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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AI의 발전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이로움을 제공해주고 있다. 얼굴인증과 지문인

증을 통한 결제시스템, 결제 패턴과 인터넷 서

핑 등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5G 가상현

실과 증강현실 등 AI의 발전이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AI는 주재료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

석과 자동화로부터 앞서 언급한 서비스를 이루

어 냈다. 하지만 데이터가 주는 이로움에 반해,

과거 넷플릭스 개인정보 노출 건 등 민감한 개

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노출 가능성의 증가로 인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1-0-00511, 엣지 AI

보안을 위한 Robust AI 및 분산 공격탐지기술

개발)

**교신저자: 최대선 (sunchoi@ssu.ac.kr)

한 피싱과 해킹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가 크다 보니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익명화와 식별방지를 위해 데

이터를 서버로 모으지 않고 학습하는 방법으로

구글이 2017년에 연합학습을 발표했다[1]. 서버

의 모델을 각 디바이스에 전송하면 개인에 대

한 데이터가 받은 모델로부터 학습한 그래디언

트 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집적으로

발생되는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

다.

그러나 안전할 것 만 같은 연합학습이 2019년

그래디언트로부터 학습데이터를 복원하는 연구

가 발표되었다[2, 3, 4]. 현재는 데이터를 재복원

하기 위해 랜덤 데이터(Random data)를 사용하

며 원본과 랜덤 데이터를 1:1의 비율로 연구가

되고 있으며 데이터 사이즈를 늘리고 모델 및

파라미터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랜덤 데이터를

다르게 주어가며 잘 복원될 수 있도록 연구가

데이터 재복원을 통한 연합학습의 프라이버시 침해†

장진혁*, 최대선**

*숭실대학교(대학원생), **숭실대학교(교수)

Privacy Invasion of Federated Learning through Data Reconstruction

JinHyeok Jang*, Deaseon Choi**

*Soongsil University(Graduate student)

** Soongsil University(professor)

요 약

최근 데이터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연합학습이 이슈화되고 있다. 학습데이터를 요구하

지 않기 때문에 연합학습이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그래디

언트로부터 학습데이터를 복원하는 재복원 공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공격

자의 입장에서 공격자가 원본데이터의 label을 알 경우를 고려하여 모를 경우와 비교하였다.

MNIST, CIFAR-10 dataset으로 실험결과 label을 알 경우 수치적으로 복원 성능이 빠르고 높

음을 보여준다. 차원이 높을수록 복원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CIFAR-10의 경우 label을 모를

때보다 알고 있을 때 180초, 300 iteration 더 빠르게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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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공격자의 입장에서

모델 학습에 진행되었던 학습데이터의 레이블

(label)을 알고 있을 때와 이전연구의 랜덤한 레

이블을 주었을 때의 재복원결과를 평가하여 수

치적,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복원 성능과 시간에

대해 다룰 것이다.

II. 연합학습과 재복원 공격

2.1 연합학습

연구자나 개발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머신러닝

은 서버로 모아진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여

원하는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분산된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익명화시킨다. 이때 익명화된 데이터로

인해 데이터가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되며 필요

한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어렵다. 데이

터의 뭉개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분 프라이버

시와 재현데이터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

으며 구글의 연합학습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학습으로 향후 디바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를 활용할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를

집적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더욱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연합학습이 처음 발표한

이후로도 꾸준히 학습능력을 효율적으로 증가

시키는 방법과 활용방법으로 프로토콜, 서비스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연합학습이

정말로 안전한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2.2 재복원 공격

연합학습은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결

과값 만 이용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전송

되는 학습파라미터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

여 모델의 성능 자체를 떨어뜨리는 포이즈닝

공격도 존재하지만 2018년 모델로부터 얻어진

그래디언트 값으로 학습데이터가 무엇인지 확

인할 수 있는 재복원 공격(Reconstruction

attack)이 발표되었다[2, 5]. 재복원 된 데이터가

얼굴 데이터라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클 것이며

그림 1 재복원 과정 (G_x: gradient of x)

디바이스에 연결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연합학

습상 매우 노출되기 쉽다.

재복원 공격은 원본으로부터 모델을 학습 하

고 난 그래디언트와 랜덤한 데이터를 생성해

원본과 동일한 모델을 학습하여 나온 그래디언

트를 원본에 가깝게 최적화를 진행해 랜덤 데

이터, 랜덤 레이블(Random label)들이 원본과

맞춰지면서 랜덤 데이터가 원본데이터로 만들

어진다. 그림1은 랜덤 데이터를 원본데이터로

재복원하는 과정이다[2]. Jonas Geiping는 랜덤

데이터를 조절하고 모델의 크기 및 파라미터

조정 등 현실의 조건과 가깝게 원본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했다. 재복원하는 식은 다음과 같

다. 랜덤데이터를  ′, 랜덤 레이블을  ′ 일 때

그래디언트는∇ ′ 로 계산되며 원본과의 차이

를 LBFGS를 통해 최소화시킨다[2].

∇ ′ 
′′ 

∇ 


(1)

 ′ ′ ′ ′∥∇ ′∇∥
(2)

III. Random label vs Correct label

본 논문은 랜덤 데이터와 랜덤 레이블이 원본

과 맞춰지면서 랜덤 레이블을 알 수 있다는 것

을 착안하여 공격자가 레이블을 알고 있을 때

를 가정해 모델 학습 시 랜덤 레이블이 아닌

원본데이터의 레이블을 사용할 때 복원이 얼마

나 잘되고 빠르게 되는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3.1 실험내용

연합학습은 클라이언트들을 조정하여 여러 공

격을 진행할 수 있다[5]. 공격자가 원하는 클라

이언트를 골라 모델을 학습하고 나온 그래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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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원본데이터의 레이블 값을 알아낼 수 있

으며 원본데이터의 레이블 값을 넣었을 때, 랜

덤 레이블을 넣었을 때 해당 이미지가 어떤지,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복원이 얼마나 빠르고

잘되는지 확인한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MNIST dataset 과

컬러 이미지인 CIFAR-10 data를 사용했다. 복

원을 하기 위한 모델은 3개의 컨볼루션층과 한

개의 풀리커넥티드층으로 구성되며 마지막 층

은 0부터 9까지 10개를 분리하는 Multi

Classification인 일반적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모델이다.

3.2 평가 방법

실험에 사용된 얼마나 복원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실험은 각 값들이 얼마나 멀

리 떨어져 있냐를 평균제곱오차(MSE, Mean

Squared Error)로 은 실 관측값 은 예측값

이다. 영상, 동영상 등의 화질 손실 정보를 평

가할 때 사용하여 값이 클수록 이미지의 차이

가 작은 최대신호대 잡음 비(PSNR, Peak

Signal-to-Noise Ratio)로 max
 는 해당 영상

의 최댓값이다. 수치적인 차이가 아닌 인간의

시각적 화질 차이 및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이미지 품질평가(SSIM,

Structural Similarity) 을 사용했으며  , 는

원본과 랜덤 데이터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

 는 표준편차, 는 공분산, c는 변수이다.

SSIM 값이 클수록 품질이 좋다. Loss의 경우

원본데이터의 그래디언트와 랜덤 데이터의 그

래디언트의 차이로 적을수록 데이터가 이미지

에 가까워진다. Loss를 제외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3)

  ∙log





 (4)

 
 


 




(5)

3.3 실험 결과

각 실험은 1개의 이미지를 복원한 것이다. 10

개의 클래스를 복원하고자 하는 해당 이미지를

랜덤으로 30개를 추출하여 나온 결과값의 평균

을 적용한 것이며 랜덤 데이터의 생성의 경우

time을 이용한 랜덤 seed를 사용하여 동일한

랜덤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먼저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MSE와 SSIM,

PSNR, LOSS가 랜덤한 label을 주었을 때보다

원본 레이블을 주었을 때 높은 성능을 보여주

었다. 표 1은 각각의 dataset의 클래스 6번째

그림을 복원했을 때 iteration=500에 대한 결과

이다. 표 2, 3은 각각의 데이터셋의 iteration별

복원 정도며 그림을 보면 label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빠르게 복원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iteration 별 6~7초가 걸리며 차원이 높을수록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MNIST의 경우 6번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

는 시간이 레이블이 랜덤일 경우 약 60초

100iteration이 걸리며 label이 원본을 넣었을 경

우 30초, 50iteration만에 확인할 수 있다.

CIFAR-10의 경우도 레이블을 맞출 경우 약

180초, 300 iteration 빠르게 복원 가능하다. 0부

터 490까지의 iteration별 결과를 시각화하면 그

림 2, 3과 같이 나오며 PSNR과 LOSS가 MSE

와 SSIM의 스케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을 적용시켰다. x축이 iteration, y축이 각

measure이며 빨간선이 레이블을 알 경우 파란

선이 랜덤으로 레이블을 주었을 때 결과이다.

결과 역시 레이블을 알 경우가 좋은 성능을 보

여주었다.

MNIST CIFAR-10

Measure
Random

label

Correct

label

Random

label

Correct

label

MSE 0.00000782 0.00000016 0.0094828 0.00002209

SSIM 0.999976 0.9999933 0.8176045 0.9993356

PSNR 102.76977 116.35713 71.322022 95.519828

LOSS 0.00000325 0.0000001 0.0008982 0.00000146

표 1 MNIST, CIFAR-10 data class: 6

MSE, SSIM, PSNR,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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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truth
Label

iteration
0 50 70 100

랜덤

일치

랜덤

일치

표 2 MNIST iteration 별 복원 정도

Random label vs Correct label

Ground

truth
Label

iteration
100 200 300 400

랜덤

일치

랜덤

일치

표 3 CIFAR-10 iteration 별 복원 정도

Random label vs Correct label

IV.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는 공격자가 레이블을 알고 있는 상황

을 가정했으며 결과적으로 복원이 더 빠르고

복원 성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학습

이 디바이스에 저장된 얼굴과 신체의 특정 부

분을 학습데이터로 사용된다면 충분히 재복원

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능하다.

향후 계획으로 본 연구는 1개의 이미지를 복

원 결과지만 리얼한 상황에서는 하나의 디바이

스에 적어도 2개 이상 이미지 데이터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해 현재는 배치상황에서 실험을 진

행하고 있다.

그림 2 MNIST iteration별

평가값 시각화

그림 3 CIFAR-10 iteration별

평가값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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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이버 위협은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지능화된 공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Artificial Intelligence)기반의 보

안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나, AI의 오류 및 신뢰성 문제로 AI 예측 뒤에 분석가의 추가적인 작

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하루 발생하는 공격은 분석가가 분석할

수 있는 처리량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I 예측에 SSSF(Sum of

SHAP value of Feature), Outlier Score를 추가 산출하여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를 우선 분석

가능한 환경 조성 방법을 제안한다. SSSF를 통해 Label 편향도를 볼 수 있고, Outleir Score를

통해 Data의 Anomaly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지표이다. 이를 통해 단시간에 다수의 AI

오탐을 탐지할 수 있어,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I. 서론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다방면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위협은 점점 고

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이

다.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보안 기술이 채택되고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AI 예측에는 오탐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

로 인해 AI Model의 전적인 수용이 어려우며,

실환경에서는 분석가의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

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전문가가

분석해야 할 데이터의 양은 이미 수용 가능 범

위를 초과하였다. 일부 금융 ISAC(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환경에서 하루 약

10억 개의 실시간 HTTP traffic을 수집한다. 이

중 NIDS에서 200,000개의 Attack alarm이 발생

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가들이 처리할 수 있는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21

년도 저작권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No.

2019-PF-9500)

양은 전체의 5% 정도뿐인 10,000개의 Alarm밖

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AI Model의

Black-Box와 같은 특성 때문에 AI가 내린 예

측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워 AI의 의사결정

과정의 정보를 데이터 분석에 이용할 수 없다.

AI 예측의 근거를 해석하기 위한

XAI(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들이 연구되고 있다. XAI 기술 중 하나인

SHAP을 사용하여 AI Model이 내린 예측을 해

석할 수 있다. SHAP이란 AI Model이 데이터

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협력 게임 이론에 근거

하여 각 Feature가 예측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

해주는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는 SHAP을 사용하여 AI 예측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 정보와 데이터를 기

반으로 Outlier 분석을 통해 AI 예측의 신뢰도

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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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담당자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 기록한

로그를 통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한다. 하지

만 현재 AI Model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AI-IDS가 분석한 이벤트 중에서 보안 관점에서

무해하지만 악성으로 분류된 경우인 FP(False

Positive)와 악성이지만 무해하다고 분류되는

경우인 FN(False Negative)가 다량 발생한다.

생성되는 Alarm은 보안전문가가 직접 분석해야

하며, 생성되는 Alarm의 양 대비 처리량이 현

저히 떨어지고 있다. False alarm(FP, FN)을 처

리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모델

자체의 정확도를 높여 False alarm을 줄이거나,

False alarm의 사후 처리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

다. 전자처럼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은

어려움이 있다. 성능 향상에 성공하여 정확도를

높이게 되더라도 향후 기술 발전과 더불어 발

전하는 공격 전략을 탐지하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후자의 방식처럼 False alarm의

사후 처리를 통해 Alarm set의 품질을 향상시

키는 방식이 적절하다. False alarm의 분포를

기반으로 Alarm set를 가공하여 품질을 향상시

키는데 성공한 연구들이 있다[1][2].

AI 기술은 실시간으로 많은 양의 일을 처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과에 대한 근거,

과정 등을 알 수 없어 사용자가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Model의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AI 예측에 대

한 해석을 위해 XAI 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4]. M.G 외 3인은 IDS 판단에 대한

Local 및 Global적 설명을 제공하는

Framework를 제안하였다[5]. 제안 Framework

의 Local explanation은 시각화를 통해 IDS가

판단한 공격의 특성과 Plot에서 나타나는

Feature들이 관련 있다는 사전 지식을 통해 해

당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고 설명한다.

NSL-KDD Dataset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제안

Framework의 AI model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유효함을 증명하였으며, 다른 두 분류기에 대한

비교 실험을 통해 IDS의 구조를 최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공격 유형과

Feature간의 관계 분석 및 전체적인 분석만 가

능하여 AI Model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한계이다.

III.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AI 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분

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

SSSF(Sum of SHAP value of Selected value)

와 Outlier Score 이 2가지 지표를 사용한다.

SSSF를 통해 Label 편향도를 살펴보고 Outlier

Score를 통해 데이터의 anomaly 정도를 확인하

여 분석 보조 지표로 사용한다. [그림 1]과 같은

방식으로 Test Data의 분석 지표를 생성한다.

AI Explainer는 데이터에 대한 SHAP value를

산출해주는 모듈이고 SSSF와 Outlier Score,

AI prediction을 산출하여 DB 저장 후 분석가

의 분석이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SSSF의 예측

기대치와 상이한 데이터, Outlier Score가 큰 데

이터 순서로 검수할 시 같은 데이터 개수 대비

더 많은 오탐을 탐지할 수 있다.

[그림 1] 제안 방법 흐름도

3-1. SSSF Module

AI Model 학습에 사용된 Train Dataset의

SHAP 추출 후 Summary plot을 통해 기여도가

높았던 순서로 각 Feature value에 따른 SHAP

value 분포를 [그림 2]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중 ‘dst_host_srv_count’를 보고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파란색 인스턴스들은 오른쪽에

주로 분포하여 Feature value가 작을수록

Model의 예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빨간색

인스턴스들은 왼쪽에 분포하여 Feature valu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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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Total No. of Instance

Instance Normal Dos Probe U2R R2L
Train 125,973 67,343 45,927 11,656 52 995
Test 22,544 9,711 7,460 2,421 67 2,885

[표 1] NSL-KDD Dataset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booster gbtree max_depth 3

objective
binary:

logistic
learning_rate 0.1

colsample_

bytree
0.8

min_child_

weight
1

[표 2] XGBoost Parameters

커질수록 Model의 예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Train Dataset SHAP Summary Plot

이처럼 Feature value 별 SHAP value 해석이

뚜렷한 Feature들을 중 실제 분석에 사용할 10

개의 Feature로 선정한다. 선별한 Feature들은

해당 데이터의 성질을 유추할 수 있는 대표

Feature들이다. 여기서 산출한 SSSF는 데이터

의 성질을 대변하여 어느 Label에 가까운 유형

인지 Label 편향도를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악

성/정상을 분류하는 AI Model을 예로 설명하

면, 악성이라 예측된 Test Data의 Feature들은

악성이라 판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므로 전체적인 SHAP value가 클 것이다.

여기서 SSSF값이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

상 데이터와 같이 작게 나온다면 AI 오탐을 의

심해 볼 수 있다. 또한, 설명 가능한 Feature로

산출한 결과이기에 분석에 사용하기 용이하다.

3-2. Outlier Module

Outlier Score란 Data가 다른 Date들과 얼마

나 멀리 있는가, 다른가를 의미하는 수치이다.

Outlier Detec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Outlier

정도를 측정하여 사용한다. Train Dataset을

Label별로 그룹을 나누고 Test Data에 대한 AI

예측 Label에 해당하는 Train Dataset들과의

Outlier Score를 측정한다.

IV.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NSL-KDD dataset을 사용하

여 AI-IDS를 구축하고 SSSF, Outlier Score 지

표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NSL-KDD Dataset은 KDD’99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제안된 Dataset으로, 단점을 보완

하여 정제되었으며, 중복 레코드를 제거하였다.

NSL-KDD Dataset의 Label은 [표 1]과 같이

Normal과 크게 4가지 공격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안 방법의 실험은 4가지의 공격 유형

을 하나로 합하여 Normal, Attack 2가지를 분

류하였다. NSL-KDD Dataset의 41개 Feature

는 Binary, Continuous, Symbolic 총 3가지로

나뉜다. Binary는 그대로 사용하고, Continuous

는 Min-Max Normalization, Symbolic은

One-Hot Encoding을 사용하였다.

AI Model은 XGBoost를 사용하였고 사용한

Parameter는 [표 2]와 같다.

SSSF는 Train Dataset의 SHAP summary

plot을 참조하여 Label과 관련하여 설명 가능하

고 기여도가 높은 Feature, Feature – SHAP

value의 해석이 명확한 Feature 10개를 선택하

여 사용하였다. Outlier Score는 kNN 알고리즘

을 사용해 k=5일 때의 Data와의 Euclidean 거

리를 Outlier Score로 채택해 사용하였다.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Test Dataset 중

Attack, Normal만을 포함한 Dataset의 결과이

다. 파란색은 AI 예측 Label과 실제 Label이 일

치해 예측에 성공한 데이터이며, 붉은색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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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패한 데이터이다. Test Dataset에서 Label

이 Attack인 데이터의 SSSF값은 클 것으로 예

측하였고, Normal인 데이터의 SSSF값은 작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제로 [그림 4]의 Test

Dataset 중 Outlier Score가 1.0이상인 부근에서

SSSF값이 매우 낮은 Data들의 분포가 증가하

고, SSSF가 작은 값들 위주에서 예측에 실패한

데이터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5]에서 SSSF가 큰 값들 위주

에서 예측에 실패한 데이터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AI result of Test Dataset with Only Attack

[그림 4] AI result of Test Dataset with Only Normal

AI 오탐을 찾아내기 위해 분석가는 AI 예측

결과를 보고 Attack일 시 SSSF가 낮고 Outlier

Score가 큰 데이터 순서로, Normal일 시 SSSF

가 크고 Outlier Score가 큰 데이터 순서로 분

석 시 보다 효율적인 오탐 검출이 가능하다.

V.결론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지만, AI의 Black-Box와 같

은 특성으로 인해 AI 예측에 대한 해석의 어려

워 전문가의 직접적인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발생하는 공격이 분석가의 처리량보다

훨씬 상회한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없

어 대부분의 위협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XAI 기술을 통해 AI 예

측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제공하고, SSSF,

Outlier Score와 같은 2가지 지표를 통해 AI 오

탐을 보다 높은 확률로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AI 판단 중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 순서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어 분

석가의 효율적인 분석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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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딥러닝은 이미지 분류 [1], 객체 탐지 [2], 자

연어 처리 [3]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딥러닝은 입력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변

조시켜 딥러닝 모델이 원래 class가 아닌 다른

class로 오인식하게 만드는 적대적 공격

(Adversarial attack)에 취약하다 [4].

실제 환경에 배치된 딥러닝 모델을 속이기

위해서, 공격자는 네트워크 구조, 학습 데이터

셋과 같은 공격 대상인 딥러닝 모델에 관한 어

떠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이 공격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1-0-00511, 엣지 AI

보안을 위한 Robust AI 및 분산 공격탐지기술

개발).

**교신저자: 최대선 (sunchoi@ssu.ac.kr)

(Transfer attack)을 수행해야 한다. 딥러닝 모

델들이 유사한 특징을 학습하여 유사한 분류

경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한 모델을 속이는 적

대적 예제 (Adversarial example)는 다른 모델

을 속일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최

근, 특징 기반 변조를 통해 생성된 적대적 예제

가 전이력이 더욱 높다고 연구되었다 [5].

적대적 학습 (Adversarial training) 방법은

전이 공격을 포함한 적대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적대적 학습

은 반복적으로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고 딥러닝

모델이 생성된 적대적 예제를 올바르게 분류하

도록 학습시킨다. 하지만, 적대적 학습은 딥러

닝 모델을 적대적 예제만 올바르게 분류하도록

학습하거나 원본 데이터와 적대적 예제에 대한

에러의 균형을 조절하기 때문에 일반 학습에

비해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류 정확도가 떨어

진다는 단점이 있다 [6], [7].

본 논문에서는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류 정

전이 공격에 강건한 딥러닝 모델을 위한
특징 기반 적대적 학습†

류권상*, 최대선**

*숭실대학교 (대학원생), **숭실대학교 (교수)

Feature-based Adversarial Training for Robust Deep Learning Model
against Transfer Adversarial Attacks

Gwonsang Ryu*, Daeseon Choi**

*Soongsil University(Graduate student), **Soongsil University(Professor)

요 약

딥러닝은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입력 데이터에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노이즈를 추가하여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는 적대적 공격에 취약하다. 공격자는 실제 환경에 배치된

딥러닝 모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 공격에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전이 공

격을 시도한다. 최근, 전이 공격은 특징 기반 변조를 통해 생성된 적대적 예제가 전이력이 더욱 높다

고 연구되었다. 본 논문은 전이 공격에 강건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특징 기반 적대적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원본 데이터와 적대적 예제의 특징이 유사하다고 인식하도록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킨다. CIFAR-10, CIFAR-100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제안 방법을 평가한 결과, 최신 적

대적 학습 방법들 보다 제안 방법이 전이 공격에 최대 8.54% 더욱 강건하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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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를 높이면서 전이 공격에 강건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특징 기반 적대적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원본 이미지의

특징과 멀어지도록 생성된 적대적 예제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며 원본 데이터와 적대적 예제

의 특징이 최소화하도록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

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적대적 학습 방법이 최

신 적대적 학습 방법 [6], [7]에 비해 전이 공격

에 더 강건하다는 것을 보이고 원본 데이터와

적대적 예제의 특징을 줄이면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류 정확도가 향상한다는 것을 보인다.

II. 관련 연구

적대적 학습은 모델 손실의 최대화-최소화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최대화 단계에서, 모델

의 손실이 최대가 되도록 학습 데이터를 변조

하여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는 것이다. 최소화

단계에서, 최대화 단계에서 생성된 적대적 예제

를 올바른 class로 분류하도록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적대적 학습 방법으

로 MAT (Madry’s Adversarial Training) [6]과

TRADES (TRade off-inspired Adversarial

DEfense via Surrogate loss) [7]가 있다.

MAT [6]은 최대화-최소화 최적화 문제로 다

음과 같이 적대적 학습 방법을 정의한다.

min max∈


  (1)

여기에서 는 모델 파라미터, 은 원본 데이터

를 변조하여 생성된 적대적 예제, ∙는 입

력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출력 벡터, 는 학습

데이터셋의 분포, ∙는 크로스 엔트로피

(Cross entropy) 손실 함수, 는 원본 데이터

에 대해서 노이즈 영역을 -norm으로 제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화 단계에서는 FGSM

(Fast Gradient Sign Method) [8] 또는 PGD

(Projected Gradient Descent) [6] 공격으로 적

대적 예제를 생성하고 최소화 단계에서는 최대

화 단계에서 생성된 적대적 예제를 올바른

class로 분류하도록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다.

TRADES [7]는 다음과 같이 정규화된 대리

(Surrogate) 손실을 최적화하도록 정의된다.

min max∈


  (2)

여기에서 ∙은 Kullback-Leibler

divergence 손실 함수이고 는 원본과 강건함

에러의 중요성에 대한 균형을 조절하는 파라미

터이다. 최대화 단계에서 원본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출력 벡터와 차이가 커지도록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고 최소화 단계에서는 원본 데이

터를 올바른 class로 분류할 뿐 아니라 최대화

단계에서 생성된 적대적 예제에 대한 모델의

출력 벡터가 원본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출력

벡터와 가까워지도록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다.

III.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특징 기반 적대적 학

습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원본 데이터의

특징과 멀어지도록 변조하여 적대적 예제를 생

성하고 원본 데이터와 생성된 적대적 예제를

올바르게 분류할 뿐 아니라 원본 데이터와 적

그림 1. 특징 기반 적대적 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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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예제의 특징이 가깝다고 인식하도록 딥러

닝 모델을 학습한다.

3.1 최대화 단계

전이 가능한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기 위해,

최대화 단계에서 원본 데이터의 특징과 적대적

예제의 특징을 최대화하는 손실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정의된 목적 함수를 최대화함으

로써 전이력이 높은 적대적 예제를 생성한다.


∥

∥
(3)

여기에서 는 원본 데이터, 은 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생성된 적대적 예제, ∥∙∥는 

-norm, ∙는 딥러닝 모델의 마지막 콘볼루

션 층의 출력 벡터를 의미한다. 적대적 예제는

다음과 같이 생성된다.

   clip∙sign∇  
 (4)

여기에서 는 단계 크기 (Step size), 은 최대

변조량, clip∙는 사영 연산 (Projection

operation), 와  은 각 반복에서 생성된 적

대적 예제를 의미한다.

3.2 최소화 단계

최소화 단계에서 제안 방법의 목적은 원본

데이터의 분류 정확도를 높이면서 전이 공격에

강건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다. 원본

데이터를 올바른 class로 분류하기 위한 손실

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

여기에서 는 원본 데이터에 대한 class,

∙는 입력 데이터에 대한 딥러닝 모델의 출

력 벡터를 의미한다. 또한, 최대화 단계에서 생

성된 적대적 예제를 올바르게 분류하기 위한

손실 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류 정확도를 높이면서

전이 공격에 강건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7)

여기에서 는 ∙의 반영 비율을 조절하

는 파라미터이다.

IV. 실험

제안한 특징 기반 적대적 학습 방법을 평가

하기 위해 CIFAR-10과 CIFAR-100 데이터 셋

을 활용하였으며 적대적 학습 방법인 MAT

[6], TRADES [7]와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3.1 학습 세팅

CIFAR-10과 CIFAR-100 데이터셋에 대해서

Wide-Residual Network (WRN)-34-10 [1]를

활용하여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였다. 학습용 적

대적 예제를 생성하기 위해 단계 크기

   , 최대 변조량    , 반복 횟수는

10회, 학습률은 0.1, 배치 크기는 64, ∙의

반영 비율    , 학습 반복 횟수는 100회로

설정하였다.

3.2 공격 세팅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기 위해 FGSM [8],

PGD [6], DeepFool [9], CW [10], MIM [11] 공

격을 활용하였다. 모든 공격에 대해 단계 크기

최대 변조량은   로 설정하였고 FGSM

을 제외한 나머지 공격들에 대해 단계 크기

   , 반복 횟수는 20회로 설정하였다.

3.2 전이 공격에 대한 강건성 평가

제안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각 데이터 셋에

대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체 모델 (Substitute

model)을 학습하였으며 대체 모델을 속이는 적

대적 예제를 생성하여 제안 방법, MAT,

TRADES로 학습된 모델에 입력하여 올바르게

분류하는지 확인하였다. 대체 모델의 분류 정확

도는 각각 95.76%와 79.58%이다.

CIFAR-10, CIFAR-100 데이터 셋에 대해,

제안 방법은 MAT과 TRADES보다 원본 이미

지에 대한 분류 정확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전이 공격에 대해 더욱 강건하였다. 제안 방법

은 특징 공간을 고려하여 생성된 적대적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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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 TRADES FAT
Natural 88.09% 86.67% 89.54%
FGSM 86.71% 85.51% 87.59%
PGD 87.25% 85.66% 88.34%

DeepFool 88.05% 86.67% 89.45%
CW 87.41% 85.95% 88.62%
MIM 86.80% 85.34% 87.76%

표 1. CIFAR-10 데이터 셋에서 전이 공격에

대한 강건성 평가

MAT TRADES FAT
Natural 62.96% 60.84% 69.50%
FGSM 60.44% 58.54% 64.79%
PGD 61.56% 59.37% 67.09%

DeepFool 62.81% 60.74% 69.28%
CW 62.11% 59.97% 67.77%
MIM 61.22% 59.07% 66.02%

표 2. CIFAR-100 데이터 셋에서 전이 공격에

대한 강건성 평가

를 활용하여 딥러닝 모델을 학습했기 때문에

기존 방법보다 전이 공격에 더욱 강건하였다.

또한, 적대적 예제의 특징이 원본 데이터의 특

징과 가까워지도록 딥러닝 모델을 학습했기 때

문에 분류 경계가 원본 데이터에 맞게 형성되

어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류 성능도 기존 방법

보다 높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류 정

확도를 높이면서 전이 공격에 강건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적대적 학습 방법을 제안하였

다. 실험을 통해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류 정확

도와 전이 공격에 강건성이 최신 적대적 학습

방법보다 높다는 것을 보였다. 적대적 학습은

일반 학습보다 학습 속도가 느려 향후 적대적

학습 속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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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팅 성능의 향상으로 많은 연산이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핵심기술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기술들과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이

전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최근, 기존 암호 시

스템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이 제시됨에 따라,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 분석을 위한 암호

해독 및 안전한 암호 시스템 설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

라,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안전한 암호 시스템 설계 기술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기존

인공지능 모델인 생산적 적대 신경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적대적 신경망 암호기술을 정의하고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안된 기술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2020-0-00126, Research on AI-based cryptanalysis

and security evaluation).

I. 서론

과거 CPU에서 한정적으로 수행되었던 컴퓨

팅 연산이 병렬 구현에 적합한 GPU로 확장됨

에 따라 단일 연산을 반복 수행해야 하는 인공

지능 기술의 활용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기존

에 사람이 직접 수행하였던 다양한 일들이 현

재는 인공지능의 학습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기존

의 데이터 활용기술은 인공지능과 융합하여 더

욱 향상된 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적용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기

존의 안전한 데이터 교환을 위한 암호 시스템

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인

공지능 모델 기반의 암호 시스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초기에 암호 시스템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연구

는 암호 알고리즘에서 필수적인 키교환 및 키생성

연구로 시작되었다. 인공 신경망의 동기화 및 다

양한 이론을 활용한 암호키 교환 기술이 제안되었

지만[1,2], 해당 기술들은 완벽하게(Completely) 안

전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 관점에서 지능적

(Intelligent)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3,4].

이러한 키 관련 기술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

한 기술들이 제안되었으며, 특히 2016년 구글

브레인(Google Brain)은 송·수신자가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교환이 가

능한 암·복호화 시스템을 새롭게 제안하였다[5].

제안된 적대적 신경망 암호(Adversarial Neural

Cryptography, ANC)는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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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좌) 생산적 적대 신경망(GAN) 구조, (우) 적대적 신경망 암호(ANC) 구조

중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생산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과 유

사한 구조를 갖는다. 특히, 생성자와 판별자의

경쟁적 구조로 학습이 진행되는 GAN과 유사하

게 강력한 공격자를 가정하여 송·수신자와 경쟁

적 구조로 학습을 진행하여 안전한 데이터 교

환이 가능하다. 또한, 적대적 신경망 암호의 안

전성 분석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가정한 공격

자가 강력할수록 안전한 시스템을 이루고 다수

의 공격자를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암·복호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6]. 하지만, 정확성

(Accuracy)이 항상 100%가 될 수 없는 인공지

능 학습의 특성상 적대적 신경망 암호가 기존

의 암호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기술로 활

용되는 것은 어렵다. 이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

한 내부 구조를 사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으

며[3,7,8], 다양한 암호기술에 적용하기 위한 연

구들이 수행되었다[4,9-12]. 특히, 암호기술에서

중요한 의사 난수 생성기(Pseudo-Random

Number Generator, PRNG)[9-11] 및 일회성 패

드(One-Time Pad, OTP)로 활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4,12].

본 논문에서는 적대적 신경망 암호를 정의하

고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암호 시스

템의 안전성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강력

한 모델인 ‘선택 암호문 공격(Chosen

Ciphertext Attack)’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안된

기술보다 안전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적대적

신경망 암호(ANC)를 정의하고 관련 연구를 분

석한다. 3장에서는 공격 모델을 기반으로 기존

기술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학습 알고리

즘을 제안하며, 4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II. 적대적 신경망 암호

2.1 적대적 신경망 암호 정의[5]

구글 브레인이 처음 제안한 적대적 신경망

암호(ANC)는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GAN

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암호 시스템으로, 새롭

게 가정한 공격자(Eve)와 송·수신자(Alice,

Bob)의 경쟁적 학습을 통해 안전한 암호 시스

템을 생성한다. 기존의 대칭키 암호 시스템과

동일하게 송·수신자는 사전에 키를 나눠 갖는다

고 가정한다. 공격자는 수동적 공격자(Passive

Attacker)를 가정하며, 해당 공격자는 송신자가

평문(P)와 키(K)를 사용하여 암호화한 암호문

(C)을 중간에서 탈취만 가능하다. 이러한 공격

자는 암호문(C)을 통해 평문을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진행하며, 송·수신자는 수신자가

평문을 완벽하게 복구함과 동시에 공격자는 평

문을 복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한

다. 최종적으로 학습이 완료되면 수신자만이 평

문을 복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안전한

암·복호화 시스템이 완성된다. 적대적 신경망

암호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 과정에 가정하는

공격자가 강한 능력자일수록, 학습된 모델이 더

욱 안전하다는 것이다.

처음 제안된 ANC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동

일한 구조의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사용하였으며 대칭키

암호뿐만 아니라 공개키 암호를 대체할 수 있

는 모델을 함께 제안하였지만, 정확도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향후 해결해

야 할 문제로 남겨두었다.

2.2. 관련 연구

ANC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암호 시

스템 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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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제안된 ANC의 구조 분석 연구가 수행

되었다[6]. ANC는 특정 알고리즘을 목표로 학

습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학습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입력값

과 출력값의 관계를 통해 유추해야 하며,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부 함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출력값인 암호문에 대한 다

양한 수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2명의 공격자가

존재하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안하면서 안전

성 향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6].

그리고 이미지에 적합한 CNN보다 효율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찾기 위하여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 먼저, 데이터 압축 및 입력값의 재생성이 가

능한 오토인코더(Auto-encoder)를 다층으로 설계

한 딥오토인코더(Deep auto-encoder)를 활용하였

으며[7], 단순 가중치만을 학습하는 대중적인 인

공지능 모델과는 다르게 신경망 구조 자체를 학

습하는 신경망진화(Neuroevolution)를 적용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8]. 또한,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

한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의 한 종류인 에코 상태 네트워크(Echo

state network)를 적용한 모델도 제안되었다[3].

이를 확장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

하여 다른 암호기술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첫 번째로, 암호 시스템에서 중요

한 의사 난수 생성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9-11]. 과거부터 인공 신경망을 활용한 의사

난수 생성 기술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었지만,

과거에는 단순히 인공 신경망의 변수들을 난수

생성기의 시드값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최근

에는 인공지능 모델 중 RNN과 GAN을 통해

난수 생성기를 만드는 기술들이 제안되었다

[9-11].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암호 시스템이

라고 판단되는 OTP를 수행하는 연구가 수행되

었다[4,12]. 존재하는 특정 OTP 모델을 학습하

는 것이 아니라, ANC 기반의 안전성이 향상된

암호 시스템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OTP를 학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제안되었다.

III.ANC의 안전성

이번 장에서는 기존의 암호 시스템의 안전성

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암호 공격 모델

을 서술하고 ANC에서의 활용 연구를 분석한

다. 또한, 보다 엄격한 공격 모델을 활용한 새

로운 ANC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3.1 암호 공격 모델

기존의 암호 시스템에서 의미론적 안전성

(Semantic security) 증명을 위해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이러한 공격 시나리오

를 ANC의 학습 과정에서 가정하는 공격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처음 제안된 ANC[5]에서의 공격

자는 단순히 전달되는 암호문(C)만을 사용하여

평문(P)을 유추하는 공격을 진행한다. 이는 가

장 약한 ‘암호문 단독 공격(Ciphertext Only

Attack)’이다. 하지만, 실제 학습 과정에서 송·

수신자와 공격자는 모두 평문과 암호문 쌍을

알고 있어야 손실 함수를 정의하고 학습을 진

행할 수 있으므로, 단순 암호문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암호문 및 평문 쌍을 알고 있는 ‘알

려진 평문 공격(Known Plaintext Attack)’이 더

욱 적합하다. 이를 기반으로, 강한 공격자를 가

정하고 학습한 모델이 더욱 안전하다는 ANC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문을 복호화하는 것이 아닌

사용된 평문을 구별하는 ‘선택 평문 공격

(Chosen Plaintext Attack, CPA)’을 가정한

CPA-ANC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안전한 OTP

를 학습한 모델임을 증명하였다[12]. 이러한 선

택 평문 공격을 기반으로 원하는 암호문에 대

한 평문을 알 수 있는 ‘선택 암호문 공격

(Chosen Ciphertext Attack, CCA)’을 적용한

CCA-ANES(CCA Adversarial Network

Encryption System)가 제안되었지만[4], 이는

엄격하게 CCA를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NC 모델의 안전성 향

상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CCA를 만족하는 공격

자를 가정한 ANC의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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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CA-ANC 학습 알고리즘

(그림2) CCA-ANC 알고리즘의 학습 단계

3.2 CCA-ANC 알고리즘

ANC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CCA를 가정한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총 2가지 단계로 이루어

진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CPA-ANC[12]와

동일하게 공격자는 2개의 평문 중 암호문에 대

응하는 평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수행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공격자가 원하는 암호문

에 대한 평문을 가지고 학습을 수행한다.

자세한 학습 과정은 그림 3의 알고리즘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는 각각 송·

수신자 및 공격자의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하고,

 
  
  는 각 모델의 변수들을 의미한다.

또한, 는 송·수신자의 대칭키이며 iter는 전체

라운드 수를 의미한다. 먼저, 모든 모델의 변수

들을 초기화하고, 그림 2와 동일하게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한다. 임의의 평문 
  ,

  를

생성하고 평문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
  )

를 선택한다. 송신자(Alice)의 모델의 출력값으

로 선택된 평문에 대칭되는 암호문    을 생

성하고, 수신자(Bob)의 모델의 출력값으로 평문

의 예측값 
 을 생성한다. 공격자(Eve)는

생성된 2개의 평문과 암호문을 사용하여 의 예

측값 ′을 계산한다. Line 9와 10에서 각각의 변

수들을 학습하기 위하여 송·수신자의 손실 함수

인 
   

 와 공격자의 손실 함수 를

사용한다. 는 L1-거리(distance)를 의미하

고, 는 공격자의 교차 엔트로피(Cross

entropy) 손실 함수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  : 차 벡터)


  



 ( : 공격자의 에 대한 예측 확률)

첫 번째 단계에서 변수들의 학습이 끝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암

호문  를 새롭게 생성한다. 생성된 암호문은

송신자에 의해 복호화가 진행되고, 암호문과 평

문을 모두 알고 있는 공격자는 학습을 진행한

다. 이때, 기존의 CPA-ANC와 동일하게 OTP

학습을 목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송신자의 입

력값은 평문 또는 암호문 모두 가능하며, 공격

자는 두 번째 단계에서의 학습에서 임의의 수

을 사용하여 온전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격자가 평문을 구분하는 CPA 학

습을 한 번 더 수행하고 알고리즘은 종료된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20



해당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송·수신자는 신경

망을 활용한 ‘선택 암호문 공격’에 안전한 암·복

화 시스템인 OTP를 학습한 학습 모델을 생성

할 수 있다.

IV. 결론

인공지능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암호 시스템에서의 활용은 과거에

서부터 꾸준히 수행되었다. 현재는 대칭키 암호

를 대체할 수 있는 적대적 신경망 암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

련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기존 암호 공격 모델을 활용한 CCA-ANC 알고

리즘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해당 알고리즘에 대

한 실험적 분석을 진행하고, 새로운 암호 기술에

서의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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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딥러닝은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함수의 결과

값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더욱 복잡한 함수

들을 근사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

히, 복잡한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암호 시스템

분야에서도 딥러닝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1, 2].

암호 해독에 딥러닝을 활용하는 신경망 기반의

암호 해독(Neural Cryptanalysis)은 기존의 고전암

호부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블록 암호까지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3-8]. 먼저, 고전암호

에 대한 신경망 기반 암호 해독 기술인 CipherGAN[9]

은 CycleGAN[10]을 활용하여 평문 그룹과 암호문

그룹 사이의 1:1 대응을 찾는 기술로 치환 암호와

Vigenère 암호에 대하여 공격에 성공하였다.

또한, 블록 암호에 관한 신경망 기반 암호 해독

기술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기술은 Crypto

2019에서 발표된 신경망 기반 차분 구별기(Neural

Distinguisher)이다[3]. 이는 평문과 암호문 사이의

통계적 성질을 활용하는 기술인 차분 공격에 딥러닝

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키를 복구하는 알고

리즘 또한 같이 제시되었으며, 관련된 활용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4, 5].

한편, 딥러닝을 암호화 또는 복호화 함수를 모방

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암호 모방 공격은 블록 암호

인 DES, Triple DES 그리고 AES를 대상으로 수행

되었다[6, 7]. 하지만 해당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언급되었으며[8], 구체적으로 공격에 대한 오

차값이 테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습데이터를 포

함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오차값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되었다[11]. 동시에 보다 타당한 실험 결과를 제

시하기 위하여 전체 DES가 아닌 2-라운드 DES에

대한 암호 모방 공격이 수행되었다[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격기법을 활용하여

Feistel 구조를 갖는 암호에 대한 모방 공격을 수행한

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내부 구조가 암호

모방 공격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공격의 대상인 Feistel 구조

와 암호 모방 공격에 관하여 서술하고 3장에서는

Feistel 암호에 대한 공격 수행 결과를 비교하며 분

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딥러닝을 활용한 Feistel 구조에 대한 암호 모방 공격
임우상*, 홍도원**, 서창호**

*,** 공주대학교

Emulation attack for Feistel Structure Using Deep Learning

Woosang Im*, Dowon Hong**, Changho Seo**

*,**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딥러닝은 컴퓨터가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패턴과 규칙을 학습하여 특징을 추출하는 기

술이다.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

라 여러 분야에서 딥러닝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암호 분야에서도 딥러닝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대칭키 암호에 대한 신경망 기반의 암호 해독기법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 암호 모방 공격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암호화와 복호화를 모방하고 키를 사용하지 않고

평문과 암호문에 유사한 출력값을 생성해내는 기술로, 암호 모방 공격에 대해 Feistel 구조를

갖는 2-라운드 DES는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eistel 구조의 암

호에 대하여 암호 모방 공격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암호 모방 공격에 대한 안전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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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경지식
본 장에서는 Feistel 구조와 암호 모방 공격

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2.1 Feistel 구조

Feistel 구조의 암호는 블록 암호를 구성하는

내부 구조 중 하나로, 평문을 동일한 길이의 두

블록()으로 나누어서 암호화를 진행한다.

그림 1과 같이 Feistel 구조는 오른쪽 블록(R)에

대하여 라운드 함수 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마지막에는 두 블록의 위치를 교환한다.

일반화된 Feistel 구조(GFN)는 Feistel의 변형된

구조로 블록의 개수를 기존의 2개에서 m개로 확

장한 구조이다. 그림 2는 m이 4인 GFN 구조이다.

2.2 암호 모방 공격

블록 암호에 대한 신경망 기반 암호 해독은

공격의 목적에 따라 키 복구 공격, 암호 모방

공격,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 식별 공격 3가지로

나뉜다[11]. 암호 모방 공격은 암호화 또는 복호

화를 딥러닝을 활용하여 모방하는 기술로,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평문 또는 암호문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암호문을 기반으로 평문을 예측하는 기

술을 평문 복구 공격(Plaintext Recovery Attack)

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평문으로 암호문을 예측

하는 기술을 암호화 모방 공격(Encryption Emulation

Attack) 또는 암호문 예측 공격(Ciphertext Prediction

Attack)이라고 한다. 이때, 모든 암호문은 동일한

키를 사용하여 생성한다.

Ⅲ. 블록 암호에 대한 암호 모방 공격

이번 장에서는 평문 복구 공격의 신경망 구조를

소개하고 수행 결과를 비교하며 분석한다. 실험에는

Feistel 구조 기반의 DES, SPECK32/64 그리고 GFN

구조를 가진 HIGHT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키를 사용

하지 않고 암호문 통해 평문을 복구하는 평문 복구

공격을 수행하며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평문과

암호문 쌍은 개를 사용하였으며, 테스트 데

이터는 를 사용하였다. 실험에는 Keras와

Tensroflow를 사용하였다.

3.1 딥러닝 모델 구성

실험에는 비트의 연산을 학습할 수 있도록, 4

개의 은닉층을 가진 완전 연결 신경망(Fully

Connected Network)을 사용하였다. 그림 2는

평문 복구 공격의 신경망 구조를 나타내며, 각

각의 은닉층은 128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다. 암

호의 블록 크기가 이면, 암호문을 입력값으로

하는 입력층의 노드 개수는 동일하게 개다.

출력층의 노드 개수는 으로 설정하였다. 이

유는 출력층의 노드를 2개씩 묶어 소프트 맥스

를 적용하기 위해서이며. 두 출력값의 크기를 비

교하여 plaintext의 비트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a와 b를 비교하면, a가 크다면 0으로

예측하고 반대로 b가 크다면 1로 예측한다.

각 계층에는 ReLU(Rectified Linear Unit) 활

성화 함수와 배치 정규화를 사용하였다. 손실

함수는 교차 엔트로피(Cross-entropy)를 사용하였

고 최적화 함수로는 Adam Optimizer를 사용하였다.

[그림 2] 평문 복구 공격 구조

[그림 1] Feistel 구조

(좌) Feistel 구조 (우) GFN 구조(m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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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결과 분석

평문 공격에 대한 성공 여부에 대하여 실험의

정확도가 제시된 임계점을 넘으면 성공, 그렇지

않다면 실패로 간주한다. Feistel에 대한 임계점은

1-라운드에 75%를, 2-라운드는 50%를 제시한다

[8]. 이처럼 라운드별로 임계점을 다르게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Feistel 구조 특성상 1-라운

드의 출력값의 왼쪽 블록 은 평문의 오른쪽 블
록 와 동일하다. 따라서 딥러닝이 학습을 통하
여 은 완벽히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나

머지 블록의 절반을 예측할 수 있다면 공격이 성

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HIGHT는 GFN 구조로 되어 있으며, Feistel과

마찬가지로 라운드의 출력값 전체 블록 중 절반

이 라운드 입력값의 절반과 같다. 따라서 HIGHT

의 1-라운드 임계점 또한 75%로 제시하였다.

그림 3은 DES에 대한 평문 복구 공격의

결과를 표시한 그래프로, 파란 선은 학습데이터

에 대한 정확도이고 초록색 점선은 테스트 데

이터에 대한 정확도이다. 또한 노란 선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이고, 빨간색 파선은 테스

트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DES의 경우 학습데

이터에 대하여 정확도가 상승하여 각 라운드에

대하여 임계점을 넘었지만 테스트 데이터에 대

한 정확도는 임계점을 넘지 못하였다. 그림 3에

서는 학습이 진행되면서 학습 정확도는 증가하지

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일정하

며 손실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DES

의 평문과 암호문으로 생성될 수 있는 전체 데이

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학습데이터에 대해 과하

게 학습하는 과적합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는 SPECK32/64에 평문 복구 공격의 결

과로, 파란 선은 학습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이고

초록색 점선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이다.

또한 노란 선은 학습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이고,

빨간색 파선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이다.

표 1에서 보면, SPECK32/64에 대한 평문 복

구 공격은 DES의 경우와 다르게 학습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모

두 임계점을 넘지 못하였다. 또한, 그림 4에서

역시 학습이 진행되어도 정확도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ES와 비교하면 블록 크기가

[그림 3] DES에 관한 평문 복구 공격 결과 (좌) 1-round DES (우) 2-round DES

[그림 4] SPECK32/64에 관한 평문 복구 공격 결과

(좌) 1-round SPECK 32/64 (우) 2-round SPECK 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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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학습데이터에 대해서도 학습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DES와 SPECK32/64의 비교를

통하여 블록 크기가 클수록 과적합 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HIGHT에 대한 평문 복구 공격은 DES와 비슷

한 양상을 보인다. 즉, 과적합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며, 이를 통하여 블록 크기가 학습에 대하여 영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DES에

대한 공격보다 낮았으며, 이는 HIGHT의 구조인

GFN의 특성이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평문이 분할되는 블록의 개수가

실험의 정확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Feistel 구조의 블록 크기가 클수

록 암호 모방 공격을 학습할 때 과적합이 일어

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평문이 분할되

는 블록의 개수가 많을수록 모방 공격이 어려

워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내부 구조가 다른 블록 암호

에 대하여 신경망을 통한 평문 복구 공격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인 완전 연결 신경망

은 블록 암호의 평문과 암호문 쌍으로 생성될

수 있는 전체 분포를 학습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지만, 블록 크기와 평문이 분할되는 블록의

개수에 따라 일부 데이터에 대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체 분포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모델을 찾아 암호 모방 공격에

적용하며,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

이다. 또한, Feistel 구조와 함께 SPN 구조에

대한 암호 모방 공격을 수행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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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구조
블록

크기
라운드

학습

정확도

테스트

정확도

DES Feistel 64bit
1 96% 75%
2 69% 50%

SPECK

32/64
Feistel 32bit

1 75% 75%

2 50% 50%

HIGHT GFN 64bit
1 86% 55%
2 61% 50%

[표 1] 각 암호에 대한 학습 정확도와 테스트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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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메일 사용자

사용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매일

약 3,064억 개의 이메일이 전 세계에서 송수신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 그중 스팸메일은 이메

일 서비스를 악용하여 사용자가 원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악질적인 행위를 시도한다. 스팸메

일은 2020년 하반기 기준 국내 38만 건, 국외

2,431만 건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며[2], 이메

일 서비스 사용자가 중요메일을 바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현

재 국내 웹메일 서비스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메일 서비스 플랫폼은 전체메일, 받은메일함,

보낸메일함, 임시보관함, 스팸메일함, 휴지통으

로 구분되고 각 플랫폼에 따라 부가 기능이 추

가되는 식의 서비스가 구현이 되어있다. 이러한

이메일 서비스는 차단이나 필터링 기능을 통해

스팸메일만 걸러주기 때문에 이메일을 효과적

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이메일 시

스템은 사용자 맞춤형보다는 단순히 이메일을

받아 저장하고 스팸메일만을 걸러준다. 때문에

사용자가 편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기보단 업무

적·개인적인 연락 수단으로 사용된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현재 국내 웹메일 서비스의 문

제점을 인식해 스팸메일뿐만 아니라 중요메일

을 한 번 더 필터링하여 사용자가 확인해야 하

는 중요 정보들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접할 수

사용자의 편리를 위한 Naive Bayes 기법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메일 분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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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20년 하반기 스팸메일의 수는 국내 발신의 경우 38만건, 국외 발신은 2431만건으로 높은 수

치를 보였고, 국내 발신의 경우 상반기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스팸메일은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메일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며 불필요한 시간 낭비

를 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중요메일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필터링 웹페이지를 구현하여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고자 한다. 현재 존재하는 이메일 관리 웹페이지는 크게 일반메일과 스팸

메일만으로 메일을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이러한 기존 메일 시스템과 차별점을 두어

중요메일을 사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장 상단에 띄우고, 편리한 메일 관리를 위해 메

뉴에 중요메일함을 추가하였다. 웹페이지는 자바 메일 API를 통해 구축하고, Naive Bayes 알고

리즘을 이용해 Data Set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머신러닝을 구현해 필터링을 진행하였다. 이

를 통해 중요메일의 관리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팸메일의 삭제를 용이하게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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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설계하였다. 더불어 이메일이 연락 수단

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맞춤형 이메일 서비스

를 제공하여 편리함을 극대화하고자 사용자 기

반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자바 메일 API를 사용하여 환경을

구축하였고, Naive Bayes 분류 기법을 사용하

여 사용자의 이메일을 분류하였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

에서는 실제 실험 환경 및 결과에 대해 제시하

고,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성에 관

해 설명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현존하는 이메일 분류 시스템에는 스팸메일

만을 필터링하는 이원분류가 주로 사용되고 있

다[3]. 존재하는 스팸메일 필터링 시스템들은 사

용자의 취향을 고려하여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

는 다른 사용자들의 추천에 기반을 두거나, 시

스템에서의 추천을 수락하거나 수락하지 않는

사용자의 판단에 의존 또는 같은 사용자의 다

른 메일 주소 정보로부터 얻어서 판단한 정보

를 이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분류한

다[4]. 메일을 분류할 때에는 머신러닝을 이용하

여 학습된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때 머신러닝은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분류 알고리즘이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문서의 클래스를 학습하

고 이를 바탕으로 분류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다. 이 알고리즘에는 Naive Bayes, Expectation

Maximization, Support Vector Machine 등이

존재하고, 본 연구에서는 메일 분류를 위해

Naive Baye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메일과 관련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Java API를 활용하였다. JavaMail API는 메일

및 메시징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 플랫폼과 프

로토콜에 독립적인 프레임 워크를 제공한다. 또

한, 메일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한 다양한 클래

스들을 제공하며 대표적으로 IMAP, POP3,

SMTP 등과 같은 표준 프로토콜이 구현되어

있다[5]. 본 연구에서는 그중 POP3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일 서버에서 메일 송수신 기능을

구축하였다.

III. 이메일 분류 시스템 구현

3.1 전체 시스템 구조도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구현하는 이메일 분

류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준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단어화하고 각각 스팸, 일반, 중

요메일일 확률을 계산하면 Naive Bayes 알고리

즘으로 해당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그 결과 최

종적으로 학습된 분류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

의 메일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그림 1]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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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데이터는 로그인했을 때 최종 모델이 웹

페이지로부터 받아와 스팸, 일반, 중요메일로

분류된 메일 데이터를 csv로 추출하면, 다시 웹

페이지에서 이를 받아 각 메일함에서 출력된다.

Naive Bayes 분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3.2 Naive Bayes 알고리즘 순서도

[그림 2] 시스템 순서도

메일 필터링 부분의 전체 순서도는 다음과 같

다. 데이터는 Train data와 Test data로 나누어

훈련을 시키고, Tokenization을 정의하고

re.findall을 사용하여 모든 단어를 추출하고 집

합을 사용하여 중복되는 단어를 제거함으로써

문장을 단어로 쪼갠다. 확률 계산에서는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서의 특정 단어 여부를 확인하고

메일을 예측하기 위해 smoothing을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임의의 빈도수 k

는 0.5로 설정해주었다. 또한 구한 확률값은

Underflo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그로 변환

한다. 그 후 Naive Bayes 함수를 적용한다.

Naive Bayes 함수는 [그림 3]에서 설명하겠다.

[그림 3] Naive Bayes Classifier 순서도

Naive Bayes Classifier 함수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Naive Bayes Classifier 함수는 Data Set

을 이용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함수이다.

생성자는 가짜 빈도수를 유일한 인자로 받아

확률을 계산한다. 이 함수로 Train data인 Data

Set을 훈련한다. 훈련 후 Test data인 사용자

메일 데이터를 테스트하고 데이터의 결괏값을

csv로 추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팸메일,

일반메일, 중요메일을 모두 분류할 수 있다.

3.3 구현 및 결과물

본 논문에서는 Naive Bayes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을 제시하고

JavaMail API로 웹페이지를 구현하였다.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행한 결과물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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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메일 시스템 메뉴

[그림 4]는 메일 시스템의 메뉴를 나타낸다.

처음 메일 시스템을 실행하여 로그인하면 해당

화면이 나타난다. 이 메뉴에서는 스팸메일, 일

반메일, 중요메일로 나눠 이메일 분류 시스템의

주요 메뉴를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구축하였

다. 또한, 메일함을 클릭하면 해당 메일함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5] 메일 시스템 스팸메일함

[그림 5]는 스팸메일을 클릭하였을 때 보여지

는 스팸메일함이다. 해당 메일함은 Naive

Bayes Classifier를 거쳐 스팸, 일반, 중요메일

의 분류가 이루어진 결과 화면이다. 일반메일함

과 중요메일함 역시 이와 동일하게 보여지며,

각각의 메일의 제목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

이지 않게 처리하였다.

[표 1] 메일 시스템 비교

[표 1]은 현존하는 메일 시스템과 진도별 메

일 시스템의 기능을 비교한 표이다.

I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기존 메일 시스템에서 보다 사

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발전한 인공지능 스팸메

일 필터링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필터링 기준에

중요메일을 추가하고 스팸, 일반 중요메일함을

각각 보여줌으로써 메일의 확인, 삭제 과정 또

한 빠르게 진행하여 사용자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는 다른 분류기보다 비교적 속도가 빠른 Naive

Bayes를 채택했다. 이를 적용시킬 웹페이지는

자바 메일 API를 이용하여 중요, 일반, 스팸메

일함으로 구현하였다.

필터링 테스트 결과 약 24.73%의 오차율이 나

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보완하여 보다 완벽

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 Data Set을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또한 필터

링 시스템과 웹페이지의 연동 문제 해결 및 정

확한 시스템의 적용 결과를 얻기 위해 추가적

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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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Deep Neural Network (DNN)은 이

미지 분류, 얼굴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DNN은 적대적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서 보안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기울기

기반 적대적 공격 기술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으며, 작은 노이즈를 추가하여 적은 시간으로

DNN의 오분류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대적 예제 연구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  기반 공격 기술들은 인

간의 시각으로 충분히 섭동 여부를 감지할 수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No. 2020R1A2C1014813).

**교신저자: 최대선 (sunchoi@ssu.ac.kr)

있을 정도로 이미지의 훼손을 초래한다는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도한 이미지 변조로

인해 탐지 기반 적대적 방어 기술들에 쉽게 탐

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해당 분야에서는 더

욱 강력하고 쉽게 탐지되지 않는 공격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경계선 영역

에만 노이즈가 추가되도록 영역을 제한하는 공

격 기술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현존하는 여러

공격 기술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며 기

존 공격 방법들의 섭동 영역이 감소해 이미지

의 훼손이 개선됨으로써 탐지기로부터의 회피

율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공격 방법들

의 공격 성공률에 근사하게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공격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Contour Adversarial Attack : Image의 local
smoothness를 유지하기 위한 공격 기술†

나현식*, 최대선**

*숭실대학교 (대학원생), **숭실대학교 (교수)

Contour Adversarial Attack : To maintain Local Smoothness of
Image

Hyunsik Na*, Deaseon Choi**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tudent), **Soongsil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오늘날 Deep Neural Network (DNN)은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

만 DNN은 분류 모델의 오분류를 유도하는 적대적 공격 기술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

러 연구진들을 통해 연구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적대적 공격 기술은 현재 인간의 시각으

로 섭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미지의 과도한 훼손을 초래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

미지에서 픽셀 단위의 계산을 통해 생성되는 노이즈는 이미지의 특징인 local smoothness 속성

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Local smoothness 속성은 인접 픽셀 간 RGB 값의 차이가 적게 나는

영역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 영역에 섭동이 되는 경우 인간의 시각에 쉽게 노출된다. 본 논문에

서는 local smoothness 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contour attack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이 공

격으로 이미지의 훼손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시각화를 통해 섭동에 대한 지각력이 감

소하였음을 확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ontour region은 적대적 공격을 하기 위한 새

로운 섭동 영역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Keyward: Deep neural network, Adversarial Attack, Local smoothness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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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2.1 배경 및 관련 연구

2013년 [1]은 DNN의 선형적 동작에 대한 취

약성을 분석하여 분류 모델의 오분류를 유도할

수 있는 간단하고 빠른 공격 기술인 Fast

Gradient Sign Method (FGSM)을 제안하였다.

