득하게 된다. 또한 복제를 위한 인증
정보 획득이 미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주요 감시 대상이 되는 명령 또는 이벤트들을 미리
정의하여 필터하고 그 결과는 관리자가 미리 설정한 행위 정책, 기존에 수집된 정보들과 비
교, 분석된다. 필터된 결과 사용자의 행위가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경우는
세션을 끝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발이 향후 요구된
다. 그 외 부정 행위자의 행위 증거 또는 인증 정보로 기록할 필요가 있으면 로그로 남기거
나 새롭게 수행된 부정 행위 시나리오거나 새롭게 발견된 부정 행위자인 경우 데이터베이스
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치도 개발이 가능하다.
4.3 복제
신분확인 시스템이 이미 설치된 호스트에 대해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정 행위자
에 대한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하다.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또 다른 신분 확인의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호스트 레벨에서 행
위 감시가 수행되다가 부정 행위자가 다른 호스트로 이동하는 경우 이를 추적하기 위해 네
트워크 레벨의 감시가 수행된다. 이로서 획득된 인증정보로 이동한 호스트에 미행과 탐문을
위한 모듈을 복사한다. 부정 행위자가 이동한 호스트에서 관리자의 권한을 획득하는 경우
관리자 권한을 가진 터미널로 부정 행위자에게는 에코(echo)되지 않게 한 후 명령을 전송하
여 복사된 모듈을 컴파일하고 데몬의 형태로 백 그라운드 실행함으로써 이동한 호스트에서
의 부정 행위자 미행과 탐문이 계속된다. 탐문 모듈은 이동한 호스트에서 데몬으로 수행되

며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미행 모듈이 이동한 호스트에서 데몬으로 수행됨
으로써 부정 행위자가 신분 확인 시스템이 설치된 호스트를 거치지 않고 이동한 호스트만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미행이 가능하다. 수집된 정보는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신분확인
시스템 서버로 전송된다.
4.4 탐문
부정행위자의 일반 신분정보와 침입 호스트에서의 부정행위를 검사하는 것을 탐문이라 한
다. 탐문에서는 부정행위자의 신분 정보 중에서 부정 행위자의 일반정보 및 부정 행위자가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실시간 부정 행위를 추출한다. 탐문 모드에서는 탐문 동작과
함께 부정행위자가 재차 원격 로그인 했을 때 부정행위자의 행위를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
도록 신분확인용 백도어를 설치한다. 이것은 부정행위자의 정보를 비동기적으로 원격에서
감시하여 침입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탐문에서 수집하는 부정행위자 신분 정보에는
계정 정보, 환경 및 프로파일 정보, 부정행위자의 로그, 부정행위자가 한 백도어, 부정행위자
의 침입도구, 부정행위자 유인용으로 생성한 파일 등이 있다. 탐문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메
커니즘은 파일 시스템의 무결성을 검사, 패턴 분석, 포트 검색이다.

5 . 결론
본 고에서는 정보전의 개념과 지금까지 개발된 대응기술 그리고 차세대 공격형 정보보안
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미래의 정보전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중요한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형태의 보호 기술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정보전에 대비한 정보보
안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통신 기반구조 보호에서 초보적인 단계에 머
무르고 있다. 앞으로 정보보호 기술 개발, 관련법, 제도의 정비 그리고 과감한 투자, 인력 양
성 및 관련 산업 육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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