이 공격은 분류 모델 를 통해 loss를 계산하

여 각 픽셀에 대한 기울기의 부호 방향으로 섭

동 크기 만큼 픽셀값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즉, ′   ×∇ 을 통해 적대적

예제가 생성되고, 이 방법은 적대적 예제 생성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격 성

능이 높지 않고 모든 픽셀에 변화가 생기기 때

문에 이미지의 훼손이 매우 심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16년 [2]은 FGSM을 반복 계산하여 섭동

크기를 섬세하게 조정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다. 이 공격은 각 반복마다 작은 섭동 크기 

만큼 픽셀값을 변화시키며 최대 섭동 크기 를

초과하지 않도록 에 대해 제한을 추가한다.

즉, ′    ′  ×∇′  를 통

해 공격이 진행되며, 매 반복마다

′     ′   을 통해 의 크기가 제

한된다. 이 방법은 FGSM보다 공격 성공률이

높으며, 비교적 이미지의 훼손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시각으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이미지 훼손을 요구한다.

2.2 동기

[3]은 적대적 섭동의 위치에 따른 지각력

(perceptibility)를 분석하여 이미지에서 인접 픽

셀 간 RGB 값의 차이가 크게 나는 고분산 영

역에 노이즈가 추가될 때 지각력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대로, RGB 값의 차이가

적은 저분산 영역에 노이즈가 추가되는 경우

지각력이 향상하게 된다. 즉, 적대적 예제를 생

성할 때 인접 픽셀 간 RGB 값의 차이가 적은

저분산 영역에 노이즈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

비교적 자연스러운 적대적 예제를 생성할 수

있다. 이미지는 이와 같은 저분산 영역을 대부

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 영역의 특

성을 local smoothness 속성이라고 한다. 우리

는 [3]의 분석을 통해 contour attack을 제안하

는 동기를 얻을 수 있었다.

2.3 Contour Attack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ontour attack은 이

미지의 contour region을 추출하여 기존 적대적

공격 방법을 통해 생성된 노이즈 중 contour

region에 해당하는 부분만 잘라내는 방법이다.

Contour region 은 [Algorithm 1]을 통해

추출되며, 인접 픽셀 간 RGB 값을 각각 계산함

으로써 획득한 값의 차이가 큰 픽셀 영역을 의

미한다. 은 인자 에 따라 영역의 크기가

결정되며, 가 클수록 의 영역이 작아진다.

즉, 의 값이 클수록 이미지의 인접 픽셀 간

값의 차이가 더 큰 영역을 추출함으로써 보다

공격 범위가 감소하게 된다. 추출된 은 [그

림 1]과 같다. 은 이미지의 주요 객체의 경

계선 영역을 추출한 것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객체의 local smoothness 속성이 높은

상어의 배 또는 배경(바다)에 노이즈가 추가되

지 않고, 상어와 바다의 경계선 영역에 노이즈

가 추가됨으로써 인간의 시각에 섭동이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2.4 실험

본 논문에서는 ∞  기반 적대적 공격

인 FGSM과 BIM에 대해 contour region을 적

용하는 contour attack을 실험하였다. 먼저,

Contour FGSM의 경우,

′   ×∇ ×을 통해 적대

적 예제가 생성된다. 또한, Contour BIM의 경

우, 다음 수식을 통해 계산이 진행된다:

그림 1 Contou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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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

즉, 각 반복마다 을 적용하여 기존 BIM과

다르게 각 반복마다 contour region의 영향을

받아 섭동이 업데이트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컴퓨터 비전 분

야의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대규

모 데이터 세트 ImageNet를 사용하였다. 총

1,000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미

지는 ××의 크기를 가진 RGB 데이터

이다. 우리는 전체 데이터 세트 중 100개 클래

스에서 11개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공격하였다.

공격 대상 분류 모델은 95.4%의 분류 정확도를

가지는 Inception ResNet v2를 사용하였다. 이

미지를 공격할 때, 각 픽셀값은  사이 값으

로 정규화를 하였으며, contour region을 추출할

때에만  사이 값으로 비정규화하였다.

해당 실험에서는   을 설정하였다.

실험을 위해, 최대 섭동 크기는   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BIM에서 단계별 섭동 크기

는    , 반복 횟수는   를 적용하였

다. 공격 성공률을 평가하기 위해

     

≠′

를 측정하였다. 즉, 전체 공격 시도 횟수 대비

오분류를 유도하는 데 성공한 횟수를 확인하였

다. 다음으로 RGB 공간상에서의 섭동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리 값을 다음 수식을 통해 측정하였다:

   ′  

 

   ′   (2)

즉, 와 ′의 각 픽셀의 채널별 값 차이를 유클

리디언 거리를 통해 계산하여 전체적인 섭동

크기를 도출할 수 있다. 은 모든 이미지에

대한 각 의 평균값이다. 마지막으로 contour

attack의 공격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섭동된

픽셀의 개수를 다음 수식을 통해 측정하였다:

  
∈



 ′≠  (3)

즉, 전체 이미지 에 대해 와 ′의 각 픽셀값

이 다른 픽셀의 개수 평균값을 의미한다.

2.5 실험 결과

[표 1]은 각 공격 방법에 따른 실험 결과를

측정한 도표이다. Contour attack의 공격 성능

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contour region에만 노이즈가 추가될 때 공격

성공률의 변화이다. [표 1]에서 contour attacks

의 가 기존 공격들보다 100,000 이상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격에 영향

을 받은 픽셀의 양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미지

의 훼손 정도가 감소함으로써 local smoothness

Algorithm Extracting Contour Region
Input:

: Input image

: Threshold

Function:

  : Creates a new array of ( ) shape,

filled with zeros

 : Clip the elements of , where

values <  are replaced with , and

values >  are replaced with .

Output:

: Contour region

1. 
 

2. for  

3.   

4. for    

5. for     

6.    

7.

for  ←↖↑↗→↘↓↙

8.      

9.   

10.  for

11. i f    

12.    

13.    

14.    

15.  if

16.  for

17.  for

18.  

19.  for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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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기존 공격보다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의 높은 감소에도 는 최대

0.03 이하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존 공격의 공격 성공률을 크게 낮추지 않으

면서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기존 공격보다 가 각각 4.51, 1.42

만큼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격을

통해 생성된 노이즈의 크기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2]는 각 공격 방법을 통해

생성된 적대적 예제를 시각화한 결과이다. 기존

공격과 contour attack의 노이즈에 대한 인간의

지각력을 비교하기 위해 최대 섭동 크기를

  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에서 FGSM과

BIM은 저분산 영역에 노이즈가 많이 추가되면

서 이미지의 훼손이 눈에 띄게 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contour attack의 경우 비교적 이미

지가 유지되었고, 기존 공격보다 local

smoothness 속성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local smoothness 속

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분산 영역에 노이즈를

추가하지 않는 contour attack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contour region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실험을 통해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

이미지 훼손을 줄이면서 기존 공격보다 효율적

인 적대적 예제를 생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

다. contour region은 적대적 공격을 하기 위한

새로운 섭동 영역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

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격 기술들에

대한 contour attack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공격 성능을 측정하는 다양한

수치적 지표를 통해 contour attack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목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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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Attack Ability Method Attack Ability

FGSM

 0.582

Contour FGSM

 0.556
 15.25  10.74

 263,023  136,439

BIM

 0.974

Contour BIM

 0.944
 7.34  5.92

 222,428  114,218

표 1 공격 방법별 공격 성능

그림 2 공격 방법별 적대적 이미지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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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에서 해결하지 못

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다. 양자 컴퓨터는 일반적인 컴퓨터와 다르게 0

과 1 상태를 확률적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는 큐

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n-큐비트는 개의 경

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으며 n비트의 계산 복

잡도를  비트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현재

IBM, Google 등 국제적인 IT회사들이 양자컴

퓨터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의

병렬 계산의 이점이 딥러닝, 화학, 시뮬레이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 예상한다

[1].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입력

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화 하여 신경망

을 구성한다. 인공지능은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상업적 사용에 적절한 실용적인

기술 수준까지 이르렀다[2]. 인공지능 분야는 현

재 높은 수준의 성능을 도출하고 있어 방대한 데

이터의 증가로 인한 데이터의 경량화 및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의 발달은 두 가지 측

면을 결합하여 이점을 얻을 수 있음에 주목한

다[3]. 양자 컴퓨터를 적용한 인공지능 분야

QML(Quantum Machine Learning)은 지난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양자컴퓨터

는 양자 중첩 상태로 대규모 병렬 계산할 수

있고 이는 기하급수적인 속도 향상 제공을 예

상한다. 이러한 성질은 인공지능에 부분적으로

강력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4].

이러한 동기로 인공지능에 양자컴퓨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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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첩상태인 큐비트의 성질을 이용하여 n비트의 계산 복잡도를  비트 수준으로 줄일 수 있

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지난 수

십년 동안 빠르게 발전한 분야이며 높은 수준의 기술에 도달하였다. 현재 방대한 데이터 증가로

인한 데이터의 경량화 및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그 중 양자컴퓨터의

빠른 계산 능력을 인공지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

지능에 적용하기 위한 양자 알고리즘의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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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연

구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II. 관련연구

2.1 Quantum computing

양자컴퓨터는 superposition, 얽힘과 같은 양

자 역학현상을 활용한다. 기존 classical 컴퓨터

의 비트가 아닌 0과 1을 확률적으로 동시에 가

지고 있는 큐비트를 사용하여 계산 효율을 증가

시킨다. 이러한 양자컴퓨터의 성질로 기존 컴퓨

터 보다 월등한 계산 속도를 보이며 2019년

Google에서는 기존 컴퓨터에서는 수만년의 시간

이 소요되는 난수 증명 문제를 53-큐비트 양자

프로세서를 통해 3분 20초 만에 해결함을 보였

으며[5] IBM에서는 양자 프로세서, 고성능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2.1.1 Qubit

양자컴퓨터에서 계산하기 위한 기본 단위로 큐

비트를 사용한다. 큐비트는 0과 1을 확률로서 동

시에 갖고 있는 중첩 상태이며 측정할 때 값이

정해진다. 이러한 큐비트의 성질을 통해 n비트

의 계산 복잡도를  비트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2.1.2 Quantum gate

양자 컴퓨터에는 디지털 회로의 디지털 논리

게이트와 같은 양자 게이트가 있다. 양자 게이트

를 통해 큐비트의 상태를 제어한다. 그림 1.은

양자 게이트 중 X-gate, CNOT-gate,

Toffoli-gate를 나타낸 것이다. X-gate는 디지

털 논리 게이트에서 NOT-gate에 해당하며 큐비

트의 상태를 반전시킨다. CNOT-gate는 두 개의

큐비트가 있을 때 한 큐비트가 다른 한 큐비트에

영향을 주는 얽힌 상태를 나타내는 게이트다. 첫

번째 큐비트가 1일 때 두 번째 큐비트에 대해

NOT-gate가 동작하도록 한다. Toffoli-gate는

두 큐비트의 상태로 한 큐비트의 상태를 결정한

다. 두 큐비트가 모두 1이면 세 번째 큐비트에

NOT연산이 수행된다.

2.1.3 Grover’s algorithm [K]

Grover’s algorithm은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

에 대한 검색 알고리즘이다. 고전적인 검색 알

고리즘에서는 개의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해서

 쿼리가 필요하지만 그루버 알고리즘을 사

용하면   쿼리로 찾을 수 있다. Grover’s

algorithm은 오라클 함수와 확산 연산으로 구성

되어 있다. 오라클 함수는 부호의 반전을 통해

정답을 도출하며 확산 연산은 도출한 정답을

측정할 확률을 높인다.

2.4 K-means [6]

K-means algorithm은 N차원의 M points를

K개의 클러스터로 나누는 작업으로, 각 클러스

터와 거리 차이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동

작한다. 즉, n개의 관측을 K 클러스터로 그룹화

하여 클러스터 내 분산을 최소화하는

unsupervised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다. N차원

의 M point 행렬과 N차원의 K initial cluster

centers의 행렬을 입력으로 하며 cluster L의

point 수를 NC(L)로 나타낸다. D(I,L)은 point I

와 cluster L 의 Euclidean distance 을 나타낸

다. 한 군집에서 다른 군집으로 point를 이동하

며 군집 내 최적의 제곱합이 있는 K-partition

을 찾는다.

그림 1 Quantum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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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양자회로를 적용한 CNN 성능 확인[4]

해당 논문에서는 기존의 CNN에 quantum

convolution layer 을 추가하여 알고리즘을 수행

하고 정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한다. 다양한

convolution 필터를 사용하여 여러

QNNs(quantum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모델을 실행하고 테스트 세트를 통

해 정상적인 동작을 확인하였으며 높은 정확도

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CNN에

양자회로를 적용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III. 연구동향

3.1 HHL Algorithm [7]

HHL(Harrow-Hassidim-Lloyd) Algorithm은

linear system에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방식이

다. 기존 컴퓨터에서는 linear programming에

서  log의 계산 복잡도를 가지지만

HHL Algorithm을 사용하면 log

의 계산 복잡도로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때, N은 행렬의 size, s는 행렬의 Sparsity, k

는 제약식의 개수, 는 오류를 나타낸다. 그림

2.는 HHL Algorithm의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

다. HHL Algorithm은 AQE(Ancilla quantum

encoding)를 돌리기 위한 Ancillary 큐빗, 아이젠

벡터를 추정하기 위한 큐빗, 벡터를 표현한 큐

빗을 인풋으로 하며 동작은 QPE(Quantum

phase estimation), AQE, Inverse QPE 부분으

로 나눠진다. QPE는 양자의 위상을 추정하고

AQE에서는 Ancilla 큐비트에 대한 quantum

encoding 연산이 Register 큐비트의 상태에 따

라 조건부로 작동된다. 그리고 Inverse QPE에

서는 register 큐비트를 되돌린다.

3.2 Quantum K-means [6]

Quantum K-means algorithm은 고차원 입

력벡터에 비례하여 기하급수적인 속도향상을 보

인다. 일반적인 Lloyd의 K-means algorithm은

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지만 Quantum

K-means algorithm은 log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 속도 향상의 주된 이유는 N

차원의 입력벡터를 로드 하는데 log 큐비트

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Quantum K-means

clustering에서는 세가지 quantum 서브루틴

SwapTest, DistCalc, Grovers Optimization을

사용한다. SwapTest는 control 큐빗 |0> 의 측

정 확률을 기준으로    두 양자 사이 상

태의 유사성을 측정한다. DistCalc 에서는 두

벡터 a, b 사이의 Euclidean distance     

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각 군집에 대해 K

distance 가 계산되며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의

중심을 찾기 위해 Grover’s algorithm[8] 기반의

Grover’s Optimization[9] 이 호출된다. 모든 입

력 데이터 각각의 point는 가장 중심이 가까운

클러스터에 할당된다. 모든 데이터 point에 클

러스터를 할당한 후 각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 point의 평균을 통해 중심을 계산하여

클러스터 할당이 변경되지 않을 때까지 전체

프로세스가 반복된다.

IV.결론

본 논문에서는 양자컴퓨터를 인공지능에 적용

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HHL algorithm과 Quantum K-means 모두 양

자회로를 인공지능에 적용함으로써 속도향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양자컴퓨

터가 인공지능의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

기 개발단계이므로 사용할 수 있는 큐비트의

개수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양자컴퓨터의 개발

그림 2. HHL Algorithm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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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더 많은 큐비트를 이용한 양자 알고

리즘을 인공지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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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 목적

딥러닝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시스템은 현재

다양한 광고 플랫폼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

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란 행태 정보를 처리하

여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분

석·추정한 후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이다.[1] 이러한 맞춤형 광고를 위해

사이트 방문 내역, 검색 이력, 로그인 정보, 구

매 내역 등 다양한 행태 정보가 수집되고 있으

며, 이러한 정보를 상당 기간 이용자 모르게 관

찰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지적

된다.[2]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기기에

서 로컬 데이터로 딥러닝 모델의 학습을 진행

한 후 서버로 가중치만을 전송하는 Federated

Learning(이하 연합학습) 기반의 맞춤형 광고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실제 구매이련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보인다.

1.2 연구 필요성

1.2.1 맞춤형 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현재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는 맞춤형 광고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마케팅으로써 모바

일 맞춤형 광고는 광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소비자에게 좋은 경험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3] 하지만 그에 비해 모바일

맞춤형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좋지 않

다. 이는 맞춤형 광고가 사생활 침해로 인식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4]

따라서 맞춤형 광고의 정보 제공적인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의 개인정보

재식별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1.2.2 앱 활동 기록 수집의 위험성

현행 국내법상 앱 활동 기록 자체는 개인정

보로 분류되지 않는다. 해당 정보가 개인 식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Federated Learning 기반
사용자 맞춤형 광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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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Joo Kwon*, So-Eun Lee*, Seul-Gi Choi*, Ji-Hee Choi*, Dae-Hun
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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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LSTM과 XGBoost를 사용하여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기반 맞춤형 광

고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중앙 집중형 학습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의 정확도를 유지하

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한 모델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중앙집중형

학습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과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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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개인정보의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검색 내역, 구

매 내역, 인구 통계 정보, 사용자의 위치 내역

들은 맞춤형 광고에 모두 사용된다.[5] 이를 이

용하여 이전 연구[6]에서는 광고주에서 사용한

표식을 통해 38%의 장치를 성공적으로 재식별

하였다. 즉, 중앙서버로 수집되는 앱 활동 기록

은 개인정보로 명확히 분류될 수 없지만, 오히

려 이러한 앱 활동 기록이 사용자를 재식별하

는 데에 쓰일 수 있다. 함께 수집되는

AdID/IDFA[7]*나 공공 데이터 등의 정보를 결

합할 경우 개인의 재식별 가능성이 커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앱 활동 기록을 직접 서버로 보내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광고 모델을 제안한다.

II. 본론

2.1 제안 모델

본 논문에서 사용자 맞춤형 광고 추천을 위

한 딥러닝 모델은 LSTM과 XGBoost, 연합학습

을 사용하였다.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는 사

용자별 구매 로그 배열이 입력으로 구성되며

최대 30개의 추천 상품을 출력으로 한다. 카테

고리 추천의 경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통신 효율성 향상을 위해 LSTM을 연합학습과

함께 사용하였으며, LSTM으로 카테고리를 예

측한 후, 카테고리 내의 세부 상품은 XGBoost

로 예측하였다. 전체적인 모델 구성은 [그림1]과

같다.

2.1.1 연합학습

연합학습은 앞서 1.2 연구 필요성에서 언급

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탈중앙화 방식의

분산학습 방법이다. 일반적인 AI 모델은 각 클

라이언트가 보유한 데이터를 중앙서버에 모아

서 일괄적으로 학습하지만, 연합학습에서는 클

라이언트 개별 데이터를 중앙서버로 전달하지

않고, 중앙서버의 AI 모델을 클라이언트로 보내

* AdID/IDFA: 모바일 앱에서 쿠키 대신 사용하는 광고 식별자

로 광고 목적으로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 AdID는 Android에서,
IDFA는 Apple에서 제공하는 광고 식별자이다.

각각의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한다. 그리고 클라

이언트에서 학습한 로컬 AI 모델을 모두 합쳐

글로벌 AI 모델을 만들면서 모델은 점점 일반

화되고 클라이언트의 로컬 AI 모델의 정확도는

향상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서버로 사용자

데이터 원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만을

전달하므로, 단말에 저장된 사용자의 프라이버

시 침해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또한,

연합학습을 이용하면 분산된 로컬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지 않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치, 기관 등에서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되,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8]

2.1.2 LSTM

LSTM은 기존 RNN과 달리 순환신경망의

일반 신경들을 LSTM 셀로 교체한 것으로, 기

울기의 손실 없이 학습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LSTM의 전체 구조는

[그림2]와 같다. 사용자별로 상품을 구매하기 이

전에 탐색한 카테고리 id 로그를 입력으로 하며

각 로그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고자 padding을

했기에 입력층은 embedding 층을 사용하였다.

32개의 셀로 구성된 3개의 은닉계층과 구매한

카테고리 예측을 위한 클래스가 141개인 1개의

출력계층으로 이루어진다.

[그림1] 전체적인 모델 설계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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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LSTM 구조

LSTM에서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표1]

와 같다.

[표1] LSTM 하이퍼 파라미터

2.1.3 XGBoost 
XGBoost는 Ensemble 기반의 분산 그라디언

트 부스팅 라이브러리[9]로, LSTM에 비해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2.1.2의

LSTM 모델에서 product id를 예측할 경우 클

래스가 많아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도

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LSTM

모델에서는 category code만 예측하고, 해당

category code 내 product id 중 구매할 가능성

이 큰 product id를 예측하기 위하여 XGBoost

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XGBoost의 feature로 사용자

가 하루 동안 상품을 얼마나 열람했는지에 대

한 activity count와 상품의 brand, price 등을

사용하였으며[그림3],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값

들은 [표2]와 같다.

[그림3] XGBoost feature importance 비교

[표 2] XGBoost 하이퍼 파라미터

2.2 실험 및 성능 평가

2.2.1 데이터

데이터 셋은 kaggle의 REES46 Marketing

Platform[10]에서 제공한 eCommerce[11] 데이터

6개를 사용했으며, 총 130,9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예시는 다음([표3])과 같으며, user

id, event, product id, category code 등이 포함

된다.

[표 3] 데이터 형태

2.2.2 실험 환경

[표4] 실험 환경

2.2.3 성능 평가

연합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LSTM 모델과 적

용한 LSTM 모델의 Recall, Accuracy, Loss 값

을 비교해 보았다.

[표5] 기존 LSTM과 연합학습 적용 LSTM 비교

[표5]를 통해 Accuracy는 차이가 없었으며,

Recall과 Loss 값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그림4]는 기존 LSTM에서 epoch이 10

일 때 epoch별 loss값이 감소하는 양상을, [그림

5]은 연합학습 적용 LSTM에서 round별 loss값

하이퍼 파라미터 값

Batch Size 256

Activation Function softmax

Loss Function
sparse_categorical_crosse

ntropy

Hidden Layer Unit 32

Embedding dimension 141

Epoch 10

하이퍼 파라미터 값

Objective binary:logistic

Booster gbtree

Gamma 0

Learnin Rrate 0.75

Max Depth 6

Base Score 0.5

Name Specification

OS macOS Big Sur 11.3.1

CPU Intel Core i7 (2.6 GHz)

RAM 16GB

Tensorflow version 2.3.0

기존 LSTM
연합학습 적용
LSTM

Accuracy(%) 94.38 94.38

Recall(%) 100 94.38

Loss 0.5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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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는 양상을 그래프로 보인 것이다.

[그림4] 기존 LSTM epoch별 loss값
(epoch size:10)

[그림5] 연합학습 적용 LSTM round별 loss값

최종적으로 정확도 측정은 기존 LSTM 또는

연합학습 LSTM을 통해 카테고리를 예측한 후,

XGboost를 통해 구매할 확률이 높은 상품 상위

10개 혹은 30개를 예측하여, 그중 실제 구매한

상품의 존재 여부로 판단하였다.

[표6]는 연합학습을 적용한 모델과 적용하지

않은 모델의 top-10, top-30 정확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6] 연합학습을 적용한 모델과 적용하지 않은
모델의 top-10, top-30 정확도 비교

[표6]에 따르면 연합학습을 사용하지 않은

최종 모델 정확도보다 연합학습을 적용한 최종

모델 정확도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 [표]에서

LSTM 모델 자체의 정확도는 차이가 없었지만

LSTM+XGBoost 모델에서는 오히려 연합학습

을 적용한 경우 정확도가 더 높았다. 연합학습

이 없는 LSTM과 함께 사용된 XGBoost 모델

의 경우는 전체 데이터를 학습하였고 연합학습

을 적용한 LSTM과 함께 사용된 XGBoost의

경우는 개개인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학습하므

로 연합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보다

overfitting 된 것으로 보인다.

III.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사용

자 맞춤형 광고 추천이 가능한 연합학습 기반

맞춤형 광고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연합학습을 사용한 모델은 사용하지 않은

모델과 비교해도 비슷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

다. 현재는 기존의 오픈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

하였기에 실제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보다 구체

적인 feature들을 통해 광고 마케팅에 실제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표6]에서

의 XGBoost overfit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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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결제를 하던지, 인증과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등 노력의 산출물이 다양해 지고 있다. 이는 AI

가 활발히 연구됨에 따라 속력을 가속화 시켰

으며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와 이로움을 제공해

줄 주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AI는 주재료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과 자동

화로부터 서비스를 이루어 냈으며 한 사람으로

부터 만들어 낼 수 있는 데이터는 무궁무진하

며 앞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꿈속에서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1-0-00511, 엣지 AI

보안을 위한 Robust AI 및 분산 공격탐지기술

개발)

**교신저자: 최대선 (sunchoi@ssu.ac.kr)

나 펼쳐질 만한 세상이 현실화 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가 주는 이로움에 반하여 넷플

릭스 개인정보 노출 건과 같이 나만 알고 싶은

자신의 개인정보도 의도하지 않게 노출되는 프

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되며 재산상의 피해가

증가 되고 있다. 데이터에 대한 피해가 크다 보

니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데이터 3법 이

후 데이터 익명화와 식별방지를 위해 데이터

마스킹 데이터 범주화, 프라이버시 모델인 K-

익명성, L-다양성 등을 통해 각 기관이나 기업

에서도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

했으며 현재는 금융업계, 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이목을 집중 받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분산된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데이터를

관리한다[1, 2, 3]. 그리고 관리하는 주체가 기

업, 기관이 아닌 개인이 관리 할 수 있도록 하

는 사업이다.

이와 비슷하게 데이터를 서버로 모으지 않고

데이터 익명화와 연합학습의 성능실험†

장진혁*, 최대선**

*숭실대학교(대학원생), **숭실대학교(교수)

Performance Experiment of Data Anonymization and Federated
learning

JinHyeok Jang*, Deaseon Choi**

*Soongsil University(Graduate student)

** Soongsil University(professor)

요 약

AI기술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머신러닝 이라

고 불리는 학습법은 여러 군데 나눠진 데이터를 전송해 한곳에 모으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비식별화 과정을 거치며 비식별화 데이터는 정보의

손상, 누락 등 데이터가 뭉개지는 현상이 있어 기계학습과정의 성능을 저하시키며 전처리과정을

복잡하게 한다. 이에 구글이 2017년에 연합학습이란 데이터의 집적 없이 개인의 데이터로부터

학습결과만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학습법을 발표했다.

본 논문은 실제 금융데이터를 이용하여 머신러닝에 K익명성, 차분프라이버시 재현데이터의 비

식별과정을 거친 데이터의 학습 성능과 연합학습의 성능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합학습의 우수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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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는 방법으로 구글이 2017년에 연합학습

을 발표했다[4]. 구글에 따르면 연합학습은 개인

의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고 서버의

모델을 각 디바이스에 전송하여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그래디언트로부터 학습을 진

행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기에 프라이버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합학습에 대

해 자세히 들여다보며 다양한 익명화 처리를

거치고 난 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머신러닝 결

과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연합학습

과 익명화에 대해 언급할 것이고 3장에서 머신

러닝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 4장에서 실험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II. 연합학습과 데이터 익명화

2.1 연합학습

연합학습은 여러 기관, 조직 간의 분산된 데이

터를 공유, 모으지 않고 오직 머신러닝으로부터

얻어지는 학습 값(파라미터, 가중치 값)만을 이

용하여 서버의 모델을 학습하는 원리이다. 데이

터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

할 수 있는 점과 더욱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디바이스와 서

버 간의 연결시간, 모델전송시간, 디바이스의

데이터 학습시간, 서버 모델 학습시간을 소비해

일반적인 머신러닝 학습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

며 feature을 맞추어야 하는 머신러닝 기술의

특성상 서로 다른 feature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안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다[5].

연합학습의 원리는 그림1에서 보여준다. 서버

는 학습에 참여하는 모든 클라이언트(참여자,

디바이스)에게 모델을 전송해준다. 각 디바이스

들은 받은 모델로부터 학습을 진행한다. 이를

로컬학습이라 부른다. 얻어진 업데이트 값을 서

버로 전송해준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1 round라

고 부르며 1Communicate cost라고 부른다. 서

버는 받은 업데이트 값으로 서버의 모델(글로벌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시켜

최종적으로 서버 모델의 성능을 올리는 것이다.

그림 1 연합학습 과정

2.2 데이터 익명화와 프라이버시 모델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민감정보를 가명 처리한 데이터만을 활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06

년 미국에서 발생한 넷플릭스 사례처럼 인터넷

에 돌고 있는 정보들을 모으고 분석하다 보면

사생활이라든지,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들

이 노출된다. 따라서 데이터의 민감한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를 한다든지, 삭

제하는 등의 익명화 기술에 대해 현재까지 연

구되고 있다[6].

비식별 기술은 데이터의 칼럼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보호 기술을 적용

한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Identifiers)로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있으며

비식별 조치 시 무조건 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준 식별자(Quasi-Identifiers)는 다른 데이

터와의 결합을 통해 추론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속성들이며 우편번호, 연간소득 등이

있다. 민감정보(Sensitive Attributes)는 개인의

사생활을 담긴 속성으로 계좌 수, 병명 등이 이

에 해당하고 사생활과 거리가 먼 속성을

Insensitive Attributes로 그룹을 나누고 활용목

적에 따라 살리기도 하며 삭제하기도 한다.

현재 실무에서는 앞서 언급한 익명화 처리기

법만을 사용하진 않는다. 익명화 처리를 하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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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연결 공격, 배경지식공격 등의 공격으로부

터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에 따라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프라이버시모델(K-익명성, 차분프라이버시, 재

현데이터 등)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k-익

명성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같은 레코드

값이 적어도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여 다른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연결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며 Latanya Sweeney가 제안하였다[3].

차분프라이버시는 K-익명성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Cynthia Dwork가 제안한 수학

적 모형이며 한사람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 안

에 포함되어있거나 포함하지 않는 두 데이터에

각각 질의 (query)를 했을 때, 응답 값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의 추론을 방지하는 수학적 모델이다[7]. 재현데

이터는 사전적 의미로 합성자료, 인위적인 자료

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실험을 할 때 시나리오

를 위해 가상 자료(재현자료)를 만들어 실험결

과를 검증하는데 이용하는 자료로 최근 데이터

를 비식별화하는 기술로 연구되고 있다.

III. 데이터 익명화 vs 연합학습

3.1 실험내용

본 실험은 실제 금융데이터(Lending club

Data, 2020년 1분기)를 바탕으로 카드사, 금융기

관에서 신용등급을 매길 때 필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주화, 마스킹을 이용하여 익명화시

키고 프라이버시 모델인 K 익명성의 경우 2, 5,

7일 때, 차분 프라이버시로 엡실론이 0.1, 1, 2일

때, 재현데이터를 적용하여 다양한 머신러닝 모

델인 MLP(Multi layer perception)의 성능을 확

인하고 프라이버시 모델을 강화할수록 데이터

의 개수와 성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

다.

익명화의 경우 우편번호(zip_code), 주택 소유

여부(home_ownership), 고용 기간(emp_length),

대출 납입 기간(term), 연간소득(annual_inc)을

마스킹, 범주화시켰다. Zip_Code의 경우 ‘7800’

을 ‘78xx’로 Annual_Inc는 ‘13345’를 ‘<20000’처

럼 구간화 시켰다. 그 후 머신러닝을 위해 익명

화된 데이터들을 수치형 데이터로 바꾸었다. 전

Feature 전→ 후

Zip_Code
780xx“ → 780

890xx“→890

Home_Ownership
OWN → [1,0,0,0]
RENT → [0,1,1,0]

MORTAGE → [0,0,1,0]
ANY → [0,0,0,1]

Emp_Length
n/a → 0

<1year → 0.5
1year → 1

10+years → 10

Term 36months → 36
60months → 60

Annual_Inc
<20000 → 10000

[20000,40000] → 30000
80000 → 80000

"★" → 1

표 1 익명화 전처리

처리 과정은 표1에서 보여주고 있다.

3.2 실험결과

모델에 대한 정확도는 전체 데이터 중 예측

값이 실제 값과 같은 비율을 말하며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1)

Original의 경우 원래의 원본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한 것이다. MLP의 경우 다양한 프

라이버시 모델을 적용한 것보다 약 92%로 제일

높게 나왔다. K 익명성 중 k=2일 때 89%, k=5

일 때 89%, k=7일 때 55%이며 차분 프라이버

시의 경우 엡실론이 2일 때 70%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0.1일 때 33%로 가장 낮게 나왔다. 재

현데이터는 90%로 원본데이터와 가장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연합학습은 86%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실험의 MLP 결과는 표 3에서

보여준다. 결과를 정리해보았을 때 원본 > 재

현 > k=2> k=5 > 연합학습 > k=7 > DP(e=2)

>DP(e=1)>DP(e=0.1) 이다. 본 실험에서 원본데

이터의 학습이 유독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DP=0.1일 때의 차이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 학습 성능에 많

은 영향을 받는 MLP의 신경망 학습에 따른 특

성이며 표3에서 데이터의 개수를 줄였을 때 성

능이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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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P
Test Acc

Original 0.9206
Federated learning 0.8600
Synth data 0.9044
k=2 0.8994
k=5 0.8988
k=7 0.5513
DP=2 0.7057
DP=1 0.5308
DP=0.1 0.3366

표 2 MLP 실험결과

data 개수
MLP

Test Acc
Original data 105011 0.9206
Original data 81809 0.8366
Original data 59944 0.7696
Original data 7661 0.4162

표 3 데이터 개수에 따른 MLP 성능

프라이버시 모델을 사용할수록 겹치는 데이터

가 많이 삭제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에 영

향을 많이 받는 MLP의 성능자체가 많이 감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연합학습에 대한 원리와 실제

금융데이터를 사용하여 익명화 처리를 적용한

데이터에 대해 성능을 비교했다. 연합학습의 결

과가 원본데이터에 학습한 결과를 완전히 따라

가지는 못하지만 다른 비식별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더욱 강하고 다양

한 익명처리와 프라이버시 모델을 적용하여 연

합학습보다 성능 자체가 높지 않을 것이다. 실

무에서 성능도 중요하지만, 시간효율도 고려해

야 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연합학습

이 도입된다면 서비스 시간도 체크 해야 하며

디바이스 마다 응답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이다. 시간 효율성을 생각하면 활용가치

가 떨어질 수 있지만, 실무에서 대량의 데이터

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필요하기에 약간의

오버헤드를 감수해야 한다.

향후 연구계획으로는 직접 여러 데이터를 하

나로 모아 익명화 처리를 거친 후 실험할 예정

이다. 또한 칼럼이 다른 데이터인 Non-IID를

바탕으로 보안, 성능뿐만 아니라 활용가치를 높

이는 연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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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딥러닝을 이용하여 뛰어난 성능을 보이

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기존의 정형

화된 알고리즘보다 딥러닝 알고리즘이 더 뛰어

난 결과를 보여주면서 많은 분야에서 딥러닝을

기반으로 산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

이 발표되었었다. 특히 딥러닝은 이미지 처리

및 분류 문제에 좋은 성능 [1]을 보이기 때문에

헬스데이터, 환자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 및 분

류하기 위한 문제에도 연구 및 활용되어오고

있다 [2]. 좋은 학습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데이터들은

환자데이터와 같이 외부에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민감한 데이터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민감한 데이터들이 딥러닝 학습에 사용될 때

#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IITP-2019-0-01343)

공격자에 의해 데이터가 노출되거나 딥러닝 학

습 과정의 중간값(그래디언트, 가중치, 오차값

등)들이 노출되어 학습 데이터를 복원시키는 공

격 [3], 학습데이터를 추론하는 공격 [4], 학습데

이터를 오염시키는 공격 [5] 등의 많은 연구 공

격모델들이 발표되어 왔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의 컴퓨팅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클라우드

서버에서 집중화된 대규모 AI 컴퓨팅의 보안의

중요성도 매우 높아졌다. 클라우드 외부에서 데

이터를 안전하게 노출 없이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클라우드 서버는 공격자가 접근할 수 없

는 환경에서 컴퓨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있어서 신뢰 실행환경(Trusted

Execution Environment)을 도입하여 공격자가

접근할 수 없는 독립된(isolated) 환경에서 AI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ntel

Software Guard Extension (SGX) 의 신뢰 실

행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공격자가 접근할 수

없는 Enclave에서 AI 모델 학습 및 추론

신뢰 실행환경 기반의 안전한 AI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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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생, 교수)

Secure AI Computation based on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Hyunsoo Shin,* Brent ByungHoon Ka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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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을 도입

하여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이에 따라 AI 분야에도 많은 취약점이 발표되었으며 특

히, 화이트 박스(white-box) 기반의 공격 성공률과 정확도가 블랙박스(black-box) 환

경에서의 공격 성공률 및 정확도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화이트 박스

기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AI 연산 내부의 메모리 보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공격

자가 AI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탈취 및 오염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 실행환경에서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안전한 AI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성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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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rence) 기능을 구현하며 MNIST [6] 데이

터셋을 이용하여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의 학습을 일반환경에서와 신뢰 실

행환경에서의 성능 차이를 평가한다.

II. 배경지식

2.1 신뢰실행환경

신뢰 실행환경이란 프로그램(Ring 3), 운영

체제(Ring 0) 및 하이퍼바이저(Ring -1)에서 접

근할 수 없는 독립된 실행 영역(Isolated

Execution Environment)이다. Intel SGX [7]와

ARM TrustZone [8]은 하드웨어 기반의 신뢰

실행환경 플랫폼이다. SGX는 Enclave라고 명명

된 독립된 실행 영역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보

호하며 실행되는 코드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Enclave를 생성하고, 종료시키고, 하드웨어 키

를 생성하는 등 Enclave의 종속된 동작을 수행

하기 위해 특수 명령어들이 [9] 새로 추가되었

다. Enclave의 메모리는 Process Reserved

Memory (PRM) 영역에 할당되며 프로그램 실

행에 필요한 모든 메모리를 초기에 설정 파일

에 기술하고, Enclave가 로드될 때 기술된 메모

리의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한다. SGX2 [10]

에서는 Enclave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 및 해

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특수 명령어들이 추

가되었다. Enclave의 메모리 관리는 운영체제가

수행하지만, 운영체제는 Enclave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Enclave 페이지가 페이지 아

웃(page-out)될 때 페이지를 암호화 하므로 그

내용을 볼 수 없다. 페이지 아웃된 메모리가 페

이지인(page-in) 될 때 암호화된 페이지는 복호

화되며 무결성을 검사한다. 따라서 운영체제는

암호화된 Enclave 페이지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2.1 AI 연산과정 보호

서론에서 언급됐듯이 딥러닝 학습에 사용되

는 데이터들은 프라이버시 노출 문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데이터들은 안전하게 보호

되어야 한다. 딥러닝 연산 과정에서 학습 가중

치, 그래디언트, 오차값 등 딥러닝 연산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연산 결괏값들이 노출되었을

때 학습 데이터 추론 공격 혹은 모델 추론 공

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4]. 또한 학습 과정

도중 오염된 학습 데이터를 삽입하는 공격 [5]

으로 잘못된 학습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 될 수

있다. 이러한 값들이 외부로 노출될 수 없도록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메모리 보호 메커니즘

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신뢰 실행환경에서 공격자로부터 노출 없이 AI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Fig 1. 은 공격자가

Enclave로부터 어떠한 데이터도 얻을 수 없고

오염시킬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III. 구현
본 논문에서는 신뢰 실행환경에서 AI 모델

을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로 추론하는 안전한

AI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 기존의 프로

그램을 신뢰 실행환경에서 실행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대대적인 코드 수정이 필요하다.

Enclave에서는 네트워크 모듈, 파일 시스템 등

과 같은 시스템콜을 실행할 수 없으며 CPUID

와 같은 하드웨어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없다.

신뢰 실행환경이 아닌 기존의 일반환경에서 실

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수정 없이 Enclave에서

실행시킬 수 있게 하는 연구가 [11] 있지만

Trusted Computing Base (TCB)가 프로그램

전체이기 때문에 성능 하향 및 많은 공격표면

으로 인한 보안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제기된다

[12, 13]. Enclave TCB는 안전한 컴퓨팅을 위한

Fig 1. Secure AI computation in the Enclave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47



최소한의 기능만을 포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는 AI 모델 생성, 학습 실행, 추론 실행, 학습된

모델의 암호화 및 복호화를 하는 기능들만

Enclave에서 수행된다.

3.1 모델 암호화 및 복호화

Enclave에서 EGETKEY 명령어를 실행하여

하드웨어 및 Enclave에 종속된 CPU 대칭키를

유도(derive)할 수 있다. Enclave에서 모델을 학

습한 뒤 학습된 모델을 직렬화 (serialization)를

수행한 뒤, 생성된 대칭키를 이용하여 직렬화된

모델을 암호화해서 파일 시스템 함수를 호출하

여 호스트 파일 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복호화의 경우에는 Enclave에서 암호화

할 때와 똑같이 대칭키를 획득하여야 한다. 획

득한 대칭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된 모델을 복호

화한 뒤, 직렬화된 모델 데이터를 역 직렬화

(Deserialization)를 수행함으로써 모델 데이터

구조로 정상적으로 복구시킬 수 있게 된다. Fig

2.는 학습된 모델의 암호화 및 복호화를 도식화

하고 있다.

IV. 평가

본 논문에서는 MNIST 데이터셋을 CNN 모델로

학습시킨 비용을 평가하고, 각 평가는 신뢰 실행환경

및 일반환경에서 수행됐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의

CPU는 Intel 10세대 I9-10900이다. Tabel 1.은 CNN

model을 MNIST 데이터셋을 이용한 학습에 대한 성

능 비교 표이고, Table 2. 는 학습된 모델의 암호화

및 복호화에 대한 성능 비교 표이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60,000개이다. Training 열은 테스트 데

이터셋에 대해서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일 때까지

의 학습에 경과한 시간이며, 각 실험을 30번씩 수행

한 뒤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모델의

학습 파라미터 (trainable parameter)는 약 600,000개

이며 신뢰 실행환경에서의 학습 시간이 쓰레드 하나

일 경우 기준으로 일반 환경에서보다 약 1.2배 더 많

이 걸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nclave에서 CPU

키를 이용한 모델 암호화 및 복호화의 시간은 각각

약 0.02초, 0.01초로 확인되었다. 암호화가 더 느린

이유는 암호화 함수에서 초기화 벡터(Initialization

vector)를 생성하는 로직이 포함되어있지만, 복호화

함수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Fig 2. The process of model encryption

and decryption in the enclave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화이트 박스 기반의 학습 데이터

추론, 학습 데이터 복구, 데이터 오염 공격 등을 원

천 차단하기 위해 신뢰 실행환경에서 AI 모델을 생

성하고 학습하고 추론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일반환

Encryption(sec) 0.0215
Decryption(sec) 0.0105

Table 2. Performance evaluation(wall-clock

time) of model encryption and decryption

using CPU key in TEE

TEE (1t) TEE (2t) TEE(3t) TEE(4t) Non-TEE (1t) Non-TEE (2t) Non-TEE (3t) Non-TEE (4t)

Training (s) 2813 1878 1632 1617 2313 1221 903 750

Table 1. Performance evaluation(wall-clock time) of training in Non-TEE and TEE (thread is

denoted as t and sec a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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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의 비교 평가 실험을 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신

뢰 실행환경에서의 AI 연산이 일반 환경보다 더 느

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GX1의 EPC 메모리의 크

기는 128MB 혹은 256MB로 제한되어 있지만, Intel

3rd Generation Scalable Processor 플랫폼에서는

EPC 메모리를 최대 1TB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본 논문에서의 실험 환경에서보다 더 빠른 성능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nclave 전용의 더 큰

물리 메모리의 지원과 가볍고 최적화된 AI 알고리즘

의 연구 및 개발이 발전된다면 일반환경에서의 성능

차이를 대폭 줄임과 동시에 여러 AI 공격표면들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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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머신러닝은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많

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아웃소싱으로

인해 유저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

가 커지고 있고, 머신러닝 솔루션을 배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

공 신경망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이 요구

된다.

II.관련 연구

2.1 함수암호 (Functional Encryption, FE)

함수암호는 기존의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더

욱 확장시킨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다[1]. 기존의

공개키 암호화는 평문을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개인키로 복호화하여 평문을 얻었지만 함수암

호는 평문을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임의로 지정

한 함수와 관련된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문을

평문으로 복호화 하지 않고도 함수값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함수암호는 시스템 외부자 뿐

만 아니라 시스템 내부자에게도 암호문과 관련

된 불필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어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GoFe, CiFEr 등의 함수암호 라이브

러리도 존재한다.

2.2 동형암호화 (Homomorphic Encryption)

동형암호화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연산할 수 있는 암호화 방법이다. 즉, 동형암호

화는 평문을 연산하여 암호화한 결과와 평문을

암호화하여 연산한 결과가 동일하다[2]. 따라서

개인키가 없어도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해 연

산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 채

로 외부매체에 저장 및 계산할 수 있어 아웃소

싱하는 경우에 매우 용이하다. 동형암호화는 크

게 3종류로 나누어진다. 덧셈 또는 곱셈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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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 암호화 그리고 Intel SGX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기법들은 적용환

경이나 보호 대상에 따라 적합성이나 효율성이 다르므로 적절하게 적용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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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지원하는 부분 동형 암호(Partial

Homomorphic Encryption, PHE), 덧셈과 곱셈

을 모두 지원하지만 차수가 낮은 다항식과 같

이 제한된 연산만 가능한 유한 동형암호

(Somewhat Homomorphic Encryption, SHE)

그리고 덧셈과 곱셈을 모두 지원하고 boot

straping으로 통해 제한 없이 연산이 가능한 완

전 동형 암호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FHE)가 있다. HELib, HEAAN과 같은 동형암

호화 라이브러리들 및 딥러닝 모델들 또한 존

재한다.

2.3 Intel SGX

Intel SGX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보안을 강화

하는 기술이며, Enclave라는 보호 영역을 통해

보안을 강화한다[3]. 필요한 프로그램 외에는 접

근할 수 없는 격리된 실행환경(Enclave)을 제공

한다. 즉 민감한 코드 실행을 메모리에 격리해

신뢰실행환경(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TEE)을 구축한다. 따라서 Enclave 외에 운영체

제 및 VMM(Virtual Machine Monitor)을 포함

하여 다른 부분을 해킹 당한다고 하더라고, 데

이터가 Enclave 내부에만 있다면 데이터는 안

전한 채로 유지된다. 또한 Enclave는 기존 시스

템의 메모리와 메모리 주소 체계를 그대로 사

용하여 확장성과 범용성을 가진다.

III. 인공신경망에서의 프라이버시 보

호 기법 동향

3.1 암호 알고리즘을 활용한 신경망

3.1.1 함수암호 기반의 신경망

함수암호기반의 신경망은 함수암호 키를 가

진 사람만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

다. 그러나 함수암호 키 소유자는 이미지 내의

다른 특징은 볼 수 없다. 즉, 함수암호는 데이

터 자체를 노출하지 않고, 계산 결과를 해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글씨를 암호화한 이미지

를 보고 0인지 1인지는 분류할 수 있지만, 함수

암호의 특성상 이미지가 갖는 다른 특성은 확

인할 수 없다. 모델 학습 과정에서는 암호화되

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하며 이후, 훈련된 네트

워크에 암호화된 이미지를 입력하여 추론을 수

행한다.

[4]에서는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실험

한 결과, 예측은 97%의 정확도를 달성했으며,

이미지 복호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20초 미만이

소요되었다. 이외에도, 머신러닝에서의 실질적

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수암호에 관한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엣지 디바이스에서 암호화를

한 후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는 해당

정보를 복호화하는 아키텍처에서 암복호화 키

가 엣지 디바이스에 발급되어야 한다. 각 엣지

장치에 독립적인 키를 부여해야하는데, 함수암

호의 경우는 암복호화 키가 각 엣지 디바이스

에 대해 독립적으로 부여되어 가능하지만, 동형

암호의 경우 암복호화 키가 쌍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키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따

라서 동형암호 기반의 신경망은 이러한 구조에

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함수암호가 더 효율적이

다. 특히 최근 구현된 내적 함수암호들은 이와

같은 저전력 IoT 장치에 더욱 효율적이다. 이처

럼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 기관과 클라우드 서

비스 공급자 및 사용자로 구성되어있으며 블록

체인 네트워크와 융합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5].

3.1.2 동형암호 기반 신경망

동형암호기반의 신경망은 동형암호의 특성을

활용한 인공신경망이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제공받기 때문에 계산 아웃

소싱 역할만 수행할 수 있으며, 계산 결과는 비

밀키 소유자만이 해독할 수 있다. 함수암호와

동일하게 암호화 되지 않은 일반 데이터가 학

습과정에 사용되며, 추론과정에서 데이터 소유

자로부터 암호화된 데이터를 입력받아 결과를

예측한다. 동형암호 기반의 신경망 중 하나인

CryptoNets은 9개의 층을 가지고 있어 함수암

호를에서 쓰이는 모델과 동일한 데이터셋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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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비교해보았을 때 99%의 정확도를 제공

하지만 570초로 상당히 느린 결과를 보여준다

[6]. 또한, 3.1.1절에서 언급한 키관리 문제에 더

불어 부트스트래핑 등의 오버헤드가 큰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3.2 Intel SGX를 활용한 기밀컴퓨팅

머신러닝 학습 및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와

모델이 사용되며, 데이터 소유자는 데이터 프라

이버시가 보장되는 것을 원하고 모델 소유자는

모델의 구조나 하이퍼 파라미터 등에 대한 기

밀성 보장을 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관점

에서의 데이터 보호를 동시에 충족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예를 들어 연합학습 등의 기법은 데

이터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지만 모델을 다운

받아 데이터를 가진 엣지 디바이스에서 학습하

기 때문에 모델이 데이터 소유자에게 노출된다.

Intel SGX를 활용한 기밀 컴퓨팅은 데이터

와 모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모두 보장하는

협업 머신러닝을 제공한다. 즉, 데이터 프라이

버시 및 모델 기밀성을 모두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방법은 하나의 Intel SGX

enclave 안에서 대규모 모델 및 데이터에 대한

학습 및 추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

터 소유자는 enclave에서 실행되는 모든 코드에

접근하고 검토해야하는데, 이는 모델 소유자의

기밀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데이터와 모

델의 기밀성이 모두 보장되지 않는다.

최근 머신러닝 모델은 SIMD 명령어 등을

사용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메모

리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enclave의 제한된

페이지 캐시 크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SGX를 사용하여 단일 머신에

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대규모 데이터셋에 대

한 학습을 수행할 경우,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

된다. 여러 영역에서 나누어 작업할 경우 작업

부하를 효율적으로 분할할 수 있으나 데이터와

모델의 프라이버시 제약 조건 하에서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의

Intel SGX enclave 안에서 학습 및 추론을 하

는 것이다. 최근 제안된 Citadel 기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준다[7]. 해당 기법은 모델 소유

자의 기밀성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소유자의 신

뢰를 얻기 위해, 데이터 및 모델 코드를 분리하

고 두 개를 서로 다른 enclave에서 실행시킨다.

또한, Intel SGX 영역 여러 개를 사용해 훈련하

여 신뢰할 수 없는 인프라에서 협업 학습을 가

능하게 하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모

델을 처리하는 코드는 모델 소유자에게만 공개

하여 모델 소유자의 기밀성을 보호하고 데이터

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코드만 데이터 소유자

와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개

의 enclave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

고 중간 결과를 확인하여 모델을 함께 업데이

트한다. 해당 기법은 기존의 확장성 문제를 해

결하여 SGD, 모델 평균화 등 일반적인 머신러

닝 접근 방식을 지원하므로 기존 머신러닝 훈

련 방식을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

였다.

32개의 enclave를 활용하여 각각 학습 실행

시 단일 enclave에서 실행한 것과 비교하여 4.6

배에서 19.6배까지 처리량이 향상되었다. 또한

Intel SGX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을 실행하는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Intel SGX로 인한 속도

저하는 1.73배 미만이었으며, 메모리가 제한적

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저하가 크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Intex SGX를 활용한 학

습 기법을 통해 데이터 소유자 및 모델 소유자

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에서의 데이터 프

라이버시 보호 기법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암호 알고리즘을 활용한 신경망과 기밀컴퓨팅

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며, 함수암호 기반

신경망에 대한 연구의 경우 아직 상용화되기에

는 이르지만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형암호 기반 신경망의 경우 함수암호보다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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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들이 다수 존재한다.

Intel SGX를 활용한 기밀 컴퓨팅의 경우는

데이터와 모델의 프라이버시를 모두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적용 환경이나 프

라이버시 보호 대상에 따라 이러한 기법들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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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딥러닝 모델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의

적인 의도로 모델을 공격하여 오동작을 유도하

는 시도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딥러닝

모델에 대한 공격 유형은 크게 모델 취약성에

관해서는 중독 공격(poisoning attack), 회피 공

격(evasion attack)이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해서는 정보 추론 공격(inference attack)으로

구분할 수 있다[1]. 본 논문은 모델 취약성 공격

유형을 중심으로 중독 공격과 회피 공격의 연

구 동향에 대해 서술한다.

II. 관련 연구

2.1 중독 공격 (Poisoning Attack)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 적은 수의 학습

데이터로 인해 모델의 학습이 어려운 경우, 사

전에 훈련된 모델을 바탕으로 재학습을 진행한

다. 이 기법을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이라

고 한다. 중독 공격은 이러한 전이 학습 과정에

서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중독시킴으로써 모델

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추론 시 공격자가 의도

한대로 모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2]. 이 방법은 공격자가 학습

알고리즘을 알고 있고 원래의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정한다[3]. 중독 공격의 대표

적인 기법에는 백도어 기법이 있다.

2.1.1 백도어 기법 (Backdoor)

딥러닝 모델 공격 기법에서의 백도어 공격은

특정 영상이 입력 값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를

인지하고 공격자가 원하는 분류 결과를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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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 기술은 실생활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확산됨

에 따라 딥러닝 모델에 관한 보안 이슈도 대두되고 있다. 딥러닝 모델에 관한 공격 유형은 크게

모델 취약성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나눌 수 있고, 모델 취약성에는 중독 공격과 회피 공격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 취약성을 중심으로 중독 공격과 회피 공격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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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정의한다[1].

2.2 회피 공격(Evasion Attack)

회피 공격은 테스트 시점에 모델을 공격하여

오작동을 일으키는 기법으로, 입력 데이터를 최

소한으로 변조하여 딥러닝 모델이 기존의 class

가 아닌 다른 class로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공

격 기법이다[4]. 중독 공격이 변조한 학습데이터

를 통해 학습 시 모델 자체에 오분류 기능을

포함시킨 방식이라면, 회피 공격은 이미 학습된

모델에 변조된 입력 데이터를 통해 오분류 되

도록 하는 기법이다. 회피 공격으로 분류되는

구체화된 기법에는 적대적 사례 기법이 있다.

2.2.1 적대적 사례 (Adversarial Examples)

적대적 사례는 2013년 Szegedy에 의하여 명

명되었으며, 모델의 예측 오류를 최대화하는 데

이터를 말한다. 추론 시에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는 노이즈를 추가하여 모델의 분류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2]. 적대적 사례를 이용한 공격은

공격자를 기준으로, 공격자가 의도한 class로

분류하는 표적 공격(targeted attack)과 임의의

다른 class로 분류하는 무표적 공격(untargeted

attack)으로 구분된다[4]. 특정 모델을 공격하기

위해 생성된 적대적 사례의 경우, 다른 신경망

구조로 학습된 모델을 공격할 경우에도 효과적

으로 동작하는 전이성(transferability)이 존재함으

로 밝혀졌다[5].

III. 딥러닝 공격 기법 동향

3.1 백도어 기법

3.1.1 Back-gradient Optimization [6]

Back-gradient Optimization 기법은 모델의 학

습을 방해하는 기법이다. 이전까지의 중독 공격

은 제한된 클래스의 이진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서만 고안되었지만, Back-gradient Optimization

기법은 중독 공격의 범위를 다중 클래스 문제로

확장하였다. 중독 데이터를 구하기 위한 과정을

정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할 경우, 기울기를

구할 때 정방향의 모든 활성화 함수 값들을 알

고 있어야하므로 메모리 낭비가 심하다. 모델이

큰 경우에는 기울기값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back-gradient 방법을 통해

미리 모델을 학습시킨 후 역방향으로 기울기를

구하여 이들의 합을 이용해 중독 데이터 업데이

트에 이용하는 방식이다[2].

3.1.2 Targeted Backdoor Attack [7]

Targeted Backdoor Attack은 키를 이용하여

모델의 권한을 얻는 기법이다. 공격자는 공격하고

자하는 시스템이 사용하는 모델과 훈련 데이터에

대해 알지 못하고 적은 양의 중독 데이터만 주입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얼굴 인식 시스템을 대상

으로 하여 모델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특

정 샘플이나 패턴을 이용하여 추론 시에 목표하

는 레이블로 분류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input-instance-key strategies와 pattern-key

strategies방법을 제안한다. input-instance-key

strategies 는 특정 샘플의 레이블을 원하는 레이

블로 바꿔준 후 해당 샘플에 노이즈를 더한 샘플

여러 개를 학습 데이터에 추가함으로써 추론 시

에 우회하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백도어 역

할을 하도록 만든다. Pattern-key strategies의 경

우 임의의 노이즈를 원하는 레이블로 라벨링된

샘플에 추가한 후 이를 학습 데이터에 추가한다

[2]. Targeted Backdoor Attack은 이전의 연구에

비해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했음에도 적은 수의

중독 데이터로도 공격에 성공함을 보인 첫 번째

연구이다.

3.1.3 One-shot Kill Attack [8]

One-shot Kill Attack 기법도 키를 이용하여

모델의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딥러닝 모델이

단 하나의 중독된 이미지(poisoned image)를 학

습하더라도 해당 모델에 백도어가 심기게 되는

기법이다. 기존 중독 공격에서의 라벨링 방법과

다르게 라벨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개발자들이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때 데이

터와 해당 라벨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보이는 것과 라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개발자에 의해 학습데이터에서 공격

데이터가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2]. 이 연구

에서는 base instance와 target instance를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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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육안으로는 base instance와 구별되지 않지

만 feature는 target instance와 같게 하는

poison instance를 생성한다. 여기서 target

instance는 백도어로 사용된다. 이 공격을 통해

재학습 과정에서 결정 경계가 현저하게 바뀌며

target instance가 모델에 입력되었을 때 base

instance와 같은 class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효율적으로 poison instance를 만들

기 위해 base instance에 target instance의 불투

명도를 조절하여 추가하는 방법인 watermarking

과 다양한 base instance와 target instance을 이

용하는 multiple poison instance attacks을 이용

하여 poison instance를 만든다. 이 기법은 학습

시기에 모델의 레이블을 조작할 수 없는 상황과

테스트 시기에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공격

받은 모델이 poison instance에 대해 완벽하게

base instance와 같은 class로 분류한다는 충분한

오버피팅이 가정된다.

3.2 적대적 사례

3.2.1 Fast Gradient Sign Method (FGSM) [9]

FGSM은 적대적 사례 기법에서 가장 기본적

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딥러닝 기술에서

최적의 모델을 학습할 때 경사하강법을 통해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

는데, 이 방식을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경사

하강법에 의하여 계산된 기울기가 증가하는 방

향으로 교란값을 생성하여 손실함수를 증가시

키면 학습을 방해한다는 기법이다[1]. 회피 공격

기법 중 가장 처음으로 제안되었고 간단하면서

도 성능이 좋다.

3.2.2 Jacobian-based Saliency Map Attack [10]

JSMA는 기존의 데이터가 적대적 사례로 동

작할 수 있도록 수정할 최소한의 노이즈를 계

산하여 기존의 데이터에 결합하는 기법이다. 큰

기울기값을 갖는 픽셀이 클래스를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만들어진 알고

리즘이다. 계산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

하지만 특정한 표적을 최소의 변조를 통해 오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1].

3.2.3 DeepFool [11]

DeepFool은 대표적인 무표적 공격기법으로,

JSMA와 같이 모델이 오동작을 수행하도록 하

는 최소의 교란값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모델이

분류를 위해 선형 초평면 결정경계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특징 공간에서 입력 와 가장 가까운

결정경계의 거리를 갖는 점을 찾아 해당 거리

만큼의 크기를 갖는 교란값을 생성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다. 찾아낸 점은 최소의 교

란값이 추가된 이미지가 된다[5]. DeepFool은

FGSM에 비해 변조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무를

사람이 판단하기 어렵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느린 계산 복잡도를 가지고 있지만, 모

든 특징에 대하여 연산을 수행하는 JSMA에 비

하여 속도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1].

3.2.4 Carlini & Wagner (C&W) [12]

C&W는 FGSM 만큼 자주 사용되는 공격 방

식이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하기 전 feature

의 크기 제어를 통해 교란값을 생성한다. 0,
2, ∞ 공격을 언급하며 노름(norm)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들어 공격을 가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C&W은 이전 공격 방법들보다 작은 노름

의 크기로 공격을 성공한 강력한 기법이다. 하

지만 적대적 예제 생성 속도는 FGSM 방식보

다 느리다. 이 기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화이트 박스 공격으로 100% 공

격성공률을 가지는 회피 공격 기법이다[4]. 또한

신뢰값(confidence value)을 반영하여 공격성공

률과 변형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간의 왜곡 정

도를 조절할 수 있다. 신뢰값이 증가할수록 공

격성공률이 높아지지만 변형 데이터와 원본 데

이터간의 거리차가 증가한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모델에 적용된 중독

공격과 회피 공격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였다.

중독 공격과 회피 공격 모두 전이 학습으로 인

해 손쉬운 공격이 가능하므로 치명적이다. 해당

기법들을 사용하면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침입

탐지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격 패

턴이나 악성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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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율주행자동차가 표지판을 오독하게 하여

사고를 유발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딥

러닝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확대되는 시점에

서 이러한 공격 기법들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

하는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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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딥러닝은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자연어 처

리 등 기존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

하며 다양한 실생활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

이고 있다. 하지만 2014년 Szegedy 등 [1]의 연

구를 통해 사람의 눈으로는 기존 데이터와의

차이점을 식별하지 못하나 오분류를 일으키는

적대적 예제(Adversarial Examples)에 대한 분

류 기반 딥러닝 모델의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적대적 예제는 입력 데이터에 섭동을 추가하여

생성된 변형 데이터를 의미한다. Goodfellow 등

[3]의 연구에 따르면 적대적 예제에 취약한 원

인은 모델과 활성화 함수가 선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적대적

예제는 자율주행, 핀테크와 같은 금융과 관련된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는 심각한 사고

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딥러닝

모델의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이다.
*

가장 간단한 모델 성능 검증 방식은 데이터

셋을 학습, 검증, 테스트 데이터로 나눈 후, 모

델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데이터셋의 분포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

경에 따라 성능 차이가 발생하며 적대적 예시

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검증 방법으로 랜덤 테스트, 적대적 공격, 퍼징

기법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랜덤 테스트 기법

은 모든 경우를 검증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시

간 내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기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Yan 등 [2]의 연구에서는 퍼

징을 통한 커버리지와 모델의 강인함은 연관성

이 없으며, 커버리지 기반 퍼징 보다 적대적 공

격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실험은 퍼징의 초기 시드값에서 변이 과

정을 1회만 수행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완전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R1A2C1088802).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대학ICT연구센터지

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21-2020-0-01602).

적대적 공격과 커버리지 기반 딥러닝 퍼징의 유효성
비교 분석

엄주언* 박래현* 김재욱* 권태경**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연세대학교 (교수)

A Comparative Analysis of Adversarial Attacks and
Coverage-Guided DNN Fuzzing

Ju-Eon Eom*, Leo Hyun Park*, Jaeuk Kim*, Taekyoung Kwon**

*Yonsei University (Graduate student), **Yonsei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딥러닝 모델의 오류를 유발하는 적대적 예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

데, 기존 연구에서는 커버리지 기반 딥러닝 퍼징을 통한 커버리지의 상승이 적대적 예제에 대한

모델의 강인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검증한 퍼징 시스템

은 커버리지 기반 퍼징의 장점을 활용하지 않고 매우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어 그 분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복된 입력 변이를 통해 더욱 신뢰성 있는 퍼징 실험 환

경을 구축하고 적대적 공격과 PCA 분포 및 커버리지 비율을 비교한다. 실험 결과, 기존 주장과

다르게 커버리지 기반 퍼징은 모델의 강인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확인했다. 하지만 커버

리지 기반 퍼징의 일부 한계도 존재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커버리지 기반 퍼징의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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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신뢰할 수 없다. 적대적 공격은 gradient에

의존하므로 결과물이 치중되어있다면 퍼징은

입력 변이를 통해 다양한 적대적 예제를 생성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 논문에

서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였다. 딥러닝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공격 기법

보다는 커버리지 기반 퍼징과 같이 좀 더 일반

적이고 다양한 분포의 변이를 통해 모델의 취

약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시드값에서 중복된 입력

변이를 적용하여 더욱 신뢰성 있는 실험 환경

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커버리지 기반 퍼

징과 딥러닝 모델의 강인함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PCA를 기반으로 적대적 공격과 퍼징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며 시각화를 통해 각각의

적대적 예시의 분포도를 비교한다. 나아가 딥러

닝 커버리지 측정법을 활용하여 적대적 공격과

퍼징의 커버리지를 비교한다. 실험 결과, 본 논

문에서는 Shenao Yan 등 [2]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커버리지와 모델의 강인함 사이에 연관성

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기존 퍼징

기법과 한계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

시한다.

II.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딥러닝 검증 기법인 적대적 공격

과 커버리지 기반 퍼징을 간략히 소개한다.

2.1. 적대적 공격

적대적 공격(Adversarial Attack)은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여 딥러닝 모델의 예측 신뢰도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모델을 검증한다. 예측 신

뢰도에 변화가 거의 없을 경우, 모델은 강건하

다고 추정하며 변화가 클 경우, 모델은 강건하

지 않다고 추정한다. 적대적 공격은 가장 중요

한 요소인 섭동 생성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공격 방법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섭동은

Lp-norm 기준으로 생성하며 본 연구에서는

FGSM과 PGD 공격을 적대적 공격 기법으로

사용한다. FGSM [3]은 L∞-norm 기준의 공격

기법으로 모델 손실 함수 기울기의 방향을 구

한 후, ε으로 축소된 노이즈를 기존의 입력 데

이터에 더하는 것으로 적대적 예제를 생성한다.

방법이 간단한 만큼 다른 공격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기 때문에

유용한 공격 방식으로 사용된다. PGD[6]는 기

존 수식에 projection 연산과 반복 수행을 통해

섭동을 생성하여 기존 FGSM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2.2. 커버리지 기반 DNN 퍼징

퍼징은 다양한 입력 변이를 생성 후, 소프트

웨어를 실행하여 예외가 발생하는지 탐지를 통

해 취약점을 찾는 검증 기법이다. 그중 커버리

지 기반 퍼징은 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퍼징

기법으로 실행 결과를 정량적인 수치로 측정하

여 커버리지로 저장, 다음 입력 변이를 효율적

으로 생성하는 데 사용한다. 기존 소프트웨어에

서 사용하는 코드 커버리지는 소스코드 기반으

로 측정하기 때문에 결정 로직을 스스로 학습

하는 DNN 기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없

어 별도의 뉴런 커버리지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딥러닝 커버리지 측정 방법인 NC(Neuron

Coverage)는 각 뉴런 활성화 함수의 출력값과

임계값을 비교하여 활성화, 비활성화 상태를 구

분하고, 활성 뉴런의 비율을 측정한다 [4].

KMNC(K-Multisection Neuron Coverage)는

뉴런 활성화 함수의 출력값을 K개의 섹션으로

구분하여 활성화된 섹션의 비율을 측정한다 [7].

NBC(Neuron Boundary Coverage) 또한 섹션의

활성화 여부를 측정하나 뉴런의 corner-case 값

을 측정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7].

기존 소프트웨어 퍼징과 같이 커버리지 기반

딥러닝 퍼징 (coverage-guided DNN fuzzing)

도 동일한 조건 하에 수행되도록 구현된 테스

트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DeepHunter [5]는 퍼징의 각 요소인 시드 선택,

입력 변이를 추가로 확장 가능하다.

DeepHunter는 각 iteration마다 커버리지의 기

준에 따라 추가된 값들 중 일부를 선택하는 시

드 선택 과정을 거친다. 선택된 시드는 픽셀 값

변환 또는 아핀 변환을 통해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입력을 변이하는 것으로 적대

적 예제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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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환경 및 설계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

터셋인 MNIST의 올바르게 분류된 이미지

1,000개와 LeNet-5 모델을 사용하였다. Ma [4]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NC, NBC, KMNC의 커

버리지를 중심으로 DeepHunter[5] 프레임워크

를 통해 퍼징을 4시간 동안 수행하였으며 초기

시드로부터 입력 변이를 거듭 적용하여 보다

신뢰성 높은 퍼징 수행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

한 FGSM과 PGD 적대적 공격 기법은 섭동의

크기를 ε=0.2로 설정 후, 초기 시드 이미지 당

하나의 적대적 예시를 생성하였다. 수집한 적대

적 예제의 수는 [표 1]과 같으며 분포 형태와

커버리지 비율을 주요 성능 지표로 분석하였다.

적대적 예제의 분포는 PCA를 통해 2차원으로

차원 축소 후 시각화하였으며, KMNC, NBC,

NC의 커버리지 측정법을 사용하여 적대적 공격

과 퍼징의 커버리지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IV. 실험 결과

4.1. PCA를 통한 비교 분석

[그림 1]은 MNIST의 10개 클래스 중 4에

대해 오분류된 적대적 예제의 분포도다. 1의

(a)는 KMNC, NBC, NC 커버리지 기반 퍼징을

통해 검출된 분포이고, (b)는 ε=0.2에 대한

FGSM, PGD 적대적 공격에 의해 검출된 분포

며, (c)는 (a)와 (b)가 통합된 분포이다. DNN

커버리지 기반 퍼징이 넓은 분포에 걸쳐 상당

수의 적대적 예제를 검출하는 결과를 보였다면

적대적 공격 기법에 의해 생성된 적대적 예제

는 특정 영역에 치우쳐서 적대적 예제를 검출

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두 기법을 통합한

(c)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커버리지 기반

DNN 퍼징이 찾아내는 적대적 예제 수가 월등

히 많을 뿐만 아니라 공간 대비 적대적 예제의

비율 또한 커버리지 기반 딥러닝 퍼징 기법이

보다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퍼징이 절대적으로 적대적 공격 기법보다 유

리한 결과만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림

2]의 좌측 상단은 적대적 공격 기법이 생성한

적대적 예제의 분포 영역을 커버리지 기반 퍼징

에서는 전혀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해당 영역의 적대적 예제들은 gradient를 통해

서만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커버리지 기반 퍼징에 있어 별도의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2 커버리지 측정법을 통한 분석

[표 2]는 [표 1]의 적대적 예제에 KMNC,

NBC, NC 커버리지 측정법을 적용해 커버리지

종류 적대적 예제 수
KMNC 24,987
NBC 39,279
NC 37,534

FGSM(0.2) 415
PGD(0.2) 969

[표 1] 기법 별 검출한 적대적 예제 수

(a) (b) (c)

[그림 1] 클래스 4에 대한 PCA 분석 결과

(a) (b) (c)

[그림 2] 클래스 6에 대한 PCA 분석 결과

생성된 입력의 커버리지는 앞서 언급된 3가지

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커버리지 측정법을 활용하

여 측정된다.

% KMNC NBC NC
KMNC 57.17 9.03 53.73
NBC 58.61 10.37 53.92
NC 58.53 9.42 53.92

FGSM(0.2) 18.33 0.43 47.65
PGD(0.2) 27.02 0.75 50.59

[표 2] 기법 별 커버리지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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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분석한 결과다. 대부분 커버리지 기반

DNN 퍼징 기법이 적대적 공격 기법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NC 측정의 경우에만 유

사한 측정도를 보였다. NC는 적은 수의 입력으

로도 높은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정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적대적 예제의 수가 가장 많은 NBC는 전체 커

버리지 비율의 결과 또한 높게 측정되었으며

적대적 예제의 수가 가장 적은 FGSM은 전체

커버리지 비율의 결과 또한 가장 낮게 측정되

었다. 광범위한 뉴런 활성화를 의미하는 커버리

지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함은 즉 적대적 공격

이 다양한 취약성을 탐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적대적 예제와 커버

리지의 비율 관계의 일관성은 커버리지의 비율

을 상승시키는 커버리지 기반 퍼징이 모델의

강인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PCA 분석과 커버리지 측정법

을 통해 커버리지 기반 딥러닝 퍼징과 적대적

공격 기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Yan

등 [2]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커버리지와 각 기

법 간에 연관성이 있으며 모델의 강인함 또한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적대적 공격은

4시간 동안 실행된 것이 아니라 한 샘플에 한

번씩 실행되도록 진행되었으나 gradient는 고정

되어있기 때문에 반복 실행하여도 큰 차이는 없

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지적한

커버리지 기반 퍼징으로 생성하지 못하는 적대적

예제의 보완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새롭게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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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이 빠르게 발전

하면서, 이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 자동차,

사물인터넷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산업들에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공

지능과 딥러닝 기술의 보안 취약점을 파악

하여 위협 및 정보를 탈취하는 문제점이 발

생하고 있다. 따라서, 딥러닝을 활용하는 기

술들에 내부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

다. 최근에 이미지, 오디오 관련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적대적 예제를 통한 공격들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적대적 공격

(Adversarial Attack)을 통한 심층 신경망

(DNN)의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하는 위협 기술들은 이미지, 오디오 정

보 변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적

대적 공격의 회피(Evasion)공격을 바탕으로

결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적대적 공격을 통

해 보안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다. 실

험에서 사용하는 회피 공격은 머신러닝 모

델 추론 시점에 공격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교란시키는 방식이다 [1]. 2장에서는

Adversarial Attack에 관련된 배경 지식에

오디오 적대적 예제를 통한

결제 시스템 공격 사례 연구

박태정*, 최태정* ,하주현*, 윤주범**

*세종대학교 (학부생) **세종대학교(교수)

Research on Possibility of Adversarial Attack

in Payment Systems

Taejeong Park*, Teajeong Choi*, Juhyun Ha*, Joobeom Yun**

*Sejong University(Undergraduate student) **Sejong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딥러닝을 활용한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머신러닝은 산업적으로 높

은 가치를 갖고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심층 신경망(DNN-Deep Neural Network) 모델에 적대

적 교란(Adversarial Pertubation)이 적용되었을 경우, 오분류를 발생하는 적대적 공격

(Adversarial Attack)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발견되고 있다. 실제 음성, 이미지

인식 기술이 산업적으로 고도화될 경우, 음성을 입력받거나 이미지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적대

적 공격이 가능하게 되어 가까운 미래에 적대적 공격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디오 입력에 적대적 공격을 수행하였을 때, 특정한 결제 사

이트로 접근하여 금전적 피해를 주는 실험을 진행하고 검증하였다. 실험은 간편결제를 사용하는

e-커머스와 Speech To Text(STT) 모델을 사용한다. 입력받은 오디오에 pertubation을 추가하

는 공격을 실행하여, 공격에 성공한 텍스트를 e-커머스로 전달하였을 때 자동결제가 실행되는

가를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공격이 성공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과

결론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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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실제 실험 환경

과 방법, 그리고 결과를 기술한다. 4장에서

는 실험 결과 분석, 본 논문의 실험 결론

및 의의를 기술한다.

Ⅱ. 배경
2.1 관련 연구

인공 신경망의 적대적 공격에 관한 이전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그림1. 인공 신경망 적대적 공격의 이전 연구

인스턴스 x’ 은 자연적 원형 인스턴스 x

와 비슷하지만 신경망에 x’을 인식시킬 경

우 공격자가 선택한 잘못된 대상 t 로 분류

한다. 즉 입력값 x 를 제공할 시, x와 x’ 사

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x’을 찾는다. 이 때

x’ 은 원형 인스턴스와 같은 형태이고, 신경

망에 넣을 시 공격자가 목표로 하는 T로

인식한다. 그림1은 기존 연구의 과정을 간

략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를 표현하면 다

음과 같다 [2][3].

적대적 공격 사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

미지 분류, 이미지에 대한 생성 모델, 이미

지 분할, 얼굴 감지 등 이미지 공간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3]. 오디오 공간에서 적대

적 공격을 시행할 시 이미지 공간의 적대적

공격과 같은 원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음성

의 특성으로 인해 이미지와 다른 속성을 가

진다.

2.2 음성인식 적대적 공격의 구성

자동 음성 인식에서 신경망은 오디오 파형

x를 제공할 시 이에 대응하는 문구 y 로

출력하는 음성-텍스트 변환을 수행한다.

(예: apple siri, google assistant) 이전의 오

디오 적대적 공격에 관한 연구 [Carlini and

Wagner, 2018]에서는 최첨단 음성-텍스트

전사 신경망인 DeepSpeech를 공격하여 오

디오 영역에 표적화된 적대적 사례가 존재

함을 보여준다. DeepSpeech는 end-to-end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자동 음성 인식

시스템으로,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 사용은

google, apple, amazon 의 음성 인식

assistant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때문에

DeepSpeeh에서의 적대적 공격은 다른 종류

의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의 적대적 공격 접

근과도 유사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

그림2. 음성 인식 적대적 공격의 구조

공격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2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음수1과 1 사이의 부동 소수

점 값을 가지는 Wav 포맷의 원형 오디오

x를 준비한다. 이 오디오 x를 공격해 왜곡

시키고 순환 뉴럴 네트워크에 제공하면 공

격자가 원하는 텍스트 T가 도출된다. 이 공

격은 end-to-end 방식이기 때문에 원형오

디오에서 출력 텍스트로 바로 도출된다. 이

와 같은 적대적 예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오디오와 대응되는 문구 사이의 정렬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디오의 어느 부분에

서 해당 문구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은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CTC loss를

사용한다. CTC loss 를 통해 신경망의 출

력과 목표 문구의 차이를 알려주는 미분가

능한 행렬을 생성해낼 수 있다. 따라서 오

디오를 목표 문구와 가깝게 인식하도록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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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위해 훈련 오디오와 대응되는 문구 사

이의 CTC loss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 [3].

공격은 공식화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자연 파형 x 가 주어지면 x’과 x사이의 거

리와, x’과 목표 문구T 사이의 CTC loss가

최소화되는 오디오 x’을 찾는다. 이때 x’은

원형 오디오와 비슷한 형태의 오디오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러한 음성 적대적 공격은 End-to-end

신경망에 적용되며 약간의 왜곡을 추가하여

모든 오디오 파형을 목표하는 문구로 변환

한다.

Ⅲ. 실험 환경 및 결과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논문의 실험

에서는 적대적 예제가 결제 시스템에 적용

되는 보안사고를 시뮬레이션 한 것이며, 실

험의 시나리오에 적용된 커머스의 실제 산

업적 보안 문제가 아님을 밝힌다.

3.1 실험 환경

간편결제가 도입된 e커머스 쿠팡을 대상으

로 자동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대적 공

격과 연계되도록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적대적 공격에 사용된 DNN ( Deep Neural

Network ) 모델은 STT ( Speech To Text

) 모델 DeepSpeech v0.4.1이며 , 인공지능

스피커는 실제 제품이 아닌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라즈베리파이4에 DeepSpeech

를 올려 인공지능 비서의 기능 중 음성인식

을 구성한 가상의 환경이다. 시나리오에 사

용된 결제 시스템은 간편결제 시스템이 상

용화된 e커머스이다. 실험에서 인공지능 스

피커 및 비서 에게 실제 사용하는 음성 명

령에 perturbation을 추가하여 적대적 예제

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적대적 예제를 음성

인식 모델에 대입하여 적대적 공격을 수행

하여 실제 명령 한 문장과 다른 작동인 물

품 결제 및 구매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그림1. 실험 시나리오 / 구조

그림1 에서는 실험 시나리오에 대해 요약

한 것이다. 화자는 STT (Speech To

Text) AI Model 이 탑재되어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인공지능 비서에게 “날씨 알려

줘" 등의 일상의 명령을 내린다. 공격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음성 명령이 전달되기

전 원본 음성에 Perturbation 을 첨가하여

오디오 적대적 공격을 수행한다.

Perturbation이 첨가 된 적대적 예제는

STT Model에서 기존 명령 “날씨 알려줘”

를 “장바구니 품목 구매"로 인식하게 된다.

해당 명령은 실제 프로그램 상에서 적용되

어 구매하려 하지 않은 제품을 e커머스에서

결제까지 수행하게 된다.

3.2 실험 결과

그림2. 오디오 적대적 예제 시각화, 왼쪽이 실제

음성명령이고 오른쪽이 Perturbation이 첨가된

적대적 예제이다.

그림2에서는 적대적 예제와 원본 음성의

파형을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Perturbation

첨가의 제한을 두어 사람이 인지하기에 큰

차이가 없도록 생성하고자 했다. 파형에도

큰 차이가 없듯이 실제 사람이 들어도 변화

를 알아차리기 힘들었다. 이는 오디오 적대

적 공격이 더 광범위하고 사용자가 인지하

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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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음성인식 모델의 음성 적대적 공격 실험 결

과

표1에서는 목표한 공격 문장과 실제 음성

명령이 DeepSpeech 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되었는지를 나타내었다. 실제 공격 목

표 명령은 영어이며 저자가 번역한 것이다.

각 문장마다 100번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5

분 안에 같은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출력

하게 하는지를 성공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같은 음성을 사용한다면 성공률은 100%에

가깝게 나타났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음성

을 입력할 때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고 Target Phrase (공격 목

표 명령)이 복잡한 문장일수록 성공률이 다

소 떨어졌으며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렸다. 이는 공격에 있어 연산

속도와 방법의 변화로 그 성능이 개선될 여

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오디오 적대적 예제와 오디

오 적대적 공격이 사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

에 대해 실험했다. 높은 정확도로 음성 적

대적 공격에 성공했으며 현재 물류, 커머스

시스템에서 자동 및 간편결제에 관하여 인

가된 매크로를 사용하는 후속 공격 또한 성

공하였다. 연산속도가 빨라지고 물류, 커머

스 시스템의 구매자 결제 인증이 음성인식

스피커 등을 통해 더욱 자동화될 경우, 공

격자가 구매자의 구매 명령을 왜곡시키고

결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시나리오가 적용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에 밀접하게 다가오

는 현재에 음성 적대적 공격은 많은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결제 권한 인가

와 적대적 공격에 대한 지속적인 방어기법

연구가 진행되어 강건한 모델과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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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목표

명령

실제 음성

명령

DeepSpeech

인식 명령
성공률

“장바구니

품목 구매

“날씨

알려줘”

“장바구니

품목 구매"
92.4%

“SP

70-200mm

구매"

“오늘 일정이

뭐야?”

“SP

70-200mm

구매”

89.2%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

“새로운 일정

알려주고

알람 7시에

맞춰줘”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
91.5%

“결제 카드

정보

다른사람에게

전송”

음악

(Mozart, S

ymphony

No.25 in G

minor)

“결제 카드

정보

다른사람에게

전송”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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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제조

업 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등 전문 서비스업에

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1]. 그 중 이미지 처

리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여 기존 작업에 효

율성, 편리성 등을 향상되었다. 이처럼 인공지

능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응용 분야가 방

대하기 떄문에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도 더

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

인 영향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기의 오작동

사례가 점차 발생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

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

고 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

지능 서비스는 내부 구조와 파라미터 값을 알

수 없는 블랙 박스 환경에서 서비스 되고있어

보안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블랙 박스 모

델에 쿼리를 반복적으로 보내 모사하는 모델

추출 공격을 사용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블랙박스 환경의 인공지능 모델의

위험성을 검증하기 위해 복잡한 이미지 모델인

Show and Tell 모델에 회피 공격을 진행한다.

먼저 2장에서는 회피 공격과 모델 추출 공격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실험을 진행하고,

4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II. 관련 연구
2.1. 회피 공격

회피 공격은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변조하여,

서비스 모델의 오인식을 유발하는 공격이다. 이

공격은 서비스 모델을 훼손시키지 않고 입력

데이터의 특징값만을 변조하여 모델이 다른 대

상으로 오인식하도록 한다.[2]

그림 1 에서 정상 클래스 0과 클래스 1을 분

류하는 모델이 있고 별 모양의 데이터를 분류

하고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상적인 모델에서

는 별 모양의 데이터를 클래스 1로 분류를 할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를 변조하여 분류 모델에

서의 특징값을 클래스 1에서 클래스 0으로 옮

겨 입력하면, 별 모양의 데이터를 클래스 0으로

인식하게 분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블랙박스 환경의 Show and Tell 모델에서의
회피 공격
이동섭* 류재철*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vasion attack in Show and Tell model in black box environment

Dong-Seop Lee* Jae-Cheol Ryou*

*Department of computer and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산업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지능을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공격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서비스하

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모델은 내부 구조 및 파라미터가 알려져있지 않은 블랙박스 환경에

있어 화이트박스 환경에서 유효한 회피공격에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모델을 모사하는 모

델 추출 공격을 사용하면 블랙박스 환경에 있는 모델을 대상으로 회피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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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공격의 핵심은 서비스 모델의 기본 성

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

도록 데이터의 최소한의 변조를 주어 다른 클

래스로 인식되게 하는 적대적 예제를 만드는

것이다. 적대적 예제를 만드는 난이도는 무표적

공격과 표적공격으로 나눌 수 있다.

무표적 공격이란 적대적 공격을 통해 원본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가 아닌것으로 오 분류를

내는 것이 목표이다. 예를 들어손글씨 이미지

데이터 세트인 MNIST(Modifie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를 분

류하는 서비스 모델이 있을 때 그림 2의 왼쪽

처럼 5라는 숫자의 이미지를 변조하여 5가 아

닌 다른 숫자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무

표적 공격은 이동 가능한 범위가 크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고 변조되는 양도 적다.[3]

반면, 표적 공격은 적대적 공격을 통해 원본

데이터를 특정한 데이터로 오 분류를 내는 것

이 목표이다. 예를 들어 숫자 손글씨 인식 모델

에서 5라는 숫자의 이미지를 변조하여 타겟인

숫자 3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 표적

공격은 무표적 공격과 비교하여 변조되는 양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공격자가 원하는

것으로 오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공격이다.

2.2 모델 추출 공격

현재 많은 기업에서 기계학습을 이용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학

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학습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기업은 구축된 모델의

내부 공개 없이 이용자가 전송하는 질의에 대

한 응답을 제공하는 형태로써 서비스하고 있다.

모델 추출 공격은 학습 과정을 마치고, 서비스

를 제공하는 모델을 대상으로 반복된 쿼리를

인공지능 모델에 전송하여 모델을 모사하는 공

격이다. 그럼으로써 학습데이터의 구축 비용없

이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의 동작을 획득하여

유사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악성데이터 삽입 공

격과 같은 추가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 모델

추출 공격은 학습 과정을 마친 공개된 모델에

반복적인 값 X를 입력하여 모델로부터 출력되

는 결과 값 Y를 획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모

델을 모사한다. 이 과정에서 이를 통해 사용자

에게 제공된 모델 f 에 가까운 f^를 만든다.[5]

2.3 적대적 데이터 생성

적대적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공격하기 위한

악위적인 데이터로, 이미지 처리 환경에서는 이

미지의 RGB값을 최소한으로 변조하여 인공지

능 모델의 오 인식을 유발한다.

적대적 데이터를 를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여

러 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forward-backward-cplitting interative

procedur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생성한다.[6]

이 알고리즘은 사람이 인식하는 베이스 이미

지와 목표하는 특징값을 갖는 타겟 이미지를

선정하여 forward step과 backward step을 반

복적으로 수행하여 데이터를 만드는데, 먼저

forward step은 인공지능 모델의 입력값에 대한

기울기 값을 계산하여 타겟 이미지와의 특징값

그림 1 회피 공격

그림 2 회피공격의 무표적공격(좌)과 표적

공격(우)

그림 3 모델 추출 공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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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까워지도록 gradient descent 방식으로 계

산한다. 다음 backward step은 베이스 이미지

와의 이미지 차이가 가까워 지도록 계산을 진

행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적대적 이미지는 사람

이 보기에는 베이스 이미지와 같아 보이지만

인공지능 모델은 타겟 이미지로 인식을 하게

된다.

III. 실험
적대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타겟으

로 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내부 구조와 파라미

터 값을 다 알고 있는 화이트 박스 환경에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공지능 서비

스는 그림 4와같이 내부 구조를 공개하지 않고,

사용자가 보낸 쿼리값에 대응하는 출력값만을

제공하는 블랙박스 환경에 있다.

이러한 블랙박스 환경에서 공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델추출공격을 진행하여 화이트 박

스 형식으로 카피를 한 후에 적대적 데이터를

생성해야 한다.

그림 4 화이트박스 환경(위) 과 블랙박스

환경(아래)

본 실험에서는 MSCOCO2014대회에서 1등한

Show-and-Tell 모델을 타겟으로 하여

Fliker_Dataset(7000장)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

응하는 설명문을 얻고 이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Show-and-Tell에 타겟 모델을 카피하

였다. 그 후 카피 모델에서 타겟 이미지와 베이

스 이미지를 선택하여 총 64장의 적대적 데이

터를 생성하여 타겟 모델에 테스트를 진행하였

다 .

그림 5 모델 추출 후 회피공격 개요

실험결과로 총 64개의 적대적 데이터중 성공

은 1개, 설명문 혼동은 14로 성공률이 낮았다.

그림 6 을 보면 성공은 고양이로 보이는 적

대적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타겟 이미지의 설

명문인 “a woman is holding a large piece of

cake. 라는 설명문을 출력하였고, 캡션 혼동의

경우 아이가 캐리어를 끌고있는 모습의 적대적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타겟이미지의 설명문이

나 베이스 이미지의 설명문이 아닌 전혀 다른

설명문을 출력하여 인공지능 모델의 오류를 발

생시켰다.

그림 6 모델 추출 후 회피공격 결과

비록, 이전 보안 위협과 비교하여 성공률이 낮

지만 대부분이 블랙박스 환경인 실제 서비스

중인 인공지능 모델에서도 충분히 보안 위협이

발생 가능한 것을 보였다.

Alogrithm1 Adversarial Example Generation
    Input: target instance t, base instalnce b,         
    learning rate λ
    Initialize x: x0 ← b
    Define: Lp (x) = ||f(x) – f(t)||2
    fori = 1 tomaxIters do
        Forwardstep:  x ̂i = xi-1- λ∇xLp(xi-1)
        Backwardstep: xi= (x ̂i+ λβb)/(1 + βλ)
        if diffFeature < 1e-10 or diffImage < 2.9
            break
    end for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72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의 취약점을 검

증하기 위해 충분히 복잡한 모델인 이미지의

성명문을 출력하는 Show and Tell 모델 을 대

상으로 블랙박스 환경에서의 회피 공격을 수행

하였다. 회피 공격은 모델의 내부 파라미터를

모두 알아야 수행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모델의 내부 구조를 모사할 수 있는 모

델 추출 공격을 수행해 이 문제점을 보안 할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블랙박스

환경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보안 위협에서 안전

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모델 추출 공격을 사

용하여 모델을 모사 가능하기 떄문에 이를 대

비할 수 있는 방어기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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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자동차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운전자에 대

한 편의성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 주행기술까지 다가왔다. 현대의 자동

차는 차량 내부의 존재하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의 통신인 CAN(Controller Area

Network)을 사용하는데 자율 주행의 핵심기술

인 V2X 기술(Vehicle to everything)이 차량과

주변 사물이 상호작용이 되면서 그에 따른

ECU 보안도 중요해졌다[1]. 하지만 차량은

DoS나 Spoofing 등 주입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

제점이 존재하고 이러한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

서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기술연구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1-0-00111,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

행 자동차 사이버 공격 및 방어 기술 연구)
†주저자
‡교신저자: 최대선 (sunchoi@ssu.ac.kr)

가 진행 중이고 현재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이

발달함에 따라 기계학습 기반 IDS 연구[2, 3]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딥러닝 모델이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사람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잡음(Noise)을 추가만

해도 데이터 분류 결과가 달라지는 등 딥러닝

모델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4]. 이러한

적대적 예제는 사이버 보안 위협 등의 이유로

관심사 연구 중 하나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처리를 거친 패킷 feature

를 변조하여 IDS를 회피하는 GAN 기반 적대

적 CAN 패킷 생성방법을 제안한다. 목표는 기

계학습 기반 IDS 모델에 의해 잘 탐지되던 공

격이 GAN을 통하여 공격이 정상으로 분류되게

끔 변조를 가하여 IDS 모델이 공격탐지를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Intrusion Detection System을 회피하는 GAN 기반
적대적 CAN 패킷 생성방법*

김도완†, 최대선‡

†숭실대학교 (대학원생), ‡숭실대학교 (교수)

GAN based Adversarial CAN Packet Generation Method for Evading
IDS

Do-Wan Kim†, Daeseon Choi‡

†Soongsil University(Graduate student), ‡Soongsil University(Professor)

요 약

자동차의 기술 발전으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 주행기술까지 다가왔고, 핵심기술인

V2X 기술(Vehicle to everything)이 차량과 주변 사물이 상호작용하면서 그에 따른 보안도 중

요해졌다. 하지만 차량의 ECU는 DoS, Spoofing 등 주입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

러한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기술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는 기계학습 기반 IDS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학습은 데이터에 작은 노이즈를 추가

하는 공격에 취약하다는 결과로 적대적 예제 연구가 떠올랐다. 본 논문에서는 IDS의 탐지를 회

피하는 GAN 기반 적대적 CAN 패킷 생성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Flooding 공격은 기본

탐지 성능 100%, Fuzzing 공격은 기본 탐지 성능 99%, Replay 공격은 기본 탐지 성능 97%,

Spoofing 공격은 100%를 보여주지만, GAN으로 생성한 Adversarial 공격은 모든 공격이 0%로

탐지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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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법

2.1 데이터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020년도 사이

버 보안 챌린지 자동차 해킹 공격/방어 부분에

서 제공한 예선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예선 데

이터에는 Flooding, Spoofing, Replay, Fuzzing

4가지 공격과 정상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로

실험하였다. Flooding 공격은 우선순위가 높은

CAN 메시지를 대량 전송하여 다른 정상 메시

지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이다.

Spoofing은 공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

록 CAN 메시지를 생성하여 주입하는 공격이며

Replay는 특정 시간 동안의 정상 CAN 메시지

를 추출하여 다시 그대로 주입하는 공격이다.

Fuzzing은 차량의 정상 메시지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메시지에 무작위 데이터값을 설정하여

주입하는 공격이다. 데이터 개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able 1.에 표시한다.

2.2 전처리

데이터의 기본 feature인 Timestamp는

Figure 1.에서처럼 CAN 메시지가 로깅 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Arbitration ID는 CAN 메시지

의 식별 ID, DLC는 Data의 크기, Data는 CAN

메시지의 데이터가 적재된 필드를 나타낸다.

Class는 해당 CAN 메시지가 정상 또는 공격인

지 나타내주고, Subclass는 정상 및 공격의 종

류를 나타낸다.

전처리는 해당 패킷의 정보인 Arbitration ID

와 Data를 포함하고 이전 Arbitration ID, 이전

같은 ID의 시간 차이, 이전 같은 Data의 시간

차이, 1000개의 패킷 중 같은 ID의 개수, 1000

개 패킷 중 같은 Data의 개수를 추가하였다. 이

중에서 Arbitration ID과 Data는 16진수이므로

해당 패킷의 Arbitration ID는 원 핫 인코딩으

로 변환하고 Data는 각 byte를 라벨 인코딩을

사용하여 각 byte를 하나의 숫자로 변경한다.

이전 같은 ID와 Data의 시간 차이, 1000개 패킷

중 같은 ID, Data 개수 feature는 Min-Max

Scaler를 적용하여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정규

화를 함으로써 총 109개의 feature를 사용한다.

2.3 Black-box IDS

본 논문에서 사용한 침입탐지 시스템(IDS)은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였다. 랜덤 포레스트는

다수의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들을 학습

하여 분류, 예측하는 앙상블 기법이다[5]. 랜덤

포레스트의 각 공격 별 성능은 Table 2.에 나타

낸다. 중요 매개변수로 트리의 개수를 설정하여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100개

의 트리를 설정하여 학습에 사용하였다.

적대적 예제에서 공격자의 지식에 따라서

White-box 공격과 Black-box 공격으로 나뉘는

데, White-box 공격은 기계학습 모델의 구조나

파라미터 등 모든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공격

하는 것을 의미하고 Black-box 공격은 공격자

가 공격할 대상 모델에 대해 입력값에 대한 출

력값(분류 정보)만 알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2.4 GAN 기반 적대적 예제 생성

GAN은 Zilong Lin 외 2명[6]의 Wasserstein

데이터 Normal Flooding Spoofing Replay Fuzzing
학습 811,532 38,852 2,891 13,266 22,854
테스트 733,752 38,521 988 10,509 22,620

Table 1. 데이터의 공격 별 row 수

Figure 1. 데이터의 기본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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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7] 구조를 인용하여 adversarial CAN 패

킷을 생성한다. GAN 구조는 Figure 2.에 나타

낸다. Generator는 5층의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층의 출력에는 ReLU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며 마지막에 입력 feature와 같은 차원의

feature를 출력한다. Discriminator는 5층의 신

경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층의 출력에는

LeakyReLU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 먼저

Generator에 CAN 패킷의 원본 공격에 0부터 1

사이의 랜덤 값(Noise)을 더한 값을 입력으로

넣어준다. Generator는 Adversarial CAN 패킷

을 출력하고 정상 패킷과 같이 Black-box IDS

에 입력으로 넣는다. IDS는 정상과 adversarial

CAN 패킷을 분류하고 정상인지 공격인지 나타

내는 label 값을 출력한다. Discriminator는

Black-box IDS가 예측한 label 값으로

adversarial CAN 패킷과 정상 패킷이 정상인지

공격인지 판단하고 Generator에 피드백을 줌으

로써 Generator는 정상 패킷과 비슷한 공격 패

킷을 생성하게 된다.

III. 실험 및 결과

3.1 실험 평가방법

실험 결과의 평가방법은 탐지율(Detection

rate, DR)과 회피증가율(Evasion increase rate,

EIR)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탐지율은 black-box

IDS가 공격 패킷이라고 예측한 모든 공격 패킷

중 진짜 공격 패킷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여

기서 Original DR은 Black-box IDS가 원본 공

격 패킷과 정상 패킷을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

알 수 있고 Adversarial DR은 adversarial CAN

패킷과 정상 패킷을 분류함으로써 adversarial

CAN 패킷이 Black-box IDS를 얼마나 잘 회피

하는지 알 수 있다. 회피증가율은 adversarial

CAN 패킷이 Black-box IDS를 얼마나 회피를

하는지에 대한 비율로 높을수록 adversarial

CAN 패킷이 Black-box IDS를 잘 회피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1)

      
(2)

3.2 실험 설정

데이터에서 정상 패킷이 각 공격 패킷에 비

해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Black-box IDS

공격 종류 공격 Precision Recall F1-score

Flooding
Normal [39,521] 1.0 1.0 1.0
Attack [38,521] 1.0 1.0 1.0

Fuzzing
Normal [23,620] 0.9990 0.9989 0.9990
Attack [22,620] 0.9989 0.9989 0.9989

Replay
Normal [11,509] 0.9183 0.9738 0.9452
Attack [10,509] 0.9692 0.9051 0.9361

Spoofing
Normal [1,988] 1.0 1.0 1.0
Attack [988] 1.0 1.0 1.0

Table 2. IDS(랜덤 포레스트) 기본 성능

Figure 2. GA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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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 및 테스트의 정상:공격 비율을 1:1로

설정하여 학습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Black-box IDS인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 개수

100개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Generator와 Discriminator는 epoch 25번, 배치

사이즈 256으로 설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3.3 실험 결과

실험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낸다. Flooding

공격에 대한 Black-box의 기본 탐지 성능은

100%였지만 adversarial CAN 패킷 탐지 성능

은 0%, EIR은 100%를 나타낸다. Fuzzing 공격

은 기본 탐지 성능 99%를 나타내지만,

adversarial CAN 패킷 탐지 성능은 0%, EIR은

100%를 보여준다. Replay 공격은 기본 탐지 성

능 97%를 보여주지만, adversarial CAN 패킷

탐지 성능은 0%, EIR은 100%를 보여준다.

Spoofing 공격도 마찬가지로 기본 탐지 성능은

100%, adversarial CAN 패킷 탐지 성능은 0%,

EIR은 100%를 보여준다. 이는 Black-box IDS

가 각 원본 공격은 97% 이상의 탐지 성능을 보

여주면서 탐지를 아주 잘 하지만, 변조한

adversarial 공격의 탐지율은 모두 0%, EIR은

100%를 나타내면서 Black-box IDS가 하나도

탐지하지 못하고 회피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Black-box IDS를 회피하는

GAN 기반 adversarial CAN 패킷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Black-box IDS는

모든 공격에 대해 97% 이상의 탐지 성능을 보

여주지만, GAN으로 생성한 adversarial CAN

패킷 탐지 성능은 모두 0%, EIR은 100%를 보

여주면서 Black-box IDS가 공격을 변조하여

생성한 adversarial CAN 패킷을 모두 공격이

아닌 정상으로 분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이는 feature에 변조를 가하여 만

든 adversarial CAN 패킷으로 차량의 실제 공

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연구로

adversarial CAN 패킷이 차량 공격 성능이 남

아있을 수 있도록 제약을 가하는 방식을 고려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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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종류 Original DR Adversarial DR EIR
Flooding 1.0 0.0 1.0
Fuzzing 0.999 0.0 1.0
Replay 0.9705 0.0 1.0
Spoofing 1.0 0.0 1.0

Table 3. GAN 기반 adversarial CAN 공격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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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기반으로 수 많은 사

이버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자 상용도구, 학술연구 프로젝트 등 이러한 취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의 취약점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으며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CVE (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취약점의 수가 2016년

을 기준으로 약 6,500개에서 2021년 5월 기준으

로 약 15,4500개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소프트웨

어의 취약점은 여전히 증가세임을 알 수 있다

[1]. 이러한 취약점은 종종 프로그래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기도하며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급 및 코

드 재사용으로 인해 빠르게 전파되기도 한다.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취약점들은 수 많은 보안

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배포되

기 전 미리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프

로그래머들의 실수를 탐지하거나 재생산 및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정적(사전 런

타임) 분석 또는 동적(런타임) 분석을 위한 기

존 도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는 일

반적으로 사전 정의된 규칙에 따라 탐지 가능

한 취약점 및 에러만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제한된 하위 집합의 취약점과 오

류만 탐지가 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의 취약점을 탐지해주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제안되었다.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취약점 자동

화 탐지 툴[2,3,4,5]과 상용 도구 [6,7] 등 학계에

서도 정적 분석에 기반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BERT 모델을 활용한 딥러닝기반 취약점 탐지시스템

김 수 린*, 김 형 식*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

A deep learning-based vulnerability detection system using the
BERT

Soolin Kim*, Hyoungshick Kim*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Graduate student)

요 약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있는 취약점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취약점이 발견되는 횟수는 점

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급 및 코드 재사용으로 인한 취약한 소프트웨

어들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기존연구들은 전문가에 의존적인 방식을 택하거나 사전 정의된

규칙에 따른 취약점만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변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빠르게 확산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취약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탐지하기

위하여 딥러닝 기반의 취약점 탐지시스템 모델을 연구하였다.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있는 BERT모델을 활용하여 딥러닝 취약점 탐지시스템을 제안하고 이의 효용성을 보이

고자 Bi-LSTM을 활용한 기존 취약점 탐지시스템연구와 비교하였으며 기존 시스템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

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8-0-00532, 고등급(EAL6 이상) 보안 마이크로커널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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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취약점을 탐지하기 위한 기존

솔루션들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취약점을 탐지

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높은

오탐율(False positive)를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할 뿐 아니라 다이나믹한 소프트웨어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VD(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10]와 SARD(Software

Assurance Reference Dataset)[11]로부터 얻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취약한 코드라인의 후보

군들을 수집한 코드가젯(code gadget)을 활용하

여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인 BERT을 활용한 딥

러닝기반 취약점 탐지모델을 제안하고 기존연

구와 비교하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할 딥러닝 모델인 BERT에 대

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취약점 탐

지모델 구현 및 설계에 대한 내용을 서술할 예

정이다. Ⅲ장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연구모델인 Bi-LSTM기반의 취약점 탐지

모델과 제안한 BERT기반 취약점 탐지모델의

성 능비교를 하고 이에 한계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BERT기반 딥러

닝 취약점 탐지시스템 연구 결론 및 향후 연구

에 대한 계획을 서술하고자한다.

II. BERT를 활용한 취약점 탐지모델

2.1 BERT 모델

구글에서 개발한 NLP(자연어처리) 사전 훈련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언어모델 BERT(Bidire

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

rmers)는 자연어처리에 활용하였던 앙상블 모

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어 관심을 받고 있는

언어모델이다. 11개 이상의 자연어처리 과제에

서 BERT가 최첨단 성능을 발휘하였으며, 일부

성능평가에서는 사람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

이는 모델이다. BERT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언어모델링 과정은 분류를 원하는 데이터를 인

풋으로 LSTM, CNN 등의 머신러닝모델에 넣

어 분류를 진행하지만, BERT를 사용한 모델링

과정은 대량의 코퍼스를 BERT에 사전학습시킨

후 분류를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 분류를 학습

을 진행한다. 대량의 코퍼스를 인코더가 임베딩

하고 이를 전이하여 파인튜닝하고 태스크를 수

행하는 방식으로 BERT는 양방향성 학습을 통

해 문맥을 더욱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특

징을 가진다.

2.2. BERT기반　취약점　탐지모델

BERT 모델의 이러한 장점을 취약점 탐지

분야에 활용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데이터셋
데이터

갯수

취약한

데이터

취약하지

않은

데이터

CWE-119 39,753 10,440 29,313

CWE-399 21,885 7,285 14,600

총 61,638 17,725 43,913

[표 3] 사용된 코드가젯 갯수

[그림 1] BERT 기반 취약점 탐지모델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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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BERT모델을 취약점 탐지모델에 적합하게

수정하였으며, 기존 연구보다 개선된 형태의 취

약점 탐지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BERT기반의 취약점 탐지모델의 인풋형태는

소스코드의 요약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가

젯형태로, 취약점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련의 라

이브러리와 API를 기점으로 사용된 파라미터를

추적한 코드라인 집합이다. 취약점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련의 라이브러리와 API를 기점으로

수집된 코드가젯은 기존연구의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채택된 라이브러리 및 API는 버퍼 에

러와 관련이 높은 취약점 CWE-119과 자원 관

리 에러를 유발하는 취약점인 CWE-399를 타

겟으로 취약점 탐지모델을 구현하였다.

III.　딥러닝기반　취약점　탐지　결과

3.1.　데이터　셋

본 연구에서는 취약점 분석을 위해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두 곳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한 취약점 코드가젯을 활용한다. 코드 가젯이

란, 취약점이 발생한 소스코드의 부분을 기점으

로 프로그램의 흐름에 알맞게 앞과 뒤에서 선

택적으로 추출 및 요약된 형태로 그에 상응하

는 패치된 부분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상응하

는 데이터셋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코

드가젯은 소스코드에서 취약점이 발생한 부분

의 요약본과 같은 역할을 하며, 기존연구의 코

드가젯 데이터를 활용한다 [4]. 기존 연구의 코

드가젯 데이터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취약점

데이터로 NVD(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10]와 SARD(Software Assurance

Reference Dataset)[11] 프로젝트에서 수집되었

다. 취약점이 발견된 코드와 취약점이 수정된

패치된 코드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점

탐지연구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NVD에서 취약한 정도와 취약점 유형을 나

타내는 고유한 CVE ID (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IDentifier) 및

CWE ID (Common Weakness Enumeration

IDentifier)를 활용하여 취약점을 정리 및 분류

하고 있다. NVD에서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취약점을 가지고있는 프로그램을 수집하고 패

치된 버전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SARD에서

각 프로그램이나 테스트케이스의 경우 하나 이

상의 CWE ID에 포함되어있다. 취약한 프로그

램의 경우 여러 가지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이상의 CWE ID로 정리되

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두 곳의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테스트케이스를 수집된 코드

가젯을 데이터셋으로 활용한다. [표 3]와 같이

총 61,638개의 코드가젯을 활용하며, 해당 데이

터셋은 취약한 함수 후보군을 트리거로 코드가

젯을 수집하였다. 이에 따라 추출된 CWE-119

의 코드가젯은 총 39,753개이며, CWE-399의 코

드가젯은 21,885개이다.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라벨링된 코드가젯들을

BERT기반의 취약점 탐지모델에 학습시키며 테

스트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해당 모델의 효율

성을 보이고자 한다. 총 데이터 셋에서 랜덤하

게 80%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트레이닝시켰으며

나머지 20%의 데이터를 테스트단계에서 활용하

였다.

3.2.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데이터셋은 C/C++에서 많이

발생하는 취약점 종류 중 하나인 버퍼에 관련

된 취약성을 나타내는 CWE-119과 자원관리

에러에 관련된 취약성을 나타내는 CWE-399이

다. BERT기반 취약점 탐지모델의 우수성을 보

이기 위하여 기존 연구인 Vuldeepecker[4]의 저

데이터 모델 FPR(%) FNR(%) TPR(%) P(%) F1(%)

CWE119
Bi-LSTM기반 2.9 18.0 82.0 91.7 86.6

BERT기반 2.9 5.9 97.0 98.2 96.6

CWE399
Bi-LSTM기반 2.8 4.7 95.3 94.6 95.0

BERT기반 1.8 2.3 97.7 98.2 96.6

[표 4] 기존연구(Bi-LSTM기반 취약점 탐지시스템)와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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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저자들의 결과

와 직접적인 비교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표 3]에 보여진 바와 같다. FPR의 경우 기존

연구자들이 도출해낸 결과와 큰 차이가 존재하

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FNR과 TPR을

기존연구에 비해 현저히 줄이는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 FPR, FNR을 비롯한 전반적인 결과

가 기존연구보다 개선되었다. 특히 Precision 정

확도와 F1스코어 측면에서 우수하게 개선됨을

보일 수 있었다.

3.3.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추출한 코드방식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 FP와 FN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코드가젯 추출하는 방식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들은 이를

개선하고자 코드가젯 추출방식을 개선하는 연

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기존연구와 직접적인 비

교를 위하여 Bi-LSTM기반의 Vuldeepecker 재

현을 수행하고 있다. 본 실험은 데이터셋으로

활용되는 SARD와 NVD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실제 돌아가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지 못한점

이 큰 한계점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

를 개선하고자한다.

IV.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 Bi-LSTM기반의 취약점

탐지모델을 제안한 논문에 착안하여 새로운 언

어모델인 BERT를 활용한 취약점 탐지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보다 개선된 성능을 보였으며 정확도

는 7% F1 스코어는 10%가량 개선하였다. 그러

나 연구 진행과정에서 코드를 추출하는 코드가

젯의 문제점과 데이터 셋의 한계점을 발견하여

추후 연구에 이를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멀티클래스 탐지기법을 추가하여

두 취약점 외 몇 가지 멀티클래스 취약점탐지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며 기존 연구의 확장판인

40가지의 취약점 데이터를 활용한 탐지기법을

추가적으로 실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크게 두 가지 취약점에 치중하여 분석을 진행

한 단점을 개선하고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취약점을 기반으로 분석 및 취약점탐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실험은 데이터셋으로 활용

되는 SARD와 NVD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

터셋이기 때문에, 실제 돌아가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지 못한 점이

큰 한계점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코드가젯 추출부분

을 새로 구현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Bi-LSTM기반인 기존연구 모델을 직접 구현하

여 BERT 기반인 본 연구와 .비교하여 BERT기

반의 멀티클래스 취약점탐지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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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자율주행자동차는센서와인공지능모델이각각정보

수집과주행판단을대신한다. 인공지능기술의발전으로

영상처리 딥러닝 모델이 개발되면서 이미지와

영상으로부터 손쉽게 거리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면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카메라 센서가 자율주행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차량과 주변 물체 간의 거리정보는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로

자율주행차량은 거리정보를 통해 충돌 사고를 방지한다.

따라서 거리정보를 추정하는 딥러닝 모델의 보안

취약점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큰

위협이될수있다.

본 논문에서는 좌, 우 카메라 센서로부터 촬영된 양쪽

이미지 픽셀 간의 disparity를 계산하여 disparity map을

출력하는 CNN 기반 스테레오 매칭 딥러닝 모델인

PSMNet(Pyramid Stereo Matching Network)에대해특정

차량과의 거리정보를 속여 자율주행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영역 상의 적대적 공격을 제시한다. 향후

본연구를물리적환경에서의적대적공격으로발전시키기

위해물리적제약들을추가하며실험을통해거리를잘못

인식하도록하는적대적공격이성공함을보인다.

II. 이론적 배경

적대적 공격은 딥러닝 모델을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데이터에사람이구분할수없는아주작은perturbation을

추가하여 사람에게는 정상 데이터로 인식되지만, 딥러닝

모델은다른class로분류하게하는공격을말한다.

적대적 공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Goodfellow

at el.에서 제시한 FGSM(Fast Gradient Sign

Method)으로 간단하고 속도가 빠르지만 강력한 적대적

예시를만들어내는방법이다.

    ∙ ∇      ∞   (1)

스테레오 매칭 딥러닝 모델에 대한

최적화 기반 적대적 공격

심상훈*, 주경호*, 최원석**, 이동훈***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한성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Optimization-based Adversarial Attack on

Stereo Matching Deep Learning Model

Sanghoon Shim*, Kyungho Joo*, Wonsuk Choi**, Dong Hoon Lee***

*Korea University(Graduate student), **Hansung University(Professor),
***Korea University(Professor)

요 약

딥러닝 기반 영상처리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주변 물체와의 거리정보

를 탐색하기 위해 카메라 센서와 함께 딥러닝 모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매칭 딥러닝 모델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정보를 잘못 인식하여 충돌 사

고 및 급정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적대적 공격 연구를 제시한다. 또한, 물리적 환경에서의 제한

점을 함께 고려한 최적화 기법을 통해 딥러닝 모델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거리 정보를 속임으

로써 물리적 환경에서의 연구에도 적용 가능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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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SM공격은입력값x에공격대상모델의손실값에

대한 gradient의 부호 벡터를 더해줌으로써 진행된다.

딥러닝 모델에서는 gradient 부호의 반대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어 정상 class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대

로 gradient 부호 방향으로 x를 이동시킬 경우 정상

class로부터 멀어진다. 이후에 Iterative Fast Gradient

Sign Method(IFGSM), Momentum Iterative Fast

Gradient Sign(MIFGSM) 등 FGSM을 기반으로 한

많은 공격 기법들이 연구되었다.

두 번째는 최적화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한 적대적

공격으로 공격에 알맞은 손실함수를 설계하여 해당

식을 최소화하는 적대적 예시 x′ 또는 perturbation을

찾아내는 공격이다.

arg  min ∙     (2)

사람 관측자에게 관측이 되지 않도록 perturbation의

크기를최소화하는항과정상 class로부터멀어지기위한

공격 대상 모델의 손실 값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경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항들이 추가될 수 있다.

최적화 과정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FGSM 기반

방식과 비교하면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보다

정교한적대적예시를만들수있다.

III. 공격 방법

본논문에서는위에서언급한최적화기반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디지털 도메인 상에서 PSMNet 모델에 특정

거리만큼잘못인식하게하는타겟공격을실험하였다.

arg min ∥∥         (3)

    ∙∙
(4)

perturbation 의 크기를 제한하기 위해서 L2 norm을
사용하였으며 단순 오 분류가 목적이 아닌 타겟 공격을

위해 타겟 y′에 대한 loss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한다. 이때 타겟 y′은 공격 거리 a만큼

거리정보를변형하였을때의 disparity map으로함수 는
a의 거리가 늘어날 때 바뀌는 disparity 값을 계산한다.

disparity와 거리는 계수 c로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d가 특정 픽셀의 실제 disparity 값일 때

함수 는 수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arg min ∥∥   ∙  ∙  

(5)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모델에 대한 입력값에 직접

perturbation을추가하는공격을할수있는디지털도메인

상의 공격자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지 내에서

perturbation을 적용하는 위치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향후물리적적대적공격연구로의발전을

위해이미지의배경을사용하지않고perturbation의위치를

마스크을통해공격대상차량으로제한한다.
공격대상차량을특정하기위해instance segmentation이

가능한 객체 탐지기 detectron2를 사용하였다. detectron2를

통해 이미지 내에서 공격 대상 차량의 마스크 값을 추출,

perturbation에적용하여공격범위를제한하였다.

그림 1. 공격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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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적대적 공격 결과

arg min ∥∥      ∙   
(6)

스테레오매칭은좌, 우방향의카메라로동일한객체를

촬영하였을때발생하는 disparity를통해객체와의거리를

탐색하는 방법이다. Disparity 값은 이미지 내에서 같은

픽셀의 x축 방향 차이이다. 따라서 스테레오 매칭 기술은

기준이 되는 이미지의 특정 픽셀과 매치되는 목표

이미지의 픽셀을 찾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스테레오

매칭 모델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에서 적대적 공격을

시행할 경우 disparity 값을 고려하여 동일한

perturbation을 양쪽 이미지에 알맞게 변환하여 입력해

주어야한다.

디지털 공격에서는 양쪽 이미지에 적용되는 perturbation

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perturbation을

사용해도 되고 심지어 한쪽 이미지에만 perturbation을

적용해도 성공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에서는왼쪽카메라에의해특정 perturbation이 인식될

경우 오른쪽 카메라에는 동일한 perturbation을 오른쪽에서

촬영했을 때의 모습이 관측되어야 한다. 따라서 왼쪽

이미지에 적용할 perturbation을 오른쪽에서 봤을 때의

모습으로 변환하여 오른쪽 이미지에 적용해줄 변환 함수가필요하다.

그림 2. 목표 거리별 공격 결과

스테레오 매칭 모델은 양쪽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disparity map을 출력한다. disparity map은 특정 픽셀에

대해서좌, 우 이미지의 disparity, 즉픽셀위치차이값을

나타낸 것으로 disparity map을 사용하여 오른쪽 이미지에

맞는perturbation을생성할수있다. perturbation을적용하는

픽셀의 원본 disparity 값만큼 perturbation을 x축 방향으로

이동시켜하나의 perturbation을좌, 우에서촬영한이미지를

생성할수있다.

IV.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KITTI 2015 스테레오 데이터 세트로

학습시킨 PSMNet 스테레오 매칭 딥러닝 모델을 대상으로

적대적공격을실험하였다.Ⅲ에서제시한최적화문제를통해

KITTI 2015 데이터 이미지에서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PSMNet이 거리를 잘못 인식하도록 하는 perturbation 를
계산하였다. Adam optimizer을 learning rate 0.01로최적화를

진행하였으며perturbation의크기를조절하는 는 0.01, 0.005,
0.001로, 공격 거리 a는 (±)10m, (±)20m, 30m, 40m,
50m으로설정하였다.

공격결과그림 1과같이성공적으로대상차량의거리를

잘못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림(1)은  0.005에 공격 거리
+30으로최적화하였으며첫번째줄은공격이적용되지않은

원본 이미지와 disparity map, 두 번째 줄은 공격이 적용된

이미지와결과disparity map이고마지막줄은공격에사용된

perturbation 이미지이다. 실제로좌우에동일한perturbation이

사용되었으며자동차영역만사용하여공격하였다. 공격결과

이미지는 perturbation이 추가된이미지임에도원본이미지와

큰차이를보이지않지만, disparity map에서는확실하게대상

차량의거리가늘어난것을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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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별 공격 결과

그림 2은 동일한 0.005의 값을 사용하여 다양한

공격 거리를 실험해본 결과이며 공격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미지에서 perturbation의 크기가 증가하여

노이즈가 육안으로 확인된다. 실제 변화한 거리는

설정한 공격 거리와 비교해서 약간의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그림 4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가 같을 때 목표 공격 거리가 늘어날수록 편차가

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그림 3은 공격 거리가 30m으로 같을 때 값을
변화시킨 결과로 손실함수 내에서 perturbation의 크기

비중을 제어하는 가 작아질수록 perturbation의

크기가 증가하여 공격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의 편차가

커진다. 반면에 perturbation에 대한 제약이

점점약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한 거리와 공격 목표

거리 사이의 편차는 감소하는 것을 그림 4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본논문에서는스테레오매칭딥러닝모델인PSMNet에

대하여 적대적 공격을 시도하였으며 공격 모델을

손실함수로 모델링 하여 최적화 기법을 통해 목표 차량을

원하는공격거리만큼잘못인식하게하는적대적공격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목표 공격 거리의 평균 90퍼센트

정도 거리로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으며 와 공격
거리에 따른 공격 이미지와 성공률을 비교 분석하였다.값이작아질수록공격성공률은상승하였지만이미지에서
perturbation의 잘 관측되어 공격 quality가 감소하였으며

공격 거리가 증가할수록 공격 성공률과 quality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논문에서는물리적적대적공격에서

그림 4. 값에 따른 공격 성공 거리 변화

발생하는 몇몇 제한점을 고려하여 최적화를 진행, 추후

물리적영역에서의적대적공격연구로의발전을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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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2X 통신은 자율주행차 등 첨단미래형 교통수단들을 포함한 앞으로의 교통체계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개념이다. 체계 내 다양한 개체들과 이루어지는 차량 간의 양방향 통신은 안전성과

이동성, 편리성 모두를 보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V2X 통신의 개념 및 표준화 동향을 설명한다.

또한 V2X 통신 보안요건 및 보안 위협을 분류하여 분석하고 V2X 통신 관련 보안 표준에서 제

시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V2X communication is a major concept that can not be missed in the future transportation

system including advanced future transportation such as autonomous vehicles. The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various objects and vehicles in the system guarantees both safety,

mobility and convenience. In this paper, we explain the concept and standardization trend of

V2X communication.In addition, we classify and analyze V2X communication security

requirements and security threats, and look at security services presented in V2X

communication security standards.

기관명 표준 내용 영역

번호 서비스 종류

1 위치기반 차량 데이터 수집

2 위치기반 차량 교통정보 제공

3 무정차 통행료 정산

4 차량 추돌방지 지원

5 도로 위험구간 정보 제공

6 도로 작업구간 주행 지원

7 교차로 신호위반 위험경고

8 우회전 안전운행 지원

9 스쿨존 속도제어

10 차량 긴급상황 경고

11 노면상태/기상정보 제공

12 보행자 충돌방지 경고

I. 서론

Vehicle To Everything(V2X)통신은 자율 주행

차량 등 첨단미래형 교통수단을 포함한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C-ITS)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개념이다. 체계 내 다양한 개체들과 이루

어지는 차량 간의 양방향 통신은 안전성과 이동성,

편리성 모두 보장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V2X 관

련 표준화 및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은

V2X 통신 기술의 중요성을 높이 판단해 보안 측면

에서의 접근을 통해 분석 및 연구하는 기회를 얻고

자 했다.

본문의 2장에서는 V2X 개념과 보안 표준동향을

다룬다. 3장에서는 보안 위협과 보안요건을 분석한

다. 4장에서는 보안 표준에서 제시하는 보안 서비스

에 대해 알아본다.

II. V2X 통신과 표준 동향

2.1 개요

V2X는 차량 통신 시스템 중 외부통신을 담당하

는 양방향 통신의 총칭이다. V2X 통신의 제공 서비

스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 Type of services supported by V2X

communication[7]

2.2 V2X 보안 표준 동향[4]

Table 2. V2X security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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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위협 및 공격

기밀 도청(Eavesdropping)

성

PII 유출(Leakage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익명 분석 공격(Pseudonym analysis attack)

무결

성

라우팅메시지 조작(Manipulation of routing message)

자격증명정보 조작(Manipulation of credential

information)

센서 정보 조작(Manipulation of sensor information)

노마딕 장비 관련 애플리케이션 조작(Manipulated

application on a nomadic device)

통신개체 무단 복제(Unauthorized duplication of a

nomadic device, vehicle and Road Side Unit)

라우팅 테이블 및 LDM 변조 공격(Routing table and

Local Dynamic Map modification attack)

재전송 공격(Replay attack)

가용

성

OBU DDoS 공격 (DDoS attack on On Board Unit)

통신 채널에 대한 재밍 공격 및 DDoS 공격(Jamming and

DDoS attack on V2X communication channel)

타이밍 공격(Timing attack)

부인

방지

자격증명정보 무단접근(Unauthorized access to

credentials)

인증

시빌 공격(Sybil attack)

위장 공격(Impersonation attack)

인증 DB 조작(Manipulation of certification database)

차량 안전정보에 대한 무단접근 (Unauthorized access

to safety-sensitive information in a vehicle)

ITU-T

X.1371
커넥티드 카 및 교통 생태

관련 보안위협

기초

통신

보안

X.1372
V2X 통신 환경 보안 가이

드라인

X.srcd
V2X 데이터 속성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

X.1374
외부 장치 관련 보안 요구

사항 및 가이드라인

IEEE 1609.2 WAVE 보안규격 및 기술 인증

CAMP VSC3 V2X 통신 관련 PKI 기술 PKI

ETSI TS 133 185
C-V2X 보안 요구사항 및

솔루션

5G

통신

국제표준 ITU-T X.1370 series는 ITS 보안 연구

반(Q13)에서 표준화를 진행하며, V2X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X.1372이 대표적이다. 2020년

3월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현재 9개의 표

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EEE에서는 2009년부터 Wireless Access for

Vehicle Environment(WAVE) 프로토콜과 관련하여

관련해 1609 series를 개발해왔다. 대표적으로 메시

지의 위·변조 검증 및 공개키 기반 전자서명 등의

WAVE 보안규격 1609.2가 있다. 해당 표준은 2016년

개발되어 17년도, 19년도 두 차례 개정을 거쳤다.

사실 표준 CAMP VSC3는 자동차 제조업계 및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구성한 비공개 컨소시엄

CAMP에서 개발한 보안 표준이다. [8] 해당 표준은

차량 내 공개키 기반 구조(PKI) 기술 및 구조를 정

의하고 관련 기술을 제안하는 보안규격을 다루고 있

다.

ETSI는 지난 17년도 3GPP와 함께 기존 셀룰러

통신 규격에 V2X 통신을 접목해 셀룰러 V2X 관련

표준안을 개발하였다. 해당 표준은 20년도 개정을 최

신으로 개정 중이다.

이 중 X.1372와 TS 33.185는 각 통신 환경을 중

점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구조지만 1609.2는 그

중 WAVE 통신 메시지의 암호화 및 전자서명 등 규

격 정의에 초점을 맞추었고, CAMP VSC3는 인증

및 PKI 중심의 보안기술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III. V2X통신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3.1 V2X 통신의 보안 위협

본문에서는 보안 요구사항과 V2X 보안 표준을 토

대로 보안 위협을 분석했다.

Table 3. V2X communication security threat[3][6]

3.1.1 기밀성[1][3]

도청 공격 : 공격자는 스니핑 공격으로 메시지를

도청해 공격자는 차량의 동적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다.

PII 유출 : 공격자는 V2X 메시지를 수집하고 위

치를 추적하여 차량의 소유자를 찾기 위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익명 분석 공격 : 공격자가 프라이버시를 위해

자동차 통신에서 고유 ID 대신 사용하는 익명을 분

석해 원하는 차량을 특정해 낼 수 있다.

3.1.2 무결성[1][3]

라우팅 메시지 조작 : 라우팅 메시지를 조작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수신 차량은 안전에 직결되

는 다양한 문제를 마주할 수 있다.

자격증명정보 조작 : 차량의 비밀키와 ID 식별자

등을 위조하게 되면서 공격자는 별도의 인증 없이

차량의 보안 자격 증명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센서 정보 조작 : 공격자가 통신 모듈의 물리 주

소나 차량의 센서 등에 관여해 관련 데이터를 변조

하고 이는 타 통신 개체에 전달되어 혼란을 야기하

고 오작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

노마딕 장비 관련 애플리케이션 조작 : 조작된

애플리케이션은 메시지 플루딩 등 V2D 통신 인터페

이스를 통해 차량과 시스템에 악영향과 부하를 준다. 　

통신 개체 무단 복제 : 공격자는 차량의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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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기밀

성

차량과 통신개체 사이의 메시지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해야 한다.

통신 메시지 내에서 개인식별정보를 통해 무단으로 개

체의 신원을 분석, 식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해야 한

다.

메시지의 식별자는 사용자의 ID 누출 위험도를 최소화

해야 한다.

공격자로부터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익

명(Pseudonym)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무결

성

차량, RSU, 노마딕 장치로 전송되는 메시지는 권한없

는 수정, 삭제 요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V2X 통신 개체 간 데이터 전송은 재전송으로부터 보

호받아야 한다.

가용

성

통신 중 메시지의 송·수신은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져

야 한다.

통신 개체의 실시간 정보처리를 위해 낮은 오버헤드

및 경량 암호 알고리즘의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인

방지

통신 개체의 메시지 송·수신에 있어 부인방지가 구현

되어야 한다.

진정

성

V2V, V2I, V2D 환경 내 OBU, RSU, 노마딕 장치등의

통신 개체는 합법적인 ID를 보유한 인증된 개체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V2V 환경 내 그룹통신을 사용하는 통신 개체는 해당

그룹의 그룹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

성

통신 개체는 데이터 검사를 통해 OBU 또는 차량 센서

의 오작동을 탐지 또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

야 한다.

인증

서로 다른 개체에 대한 통신이 진행될 때, 사전에 이에

대한 접근 권한, 인증 및 제어가 정의되어야 한다.

특정 기능·데이터의 사용 또는 개체에 대한 접근 시,

사전에 이에 대한 특정 규칙이 정의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Road Side Unit(RSU), 노마딕 장치 등을 복제할 수

있다. 복제에 성공하면 기존 개체는 권한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복제된 개체는 다른 통신 장치에 접근

할 수 있어 또 다른 보안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

라우팅 테이블 및 Local Dynamic Map(LDM) 변

조 : 공격자가 차량의 GPS 정보 등을 스푸핑해 기존

지리 공간을 조작할 수 있다.

재전송 공격 : 공격자는 개체의 근방에서 통신

메시지를 가로챌 수 있다. 이후 악의적인 목적으로

변조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재전송 공격을 가할

수 있다.

3.1.3 가용성[3]

On Board Unit(OBU)에 대한 DDoS 공격 : 차량

네트워크와 연결된 스마트폰과 같은 외부 단말을 통

해 악성코드를 침투 시켜 저장용량 이상의 메시지를

보내 유닛에 부하를 일으켜 공격할 수 있다.

통신 채널에 대한 재밍 공격 및 DDoS 공격 : 라

우팅 노드를 통해 공격자가 의도한 특정 메시지만

전달하게 만들거나, 플러딩 공격을 시도한다.

타이밍 공격 : 공격자는 통신 간 오가는 메시지

와 인증에 의도적으로 지연을 걸어 정확한 순간에

이루어져야 할 통신이나 정보전달을 방해한다.

3.1.4 부인방지[3]

자격증명정보 무단접근 : 공격자는 권한 부여 없

이 개인 키 및 인증서에 접근할 수 있다. 개인 키가

노출될 경우 통신 개체에 대한 부인방지는 제공되지

않는다.

3.1.5 인증[3][6]

시빌 공격 : 공격자는 단일 차량을 가지고 다수

의 차량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 이는 통신에 있어

제어시스템 등 의사결정 주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위장 공격 : 공격자는 다른 개체의 ID 정보를 탈

취하여 개체처럼 위장 할 수 있다.

인증 DB 조작 : 공격자는 CA에 존재하는 익명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 장기 인증서와 단기 익명 인

증서 간의 관계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차량 안전정보에 대한 무단접근 : 권한 부여 제

어가 없는 경우 공격자는 차량을 제어하고 차량 데

이터를 조작, 변조할 수 있다.

3.2 V2X 통신의 보안 요구사항

본문에서는 2장에서 다루었던 보안 표준들을 중

심으로 보안 요구사항들을 수집하고 각 항목에 따라

Table. 4. 과 같이 분류하였다.

Table 4. V2X communication security requirement[1][3]

IV.V2X통신 지원 보안서비스

4.1 인증 및 암호화 서비스[2]

IEEE 1609.2의 상위 계층 보안 서비스로는 인증서

폐기 목록(CRL) 검증과 Peer-to-Peer network(P2P) 인

증서 분배 서비스가 있다. CRL 검증은 표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관련 해지 정보를 SSME에 전달하여

보관하고 내부 저장소를 갱신하는 서비스이다. P2P

인증서 분배 서비스는 개체가 암호화된 프로토콜 데

이터 유닛(SPDU) 내 제공된 최상위 인증서의 발행

자를 인식하지 못해 WAVE 보안 서비스가 인증서

체인을 구성할 수 없을 때 요구된다. 이 때 개체는

P2P 인증서 분배 서비스를 요청하여 체인 구성에 필

요한 인증서를 피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내부 보안 서비스로는 SDS(Secure Data Service)와

SSME(Station Security Management Entity)가 존

재한다. SDS는 통신 데이터 단위(PDU)의 암호화를

통해 보안성을 추구하는 서비스이다. 통신 개체가 데

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SDS 서비스를 호출함

으로써 SPDU로 암호화된 PDU는 SPDU 전환, 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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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지원 기능

SSME-SAP

인증서 관련 정보 추가

인증서의 CRL 정보를 업데이트

관리되는 인증서에 대한 정보 제공

관리되는 인증서와 관련된 CRL 정보 업데이트

인증서 확인 요청

인증서 정보 삭제 요청

신뢰 앵커 목록에 인증서 추가

SSME-Sec-

SAP

재전송된 PDU 대한 정보 제공

P2P 인증서 배포 기능 활성화

리, 검증, 복호화 과정을 통해 기밀성, 무결성 등 보

안요건을 충족한다. SSME는 통신 간 오가는 인증서

관련 정보들을 저장,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

스이다. 서비스는 보안 관리 정보를 얻고 갱신하기

위해 Table. 5. 와 같이 두 개의 서비스 액세스 포인

트(SAP)를 가지고 있다.

Table 5. SSME SAP support services[2]

4.2 PKI[5]

CAMP에서 PKI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신뢰할 수 있는 개체” 임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인증서 정보로부터 인증서의 소유자인 차량의 식별

이 이루어지지 않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또한 CAMP에서 제안하는 PKI는 기

존 인증서와 별개로 서명 검증 등에서 사용될 신뢰

성 판별용 익명 인증서를 발급해 차량의 신뢰 여부

를 검증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기존 PKI에 인증서

의 ID를 별도로 발급하는 LA(Linkage Authority)를

추가함으로써 인증서 발급 주체와 인증서 ID 발급

주체를 분리해 차량과 인증서 간 관계를 보호한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증서 발급과정은 Fig.

1, 2, 3과 같이 크게 인증서 발급 요청, 발급, 전송

단계이다. 발급되는 익명 인증서의 짧은 유효기간과

한 번에 대량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전송해야 하므로

간결하게 제안되었다.

Fig. 1. Request for Certificate Issuance

Fig. 2. Issuing Certificates

Fig. 3. Send Certificates

V. 결론

본문에서는 V2X 통신과 표준화 동향, 보안요건

과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 각 표준에서 제시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차세대 교통 환경에서 차량에 부여되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와 함께 발전해야 할 보안 요소도 중

요한 사안이 되었다. 외부 연결고리가 깊어진다는 것

은 공격자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해당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V2X 보안에 대한 연구와 보안기

술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가장 가

까이 다가온 것은 5G 환경에서의 V2X 통신이다. 아

직 해당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 연구나 요건 등

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안전한 도입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 보안 측면에서의 연구가 요구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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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술의 발전으로 높은 신뢰성, 안전성과 효

율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장 기술은 지속

적으로 발전했다. 차량의 전자 장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자 제어 장치인 ECU(Electronic

control unit)을 도입했다. ECU는 전자신호를

통해 차량 내 특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엔

진, 변속기 등 모든 기기를 제어한다. ECU 간

에 데이터 공유를 위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이러한 차량 내부 네트워크인 IVN(In-Vehicle

Network)의 가장 대표적으로 버스 시스템인

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이 개발됐

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데이터양이

증가했고 더 빠르고 넓은 대역폭과 우수한 보

안성을 가진 통신 방법이 필요했다. 통신 수요

가 증가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 패러다

임인 CAN을 기반한 CAN-FD(CAN with

Flexible Data rate)와 고성능 버스인 FlexRay,

Ethernet 등 차량 통신 기술이 진화했다[1].

본 논문에서는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통신을

위한 버스 시스템인 CAN 통신과 최근 자동차

통신의 발달로 새롭게 제시된 통신 프로토콜

중 CAN-FD와 Ethernet, FlexRay의 특징과 차

이점을 정리했다. 또한 각각의 보안 특성과 취

약점, 발전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II. 자동차 내부 네트워크 종류

2.1 CAN

CAN은 차량 내부의 통신에서 가장 많이 사

용하는 표준 통신 규격 중 하나로 1993년 ISO

가 국제 표준 규격으로 제정했다. 자동차 내에

존재하는 ECU 간 통신이 이뤄지는데 하나의

CAN은 여러 개의 모듈을 제어할 수 있어 효율

적이다. CAN은 버스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하여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노드 비

활성화로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보장한다[2].

차량 내부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비교 및 보안 위협
분석

김서연*, 오인수**, 김찬민**, 임강빈***

*순천향대학교 (학부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생), ***순천향대학교 (교수)

Network comparison and security threat analysis for in-vehicle
communication

Seo Yeon Kim*, Insu Oh**, Chanmin Kim**, Kangbin Yim***

*Soonchunhyang University(Undergraduate student)

**Soonchunhyang University(Graduate student)

***Soonchunhyang University(Professor)

요 약

현대의 차량은 신뢰성, 안전성과 효율성, 편의성 향상을 위해 발전했고 그에 따라 차량 내부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인 CAN와 CAN-FD, FlexRay, Ethernet이 개발되었다. 본 논문

에서는 각 프로토콜의 특징과 보안의 취약점 및 프로토콜 간 차이점과 차량 내 활용에 대해 설

명한다. CAN은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안 측면으로 볼 때 개선이 어렵

고, 낮은 전송속도와 용량은 최신의 자동차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Ethernet은 미래의 차

량의 안전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최신 차량에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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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통신은 CAN_High와 CAN_Low 두 개

의 신호를 사용하여 전기적 노이즈에 강하고,

메시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병렬 구조

의 하나의 CAN 인터페이스로 여러 개의 ECU

모듈을 제어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ECU의 확

장에 용이하다. CAN 통신은 Multi Master 통

신 방법으로 모든 노드가 버스 마스터이고 언

제든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 여러 노드에서

동시에 메시지 전송을 시도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ID를 할당하여 메시지를 구별한다. ID의

길이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11bits인 표

준 CAN과 29bits의 확장 CAN이다. CAN 2.0A

는 표준 CAN 포맷의 메시지의 송수신만 가능

하며 CAN 2.0B 컨트롤러는 표준 CAN과 확장

CAN에 대해 송수신이 가능하다[3].

2.2 CAN-FD

자동차의 데이터 통신량이 증가하면서 더 많

은 데이터 통신을 위한 통신 방법이 요구되었

고 CAN의 단점을 보완한 CAN-FD 프로토콜

이 개발됐다. CAN-FD는 CAN과 호환성이 높

고 전송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데이터 전송

시에 지연시간을 최소화하여 실시간 통신을 가

능케 했다. CAN-FD는 가변형 데이터 전송 속

도로 프레임의 앞뒤에서는 1Mbps로 전송하고

데이터는 10Mpbs로 전송하여 전송 속도를 높

이면서 CAN과 호환성을 유지한다. 통신량 증

가를 위해 하나의 프레임이 전송하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는 64bytes로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대규모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고 소프트웨어의 단순

성과 효율성을 개선했다[4].

2.3 FlexRay

고속의 데이터 전송과 신뢰성 통신이 가능한

FlexRay는 두 개의 독립된 버스 네트워크로 속

도는 각 10Mbps이며 최대 20Mbps 속도로 전

송이 가능하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시분할 방

식을 사용하여 충돌을 방지하며 메시지 도달

시간을 알 수 있다.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에 따라 동작하며 메시지가 독

점으로 액세스할 때 지정된 시간 슬롯이 할당

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5].

2.4 Ethernet

자율주행자동차, 커넥티드카가 성장하면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가 발전했고 차량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전송

속도와 대역폭이 크게 확장되었다. 차량의 안전

을 위해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 사각지대 감

지 장치, 차선변경 보조시스템, 자동 긴급제동

장치, 충돌 예방 경고 장치 등의 기술을 도입하

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 통신이 필요해졌다. 이

러한 이유로 높은 대역폭의 네트워크가 필요했

고 Ethernet 통신이 개발되었다[6].

Ethernet은 UTP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적

은 비용으로 고속의 네트워크를 실행한다. 양방

향 통신으로 전체 대역폭을 늘렸고 동시에

100MBit/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전이중

방식을 기반으로 200Mbit/s까지 전송이 가능하

다. 단일 구리선을 사용하여 비용, 무게 효율성

의 면에서 우수하다. 스위치에 point-to-point

연결로 구성돼 실시간 통신에 유리하고 데이터

패킷의 우선순위 선정과 시간 동기로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한다. 패킷 교환 및 주소 기반 통신

으로 네트워크 요구 증가에 맞춰 확장할 수 있

으며 스위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변경

이나 크기 구성에 용이하다. 또한, 하위 계층의

네트워크를 바꿔도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 스택

이 필요하지 않아 호환성이 뛰어나다[7].

Ethernet은 LAN의 기본 기술로 모든 종류

의 통신에 사용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송 기술 및 프로토콜이 개발되었다. 차량용

Ethernet이 도입되면 TCP/IP와 Wifi 등 프로토

콜이 자동차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자동차 내부 네트워크 보안

3.1 CAN과 CAN-FD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하는 프로토콜이지만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인증하는 기능이 전혀

없어 CAN을 통해 통신하는 데이터를 도청하거

나 위조, 변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대 전송

데이터 길이가 8Bytes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나 인증 과정을 추가할 경우 네트워크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 보안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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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폴로지를 변경 혹은

차량의 CAN을 세분화하여 시스템에 오류가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거나 CAN 프레임의 ID

필드를 암호화하여 공격자가 CAN 프레임을 식

별할 수 없도록 한다. 포트에 특수한 하드웨어

키 또는 암호를 생성하여 CAN에 공격 메시지

를 주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는 규제

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솔루션이며 설계 과정에도 취약점이 있어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8].

CAN-FD는 CAN의 한계를 보완한 프로토콜

이지만 설계에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

지 않아 보안 측면에서 동일하다.

3.2 FlexRay

FlexRay는 보안에 중요한 응용프로그램을 위

해 개발되어 이중화된 채널 레이아웃을 사용하

고, 대역폭을 20Mbit/s로 늘려 데이터를 중복으

로 전송하는 것을 막는다. FlexRay는 대상 DoS

공격에 취약한데 특정 메시지 유형 전송을 막

는데 메시지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해 통신이

불가능해진다. 또 악성 노드가 정적 슬롯을 점

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시지 스푸핑

은 통신주기의 동적 세그먼트에만 감지되며 충

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메시

지 읽기, 인증, 재생 방지를 고려하지 않아 통

신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매개

변수를 유추하여 데이터 전송을 막고, 위조된

트래픽을 주입하는 것이 가능하다[9].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 토폴로지를 사용하

여 악의적인 노드에 의한 네트워크 부품의 연

결을 끊거나 제거하는 방법으로 DoS 공격을 방

지하고, 암호화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메시지 스

푸핑을 방지한다[9].

3.3 Ethernet

Ethernet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

크, 모바일 통신 등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표준

이다. 다양한 공격에 대한 대책이 존재하여 자

동차 환경에 적합할 경우 이미 확립된 보안 대

책을 재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Ethernet은 리

소스 공유를 위한 통신인 TCP/IP를 기반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취약성을 가진다. 또한, 스위

칭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Ethernet/IP 기반 라

우팅 환경에 적합하다. ECU간 상호 신뢰 채널

을 설정하고 메시지 인증 기술을 통하여 송수

신 하므로 악의적인 ECU가 다른 ECU를 제어

하거나 권한 오용 공격, 악의적인 프레임 생성

및 전송을 방지할 수 있다[10].

Ethernet은 보안에 있어 불안정한 단계에 있

지만 아직 차량 Ethernet 기술의 연구는 시작

단계이다. 보안성 향상을 위한 표준을 OPEN

Alliance SIG, AUTOSAR, JASPAR,

IEEE-SA, ITU-T에서 연구 중이다.

IV. 자동차 내부 네트워크 통신 비교

4.1 Network Topology

네트워크 토폴로지 차이는 CAN과 CAN FD

는 버스 토폴로지를 이용한다. FlexRay 버스형,

스타형 두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버스형은 케이

블을 통해 직접 연결하며 백업을 위한 여분의

버스 네트워크를 만들어 한 버스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버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다. 스타형으로 네트워

크를 구성할 경우 일대일로 연결하여 고장 난

부품을 편리하게 분리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형

은 물리적으론 스타형으로 구현되고 논리적으

로는 버스형으로 구현한다. Ethernet은 초기에

는 버스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point-to-point 접속 방식을 사용하여 충돌을

방지하고 멀티캐스트 방식과 브로드캐스트 통

신을 모두 지원한다[11].

4.2 통신 구성

CAN은 대역폭이 낮고 전송 속도가 느려 주

로 내부 네트워크에 사용하는데 현재 차량의

대부분의 제어 장치, 센서 및 파워트레인에 사

용된다. CAN-FD는 대용량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 사용한다. FlexRay는 수동적 안전 시스

템인 byteflight 통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

져 에어백 등에 사용한다. 고속의 프로토콜로

공유 직렬 버스, 보통 반자동 제어 장치, 액티

브 서스펜션,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 등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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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CAN-FD FlexRay Ethernet
발표 시기 1986 2012 2000 2011
최대 데이터 양 1Mbps 8Mbps 10Mbps 100/1000Mbps
최대 페이로드 길이 8bytes 64bytes 254bytes 1500bytes
실시간 컴퓨팅 soft real-time soft real-time hard real-time hard real-time
물리 계층 UTP differential UTP differential UTP differential UTP differential
데이터 링크 계층 CSMA-CD CSMA-CD TDMA CSMA-CD
인코딩 방법 NRZ NRZ NRZ PAM3,4B/3B 등

시간 동기화

원하는 시간 내에 수신할 확률

100%를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부하

율이 낮다면 문제 없음

Time Triggered

방식으로 원하는

시간에 수신 보장

Ÿ 정확한 동기화

Ÿ 멀티미디어 데이터

동기화

Ÿ 데이터 송수신을 위

한 프로토콜

표 1 CAN, CAN-FD, FlexRay, Ethernet 비교

능 파워트레인에 Ethernet과 FlexRay가 사용

된다. Ethernet은 확장성과 다양한 대역폭으로

자율주행자동차나 커넥티드 카에 사용된다[11].

4.3 네트워크의 차이점

각 차량 네트워크 통신의 특징 및 속성의 차

이점을 나타내면 위 표처럼 나타낼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통신 방

법 중 CAN, CAN-FD, FlexRay, 이더넷의 특징

과 차이점, 보안 특성과 취약점에 대해 정리했

다. CAN은 다른 통신망에 비하여 가격 대비 성

능이 우수하고 신뢰도가 검증된 프로토콜이라는

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설계

자체의 보안 취약점 등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커넥티드카 등 최신의

차량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Ethernet은 높은

대역폭과 시스템 제어기의 개수도 줄어 효율적

이며 비차폐 연선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미래의 차량의 안전성과 보안을 강화

하기 위해 Ethernet의 발전과 활용이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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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UWB(Ultra-Wideband) 기술은 1-2 수준의
펄스 신호를 사용하여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500MHz 수준의 넓은 주파수 대역폭 및 낮은

출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무선통신 기술이다.

UWB 기술은 채널 노이즈 및 신호 간섭에

강건한 신호 특성을 기반으로 기존의 협대역

통신방식인 Wi-Fi, Bluetooth, LTE 통신기술

기반의 측위 기술에 비해 cm 수준의 분해능으로

기기 간의 물리적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확한 거리 측정 성능을 기반으로,

UWB 기술은 암호학적 안전성에 기반하여 기기 간의

물리적 거리를 검증할 수 있는 distance bounding

protocol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접성 검증(proximity verification)에 기반한

다양한 보안 서비스(e.g. 금융, 건물 출입 시스템,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20-0-00374, 무인이동체 공통핵심 보안기술 개발 연구)

자동차 스마트키 시스템)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UWB 기술의 물리 레벨 신호의

결정적(deterministic) 특성은 공격벡터로 악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격자는 심볼시간( )
이전에 정당한 신호의 심볼을 예측 후, 정당한

신호보다 선행하는 공격 신호를 주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UWB 시스템의 time of

flight(ToF) 측정값을 감소시켜 측정 거리를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UWB 신호를

무효화 하여 ToF를 증가시키는 거리 확장 공격

(distance enlargement attack)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WB 시스템에 대한 거리

위조 공격 연구사례 및 최신 방어 기술 연구

사례를 살펴본다.

II. 배경지식
2.1 Distance bounding protocol

UWB 기술은 협대역(narrow band) RF

통신기술인 Bluetooth, Wi-Fi, LTE 기술에

비해 정밀한 거리 측정 성능을 제공한다.

Ultra-Wideband 기반 측위 시스템에 대한
공격/방어기법 연구 동향*

주경호* 최원석** 이동훈***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한성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A study on Attack/Defense Technique against

Ultra-Wideband positioning system

Kyungho Joo*, Wonsuk Choi**, Dong Hoon Lee***

*Korea University(Graduate student), **Hansung University(Professor),
***Korea University(Professor)

요 약

Ultra-Wideband (UWB) 기술은 1-2 수준의 짧은 펄스(pulse) 신호를 이용하여 센티미터

수준의 분해능으로 기기 간의 거리 측정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GPS 신호

수신이 어려운 실내에서 정확한 측위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스마트키, 금융결제,

출입 인증 등과 같이 근접성 검증(proximity verification)에 기반한 다양한 보안 서비스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원천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UWB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물리 레벨 신호의 결정적인(deterministic) 특성은 측정 거리를 감소 시키거나 확장

시키는 거리 위조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WB 시스템에 대한 최신 보안위협

및 방어기법 연구사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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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istance bounding protocol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암호학적 안전성에

기반하여 측정 거리를 검증하는 distance bounding

protocol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Distance bounding protocol은 검증자가 증명자 에 대한 물리적 거리의 상한선을

검증하는 암호 프로토콜이다. 검증자와 증명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검증자가 전송한 challenge

비트에 대한 유효한 response 비트를 수신하는데

걸리는 왕복 시간인 time of flight(ToF)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거리는 ToF값를 RF신호의 전파속도로 곱한값의 절반과 같다.
  × 

이때 는 RF 신호의 전파속도인 빛의 속도이다

(  × ). 검증자는 증명자로부터 challenge에

대응되는 유효한 response를 수신한 경우에만 산출된

거리를 검증한다. [그림 1]는 distance bounding

protocol의 예시를 보여준다. Distance bounding

protocol은 건물 출입, 금융 거래, 스마트키와 같이

근접성 검증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보안 서비스에

광범위 하게 적용 가능한 암호 프로토콜이다.

III. 공격자 모델 연구동향
본 절에서는 UWB 신호 주입을 통해 UWB

시스템의 거리 측정 성능을 저해하거나 distance

bounding protocol을 우회하는 공격기법 연구

사례들을 살펴본다.

3.1 Cicada attack [1]

Poturalski et al. 은 UWB 기반 측위 시스템의

성능저하를 유발하는 cicada attack을 제시하였다.

공격자는 정확한 ToF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back-search 알고리즘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1) Cicada attack

(2) PPM 변조기법에 대한 ED/LC 공격

(3) PSK 변조기법에 대한 ED/LC 공격

[그림 2] 거리 위조 공격 예시

ToF를 감소 시키거나, 재밍(jamming)을 통해

denial of service (DoS)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Back-search 알고리즘은 multi-path 환경에서

복수개의 pulse 신호가 수신될 때 정확한 ToA

측정을 위한 알고리즘으로써, 신호의 중첩으로

인해 indirect 신호의 크기가 direct 신호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는 ToF 측정오류를 방지한다.

공격자는 희생자가 정당한 UWB 펄스를 수신하는

시점에 맞춰 악의적인 UWB 펄스를 주입하여

공격자의 신호를 direct path로 오인하도록

강제한다. (그림 2-1) 결과적으로 이는 작은 ToF

및 단축된 거리 측정 결과를 초래한다.

3.2 Early Detect/Late Commit (ED/LC) Attack

Flury et al. 은 PPM (Pulse Position Modulation)

변조기법을 사용하는 UWB 시스템에 대한 거리

감소 공격인 ED/LC 공격을 제시하였다 [2, 3].

ED/LC 공격자는 UWB 시스템의 물리레벨

신호의 결정적 특성을 악용하여, 정당한 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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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펄스 랜덤화 과정

형태를 예측한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정당한 기기가

송신하는 신호보다 선행하는 공격 신호를 주입하여

ToF를 감소시킬 수 있다. 공격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공격자는 정당한 신호에 선행하는 모조

(dummy) 신호를 주입한다.

2. 공격자는 정당한 신호의 샘플들을 바탕으로

심볼시간 ( ) 이전에 수신된 신호의

심볼을 예측한다 (early detect).

3. 공격자는  이전까지 임의의 UWB 신호를
주입하여(commit signal) 정당한 기기로 하여금

공격자가 예측한 심볼로 복조(demodulation)

하도록강제한다 (late commit).

[그림 2-2]는 PPM 기반의 UWB 시스템에

대한 ED/LC 공격흐름도를 보여준다. 공격자는

정상 신호보다  만큼 앞서 모조 신호를

주입하며, 정당한 UWB 신호를 수신하기 시작한

이후  시점에 심볼의 형태를 예측 후, 
시점에 임의의 UWB 를 주입한다. 만약 ‘0’심볼을

수신한 경우 공격자는 추가적인 신호를 송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1’심볼을 수신한 경우, 모조

신호의 세기보다 강한 커밋 신호를 주입하여

희생자의 기기가 ‘1’심볼을 수신하도록 강제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PPM 변조 기반의 UWB 시스템에

대한 공격기법을 제시하였으나, ED/LC 공격 개념은

frequency shift keying(FSK), on-off keying(OOK),

phase shift keying(PSK) 기반의 UWB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림 2-3] 은 PSK

변조기법에대한 ED/LC 공격시나리오를보여준다.

IV. 방어기술 연구동향
본 절에서는 UWB 시스템에 대한 물리 레벨

신호주입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신 보안기술

[그림 4] UWB-ED의 timing diagram

연구사례를 살펴본다. 보안기술 연구는 1)

랜덤성에 기반한 방어 기술, 2) 물리레벨 신호

분석에 기반한 방어 기술 두 가지로 구분된다.

3.1 랜덤성에 기반한 방어기술 [4, 5]

Singh et al. 은 OOK 변조기법을 사용하는

UWB 시스템의 심볼구조를 랜덤화여 ED/LC

공격을 방지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공격자는

암호학적 랜덤성을 기반으로 생성된 신호의

패턴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신호에

선행하는 UWB 펄스를 주입할 수 없다. [그림

3]은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예시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4개의 펄스가 하나의

심볼을 구성하는 변조기법에 대해 4비트 단위로

수행되는 펄스 랜덤화 과정을 보여준다. 랜덤화된

신호를 수신한 수신기는 펄스 패턴을 사전에

공유된 비밀값과 XOR 연산을 통해 복호화한다.

공격자는 펄스의 재배열 규칙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ED/LC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UWB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UWB 시스템은

시간지연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안된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하드웨어 수준의

보안 계층을 필요로 한다는 제약사항이 있다.

또한 Singh et al. 은 랜덤성에 기반한 펄스

재배열을 통해 공격자에 의한 거리 확장 공격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거리 확장 공격자는

UWB 신호의 결정적 특성을 악용하여 정당한

신호를 무효화 한 뒤,  만큼의 시간지연 이후에

공격 신호를 전송하여 distance bounding protocol의

ToF를 증가시킨다. 제안된 기법인 UWB-ED는

랜덤성에 기반한 검증 코드를 이용하여 응답신호를

검증하며, 1) distance commitment, 2)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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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편차 기반(variance-based) MTAC

verification 과정으로 구성된다. UWB-ED는 수신된

신호의 강도를 기반으로 경로 손실 모델을

활용하여 공격 타당성 (attack plausibility)을 체크

한다. 타당성 검증을 통과할 경우, 검증

코드(verification code)를 이용하여 정당한

수신신호를 검증한다. 검증 코드는 총 개의 슬롯
중 펄스가 포함된 개의 슬롯과 신호가 없는개의 슬롯으로 구성된다(  ). 개의
펄스의 위치는 랜덤하게 선택되며, 공격자는

신호가 존재하는 개의 슬롯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검증 코드를 전송하지 못한다.

3.2 신호분석 기반의 방어기술 [6]

Leu et al.은 distance bounding protocol을 활용한
거리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암호학적
프리미티브인 message time of arrival code(MTAC)를
최초로 제안하였다. MTAC를 통해 수신기는
공격자가 ToA 정보의 위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제안된 MTAC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 MTAC는 확률적 다항시간알고리즘
(probabilistic polynomial-time algorithms)인
Gen, Mtac, Vrfy 알고리즘 집합이다.

1. 키 생성 알고리즘 Gen은 파라미터 으로
부터 비밀키 를 생성한다.

2. 코드 생성 알고리즘 Mtac는 와 메시지 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실수벡터 c = (   )를
생성한다.

3. 검증 알고리즘 Vrfy는  , c’, m’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비트 b를 출력한다.

또한, Leu et al.은 MTAC의 정의에
기반하여 거리 감소 공격자 및 확장 공격자를
정의하고 분산 기반(variance-based) MTAC를
제안하였다. 분산기반 MTAC의 송신기는
메시지 m에 대한 벡터 프레임 b과 사전에
공유된 비밀값 x을 이용하여 XOR 연산을 통해
c를 계산한다. 수신부는 수신된 c’과 비밀값
x의 XOR 연산을 통해 펄스 및 송신 비트를

탐지한다. 이후 신호의 잔차 추출(signal
residual extraction)을 통해 c에 따라 예상되는
펄스 시퀀스(즉, 템플릿)와 수신된 신호와의
오차를 추출한다. 추출된 잔차를 기반으로 왜곡
테스트(distortion test)를 통해 공격자에 의한
신호주입 공격 여부를 탐지한다. [그림 5]는
분산 기반 MTAC의 송/수신기 구조를
보여준다. 시뮬레이션 기반의 성능평가를 통해
저자들은 거리에 따라 요구되는 심볼구조()
및 비트에러율을 평가하였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

최근 UWB 기술은 정밀한 측위 성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보안 서비스 제공하는 원천기술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IT 기업들의 관련 상품출시에
힘입어 UWB 기술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보안
취약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향후 소비자의 피해 및 기술 발전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시장형성 단계인
UWB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충분히 분석하고 안전한 UWB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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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oT(Internet of Things)와 임베디드 기기의

발달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ECU가

발전하였으며, 이와 통신하는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차량 내 임베디드 기기와

모바일 기기, 백엔드 서버, 제3의 자동차와

통신하는 기술인 V2N(Vehicle to nomadic

Device)은 LTE, Wi-Fi와 같은 통신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주목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1,2]. 그 중, ‘위임서명

기반의 모바일 자동차 키 공유 모델’에 대한

연구는 위임서명을 활용하여 모바일 자동차

키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사용자에게

전달 및 파기하는 모델을 제시하여, 일방적인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1R1A2C2011391).

자동차 공유키 파기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방지하였다[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의 주행

여부를 하나의 서버가 고려하여 자동차

공유키를 파기하는 통신 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에,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커넥티드

차량이 증가하게 되면 하나의 서버에 과부하가

생겨 장애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버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로드 밸런싱을

이용한 향상된 모바일 자동차 키 공유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관련 연구로

기존에연구된 모바일 자동차 키 공유 모델과

로드 밸런싱에 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로드 밸런싱을 이용한 모바일 자동차 키 공유

모델을 제안한다. 4장으로 결론을 맺는다.

로드 밸런싱을 이용한 향상된 모바일 자동차 키
공유 모델

김의진*, 김득훈*, 곽진**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응용및보증연구실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Improved Sharing Model of Mobile Car Key Using Load Balancing

Eui-Jin Kim*, Deuk-Hun Kim*, Jin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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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Cyber Security, Ajou University

요 약

IoT와 임베디드 기기의 발달로 인해 차량 ECU와 인포테인먼트가 발전하게 되면서 차량,

모바일 기기, 백엔드 서버와 통신하는 기술인 V2N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V2N을 활용한

스마트폰 기반의 자동차 디지털 키는 차량 소유권을 인증 서버와 통신하여 제 3자에게 차량

사용을 허가해주며 차량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차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서버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량과 서버 인증간 서버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V2N 환경에서의 로드 밸런싱을 이용한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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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2.1 기존 모바일 자동차 키 공유 모델

r 위임서명 기반의 모바일 자동차 키 공유

모델

‘위임서명 기반의 모바일 자동차 키 공유

모델’은 위임서명을 활용하여 모바일 자동차 키

공유 및 파기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인가된 자동차 사용자에게 모바일

자동차 키를 전달 및 파기하기 위해

위임서명을 기반으로 제안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달된 모바일 자동차

공유키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주행

여부를 서버와 지속적으로 통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차량 주행 여부에 따른 모바일

자동차 공유키를 파기함으로써 자동차

공유키의 파기에 따른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였다[2].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파기 요청을

자동차 주행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자동차와

하나의 서버가 지속적으로 통신을 한다. 그러나

하나의 서버와 통신하기 때문에 다수의 차량에

적용하기에는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존재한다.

2.2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

(그림 1)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

로드 밸런싱은 리소스의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여러 가상 서버에

분산시켜 주는 기능이다. 한 대의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과도한

요청으로 인한 서버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로드밸런서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여러 서버로 분산하여 정보를

처리한다[3]. 대표적인 로드 밸런싱 기법으로는

모든 서버와 같은 횟수로 연결하는 라운드로빈

기법, 가장 적은 수의 열려있는 세션을 가진

서버와 연결하는 최소연결 기법, 응답시간이

짧은 서버와 연결하는 반응시간 기법 등이

존재한다[4].

III. 제안기법
본 장에서는 로드 밸런싱을 이용한 향상된

모바일 자동차 키 공유 모델에 대하여

제안하며, <표 1>은 제안사항의 표기법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Parameter DescriptionPr The key pair of x The published value The secret value for verifying

 The delegated signature of car

owner The random number of x The message for query The value signed with key of x The signature Text The sharing key for using car The state of x The data from x The location information of x

<표 1> 표기법

3.1 로드 밸런싱을 이용한 키 공유 과정

본 절에서는 로드 밸런싱을 이용한 향상된

모바일 자동차 키 공유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q 자동차 소유자(Car Owner)

먼저, 소유자는 사용자로부터 자신의 공개키 로 암호화된 정보를 개인키 Pr로
복호화 후, 사용자의 정보 를 확인한다.

만약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자동차 사용을

허가한다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위치정보 를 확인하고,  를 계산하여,와 를 로드밸런서 서버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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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드밸런서 서버(Load Balancer Server)

로드밸런서 서버는 로드밸런서 서버와

연결된 여러 서버에 각 서버의 위치 정보와 서버의 가중치 를
브로드캐스팅하여 전달하고 서버로부터 그 값을

전달받는다. 전달받은 서버들의 가중치 중, 낮은

가중치를 가진 서버인 동시에 자동차와 가장

가까운 위치의 서버를 자동차와 통신하는

서버로 지정한다. 로드밸런서 서버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전달받은 를
지정된 서버로 전달한다.

q 서버(Server)

지정된 서버는 로드밸런서 서버에서 받은

값을 이용하여, 소유자로부터 받은  를
공개된 값 을 이용하여, 유효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소유자로부터 받은 값이

유효하다면 자동차 공유를 위한 키 와 함께를 자동차에 전달하고, 와 같은

값인 ′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q 자동차(Car)

자동차는 서버로부터 받은 값을 계산하여값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또한, 사용자가

공유키 ′를 자동차에 전달하게 되면 ′을
이용하여 ′값을 계산하여 지정된 서버로부터

받은 값과 비교하여 유효성을 확인하고

지정된 서버에 자동차 주행 여부 와
자동차의 위치정보 를 지속적으로

보낸다. 본 과정을 모두 거친 뒤, 자동차

사용자는 소유자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3.2 로드 밸런싱을 이용한 서버 이전 과정

본 절에서는 로드 밸런싱을 이용한 서버

이전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용자가 연결된 상태에서 자동차가 이동으로

인해 지정된 서버와 자동차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통신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의 위치 정보에 따라 통신하는 서버를

이전해야 한다.

q 서버(Server)

만약 지정된 서버와 자동차의 거리가 멀어져

통신속도가 느려지면 지정된 서버가

로드밸런서 서버에게 재연결을 요청한다.

q 로드밸런서 서버(Load Balancer Server)

재연결 요청을 받은 로드밸런서 서버는

로드밸런서 서버와 연결된 여러 서버에 현재

서버를 제외한 각 서버의 위치 정보 와
서버의 가중치 를 브로드캐스팅하여

재전달하고 서버로부터 그 값을 전달받는다.

로드밸런서 서버는 가중치가 낮은 서버 중

현재 자동차의 위치와 가까운 서버를 다시

지정하고, 를 전달한다.

q 재지정된 서버 (Redirected Server)

재지정된 서버는 로드밸런서 서버로부터

받은 값을 이용하여 공유키 를 계산하고,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하여 자동차에 보낸다.

또한, 와 같은값인 ″를 자동차 사용자에게

보내고 이를 자동차에 보낸다. 자동차는 값과

(그림 2) 로드 밸런싱을 이용한 키 공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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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동일 여부를 판단한 뒤, 같다면 사전에

지정된 서버와의 연결을 끊고, 재지정된 서버에

자동차 주행 여부 와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보내며 새로운 서버와 연결한다.

IV. 안전성 및 효율성 분석
본 논문의 제안기법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4.1 안전성 분석

r기밀성

본 논문에서는 키 공유 과정과 서버

이전과정에 있어 각 엔티티 간 통신을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당사자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기밀성을 확보하였다.

r무결성

본 논문에서는 서명값을 활용하여 엔티티간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있다. 또한, 공유 및 서버

이전과정에서  값을 활용하여

서명문 의 해시값을   으로
공유키를 구성한다. 또한, 서버로부터 받은 값과 사용자부터 받은값 ′ ″의 비교를 통해

무결성을 증명하였다.

4.2 효율성 분석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위임서명 기반의

모바일 자동차 키 공유 모델의 한계점을

하나의 서버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집중되는

한계를 로드 밸런싱을 활용하여 극복하였다.

로드밸런서 서버를 통해 각 서버의 가중치를

비교한 뒤, 자동차와 서버의 세션을

연결하였다. 또한, 서버와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고려하여, 자동차와 서버 간 거리를 고려한

서버 이전을 제안함으로써,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V.결론
본 논문에서는 로드 밸런싱 기술을 이용하여

서버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향상된 모바일 자동차

키 공유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동차 디지털 키 모델에서

서버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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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_balancing_(computing)

[4] 최규필, 이세호, 엄영익, “분산 파일시스템

청크서버 로드밸런싱 기법 비교분석 및

제안”, 한국 정보처리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제 20권, 제 2호, Nov. 2013.

(그림 3) 로드 밸런싱을 이용한 서버 이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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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자율주행이나 V2V(Vehicle-to-Vehicle)

통신 등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차량에서

는 내부 장치 간의 효율적인 통신을 하기 위해

서 많은 ECU들이 사용되고 있다. 차량에 탑재

된 고성능 ECU들이 각종 센서 정보들을 고속

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대역폭이

필요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CAN(Controller

Area Network), LIN(Local Interconnect

Network), Flexray 통신을 대신할 차세대 백본

네트워크로 차량용 Ethernet이 부상하고 있다

[1].

Ethernet을 기반으로 연결된 고성능 ECU 간

의 유연한 제어와 안전성 지원을 위해

AUTOSAR 컨소시엄에서는 Adaptive

AUTOSAR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표준화했다

[2]. 또한, 기존의 Classic AUTOSAR 시스템과

Adaptive AUTOSAR 시스템 간의 호환성이 요

구되면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채택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미들웨어로

SOME/IP가 설계되었다[3].

현재 SOME/IP 프로토콜에 내장된 보안 수준

은 미비한 편이다. IPSec 및 TLS와 같은 보안

프로토콜 내에서 SOME/IP를 사용하는 경우 인

증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멀티캐스트 통신을 지

원하지 않는 등 미들웨어에 의도치 않은 제한

을 줄 수 있다[4]. 따라서 SOME/IP 통신에 보

안을 제공하거나 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연구들

이 진행 중이며,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SOME/IP 보안 기술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

구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발표된 연구에서 제안하는 SOME/IP 보안 기술

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맺

는다.

SOME/IP 보안 동향 분석

강민정* 허재웅** 김형훈*** 조효진****

*한림대학교 (학생) **숭실대학교 (연구원) ***숭실대학교 (대학원생) ****숭실대학교 (교수)

A Survey of SOME/IP Security

Minjeong Kang* Jaewoong Heo** Hyunghoon Kim*** Hyo Jin Jo****

*Hallym University(Undergraduate student) **Soongsil University(Research staff)

***Soongsil University(Graduate Student) ****Soongsil University(Professor)

요 약

최근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함께 효율적인 내부 통신을 위해 더 많은

ECU(Electronic Control Unit)를 사용하며, 각종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 높은

대역폭의 Ethernet 네트워크의 사용이 대두되고 있다. Ethernet 기반으로 연결된 ECU

의 관리를 위해 Adaptive AUTOSAR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가

채택되었고, SOME/IP(Scalable service-Oriented MiddlewarE over IP) 프로토콜이 설

계되었다. 하지만 SOME/IP에는 직접 내장된 보안 기술에 한계점들이 존재하여 차량

공격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SOME/IP 보안 기술 연구

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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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경지식

2.1 SOME/IP

SOME/IP는 Automotive 영역을 위해 설계

된 Ethernet 기반 통신 미들웨어이다. UDP와

TCP를 기본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한다.

SOME/IP는 서비스 지향(Service-oriented) 통

신이 가능하며, ECU 간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SOME/IP-SD(SOME/IP

Service Discovery) 기능을 제공한다.

SOME/IP-SD 기능을 통해 Server는 Offer 메

시지를 보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Client는 원하

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구독(Subscribe)한다.

SOME/IP-SD 메시지에는 IP, Port 등 서로의

정보들을 포함한다.

SOME/IP는 RPC(Remote Procedure Call)가

가능하다. Client가 특정 기능을 요청(Request)

하면, Server는 해당 기능을 실행하고 응답

(Response)을 통해 반환 값을 보낸다[5].

2.2 vsomeip

vsomeip는 GENIVI에서 SOME/IP를 Open

Source로 구현한 것이다[6]. vsomeip의 라이브

러리는 ECU 내부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

Endpoint 관리, Service Discovery 등

SOME/IP 통신을 추상화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

한다. 특히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라우팅 관리자(Routing Manager) 개념을 사용

하며, 라우팅 관리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

(1) Routing Manager: ECU 당 하나의 라우

팅 관리자가 존재하며, Endpoint를 관리하고 다

른 ECU의 애플리케이션과 통신을 담당한다.

또한, Service Discovery 모듈을 로드하여

서비스 제공과 구독을 관리하고, 외부에서 수신

한 정보를 내부로 전달해준다.

(2) Routing Manager Proxy: 그림 1과 같이

ECU 내에 라우팅 관리자가 존재하는 애플리케

이션을 제외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로드된다.

Local Endpoint를 통해 내부 통신만 가능하며,

외부 ECU와 통신 시 라우팅 관리자를 통해서

통신한다[7].

III. SOME/IP 보안 동향
3.1 SOME/IP 보안 프로토콜[4]

M. Iorio 등의 연구에서는 SOME/IP 통신

보안을 위해 세션 연결 단계에서 메시지를 보

호할 수 있는 보안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다[4].

SOME/IP에서 채택한 서비스 지향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제안된 해당 프레임워크는 서비스 인

스턴스 단위로 세분화 된 보안이 이루어지도록

동작한다.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과

중요도에 따라 3가지 다른 보안 수준을

1)nosec, 2)인증(Authentication), 3)기밀성

(Confidentiality)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째, nosec 수준은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 상태의 SOME/IP를 말한다. 둘째, 인증 수

준에서는 허용된 애플리케이션만 메시지를 보

그림 1. ECU 통신 방식을 나타내는 vsomeip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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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고, 메시지 패킷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셋째, 기밀성 수준은 가장 강력한 SOME/IP 보

안 수준으로 해당 수준에서는 메시지를 암호화

하여 공격자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

록 하고, 인증 및 무결성도 제공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제시된 3가지 보안 수준에

따라 보안 정책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Offer) 역할을 하는 서비스 인스턴스의 최

소 보안 수준을 '인증'으로 설정한다면, 이 정

책에 따라 보안 수준에 맞게 허용된 애플리케

이션만 해당 서비스 인스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구독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세션 연결 시 이러한 보안 정책을

가지고 통신을 보호할 수 있다. 세션 연결은 클

라이언트가 서버에게 특정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 시작한다. 서버는 요청을 받으면 해당 요청

자가 보안 정책에 맞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 후,

서비스 인스턴스 및 인증서 유효성 검증을 거

친다. 검증을 통과하면 인증서에서 얻은 클라이

언트의 공개키로 서버가 생성한 대칭키를 암호

화한다. 서버는 암호화된 대칭키와 요청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서버의 개인키로 서명해서 클라

이언트에게 전송한다.

응답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전송된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증한다. 검증

을 통과하면 암호화된 대칭키를 클라이언트의

개인키로 복호화하여 대칭키를 얻는다. 즉, 서

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동일한 대칭키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세션 연결 이후 메시지 패킷을 보안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낸다. nosec 수준에서는 수정

되지 않은 메시지 패킷을 보낸다. 인증 수준에

서는 패킷 끝에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을 추가하여 인증 및 무결성을 보장한다.

기밀성 수준에서는 Payload를 암호화하여 공격

자로부터 기밀성을 보장한다.

즉, M. Iorio 등의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

크를 통해 검증된 애플리케이션과의 안전한

SOME/IP 통신을 보장할 수 있으며, SOME/IP

미들웨어와 호환성이 높은 보안 솔루션 구현이

가능하다.

3.2 SOME/IP를 위한 IDS/IPS[8]

T. Gehrmann 등은 SOME/IP의 서비스 지

향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IDS/IPS(Intrusion

Detection System/Intrusion Prevention

System) 아키텍처를 제안하였다[9]. SOME/IP

미들웨어에 IDPS(Intrusion Detection and

Prevention System) 모듈을 통합시켜 서버/클

라이언트의 서비스 ID 정보를 받아 어떤 서비

스가 제공되고 구독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

SOME/IP의 오픈소스 구현인 vsomeip에서

는 라우팅 관리자가 서비스 제공과 구독을 관

리한다. 예를 들어, 서버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우팅 관리자로 서비스

ID(Service ID)와 인스턴스 ID(Instance ID)를

전달한다. 라우팅 관리자는 Offer_Service 함수

를 호출하여 클라이언트에게로 새로 제공된 서

비스를 알린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구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라우팅 관리자에서 호출할

수 있는 보안상 중요한 SOME/IP 함수(예:

Offer_Service)가 IDPS 엔진을 호출하도록 설계

되었다. 해당 호출에서 IDPS 엔진은 자신을 호

출한 함수의 이름과 서비스 관련 인수 값을 전

달받게 된다.

IDPS 보안 정책은 SOME/IP 함수에 대한

규칙 튜플로 구성되며, 실제 함수에 전달되는

인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Offer_Service 함

수에 대한 정책은 정당한 서비스 ID와 서버 ID

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즉, 어떤 서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정의하는 쌍  
으로 구성된다. 각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자

(예: 자동차 제조업체)에 의해 디지털 서명되어

업데이트되며, 읽기 전용 메모리에 안전하게 저

장한다.

따라서, IDPS 엔진은 SOME/IP 함수로부터

전달된 인수 값이 보안 정책에 포함된 정당한

값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값이

보안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SOME/IP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IDPS 엔진에 의해 탐지 및 차단된다. 탐지의

측면에서는 로그 이벤트를 생성하거나 백엔드

에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차단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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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오류 값을 반환하거나 미리 정의된 다

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즉, 제안된 SOME/IP IDPS는 화이트리스트

전략을 사용하며, 보안상 중요한 SOME/IP 기

능에 대한 호출은 모두 IDPS가 처리하므로 공

격자가 허용되지 않은 서비스에 쉽게 액세스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IV. 결론

차량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차 내부 보안 향

상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 1과 같이 차세대 차량 네트

워크 기술인 SOME/IP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SOME/IP를 위한 보안 기술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해당 기술에 대한 다양한 보안 연

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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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술 특징

SOME/IP

보안

프로토콜[4]

- 서비스 인스턴스 단위로 3가지 다

른 보안 수준을 적용함

- 세션 연결 시 요청/응답을 통해 공

개키로 암호화한 대칭키를 안전하게

교환하여 메시지 패킷에 보안 적용함

SOME/IP를

위한

IDS/IPS[8]

- IDS/IPS를 Automotive Ethernet의

라우팅 매니저에 통합시킴

- SOME/IP 함수의 이름과 서비스 관

련 인수 값을 전달받아 미리 정의된

보안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함

표 1. SOME/IP 보안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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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CAN 프로토콜은 1983년 최초로 Bosch에 의

해 개발되었으며, 주요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

있는 ECU 간의 통신 프로토콜이다. CAN 프로

토콜은 브로드캐스트 기반으로 최대한 1Mbps

까지 정보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1]. CAN 프

로토콜은 배선 구성 비용이 낮고, 빠른 속도로

구성이 간단하며,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CAN 프로토콜은 인증 및 암

호 기능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공격 지점이 넓

어졌다. 이러한 문제의 방어기법 중 하나는

IDS이며, 사용하는 기법을 따라서 지문 등록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방식은 차량 내부 네트워크를 탐지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추가적인 장치를 요구하며 설치를

따라 차량의 비용이 많아지고 데이터 흐름이

느려지므로 탐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서

IDS를 설정하므로, 통신이 복잡해지고 배선 비

용[6] 문제로 인해 IDS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CAN 프로토콜의 인증

이 없는 단점을 활용하여 구성이 쉽고 데이터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ECU 프레임 필터

링 기법을 제안한다.

II. CAN 메시지

CAN 네트워크에서 ECU 간의 통신은 브로

드캐스트로 CAN 메시지를 통해 통신한다.

CAN 프로토콜에서는 4가지 CAN 프레임을 사

용한다[3]. (1) 데이터 프레임 : 데이터를 통신

할 때만 사용한다. (2) 리모트 프레임 : 데이터

프레임을 요청할 때 쓴다. ECU는 suspend 모

드에 돌아가도 리모트 메시지가 들어오면 반드

시 답을 보내야 한다[2]. (3) 에러 프레임 : 현

재 통신한 메시지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탐지하

CAN 프로토콜에서의 ECU 프레임 필터링을 통한 침입
탐지 시스템 개발

뭉흐델게레흐*, 오인수*, 정소영*, 임강빈**

*순천향대학교(대학원생), **순천향대학교(교수)

Development of frame filtering for the CAN protocol on ECU

Munkhdelgerekh Batzorig*, Insu Oh*, Jung So Young*, Kangbin Yim*

*Soonchunhyang University(Graduate student)

**Soonchunhyang University(Professor)

요 약

최근 자율주행차와 ICT는 기술의 발전으로 사용자에게 전혀 느껴 본 적이 없는 경험을 전해

주고 있다. 이러한 진보된 기술은 여러 개의 ECU(Electronic Control Unit)가 연결된 제어 장치

들을 요구하며 장치 간의 통신을 위해 CAN(Controller Area Network)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CAN 프로토콜은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각 ECU의 특징을 가진 메시지를 활용하여 통신한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차의 보안 취약점이 넓어지며 공격 지점이 많아졌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차

량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기법 중 하나인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를 통해 지문 등록,

변수 모니터링, 정보 이론 등 방식을 사용해서 침입을 탐지한다. 하지만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

서 추가적인 장치를 요구하며 설치 비용과 제한된 데이터 전송 등의 문제가 많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인증 과정이 없는 CAN 프로토콜의 특성과 기존 IDS의 단점을 보완한다. 각 ECU에

설치하여 구성이 쉽고 데이터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ECU 프레임 필터링 기법을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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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메시지이다. (4) 오버로드 프레임 :

CAN 메시지를 로딩하는 동안 다음 메시지를

대기 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침입 메시지는 주

요 조작된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들어온다.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본 논

문에서는 ID field, DLC, Data field를 활용한다.

그림 1 데이터 프레임 구조

CAN ID : CAN 메시지는 수신지와 발송지

의 정보가 없으므로 유일한 ID를 갖게 된다.

DLC : 페이로드 정보량의 크기를 표시한다.

4 비트 길이이며 0-8 바이트 범위의 페이로드

길이를 지정할 수 있다.

Data : 데이터를 포함하는 CAN 메시지의

페이로드 필드이다. DLC 필드의 값에 따라 0 ~

8 바이트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필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3].

Constant : 변경되지 않고 한 값만 사용하

는 신호

Multi-values : 1-3 가지 값이 있는 신호

Counters : 특정 범위 내에서 순환 카운터

로 작동하는 신호

III. 기존 IDS를 통한 탐지 방법

기존 IDS를 탐지하는 방법은 따라서 크게 4

가지로 분류된다[2].

3.1 지문 등록 기반

ECU의 하드웨어적 특징을 활용하여 조작된

메시지를 구별하는 방식이다. 통신하는 메시지

를 인식하기 위한 탐지 시스템 중에 시간 및

전압 기반으로 탐지하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3.2 변수 모니터링 기반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서 통신하는 메시지를

모니터링하며 메시지의 특징을 통해 탐지하는

방법이다. 주파수 및 리모트 프레임 기반 탐지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3.3 정보 이론 기반

ECU 간의 통신에는 메시지의 순서 및 정보

량 등 고정된 정보들이 있다. 이러한 정보를 기

반으로 탐지하는 방식 중 하나는 엔트로피 기

반 분석이다.

3.4 머신러닝 기반

최근에 기계를 학습을 시켜서 흐름을 분석하

는 알고리즘이 인기가 많아졌다. 이러한 알고리

즘을 차량 내부 네트워크 데이터로 학습을 시

켜서 침입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IV. ECU 프레임 필터링을 통한 침입

탐지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 필터링은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각 ECU들에게 들어오는

메시지들을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확인하는 방

법이다.

ECU를 하나의 노드라고 하면 CAN 프로토

콜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노드들은 브로드캐스

트로 메시지를 보낸다. 노드가 브로드캐스트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본인의 메시지를 제외하

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 이런 방식은 네트워크에서 통신

하고 있는 메시지의 출처를 확인하기가 어려우

므로 CAN 프로토콜의 큰 단점으로 메시지를

통한 공격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단점

을 활용하여 self-filtering을 통한 간단한 시스

템을 노드에 설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4.1 Installation

그림 2 ECU 내부 구조

프레임 필터링을 위해 각 ECU 들의 ID 필

드와 데이터 필드 기반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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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각 ECU에 설정해 준다. 빠른 탐지를 위해

프레임 필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들어오는

메시지들을 확인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에 설

정해준다.

4.2 Detection

그림 3 ECU 내부 필터링 방법

프레임 필터링의 과정은 각 노드에 들어오는

메시지들을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본인이 보낸

메시지인지를 확인한다. 들어오는 메시지가 블

랙리스트에 없으면 넘기고 만약 블랙리스트에

있으면 공격 및 다른 노드가 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V. ECU 프레임 필터링을 통한 공격

탐지 방법
공격자는 CD플레이어, 블루투스, 셀룰러 및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도구 등 여러 가지 방법

으로 CAN 네트워크에 원격이나 직접 접속할

수 있으며 CAN 버스에 있는 노드를 조작해서

모든 권한을 얻을 수 있다.

5.1 Fuzzing attack

Fuzzing-attack은 네트워크에 임의의 값을

보내서 그 기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흐름을 분석한다. 이런 공격을 통해 공격자가

네트워크 통신 가능한 메시지를 분석하지 않아

도 찾아낼 수 있다[7].

5.2 Impersonation attack

Impersonation-attack은 Man-In-the-Middle

공격으로 ECU의 통신하는 메시지들을 파악한

후에 ECU ID 값으로 조작된 메시지를 보내는

공격이다[5]. CAN 프로토콜은 인증이 없어서

Impersonation-attack을 탐지하는 것은 어렵다.

5.3 Masquerade-attack

그림 4 Masquerade attack

공격자는 ECU를 분석해서 메시지 흐름을

파악한 후에 ECU를 중지시킬 수 있다[4].

Masquerade-attack은 ECU를 중지시킨 후에

Impersonation-attack을 사용한다. 이러한 공격

은 네트워크 흐름에는 차이가 없어서 탐지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탐지하기 어려운 공격을 프레임 필터

링을 사용해서 쉽고, 빠르게 탐지할 수 있다.

공격자가 보낸 메시지는 브로드캐스트로 전송

되며 차량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수

신한다. 그 중에 조작됐던 메시지의 발송지 노

드도 수신하게 된다. 조작된 메시지를 받은 노

드는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공격이나 이상 행위

가 발생했는지 탐지할 수 있다.

VI. 결론

최근 자율주행차 발전으로 차량에 다양한 부

품들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사이

버 공격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안이 필수적으

로 필요하다. 따라서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보

안 기법의 하나인 IDS가 개발 중이다. 하지만

IDS는 보안을 위해 탐지 속도 및 설치 비용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CAN 프로토콜 및 기존 IDS

에 대해 설명하고 브로드캐스트로 통신하는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한 핵심 탐지 기법으로 데이

터 기반 프레임 필터링을 제안했다. ECU 프레

임 필터링을 통해 차량 간의 네트워크의 메시

지를 확인해서 공격 및 이상 행위를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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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환경 문제로 인한 내연 기관 생산 감소

에 따른 대체재로 전기차가 부상했다. 2010년

세계 최초 양산형 전기차가 출시되었고, 이어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에 294만 대 넘

게 전기차가 판매되었다[1]. 전기차에 대한 수요

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전

기차 충전 프로토콜에 대한 ISO 15118 표준을

지정하였다[2].

전기차의 새로운 프로토콜과 표준이 개발되

고 있지만, 전기차 대다수는 아직 CAN을 통해

통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CAN을 탑재한 차

량에서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broadcast 방식으로 통신한다. 따라서 전기차에

탑재된 컨트롤 패널, 충전 포트,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에어컨 또는 히터와 같

은 공조기 등을 담당하고 있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들이 송‧수신하는 모든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전기차 충전 프로토콜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Tesla Model 3에서

사용하고 있는 CAN 기반 전기 충전 프로토콜

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CAN

및 전기차 충전 프로토콜에 대한 배경지식을

소개한다. 3장은 CAN 기반 전기 충전 프로토

콜 분석 방법론을 소개한다. 4장은 제안하는

CAN 기반 전기차 충전 프로토콜 방법론을

Tesla Model 3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Tesla

Model 3의 전기차 충전 프로토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

은 본 논문에 대한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배경지식
2.1 CAN

CAN(Controller Area Network)은 1986년

독일의 Robert Bosch 社에서 개발되어 1993년

CAN 기반 전기차 충전 프로토콜 분석
강동우*, 김다영**, 신지우**, 김형훈*, 주경호***, 조효진****

*숭실대학교 (대학원생) **서울여자대학교 (학생)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숭실대학교 (교수)

The Analysis of CAN-based Electric Vehicle Charging Protocol

Dongwoo Kang*, Dayoung Kim**, Jiwoo Shin**,

Hyunghoon Kim*, Kyungho Joo***, Hyo Jin Jo****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tudent) **Seoul Women’s University (Under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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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환경 문제로 인한 내연 기관의 생산 감소로 전기차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의 부품들이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넘어가는 것처럼 변화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차량용 통

신 프로토콜은 아직 자동차 내부 제어 네트워크로 CAN(Controller Area Network)을 사용하고

있다. CAN 통신에는 암호화 및 인증 기술 적용의 부재와 접근 제어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broadcast 통신 사용과 같은 보안이 취약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차

충전 프로토콜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고, 상용 차량인 Tesla Model 3를 이용하여

CAN 기반 전기차 충전 프로토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차

실험을 통해 Tesla Model 3의 충전 프로토콜에는 프라이버시 및 충전 프로토콜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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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ISO 11898 표준으로

지정하였다[4].

CAN의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은 메시지가 전송되

는 주기를 가지며, Identifier에는 패킷의 CAN

ID, Data Field에는 메시지가 보내고자 하는

payload가 들어있다.

2.2 전기 충전 프로토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전기 자원 관리, 전

기 공급 장치의 최적화와 소액 결제를 통한 효

율적이고 편리한 지불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전

기 충전 프로토콜에 대한 ISO 15118 표준을 지

정하였다[5].

그림 2와 같이 전기 충전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이 지정되어 있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각각

표준 프로토콜을 참고한 독자적인 전기차 충전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III. 전기 충전 프로토콜 분석 방법론
CAN 통신에서는 전기 충전 프로토콜 데이

터뿐만 아니라 차량의 주행상태, 현재 속력, 차

량 데이터 통신 상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데이

터들이 송‧수신된다. 따라서 CAN 기반 전기

충전 프로토콜 분석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

관련 CAN ID를 식별하고 해당 패킷들에 대한

payload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그

림 3과 같이 전기차 충전 관련 CAN ID 식별

및 데이터 분석 단계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

CAN 패킷 주입 단계로 구성된다.

3.1 전기차 충전 CAN ID 및 데이터 분석 단계

전기차 충전 관련 CAN ID를 식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실험 차량(e.g. Tesla Model 3)의 상태

를 주행, 정차, 충전 3가지로 분류한 후, 각 상

태에 대한 CAN 패킷 로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주행 또는 정차 상태일 때 발생하지 않았

으면서 충전 상태일 때 발생하는 CAN ID들을

전기차 충전 관련 후보군으로 식별한다.

둘째, 위의 각 3가지 상태에서 해당 CAN

ID의 Data Field의 각 bit들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BFR(Bit-Flip Rate)[6] 값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BFR 값을 지니는 CAN ID를 후보군

으로 도출한다. BFR은 특정 bit 위치에서 bit

값이 (0→1 또는 1→0) 변하는 정도에 대한 비

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주행 또는 정차 상

태일 때 임의의 CAN ID에 대한 Data Field에

서 모든 bit의 BFR 값이 0이었다가 충전 상태

일 때 특정 bit의 BFR 값이 상승할 경우, 해당

Data Field가 충전할 때에 변하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CAN ID를 전기차 충전

관련 CAN ID 후보군으로 선택한다.

CAN ID 후보군을 식별한 후, 해당 ID들의

Data Field의 BFR 값이 변화하는 영역을 분석

하기 위해 ASCII decoding을 수행한다.

3.2 전기차 충전 관련 CAN 패킷 주입 단계

전기차 충전 관련 CAN ID 식별 및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CAN ID 리스트를 실험

차량에 주입하고 차량의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프로토콜과 관련 있는지 검증한다.

이때, 주입하는 CAN 패킷의 주기와 충전하는

동안 발생하는 CAN 패킷의 주기를 같게 맞추

그림 2. 전기 충전 프로토콜 Request and
Response

그림 1. CAN 데이터 프레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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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두 패킷의 충돌이 일어나 패킷 주입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주입하는

CAN 패킷의 주기는 충전하는 동안 발생하는

CAN 패킷의 주기보다 짧게 한다.

IV. 실험 및 분석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그림 4와 같은

환경을 구축하였다. 전기차 충전기는 ㈜시그넷

시스템 社의 FC50K-CCA-TR을 이용하였다.

실험 차량은 Tesla 社의 Model 3을 이용하였

다. 차량의 OBD-Ⅱ포트에 Intrepid 社의 Rad

Galaxy를 결합하여 CAN 메시지를 수신하고 주

입하였다. CAN 메시지 로깅은 Intrepid 社에서

제공하는 Vehicle Spy 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전기차 충전 관련 CAN ID 후보군의

Data Field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Open

DBC(Database CAN)[7]를 참고하였다.

4.2 실험 분석 결과

3.1장의 두 과정을 통해 도출된 후보군은 표

1과 같다. Data Field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bit들은 로깅하는 동안 값이 변하지 않은 bit들

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파란색으로 표시된 bit

들은 값이 변하는 bit들을 의미하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bit들은 특정한 규칙을 보이며 값이 변

하는 bit들을 의미한다.

도출된 후보군의 CAN ID들의 Data Field는

ASCII encoding된 16진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payload를 알아내기 위해 해당 Data Field 값을

decoding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주행 또는 정차 상태일 때 발생하지

않고 충전 상태일 때 발생하는 CAN ID인

0x405를 분석하였고, 표 2와 같이 3개의 패킷이

순환하면서 나타나는 것(cycling message)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표 1, 2에서 식별된 CAN ID 및 이에 대한

Data Field를 분석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Tesla Model 3의 전기차 충전 프로토콜에 존재

하는 2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 프라이버시 문제

CAN ID 0x405를 지닌 3개의 cycling

message는 첫 1byte가 10, 11, 12로 indexing

되어 있다. 첫 1byte가 10일 경우, 4byte 만큼의

0이 나오고, indexing 되어 있는 byte를 제외한

17byte가 payload를 의미한다. 이 payload를

decoding 했을 때, 실험 차량의 유의미한 식별

정보인 차대번호를 얻을 수 있었다. 만약 해당

식별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

집한다면, 전기차 충전기 등의 충전 인프라는

차대번호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소 위치에 기

반한 특정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존재한다.

§ 전기차 충전 프로토콜 방해(DoS) 문제

BFR 값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값을 지니는

CAN ID인 0x212를 분석한 결과, 실험 차량의

컨트롤 패널에 충전 상황 화면을 출력할 수 있

었고, 충전 상황이 화면에 출력될 때마다 공조

기 작동이 멈추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3. CAN 기반 전기차 충전 프로토콜 분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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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AN ID 0x333, 0x352를 각각 분석한

결과, 두 개의 ID 모두 차량 충전 상황에 오류

를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CAN

ID 0x352의 패킷을 변조하면 실험 차량의 컨트

롤 패널에 표시되는 배터리 잔량을 변조할 수

있었고, 실험을 통해 배터리 잔량을 100으로 바

꾸면 충전기가 충전 완료로 인식하여 충전이

종료되는 현상과 배터리 잔량을 100 미만의 값

으로 유지하면 완충된 상태여도 충전을 계속

시도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충

전 오류 공격을 반복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한다.

V.결론

본 논문에서는 CAN기반 전기차 충전 프로토

콜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Tesla Model 3

를 활용하여 제안하는 방법론을 실제 차량에

적용하였다. 실차 기반의 실험을 통해, Tesla

Model 3의 전기차 충전 프로토콜에는 차대번호

기반 위치 추적 가능성, 전기차 충전 방해로 배

터리 성능 저하 가능성 등이 존재함을 확인하

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해당 방법론을 확장하여

CAN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차 충전 프로토

콜들에 대한 보안 이슈들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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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차량 산업은 자율 주행 기능과 커넥티드 카와 같은 기술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으

며 그에 따라 다수의 ECU(Electronic Control Unit)가 탑재되어 있다. ECU는 CAN(Controller

Area Network)을 통해 통신함으로써 차량의 여러 기능을 제어한다. 하지만 CAN의 암호화 및

인증 기술의 부재와 접근 제어가 없는 브로드캐스팅 통신 방식으로 인하여 공격자는 차량을 제

어하는 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차량의 제어 패킷을 찾기 위해서는 CAN 메시지 분석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CAN 메시지 분석을 위하

여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CAN 메시지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차량의 속도와 연관된 CAN 메시지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으며 실제 차량에 제안된 기법을 적

용해봄으로써 성능을 평가한다.

I. 서론

최근 차량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량에 탑재되

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의 개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ECU는 전자제어장치로 차량의

엔진 및 제동과 같은 차량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내부 네트워크인

CAN(Controller Area Network) 프로토콜을 이

용하여 통신한다. 하지만 CAN의 브로드캐스팅

방식과 기밀성, 무결성, 인증, 접근제어 부재로

인하여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며 대표적인 사례

인 지프 체로키 차량[1] 공격 이후로 차량에 대

한 원격 및 물리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CAN의 세부 구현 사항은 차량 제조업체의

기밀사항이므로 CAN 메시지에 대한 분석과 리

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CAN 메시지 분석 기법[3], [4]은 CAN data 필

드에 포함된 신호 식별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추출된 신호값 중 센서 필드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해석하고자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향상된 CAN 메시지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

구에 필요한 배경지식과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CAN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

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을 실제 차량에 적용한

결과 및 평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결론을 맺는다.

II. 배경지식 및 관련연구

2.1 CAN 프로토콜

CAN 프로토콜은 1986년 Robert Bosch에서 개발

되어 1993년 ISO 11898 표준 규격으로 채택되었다

[2]. CAN Data Frame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으며 총

7개의 필드로 SOF(Start Of Frame), Arbitration,

Control, Data, CRC(Cyclic Redundancy Check),

ACK(Acknowledgement), EOF(End Of Frame)와 같

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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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AN Data Frame

2.2 CAN 메시지 분석 기법

READ(Reverse Engineering of Automotive

data Frames)[3]는 CAN data 필드의 인코딩된

다양한 유형의 신호를 분석하기 위한 자동 리

버스 엔지니어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차량

에서 수집된 모든 CAN 메시지를 각 CAN ID

에 대해 분류하여 ID 수만큼의 트레이스를 생

성한다. bit-flip rate를 구하기 위하여 각 트레

이스마다 포함된 CAN 메시지 리스트의 data

필드의 16진수 값을 2진수로 변환한다. 시퀀스

메시지에 따라 각 bit가 변하는 정도를 측정한

후, 해당 ID의 메시지 수로 나눔으로써 해당

bit 위치의 bit-flip rate를 계산한다. 계산된

bit-flip rate를 통해 신호 값의 경계를 추출하

고, data 필드에 인코딩 된 신호(Physical,

Counter, CRC)를 식별한다. 결과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험 차량의 CAN

DBC(database for CAN)와 비교하였고 약 95%

이상의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LibreCAN[4]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센서와

OBD(On-Board Diagnostics)-II 프로토콜을 이

용하여 차량의 파워트레인과 차체 부분의 CAN

메시지 신호를 해석하는 자동화된 프레임워크

를 제안하였다. LibreCAN은 READ[3] 알고리

즘을 기반으로 data 필드의 신호 경계 추출을

시행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임의의 임계값을 기

준으로 Physical, Multi-values, CRC, Counter

필드 신호를 분류한다. 또한, 식별된 신호를

OBD PID[5]와 IMU 센서에서 측정한 신호와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통해 일치시켜 차량의

파워트레인 및 차체와 관련된 CAN 메시지 정

보를 파악한다. LibreCAN에 의해 해석된 CAN

메시지 구조는 해당 연구팀이 소유한 CAN

DBC 파일과의 비교를 통해 정확성을 증명하였

다.

III. 제안기법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차량의

CAN data 필드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

법을 제안한다. 수집한 CAN 메시지에 대해

bit-flip rate 기법을 적용하여 Sensor 필드를

추출한 후,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수집한 속

도 정보와의 상관관계를 구한다. 가속도 센서의

속도 정보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CAN의

Sensor 필드는 차량의 속도 정보를 나타내는

CAN data 필드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CAN DBC의 공개된 리소스 파일[6]과 비교하

여 유추된 CAN ID 및 data 필드에 대한 결과

를 평가한다.

3.1 가속도 센서 수집 및 속도 정보 계산

IMU 센서를 사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의 가

속도 값을 수집한다. 수집된 시간 정보와 가속

도 값을 이용하여 주행 시간에 따른 차량의 속

도를 계산한다. 가속도와 초기 속도를 알면 시

간에 따른 속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식 (1)을

사용한다.

  (1)

3.2 CAN 메시지 분석 및 Sensor 필드 추출

bit-flip rate(BFR)를 구하기 위해 차량의

CAN Traffic을 수집하여 CAN ID 별로 CAN

메시지를 분류한다. CAN ID의 DLC 길이에 따

라 0∼63 길이의 bit position으로 나타낼 수 있

다. 각 CAN ID의 bit-flip rate는 식 (2)에 따라

계산된다[7].

  



  



    (2)

Ÿ  : 임의의 CAN ID()의 k번째 bit

position에 대한 bit-flip rate

Ÿ  : 임의의 CAN ID()를 가지는 CAN 메시

지 수

Ÿ  : 임의의 CAN ID()의 번째 data 필드

의 번째 bit와 번째 data 필드의 번째

bit 값이 다르면 1, 같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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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FR에 따른 신호 분류

계산된 bit-flip rate의 특징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Sensor, Unused, Counter, Checksum과

같은 신호로 분류할 수 있다. Sensor 필드는 특

정 물리량(Physical Value)의 값을 나타내며

bit-flip rate가 LSB(Least Significant Bit)에서

MSB(Most Significant Bit)로 이동할수록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한 신

호 중, 차량의 속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Sensor 필드에 대한 신호만을 사용한다.

3.3 가속도 센서값과 CAN Sensor 필드의 상

관관계 분석

가속도 센서값과 연관 있는 임의의 CAN ID

와 data 필드를 유추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다. 가속도 센서값을 통해 구한 속도 값

과 Sensor 필드로 분류된 모든 CAN ID의 data

필드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Sensor 필드와 CAN ID를 속도와 관련

된 CAN ID 및 data 필드로 판단한다.

IV.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CAN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환경은 그림 3과 같다. 실험 차량은 제네

시스 EQ900을 이용하였고, CAN 메시지

Monitoring을 위하여 OBD-II 포트에 NeoVI

FIRE 2 장비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3. 차량 실험 환경

그림 4. BFR을 이용한 CAN ID 및 Sensor 필드 식별

4.1 IMU 센서를 이용한 가속도 값 수집

주행 중인 차량의 가속도 값을 측정하기 위

해 라즈베리 파이와 IMU(Inertia Measurement

Unit) 센서인 MPU-6050[8]을 결합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하였다. MPU-6050은 가속도와 자

이로 센서가 하나의 센서에 모두 포함된

6DOF(Degrees of Freedom) 센서이다. 본 실험

에서는 가속도의 x축을 차량의 주행 진행방향

과 동일하게 설정한 후, x축의 가속도 센서값을

수집하여 속도 값을 계산하였다.

4.2 CAN 메시지 분석 및 신호 추출

CAN Monitoring Tool을 이용하여 주행 중

인 차량의 CAN Traffic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CAN 메시지에서 실험 차량의 모든 CAN ID를

확인하고 bit-flip rate를 계산하여 Sensor 필드

를 추출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bit position은

CAN ID의 DLC 길이에 따라 최대 0∼63으로

표현된다. 실험 차량에 대하여 총 69개의 CAN

ID중, 24개의 CAN ID에서 63개의 Sensor 필드

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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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ID

[Bit position]
Correlation

0x260[40, 45] 0.7801

0x366[32, 36] -0.739

0x366[40, 45] 0.9994

0x367[48, 60] 0892

0x368[8, 13] 0.9993

0x386[0, 10] 0.9993

0x386[16, 26] 0.9993

0x386[32, 42] 0.9992

0x386[48, 58] 0.9992

0x4F1[8, 14] 0.9991

표 1.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CAN ID 및 bit position

4.3 속도와 관련된 CAN Sensor 필드 유추

속도와 관련된 CAN ID 및 data 필드를 유

추하기 위해서는 IMU 센서를 통해 계산된 속

도 값과 CAN Sensor 필드와의 상관관계를 분

석해야한다. 각 CAN ID의 data 필드에서 분류

된 Sensor 필드와 IMU의 속도 간의 상관관계

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수치가 0.7

이상이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 -0.7 이하이면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실험

차량의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CAN data 필드

에서 분류된 Sensor 필드 중, 총 6개의 CAN

ID에서 10개의 Sensor 필드가 IMU의 속도 정

보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림 5는 IMU 센서를 통해 계산된 속도 값

과 0x4F1[8, 14]의 센서 값을 보여준다.

속도와 연관된 CAN ID와 data 필드를 리소

스 파일[6]와 비교하였고, 분류한 모든 data 필

드에 대해 차량의 km/h, rpm과 같이 속도 정보

를 나타내는 data 필드임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본 논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CAN 메시지 의

미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CAN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을 제안하였

다. bit-flip rate를 이용하여 CAN data 필드의

신호를 분류하고,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속도와 연

관 있는 CAN ID 및 data 필드를 유추하였다. 또

한, 실제 차량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리소스 파일

과 비교함으로써 제안한 기법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림 5. IMU와 0x4F1[8, 14]의 Sensor Valu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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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차량에는 조향, 엔진, AVN(Audio Video

Navigation) 등과 같은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 다수의 ECU(Electronic Control Unit)가

탑재되어 출시된다. ECU는 차량 내부 네트워크

의 표준인 CAN(Controller Area Network)을

통해 통신함으로써 차량을 더 효율적으로 제어

할 수 있게 되었다. CAN은 1986년 독일의

Robert Bosch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이며[1], 현

재까지 차량 제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

만 CAN은 암호화 및 인증 등과 같은 보안 기

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차량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융합으로 인

해,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 카와 같이 차량 기

술이 발전함에 따라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 접

근할 수 있는 외부 접점도 증가하고 있어서 차

량 해킹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2][3].

위와 같은 차량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

한 보안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중 CAN

메시지 기반 차량 침입 탐지 시스템인 CAN

Message based Automotive 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4]. CAN 메시지는 크게 주기적인 메

시지(e.g., 차량 속도, 공기압 센서 등)와 차량

이벤트 발생 시에 메시지 주기가 변경되는

PE(Periodic and Event) 메시지(e.g., 방향지시

등, 차량 문 열림 등)로 분류된다. 기존 IDS는

주기적인 메시지에 대해 높은 탐지율을 보여주

고 있는 반면, 이벤트에 따라 메시지 주기가 변

경되는 PE 메시지에 대한 탐지율 평가가 부족

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CAN

Message based IDS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메시

지를 이용한 공격과 PE 메시지를 이용한 공격

에 대한 탐지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기존 IDS의

한계점을 보여주며 향후 IDS 연구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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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차량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접점 또한 증가함

으로써 차량 해킹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차량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솔루션

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중 CAN(Controller Area Network) 메시지 기반 차량 침입 탐지 시스템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차량 침입 탐지 시스템들은 주로 주기적

인 CAN 메시지에 기반한 공격에 대해서만 성능 평가가 이루어진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대표적인 침입 탐지 시스템 3가지를 선정하고, 이를 구현하여

차량 이벤트 발생 시에 전송 주기가 변하는 CAN 메시지를 이용하는 공격에 대한 탐지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 결과, 논문에서 선택된 3개의 IDS들은 전송 주기가 일정하

지 않은 메시지 기반 공격들에 대해 탐지 성능이 (F1-score 기준) 약 50% 이하로 나타났고, 해

당 공격들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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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배

경지식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CAN

Message based IDS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

는 3장에서 소개된 IDS들을 평가한다. 마지막

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배경지식

2.1 CAN Data Frame

CAN 프로토콜의 Data Frame 구조는 그림 1

과 같으며, SOF(Start Of Frame),

ID(IDentifier), RTR(Remote Transmission

Request), IDE(IDentifier Extension bit),

R(Reversed), DLC(Data Length Code), Data

Field, CRC(Cyclic Redundancy Check) Field,

ACK(Acknowledgement) Field, EOF(End Of

Frame)로 구성되어 있다. CAN ID의 길이에 따

라 표준 CAN 2.0 A(11bit)와 확장 CAN 2.0

B(29bit)로 구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

CAN 2.0 A를 이용한다.

2.2 공격 시나리오

CAN과 관련된 알려진 공격은 Flooding,

Spoofing, Replay, Fuzzing으로 총 4가지로 구

성되어 있다[5].

Ÿ Flooding: 높은 우선순위의 CAN 메시지를

대량으로 주입하는 공격

Ÿ Spoofing: 공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CAN 메시지를 생성하여 주입하는 공격

Ÿ Replay: 기존에 흐르던 정상 CAN 트래픽을

추출하여, 그대로 다시 주입하는 공격

Ÿ Fuzzing: 임의로 선택한 ID에 무작위 값을

매번 설정하여 주입하는 공격

III. CAN Message based IDS

3.1 (Type 1) GAN 기반 IDS [6]

PE 메시지 기반 공격에 대한 성능 평가 대상

으로 선정된 Type 1 IDS는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7]을 활용한 IDS이다[6].

Type 1 IDS에서는 CAN Data Frame의 ID

를 feature로 사용한다. 특정 개수의 CAN 메시

지 단위 기준으로, ID에 대해 one hot vector

encoding 방식을 이용하여 2D grid 형식으로

변환한 real image를 생성한 후, real image의

spatial correlation 특징을 학습한다. Type 1

IDS에는 두 개의 탐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모델은 알려진 공격을 탐지하는

discriminator이고, 두 번째 모델은 알려지지 않

은 새로운 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모델이다. 두

번째 탐지 모델에서는 generator를 이용하여 학

습에 사용된 real image와 비슷한 fake image

를 생성한 후, fake image를 탐지할 수 있는

discriminator를 제공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앞

서 설명한 두 개의 탐지 모델 discriminator에

대한 특정 임계값을 조절하면서 2.2절에서 소개

된 4가지의 공격 기법을 평가한 결과, 약 99%

의 높은 탐지율을 보여주었다.

3.2 (Type 2) DCNN 기반 IDS [8]

Type 2 IDS는 DCNN(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9] 기반 IDS를 이용한다[8].

Type 2 IDS도 Type 1 IDS와 마찬가지로

CAN Data Frame의 ID를 Feature로 사용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29개의 CAN 메시지 단위 기

준으로, hexadecimal인 ID를 binary로 변환하여

2D grid frame을 생성한다. 생성된 2D grid

frame의 spatial correlation 특징을 학습한다.

Type 2 IDS는 Inception-ResNet[10] 모델의 아

키텍처를 수정 및 경량화한 Reduced

Inception-ResNet을 생성하였다. 위와 같이 생

성한 탐지 모델을 이용하여 2.2절에서 소개된 4

가지의 공격 기법에 대해 평가한 결과, 약 99%

의 높은 탐지율을 보여주었으며, 다른 머신러닝

그림 1. CAN Data Frame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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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들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가장 높은 탐

지율을 보여주었다.

3.3 (Type 3) Random Forest 기반 IDS

Type 3 IDS는 Random Forest[11] 기반 IDS

를 이용한다.

Type 3 IDS에서는 Random Forest 학습을

위해 CAN 메시지 간의 frequency, sequence,

busload, counter, difference, interframe space,

data equal rate 등 총 15가지의 feature를 선택

하였다. Type 3 IDS는 2020 K-사이버 시큐리

티 챌린지 자동차 해킹 공격/방어 트랙에서 1위

를 달성하였다[5].

IV. 실험 및 평가

3장에서 설명한 3가지의 CAN Message

based IDS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메시지 공격과

PE 메시지 공격에 대한 탐지 성능을 평가한다.

4.1 공격 데이터셋

본 실험에서 사용되는 주기적인 메시지 공격

데이터셋은 [5]을 이용하였다. PE 메시지 공격

데이터셋은 실험 차량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성

하였으며, 공격 데이터 셋의 구성은 표 1과 같

고 실험 환경은 그림 2와 같다. neoVI-Fire2 장

비를 이용하여 차량의 OBD-II 포트를 통해 PE

메시지를 주입 및 로깅하였다.

4.2 평가 및 결과

본 실험에서는 CAN 메시지 단위 기준

(packet-based attack/normal decision)으로 정

상과 공격 메시지를 분류한 결과에 대해

F1-score를 계산함으로써 모델의 탐지 성능을

평가하였다.

Ÿ    


Ÿ    


Ÿ    ×  
 × 

3가지의 CAN Message based IDS에 대한

탐지 성능 평가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의 그

래프에서 살구색, 주황색, 빨간색은 [5]의 공격

데이터셋, PE 메시지 공격 I (0x541), PE 메시

지 공격 II (0x553)에 대한 탐지율을 나타낸다.

Type 1, Type 2, Type 3 IDS 모두 주기적인

메시지 공격에 대해서는 약 80% 이상으로 높은

탐지율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PE 메시지 공

그림 2. AVANTE CN7 실험 환경

CAN ID Frequency
Event

Frequency
Description

0x541 100ms 40ms
방향지시등

비상점멸등
0x553 200ms 40ms 와이퍼

표 1. AVANTE CN7 PE 메시지 공격 리스트

그림 3. Type 1, Type 2, Type 3 IDS의 F1-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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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대해서는 Type 1, 2 IDS는 약 20%의 탐

지율을 보이고, Type 3 IDS는 약 50% 이하로

낮은 탐지율을 볼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주기적인 CAN 메시지의

특성들을 주로 학습하게 되는 기존 IDS들이 이

벤트에 따라 정상 상황에서도 메시지 전송주기

변화하는 PE 메시지들을 이용한 공격은 대처하

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의

실험 결과는 PE 메시지를 이용한 공격들을 탐

지할 수 있는 IDS 기술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기계학습 기반

CAN Message base IDS에서 대표적인 3가지

기술을 구현한 후, 이를 이용하여 PE 메시지

공격에 대한 탐지 성능 평가를 하였다. 실험 결

과를 통해 CAN 메시지의 전송 주기 특성에 기

반한 IDS들은 PE 메시지 기반 공격들을 제대

로 탐지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주기적인 메시지 공격 이외에도 PE 메

시지 공격을 탐지하는 IDS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

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1-0-00111,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

행 자동차 사이버 공격 및 방어 기술 연구)

[참고문헌]

[1] Robert Bosch GmbH, CAN Specification

Version 2.0, 1991.

[2] C. Miller and C. Valasek, Remote

Exploitation of an Unaltered Passenger

Vehicle, Black Hat USA, Aug, 2015.

[3] Keen Security Lab of Tencent, Free-Fall:

Hacking Tesla from Wireless to CAN

Bus, Black Hat USA, Jul, 2017.

[4] K.G. Kim, J.S. Kim, S.H. Jeong, J.H.

Park, and H.K. Kim, Cybersecurity for

autonomous vehicles: Review of attacks

and defense, Computers & Security, Apr,

2021.

[5] H.J. Kang, B.I. Kwak, Y.H. Lee, H.E. Lee,

H.J. Lee, and H.K. Kim, Car hacking and

defense competition on in-vehicle

network, Workshop on Automotive and

Autonomous Vehicle Security (AutoSec),

Feb, 2021.

[6] E. Seo, H.M. Song, and H.K. Kim, GIDS:

GAN based intrusion detection system for

in-vehicle network, in 16th Annual

Conference on Privacy, Security and

Trust (PST), Aug, 2018.

[7] I. Goodfellow, J. Pouget-Abadie, M. Mirza,

B. Xu, D. Warde-Farley, S. Ozair, A.

Courville, and Y. Bengio, Generative

adversarial nets, i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Jun,

2014.

[8] H.M. Song, J.Y. Woo, and H.K. Kim,

In-vehicle network intrusion detection

using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Vehicular Communications, Jan, 2020.

[9] A. Krizhevsky, I. Sutskever, G. E. Hinton,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n

Advances in Neru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Dec, 2012.

[10] K. He, X. Zhang, S. Ren, and J. Sun,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Jun, 2016.

[11] T.K. Ho, Random decision forests, in

Proceedings of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ocument Analysis and

Recognition, Aug, 1995.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123



I. 서론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통상 해커들

은 보안 취약점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시스템에 침투하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은 해커

들에게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

키는 문과 같은 곳이다. 개발자 관점에서 이러

한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입력값을 잠재적인 위험으로 간주하고, 사용하

기 전에 값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입력값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입력값의 위치를 찾고

사용 전 확인하는 작업은 시스템 전체의 데이

터 흐름을 직접 추적해야 하므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저자가 작성했던 블로그 글[1]을

확장한 내용으로, 정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입력값이 전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중요 코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또 개발자들에게 이러

한 보안 취약점들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기술하고 마무리한다.

II. 배경 지식

2.1 오염 분석 (Taint Analysis)

[2]보안 프로그래밍 용어로 확인하지 않은

입력값을 오염(tainted) 데이터라고 한다. 오염

분석은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데 사용되는 기

법의 하나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같은 민감

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는 방

법이다.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값들을 읽어오는

코드를 오염의 근원(taint source)이라 하고, 오

염 데이터가 유효성을 확인받지 않은 이상 흘

러가면 안 되는 곳을 오염 구멍(taint sink)[3],

유효성을 확인받은 데이터는 깨끗한(cleansed)

데이터라 한다. 오염 분석은 오염의 근원에서

오는 입력값들이 오염 구멍으로 모이는 것을

정적 오염 분석을 통한 보안 취약점 탐지
박상희*, 최진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Detecting Security Vulnerabilities with Static Taint Analysis

Sang-Hui Bak*, Jin-young Choi**

*School of Cybersecurity, Korea University

요 약

소프트웨어의 크기가 커지고 사용되는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안 취약점에 의한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내장형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해선 장치에 물리적인 접근이 가

능해야 했기 때문에 해커들은 내장형 시스템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내장형 시스

템 간의 네트워크 통신 연결이 증가함에 따라 장치에 접근하지 않아도 공격 가능한 방법이 생

기고 있다. 개발자들은 네트워크 통신 연결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해

증가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개발자들의 인식 수준은 아직도 매우 낮다. 하여 본 논문에서는

여러 보안 취약점 중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입력값으로 인한 보안 취약점에 대해 다루고, 이

러한 보안 취약점이 전체 시스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떠한지, 개발자들에게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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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는 분석이다. 오염 분석[4]은 정적 오염

분석(static taint analysis)[5]과 동적 오염 분석

(dynamic taint analysis)[6], 그리고 둘을 혼용

하는 혼합 분석(hybrid analysis)으로 분류된다.

정적 오염 분석은 프로그램을 실행 없이 소스

코드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며, 동적 오염

분석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시키며 입력값

에 대한 결과값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오염된 데이터는 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동작이나 실패와 같은 품질 이슈를 발생시키기

도 한다. 어떠한 형태든 입력값을 받는 센서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 센서들로부터 받

는 입력값들을 모두 잠재적인 위험으로 간주해

야 한다. 왜냐하면, 입력값들에 대한 예외처리

코드가 없는 경우 차후 시스템의 실패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염 분석 기법은

소스 코드의 가장 위험한 부분의 품질을 향상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개발자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입력값을 확

인하고 검증함으로써 이러한 보안 취약점들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이 오염 데이터

를 적절히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

은 전체 소스 코드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고 데

이터 및 조건 흐름을 쫓아가야 해서 어려울 수

있다. 크기가 작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지루한 작업이 될 수 있으며 사람이 직접 분석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2.2 오염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공격

검증되지 않은 채널을 통해 입력된 값을 사

용하는 것의 가장 큰 위험은 해커가 해당 채널

을 보안 취약점으로 이용하여 중요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시스템이 실패되도록 유도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오염 데이터와 연관된 대표적인

보안 약점[7]은 Buffer overrun이 있고 공격으

로는 [8]SQL injection, command injection,

cross-site scripting 등이 있다.

타격이 컸던 사이버 공격들의 대부분은

Buffer overrun을 이용한 공격이었다. 해커가

Buffer overrun을 악용하는 방법은 많이 있으

나, 본 논문에서는 해커가 중간에 프로세스를

가로채고 임의의 코드로 돌게 만드는 가장 기

본적인 경우를 다루고자 한다.

Fig. 1. Buffer overrun 예시 코드

Fig. 1.를 보면 CONFIG라는 환경 변수 값을

받아오는 getenv를 호출하여 외부 입력값을 받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스 코드를 작성

한 개발자는 아마도 환경 변수 값이 버퍼 크기

보다 적다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버퍼 크

기 값과 입력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코드는 작

성되어 있지 않다. 만약 해커가 100을 넘는 값

을 할당할 경우 Buffer overrun이 발생할 것이

다. 이때 저장된 데이터는 인접한 변수 영역을

침범할 것이며, 결국 포인터 영역까지 침범하게

된다.

해커는 이렇게 데이터의 길이와 내용을 적절

히 조절함으로써 Buffer overrun을 일으키고 운

영체제의 스택이 실패(crash)되게 하여 특정 코

드가 실행되도록 한다. 해커가 보낸 데이터는

대게의 경우 특정 시스템에서 실행될 수 있는

기계가 코드와 복귀 포인터에 저장될 새로운

주소로 구성되어 있다. 복귀 포인터에 저장될

새로운 주소는 다시 스택 메모리 공간을 가리

켜서 해커가 작성한 명령어를 실행하게 된다.

이 예시는 환경변수를 입력값으로 받아오고

있으나 파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채널과 같은

다른 어떤 경우의 입력값이든 모두 같은 이유

로 위험하다. 가장 위험한 입력값은 해커가 통

제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한 입력값일 것이다.

III. 정적 오염 분석을 통한 보안 취약

점 탐지

3.1 자동화된 정적 분석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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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deSonar로 검출한 오염의 영향을 보여주는 Buffer overrun

사람이 직접 오염 데이터로부터 취약한 시

스템 에러를 찾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

로 자동화된 정적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오염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정적 오염 분석은 정적 분석의 한 형태로 정적

분석 도구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9]

통상적으로 정적 분석 도구들은 모든 입력

파일 및 함수를 읽고 파싱하여 프로그램 전체

에 대한 구조 모델을 만든다. 그 모델은 각각

의 컴파일 단위에 대한 추상 트리, 조건 흐름

그래프, 기호표, 호출 그래프와 같은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엔진은 이러한 지표에 대

한 여러 실행문을 수행하며 결함을 찾는다. 표

면적인(분석 깊이가 낮은) 결함들은 추상 트리

또는 기호표와의 패턴 비교를 함으로써 검출된

다. 심각한 결함(널 포인터 참조, Buffer

overrun과 같이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결함)의 경우 정교한 실행문을 통해서 검

출될 수 있다. 정교한 실행문이란 추상 시뮬레

이션을 의미한다. 분석 엔진은 프로그램의 실

행을 시뮬레이팅 할 때 정확한 값을 사용하는

대신 프로그램의 추상 상태에 대한 방정식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정적 분석

도구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결함을 찾을 수 있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으므로 소스 코드 보안 점검이나

품질 향상에 굉장히 유용하다. 또한, 정적 분석

도구는 프로그램의 기능 테스트를 하기 전에

먼저 적용하여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3.2 오염 흐름(taint flow)

오염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탈 수 있다. 이때 자동화 도구들은 개

발자들이 이러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런 자동화된 정적 분석 도구의 예시로

GrammaTech 사의 CodeSonar를 사용한다.

CodeSonar는 오염의 근원 위치를 시각화하고

오염 흐름(taint flow)과 연관된 요소들을 원래

소스 코드 위에 밑줄 처리하여 보여준다. 이러

한 기능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코드에 잠재된

위험을 이해하고 해당 취약점들을 제거하기 위

해 소스 코드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가장 나은

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Fig. 2.의 80번째 줄의 파란색 밑줄은 해당

변수의 값이 파일 시스템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91번째 줄의 밑줄은

compute_pkgdatadir()에 의해 반환된 값이 오

염된 어떤 값을 가리키는 포인터임을 알려준

다. 이후 strcpy()를 이용하여 해당 값을

full_file_name이라는 지역 버퍼(84번째 줄에서

선언한)에 복사한다. 이는 오염된 값을 버퍼로

옮긴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 92번째 줄에서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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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밑줄로 해당 버퍼가 외부 값에 의해 오염되

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소스 코드를 리뷰하

는 개발자는 해커가 환경 변수 값을 조작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이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입력값에 대해 처리를 잘해 놓았다고 하더

라도 모든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보안 위협

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최악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으로 이어지

고 이는 시스템의 실패 또는 중요 정보 노출과

같은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오염 분석

은 외부로부터 받은 입력값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 전체

소스 코드가 오염 데이터에 대해 잘 처리하고

있는지는 전체 소스 코드에 대한 구조 및 데이

터 흐름, 조건 흐름을 파악해야 하므로 사람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염 분석

을 할 수 있는 자동화된 정적 분석 도구를 사

용하여 프로그램이 공격받기 쉬운 부분이 어디

인지 파악하고 보안 위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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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과거부터 최근까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양

한 공격과 방어는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소프트웨어 보호기법들이 생겨났으며, 공격자들

은 이를 우회 및 공격하기 위해 더 많은 기법

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공격자들은 이

러한 보호기법을 우회하고 나아가 서로 다른

취약점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격을 진

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파이어폭스 환경에서 기존 취

약점들을 결합한 공격을 진행한다. 2장에서 결

합 공격에 사용될 JIT Spray와 UAF를 설명한

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소개한 두 취약점을 결

합한 공격을 설명하고 4장에서 실험을 진행한

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II. 관련 연구

2.1. JIT Spraying

JIT는 Just In Time으로 프로그램을 실제 실

행하는 시점에 기계어로 변환하는 컴파일 기법

이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컴파일 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존재한다. 컴파일 진행 중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속도 향상을 목적

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함수에 대해 최적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파이어폭스에서는 이 최적

화 단계를 진행하는 단계의 컴파일러 명칭은

IonMonkey로 불린다.

JIT Spraying은 동일한 코드를 반복해서 호

출하여 JIT 컴파일러가 heap에 실행 가능한 영

역에 기계어 코드를 만들어 낸다. 이때 공격자

가 원하는 코드를 heap내에 실행 가능한 영역

에 적재한다면 공격자는 무수히 많은 NOP(Not

Operation)를 Spraying 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ASLR 보호기법을 우회할 수 있다. 또한 실

행 가능한 영역에 코드가 적재되었으니 메모리

보호기법인 DEP를 우회할 수 있다.

2.2. UAF

UAF는 Use After Free로 heap 영역에서 발

생하는 버그를 이용한 공격 기법이다. heap은

파이어폭스 취약점 JIT Spraying 및

Use After Free 결합 공격

윤진영* 류재철*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Firefox Vulnerability JIT Spray and
Use After Free Combination attack

Jin-Yeong Yoon* Jae-Cheol Ryou*

*Department of computer and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IT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며 시큐어 코딩 및 보호기법 적용하여 취

약점으로부터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구성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만들고 있다. 이러한 소프

트웨어의 보호기법을 우회하기 위하여 공개된 취약점 JIT Spraying과 UAF 취약점을 결합하여 공

격하게 된다면 소프트웨어에 존 재하는 보호기법을 우회하고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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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loc함수를 이용하여 heap영역에 동적으로

allocate 할 수 있다. allocated heap은 사용이

끝나면 free함수를 통해 할당된 영역을 해제한

다. heap은 free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 메모리 할당 알고리즘 first fit, best

fit, worst fit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중 대표

적으로 first fit이 사용하며, 이는 할당 가능한

메모리 영역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할당한다.

UAF는 메모리에 할당된 영역을 해제한 뒤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버그로,

allocate된 메모리 영역을 free후 동일한 사이즈

로 다시 allocate 시 이전에 free된 영역과 같은

위치에 할당된다.

이 후 처음 할당한 데이터를 호출하게 되면

알 수 없는 포인터를 참조하게 되고 공격자가

이를 조작하여 악의적 행위를 포함한 shellcode

를 실행할 수 있다.

III. JIT Spraying과 UAF 결합 공격

본 장에서는 파이어폭스 환경에서 발생한 두

취약점을 결합하여 공격을 진행하였다.

파이어폭스에서는 여러 방어 기법을 사용하

여 하나의 취약점만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공격

을 이루기 어렵다. 고유한 보안 메커니즘에 의

해 성능에 영향 없이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프

로그램을 방어한다.

기존에 발생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 악의

적 코드를 업로드 하였으나 실행권한 방어기법

을 통해 코드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으나,

메모리 보호기법인 ASLR 을 우회하지 못하여

메모리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한다. 이러한 취

약점의 공격 코드를 적절히 결합하여 공격할

경우 프로그램의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게 된

다.

JIT Spraying은 자바스크립트의 코드가 어셈

블리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상수가 어셈블리어

의 명령어와 유사하게 동작할 수 있다.

var val = 0xa8909090 코드는 JIT 컴파일러

에 의해 바이트코드로 변환되는데, 이 때 각각

0xa8, 0x90으로 변환된다. 이는 OP

Code(Operation Code, 명령코드}로 인식되어 실

제 명령어로 동작하게 된다. x86환경에서 a8은

“test al,인자” 이며, 0x90은 NOP 이다.

그림 1 JIT Spraying 코드 및 흐름

그림 1에서 보듯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로 작

성된 0xa8909090이 JIT 컴파일러를 통해 어셈

블리어로 변환되고, 이는 다시 C코드를 웹으로

포팅하는 서브셋 asm.js를 통해 실행되게 되는

데, 이 때 x86 어셈블리어 코드는 add eax의

OP Code인 05를 0xa8의 인자로 사용하며 이는

OP Code로 동작하여 test al, 05로 변환된다.

변환된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되고

이 코드를 반복적으로 생성하여 메모리에 위치

하게 하면 많은 NOP를 통해 ASLR을 우회할

수 있다. 그림 1의 형태로 구성하여 메모리 내

불필요 데이터를 spraying하고 공격자는 무수히

많은 NOP를 통해 ASLR을 우회하여 원하는 메

모리 영역에 shellcode를 적재할 수 있다. 하지

만 JIT Spraying은 공격의 컨트롤 플로우를 수

정하도록 하는 EIP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ASLR, DEP 등 보안기법을 우회함에도 사용하

는데 있어 제한적이다.

그림 2 UAF 증명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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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코드는 UAF 취약점을 트리거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이다. 파이어폭스 내 에 존재

하는 취약점 중 DOM구조체에서 UAF 취약점

이 발생하고, 이 취약점을 통해 EIP 컨트롤이

가능하다.

div 엘리먼트의 차일드인 option 엘리먼트를

select의 차일드로 지정하고, 이벤트 리스너가

동작하게 되면 이벤트 리스너의 select 엘리먼

트를 초기화한다. select 엘리먼트의 구조체 사

이즈인 160바이트와 동일하게 구조체를 구성하

게 되면 free 된 영역에 위치하게 된다. 이후 프

로그램의 흐름에 영향 없이 계속 프로그램은

진행되지만 잘못된 메모리 주소로 인해, 크래

쉬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call 인스트럭션을

통해 메모리 주소값을 공격자가 의도한 메모리

영역으로 EIP를 조작할 수 있다.

하지만 공격자의 코드를 실행하기에는 메모

리 내 실행권한이 없으며 메모리의 사이즈도

140(metadata와 address 각각 16, 4바이트)바이

트로 어려움이 있다.

이를 성공하기 위해 JIT Spraying 공격과 결

합한다면, 메모리에 충분히 spraying 된

shellocde의 주소로 EIP를 이동시켜 shellcode를

실행할 수 있다. 두 취약점을 결합하기 위해서

는 그림 3과 같이 구성하며, 결합한 공격으로

특정 문자가 반복되는 shellcode를 실행할 수

있다.

그림 3 JIT Spraying과 UAF의 결합 구성

IV. 실험

JIT Spraying를 이용하여 수없이 많은 NOP

및 shellcode를 적재하여 ASLR과 DEP를 우회

하고 UAF 버그를 이용하여 JIT Spraying에 의

해 메모리에 적재된 shellocde의 메모리 주소로

EIP를 조작하여 shellcode를 실행할 수 있다.

그림 4 JIT Spraying

그림 4는 JIT Spraying를 이용하여 NOP와

shellcode를 메모리 내 충분히 spray하여 JIT

컴파일러가 assembly 코드로 변환하도록 유도

한다.

그림 5 UAF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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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 우측 메모리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그림 5는 UAF를 트리거하는 select element를

구성한다. EIP가 가리킬 NOP Slide의 주소와

메타데이터를 넣어주고, 프로그램이 크래쉬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모리 영역 내 임의의 유효

한 메모리 주소를 넣어준뒤, 남은 영역에 dum

my 값을 넣는다. 이 후 파이어폭스 흐름에 따

라 EIP가 NOP Slide 주소로 변경된다.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동작되며 이 후

shellcode가 실행되며 그림 6에서 보듯

Pwned!:) 메시지가 무한히 출력된다.

그림 6 shellcode 실행

V. 결론

본 논문에서 파이어폭스에서 발생한 JIT

Spray취약점과 UAF취약점을 결합하여 공격자

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

각각의 취약점도 충분히 위협적인 취약점이

지만, 시스템을 장악하는 shellcode를 실행하기

에는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이 두 취약점을 결

합하여 공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보호기법을

우회하고 궁극적인 시스템 장악을 통해 더 강

력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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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Binary code similarity detection lays the
foundation for many reverse engineering
tasks such as vulnerability detection, malware
analysis, binary diffing, and finding code
clones. Traditional binary code similarity
detection techniques [1],[2],[3] take two
binaries as an input, extract numeric and
structural features from binary functions, and
finally compare them to measure the
similarity ratio between them. Existing
techniques [2] make an assumption that two
compared binaries are compiled with the
same compiler, architecture, and optimization
levels. There are techniques like discovRE
[5], which provide solutions fo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2020-0-01343,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Research

Center(Hanyang University ERICA))

Author: sami.ullah2316@gmail.com

cross-architecture comparison but they are
not optimal for the top 1% comparison i.e. 1:1
mapping of functions.
Vulnerability analysis at the source code

level is comparatively accurate and easier
than the analysis at the binary level. When
some vulnerable or malware code is
recognized at the source code level, it could
be compiled and compared with other binaries
(for which source code is not available), to
find similar vulnerable code in them. In this
research, we focus on the source to binary
code comparison which can help to find
source code level identified vulnerabilities in
binaries (like firmware that don’t have source
code). However, an efficient solution is not
straightforward and would require the same
compilation configurations for both compared
binaries and binary comparison technique,
which is resilient to compiler optimizations. In
general, this research aims to address the
following underlying challenges for
source-binary comparison.

BugClone: Towards Finding Vulnerable Source Code Clones in
Binary Executables *

Sami Ullah, and Heekuck Oh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Abstract

Vulnerabilities are continuously discovered and common in all software platforms.
When some vulnerability is explored at the source code level, there must be a
technique to find a similar vulnerable code in binaries; for which source code is not
available (firmware, server, etc. binaries). A typical solution would be to compile the
vulnerable source code and compare the compiled binary with target binaries.
Existing binary code similarity detection techniques are only efficient when both
binaries are compiled with the same compilers, architecture, and optimization levels.
Different compilers and configurations change with CFG (control flow graph) that
eventually makes the comparison error-prone. The main challenge for source-binary
similarity detection is that we don’t know the compiler used and its configurations
for the target binary and hence the only way is to compile source code with all
possible compilation options and compare all resultant binaries with the target binary;
which is unrealistic. In this research, we propose a solution to eliminating the
many-one comparison by one-one comparison for the source-binary comparison
problem. First, we detect the compilation options for the target binary and compile
the vulnerable source code using the same compilation configurations. Later, we
employ the embedding model-based binary comparison, which is resilient to light
compiler optimizations and outcome promis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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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hallenge: Canonicalization codes
Existing binary comparison techniques

compare the control flow graphs, data flow
graphs, and their derived features but these
features are highly volatile and dependent on
compilation configurations. For an optimal
source-binary similarity comparison, both
target and compiled source code must share
similar compiler and their compiler
configurations. A layman solution would be
to compile it for each possible configuration
and compare each resultant binary with the
target binary. However, that would require an
enormous effort and not a practical solution.
In this regard, we aim to design a technique,
which can detect the compiler configurations
from the target binary and use these
configurations for the compilation of
vulnerable source code. We call these settings
compilation provenance in writing.

1.2 Challenge: Compiler Optimizations
Realistically speaking, compilation

configurations cannot be detected with 100%
accuracy. Among the compilation
configurations, detecting the compilation
optimization level is pretty hard and
error-prone. To cater to this, either the
optimization level must be detected or the
binary comparison technique must be flexible
I matching function which was compiled with
different optimization. We adopt the latter
strategy and propose and binary comparison
technique by adopting a methodology, which
can suppress the changes due to different
optimization levels.

II. Proposed Solution
An overall flowgraph of our approach is

shown in Figure 1. Given a target binary, the
compilation provenance identification module
will detect the architecture, compiler, and
compilation configurations. Derived
configurations will be used to compile the
source code and later both binaries will be
compared for binary similarity detection. In
this research, our focus is on deriving the
compilation provenance and proposing a
semantic aware binary diffing solution by
modeling assembly code to an equivalent
embedding vector.

Detecting the architecture of binary is

straight forward and can be detected from
the binary file header. To detect compiler and
its setting, we adopt a feature based ML
solution that extract the feature from
different binaries and train the network. The
features with which we represent functions
can be thought of as a collection of simple
predicates about the binary code. We model a
binary’s provenance by assuming that there
exists some relationship between these
predicates and the tool-chain that generated
the code.
- For example, if functions generated by

the GNU C Compiler were known to almost
always begin with a “push ebp” instruction
and those generated by the Microsoft Visual
C compiler almost never did so.
- Furthermore, each compiler follow a

different stack frame setup operation
structure. We aim to use a wildcard based
structure (push epb | * mov esp, ebp) to
define a feature.
- We have observed that different

compiler output different CFG for a function,
so we extract the CFG features (count of
nodes, edges, and their relationship). In this
research, we aim to formulate a feature set
extracted from CFG that ensure the
uniqueness a function. Each binary consists
of a large number of functions. So we
formulate a feature vector against each
function and use it to collectively represent a
binary.

Once we have the feature set, we train
the model in a supervised fashion that learns
to model the function features to detect the
compiler provenance. We have used the
dataset used by discovRE [5], which is
open-sourced at Github.

Figure 1: Overall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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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binary comparison techniques
focus on the structural properties, which are
not optimal for compiler optimizations as
optimizations affect the control flow graphs.
In this research, we employ the word2vec [4]
based representation of a function using the
assembly code against functions and use it
along with structural features to compare the
binaries. We model the Gensim word2vec
model and train it using assembly data. We
consider an instruction like a sentence, where
opcodes and operands are contexts to each
other. Once we have the embedding
representation of each word in assembly, we
formulate an instruction vector that is the
aggregate of all tokens in instruction, and
later to compute the function vector, we
aggregate all instruction vectors. The
resultant function vector is resilient to light
optimizations.

III. Evaluation
In Table 1, we have compared the

proposed binary comparison tool with the
baselines that are Asm2Vec, BinDiff, and
DeepBinDiff [6]. The evaluation parameters
are Recall and precision. As shown in Table
1, the proposed tool outperforms in Recall but
the DeepBinDiff is relatively efficient in terms
of precision. This work is in the experimental
phase and we aim to further improve its
precision by reducing the false-negative
cases.

IV. Conclusion and Future Work
Compiler optimizations are a big hurdle in

matching the binary codes. Detecting the
compilation provenance can match the

compilation setting of compared binaries and
thus can boost the efficiency of binary code
matching techniques. Our proposed technique
is in implementation phase and in future we
aim to present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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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웹은 비교적 외부에서의 접근이 쉬워 웹 취

약점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보안 사고

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웹

기반 공격이 사이버 공격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사회 전반의 서비스가 비

대면·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사이버 공격도 급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 문제를 개인

적 측면에서 해결 가능할 경우 보안 사고가 감

소할 것으로 기대하여 Fuzzing 기반의 웹 취약

점 탐지 기법을 제시한다.

웹 취약점 탐지는 탐지 대상 URL 리스트에

Fuzzing 방식으로 우회 방식이 적용된 페이로

드를 사용한 SQL Injection, XSS(Cross Site

Scripting), File Inclusion, Command injection,

Directory Traversal 공격을 통해 진행된다.

기존 사용되는 웹 취약점 탐지 솔루션과 달

리, 별다른 검색 없이 자신의 취약점을 패치 할

수 있도록 취약점 진단 외에 진단 결과 보고서,

보안 패치 가이드, 반자동 패치 등의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퍼징 기반 웹 취약점 탐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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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zzing-based Web Vulnerability Detection Method

Ji-Un Jung*, Chan-Ho Lee*, Se-Jung Hwang*, Kang-Nyeon Kim*,

Taeshik Shon‡

*Department of Cyber Security, Ajou University(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yber Security, Ajou University(Professor)

요 약

최근의 사이버 공격(해킹)은 보안 패치가 발표되기 이전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제로데이 공격,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들은 대부분 소스 코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으로

방화벽, 침입 방지 시스템 등의 일반적인 보안 장비로는 대응이 어려운 특성을 가진

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의 실수나 논리적 오류 등으로 인한 소프

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해킹 등의 보안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시큐어 코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큐어 코딩이 미숙한 개발자와 기업을 대

상으로 OWASP 10대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Injection, XSS(Cross Site Scripting),

File Inclusion, Directory Traversal 등 기본적이지만 피해가 가장 큰 취약점들을

Fuzzing 방식을 기반으로 한 진단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을 통해 개발자들이 시큐

어 코딩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서비스를 가볍게 점검해볼 수 있는 기

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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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관련 제품

2.1 SQLMap

SQLMap은 SQL Injection 공격 및 탐지를 위해

만들어진 무료 오픈소스 침투 테스트 툴이다.

MySQL, Oracle, PostgreSQL, Microsoft SQL

Server, Microsoft Access, IBM DB2, SQLite,

Firebird, Sybase, SAP MaxDB, HSQLDB를 대상으

로 작동하며 boolean-based blind, time-based blind,

error-based, UNION query-based, stacked queries,

out-of-band의 6가지 SQL Injection 취약점에 대한

진단 및 공격을 지원한다.

2.2 Pentest Tools

Pentest-Tools.com은 SQL Injection, XSS,

LFI, RFI, Command Injection 등 수십 가지의

취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웹 기반 솔루션이다.

병렬 진단을 통해 빠른 진단 속도와 진단결과

보고서, 구독 기능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URL 당 최소 $6.5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유

료 서비스이며, 서브 도메인 자동 탐색을 지원

하지 않기에 수동으로 탐지 대상 URL을 입력

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2.3 OWASP Zed Attack Proxy

OWASP Zed Attack Proxy 툴은 140개의 취

약점을 자동 혹은 수동으로 진단 해주는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서브 도메인 자동 탐

색을 지원하며 취약점 진단 후 결과 보고서를

제공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진단 속도와

복잡한 사용법, 높은 오탐율이 단점이다.

III.시스템 구조

사용자로부터 취약점을 진단할 웹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받고, 서브 도메인 탐색 툴인

Blackwidow를 Customizing 한 코드를 통해 해

당 URL 내에 존재하는 서브 도메인 및 URL들

을 수집한다. 수집된 URL의 소스 코드 내에

form 태그와 같이 사용자의 입력을 요구하는

영역 등을 대상으로 Command injection, File

Inclusion, SQL Injection, Cross-site Scripting

공격을 수행한다.

공격은 취약점별로 페이로드를 GET,

POST 쿼리에 퍼징 방식으로 탑재하여 이루어

지고, 공격에 대한 응답 소스 내에 존재하는 패

턴 혹은 문자열을 기준으로 취약점 탐지 여부

를 판단한다. 페이로드는 취약점 별로 필터링을

우회하기 위해 인코딩, Null Byte Injection 등

다양한 우회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대상 서버에

피해를 주지 않는 스크립트로 구성되어있다.

IV.기능

4.1 Command Injection

필터링을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적용

된 50개의 payload를 GET, POST 방식을 사용

하여 차례로 웹 사이트에 전송한다. 전송에 대

한 응답에서 공격이 성공하였을 때 찾을 수 있

는 ls, netstat, cat /etc/passwd 등의 명령어 입

력 결과 출력되는 패턴을 검색하여 취약점 존

재 여부를 진단한다.

4.2 SQL Injection

기존의 query에 SQL 에러를 발생시키거나

True/False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payload를

더한 값을 GET, POST 방식을 사용하여 차례

로 웹 사이트에 전송한다. 전송에 대한 응답에

서 SQL error 관련 메시지 여부, DB 정보 유출

등을 발견할 경우를 기준으로 취약점 존재 여

부를 진단한다.

4.3 Local File Inclusion

필터링 우회와 Path traversal을 위해 txt에

저장한 payload를 GET, POST 방식을 사용하

여 차례대로 웹 사이트에 전송한다. 전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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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에서 일반적으로 주요 파일 내에서 포

함하고 있는 패턴을 발견할 경우를 기준으로

취약점 존재 여부를 진단한다.

4.4 Remote File Inclusion

필터링 우회를 적용하여 대상 서버가 원격

서버에 존재하는 파일을 inclusion 하도록 원격

서버의 공격 파일 주소를 payload로 전송한다.

공격 파일은 해쉬 값을 담은 txt 파일로 하여

해당 해쉬 값이 발견될 경우 취약점이 발생했

다고 판단한다.

4.5 XSS

필터링을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태그와 인코

딩 등의 방법이 적용된 payload를 GET, POST

방식을 사용하여 차례로 웹 사이트에 전송한다.

사용한 payload가 전송에 대한 응답에서 그대로

발견될 경우, 알람을 보내는 스크립트 패턴이

존재할 경우, 이스케이핑 되지 않은 경우를 기

준으로 취약점 존재 여부를 진단한다.

4.6 URL 수집

웹 취약점 분석을 위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URL뿐만 아니라 해당 도메인에 존재하는 모든

URL에 대해 취약점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규모가 큰 사이트의 경우 URL의 서브 도메인

도 취약점 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HTML a 태그의 href 등을 파싱하여 URL을

수집하는 오픈소스 웹 스캐너 blackwidow 툴을

커스터마이징한 코드를 통해 서브 도메인과

URL을 수집한다. GET 방식 파라미터를 포함

하는 Dynamic URL, HTML에 form 태그가 존

재하는 URL을 수집한 후 중복된 URL들을 제

거 및 정렬하여 txt 파일로 저장한다.

4.7 반자동 패치 기능

본 논문의 주목적인 개인 개발자들은 취약점

이 발생하더라도 패치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용

자가 취약점이 발생한 서버 측 코드를 입력하

면 언어 및 취약점 별 패치 정보가 담긴 파일

에서 정보를 읽어와 패치 가능한 패턴을 정규

식으로 검색한다. 만약 해당 패턴이 존재하는

경우 지정된 패치를 진행하여 취약점이 보완된

코드를 반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4.8 구독 기능

취약점이 패치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

후 처리다. 웹 서비스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거쳐 코드를 수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주기를 선택

해 구독 기능을 활성화하면 해당 주기마다 사

용자에게 메일로 취약점 진단 보고서를 전송해

주는 기능을 제시한다.

V.검증

본 장에서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관 A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협조를 받아 본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인 취약점 진단 테스트를 수행하여

기법 검증 및 결과 분석을 진행한다.

5.1 실험 환경

본 논문의 실험 서버는 AWS EC2 서비스를

사용했으며 vCPU 2개와 RAM 4GB의 Ubuntu

18.04 Server 환경으로 구성된다. 실험은 A 기

관의 협조로 5일 동안 4시간씩 진행되었으며 A

기관의 3개의 도메인, 총 300여 개의 URL에 대

한 취약점 진단이 이루어졌다. 진단 속도의 경

우 기존에는 스레드를 사용하여 1초에 대략 10

번 이상의 request를 보냈지만, 상대 서버의 리

소스 고갈 문제를 고려하여 대략 1초에 5번의

request를 전송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Cloud Service AWS EC2

vCPU (가상 CPU) 2

RAM 4GB

OS Ubuntu 18.04 Server

5.2 검증 결과 및 분석

A 기관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분석 결과, 총

3가지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각의 취

약점은 A 기관의 소스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유출 혹은 변조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취

약점이었으며, 본 진단을 통해 취약점 진단 기

능을 검증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취약점은 진단 과정 속 발견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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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접근에 대한 정보 유출이다. 취약점을 진단

하는 도중 발견한 문제로, 특정 URL을 통해 접

속하면 해당 웹 사이트에 대한 Physical Path,

Module 명 등 여러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해킹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시되는 것은 상

대 서버에 대한 정보 수집이다. 얻은 정보를 통

해 다양한 공격 방식을 유추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Error 페이지를 설정 파

일에 만들어 넣는 것으로 패치는 굉장히 간단

하다. 이는 OWASP 10의 “A6. 잘못된 보안 구

성”에 속한다.

두 번째 취약점은 SQL Injection이다.

OWASP 10중 “A1. Injection”에 속하는 취약점

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위변조 및 탈

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 기관의 모든

도메인이 같은 Database를 쓰는 가정하에 해당

서브 도메인만이 아니라. A 기관의 DB 속 모

든 데이터를 위변조 및 탈취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취약점은 Directory Traversal을 통

한 SVN의 발견이다. SVN이란 형상관리/소스

관리 도구를 의미하며 저장소를 만들어 그곳에

소스들을 저장해 소스 중복이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software이다. 고로 해당 software의

유출은 곧 소스의 유출을 의미한다. 간단한 툴

을 사용해 실제로 내부에 들어있는, 과거에 저

장한 서버 측의 소스 코드를 받을 수 있었다.

소스 코드를 단순히 보는 것만을 넘어 SVN에

SSH URL을 이용하면 임의 코드 실행 공격까

지 실행할 위험이 있는 위험한 취약점이다.

VI.결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웹 취약점을 최소화하

기 위해 Fuzzing 기반 취약점 탐지 기법을 제

시하였다. 웹 서버의 서브 도메인과 디렉토리를

스캔하여 공격 payload 전송에 대한 응답을 기

준으로 웹 사이트 취약점을 탐지한다. 이후 사

용자에게 탐지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공한

다. 발견한 취약점에 대한 정보와 보안 패치 가

이드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가적으로 자신의

취약점 보안 패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상용화 중인 솔루션과 달리 진단결과만을 알

려주는 것을 넘어, 반자동 패치 기능을 탑재하

여 시큐어 코딩을 접해보지 못한 개발자에게

자신의 취약한 코드를 안전하게 변환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구독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

가 업데이트한 웹 서비스를 일정 주기마다 자

동으로 취약점을 진단해 보고서를 메일로 전송

하여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5가

지 취약점에 대한 탐지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다수의 웹 취약점이 존재하

고 있으므로, 탐지 가능한 취약점 종류를 추가

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취약점 탐지 기법

연구와 취약점 탐지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향

상된 취약점 탐지 기법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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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동통신 시스템은 2000년대의 3G, 2010년대

의 4G를 거쳐 현재 이동통신 표준단체인 3GPP

에 여러 회사나 기관들이 모여 국제 5G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5G가 지향하는 서비스의 방향을 4G

대비 20배 더 빠른 최대 전송속도의 초고속성,

전송 지연을 10분의 1로 단축하는 초저지연성,

1 당 10배 더 많은 100만 개의 기기를 연결

할 수 있는 초연결성 등 5G가 갖춰야 할 기술

적 우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이동통신

시스템은 2019년 4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상

용화되는 등 빠르게 발전되고 있으며 스마트팜,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0-0-00085, 5G+ 기반 6G 이동통신 정보보안 기술

연구)

VR/AR 등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서비스와 결합하

여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시

스템이다. 하지만 만약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취약점이 발생한다면 5G 이동통신 기반 서비스

또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4G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취약점으로는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fication) 도청, 중간자 공격 등이 존재한

다[2]. 이는 여전히 5G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취

약점이 될 수 있다. 또한, 5G는 새로운 보안 기

능에 대한 취약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코어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인

Free5GC를 이용하여 5G-AKA(Authentication

and Key Agreement) 프로토콜과 Security

Setup 과정에서 RAN(Radio Access Network)

을 통해 발생하는 NAS-PDU 데이터에 대한 취

약점 공격을 분석한다.

5G-AKA 및 SMC의 RAN 취약점 분석*

김태완*, 김현기*, 이옥연**

*국민대학교 금융정보보안학과(대학원생),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교수)

RAN Vulnerability Analysis for 5G-AKA and SMC

Tae-Wan Kim*, Hyunki Kim*, Okyeon Yi**

*Dept. Financial Information Security,

Kookmin University(Graduate Student)

**Dept. of Information Security, Cryptology, and Mathematics,

Kookmin University(Professor)

요 약

2019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화된 5G는 초고속성, 초지연성, 초연결성의 서비스로서 통신,

교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와 융합되어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개발

과 연구가 되고 있다. 하지만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5G

기반 서비스또한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5G 이동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5G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와 이동

통신망 사이의 상호인증 프로토콜인 5G-AKA와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Security

setup 과정을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5G 이동통신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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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5G Security

2.1 5G Security Procedure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단말과 이

동통신망 사이의 상호인증이 필요하다. 4G 이

동통신 시스템에서는 EPS AKA 절차를 사용하

여 단말과 이동통신망 사이의 인증을 진행했지

만, 가입자의 신원정보인 IMSI가 평문의 형태

로 단말에서 기지국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악의

적인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5G-AKA에서는 가입자 신원정보인

SUPI(Subscription Permanent Identifier)를

SUCI(Subscription Concealed Identifier)로 암

호화하여 단말과 이동통신망 사이의 인증을 진

행하기 때문에 사용자 신원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인증이 완료되면 단말과 SN(Serving

Network) 간의 제어 평면에서

NAS(Non-Access Stratum) 시그널링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 Security setup을 시

작한다. NAS security setup이 완료된 이후

NAS 메시지는 기밀성과 무결성이 보호되어 전

달된다. 이때 사용되는 암호화 및 무결성 알고

리즘은 [표 1]과 같으며, 전체적인 5G Security

의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2.2 NAS-PDU

UE와 SN간 제어 메시지는 NAS 메시지를

통해 통신한다. NAS 메시지의 주요 기능은 인

증, 식별, UE 데이터 업데이트 및 보안 제어와

UE와 데이터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연결 확립

및 유지를 위한 세션 관리 등이 있다[4]. 5G

Security 과정에서 NAS 메시지는 UE와 SN 사

이의 UE Registration Request, Authentication R

equest/Response, SMC(Security Mode C

ommand/Complete)가 있다.

UE는 서비스 수신을 승인받고, 이동성 추적

및 접근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등록해야 한다. UE는 5G 이동통신망에 최초 등

록이 될 때 Registartion Request 메시지를 SN

에 보냄으로써 등록 절차를 시작한다[5].

Registration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는 주요

Element는 [표 2]와 같다.

[그림 1] 5G-AKA 및 SMC 과정 [3]

암호화 알고리즘 무결성 알고리즘
NEA0(Null) NEA0(Null)
NEA1(SNOW 3G) NEA1(SNOW 3G)
NEA2

(AES-128 CTR)

NEA2

(AES-128 CMAC)
NEA3(ZUC) NEA3(ZUC)

[표 1] 5G 암호화 및 무결성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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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AKA는      에 대한 키

합의와 UE와 네트워크 간의 상호 인증을 제공

하기 위해 사용한다. 5G 이동통신망은 UE에게

Authentica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5G-AKA 인증 및 키 합의 절차를 시작한다.

Authentication Request 메시지를 받은 UE는

5G 네트워크로부터 받은 챌린지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요청 메시지에 따른 응답 메시지

를 보내야 한다. 5G AKA의 절차는 항상 네트

워크에 의해 시작 및 제어된다. Authentication

Request 메시지와 Authentication Response 메

시지에 포함되는 주요 Element는 [표 3], [표 4]

와 같다.

III. 5G Security Procedure 취약점

3.1 5G 코어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이동통신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

은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동통신 시

스템의 검증을 위한 연구와 개발은 필수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

5G 이동통신 시스템 시뮬레이션이 개발되고 있

다. 현재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5G 코어 프로

젝트는 C언어 기반의 Open5GS, Go언어 기반의

Free5GC가 대표적이다[6]. 본 논문에서는

Free5GC를 이용하여 5G Security 절차를 분석

한다.

3.2 NAS 메시지 취약점

이동통신 시스템이 등장한 이후부터 5G까지

도 허위 기지국 공격(Rogue Base Station)은

항상 존재한다[7]. 허위 기지국 공격은 강한 무

선 신호를 이용하여 5G 네트워크와 UE 사이에

서 데이터를 탈취 및 위변조하여 중간자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등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

게 한다. 따라서 허위 기지국 공격을 이용한다

면 5G-AKA 인증과정과 5G Security setup 과

정에서 NAS-PDU 데이터를 통해 UE 데이터를

탈취 및 위변조 할 수 있다.

Registration Request 메시지의 UE security

capability 필드에는 UE가 지원하는 암호화 및

무결성 알고리즘의 정보가 포함되어있다. 만약

NEA0, NEA2 암호화 알고리즘과 NIA2 무결성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UE security

capability 메시지 필드는 [그림 2]와 같다.

information Element Presence
Extended protocol discriminator M
Security header type M
Spare half octet M
Authentication request message

identity
M

ngKSI M
Spare half octet M
ABBA M
Authentication parameter RAND O
Authentication parameter AUTN O
EAP message O

[표 3] Authentication request message content

information Element Presence
Extended protocol discriminator M
Security header type M
Spare half octet M
Authentication response message

identity
M

Authentication response parameter O
EAP message O

[표 4] Authentication response message content

[그림 2] 기존 UE security capability

information Element Presence
Extended protocol discriminator M
Security header type M
Spare half octet M
Registration request message

identity
M

5GS registration type M
ngKSI M
5GS mobile identity M
UE security capability O

[표 2] Registration request messag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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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악의적인 공격자가 UE와 SN간의

Registration Request 메시지를 탈취 후 암호화

알고리즘을 변조하여 SN에 보내면 5G-AKA가

끝난 후 SMC 메시지는 기존과 다른 암호화 알

고리즘을 사용하게 된다.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

해 NEA0 암호화로 변조된 UE security

capability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변조된 UE security capability

변조된 UE Registration Request 메시지를 시

작으로 인증 절차를 마친 UE와 5G 이동통신망

은 NAS Security 설정을 시작한다. 이때 5G

이동통신망은 NAS 메시지 암호화 알고리즘으

로 NEA0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되고,

NAS SMC 메시지를 받은 UE는 NEA0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NAS uplink를 암호화한다. [그림

4]는 정상 UE security capability를 이용한

NAS 메시지를 나타내며, [그림 5]는 위변조된

UE security capability를 이용한 NAS 메시지

를 나타낸다. NEA2를 이용하여 NAS 메시지를

암호화한 경우 [그림 4]과 같이 NAS 메시지가

암호화되어 전송되지만,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

해 NEA0 암호화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림

5]과같이 NAS 메시지가 평문 상태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문으로 된 NAS 메시지

에는 ngKSI, 5GS mobile identity, UE

Capability 등 중요 데이터가 기밀성이 제공되

지 않은 상태로 전달되며, 이후의 NAS 메시지

또한 기밀성이 제공되지 않는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코어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허위 기지국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5G Security 과정에서 NAS 메시지의 위변조

공격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였다. 5G security

과정에는 NAS 메시지에 대한 취약점뿐만 아니

라 SUCI, SEQ와 같은 인증 정보를 이용한 취

약점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맞는 보안대

책이 필요하며, 더욱 안전한 5G 서비스를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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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EA0를 이용한 NAS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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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블루투스 SIG(Special Interest Group)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스마트폰, PC와 같은

플랫폼 디바이스보다 IoT 기기와 같은 주변

기기에서의 블루투스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며,

블루투스 기술이 2022년 기준 52억대 이상의

기기에 탑재될 전망이다[1]. 그러나 블루투스

기술은 통신 과정에서 다양한 취약점이

존재하며, 이를 악용한 보안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격자는 블루투스 취약점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 원격 제어를 통해

개인정보 탈취, 오디오 신호 전송 및 도청,

데이터 스니핑 및 위·변조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2]. 하지만 블루투스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21R1A2C2011391).

기술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커널

블루투스 취약점이 사용하는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며,

3장에서는 BleedingTooth 공격에 사용되는

커널 블루투스 취약점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분석한 취약점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BleedingTooth 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구조
본 장에서는 커널 블루투스에 사용되는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4,5].

(그림 1)은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커널 블루투스 취약점을 활용한 BleedingTooth
공격 분석

정인수*, 이민경**, 곽진***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응용및보증연구실

Analysis of BleedingTooth Attack
Using Kernel Bluetooth Vulnerabilities

In-Su Jung*, Minkyung Lee**, Jin Kwak***

*,***Deparment of Cyber Security, Ajo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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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블루투스는 오디오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 위치 서비스, 디바이스 네트워크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약 100만 개의 생활 속 디바이스에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인 Massive IoT 기술이 적용되며 디바이스간 통신에 사용되는 블루투스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블루투스가 여러 디바이스에 적용됨에 따라 블루투스 관련 취약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블루투스의 프로토콜을 활용한 커널 블루투스 취약점인 BadVibe,

BadChoice, BadKarma를 통해 BleedingTooth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T에 활용되는 운영체제인 리눅스 커널 블루투스 취약점 및 BleedingTooth 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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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구조

2.1 HCI(Host Controller Interface)

HCI는 호스트 PC와 블루투스 모듈인 호스트

컨트롤러 간 통신을 위해 SIG에서 규정한 표준

인터페이스로 물리적 계층인 BR/EDR(Basic

Rate/Enhanced Data Rate), Baseband and Link

Control과 데이터 링크 계층인 Link Manager에

대한 명령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패킷의

형태는 명령어 패킷, 이벤트 패킷, 데이터

패킷으로 나뉜다. 명령어 패킷은 호스트 PC에서

호스트 컨트롤러에게 특정 동작을 명령하기

위해 보내는 패킷이다. 이는 이벤트 패킷의

형태로 호스트 컨트롤러에서 호스트 PC로

응답한다. 또한, 데이터 패킷은 하나 이상의

블루투스 디바이스와 링크가 설정되어있고

디바이스 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사용되는 패킷이다.

2.2 L2CAP(Logical Link Control and

Adaptation Protocol)

L2CAP는 Baseband에서 상위 계층

프로토콜을 조정하는 호스트의 핵심 계층

기능으로 소프트웨어인 상위 계층과 물리적인

하위 계층과의 데이터 통신 연결을 지원한다.

또한, 연결성 및 비연결성 데이터 통신

서비스도 지원하며, Multiplexing 연결,

SAR(Segmentation and Reassembly),

흐름제어, 재전송 기반 에러제어, 캡슐화,

스케줄링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2.3 AMP(Alternate MAC/PHY Manager

Protocol)

AMP MGR(Alternate MAC/PHY

Manager)는 블루투스 Core system의 보조

컨트롤러이다. BR/EDR을 통해 두 장치 간에

L2CAP 연결이 설정된 후 AMP MGR은 다른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AMP를 검색한다. 두

장치 간에 AMP가 공통인 경우, 블루투스 코어

시스템은 BR/EDR 컨트롤러에서 AMP

컨트롤러로 데이터 트래픽을 전송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각 AMP MGR은 MAC

및 PHY 위에 있는 AMP PAL(Protocol

Adaptation Layer)로 구성되며, PAL은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기본 MAC 및 PHY의

특정 프로토콜에 매핑한다. L2CAP 채널은

AMP에 생성되거나 AMP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장치의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AMP를 사용하여 통신한다.

<표 1>은 커널 블루투스 취약점과 관련있는

통신 프로토콜 스택 구조를 정리한 표이다.

III. 커널 블루투스 취약점 분석

3.1 BadVibe 취약점 분석

BadVibe 취약점(CVE-2020-24490)은 Heap

기반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으로 블루투스

5가 사용되고 블루투스가 검색 가능할 때

악용될 수 있다. 위의 조건을 충족시킨

BadVibe는 PC와 블루투스 모듈 간

인터페이스인 HCI에 의해 전달되는 광고

데이터 길이 체크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다음

<표 2>는 기존 블루투스 4.0과 블루투스 5에서

사용되는 hci_le_adv_report()와

hci_le_ext_adv_report()를 비교 분석한 표이다.

Bluetooth protocol Vulnerability
HCI BadVibe
AMP BadChoice
L2CAP BadKarma

<표 1> 블루투스 프로토콜에 따른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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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 t ion

nam e

E lem ent

hc i_ le_adv

_repor t_ ( )

hc i_ le_ex t

_adv_repo

rt_ ()

Data

length
31 Bytes 255 Bytes

Length

Check
O X

Over F low
Not

Applicable
Applicable

Bluetooth

Version

Bluetooth

4.0
Bluetooth 5

<표 2> 블루투스 버전별 함수 비교

블루투스 4.0에서의 hci_le_adv_report()

함수는 광고 데이터의 길이가 31 Bytes로

제한되어 데이터 길이 체크를 진행하는 반면,

블루투스 5에서의 hci_le_ext_adv_report()

함수는 최대 광고 데이터의 길이가 255

Bytes로 확장되고, 데이터 길이를 확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루투스 4.0에서는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으며, 블루투스

5에서는 발생 가능하다[6].

3.2 BadChoice 취약점 분석

BadChoice 취약점(CVE-2020-12352)은 Stack

기반 취약점이다. 이는 AMP 패킷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a2mp_getinfo_req() 함수에서

발견되었다. a2mp_getinfo_req() 함수는 HCI

ID를 사용하는 AMP Controller에게 정보를

요청하는데 유효하지 않으면

A2MP_STATUS_INVALID -CTRL_ID 정보를

반환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공격자는 대상에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조작된 AMP 패킷을

전송하여 민감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다[7].

3.3 BadKarma 취약점 분석

BadKarma 취약점(CVE-2020-12351)은

Heap 기반 취약점이며, 이는 A2MP

CID(Alternate MAC-PHY Manager Protocol

Channel Identifier)를 사용하여 L2CAP 패킷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amp_mgr_create() 함수와

a2mp_chan_open() 함수에서 객체의 타입을

혼동하여 발생한 Type-Confusion 취약점이다.

이 취약점을 활용하여 조작된 L2CAP 패킷을

전송하여 커널 권한으로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8].

IV. Bleeding 공격 시나리오 분석
본 장에서는 3장의 블루투스 취약점을

활용한 BleedingTooth 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한다[9,10].

BleedingTooth 공격은 BadChoice,

BadKarma 취약점을 활용하여 공격 대상에

원격 코드 실행을 진행하는 공격이다.

BleedingTooth 공격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가진다.

Step 1. A2MP 채널 모드 재설정

공격자는 A2MP 핸들러를 통해 모드

재설정을 진행하며, 현재의 채널 모드를

ERTM(Enhanced Retransmission Mode) 또는

스트리밍 모드로 수정한다.

Step 2. 공격 대상에게 응답 요청

공격자는 공격 대상에게 환경설정 요청을

보내고, 공격 대상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격자는 A2MP 커맨드 제어 권한을 얻는다.

Step 3. Heap Primitive 생성

공격자는 BadKarma의 Type-Confusion을

발생시키는 객체인 sk_filter의 메모리 할당 및

주소 매핑을 통해 포인터 제어 권한을 얻을 수

있으며, 주변 메모리 주소 접근을 통해 Heap

Primitive를 형성한다.

Step 4. Heap Primitive 포인터 설정

공격자는 형성된 Heap Primitive를

BadChoice 취약점이 익스플로잇되는

a2mp_getinfo_req()로 설정한다.

Step 5. 임의의 L2CAP 명령 시도

공격자가 임의의 L2CAP 명령어가 입력하면

BadChoice 취약점이 발생되며, A2MP 채널

재설정을 통해 BadKarma 취약점에 사용되는

객체의 주소 정보와 .text 세그먼트 포인터를

탈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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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원격 코드 실행

탈취된 객체 주소 메모리 제어권한과 .text

세그먼트 포인터 정보, sk_filter 제어 권한을

활용하여 공격자는 임의로 설정한 원격 코드를

실행한다.

Step 7. 원격 제어 및 개인정보 탈취

공격자는 임의로 설정한 원격 코드 실행을

통해 공격 대상의 PC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공격 대상의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모듈 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커널 블루투스 취약점인 BadVibe,

BadChoice 및 BadKarma를 분석하였다. 이를

활용한 BleedingTooth 공격은 PC 원격 제어 및

개인정보 탈취와 같은 보안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시나리오를 통해

커널 블루투스 취약점 대응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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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급격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 문서는

공공시설과 학교, 회사 등 일상생활에서 정보

전달 및 정리를 위한 수단으로 빈도 높게 사용

되고 있다. 디지털 문서 중 MS Office는 열람

에 있어 플랫폼 제한이 없다는 점으로 전 세계

적으로 5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

다[2]. 하지만 카스퍼스키 보안 업체에서 발간된

Kaspersky Security Bulletin 리포트의 2017년

도부터 2020년도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Microsoft Office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높

아졌음을 알 수 있다.[3] 이는 잘 알려진 MS

Office 취약점들을 계속해 수정하고 난독화하여

일부 바이러스 백신 솔루션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매크로 바이러스는 1995년에 처음 등장

하여 2000년도 초까지 기승을 부렸다 사라졌다.

당시 공격은 멜리사 바이러스와 같이 공격 대

상 PC에 있는 주소록을 통해 여러 주소로 이메

일을 보내 빠르게 바이러스를 복제시키는 등

매크로 바이러스 자체에서 행해졌다. 하지만 최

근 매크로 바이러스를 살펴보면 IcedID,

Formbook 등의 악성코드에서 사용되고 있다.

해당 악성코드는 매크로 바이러스를 통해 바이

너리 파일 또는 페이로드 등을 드롭하여 C&C

서버에 연결해 실제 공격을 하는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실행시킨다.

매크로 바이러스를 이용한 여러 악성코드들

중 IcedID는 2017년도에 등장한 뱅킹 트로이목

마의 변종으로 악성코드 설치 시 은행, 전자 거

래 사이트 등을 노려 공격 대상 PC의 계정 정

보와 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악성코드는 지난 3월

가장 많이 찾는 악성 프로그램 2위로 선정되었

다.[1] IcedID는 여러 방법으로 배포되어 왔으며

워드와 엑셀과 같은 MS Office 문서를 첨부한

메일의 형태의 배포 유형이 증가하였다.[4]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IcedID 트로이 목마를 다운로

매크로 바이러스를 통해 유포되는
IcedID 유형의 악성코드 전파 방식 사례 연구

김혜민*, 임정수*, 최은정**

*서울여자대학교 (학부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A Research for the spread of
I cedID-type Malware through Macro Virus

Hye-Min Kim*, Jeong-su Lim*, Eun-Jung Choi**

*Seoul Wome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

**Seoul Women’s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과거부터 현재까지 디지털 문서 중 MS Office의 사용자 증가와 함께 MS Office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 MS Office의 악성 매크로를 사용한 공격은 초창기 멜리사 바이러스와 같이 매크로 바이러

스 자체로 공격이 행해졌다. 하지만 최근 매크로 바이러스의 경우 원격 접속 서버에 연결하는 코드만을 담

고 있을 뿐 실제 악성코드는 원격 접속 서버에서 다운로드 하여 실행된다. 지난 3월에는 매크로 바이러스를

이용한 악성코드 중 트로이목마의 변종인 IcedID는 가장 많이 찾는 악성 프로그램 2위로 선정될 만큼 위험

도가 증가하고 있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cedID를 다운로드 해 동작시키는 매크로 바이러스에 대한

전파 방식의 사례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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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여 동작시키는 매크로 바이러스에 대한 전

파 방식의 사례를 연구한다.

II. 선행 연구

MS Office의 매크로 기술은 문서 작업에 있

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술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전부터 악성

매크로를 탐지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Cho 등은 MS Office의 악성 매크로 탐지에

대해 매크로 기능을 제공하는 VBA를 통해 사

용된 함수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른 비정상

행위 탐지를 제안하였다.[5]

Mimura는 GAN 등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악성 VBA 매크로 탐지율을 높이기 위

해 문단 벡터로 가짜 텍스트 벡터를 생성하는

기술을 연구하였다. [6]

Kim 등은 MS Office 문서 파일의 난독화된

매크로를 분석하고, 5개의 머신러닝 분류기를

사용하여 난독화와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방법

을 연구하였다. [7]

HUNEAULT-LEBLANC 등은 매크로 기반

문서 내 VBS p-code를 추출하여 특징을 선택

해 5개의 분류기를 훈련시켜 매크로 멀웨어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8]

Cohen 등은 MS Office 문서의 계층적 특징

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해당 방법으

로 각 파일의 경로를 통해 속성과 작업을 나타

내어 문서 내 매크로 코드 경로에 대해 분석하

여 탐지하였다. [9]

하지만 아직까지 악성 매크로를 통해 원격

접속을 탐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MS Office 문서 내 매크로를 통해 원격

접속을 탐지할 수 있는 특징을 유형화한 연구

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악성 파일의 매크로 코

드 부분을 추출하여 원격 서버 접속 행위에 초

점을 두어 3장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III. 매크로를 이용한 악성 파일 전파

방식

다음은 최근 일어난 공격들 중 MS Office 문

서의 macro를 통해 원격 서버에 접속하여

IcedID 유형의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는 공격

샘플 3가지를 준비하였다.

[그림 1] 매크로 바이러스를 이용한 IcedID 흐름도

3.1 매크로 내에서 원격지 주소로 접속하는 방식

매크로 코드 내에서 원격지 주소로 접속하는

형태는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코드 내에 Ip주소, 도메인 주소 등 의심스러운

주소가 있는 경우이다.

[그림 2] VBA Code 일부분 (Sample 1)i

해당 Excel 파일에서 매크로를 추출하여 분

석한 결과 원격 서버로 예상되는 IP 주소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정상 문서의 경우 매크로에 IP

연결하는 행위는 드물 뿐만 아니라 실제 악성

문서에서 적힌 IP 주소는 원격 서버의 주소인

경우도 있어 의심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도

메인 주소가 아닌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도

메인 주소 필터링 등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악성 매크로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매크로 코드 내 인터넷 연결 명

령어가 있는 경우이다.

표 1의 샘플에서 매크로만 추출하여 API 함

수를 추출한 결과 AutoOpen, CreateObject 메

서드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i 해당 샘플의 MD5 : 0908437fc7e4c07db9a2b7c6a001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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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악성 매크로 내 주요 VBA 메서드 (Sample 2)ii

[그림 3] 원격 서버 접속 연결 명령어 (Sample 2)ii

이 매크로의 핵심 부분인 원격 서버 접속 부

분의 코드를 살펴보면, HTTP 서버와 통신 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 WinHttp를 사용하여

CreateObject 메서드를 통해 바인딩을 하고,

Open 메서드로 HTTP 서버에 연결한다.

[그림 4] 네트워크 패킷 캡쳐 (Sample 2)ii

네트워크 상에서 원격 서버와 통신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Wireshark를 사용하여

ticket6798.com 도메인과 패킷을 주고받는 행위

를 분석했다. VirusTotal을 이용하여 해당 URL

을 검사한 결과, 악성으로 의심되는 사이트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원격 서버와의 접속

부분으로 이후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도메인 주소의 경우 정상 도메인

주소를 모방하여 동형 이의어로 구성한 악성

도메인 주소로 원격 서버에 접속하는 형태[10]

와 문자열 연결을 통해 연결하려는 원격 서버

의 도메인 주소를 완성하는 형태가 있다.

3.2 매크로를 통해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는

원격 접속 파일을 생성하는 방식

[표 2] 악성 매크로 내 주요 VBA 메서드 (Sample 3)iii

[그림 5] mshta.exe를 생성하는 명령어 코드 (Sample 3)iii

악성코드 다운로드를 위해 원격 접속 파일을

생성하는 매크로의 샘플 코드를 살펴보면 Open

메서드로 특정 파일을 열고 Output 함수로 지

정한 파일에 내용을 복사 및 파일을 생성한다.

이는 새로운 자식 프로세스인

mshta.exe(Microsoft HTML Application Host

를 실행[11])로 동작하게 되는데 mshta.exe는

다양한 방식으로 코드를 실행 가능하고 애플리

케이션 허용 목록 방어 및 브라우저 보안 설정

을 우회할 수 있어 위험하다. [12]

[그림 6] 네트워크 패킷 캡쳐 (Sample 3)iii

WireShark로 네트워크 내의 패킷을 탐지하여

실제 fluidhebertz.com 사이트에 접속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VirusTotal을 이용하여 해당 도메

인을 검사하여 악성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여 해

당 도메인 사이트를 원격 서버로 유추하였다.

최종 원격 서버까지의 접속 과정 중 핵심 프

로세스는 mshta.exe로, 해당 프로세스는 초반의

매크로를 통해 실행된 것이므로 매크로에서 악

성임을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해당 샘플의 MD5 : 19db4d56b982b1108c5933c914374d44

iii 해당 샘플의 MD5 : e0452e225acb088de11d6517db7479ac

Keyword Description

AutoOpen

자동 매크로(Auto Macro) 함수 중

하나로 파일을 열었을 때 이벤트

발생

Open

파일을 여는 것에 대한 기능

해당 코드에서는 HTTP 서버에 연

결 기능으로 사용
CreateTextFile 지정한 이름의 텍스트 파일 생성
CreateObject 새로운 OLE object 생성
exec 실행 파일 혹은 시스템을 실행

Keyword Description
Document_

Open

자동 매크로(Auto Macro) 함수 중 하나

로 파일을 열었을 때 이벤트 발생
GetObject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 연결
Open 파일을 열기

Output
open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mode 중

하나로 파일 종료를 의미
Print # outputlist에 Print하는 내용들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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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ta.exe 외에도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하

는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시키는 wscript.exe가

있으니 매크로를 통해 생성되는 프로세스들의

동작 형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13]

과정 3.1 - 3.2에서 분석한 총 3개의 샘플을

통해 매크로 바이러스를 통해 유포되는 IcedID

유형의 악성코드 전파 방식 2가지를 살펴보았

다. 매크로는 공격의 앞단에 존재하여 다음 공

격 흐름으로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임을 확인

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세 가지 악성 파일 샘플 분석을

통해 매크로 바이러스를 이용한 악성 파일의

전파 방식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향후 매크로 바이러스 샘플을 추가 분석하여

전반적인 악성파일 전파 방식 별 Feature들을

분류하여 연구를 확장하고 머신 러닝을 통한

악성 매크로 자동화 탐지 툴을 개발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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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 세계 무선충전시장 규모는 2021년에 45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134억 달

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2021년

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24.6%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된다[1]. 이는 무선전력전송 기술

이 주목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

로 전달하는 기술이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전

달 받는 매체가 배터리인 경우 ‘무선충전 기술’

† 교신저자: 박기웅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No.2019-0-00426, 50%) 및 한

국연구재단 (No.NRF-2020R1A2C4002737, 5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라 부른다[2]. 현재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전송

방식에 따라 자기장, 전자기파, 초음파 방식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장 방식은 자기유도와

자기공진방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전자기

파방식은 Radio Frequency(RF), 적외선으로 구

분 할 수 있다[3].

무선전력전송 기술에는 위와 같은 다양한 방

식이 있지만 본 논문은 기술적 성숙도가 높아

비교적 상용화에 근접해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

용 가능한 자기공진과 전자기파방식을 분석하

고, 무선전력전송 기술 인터페이스에 기인하여

보안위협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자기공진, 전자기파방식 무선충전은 충전기와

접촉하지 않고 이동간에 기기를 충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 제약이 없다는 것이 큰 특

징이다. 위 방식을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외부에서 정당한 비용

자기공진 및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보안위협 분석

노형준* 박기웅†

세종대학교 시스템보안연구실*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Security Threats for Magnetic Resonance and Radio
Frequency-Based Wireless Power Transfer

Hyeong Jun Noh* Ki-Woong Park†

*SysCore Lab., Sejong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and Information Security, Sejong University

요 약

최근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무선전력

전송 기술은 전송방식 및 원리에 따라 자기장, 전자기파, 초음파 방식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무선전력전송 방식 중 기술적 성숙도가 높아 비교

적 상용화에 근접한 자기공진 방식과 전자기파 방식의 보안위협을 분석한다. 자기공진

방식과 전자기파방식의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기기가 충전기와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

식 충전이 가능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위협이 존재해 사

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기공진방식과 전자

기파방식의 무선전력전송에 관하여 설명하고 두 방식을 활용한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상용화 되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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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불하고 이동 간에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

또한 등장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위 무선충전 기술은 전력 전송 과정

에서 발생하는 보안위협과 전력 송·수신기간 통

신 과정에서 보안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자기공진, 전자기파 방식 무

선충전시스템의 구동구조를 분석하고, 두 방식

모두 통신 제어 채널이 존재한다는 점에 초점

을 맞추어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해 분석한다.

II. 무선전력전송 기술 및 인터페이스

분석
본 장에서는 자기공진방식과 전자기파방식의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며 상이한

두 방식의 시스템 구동원리를 분석하고 인터페

이스 분석을 통해 보안위협을 도출한다..

2.1 자기공진방식 무선전력전송

자기공진방식은 송·수신 코일이 같은 주파수

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전송한다. 이는 자기공진

원리에 의해 송신 코일에서 발생하는 전자기를

수신 코일이 받아 전류로 변환하여 전력을 얻

어 충전하는 원리다[4]. 자기공진방식을 이용하

면 한번에 여러 대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기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10m 내

외에서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 자기공진방식 전력 전송 개념

현재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은 Airfuel Allian

ce가 주도하여 표준을 제공하며 세계 각국 기업

에서 표준에 따라 연구 및 개발 중에 있다. 이

표준에 따르면 Power Transmitting Unit(PTU)

과 Power Receiving Unit(PRU)간 Bluetooth L

ow Energy(BLE)를 이용하여 무선충전 상태를

제어한다[4].

2.2 전자기파방식 무선전력전송

전자기파방식은 무선 주파수를 활용하여 에

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자기공진방식보다

원거리 전송이 가능하며 여러 대의 기기를 동

시에 충전할 수 있다. 빔포밍 방식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어 대

용량 전력전송이 가능하다[3].

[그림 2] 전자기파방식 전력 전송[4]

전자기파방식 무선전력전송은 중국, 일본 등

에서 발표된 표준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채택되

어 활발히 연구 중인 표준은 없으며 Airfuel Al

liance에서도 준비 중에 있다[5]. 하지만 전자기

파방식중 RF를 이용한 무선충전을 개발하고 있

는 대표적인 Ossia 기업이 있다. Ossia 사가 개

발한 Cota 시스템은 수신기의 위치 및 주변환

경을 인지할 수 있어 에너지를 원하는 방향에

집중시키고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 문제를

감소시켰다[3].

[그림 3] Cota 시스템 동작 개념[6]

2.3 무선전력전송 인터페이스 분석

자기공진방식과 전자기파방식은 전력을 전

송함에 있어 상이한 구조를 보여준다. 하지만

지정된 기기에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송·수

신기가 연결되어 있거나 송신기에 수신기의 정

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

했을 때 전력을 보내는 물리 채널과 통신에 필

요한 제어 채널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방식의 공통점은 무선으로 전

력을 전송한다는 것과 지정된 기기에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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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기 위해 송·수신기간 통신 제어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II. 보안위협 분석
본 장에서는 자기공진방식과 전자기파방식

무선전력전송이 상용화 되었을 때 송·수신기간

통신 제어 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

에 대해 분석한다.

3.1 교란 공격

[그림 4] 교란 공격 개념

교란 공격(Jamming attack)은 송·수신기 간

의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간섭을

일으킨다.[7] 따라서 송·수신기는 정상적으로 통

신을 하지 못해 최초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연

결이 끊길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3.2 중간자 공격

[그림 5] 중간자 공격 개념

중간자 공격(Man-in-the-middle attack)을

통해 공격자는 송·수신기간 전송되는 정보를 알

아챌 수 있으며 조작까지 할 수 있다. 전송되는

정보에는 사용자 장치 ID, 전력 전송량 및 사용

자 주요 정보 등이 있다[7]. 공격자는 알아낸 정

보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충

전 중인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공

격자는 사용자 장치 ID를 도용하여 충전 요청

을 보내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서비스를 이용중

인 기기의 충전을 멈출 수 있다.

3.3 서비스 거부 공격

[그림 6] 서비스 거부 공격 개념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of-Service attack)

은 악의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

이다. 즉, 공격자는 송신기에 의도적으로 많은

요청을 보내 시스템의 자원을 고갈시켜 충전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결국 충전 서

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도 큰 피해를 가져

다준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분류하

고 비교적 상용화에 근접하다고 여겨지는 자기

공진, 전자기파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며 기술이

상용화 되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에

대하여 분석했다. 전력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보다는 송·수신기간 연결

을 통해 네트워크 통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

안위협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선충전 환경에서 통신 제어 채널이 존재한

다는 점은 제시한 보안 위협으로 인하여 사용

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한정된 자원의

시스템에 오버헤드를 불러일으켜 서비스 저하

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이용함에

있어 안전한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

서 추후 연구로는 오버헤드를 적게 일으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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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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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메모리 취약점 공격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

다. 쉘코드를 사용하는 것부터 바이너리 내의

코드를 재사용하거나 [1], 가상 함수를 재사용

하여 공격하는 등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공

격 기법이 연구되었다. [2]

이에 대응되는 방어기법에 관한 연구도 또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재사용 공격에 대한 비책

으로 제어흐름 무결성(Control Flow Integrity,

이하 CFI)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특히, 바

이너리 재작성(Binary Rewriting)을 통한 바이

너리 기반의 CFI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3]. 소스 코드가 없는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강

화하는 데에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더욱이 소프트웨어 배급사에서 제공하는 소스

코드 및 보안 취약점 패치 지원이 종료된 소프

트웨어의 경우 바이너리 기반의 CFI 기술은 더

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일례로 Windows XP

운영체제의 경우 2014년 4월에 지원이 중단되

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여러 공격이 등장하

기도 했다 [5].

하지만 최근, 바이너리 재작성을 활용한 방

어기법(binary hardening)을 파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격인, 데이터 재사용 공격이 등장했다

[6]. 바이너리 재작성 기술의 근원적인 한계로

인해 남겨진 데이터를 악용하는 공격이 등장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No. 2021-0-01332,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SW스타랩))과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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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 재사용 공격은 바이너리 재작성 기술의 근원적 한계로 남겨진 함

수 주소를 공격에 활용한다. 바이너리 내에 심볼과 배치정보가 없어 생긴 어려움의 해결책으로

코드와 데이터를 남겨둔 것이다. 소스 코드가 없거나 취약점 패치 지원이 종료되었을 땐, 바이

너리 재작성을 안정성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재사용 공격은 바이너리 재작성

기법에 의존적인 다수의 바이너리 기반 방어기법에 치명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재사용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바이너리 정적분석과 바이너리 재작성을 활용해 제어흐름 무결성 방어기

법을 적용했다. 우리는 32bit 바이너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공격 가젯의 탐색, 방어기법

의 효과성, 추가 실행시간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 결과보다 5배 많은 공격 가젯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평균 46%의 공격 가젯을 막을 수 있었고, 재작성된 바이너리와 비교했을

때, 최대 31% 평균 7%의 추가 실행시간이 발생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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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 재작성 과정에는 계측 코드를 삽입

하는 등의 바이너리를 변경하는 과정이 포함된

다. 하지만 바이너리에는 코드와 데이터의 정확

한 배치정보(Relocation 정보)가 없으므로 코드

상에 나타나는 상호참조를 온전히 유지한 채

코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다수의 바이너리 재작

성 도구는 기존 코드와 데이터를 유지한 채 계

측된 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계측된 코드를 실행하는 중 원본 코드의 주소

가 참조되면 이를 동적으로 변환하여 프로그램

의 의미(Semantic)를 보존한다. 이러한 방식을

테이블 기반의 바이너리 재작성이라 부르며 현

존하는 대부분의 정적 바이너리 재작성 도구는

이 방식을 따른다.

데이터 재사용 공격은 이러한 테이블 기반의

바이너리 재작성 방식이 갖는 허점을 노린다.

바이너리 재작성이 되어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

는 원본 함수 주소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제

어흐름을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원본

함수 주소는 메모리 누수 없이도 확인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너리 기반의 CFI 기법을

통해 새로이 등장한 데이터 재사용 공격을 얼

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

한다. CFI를 활용한 방어법을 데이터 재사용 공

격에 적용한 것은 본 논문이 최초이다.

우리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간

접호출자에 대한 검사이며, 바이너리 상에서 알

기 힘든 간접호출자의 함수 대상을 정적분석을

통해 식별하고, 식별된 목록들만 호출을 허용하

는 것이다.

우리는 간접호출자의 대상이 되는 함수의 개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CFI 기술이 채택한

방식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가상 함수 테이블

의 오프셋과 함수 인자의 개수 등을 이용해

coarse-grained CFI 형태의 방어법을 만들 수

있었으며 [7, 8], 이를 구현하기 위해 IDA Pro

도구를 활용하였다 [9].

위 구현체를 활용해 SPEC CPU2006 벤치

마크 바이너리를 대상으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가젯(gadget)의 개수를 평균적으로 46%

줄일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방어법을

적용한 바이너리의 실행 오버헤드는 30% 미만

으로 관측되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우리가

제안한 방어법의 실용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

었다.

II. 관련 연구
본 연구에서는 최신 바이너리 재작성 도구인

Multiverse를 활용한다 [10]. Multiverse는 바

이너리를 정적으로 재작성할 때 존재하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원본 코드와 데이터

영역을 보존해두고, 계측된 코드를 추가하는 방

식을 택한다. 만약 실행 과정 중 원본 주소를

참조할 경우, 해당 주소를 계측된 코드 영역의

주소로 변환하는데, 이를 위해 주소변환 테이블

을 사용한다. 이러한 테이블은 바이너리에 내포

되어 있어서 데이터 재사용 공격 [6] 시 활용이

가능하다.

데이터 재사용 공격은 Fine-grained ASLR이

적용된 바이너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inary Stirring [9] 은 바이너리 재작성을

위해 만든 새로운 실행영역의 명령어를 공격자

가 예측하기 어렵게 실행시간에 기본 블록 단

위로 코드를 무작위화한다. 하지만 테이블 기반

의 바이너리 재작성이 여기에 사용되면 공격자

는 여전히 바이너리를 정적으로 분석하여 주소

변환 테이블과 원본 코드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데이터 재사용 공격을

펼칠 수 있다. 여기서 공격자는 메모리 누수 취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데이터 영역의 함

수를 재사용해 공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재사용 공격은 함수 데이터에

의존적이고 연계할 수 없는 가젯 하나만으로는

공격이 어렵다. 더욱이, 연계를 위해 사용하는

가젯은 필수적으로 간접호출자를 사용한다. 따

라서 CFI 기법을 적용하여 간접호출자에서 사

용 가능한 가젯의 개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데이터 재사용 공격을 무력

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어법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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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CFI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정

적분석 방법과 바이너리 재작성을 활용해 CFI

를 적용한 시스템을 설명한다.

3.1 간접호출자 식별

간접호출자에 대한 CFI 방어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바이너리 내에서 간접호출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그 간접호출자가 어떤 종류

인지 구분해야 한다. 간접호출자는 같은 의미를

가진 여러 문법의 명령어를 가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선 IDA의 중간언어를 활용해 위 문제를

해결했다.

3.2 대상 함수 및 파라미터 식별

본 연구에서는 간접호출자에 CFI를 적용하기

위해 간접호출자의 인자 개수와 함수 파라미터

개수를 이용했다. 여기서 함수의 식별은 IDA에

서 분석된 함수 구분(Function Slicing)을 이용

했으며, 함수 전체 구조체에서 지역변수가 포함

된 함수 프레임의 크기를 연산해 인자의 크기

를 구했다.

3.3 가상 함수 테이블 오프셋 식별

가상 간접호출자에 대한 허용 함수를 지정하

기 위해선 호출자의 오프셋에 해당하는 함수

목록을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IDA 분석 도구

의 this 포인터 식별자를 사용했다. this 포인터

를 기준으로 가상 함수의 목록을 구하여, 오프

셋에 해당하는 함수 목록을 구하는 것이다.

3.4 함수 목록 비트맵 생성

바이너리 기반 CFI는 허용한 함수의 목록을

바이너리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함수의 인자별 8byte를 1bit로 표

현하는 비트맵을 생성했고, 바이트 오프셋은 대

상 주소/64, 비트맵의 오프셋은 (대상 주소

/8)&7의 연산으로 구했다.

3.5 CFI 방어기법의 적용

[그림 1] 간접호출자의 바이너리 재작성

주소변환 메커니즘이 포함된 Multiverse는 간

접호출자 명령어를 [그림 1]의 형태로 변환한다.

테이블 기반 재작성이 적용된 바이너리에 CFI

를 적용하기 위해, lookup 함수를 호출하기 전

대상을 검증하는 check target 검사문을 넣었

다. 이때 미리 정적분석으로 구한 인자의 개수

에 따른 비트맵을 참조하도록 비트맵 주소 참

조 명령어를 추가했다.

IV. 실험

본 장의 실험은 Intel CPU i7-7700 4.20 GHz

64GB의 컴퓨터에서 진행했다. 해당 컴퓨터에서

VMware를 사용해 가상 머신을 만들고 Ubuntu

16.04 x64 운영체제를 설치해 4개의 코어 16GB

램을 할당했다.

4.1 공격 가젯 식별

[표 1] 바이너리별 공격 가젯

우리는 공격 가젯 식별 실험을 위해

EuroS&P2020 [6] 논문에서 사용한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바이너리를 컴파일하여 비교 실험

을 진행했다. [표 1]은 그 실험 결과를 나타내

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적분석기가 평균 5배

더 많은 공격 가젯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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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FI 방어기법의 효과성

[표 2] 인자별 호출 가능한 가젯 비교

본 연구가 데이터 재사용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선, 이것이 공격 가젯

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Nginx,

Mruby 그리고 binutils를 대상으로 검증했고,

이를 [표 2]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평균적으

로 46%의 공격 가젯을 무력화시켰다.

4.3 추가 실행시간 측정

[그림 2] 바이너리 추가 실행시간 비교

실험을 위해 최소한의 심볼 정보를 가지는

32bit SPEC CPU2006 바이너리를 대상으로 총

세 가지 유형, 원본 바이너리, 재작성된 바이너

리, CFI 방어기법을 적용한 바이너리에 대해 실

험을 진행했고, [그림 2]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바이너리 재작성 기법을 활용한 것과 CFI

방어기법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각각의 추가

실행시간을 알기 위함이다. 그 결과, 바이너리

재작성을 활용한 CFI 보호 기법은 원본 대비

최대 30%, 재작성한 바이너리 대비 최대 3%,

평균 7%의 추가 실행시간이 발생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

재사용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바이너리 기반

의 CFI 방어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안된 방어

법은 SPEC CPU2006 벤치마크 바이너리에서

30% 미만의 오버헤드를 보였으며 평균 46%의

공격 가능 가젯을 없앨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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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Al 스피커 시장의 푹발적인 성장도 묻구하 

고 부작용도 더묻어 생겨나고 있다. 미국의 CW6 

W 방송 프로그램 중에 아마촌 제품 구매 에 대한 

언급움 했는데 미국 전역 의 에코가 실제로 이플 밍 

령으로 인식해 자동으로 구매하는 일이 벌어졌다 

[4]. 이처럼 사용자의 음성 과 외부 소음옵 Al 스피 

커가 구분하지 못하는 심각한 환겅 가운데에서도 사 

용자의 읍성 옵 구별하여 인식하는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5]. 본 논문예시는 이러한 화자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읍성으로 Al 스피커에게 말했을 

겅우 사용자의 신원음 보다 더 정확하게 예촉하는 

방법옴 재시한다. 

II. AI 음성인식 기반 스피커

AI 스피커는 기존 스피커에 인공지능 기능이 더 

해진 스피커묻 의미하는 것으로서. 스피커의 기능 에 

서 나아가 음성 비서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행동음 

음성인식융 동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61. 인간의 

목소리(이하. 명령)가 AI 스피커의 마이크플 동해 

입릭되면 스피치 프로세서(Speech Processor)는 

읍성 신호률 음성 신호 벡터로 변화시킨다. 음성 신 

호 벡터는 스피치 인식 기( Speech Recognizer)와 

언어 목칭 추출 기(Linguistic Feature 

Extractor)윤 몽해 언어 표현 정보(Linguistic 

Representation)로 추충된다. 여기서 언어 표현 

정보는 거촌의 단어 관련 정보묻 고려하여 추충된다. 

m. 모델 알고리즘

3-1. 화자인식(speaker recognition)

화자안식 (speaker recognitio n)은 생계재촉

(biometric) 기숟의 한 분야로서 발성된 음성으로 

부터 그 화자에 대한 정보묻 추출하는 기숟이다. 일 

반적으로 화자 식별(speaker identification)과 

화자 검증(speaker verification)으로 나누어진다 

[7]. 화자 식별 은 발성된 음성 신호가 둥곡되어 있 

는 화자둘 중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화자묻 꿀라 

내는 것이다. S밍의 화자로부터, 화자 각각 은 강인 

한 주성분 분석법움 갖는 GMM(Gaussian 

Mixture Model)의 로 나타내진다. 화자의 음성이 

입릭되면. 목징 벡터 는 학습시 저장된 각 화자의 강 

인한 주성분 분석법움 이용하여 주성분 벡터 로 선 

형 변환되고. 화자의 주성분 벡터묻 이용하여 GMM 

의 최대 사후확률 값을 갖는 화자모델 n을 찾는다 

(8). 화자 겁중은 욕정 화자의 목소리가 맞는지 여 

부묻 판별하는 과정이다[9]. 

3-2. M:ll'fflJ.m:y 여교 때m幅

MFCC는 1974년 Bridle and Brown가 사람

의 청각시스템윤 모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1976년에 Mermelstein이 개발한 묵칭으로 자동 음 

성인식(Auto Speech Recognition) 분야에서 널 

려 사용되고 있다[l이. MFCC 알고리춤의 기본 개 

념은 입릭된 소리묻 짧은 시점 단위 (20~40ms)로 

나누고 파워스펙트립음 분석하여 곡정읍 추출하는 

알고리즘아다[ll]. 다움 <l림 l>과 <1럼 2>가 

MFCC 알고리즘을 시각화한 것이다. MFCC 알고 

리즘을 이용한 목칭추춘은 음정이 변해도 인식을 하 

는데 있어 점과가 일 정하다는 장검이 있기 때문에 

읍성인식 분야에서 효과적인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 

에서는 Cl림3>과 같이 화자의 음성읍 입릭받은 후 

에 MFCC알고리즘을 몽해 목소리의 목장음 수집한 

후. 모옐 트레이닝을 동해 곡칭이 맞는 화자묻 인식 

하여 걸과률 도출하는 방식음 동해 화자 인식 성능 

옴 높이는 실험움 진행하였다. 

〈그림 l> MFCC묻 이용한 화자인식 알고리즘 
크림 1> 

·인"'峰 •. - 릎

I
_

i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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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화자인식 알고리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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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FCC들 이용한 화자 인식 설계도 

3-3. 문장 독립 방식

문장 독립 방식은 받성하는 문장 형식이나 종듀에

계한음 두지 않는다. 족.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문장 

윤 발성하더라도 화자뭉 인식할 수 있다. 문장독립 

방식은 문장 종속 방식과는 다르게 표현의 자유도묻 

보장한다. 이튿 동해 사용자는 보다 편리하고 융몽 

성 있게 화자인식기곧 사용할 수 있다[7]. 

IV. 실험 및 결과

4.1 음성 데이터 베이스 

본 논문에서는 <l립 4>． <그립 5>와 같이 

MFCC 알고리즘에 살시간 정보 둥묵 기능과 본인 

확인 기능움 추가했다. 실시간 정보 둥곡은 음성녹음 

기능운 사용해 구현하였는데 읍성 파일이 입릭되면 

모뎀 트데아닝윤 몽해 기존 데이터훔 분석한 후 본 

인 확인 기능여 작동하도묵 구현하였다. 개인별 목소 

리을 문장 독럽 방식에 따라 문장의 재한 없아 각각 

2071씩 총 6071묻 초기 데아터 셋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문장 독립 방식의 데이터샛옵 만돕기 위해 문 

장에 세한 없이 신문기사묻 5초씩 끊어 말하거나 자 

유롭게 문장을 5초씩 녹음했다. 이러한 형식으로 만 

듣어진 데이터셋은 실시간으로 정보묻 둥목하는 방 

식을 사용하였고, 움성파일 입릭시 거촌 데이터묻 분 

석하여 본인 확인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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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5>학자 판벌 코드 

4.2 실험결과 

본 논문예 사용한 화자 판별 코드는 ＜그림5>와 갇 

이 구현하였다. MFCC 알고리즘(<그림3>)움 몽해

도출된 정확도는 97.484%였고 이는 일반적인 인공

지능의 정확도(91.547%) 대바 높은 정확도률 보였

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161



0 57a 

2 36 
I 17 

dtW: ＇＂＇6d 

t님• • 0 겁15CU""＂n 

(a) 신힝 회 귀(Linear
R햏essionl 

2 校0

1 9 

0 ? 
dl)1)e: 1n,6L 

Accu(o,y: Q.9처환23 

(bl 뉴턴네트워크 
(Neural Nel:\\'orkl 

크림6> 실힘점과 정확도 비교 

V. 결론

본 연구에서 화자 확인과 화자 판별의 두 가지 기 
법을 동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자곧 구분하는 컬과 
묻 도출하였다. 이릅 동해 일정량의 데이터에 저장된 
읍성읍 인식하여 많은 데어터가 요구 되지 않는 점 
과 독립적인 읍성데이터묻 이용하여 푹정 사용자의 
옥소리묻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읍성정보곧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생제 인중의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었읍움 보여주 
므로 기존의 음성 인식 Al 시스템에 사용자 인중시 
스템을 추가하여 주변 잡음과 외부인으로부터 안전 
하고 정확한 음성인식 시스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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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들어 개인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통제하

는 Self-Sovereign Identity(SSI) 기술이 부상하

고 있다. 사용자는 개인정보의 주권자임이 마땅

하지만 현재 온라인 인증시스템의 구조상 개인

정보가 저장되는 중앙화된 DB의 관리자는 기업

과 정부이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

출되는 경우에도 피해구제 조치로 신고, 민원제

기 등의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비밀번호 변경

등의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

개인정보의 주권행사를 위해 고안된 SSI 기

술은 최근 탈중앙화(Decentrailization)된 시스템

인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한 DID(Decentralized

Identifier)로 구현되는 개선된 개발들이 논의되

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운영하여 데이터의 무결성과 안정성

에 대한 신뢰를 보장한다. 사용자는 신원을 증

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ID 발행

자:Issuer)에게 VC(Verifiable Credential)을 발

급받아 자신이 보관한 뒤, 신원을 증명하는 경

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출해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기밀성보장을 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SSI와 DID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들 중에 출입통제(Access Control)

분야도 효과적인 응용분야이다 . 신원인증 여부

에 따라 인원을 제어하는 출입통제 시스템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신원인증을 통해 보

다 안전하게 구현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보편적

으로 사용되는 RFID 인증방식을 교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보완만으로도 출입통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출입통제 시스템,

SSI, DID, VC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이퍼레저 인디(Hyperledger Indy)를

소개한 후 블록체인의 투명성, 신뢰성을 활용한

사용자 출입통제 시스템 설계방안에 대해 다루

Hyperledger Indy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출입통제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강성환* 조위덕

*아주대학교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Blockchain-based Access Control
System Using HyperLedger Indy

Sung-hwan Kang* ,We-Duke Cho

*Ajou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허가형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출입통제 시스템 설계 방안을 다룬다. 현재 특정

건물에 대한 출입통제 시스템은 RFID 등을 활용한 신원인증이 많이 활용되었으나 카드 분실

등의 위험성으로 인해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SSI, DID 같

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방법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출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블록

체인 기반 출입통제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 필요한 고려사항과 시스템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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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2. 출입통제 시스템 기술 설명
출입통제란 어떤 곳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

을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제어하는 것

을 말한다. 출입통제를 위한 인증방법은 3가지

가 있는데, 기억에 의한 방법, 소유에 의한 방

법, 신체적 특징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3] 지

문, 홍채등을 이용한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보

안은 도난 당할 우려가 없어 가장 안전하나, 현

재 RFID 태그를 이용한 보안인증이 가장 보편

화 되어 있다. 국내 RFID 시장 규모는 2015년

999.2억원 수준이나 매년 약 15.2% 수준의 성장

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4], 따라서 현실적으로

RFID를 비롯한 태그방식의 신원인증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식의 설계제안이 필요하다

<그림1> RFID를 사용한 출입통제시스템[1]

위의 그림 1은 RFID를 사용한 출입통제 시

스템의 예시를 보여준다. 사용자가 RFID 인증

수단을 통해 인증을 하면 인증관리, 이력관리

등의 중앙화된 DB에 접속한 뒤 접근 허가 여부

를 판단한다. 중앙화된 DB에 의한 인증 시스템

의 단점은 항상 DB의 해킹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와 RFID 인증수단을 도난하는 경우가 있다

는 것이다. 2가지 경우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다.

3. SSI, DID, VC 개념 설명

3.1 SSI(Self-Sorvereign Identity)

SSI는 자신이 개인정보의 주권자임을 실

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향상된 보안

저리 개념이다, 또한 SSI의 개념을 채택한 기술

들은 모두 정보가 투명하고 검증가능하며, 소유

자 검증 가능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SSI 기술은 사용자를 식별하는 식별자

(Identfier), 사용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ID 속성

(attribute), ID 소유권을 증명하는 인증수단

(Authentication Method), ID를 발행한 발행인

(Issuer)를 요구한다.

3.2 DID(Decentralized Identification)

DID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를 식

별하는 식별자(Id)와 인증 수단이 명시된 DID

document로 구성된다.

l 식별자(ID)는 사용자를 식별하고 실제 개인

정보가 보관된 블록체인 저장소의 위치를

가리키는 URL 역할을 한다

l DID document는 실제 개인정보가 담긴 자

료이다. 이 자료에는 인증수단에 대한 정보

가 담겨 있어 사용자가 인증수단으로 인증

을 하면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2> DID를 활용한 신원인증 과정

위의 그림 2는 RSA 방식을 활용한 사용자

인증 과정을 나타낸다. 사용자는 블록체인 플랫

폼에 DID Document를 등록한 후 신원증명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DID 식별자를

전달한다. 검증기관은 식별자에 명시되어 있는

DID document를 획득한 후 document에 있는

개인 공개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복호화

해보라는 인증요청(Challenge)를 하게 되고 이

후 사용자의 비밀키로 복호화해 올바른 인증값

(Response)를 전달하면 인증한 것으로 본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165



3.3 VC(Verifiable Credential)

VC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류와 같은 역할을 한다.

VC는 발행 시점, 만료 기간등의 대략적인 정보

를 담는 Credential metadata, 자세한 정보를 담

고 있는 claims, VC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방법인 proof로 구성되어 있다. VC는

발급된 뒤 사용자의 개인저장소에 보관된다.

VC가 필요한 경우 모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VC에서 추출한 뒤,

VP(Verifiable Presentation)으로 가공하여 제출

한다.

재학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

보겠다. 사용자가 DID, DID document를 통해

인증이 완료되면 발행인 대학에서는 재학증명

서에 맞는 데이터를 형식(Schema)에 맞춰 사용

자에게 전송한다. 재학증명서에는 학교 이름,

사용자 이름, 학번, 학과등이 포함된다. 추후 학

생 신분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학교 이름, 사용자

이름만 추출하여 VP로 가공한 후 제출하면 된

다. 검증기관에서는 VP에 명시된 proof에 적힌

인증수단으로 VP가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4. 하이퍼레저 인디 방식

하이퍼레저 인디는 SSI에 특화된 블록체인

노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며 indy-node,

indy-sdk로 구성된다.

l indy-node는 DID document 같은 신원 인증

수단을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저장하는 기능

을 구현한 것이다

l indy-sdk는 블록체인 노드와 클라이언트간

의 통신을 개발하는 기능을 가진다

4.1 Indy node

Indy node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4개의

분산 원장으로 구성된다

l Domain ledger는 사용자 신원증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공개키와 기타 다른 구

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신원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정보를 취합해 전송한

다

l Config ledger는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지정

할 수 있다. 읽는 권한만 있는 User부터 블

록체인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

Trustee까지 총 5단계로 나뉜다. 또한 블록

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설정 정보도

기록되어 있다

l Pool ledger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노드의 ip/port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l Audit ledger는 위의 3개의 분산원장에서 발

생하는 작업 기록(transaction)을 취합하여

동기화, 장애 대처 등의 역할을 맡는다.

4.2 Indy SDK

Indy-sdk는 Indy-node와 클라이언트(블록체

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객체)간의 통신을 개발

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5. 개선된 출입제어 시스템 설계 제안

본 논문에서는 하이퍼레저 인디를 이용하여

출입제어 시스템을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출입기록 관리와, 인증관리 측면에서 설

명하고자 한다.[5]

5.1 고려사항

하이퍼레저 인디는 허가형(Permissioned) 블

록체인으로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

다. 이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

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1) 기존의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크게 변경하

지 않고 되도록 그대로 사용하되 중앙화된 DB

방식의 인증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방식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RFID 방식의 인증을 사용

하는 경우 RFID에 허가받은 사용자의 DID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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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통제 이해관계자는 출입대상자, 출입

관리 시스템, 출입대상자를 선별하고 권한에 따

른 DID, VC를 발급하는 DID 매니저로 구성한

다.

3) 출입기록의 경우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한다. 한 그룹은 출입 기록을 분산

원장에 기입하고 출입 기록을 검증하는 그룹은

출입 기록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시한다

5.2 인증관리 방식 설계 제안

<그림3> 출입대상자 인증관리 과정

1) 출입대상자는 출입기록을 위해 식별자의

바탕이 될 전화번호를 제출한다.

2) DID 관리자는 출입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DID, DID document를 생성한다. 이

DID는 회사내부에서만 사용된다

3) 블록체인 플랫폼에 DID Document를 등록

한다.

4) DID 관리자는 DID를 사용자에게 반환한

다

5.3 출입기록 관리 방식 설계 제안

<그림4> 출입기록 관리 과정

1) 출입대상자는 출입관리소에 DID를 제출

2) 출입관리소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해

DID Document를 획득하고 발급자인 DID 관리

자에게 인증을 요청한다.

3) DID 관리자는 발급한 DID를 조회한 후

출입관리소에게 DID 인증 여부를 알린다

4) 출입관리소는 출입대상자의 출입여부를 결

정하고 출입 기록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추후

출입대상자는 출입기록을 조회해볼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중앙화된 DB 방식의 신원인증

에 적용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방식

의 인증을 구현하기 위해 SSI, DID, 하이퍼레저

인디 등을 소개하고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시한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방식은 기존의

물리적 보안 방식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내부

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일부변경만으로 구현

이 가능하다는 점, 탈 중앙화된 신원인증 시스

템으로 최소한의 정보(전화번호)만으로 신원인

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장점이 있

다. 반면 부족한 점으로는 위에서 출입대상자의

출입권한에 따른 차등적인 출입제어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 아닌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록된

DID 인증 여부만으로 출입여부를 허락하는 점

이다. 이는 위에서 소개한 VC를 활용해 출입대

상자의 권한에 따른 VC를 발급하여 출입제어

에 활용하면 된다. 위의 설계방안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기존 보안방식 대비 정보 유출 가능

성을 검토해본 뒤 보완하면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VC를 활용한 권한

별 출입제어 시스템 구현과 상품에 부착된

RFID 태그를 활용해 물류 출입을 추적하는 방

안을 결합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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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서론

4차 산업혁명 이후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초저지연 고속통신을 제공하는 5G 통신망이

구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개인 통신뿐

아니라 산업, 무역,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대규모 IoT 환경의 도입을 고려하는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런 환경에 사용되는 IoT 기기들은

용도의 단순화와 크기의 소형화라는 특수성에

따라 가용 자원의 한계가 존재해 저전력·저사양

기기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에 따라 퍼포먼스

측면에서 기존 레거시망에서 사용되는

보안기술을 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곧 보안

수준이 낮고 개체가 많은 IoT 기기들은 기존

*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시스템보다 공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공격자들의 주요 공격 대상 중 하나가 되었으며,

대표적으로는 Mirai 봇넷과 같이 IoT 기기들을

목표로 하는 공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적합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MTD를 비롯한 공격자 기만 형 능동적

보안기술이 최근 보안 시장에서 주목받는

추세이나[2], 기존에 제안된 MTD 기술들은

대규모의 기기가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중앙

인증 서버의 부하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여

통신 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G

대규모 IoT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IoT

환경에서의 인증 서버 부하를 최적화한 MTD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아키텍처는 AI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MTD기술의

보안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분산원장기반의 경량형

5G 대규모 IoT 환경에서의 분산 원장을 활용한
MTD 시스템에 관한 연구

고영민*†, 박건량*‡, 권태웅*†, 이준*‡, 송중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A Study on MTD system using distributed ledger in
5G Massive IoT Device environment

Youngmin Ko*†, Gunryang Park*‡, Taewoong Kwon*†, Jun Lee*‡, Jungsuk Song*°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Researcher, ‡Senior Researcher, °Principle Researcher)

요 약

초고속 5G 통신망의 보편화에 따라 대규모 IoT기기들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업무·생활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다양한 IoT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저전력·저사양 형태로 제작되는 IoT 기기는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의 보안기술들을 적용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안에 매우 취약하며, 따라서 Mirai

봇넷등과 같은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비록 이와 같은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Moving Target Defense(MTD)와 같은 공격자 기만기술이 제안되고 있지만, 대규모 IoT

연결 환경에 대한 인증부하 및 지연시간 발생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5G 네트워크 기반의 대규모 IoT 환경에 최적화된 MTD 운용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특히 AI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MTD 기술의 보안성을 강화함과 더불어

분산원장 기반의 경량형 인증방식의 제안을 통해 인증 부하 및 지연의 단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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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방식을 제안함으로써 IoT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인증지연 및 부하 감소를 시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MTD

기술의 대표적인 기존 연구와 그 한계점에 대해

다룬다. 3장에서는 제안 시스템 아키텍처의 소개와

함께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논한다.

II. 관련 연구
MTD란 보호 대상의 공격접점을 변조하여

사이버 킬 체인 중 정찰 단계에서의 방어를

수행하는 능동적인 보안기술이다[3]. 이

장에서는 MTD 기술에 관한 대표적인 기존

연구들을 소개하고 그 한계점에 대해 다룬다.

2.1 네트워크 주소 변환 기법

네트워크 주소 변환 기법은 보호 대상의 IP를

주기·비주기적으로 변환하여 외부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기법이며, 크게 직접

변환과 가상 IP를 통한 연결과 같은 간접 변환의

방식으로 나뉜다.

2.1.1 OpenFlow-Random Host Mutation(OF-RHM)

OF-RHM은 OF-Switch와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컨트롤러로 구성된 네트워

크 주소 변환 기술이다. OF-Switch는 DNS 기반

접속 시도와 실제 IP 기반 접속 시도 각각에 대

해 접속 방식의 관리를, SDN 컨트롤러는 가상

IP의 매핑 및 변환 주기를 관리한다[4]. 하지만

가상 주소 기반의 네트워크 주소 변환 기술은 보

호 대상의 실제 IP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에서의 접근을 위해 공개된 가상 IP를 실제 IP주

소로 매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공격자가 네트워

크의 외부에서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에 한해 방

어를 수행할 수 있어 망 내부로부터의 공격에 취

약하다. 따라서 많은 수의 기기가 하나의 망에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 IoT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SDN 컨트롤러의 IP 매핑 변환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여 공격자의 지속적인 관측 시 실

제 노드의 판별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2.2 핑거프린트 변조 기법

핑거프린트 변조 기법은 통신상 노출되는

호스트의 특정이 가능한 정보들, 대표적으로 OS

정보나 펌웨어 버전 등의 정보들에 대해 변조를

수행해 공격자에게 혼동을 주는 기법이다.

2.2.1 FingerPrint Hopping(FPH)

FPH는 Intrusion Detection system(IDS)와

Fingerprint Hopping 엔진으로 구성된 기술이며,

해당 기술은 IDS와 같은 보안 장비를 통해

악성 트래픽을 구분하여 탐지된 트래픽에

대해서는 패킷의 헤더를 변조하여 실제 OS가

아닌 다른 OS로 보이도록 응답 값을 전송하는

방식이나[5], FPH는 정상 접근과 공격자의

악의적인 접근을 IDS와 같은 보안 장비로

탐지하고 탐지에 성공한 악성 트래픽에 한하여

핑거프린트를 변조하기 때문에 보안 장비에서

탐지하지 못한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2.3 디코이 노드 운용 기법

디코이 노드는 공격자가 공격을 위해

네트워크를 스캔하고 공격을 수행할 대상을

특정하는 단계에서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법으로, 허니팟과 운용 방식이 유사하나

공격에 대한 정보수집이 목적인 허니팟과

다르게 공격 대상 디바이스의 특정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2.3.1 Host IDEntity Anonymization(HIDE)

HIDE는 다수의 디코이 노드를 네트워크상에

운영하여 공격자가 네트워크 스캔을 수행할 시

보호 대상과 디코이 노드를 구별하기 어렵게 하는

기법으로, 디코이 노드 내에 실제 보호 대상과

유사한 OS나 서비스들이 동작하며 스캐닝에 대한

응답 또한 수행한다[6]. 그러나 HIDE는 디코이

노드의 구축 시 주로 사전정의(pre-define)기반의

노드 생성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성된 노드는 실제

노드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숙련된 공격자의 경우 디코이 노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III. 제안 시스템 아키텍처
본 논문에서는 기존 MTD 기법들에 대한

개선 외에도 분산 원장 기반의 인증 토큰 관리

기법을 통해 대규모 IoT 환경에 최적화한

MTD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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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아키텍처는 위

[그림 1]과 같이 ①분산 원장 기반 인증 토큰

관리 기법과 기존 연구에서 개선된 ②네트워크

주소 변환, ③핑거프린트 변조, ④디코이 노드

운용의 4가지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

시스템 아키텍처에서의 정상 접속과 이상

접속에 따른 최종 목적지 노드까지의 통신

과정을 각 기법에 따라 설명한다.

3.1 대규모 IoT 환경에서의 인증 서버 부하 최적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인증 토큰의

유무에 따라 정상과 악성 접근을 구분하나,

기존의 MTD 기법들은 대규모 IoT 환경과 같이

기기 수가 매우 많은 환경에서의 인증 서버

부하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IoT 환경에서는 기기

용도의 특징상 통신의 비율 중 대다수가 Machine

to Machine(M2M) 통신이 차지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2M 통신 비율이 높은 대규모 IoT

환경에서의 인증 서버의 부하 최적화를 위한

분산 원장 기반 인증 토큰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3.1.1 분산 원장 기반 인증 토큰 관리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증 토큰 관리 기법은

대규모 IoT 환경에서의 통신은 대부분 M2M

통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법한 기기들에 인증

토큰을 발급하고, 인증 토큰을 소지한 기기들은

네트워크별 게이트웨이에서 최초 인증 이후에는

별도의 재인증을 수행하지 않는 기법이다. 또한

각 인증 토큰들의 무결성은 각 기기가 구축한

분산 원장을 통해 보장되며, 일정 기간의 토큰

유효기간을 지정하여 적법 기기의 권한 탈취

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2 네트워크 주소 변환 기법

보호 대상 네트워크에의 접속 시도 시 인증

및 네트워크 관리 서버에서 인증 토큰의 유무를

확인하고, 적법한 인증 토큰을 보유한 접속

시도의 경우 정상 IoT 토폴로지 내의 도착지

IP로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인증 토큰을

보유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매 접속 시도 시

가상 IP를 통해 연결되게 하며, 공격자가 IP

변환 주기를 파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네트워크 주소와 실제 네트워크 주소들

모두에 대해 동적으로 변환을 수행한다.

3.3 핑거프린트 변조 기법

인증 토큰을 소지하지 않아 가상 IP를 통한

접속 이후 거짓 IoT 토폴로지에 대한 접근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모든 요청 패킷들에 대해

상시 핑거프린트 변조를 수행하며, 가령 해당

거짓 IoT 토폴로지에 대한 스캐닝 시도 시

사전에 구축된 기기 핑거프린트 DB 내부에서

임의의 값을 선택하여 응답한다.

[그림 1] 제안 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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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코이 노드 운용 기법

인증 토큰 없이 통신을 시도하여 가상 IP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 네트워크 스캐닝이나

공격자의 공격 목표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

IoT 토폴로지 내에 디코이 노드들을 다수

배치하고, 이러한 디코이 노드들은 실제

노드들의 데이터를 AI를 이용해 학습한 결과에

기반하여 동적으로 생성한다. 곧 배치된 디코이

노드들은 실제 노드와 매우 높은 유사도를

가지며 실제 상호작용 또한 가능하므로 단시간

내에 디코이 노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침투

성공에 필요한 추정 소모 시간 관련 지표인

Mean Time to Compromise(MTTC)[6]의 값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위에서 다룬 바와 같이, 기존 MTD 연구들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분류 [4] [5] [6]
제안 시스템
아키텍처

네트워크
주소 변환

○ ○ ○

핑거프린트
변조

○ ○ ○

디코이
노드 운용

○ ○

인증 서버
부하 고려

○

[표 1] 기존 연구와 제안 시스템 아키텍처의 비교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MTD 연구들과 그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였고, 각각의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을 통합적으로 개선하여 적용 및

설계하였으며 분산 원장 인증 토큰 관리를

기반으로 반복인증의 최소화를 통해 인증

서버의 부하를 감소시켜 5G 대규모 IoT 환경에

적합한 MTD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 시스템 아키텍처에서의

항목별 대응방안들에 대해 실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주소 변환 기법의 경우 5G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주소 변환 과정 중 기존

정상 연결들의 끊김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에 대한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핑거프린트

변조와 디코이 노드 운용 기법의 경우 실제 사용

중인 IoT 기기의 특징 정보를 학습하여 적대적

생성 신경망(GAN)을 통해 생성된 기기 정보를

가진 기기를 VM 상에 구축, 네트워크상에서

스캐닝 툴을 통해 실제 노드와 디코이 노드의

판별 속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분산 원장 기반

인증 토큰 관리 기법의 경우 IoT 기기

접근제어에 특화된 분산 원장 기술인 IOTA를

이용한 인증 토큰 관리를 수행하고, 신규 노드

추가 속도 및 인증 속도와 서버 부하에 대해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한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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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P CCTV의 이용률과 함께 해킹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IP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1][2]. 특히 쇼단(Shodan)을 이

용한 IP CCTV 해킹 시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3].

해커들은 쇼단을 통해 IP CCTV에 접근하여 IP

CCTV의 취약점을 수집한다[4]. 또한 많은 사용자들

이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 점에 착안해 기본

(default) 아이디/패스워드로 접속을 시도한다 [5]. 하

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자신의 IP CCTV 정보가 쇼단

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디폴트 아

이디/패스워드 사용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으로 보인다. 심지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

우도 많아 IP CCTV의 쇼단 노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하다[6].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IP CCTV의 노출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보안성 자가 진단 시스템

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쇼단을 이용한 IP CCTV 취

약성에 대한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제안

한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4장에서 결

론을 제시한다.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

가원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의 연구 결과로 수행되

었음(2016-0-00022)

II. 관련연구
IP CCTV 쇼단 노출의 위험성과 관련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김미희는 IoT 환경에서의 보

안, 특히 쇼단을 통한 IoT 장비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노출 가능성을 지적했다. 단순한 IoT 기기에도 철저

한 인증과정이 필요하며, 장비에 로그 기록을 남길

것을 제안했다. 또한 IoT 하드웨어 성능에 맞는 보안

기능을 갖추는 것을 보안 대책으로 제시했다. 관리

관점에서 쇼단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자사의 제품

이 검색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제안했다[7].

Patton. M.외는 IoT 장치 중 많은 장치들이 실제

로 쇼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정량

적으로 보여주었다. 기본 비밀번호와 사전

(dictionary) 비밀번호가 미리 저장되어있는 데이터베

이스와 Python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400,000회 이상

IoT 장비에 개별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디폴

트 패스워드와 같은 간단한 비밀번호 사용의 위험성

을 보여주었다[8].

강길욱 외는 기본 패스워드 사용 등 IP CCTV 보

안의 문제점을 쇼단과 비밀번호 크래킹 툴을 이용하

는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였다. 이후 IP CCTV의 철

저한 인증관리, 스위치 단에서의 보안성 강화 방법을

제안하였고, 정부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IoT 보안

인증제 도입과 같은 보안 대응책을 제시했다[9].

현재까지 진행된 IP CCTV 쇼단 노출의 위험성

Shodan을 이용한 IP CCTV 보안성 자가 진단 시스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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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P CCTV 해킹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IP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대
부분 범죄자들은 검색엔진인 쇼단을 이용해 취약한 IP CCTV를 찾은 후 취약점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
법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본인이 소유한 IP CCTV가 쇼단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으며 그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쇼단을 이용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IP
CCTV의 보안 취약 상황을 사용자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보안성 자가 진단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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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IoT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위험성과 대응

방안까지 연구했으나, 원론적인 이야기에 머물러있

다. 또한 IP CCTV의 쇼단 노출이 가지는 높은 위험

성에 비하여 제안된 대응방안은 하드웨어를 고쳐야

하거나 관리자의 조치가 필요하는 등 사용자가 당장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이 아니었다. 본 논문에서는 보

안성 강화가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하도

록 해주는 보안성 자가진단 시스템 제안한다.

III. 시스템 설계

3.1 전체 시스템 검사 과정

아래 [그림 1]은 제안한 시스템의 전체 흐름을 보여

준다. 모든 사용자는 로그인 이후에 각 기능을 이용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IP CCTV의 IP 주소를

모를 경우, 네트워크 스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IP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가 사용 중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인터넷 연결

기기와 스캔 결과 출력된 인터넷 연결 기기의 개수

가 다르면, 관리가 소홀하거나 사용자 소유의 IP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위험 IP로 간주한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순서도

네트워크 스캔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 IP를 확

보하고, 본 시스템의 안전도 검사 기능을 통해 추가

적인 정보와 안전도 여부를 검사한다. 판정된 안전도

여부에 따라 사용자 관점의 보안 가이드를 제공한다.

보안 가이드 제공 이후 본 시스템을 통해 다시 한번

안전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최종적으

로 모든 검사 결과는 서버에 저장해서 사용자가 조

회할 수 있도록 한다.

3.2 안전도 검사 과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입력항목은 사

용자가 검사하고자 하는 IP CCTV의 IP 주소이고 출

력내용은 시스템 검사를 통한 사용자 기기의 취약

정보 및 본 논문에서 정의한 보안 안전도 단계이다.

안전도 검사 기능의 순서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안전도 검사 흐름도

자가 검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기기의 IP

주소를 입력받아 쇼단 API를 사용하여 쇼단에 사용

자의 IP CCTV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사용자의 기기 정보가 뜨지 않으면 안전단계로

판정한다. 쇼단에 등록된 정보가 있다면 쇼단 검색

결과를 파싱해서 기본 취약정보를 구성한다.

다음은 쇼단 API의 유료 기능을 활용해서 쇼단에

서 제공하는 사용자 기기의 CVE 정보를 파싱한다.

이때 노출된 CVE가 없다면 상대적 안전 단계로 설

정하고 노출된 CVE가 있다면 CVE 취약정보를 구성

하고 안전도 단계는 이후 절차에 따라 상대적 위험

단계 이상으로 판정한다.

다음은 로그인 페이지 탐색 단계이다. 기본 취약정

보를 활용해서 영상 송출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생성해 정상적인 로그인 페이지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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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로그인 페이지에 사전대입 공격을 수행해

서 사용자가 기본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한 후 해킹 공격을 통해 사용자 기기의 송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해킹 공격이 성

공하지 않으면 위험단계로 판정하고, 공격이 성공하

면 송출되는 영상을 캡쳐한 뒤, 위험도가 더 증가한

매우 위험 단계로 판정한다. 참고로 로그인 페이지

탐색 단계에서, 스크린샷 정보를 통해 CCTV의 영상

이 로그인 과정 없이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는 중

임을 확인했다면, 사전대입 공격 수행 없이도 매우

위험단계로 판정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시스템 검사를 수행하여 구성했

던 사용자 취약정보와 검사 대상 IP, 검사 일시 등의

검사 내역을 저장한다. 끝으로 사용자 취약정보와 검

사 내역, 판정된 안전도 단계를 포함하는 최종 결과

리포트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3.3 최종 결과 리포트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검사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최종 결과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구

성과 각 항목은 [표 1]과 같다.

구성 항목

기본취약정보
ip, country, city, latitude,
longitude, last update,
exposed ports

CVE 취약정보 port, cve, total cve count

영상 취약 정보 real_time_flag, dic_attack_
flag, has_screenshot

검사 내역 정보 case id, case date, ip,
username, security class

[표 1] 최종 결과 리포트의 구성 및 항목

3.4 안전도 단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IP CCTV 자가 진단 시스템의

보안 위험도는 4개의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되어 총

5단계로 구분된다. 단계를 구분하는 각 기준의 내용

은 [표 2]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보안 안

전도 단계는 [표 3]과 같다.

기준 내용

기준 1 IP CCTV가 쇼단에 등록되어
있는가?

기준 2 CVE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3 사전 대입 공격을 시도하여 로그인
인증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가?

기준 4 로그인 과정 없이 실시간으로 영상이
노출되는가?

[표 2] 안전도 단계 판정 기준

안전도 단계 기준1 기준2 기준3 기준4
안전 X X X X

상대적 안전 O X X X
상대적 위험 O O X X
위험 O O O X

[표 3] 안전도 단계 및 판정 기준 여부

IV. 시스템 구현
앞서 제안한 시스템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서비스

의 주요 기능은 대부분 구현되었다. 구현을 위한 시

스템 개발 환경은 Django 3.1.5 버전과 python 3.7.0

버전이다.

다음 [그림 3]은 본 서비스의 로그인을 완료한 후

보이는 서비스의 메인 화면이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은 본 서비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로 제공된다.

아래 [그림 4]와 [그림 5]는 사용자의 IP CCTV가

쇼단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노출된 취

약점 정보를 정리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안전도

검사 기능의 결과화면이다. 테스트를 위해 쇼단에 노

출된 CCTV의 IP 주소를 사용했다.

해당 기능은 쇼단을 이용해 노출된 위험정보를 정

리해 보여주는 기능과 IP CCTV 제조사 별 로그인

페이지에 대한 사전대입 공격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시스템이 악용될 경우, 피해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

사전대입 공격 기능의 코드는 별도의 .py에 분리해서

작성하고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논문의 결과화면에

서는 프라이버시 노출의 위험성이 있는 정보들을 비

[그림 3] 로그인 후 메인화면

[그림 4] IP CCTV 검사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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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처리하여 보여준다.

아래 [그림 6]은 사용자의 검사 내역을 볼 수 있는

이력 조회 페이지이다. 해당 페이지의 검사 시간을

클릭하면 검사 별 상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최근 IP CCTV 이용률과 함께 해킹 사례가 증가

함에 따라 IP CCTV의 보안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악의적인 공격자가 쇼단 등 검색엔

진을 이용해서 취약한 IP CCTV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IP CCTV 사

용자가 쇼단이라는 검색엔진에 사용자 IP CCTV에

대한 정보가 올라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정보보안에 대한 관점으로 노출된 정보의 위

험성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심각한 보안 문

제점을 극복할 목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IP CCTV

사용자 관점에서 곧바로 자신의 IP CCTV에 대한 노

출 위험도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IP CCTV 보

안성 자가 진단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향후 제안한 시스템의 로그인 부분에서 강화된 사

용자 인증을 구현함으로써 타인의 IP CCTV에 대한

불법 검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예정이며, 사전대입 공

격에서 소요되는 서비스 시간을 줄이는 다른 방법을

고안하여 사용자가 다소 기다리는 시간적 불편을 최

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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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P CCTV 검색 결과 화면

[그림 6] 사용자 검사 이력 조회 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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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는 실내의 사용자 위치를 실시간service, LBS)
으로 추적하여 위치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실내 측위. (Indoor Localization) 
기술은 무선 신호 센서(Wifi, Bluetooth, UWB), 
가속도 자이로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 )
를 추적한다 최근 많은 연구들이 사용자들의 . 
접근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측위 방식
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 
수집된 무선신호 세기나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
를 통해 측정된 센서값을 형태로 서버raw data
에 전달하거나 스마트폰내의 앱을 통해 계산된 , 
값을 서버에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한다[1].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앱을 설치하여 데이터 
이용 동의 후 진행해야 하며 위치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반드시 서버 측에 전달해야 관련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다 년 이후 위치 정보의 . 2005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위치 정보
의 오남용에 대해 법적으로 관리를 진행하고 있
지만 사용자의 정보가 오남용된 이후의 문제 해, 
결 방안이기 때문에 온전히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 
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서비스 제공 측에 전달하
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법이 필요하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영지

식 증명 를 이용한 실내 위치 기반 BulletProofs
서비스를 제안한다 영지식 증명은 년 . 1985

에 의해 처음 고안된 증명 방법이다Goldwasser
증명자와 검증자간의 증명과정에서 증명자[2]. 

는 자신이 알고있는 비밀값에 대한 노출없이 검
증자에게 알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는 증
명 방법이다 영지식 증명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 
자가 사용자의 실내 위치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업체에 제공하지 않더라도 추적된 위치에 있
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의

사용자 위치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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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Jo*, Guembo Kim*, Ho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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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위치 정보 노출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영지식 범위 증명 . 

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측에 사용자가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지 BulletProofs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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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경지식 
실내 측위1.1 

최근 실내 측위 방법은 실제 사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와 같이 사용
자들이 항상 소지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한 방법
들이 연구 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측정된 . 
무선신호 세기나 내장된 센서들을 통해 측정된 
센서값을 이용하는데 이 또한 실용성을 고려하, 
여 무선신호는 나 가 많이 사용되며 내WiFi BLE , 
장된 센서를 통한 센서값은 보행 추측 항법

을 계산하(Pedestrian Dead Reckoning, PDR)
는데 이용된다 무선신호와 센서를 이용한 방법. 
을 융합하여 사용할 경우 최초의 사용자 위치를 , 
무선신호를 통해 결정하고 실시간 사용자 위치는 
보행 추측 항법을 통해서 결정한다. 

수식 은 최초의 사용자 위치를 계산하는 방(1)
법을 보여준다 실내에 설치된 무선신호기 . AP 
혹은 의 수가 Beacon 개일 때 수신된 무선신, 
호기 위치  와 무선 신호 세기에 따른 가중

치 를 이용하여 사용자 최초 위치    를 
계산한다.


 



∙ (1)

사용자의 최초 위치가 결정되면 이동하는 사, 
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
는데 진행 방향 걸음 수 사용자의 보폭으로 계, , , 
산한다 스마트폰의 센서의 가속도 센서. IMU , 
지자기 센서 자이로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걸음 , 
수 사용자의 보폭,  진행 방향 각도 , 를 측
정한다 측정된 보폭 진행 방향 각도를 통해 사. 
용자의 다음 위치   를 결정한다.

1.2 BulletProofs

년 에 의해 대화형 영지식 증1985 Goldwasser
명(Interactive Zero-Knowledge Proof, ZKP)
이 고안되었으며 대화형 영지식 증명은 실제 환, 
경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the 

등을 이용한 비대화형 영Fiat-Shamir heuristic
지식 증명이 제시되었다 영지식 증명은 다음 . 3
가지 속성을 가진다.

완전성 어떤 문장이 참이면 정직한 증명1) : , 
자는 정직한 검증자에게 이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문장이 거짓이면 어떠한 2) Soundness: , 
부정직한 증명자라도 정직한 검증자에게 이 문
장이 사실이라고 납득 시킬 수 없어야 한다.

어떤 문장이 참이면 검3) Zero knowledge: , 
증자는 문장의 참 거짓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 , 
수 없어야 한다.

는 이산 로그 가정BulletProofs (discrete 
을 기반한 logarithm assupmtion) Trusted 

과정이 필요 없는 영지식 증명 기법중 하setup 
나이다 는 벡터를 비밀 값으로 사. BulletProofs
용하는데 를 활용하여 벡터값 , Inner Proof 가 
비트의 특정 범위 ∈ 에 있음을 보이는 
영지식 범위 증명(Zero Knowledge Range 

으로 사용된다 또한Proof, ZKRP) [3]. , 
을 이용하여 다수의 Multi-Party Computation

참가자가 비밀 값의 공개 없이 하나의 를 proof
생성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III. 본론 
본 논문은 사용자의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의 위치를 서비스 제공 측에 전달하
지 않더라고 추적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를 이용하여 증명함으로써 사용자가 BulletProofs
서비스를 받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림 1

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과 개의 7
파란 삼각형 을 가정한다 그림 의 초Beacon ( ) . 1

록색 점들은 사용자가 지나갈 수 있는 지점을 표
시해 둔 것이며 순서를 로 지정한다 그림, 1~71 . 1
의 빨간색 박스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임을 가정한다 사용자가 실내공간에서 이동하다. 
노란색 선 빨간색 네모 박스에 들어가게 되면 ( ) 
서비스를 받게 된다.
제안하는 서비스는 그림 와 같이 위치 계2 1. 

산 생성 및 전달 검증, 2. Proof , 3. Proof , 4. 
서비스 제공 순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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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용자 클라이언트는 의 신호 세Beacon
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 을 통해 자신의 처음 1
위치를 계산한다 이후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알고. 
리즘 를 통해 자신의 다음 위치를 결정한다 사2 . 
용자의 좌표는 공간의 초록색 점들 중 가장 가까
운 지점( 으로 결정된다) .

알고리즘 1. 사용자 위치 초기화 계산 
INPUT 




OUTPUT 

return  



∙  

알고리즘 2. 사용자 위치 계산 
INPUT 


, , , 

OUTPUT 
 ∙ cos

 ∙ sin

Min Distance( 위치 ,  주변위치 )
return 

사용자의 위치가 빨간색 박스의 초록색 점
들중 한 점으로 결정이 되면(a,b) , BulletProofs

를 통한 를 생성한다 알고리즘 를 Proof . 3[4][5]
통해 생성된    을 

서버에 전달하고 서버는 알고리즘 을 통5, 6[4][5]
해 사용자가 빨간색 박스에 있다는 것이 검증되
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 서비스 제안 공간 예시. 

그림 2 영지식 증명 기반 순서도. LBS 알고리즘 생성3. Proof 
INPUT 
OUTPUT 
 ∈
  ∈


   


∈


 ∈

 ∈
  ∈



 ∈

  ∈
 ∈


 ∈


 ∈
   




 
  



  
 ∈

  
 ∈

   ∈


   
  ∈


  

∘ 
   

 ∈


   ∈
  

  
∈

  ∈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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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4. ComputeProof
INPUT 
OUTPUT             

 ∈


’  
  ∈


  ’ ∈
” ’ 
if    then
  return ’

el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고리즘 5. Verify
INPUT 
OUTPUT boolean
   ∈


   ∈


   ∈



  
  ∈

  


  
’

 ∈

return

 
∧

 




∧

알고리즘 6. VerifyIp
INPUT 
OUTPUT boolean
 
for  log
  ’  
  

’     
    

 ∈’

’        
  ∈’

’ 





∈


if   return true
else return false

IV. 결론 
본 논문은 영지식 증명을 이용BulletProofs 

하여 사용자가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신의 위치를 서비스 제공 측에 제공하지 않
고도 자신의 위치를 증명함으로써 사용자가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사용자 클. 
라이언트는 의 와 센서값을 통Beacon RSSI IMU 
해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고 이후 를 BulletProofs
통해 를 생성한다 생성된 를 서비스 proof . proof
제공 서버가 검증함으로써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제안 서비스를 개발하고 성. 
능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논문은 년도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2021 (
부 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 융합(No.2018-0-00264, IoT 
형 블록체인 플랫폼 보안 원천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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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P 카메라에 임의로 접근하여 사생활이 공개되는 피해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자 기본 패스워드 대신 새로 설정한 패스워드를 이용하고, 이를 잘 관리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리자 패스워드를 새로이 설정한 IP 카메라에 대하여도 전송

영상이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하여 침해됨을 밝힌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IP 카메라 제품 3

종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이들이 전송하는 영상 정보가 노출됨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관

리자 패스워드 인증을 지원하는 방안만으로는 악의적인 공격자의 공격을 막을 수 없음을 의미

한다.

I 서론

최근 IoT 기술의 보급과 발전에 힘입어,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분야에서 역시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체재로써 IP 카메라

시스템이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사용자층에서의 개인용 보안

시스템 구축 열풍이 확산되고, IP 카메라와 이의

원격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기술

에 대한 개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판되는

대다수의 IP 카메라 제품들이 다양한 부가 및 편

의 기능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최근 여러

연구와 대중 매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1][2][3].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서비스 사용자의 보안

관리 부실에 기인한 보안 취약점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Shodan"과 같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네트워크상의 보안이 취약한

IP 카메라를 검색하고, 알려진 기본 관리자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과 같은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사용자의 보안 관리 측면

에서 더 나아가, 현재 대다수 IP 카메라가 사용하

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보안 취약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시판

중인 몇 종의 IP 카메라를 대상으로, 정상 작동

중인 카메라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임의로 취득하

는 것이 가능함을 보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

행 영상 데이터 전송 체계의 보안성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

네트워크 카메라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카

메라의 하드웨어적 성능뿐만이 아니라, 원격지의

관제 시스템과의 효과적인 통신 및 제어를 제공하

는 통신 프로토콜 역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 중, 2021년 현재 국내를 비롯하여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ONVIF’

(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이다[4].

ONVIF는 지난 2008년 AXIS, SONY, 그리고

BOSCH 사에서 공동 개발한 개방형 표준규약이

다. 이것은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를 기반으로 한 웹 기반 통신 체계를 바

탕으로, 기능별로 구분된 하위 규약인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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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카메라의 원격 검색과 인증,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및 자세 제어와 같이 일반적인 CCTV의

운용에 요구되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정의하고 구

현한다.

이 중 ‘프로파일 S’에서는 카메라로부터 출력되

는 영상의 실시간 스트리밍에 관한 기능을 정의하

고 있다. 여기에는 ‘RTSP’ (Real Time Streaming

Protocol)를 사용하며, 미리 결정된 코덱으로 압축

한 영상 데이터를 비암호화 통신 규격인 ‘HTTP’

의 패킷 Payload 상에 탑재하여 전송한다. 이때,

송·수신되는 RTSP 패킷은 같은 IP 클래스의 네트

워크 대역에서 브로드캐스팅 된다.

이로 인해, 동일 네트워크 대역에 접속한 상태

의 공격자는 네트워크 패킷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IP 카메라와 관제 시스템 간의 평문 통신

내용을 패킷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ONVIF에서 제시하는 보안

권장 사항에도 명시되어 있으나[5], 현재 시판되는

IP 카메라를 구매하는 사용자 중 대부분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ONVIF의 영상 스트리밍에 사용되는

RTSP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평문의 데이터를 전

송하므로, 단순히 IP 카메라의 관리자 계정 보안

성 강화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

을 의미한다.

III IP 카메라 영상 해킹 방법

앞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구성

되고 작동 중인 IP 카메라로부터 송·수신되는 데

이터를 실제로 제3자가 임의로 취득할 수 있는지

실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영상 파일의

형태로 복원하여 재생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검

증할 것이다.

A 네트워크 구성

먼저, IP 카메라와 관제 PC 간의 통신이 구성되

어 작동 중인 네트워크에서 테스트 PC를 통한 외

부 공격자가 공격하는 실험 상황을 모사하여 네트

워크를 구성하였다.

그림 1. 네트워크 구성 개념도 (로컬 네트워크)

그림 2. 네트워크 구성 개념도 (원격 네트워크)

그림 1은 로컬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내며, 그

림 2는 이더넷을 통한 원격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

타낸다.

또한, 다음과 같이 환경 조건을 제한하였다.

§ 실험에서 사용되는 IP 카메라는 실시 당시 시

판 중인 제품 중 ONVIF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모델을 총 3종 임의로 선택하였다.*

§ 각 카메라는 각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

는 보안 기능(관리자 계정)을 활성화하여 환경

을 구성하였다.

§ 원격 네트워크상에서의 영상 스트리밍을 위해,

각 카메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원격 관제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 본 실험에서는 IP 카메라와 관제 PC 간의 통

신 내용의 취득 여부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테

스트 PC 상의 공격자가 관제 PC와 같은 네트

워크에 이미 접속된 상태임을 가정하였다.

B 소프트웨어 구성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 IP 카메라의 구성 및 스트리밍 영상 확인:

ONVIF Device Manager (v2.2.250)

- 네트워크 패킷 캡처: Wireshark (v3.4.4)

- 복원된 동영상의 재생: ffplay (v4.4)

C 네트워크상의 영상 해킹 절차

“A 네트워크 구성”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환경

을 구성하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따라

IP 카메라의 초기 설정을 마친다. IP 카메라가 정

상적으로 작동 중임을 관제 PC 상의 ONVIF

Device Manager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하고, 영

상 스트리밍 상태를 유지한다.

* 2021년 초 기준,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

인 장터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량이 높은

것 (H사 및 I사, 4만~40만 원대 제품 총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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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 00 00 00 01 27 64 00 29 ... 04 E2 00 40

0x 00 00 00 01 27 64 00 29 ... 04 E2 00 40

0x 00 00 00 01 28 EE 17 2C ...

동시에, 테스트 PC 상에서 구동되는 패킷 캡쳐

소프트웨어(Wireshark)를 사용하여 현재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하는 모든 패킷을 캡처한다.

IP 카메라와의 RTSP 통신을 위한 기본 Port 번

호는 554번으로 정의되어있다[6]. Wireshark 상에

서 “tcp.port == 554” 필터 조건을 적용하여 캡처

된 모든 패킷들 가운데 카메라에서 송·수신중인

RTSP 통신 패킷만을 선별할 수 있다. 만약 “Out

of conversation packet”과 같이 패킷의 타입이 올

바르게 인식되지 않은 경우, 임의의 스트리밍 패

킷을 선택한 후 “Decode type”을 “RTSP”로 설정

하여 수동으로 타입을 설정한다.

그림 3. 카메라의 IP 및 SSRC 취득 모습

RTSP 표준에 따르면, 스트리밍은 클라이언트에

의한 ‘PLAY’ 요청이 서버에 접수된 후 시작되며,

재차 클라이언트에 의한 ‘TEARDOWN/PAUSE’

요청이 접수되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유지된다. 이

특징을 이용하여, IP 카메라(서버)의 IP 주소와 현

재 RTSP 세션의 고유 ‘SSRC’ (Synchronization

Source) 값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SSRC를 선택 조건으로 사용하

여 연속적인 RTSP Payload RAW 데이터를 취득

할 수 있다. 그림 3으로부터, 카메라의 IP가

“192.168.10.180”이며 현재 RTSP 세션의 SSRC 값

이 “0x9a5fd8”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

서 적용된 “tcp.port” 필터를 유지한 상태에서

“rtp.ssrc == 0x9a5fd8” 조건을 함께 적용하여

RTSP 영상 스트림 패킷만을 선별한다.

그림 4. 통신 패킷 상의 영상 인코딩 정보

RTSP에서 영상 데이터는 암호화되지 않은 형

태로 전송되므로, RTSP 패킷의 Payload가 영상

데이터에 해당하게 된다. 즉, 단순히 선택된 모든

패킷의 Payload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는

과정을 통해 영상 데이터를 파일의 형태로 복원할

수 있다.

영상의 스트리밍을 위해 사용된 인코딩 코덱은

IP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

으로 Payload Type 데이터 영역에 명시된다. 그림

4는 RTSP 통신 중 클라이언트가 발신한

‘DESCRIBE’ 요청에 대해 서버가 발신한 응답 메

시지의 일부이며, 영상의 인코딩에는 ‘H.264’ 코덱

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264는 ‘NAL’

(Network Abstraction Layer)의 연속으로 이루어

지며, 코딩된 비디오 정보를 가진 슬라이스 등이

NAL 유닛을 구성한다. 이때 각 NAL 유닛을 구분

하는 데에 미리 정의된 비트 패턴인 ‘NAL Unit

start code’ (0x00000001)를 사용한다[7].

영상 코덱의 종류에 따라 Payload 데이터의 병

합 과정만으로 바로 영상 재생이 가능할 수도 있

으며, 혹은 별도의 가공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H.264 코덱의 경우에는 스트림 데

이터가 RTSP Payload 상에 실릴 때 앞서 언급된

NAL Unit start code가 제거되게 된다. 그러므로

캡처된 영상 데이터를 다시 하나의 파일로 병합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해당 비트 패턴을

패킷별로 추가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림 5. RTSP 패킷 예시

그림 5에서는 예시로써 영상 데이터가 담긴 첫

번째 RTSP 패킷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

Payload 상에 담긴 H.264 스트림 데이터는 “0x 27

64 00 29...” 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NAL Unit

start code인 “0x 00 00 00 01”을 추가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두 번째 패킷은 “0x 28 EE 17 2C...” 이므로 동

일한 과정을 거쳐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한 뒤, 하나의 파

일로 저장하여 영상 파일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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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파일 생성 과정은 Wireshark 상에서 제

공하는 사용자 스크립트 실행 기능을 활용하여 자

동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 실제 영상을 유의미한

정도의 길이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수의

패킷에 대해 위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야 하므

로, 본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해 다음 주석의 링크

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절차

를 단축하였다[8].

이렇게 생성된 영상 파일에는 영상의 본문 데이

터는 존재하지만, 코덱 정보가 담긴 헤더가 빠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영상을 원활하게 재생하기 위

해서는 파일의 코덱을 지정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플레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ffplay의 -f 옵션을 사용하여 영상 코덱을 H.264로

지정한 후, 복원된 영상을 재생하였다.

IV IP 카메라 영상 해킹 결과

실험 결과, “III-A장”에서 제시된 두 개의 네트

워크 구성 환경 모두에서, 비인가 공격자가 IP 카

메라에서 촬영된 영상 정보를 임의 취득하여 복원

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복원된 영상의 데이터 및 재생 화면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과정을 통해, 이미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IP 카메라에서 자체 보안 기능의 설정 여

부와 무관하게 영상 데이터의 임의 취득이 가능함

을 실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와 시스템 관리자 각각의 측면에서의

위험 인식이 필요하다.

먼저 일반 사용자의 경우, 각 네트워크 단에서

제공하는 보안 설정을 철저하게 하여 외부 침입자

의 망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원격 관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에서만 접속하는 등의 보안 수

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ONVIF와

같은 비 암호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경우 통

신의 보안성이 취약함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특히 공개망을 통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HTTPS’ 혹은 ‘SSL/TLS’와 같은 통신 암호화 단

계를 필수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시스템에 대해 소프트웨어적 개선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카메라가 구축된 네트워크를 공개

망과 격리된 인트라넷의 형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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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들어 소규모 장치에 사용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제품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제품을 분석하기 위한 에뮬레이션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운영체제가 탑재 되어

있지 않은 제어 시스템인 베어메탈 펌웨어에

대한 연구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베어메탈 펌웨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Microcontroller Unit)를 사용하기 때문

에 하드웨어 의존성이 높으며, 이는 모든 장치

를 가상화 하기 위한 에뮬레이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베어메탈 펌웨어는 파일시스템과 운

영체제가 없는 하나의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를

지닌다. 일반적인 펌웨어는 운영체제가 여러 응

용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형태지만 베어메탈 펌

웨어는 운영체제의 역할을 하드웨어 드라이버

가 대신하기 때문에 기존 QEMU 만으로 에뮬

레이션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베어메탈 펌웨어 에뮬레이션

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에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장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데

이터 시트 기반으로 에뮬레이션을 검증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II. 관런 연구
본 장에서는 베어메탈 펌웨어 분석과 관련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2.1 임베디드 장치의 분류[1]

최근 연구에서 임베디드 장치를 사용된 OS를

이용하여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는 범용 목적 OS 기반 장치, 두 번째는 임베디

드 OS 기반 장치, 마지막으로 베어메탈 장치로

나눌 수 있다. 범용 목적 운영체제 기반 장치는

기존에 데스크톱이나 서버에서 사용되는 리눅

스 커널을 경량화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

한 것을 의미한다. 임베디드 운영체제 기반 장

치는 하드웨어를 위한 맞춤형 운영체제를 사용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계산 능력이 낮거나 메

모리 관리 장치와 같은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임베디드 시스템의 베어메탈 펌웨어 에뮬레이션
정확도 향상 방안

이영우*, 김주환*, 유지현*, 윤주범**

*세종대학교(대학원생) **세종대학교(교수)

Improvement of Baremetal F irmware Emulation Accuracy in
Embedded Systems

Youngwoo Lee*, Jihyeon Yu*, Juhwan Kim*, Joobeom Yun**

*Sejong University(Graduate Student) **Sejong University(Professor)

요 약

베어메탈 펌웨어에 대한 에뮬레이션은 하드웨어 주변장치 구현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범용

운영체제를 쓰는 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최근 베어메탈 펌웨어에 대한 에뮬레이션이

연구되고 있으나, 에뮬레이션이 불가능하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최신 베어메탈 펌웨어 에뮬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고, 에뮬레이션이 불가능했던 펌

웨어를 가능하게 하거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는 에뮬레이션 구축부터

분석까지의 과정을 제안했으며, 에뮬레이션이 실제 장치와 얼마나 유사한지 정확성을 검증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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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베어메탈 장치는 운영체제가 없거나

간단한 작업만 수행하며, 기본 추상화가 없는

단순 반복 실행으로 주변장치에 대한 인터럽트

를 관리한다. 임베디드 펌웨어와 베어메탈 펌웨

어의 일반적인 구조는 FIg.1과 같다. 베어메탈

펌웨어는 일반적인 임베디드 펌웨어와 다르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운영체제가 존재하지 않

는다. 한편, 운영체제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주변장치의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

고, 이로 인해 베어메탈 펌웨어를 에뮬레이션하

기 위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2.2 MCU 펌웨어 에뮬레이션 및 동적 분석

기존 펌웨어 에뮬레이션 및 분석 연구는 임베

디드 장치보다는 범용 컴퓨터에 가까운 리눅스

기반 장치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기존 펌웨

어 분석 연구와 베어메탈 펌웨어 분석 연구는

펌웨어의 다른 구조로 인해 완전히 상이하다.

최근 여러 연구는 베어메탈 펌웨어를 포함하

는 MCU 펌웨어 에뮬레이션 및 분석을 다루었

다. 이들은 펌웨어를 실행하는 동안 주변장치를

실제 장치에 전달하는 하이브리드 에뮬레이션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Avatar[2]는 하이브리

드 에뮬레이션 방식으로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함께 컨콜릭 실행(Concolic Execution)을 수행

하였다. Avatar2[3]는 기존 Avatar를 확장하여

실제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변장치를 실행

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P2IM[4]은 수동

적으로 하드웨어를 분석해야 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주변장치 인터페이스를 모델링하여 베어

메탈 펌웨어를 에뮬레이션 및 퍼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펌웨어의 주변장치를 모델

링하는 과정은 P2IM을 사용하였다.

2.3 xPack QEMU ARM[5]

QEMU는 최근까지도 사용되는 대표적인 오

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에뮬레이터이다. 하지만

기존 QEMU는 Unix/Linux 커널을 구동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MCU를 사용하는 베어메

탈 펌웨어에 대한 에뮬레이션은 지원하지 않는

다. 따라서, Cortex-M 기반의 MCU를 에뮬레

이션하도록 지원하는 xPack QEMU ARM의 사

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베어메탈 펌웨어를

에뮬레이션 및 분석할 수 있다.

III. 에뮬레이션 정확도 향상 방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적인 흐름

도는 Fig. 2과 같다. 먼저, 기본적으로 에뮬레이

션하기 위한 펌웨어를 추출 또는 획득한다. 또

한, 해당 펌웨어가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정보를

알기 위해 데이터 시트를 제조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얻는다. 이때, 데이터 시트에서 얻은 정보

를 바탕으로 에뮬레이션의 가능 여부를 판단한

다(섹션 3.1). 만약 에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판

단되면, xPack QEMU Arm을 데이터시트로부

터 얻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빌드한 후,

P2IM을 통해 모델링과 에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섹션 3.2). 그 후, 메모리 검사와 레지스터 검

증을 통해 실제 장치와 동일하게 에뮬레이션

되었는지 확인한다. (섹션 3.3). 마지막으로 에

뮬레이션된 펌웨어를 동적 분석하고 취약점을

검사한다 (섹션 3.4).

Fig. 2 Emulation Flow Diagram

Fig. 1 Embedded Firmwar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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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에뮬레이션 가능성 판단

에뮬레이션 가능 여부는 데이터 시트를 참고

하여 판단한다. 먼저, xPack QEMU ARM에 따

르면 Cortex-M3, M4 아키텍처 외에는 에뮬레

이션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펌웨어는 ELF

파일 형식만을 지원한다. 이는 베어메탈 펌웨어

가 하나의 데몬 프로그램이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응용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여 SRAM,

Flash Memory의 주소와 크기, MCU의 최대 및

최소 클럭, NVIC를 포함한 Cortex-M의 코어

정보, 모든 On-chip 주변장치의 정보를 얻는다.

Fig. 3 Memory Mapping of Cortex-M

Microcontroller

한편, Fig.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Cortex-M 아키텍처에서 Flash Memory의 시작

주소는 0x8000000, SRAM의 시작주소는

0x20000000, 주변장치의 시작주소는 0x40000000

이지만, 할당되는 메모리의 크기는 MCU마다

다르다. 따라서, 해당 정보들을 데이터 시트를

통해 얻지 못하면, 에뮬레이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3.2 xPack QEMU Arm 빌드 및 에뮬레이션

우리는 데이터 시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중 실제 하드웨어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돼야

하는 정보를 데이터 시트를 통해 획득하였고,

이는 xPack QEMU ARM의 소스코드를 수정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P2IM에선 이 과정을 대부

분의 MCU에 대해 동일한 값으로 자동화시켜서

빌드하게 되고, 이는 에뮬레이션의 정확도가 떨

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에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수정하여 QEMU

를 빌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Fig. 4의 과정

과 같다. 특히 MCU가 가지는 On-Chip 주변장

치들에 대해선 정확한 모방이 필요하다. 이후,

빌드된 QEMU를 이용해 User Mode 에뮬레이

션을 수행한다.

Fig. 4 Building xPack QEMU Process

3.3 에뮬레이션 정확성 검증

에뮬레이션의 목적은 실제 장치를 보유하지

않아도 실제 장치와 같은 환경을 구성하는 것

이다. 따라서, 검증작업을 통해 에뮬레이션 정

확도를 측정해야 하며, 본 논문은 메모리 범위

검증과 레지스터 분류검증을 통해 검증을 수행

한다. 메모리 검증 부분은 Fig. 3에서 볼 수 있

듯이 에뮬레이션에 발생하는 메모리 주소는 항

상 Flash Memory, SRAM, Cortex 내부 주변장

치, 주변장치의 메모리 주소 내부에 있어야 한

다. 만약 참조하는 메모리의 주소가 해당 범위

밖에 있다면 에뮬레이션에 문제가 발생한다. 메

모리 검증 이후에, 구현된 레지스터 중 오분류

된 레지스터를 탐지한다. P2IM 논문에 따르면,

레지스터를 데이터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를

포함한 4가지로 분류한다. 만약 에뮬레이션 이

후 주변장치의 레지스터가 다른 역할로 분류되

었다면, 이는 정확하지 않은 에뮬레이션이다.

해당 내용은 4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3.4 동적 분석 및 취약점 테스트

에뮬레이션이 검증된 이후 펌웨어 분석과정

을 통해 에뮬레이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동적 분석 단계에선 펌웨어가 동작하는 동안

메모리의 상태를 분석한다. 하지만 x86 계열의

디버거는 베어메탈 펌웨어를 분석할 수 없다.

본 논문의 대상인 ARM 프로세서를 분석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GDB가 아닌 gdb-multiarch

와 같은 전용 크로스 디버거에서 GDB 서버를

통해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에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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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펌웨어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퍼

징을 이용한다. 퍼징이란 특정 형식의 입력값을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변화시키면서 입력시키

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임베디드 펌웨어는 하

나의 응용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퍼징하지만, 베

어메탈 펌웨어의 경우 펌웨어 전체를 퍼징한다.

이는 주변장치의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입력을

드라이버가 대신 채널링한 후 처리하기 위함이

다.

IV. 실험 및 평가

본 실험은 Ubuntu 18.04 LTS 환경에서 진행

하였고, 에뮬레이터로 xPack QEMU Arm을 사

용하였으며, 주변장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부분은 P2IM을 사용하였다.

Table. 1은 7개의 MCU를 사용하는 베어메탈

펌웨어를 대상으로 에뮬레이션된 레지스터를

검증하여 에뮬레이션 시 사용된 레지스터와 그

중 올바르게 구현되지 않은 레지스터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구현된 레지스터 494

개 중 약 236개(47.7%)의 레지스터가 에뮬레이

션 중 참조되었고, 그중 11개(4.6%)의 레지스터

가 잘못 분류되었다.

한편, 자동화된 방법을 사용하는 P2IM과 제

안한 방법을 비교했을 때, 오분류된 레지스터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하드웨어 의존성이 높은 베어메탈 펌

웨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며, 단일화된

QEMU 설정으로는 하드웨어를 정확하게 모방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확한 에뮬

레이션을 위해 데이터시트를 통한 QEMU의 수

동적인 소스코드 수정이 필요하다.

V.결론

본 논문에서는 베어메탈 펌웨어의 에뮬레이

션의 어려움과 기존 QEMU의 한계를 제시하였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시트에서 정보

를 수집하여 수동적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

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7개의 MCU에 대한

오픈소스 펌웨어를 대상으로 레지스터를 검증

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향후 RTOS

를 탑재한 드론 펌웨어에 대한 에뮬레이션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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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드론은 4차 산업을 이끄는 주요 기술 중 하

나로 2026년 세계 드론 시장은 약 9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4] 이에 우리 정부는 올

해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3

년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관리 및 스마트

영농 상용화, 2025년 드론 택시 상용화를 목표

로 하고 있다.[3] 이렇게 드론이 상용화됨에 따

라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점차 다양해지고 위

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드론을 표적으로 삼는 해킹이 큰 이슈가 되었

지만, 앞으로는 드론을 이용하는 해킹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1] 본 연구는 드론을 이

용한 공용 와이파이 해킹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시연을 통해 그에 따른 보안 위협

을 실증하고자 한다. 테스트베드에 공격을 진행

해봄으로써 본 연구의 시나리오가 실제 환경에

서 진행될 경우의 파급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목표는 드론이 사이버

공격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보안 경각심을

일깨워 보안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는 Ⅱ장에서 관련 연구

및 필요성에 설명하고 III장에서는 공격 시나리

오 설계 및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IV장에서는

공격 시나리오 성능 제시를 기술한 뒤, V장에

서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및 필요성

2.1 관련 연구

본래 드론은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최

근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분야에 활

용되는 추세이다. 드론의 활용범위가 확장되면

서, 이용량 또한 증가했고 그에 따라 보안 위협

도 증가했다. 보안 위협 중 하나는 드론의 사이

드론을 이용한 무선 네트워크 공격 시나리오 및 가능성
실증

김동현*, 강한별*, 박유나*, 이민규*,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학부생)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교수)

Attack Scenario and Its Implementation for Mobile Access Point
using the Drone

Dong-Hyun Kim*, Han-Byeol Kang*, Yu-Na Park*, Min-Gyu Lee*,
Heung-Youl Youm**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Professor)

요 약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 중에 하나로 드론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

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드론을 표적으로 삼는 해킹

이 큰 이슈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드론을 이용하는 해킹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드론을 이용한 사이버보안 위협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최종적으

로 시연을 통해 그에 따른 사이버 위협을 실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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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무기화이며 드론을 사이버공격의 매개체로

써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하

는 공용 와이파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 외에도

드론의 사이버 무기화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1]에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드론이 사이버공격의 매개체로 악이용될 가능

성을 제시한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예시로

드론에 무선통신 중계소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GPS 교란 장치와 같은 사이버공격 프로그램과

장치를 탑재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전장에서 드론을 이

용한 보안 위협, 예상되는 공격 시나리오를 제

안함으로써 위협의 심각성을 인지시킨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사이버보안 위협 시나리오

는 드론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Access

Point(이하 AP)로 위장하여 군사시설로 이동시

켜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하여 데이터를 유출하

는 방식이다.

2.2 연구 필요성

사이버 공격 무기로써 드론의 특징은 기동성

과 원격 접근성을 꼽을 수 있다. 기존의 사이버

공격의 경우 물리적 액세스를 위해 공격자가

직접 접근해야 하는 한계점이 존재했지만, 드론

을 이용함으로써 직접 접근할 필요가 없어졌다.

실제로 2019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사우

디 아람코 정유 시설이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받았으며 원격의 공격자가 드론을 이용하여

1,300km를 비행하여 공격한 점을 보았을 때 이

러한 특징을 악용했다고 볼 수 있다.

III. 공격 시나리오 설계 및 구현
본 연구에서 설계하는 드론을 통한 와이파이

공격 시나리오는 다음 [표 1]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된다.

System 실험 환경
Drone Raspberry Pi + Drone Kit
Victim Window 10
Attacker Kali Linux
AP i*** ***

[표 1] 공격 시나리오 환경

[그림 1] 공격 시나리오

본 연구의 공격 시나리오는 총 6단계로

구성되며, 해당 시나리오는 공용 AP의

관리자페이지가 취약한 ID, Password(이하

PW)를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다.

전체적인 진행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공격자는 공용 AP의 SSID와 PW의

리스트를 제작

2) 드론을 목표 AP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목적지를 설정하여 동작

3) 목표 AP 관리자페이지 권한을 획득하여

공지/광고 기능에 악성 URL 삽입

4) 희생자가 AP에 접근 시, 악성 URL로

이동시켜 악성코드 설치 유도

5) 악성코드 실행 시, 탈취한 정보를 C&C에

전송

6) 드론은 다음 목표 AP로 이동하고, 앞의

과정을 반복하여 공격을 수행

3.1 드론 공격을 위한 AP 보안 취약점

본 연구에서 드론은 사이버공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다. 드론에 탑재된 라즈베
리 파이가 공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
의 역할을 수행한다. 드론에 탑재된 라즈베리
파이는 AP 관리자 권한 탈취 및 악성 URL 삽
입 두 가지의 기능으로 나뉜다.

AP 관리자 권한 탈취는 미리 현장 및 인터

넷에서 수집한 SSID/PW 리스트를 통해 AP에

접근하고, 취약한 관리자 ID/PW를 이용하여 공

격을 진행한다. ID/PW 입력이 완료되면

CAPTCHA를 우회하기 위해 CAPTCHA 문자

열이 [영어 소문자 5글자]인 특징에 기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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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추출 작업을 진행한다. 우회의 경우,

Selenium을 이용한 이미지 추출 후 Google

Vision API를 이용하여 이미지로부터 문자열을

추출하여 우회한다.

[그림 2] i*** 관리자페이지

CAPTCHA 우회 성공 후, 공유기 기능인

공지/광고 기능에 접근해서 악성 URL을 삽입

하고 공격을 마친다.

[그림 3] CAPTCHA 예시

3.2 위조 웹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설치 유
도

공격자는 관리자페이지의 공지/광고 기능을

이용하여 희생자의 AP 사용을 제한하고, 위조

웹페이지로 이동시키게 된다. 위조 웹페이지의

목적은 희생자에게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것이

며, 웹페이지는 사회 공학 기법을 통해 악성코

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ipTIME 공지/광고 기능 : 공유기에 최초로 연결된 사용자를

설정된 URL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

[그림 4] 위조 웹사이트

3.3 악성코드 다운로드 및 실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악성코드를 희생자는

zip 파일로 PC에 설치하고, zip 파일 내부의

exe 파일을 실행시키면 백그라운드에서 악성행

위가 진행된다. 대표적인 악성행위는 키로거이

다. 키로거를 통해 희생자의 키보드 움직임을

감지해 ID나 PW와 같은 중요 정보를 수집한

다. 또한, 문장의 입력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Enter’ 키를 누르면 이미지 캡처를 진행한다.

해당 악성코드는 위의 동작을 통해 수집한 데

이터를 C&C로 보내는 행위를 반복 수행한다.

아래 [그림 5]은 C&C 서버 측에서 관찰한 희생

자 컴퓨터에 실행된 악성행위를 의미한다.

[그림 5] 수집된 ID와 PW

3.4 명령 제어 서버(C&C) 구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명령 제어 서버(이하

C&C)는 희생자 PC에서 실행 중인 악성코드를

제어할 수 있다. 해당 C&C 서버에서는 악성 행

위 시작, 정지, 키로깅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지

만 차후 추가 악성코드 드롭, 파일 암호화 등의

다양한 악성 행위를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래 [그림 6]은 네트워크 패킷 캡처 도구인

wireshark를 통해 악성코드의 키로깅 동작 중,

소켓 통신의 패킷 일부를 살펴본 것이다. 희생

자 컴퓨터로부터 C&C 서버에 수집되는 탈취

정보 및 캡쳐 이미지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C&C 서버로 수집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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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격 시나리오 성능 제시
본 연구 시나리오는 근거리 통신망에서 접근

가능한 AP를 드론을 이용함으로써 원격으로 공

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드론을 이용함으로써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근거리 통신망에서의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했다.

관리자페이지 로그인을 위한 CAPTCHA 우

회와 공지/광고 기능 내 악성 URL 삽입은 자

동화되어 공격이 진행된다. 3.1절에서 진행한

CAPTCHA 우회의 경우, 문자열 추출 성공률의

경우 약 33%이며, 최소 3초에서 최대 60초 이

내에 우회에 성공한다.

악성코드의 경우 희생자가 악성코드를 설치

하여 실행시킬 경우, 키로거와 캡처를 통해 희

생자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는 다른 악성코드의 동작에 대한 가능성도 시

사한다. 이를 기반으로 APT 그룹에서 사이버공

격을 진행하게 된다면, 굉장한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시나리오는

설치 및 실행을 자동화시키지 못했기에, 설치

및 실행 면에서 희생자가 직접 실행시켜야 한

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V. 결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드론

의 활용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며, 성능

면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더 첨단화될 것이다.[1]

본 연구에서는 드론 활용범위 확대와 성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드론이 사이버공격의 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구

현하여 보안 위협을 실증하였다. 시나리오가 실

제 환경에서 진행될 경우의 파급력에 대해 예

상해볼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이 공용 와이파이 및

드론에 대한 보안으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공용 와이파이의 경우, 사용된 취약점에 대한

보완이 있다.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면 사용된 취

약점에 대해 보완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패치 및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또한, 공용 와이

파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안 교육을 제

공해 보안 인식을 제고시켜 사이버공격으로부

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드론에 대한 보안 대응책의 경우, 악의적인

드론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드

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언급한

것들 외에 보안 위협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의 관심과 체계적인

보안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2]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악

성코드 실행 자동화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드론의 사이버무기화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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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유·

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

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통신을 제공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IoT는 산업 분야에서 자

동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 국방, 의료

분야 등에 편리성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서비스, 홈 네트워크 등에도 적용되

어 사용자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러한 편리성

으로 인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을 위

한 IoT 적용 제품 및 서비스가 증가하고 가정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0-0-00085, 5G+ 기반 6G 이동통신 정보보안 기술

연구)

내에 적용되는 스마트 홈 IoT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 홈 IoT 기술은 리모컨, 도어락, 제

어 센서 등 다양한 기기에 IoT 기술을 융합하

여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편리

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홈 IoT 기기를 활용해 최근

다양하고 고도화된 해킹 사례가 늘고 있다. 경

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까지의 누적 해

킹 범죄는 2019년 대비 21.7% 증가하였다. 하지

만 검거율은 17.6%로 감소하여 IoT 해킹 범죄

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IoT 기기와 연동하

는 앱 A를 실험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취약

점 분석을 진행하며 이에 대해 보안 인증 제도

를 기반으로 한 보안 대응책을 제시한다.

IoT 보안 인증 제도 기반 홈 IoT 기기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 분석 및 대응책 제시*

윤혜진*, 김은주*, 최지원*, 위한샘**, 이옥연*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학부생, 교수)

**국민대학교 금융정보보안학과(대학원생)

Vulnerability Analysis of Home IoT Device Applications and

Suggestion of Countermeasures Based on IoT Security Certification

Hyejin Yoon*, Eunju Kim*, Jiwon Choi*, Hansaem Wi**, Okyeon Yi*

*Dept. Information Security, Cryptology, Mathematics,

Kookmin University(Undergraduate, Professor)

**Dept. Financial Information Security, Kookmin University(Graduate)

요 약

최근 IoT 기술의 발전과 편리성으로 인해 홈 IoT 기기의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홈 IoT 기기

가 보급되고 있다. 홈 IoT 기기는 가장 안전해야 할 사용자의 보금자리에 사용되므로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자산을 필수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홈 IoT 기기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수준이 낮아 이를 겨냥한 해킹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홈 IoT

기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NOX 프로그램으로 추출한 APK를 MITMPROXY, SUPER툴을 이용

해 각각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위협을 식별한다. 또한 KISA의 ‘IoT 보안 시험·인증

기준 해설서’에 따른 인증 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안 대응책을 제시하

여 인증 제도에 부합하는 안전한 홈 IoT 기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증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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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취약점 분석

2.1 분석 앱 및 분석 도구 소개

앱 A는 로그인, 연동 가능한 IoT 기기 작동,

감사 등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분석에 사용한 도구는 <표 1>과 같다.

Experiment Environment
Device

/ OS

App Excution · iPhone XS / ios 14

Analysis Tool Excution · Intel / Window

Analysis

Tool

Network Analysis · MITMPROXY

APK file Analysis
· Nox App Player
· Decompiler.com
· SUPER

<표 1> 분석 도구

본 논문에서 연구를 통해 발견한 취약점은

영어 소문자(a, b)로 인덱스 화하여 설명한다.

2.2 MITMPROXY[2]를 이용한 취약점 분석

IoT 앱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트래픽을 추적하여 MITM 공격

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네트워크 분석 툴인

MITMPROXY를 이용하여 MITM(Man In The

Middle) 공격을 수행하였다.

2.2.1 로그인 취약점

MITMPROX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앱 A를

iPhone XS에서 분석하였다. 앱 A에서 아이디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MITMPROXY

프로그램으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아이

디와 해싱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림 1>은 JSON의 Request의 일부이다.

<그림 1> 로그인 과정에서의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위 <그림 1>을 보면 비밀번호가 해싱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앱 A

의 비밀번호 설정 특성상, 영문자와 숫자만을

이용하여 6-8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어내기 때

문에 최대 628(약 248)의 계산량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이는 KISA에서 권고하는 비밀번호

보안 강도[3]인 2112 이상에 맞지 않고 취약점이

발견된 DES의 계산량인 256보다 적은 계산량으

로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취약점 a). 복호

화를 하기 위해 앱 A를 설치해 APK를 추출한

후 JAVA 코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LoginActivity.java파일에서 비밀번호를

입력받은 후 UtilHandler.Sha256Encoding을 사

용하여 저장한다.

나. Sha256Encoding함수는 비밀번호와 비밀

번호 길이를 Sha256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출

력값을 JSON 파일에 저장한다.

비밀번호의 Sha256Encoding 값을 알아내기

위해 전수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2>는 실제

APK 파일 속 UtilHandle.java의 Sha256Encodi

ng 함수이다. <그림 3>은 위의 함수를 이용하

여 628(약 248)가지 비밀번호의 해시값을 저장하

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코드 일부이다. <그림

3> 코드를 실행하여 만들어진 전수조사 테이블

의 일부인 <그림 4>에서 <그림 1>의 해시값과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그

림 4>에서 해시값과 함께 기록된 사용자의 비

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림 2> UtilHandle.java의 Sha256Encoding 함수

<그림 3> 해시값 생성 전수조사 소스 코드 일부

<그림 4> 해시값 테이블 일부

2.2.2 로그인 소스 코드 취약점

위의 2.2.1 연구에서 또 다른 앱 A의 로그

인 과정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위 연구에서

짧은 비밀번호의 취약점을 이용해 전수조사를

통해 충돌 쌍을 발견했다. 이때 전수조사가 성

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APK로 추출한 JAVA

코드에서 비밀번호 해시 입력값과 함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시 함수 이름과 입력값

정보가 난독화가 되지 않으면 공격자가 이를

가지고 공격이 가능하다(취약점 b).

2.3 SUPER[3]를 이용한 취약점 분석

SUPER(SUPER Android Analyzer)는 안드

로이드 앱 취약점을 윈도우 등의 환경에서

APK 파일을 사용해 분석하는 툴이다.

앱 A의 APK 파일을 추출하여 SUPER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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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취약점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738개의

소스 코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SUPER에서

제공하는 취약점 정보는 5가지의 취약 레벨로

나뉘어 제공되는데 앱 A의 경우 높은 취약성

순서대로 Critical 0건, High 3건, Medium 1건,

Low 1,660건, Warnings 74건이 발견되었다.

<표 2>는 SUPER를 통해 발견한 1,738개의 소

스 코드 취약점을 유형 별로 묶은 총 23가지

종류의 취약점 내용을 설명한다.

<표 2>에서 High 레벨 취약점인 “Weak

Algorithm”을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앱 A가

“MD5”으로 계산한 메시지를 앱에서 사용한다

는 점을 알게 되었다. MD5는 128비트 해시 함

수로 충돌 쌍이 발견되는 취약점이 제시되어

사용하면 안 되는 해시 함수이다. 하지만 앱 A

는 MD5를 사용하기 때문에 SUPER에 의해

High 레벨 취약점이 발견된 것이다.

III. IoT 보안 인증 제도[4] 기반 비교 분

석 및 대응책 제시

현재 출시되는 IoT 제품들은 KISA에서 제

공하는 IoT 보안 시험·인증 제도를 기준으로

보안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시험을 시행한다.

KISA의 IoT 보안 시험·인증 기준 해설서는

IoT 보안 인증을 위한 보안 인증 수행 과정의

주요 절차 및 세부 활동 사항과 해당 기준 내

용을 포함한다. IoT 제품(모듈 및 앱 포함)의

보안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LITE, BASIC,

STANDARD 3개의 등급으로 분류되며 본 연

구에서는 앞서 발견한 IoT 앱의 취약점을

STANDARD 등급 보안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비교·분석한다.

3.1 앱 A의 취약점 및 비교 분석

본 절은 2장의 연구 결과인 2.2절에서의 취

약점 a, b와 2.3절에서 발견한 취약점 <표 2>

를 IoT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a. 앱 A의 비밀번호가 전수조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AU1-8**에 부합하지 않는다.

b. 함수 이름, 인수로 함수의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PL1-3***에 부합하지 않는다.

SUPER로 발견한 취약점을 IoT 보안 요구

사항에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 길이, 주기, 복잡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비밀번호로 설정되도록 해야 한다.
*** 소스 코드 분석 방지를 위해 난독화를 적용해야 한다.

보안 인증 기준 오류 이름

AU1-5
제품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계정
및 권한에 대한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Allows Backup
· Unknown permission
· Access fine location
permission

· Call phone permission
· Internet permission
· Read phone state permission

CR1-1
중요정보 전송 또는

저장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 Weak Algorithm
· Base64 Encoding
· Base64 decoding

CR3-1
난수 생성 시 난수성이 검증된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한다.

· Math Random method

High Weak
Algorithms 취약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Medium Allows Backup

adb을 사용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백업을 허용하여
앱의 개인 데이터를 PC로

가져올 수 있다.

Low

Generic
Exception in
Throws

메소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예외 처리를 한다.

Generic
Exception in
catch

메소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예외 포착을 한다.

Math Random
method

충분히 랜덤하지 않은
함수를 사용한다.

Sleep Method
sleep 메서드에 변수와 함께

인수로 사용되므로
앱이 무기한 중지될 수 있다.

Unchecked
output in Logs 민감한 정보를 기록한다.

Unknown
permission

응용프로그램이 자체 권한을 만들
수 있더라도 거부되어야 한다.

Warnings

Access fine
location
permission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Base64 Encode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 인코딩
방식인 Base64를 사용한다.

Base64 decode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 디코딩
방식인 Base64를 사용한다.

Call phone
permission

사용자의 개입 없이 전화 번호를
호출할 수 있으므로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Certificate or
Keystore
disclosure

소스 코드의 분석을 통해
하드코딩된 인증서 또는

키 저장소가 노출될 수 있다.
Exported
activity

내보낸 활동이 발견되고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

Exported
receiver

내보낸 수신자가 발견되고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

Exported
service

내보낸 서비스가 발견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Get SIM
OperatorName

응용 프로그램에서 장치 네트워크
운영자 이름을 기록하고 프로세스
는 사용자 모르게 수행될 수 있다.

IP Disclosure 소스 코드의 분해를 통해
개인 IP가 노출될 수 있다.

Internet
permission

네트워크 소켓을 만들고
사용자 지정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Read external
storage
permission

SD 카드의 내용을 읽을 수 있다.

Read phone
state permission

장치의 전화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다.

URL Disclosure 소스 코드의 분해를 통해
개인 URL이 노출될 수 있다.

Write external
storage
permission

SD 카드에 쓸 수 있다.

<표 2> SUPER를 통해 발견한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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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응책

본 절에서는 3.1절에서 언급한 인증 제도의

항목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한다.

가. AU1-5 : 제품에서 사용할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야 한다.

나. AU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

한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5]에 따르면 영

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를 선택

하면 최소 10자리 이상이어야 하고, 3종류를 선

택할 땐 최소 8자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 CR1-1 : Base64는 이진 데이터를 ASCII

문자열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으로 한 번 수행하

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Base64 인코딩 후 안전

한 해시 알고리즘으로 한 번 더 해싱해야 한다.

라. CR3-1 : FIPS 140-2 인증을 받은 암호

모듈의 난수 생성기와 특정 함수의 출력값이나

IV를 seed로 사용하여 난수를 생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KISA에서 제공하는 난수 발생기 알

고리즘[6]은 CTR-DRBG(SEED/ARIA)이다.

마. DP1-1 : 공격자가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중요정보는 AES와 같은 안전한 암호 알

고리즘으로 암호화되어야 한다.

바. PL1-3 : 변수와 함수 이름을 의미 없이

짓거나 코드의 흐름을 알 수 없게 해야 한다.

사. PH1-1 : 제품에서 접근할 인터페이스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야 한다.

위의 대응책 이외에도 소스 코드 구현 시

sleep과 같은 함수엔 변수를 인수로 사용해선

안 되며 예외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IV. 결론

본 논문은 NOX 프로그램으로 추출한 APK

를 MITMPROXY, SUPER 툴을 이용해 홈 IoT

기기 앱에 대한 취약점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한 취약점이 보안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

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 항목에 대한 대응

책을 제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앱 전송 데이터

인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고 소스 코드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

었다. 2.2절에서 분량상 넣지 않았지만, 다른 2

개의 홈 IoT 앱을 같은 과정으로 분석해 본 결

과에서도 취약점 a가 발견되었다. 이로 알 수

있었던 점은 IoT 보안 요구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족하는 IoT 앱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3.2절에서 제시한 총 1,740개의 취약점에 대

해 권한 부여를 제외한 암호 알고리즘, 난독화,

소스 코드 예외 처리 및 함수 인수의 설정을

수행한다면 취약점의 1,731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약 99% 정도의 효과를 내는 것

으로 기존의 IoT 기기 앱이 3.2의 대응책을 적

용한 보안 인증 제도를 통해 안전한 홈 IoT 환

경을 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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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1-1
제품 간 전송되는 중요 정보는

암호화되어야 한다.

· Unchecked output in Logs
· Exported activity
· Exported receiver
· Exported service

PL1-3
소스 코드 분석 방지를 위해
난독화를 적용해야 한다.

· Certificate or Keystore
disclosure
· IP Disclosure
· URL Disclosure

PH1-1
외부 인터페이스는 활성화하되,

필요 시 접근통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Read external storage
permission
· Read phone state permission
· Write external storage
permission

<표 3> 보안 인증 항목 기반 취약점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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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모바일 클라우드 등 관련 서비스의

확산으로 무선 네트워크상의 트래픽 사용률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1]. 무선 네트워크상의 트래픽

폭증은 기지국의 트래픽 수용 능력의 한계로 인해

Blackout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2].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기 간 직접 통신(Device-to-Device

Communication) 기술이 대두되었다. D2D 통신

기술은 기지국을 통해 데이터를 중계할 필요가

없이 인접한 기기 간에 직접 통신하여 네트워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통신 기술로[1], Blackout

현상 발생의 원인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 그러나 5G 네트워크의 주요 서비스인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자원 제약적인 모바일

기기가 사용된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은

자원 제약적인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경량

인증 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Chow와 Ma가 제안한 자원

제약적인 환경에서 안전한 D2D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증 프로토콜을 소개하고 정형화 검증

도구인 BAN-Logic을 통하여 보안 요구사항이

완전히 만족하는지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제안된 프로토콜은 사용자 개인키의 믿음이

부족하여 인증이 불안정하며 DoS(Denial of

Service) 및 중간자 공격이 가능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

에 제안된 D2D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 서술하고

3장에서 Chow와 Ma가 제안한 프로토콜을

상세히 분석한다. 4장에서 Chow와 Ma의 프로토콜에

대하여 정형화 검증 및 취약점을 도출하고, 5장

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자원 제약적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제안된 Seok et al.과

5G 네트워크에서 D2D 통신을 위한 Chow-Ma 보안
프로토콜의 취약점 분석

이상민, 김지윤, 김보남, 유일선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Vulnerability Analysis of Chow-Ma Security Protocol for
Device-to-Device Communication in 5G Networks

Sangmin Lee, Jiyoon Kim, Bonam Kim and Ilsun You

Soonchunghyang University

요 약

D2D(Device-to-Device) 통신 기술은 단말 간 직접통신으로 무선망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오버헤드를 억제하는 기술이다. 2020년, Chow와 Ma는 5G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D2D

통신을 지원하는 보안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Chow-Ma 프로토콜은 자원 제약적인

IoT(Internet of Things) 기기에 적합하면서 익명성 및 완전 순방향 비밀성을 모두 보장하며

안전한 세션키를 교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도청, 재생 공격, 중간자 공격 등 일반적인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2D 네트워크 최적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Free-riding

공격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D2D 보안 프로토콜 가운데 중요한 논문 중 하나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형화 검증 도구인 BAN-Logic을 통해 Chow-Ma 프로토콜이 보안 요구사항을

완전히 만족하는지 검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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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w-Ma 프로토콜의 연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Seok et. al.[4]은 5G IoT 네트워크에서 전자

서명을 브로드 캐스트하여 메시지 부인 방지를

제공하고 ECDH(Elliptic Curve Diffie-Hellman)를

사용하여 완전 순방향 비밀성을 제공하는 D2D

AKA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해당 인증

프로토콜은 키 교환 메시지에 전자서명이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자 공격 및 Free-riding

공격에 취약하다.

Chow-Ma 프로토콜[5]은 Seok et al.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원 곡선 암호화(ECC : Elliptic

Curve Cryptography)를 기반으로 5G 네트워크에서

인접한 UE(User Equipment)에 대한 기기 검색,

상호 인증 및 키 협상을 제공하며 도청, 재전송

공격, 중간자 공격, Free-riding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경량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III. Chow-Ma 프로토콜 요약

본 장에서는 Chow와 Ma가 제안한 프로토콜을

상세히 분석한다. 제안된 프로토콜은 인증된

UE의 브로드 캐스트 메시지 및 키 교환 메시지에

전자 서명하기 위해 ECDSA(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가 사용되며, 키 교환을 보호하

기 위해 ECDH(Elliptic Curve Diffie-Hellman),

대칭키 기반 통신을 위해 AEAD(Authenticated

Encryption with Associate Data)가 사용된다.

[그림 1]에서 프로토콜에서 사용된 매개 변수와

그 의미를 나타내고 프로토콜의 절차를 분석하였다.

Chow-Ma 프로토콜의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상세 메시지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초기화 단계 : 본 프로토콜에서는 통신 수

행 전에 UE와 5GC가 5G-AKA를 이용해

상호 인증하여 고유 5G-GUTI를 할당받는다.

UE가 5GC에 D2D Initialization Request를

전송하면 메시지를 수신한 5GC는 ECC

공개키 쌍과 G 및 σ1을 생성하여 각 UE에

전송하고, 공개키만을 저장한다.

2. 기기 탐색 단계 : UEA는 GUTIUEA 및 σ1을

브로드 캐스트한다.

3. 링크 설정 단계 :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를 수신한 UEB는 메시지에 GUTIUEB를

추가하여 AMF에 전송한다. AMF는 각

GUTI 및 σ1을 검증하고 TK를 생성하여

각 UE에게 통신 상대방의 공개키 및 TK를

전송한다. 메시지를 수신한 UEA 및 UEB는

난수 a, b를 선택하여 ECDH 공개키 쌍을

생성하고, σ2 및 σ3을 생성하여 DH

키 교환을 수행한다. 키 교환을 완료한

UEA는 AMF에 Success 메시지를 보낸다.

[그림 1] Chow-Ma 보안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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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형화 분석

본 장에서는 정형화 검증 도구인 BAN-Logic을

이용하여 제안 프로토콜의 키 교환 및 보안

요구사항이 완전히 달성되었는지 검증한다.

BAN-Logic은 프로토콜을 정규화하고 초기

상태에 대한 가정을 정의한 후 의도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론규칙을 적용하여

요구사항이 파생되는지 검증함으로써 프로토콜을

검증하는 정형화 검증방법이다. 본 논문에선 [6]

과 같은 기호 및 논리 규칙을 이용하여 BAN-Logic을

수행하였다. Chow-Ma 프로토콜의 정규화 버전은

다음과 같다.

  →  




  →      
∙





  →      
∙





Chow-Ma 프로토콜은 사용자 UEA 및 UEB 간에

세션키 a·b·G를 안전하게 교환하며 각 사용자가

세션키의 유효성을 신뢰함으로써 이후 세션키를

사용한 통신의 보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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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how-Ma 프로토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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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Chow-Ma 프로토콜의 검증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A1)~(A7)만으로는 프로토콜을

검증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별도의 합리적이지

못한 가정 (H1) 및 (H2)가 필요하다. (H1)은

UEA는 자신의 공개키 쌍을 AMF가 생성하여

스스로의 공개키를 신뢰할 수 없으며, (H2)는

GUTI의 갱신 주기에 따라 메시지 적시성을

신뢰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H1) 및 (H2)의

영향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취약점이 발생한다.

Theorem 1. Chow-Ma 보안프로토콜은안전하지않다.

Chow-Ma 보안 프로토콜은 Lemma 1~3의 증명을

통해 안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Lemma 1. UEA의 공개키 쌍을 AMF가 생성하기

때문에 개인키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

본 프로토콜에서는 AMF가 공개키 쌍을 생성하여

각 사용자에게 분배한다. 이러한 경우 AMF

또한 UEA의 개인키를 가질 수 있어 UEA가

σ1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개인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

Lemma 2. GUTIUEA의 비적시성을 악용한 DoS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각 GUTIUEA의 갱신 시간에 따라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GUTIUEA의 갱신 시간이 공격자의

공격 시간보다 길 경우, 공격자는 GUTIUEA와 σ1을

재사용하여 AMF에 자원 고갈형 DoS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

Lemma 3. Key Compomation 과정 부재로 인해

중간자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Diffie-Hellman 세션키 협상 과정에 상대가 키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단계가 누락되어 이를

악용한 중간자 공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Chow와 Ma가 제안 D2D 인증

및 키 협상 프로토콜을 BAN-Logic을 이용해

정형화 검증하였다. 해당 프로토콜은 5G 네트워크

상에서 상호 인증, 익명성, 기밀성, 완전 순방향

비밀성을 보장하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정형화 검증한 결과, UEA의

개인키의 대한 믿음이 부족하며 DoS 공격 및

중간자 공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AMF가 공개키 쌍을 생성 및 분배하는

것이 아닌, UEA가 공개키 쌍을 직접 생성하여

AMF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Connect Request 메시지에 타임스탬프

및 시퀀스 넘버 등 GUIT 외에 메시지의

적시성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세션키 협상 과정에 Key Compomation

단계를 추가하여 상대방이 키를 소유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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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oTs have transformed the agriculture sector by inducing continuous automation, real-time

monitoring and analytics, and efficient management. However, for smart-agriculture systems

to work productively, resilience against critical security challenges such a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is vital.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design an intrusion detection and

prevention scheme that operates in an SDN-based IoT environment to mitigate this threat.

The solution comprises three agents - Traffic Capturing Agent (TCA), Traffic Monitoring

Agent (TMA), and Traffic Protection Triggering Agent (TPTA). The TPTA triggers the

SDN controller by sending flow rules for malicious IoT devices. The latter then enforces

these rules by instructing the data plane through southbound API. In addition, the solution is

implemented using different components such as Rasberry Pi, the open-source SDN Floodlight

controller, Open-vSwitch, and a monitoring host to deploy the application.

I. Introduction

Because of the emergence of 5G and the

expansion of network coverage, the Internet

of Things (IoT) has become a part of our

daily lives [1-6]. Healthcare, smart energy,

smart farming, and manufacturing are

operating based on IoT nowadays. Smart

farming uses sensors to track the crop field

by collecting information like humidity,

temperature, soil moisture, etc., to increase

productivity. Due to limited processing

capacity, battery life, and lack of security

standards, IoT has already created a

significant attack surface [7]. As a result, IoT

devices face myriads of attacks, among which

the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is

the most common one [8]. In this type of

attack, the attacker usually has no intention

of stealing data but degrading system

resources until the target can no longer

deliver services. And it leads farming unsafe

and unproductive [9].

To prevent DDoS attacks in smart farming,

we implement an intrusion detection (IDS)

system based on SDN technology, as shown

in Figure 1. The separation of control and

data in SDN technology makes network

management flexible and enables ease of

security mechanism incorporation.

Additionally, the technology allows new

possibilities for integrating a more efficient

intrusion detection and prevention system

(IDS/IPS) and other network applications [10].

Consequently, the implemented IDS contains

different features with various services such

as traffic capturing, monitoring, and

protection. It operates on the SDN application

layer and interacts with the SDN controller

via northbound API. Additionally, unlike

many research that uses simulation tools, we

implement the IDS in a real environment by

using Raspberry Pi 3[11], SDN Floodlight

[12], and Open-vSwitch [13] tools.

The remaining part of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2 discusses

security mechanism architecture for

SDN-based smart farm, section 3 presents

the implementation details of the security

mechanism, section 4 explains result and

discussions, and section 5 concludes the

paper.

II. Security Mechanism Architecture

for SDN based Smart Farming

As illustrated in Figure 1, th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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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rchitecture for the security mechanism of

SDN based IoT network

contains different components such as SDN

controller, Hosts, Monitoring Host, Data

Plane, Traffic Capturing Agent (TCA),

Traffic Monitoring Agent (TMA), and Traffic

Protection Trigger Agent (TPTA) work

together to serve as an IDS/IPS.

TCA: collects incoming traffics and

bandwidth information from the monitoring

host and SDN controller, respectively. TCA

consumes the northbound API of the SDN

controller to retrieve bandwidth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data plane forwards

all network packets to the monitoring host,

so that TCA can easily capture the

forwarded packets. After collecting the packet

and bandwidth information, it stores them in

the database.

TMA: fetches and analyzes the information

stored by TCA against preset rules.

Basically, the TMA executes two rules to

detect malicious users. The first rule watches

packets which are collected based on source

and destination IP addresses. If the source

and destination IP address appear more than

a predefined threshold, it sends them to

TPTA. The second rule checks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rates (computed as

packets per second) against the defined

threshold and sends/reports to TPTA for

negative results.

TPTA: enforces different rules, based on

the input from TMA, by triggering the SDN

controller through the northbound API. TPTA

constructs flow rules for specific list of IP

address (and other information like port

numbers and MAC addresses) sent by TMA.

It then forwards these rules to the SDN

controller.

1. SDN controller: an entity that receives

instructions from application layer and

manages and instructs the data plane via

exposed API.

2. Data Plane: enables forwarding and

processing of the data path.

3. Hosts: communicates one another over the

SDN network. For this scenario, they refer to

IoT devices that are capable of sending and

receiving various information among

themselves and/or to/from a gateway server.

4. Monitoring Host: hosts the security

mechanism agent’s TCA, TMA, and TPTA.

III. Implementation of Security Mechanism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IDS in an

SDN network, we considered the intrinsic

nature of IoT communication. That is, given

their resource constraint characteristics

concerning power, processing, storage, etc., the

behavior and patterns of their communication

are often known. Additionally, the

applications running on them ar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follows a predetermined flow

to function smoothly. During the application

design, the throughput threshold has been

defined according to the program behavior. In

this study, we assume that every 5 seconds,

all sensors report information to a central

system in the smart farming environment.

Keeping all this in mind, we defined different

rules/conditions to detect intrusions in SDN

based IoT environments.

Rule 1: “Transferring and receiving bits per

second should meet defined threshold”. To

calculate the threshold, we collected bandwidth

throughput from the SDN controller and

calculated the average transferring and

receiving bandwidth per second. Thus, based

on this threshold, we can detect whether an

incoming packet is malicious or not.

Rule 2: “Within 5 sec. the same source and

destination IP should only exist once”. As

described in the previous paragraph, the

sensors send information to the cent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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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Bandwidth utilization

every 5 seconds. So, based on this consideration,

the frequency at which the same source and

destination IP address should exist within

some predefined value can be determined. If

the source and destination exist more than

once within 5 seconds, they will be detected

as malicious. The end-to-end flow of the

security mechanism (from capturing traffic/bandwidth

information to processing and analyzing the

information to security policy enforcement) is

depicted in Figure 2. The steps involved in

this process is also described as follows:

Figure 2. Security mechanism flowchart

Step 1: the monitoring system (specifically

the TCA) captures the incoming traffic

information and bandwidth data. It then stores

this information in the database.

Step 2: the stored information is then read

(by TMA) and analyzed. Here, the monitoring

agent checks the stored information against

the defined rules.

Steps 3: the agent checks if the first rule

is satisfied. In a negative result, it goes to

step 5. If the check holds, it goes and check

for rule 2.

Steps 4: the agent checks if the second rule

is satisfied. In a negative result, it goes to

step 5. If the check holds, it goes back to step 2.

Step 5: at this stage, malicious devices

have been found and their list is sent from

TMA to TPTA. Accordingly, the TPTA

constructs flow rules for the identified

malicious identities and sends these rules to

the SDN controller via the northbound API.

The process goes back to step 2.

Step 5: In this step, the security mechanism

sends the flow rule to the SDN controller via

Northbound API.

Step 6: SDN controller receives flow rule

and enforces them.

IV. Result and Discussion

The bandwidth consumption (transferring/

receiving bit per second) is shown in Figure

3. The vertical axis is the receiving

(Bits-Per- Second-Rx) and transferring

(Bits-Per-Second-Tx) bandwidth, and the

horizontal axis is time in minutes. As it can

be easily observed from Figure 3, during the

first two minutes (3:49-3:51), the transfe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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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was the same for all devices. However,

starting from 51st minute to 53rd, which is

for two minutes, the attacker initiates a

DDoS attack. During this period, while the

transferring and receiving bandwidth of the

attacker's host swiftly increasing, the normal

devices, Sensor-1 and Sensor-2, haven’t

shown any change. When the attacker host

starts a DDoS attack, the IDS was not

running. When we activate the IDS, the

malicious devices detected and banned from

the network.

V. Conclusion

This paper implemented the IDS/IPS

application that integrates with the SDN

network's northbound API to prevent DDoS

attacks in smart farming. That is, the

monitoring system triggers the SDN

controller by sending flow rules for malicious

IoT devices. The latter then enforces these

rules by instructing the data plane through

southbound API. This approach is

implemented in a real-world environment

using different components such as Rasberry

Pi, the open-source SDN Floodlight controller,

open-source Open-vSwitch, and a monitoring

host to execute the application. In future

work, the authors would like to extend the

solution's feature by updating how rules are

defined and how the blocked IPs are rel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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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드론은 비행물체로써 상공에서 활동하기 때문

에 <그림 1>처럼 기존의 지상에서만 활동하던

제한적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작전 및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1]. 드론의 임무 수행 중 정당

한 드론임을 증명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시 비

행 중 수집한 데이터와 함께 드론의 서명을 반

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드론은 기존

IoT(Internet of Things) 환경처럼 계산 및 저

장 능력에 제약이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원

제약적인 드론을 바탕으로 한 IoD(Internet of

Drones)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관련 보안 프로

토콜 설계 시 계산 및 저장 측면에서 효율적인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온/오프라인 서명[2]은 계산이 복잡한 오프라

1)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 (No.

2020R1F1A1065434).

인 단계를 사전에 수행하고 메시지가 주어진

후 온라인 단계에서 서명을 수행한다. 이때, 온

라인 단계의 서명은 산술 연산, 해시 연산, 비

트 연산과 같은 단순한 연산만 수행한다. 드론

에 온/오프라인 서명을 적용할 경우, 드론을 상

공에 띄우기 전에 연산량이 많고 무거운 오프

IoD 환경에 효율적인 온/오프라인 서명 비교 및 분석1)

최재현,* 정익래,** 변진욱***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평택대학교 (교수)

A Comparative analysis of On/Offline signatures for efficient
application to an IoD authentication setting

Jae Hyun Choi,* Ik Rae Jeong,** Jin Wook Byun***

*,**Korea University(Graduate student, Professor), ***Pyeongtaek
University(Professor)

요 약

드론은 상공에서 활동하는 특징 때문에 지리적, 환경적 이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드론 플

랫폼의 자체 연산능력에 제한이 있어 드론 관련 보안 프로토콜 설계 시 효율적인 연산이 보장

되어야 한다. 온/오프라인 서명은 오프라인 단계에서 대부분의 연산을 미리 수행하게 하고 실제

메시지에 서명하는 온라인 단계에서는 관련 연산을 최소화하므로 효율적인 드론 인증 프로토콜

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대표적인 온/오프라인 서명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오

프라인 서명 단계에서 발생하는 서명의 크기, 온라인 서명 단계에서 수행하는 연산량과 서명의

크기를 비교 및 분석한다.

<그림 1> IoD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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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서명을 수행한다. 비행 이후 온라인 서명

을 수행하여 비행 중 연산을 최소화한다. 온/오

프라인 서명 체계는 효율적인 연산이 요구되는

IoD 환경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

하고 이론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대표적인 온/

오프라인 서명을 [2, 4, 5] 선택하여 살펴본다.

선택된 기법은 처음으로 제시된 온/오프라인 서

명 기법 [2], 일반서명을 온/오프라인으로 변환

시킬 수 있는 기법 [4], 랜덤 오라클 없이 표준

모델에서 증명된 기법 [5] 이라는 측면에서 암

호학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대표적인 세 가지 기법이 과연 얼마

만큼의 서명 길이와 연산을 요구하는지 분석하

여 처음으로 비교 제시한다.

II. 배경지식

2.1 카멜레온 해시함수

카멜레온 해시함수(Chameleon hash

function)는 트랩도어 해시함수도 불리며

Trawczyk 기타 등[3]이 처음 제안했다. 카멜레

온 해시함수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만족한다.

이때 는 카멜레온 해시함수이다.

1) 충돌 저항성(Collision resistance) :

  을 만족하는 메시지와 난수

쌍 과 ≠을 찾는 효율적인 알

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트랩도어 충돌(Trapdoor collisions) : 비밀키

(혹은 트랩도어 키)가 주어지면 메시지와 난수

과 임의의 메시지 에 대해

  를 만족하는 난수 를 찾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3) 획일성(Uniformity) : 모든 메시지 은 무작

위로 균일하게 선택된 에 대하여 이 동

일한 확률 분포를 갖는다.

III. 온/오프라인 서명 알고리즘

이번 장에서는 온/오프라인 서명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표기법을 <표 1>에서 정의하고 기존

에 제안된 온/오프라인 서명 알고리즘의 오프라

인 서명 생성, 온라인 서명 생성, 검증 과정을

설명한다.

3.1 Even 기타 등 [2].

Even et al. 스킴의 오프라인 단계에서는 일

회용 개인키를   으로 256개의

키를 사용하여 정의한다. 더미 메시지 에
대해 공개키    를 계

산한다. 이후 오프라인 서명값 mod 을
구한다. 이때,      ≡mod
≡mod 을 만족하는 큰 소수이며 는 제곱

잉여의 가장 작은 값이다. 오프라인 계산과정이

끝나면 저장소에  를 저장한다.

이후 서명할 메시지 이 주어지면 온라인 서

명단계를 수행한다. 저장소에 저장된 오프라인

서명 값을 불러오고 주어진 메시지 를 해시하

여    을 계산한다. 이후 해시 출력값

의 각 비트에 해당하는 값과 개인키로부터 서

명 을 구한다. 온라인 서명으로

를 사용한다.

검증 과정은 메시지 과 서명 를 받

아 수행한다. 를 해시하여   를 얻어

제곱한 후   를 통해 를 검증한다. 검증

이 통과하면 를 계산하고 의 각 비트를 확인

하여 를 검증한다.

3.2 Shamir 기타 등 [4].

Shamir 기타 등은 기존 전자서명과 카멜레

온 해시함수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서명 알고

Notation Description Message, random number Cryptographic hash function private, public key Data Encryption Standard Symmetric key  th bit Signing, verifying algorithm Signing, verifying key Large prime

 Chameleon hash key,

Trapdoor key
<표 1> 표기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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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설계했다. 사용된 카멜레온 해시함수가

다음과 같다.  이며 는    ′′이 소수가 되는 소수이다. 이러한 소수

를 안전한 소수(safe prime)라고 한다.

  이며    ∈   ′′  를 만

족한다. 트랩도어 해시함수는   ×→   mod로 정의한다.

오프라인 단계에서는 더미 메시지 과 임의

의 난수 ′에 대하여 ′을 계산하고 기존

서명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을
구한다. 이후 ′′을 저장한다.

메시지 이 주어지면 온라인 서명을 수행한

다. 온라인 서명은 를 가진 서명자는 ′을 만족하는 을 계산하고 에
대한 서명으로 을 사용한다.

메시지 과 서명을 얻은 검증자는을 계산한 후 검증알고리즘을 사용하여  ′ 서명을 검증한다.

3.3 Kurosawa 기타 등 [5].

Kurosawa 기타 등의 온/오프라인 서명 알고

리즘을 사용하기 위한 기호를 설명한다. 는
안전한 소수이며 는 소수인데 는 임의의

정수일 때, ≠≠를 만족한

다.    이고 는 의 이차 잉여

이다. 매개변수 는 최소  를 만족하며

매개변수 은 최대  를 만족한다. 공개키

로 가 사용되며 개인키는 이
사용된다.

오프라인 단계에서 더미 메시지

∈  과 난수 ′∈을 선택한

다. 서명을 만들기 위해   를 계산한다. 이

때   ′mod 이다. 오프라인 서명

 mod을 계산하고 ′을 저장한다.

온라인 단계는 메시지 이 주어지면 수행한

다. 임시값    ′mod를 구하고

난수 ∈ 을 선택하고   를 계산한

다. 온라인 서명으로 을 사용한다.

검증자는  mod 를 계산한 후

  mod 을 통해 메시지와 서명을 검증

한다.

IV. 비교 및 분석

이번 장에서 본 논문에서 기존에 제안되었던

온/오프라인 서명을 <표 2>와 함께 비교 및 분

석한다. 오프라인 서명 단계는 메시지가 주어지

기 전에 수행되고 오프라인 서명을 저장해 두

기 때문에 서명의 크기를 위주로 비교한다. 반

면 온라인 서명 단계의 경우 단순한 연산만을

활용하여 서명을 생성하기 때문에 온라인 서명

시 발생하는 연산량과 서명의 크기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이때, 전체 비교과정에서 저장소에

저장된 오프라인 서명을 불러오는 것은 제외한

다.

Even 기타 등의 오프라인 서명은 256개의 일

회용 대칭키를 개인키, 더미 메시지를 256개의

개인키로 각각 암호화한 값을 공개키, 공개

키의 해시값을 오프라인 서명으로 사용한다. 따

라서 서명의 크기는 ×× 
 가 된다. 온라인 서명은 메시지의 해

시값과 해시 결과에 대한 개인키의 일부를 사

용한다. 온라인 서명에 사용되는 연산은 128비

트의 출력 크기를 갖는 해시함수뿐 이다. 온라

인 서명의 크기는 ×× 
  이다.
Shamir 기타 등의 오프라인 서명은 더미 메

시지, 난수, 카멜레온 해시와 카멜레온 해시값

에 기존 서명 알고리즘의 개인키를 사용한 서

명이 사용된다. 따라서 오프라인 서명의 크기는

기존 서명의 크기, 더미 메시지, 난수 그리고

카멜레온 해시값을 합한  ′이다. 온라
인 서명 과정에서 충돌 쌍을 찾기 위한 연산을

수행하는데, 정당한 서명자는 트랩도어 키를 갖

고 있기 때문에 충돌쌍   ′ mod
을 빠른 시간 내에 계산할 수 있다. 크기는 충

돌 조건을 만족하는 난수와 오프라인 서명에

사용된 기존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한 서명 크

기를 합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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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osawa 기타 등의 오프라인 서명은 더미

메시지와 난수에 대해 공개키를 이용한 연산을

수행한 후 해시하고 그 값을 라 할 때, 의 
제곱근 연산한 값을 오프라인 서명으로 더미

메시지, 난수와 함께 저장한다. 오프라인 서명

의 크기는 ′이다. 온라인 서명은 임시

값  및 난수 와 개인키를 이용하여 생성한

다. 이 과정에서 균일성을 갖는 난수를 생성하

며 산술 연산 및 비트 이동 연산을 수행한다.

V. 결론

IoD 환경에서 안전한 통신을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드론임을 인증하기 위해 서명 기법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드론은 연산능

력 및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명 기법을

사용할 때 연산량을 최소화한 효율적인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서명은 오프라인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명 연산을 수행하고 메시

지가 주어진 이후 온라인 단계에서 비교적 단

순한 연산으로 서명이 가능한 특징 때문에 IoD

환경에 적합한 서명 체계이다. 본 논문에서 IoD

환경에서 효율적인 서명 알고리즘을 위한 기존

에 제안된 온/오프라인 서명 기법을 비교 및 분

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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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et al. Shamir et al. Kurosawa et al.

Offline

  (onetime)      
 mod 

  ′ mod
∈ ′∈
  ′ mod
     mod

size
×× 
  ′′ ′

Online
        ′mod

  mod∈ 
  

size
× 
   ′ 

cost      , ′    ′ , ′    , ≈ ,      ,        .
<표 2> 온/오프라인 서명 체계 크기 및 연산 비교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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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5G 기술 등으로 인한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으로 사물 간의 통신 커버리지가 확대됨에 따

라 IoD(Internet of Drones)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연구되고 있다. 또한, 드론에 다

양한 센서, 고성능 배터리 및 페이로드를 안전

하게 장착할 수 있는 기술들도 발전하면서 공

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드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고 2035년에는 약

300km의 거리를 드론을 활용하여 이동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한다 [1].

그러나 UAV(Unmanned Aerial Vehicle)를

연결하여 구성하는 IoD는 현재까지 서비스 개

발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UAV 혹은 사용

자 간 안전한 통신을 위한 보안 기술의 연구가

1)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 (No. 2020R1F1A1065434).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드론은 사용자, 통신부,

제어부, 인증부, 기타 서버 등의 다양한 개체들

과 정당한 인증 과정을 거친 후 안전하게 데이

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군사 환경에

서 올바른 개체 인증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악

의적인 개체가 정당한 드론으로 위장하여 군

내부 시스템에 여러 보안상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전자서명 기법은 IoD 환경에서 드론의 메

시지 무결성, 메시지 인증, 부인방지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암호 기술로써 보안 프로토콜

설계에 활용된다. 그 중 대리서명 기법(Proxy

Signature)은 원 서명자(Original Signer)를 대

신하여 위임받은 자인 대리서명자(Proxy

Signer)가 원 서명자의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있는 기법이다 [2]. 다중대리서명 기법은

(Multi-Proxy Signature) 대리서명의 확장된 형

태로 다수의 대리서명자로 구성된 그룹이 단일

한 원 서명자로부터 위임받아 다 함께 참여하

여 대리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있는 응용된 기

ID 기반 다중대리서명의 최신 연구 동향 및
IoD 인증 환경으로의 적용 방안 연구1)

신영아,* 정익래,** 변진욱,***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평택대학교 (교수)

A Study on Identity-Based Multi-Proxy Signatures and Its
Applications to an IoD Authentication Setting1)

Young Ah Shin*, Ik Rae Jeong**, Jin Wook Byun***

*,**Korea University (Graduate student, Professor),
***Pyeongtaek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이동통신 및 드론 기술의 발달로 IoD를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연구되고 있다. 그러

나 현재까지 안전한 IoD 인증 환경에 적용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의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IoD 인증 환경에 적용 가능한 ID 기반 다중대리서명의 최신 연구 동

향을 분석하고 단계별로 자세한 연산량 측정을 통해 그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다중대

리서명 기술이 IoD 인증 환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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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3]. 이는 기존 네트워크 환경보다 에너

지가 제약적이고, 구조가 수직적인 IoD 환경에

서 어떠한 드론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시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

본 논문은 ID 기반의 다중대리서명 기법의

동향 및 효율성을 분석하고, IoD 환경에 적용

가능한 응용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II. IBMPS 개념 및 동향

2.1 IBMPS 개념
2009년 Cao 기타 등은 처음으로 ID 기반의

다중대리서명(Identity-Based Multi-Proxy

Signature, IBMPS) 기법을 겹선형(Bilinear) 페

어링을 이용하여 랜덤 오라클 모델 가정에서

증명 가능한 안전성(Provable Security) 기법을

바탕으로 제안하였다 [4]. 현재까지 제안된

IBMPS 기법들은 일반적으로 5단계의 다항식

시간(Polynomial-Time) 알고리즘들로 구성된다

[5].

1) Setup

환경설정 단계로, KGC는 보안 상수 를 입

력받고, 마스터 비밀키 와 공개 상수 
을 출력한다.

2) User-Key-Gen 및 Extract

사용자의 키 쌍을 생성하는 단계로, 
로도 불린다. KGC는  , 원 서명자와 대

리서명자의 아이디   ≤  ≤ 를 입력

받고, 각 아이디에 대한 비밀키   ≤  ≤ 
를 출력한다.

3) Delegation-Gen

위임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로, 원 서명자는 ,  ≤  ≤ ,   ≤  ≤ , 보증
정보 를 입력받고, 위임정보 를 출력한다.

는 위임될 정보들의 유형을 포함하며, 원 서

명자 또는 대리서명자의 신원, 대리서명 유효기

간, 위임될 메시지 유형 등으로 구성된다.

4) Multi-Proxy-Sign

최종 대리서명 값을 생성하는 단계로, 모든

대리서명자는  ,  , 서명할 메시지 을
입력받고, 부분대리서명 값 을 출력하여

Clerk에게 전송한다. Clerk는 지정된 대리서명

자(Designated Proxy Signer)로, 모든 대리서명

자들로부터 받은 각각의 를 검증한 뒤 최종

서명 값 을 출력한다.

5) Multi-Proxy-Verify

최종 대리서명 값을 검증하는 단계로, 검증

자는  ,  ≤  ≤ ,  , 를 입력받

고, 유효한 서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을 출

력한다.

2.2 IBMPS 동향
2005년 Li 기타 등은 처음으로 IBMPS 기법

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제안 기법에 대해 증명

가능한 안전성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휴리스틱

한 안전성 분석에 그쳤다. [6].

2009년 Cao 기타 등은 IBMPS 기법을 처음

으로 정형적으로 정의하여 보안 모델과 함께

증명 가능한 안전성을 보이는 듯하였다. 하지

만, 2011년 Xiong 기타 등은 원 서명자가 새로

운 ′에 대해 유효한 최종 서명 값을 위조할

수 있음을 보이며, 해당 스킴이 안전하지 않음

이 밝혀졌다 [7].

2011년 Mishra 기타 등은 Inverse

Computational Diffie-Hellman(InvCDH) 문제를

수정한   문제에 기반하여 효율적인

IBMPS 기법을 설계하였다 [8]. 그러나 해당 기

법은 단순히 대리서명 기법의 보안 속성을 만

족시켰을 뿐, 정형적으로 보안성이 증명되지 않

았다. 또한, 2011년 Rao 기타 등 역시 제안한

IBMPS 기법의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9].

2019년 Chen 기타 등은 기존 기법들의 한계

를 보완하여 새로운 IBMPS 기법을 제안하였으

며,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CDH 어려움에 기반

하여 증명하였다 [5]. 또한, 기존의 기법들과 해

당 기법의 단계별 연산량을 측정하여 연산 효

율성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단일 사용자 기

준으로 다중대리 서명 및 검증에 필요한 연산

량은 각각   ,  로 현재까지 가장

좋은 계산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III. 단계별 효율성 비교

가장 최근의 제안 기법인 Chen 기타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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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최적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

만 해당 논문의 측정 결과는 단일한 사용자를

중심으로 각 단계의 알고리즘별 연산량을 측정

하여, IoD 환경에서 계산될 연산량을 정확히 비

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각 단계를

연산 수행 주체를 기준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효율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기존 논문에서는 주 3단계 Delegation-Gen,

Multi-Proxy-Sign, Multi-Proxy-Verify에서 단

일 사용자로 다중대리서명을 구성했을 시의 연

산량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를

총 5단계로 세분화한다. 즉, 실제 명의 사

용자를 가정했을 때 원 서명자가 위임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Delegation-Gen, DG), 대리서명

자가 생성된 위임정보를 검증하는 단계

(Delegation-Ver, DV), 이후 대리서명자가 각각

부분 다중대리서명을 생성하고 전파하는 단계

(Partial-Multi-Proxy-Sign, PMPS), Clerk가 이

를 검증하고, 최종 서명 값을 생성하는 단계

(Multi-Proxy-Sign, MPS), 그리고 끝으로 검증

자가 최종 대리 서명 값을 검증하는 단계

(Multi-Proxy-Ver, MVP)로 세분화한다.

Table 1에 각 단계별로 필요한 연산량을 측

정하여 나타내었다. 곱 연산에서는 해시 연산은

제외하고, 공개키 연산 과정을 포함하였으며에서의 순수 스칼라 곱 연산 횟수를 계산하

였다. 본 논문은 부분 대리서명을 생성할 시 대

리서명자의 통신량(Communication Cost)을 브

로드캐스트 횟수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

과 거의 모든 IBMPS 기법들은 최종 서명 값을

생성하기 위해 2회의 통신량을 가지는 것이 확

인되었다. IoD 인증 환경에서 드론 간의 통신량

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비행 중인 드론

의 성능은 비교적 제한적이므로 가능한 한 온

라인 단계에서의 연산 과정은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IoD 인증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

리서명자로부터 생성된 를 오프라인 단계에

서 사전에 공유하는 것과 같이 기타 추가 조치

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적용 가능한 IoD 시나리오

다중대리서명 기법은 IoD 환경을 구축한 군

사 환경에서 제어권 위임을 통해 전체 시스템

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드론

은 지상관제국(Ground Control Station, GCS)의

제어 명령을 기지국(Base Station, BS)을 통해

전달받는다. 그러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상

황에 따라 드론이 지상관제국이나 기지국의 제

어권을 위임받아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군사기지 또는 전투기지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군사 인력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협곡 혹은 산맥과 같은 지

형에 다양한 센서들을 배치하면 주변 환경에

대한 군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Fig. 1에

이러한 드론과 센서가 연합하는 군사 환경을

나타내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ID 기반 다중대

리서명 기법은 드론으로 하여금 명령을 자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때, 원

# DG DV
Com.

Cost
PMPS MPS MPV

Prov.
Sec.

[6]    2      No

[4]   2     Yes

[7]   2     No

[8]     2      No

[9]     2        No

[5]   2    Yes

Table 1 Comparison of efficiency for multiple users

  Delegation-Gen,   Delegation-Ver,    communication cost of a proxy signer in
PMPS,   Partial-Multi-Proxy-Sign,   Multi-Proxy-Sign,   Multi-Proxy-Ver,Pr  .: provable security,   point scalar multiplication,   exponentiation operation,   pairing
operation.   number of proxy 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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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자는 지상관제국 또는 기지국이 되고, 대리

서명자는 드론이 된다. 원 서명자와 대리서명자

들은 드론이 비행하기 전인 오프라인 단계에서

환경설정, 위임정보 생성 및 검증, 부분대리서

명 생성 및 검증의 과정을 모두 마친다. 이후

작전 지역에서 비행 중인 드론들은 온라인 단

계에서 센서들의 활동들을 확인하고, 사전에 서

명된 메시지인 제어 명령이 수행될 시기를 판

단한다. 제어 명령은 센서의 초기화, 설정 정보

변경, 키 변경 등이 될 수 있다. 수행 시점이

결정되면 Clerk 드론은 온라인 상에서 부분대리

서명으로부터 최종 서명 값을 생성한다. 서명

값의 검증은 대리서명자로 참여한 드론 이외에

나머지 드론들이 수행한다.

Fig. 1 Communication with Sensors
in IoD Environment

ID 기반 다중대리서명 기법을 이용한 IoD

인증 환경에서의 제어권 위임과정은 수행 시간

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동시에 전체 시스템

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기존 과정

의 경우, 드론은 지상관제국에 기지국을 거쳐

수행할 명령의 지시를 요청하고, 지상관제국은

다시 기지국을 거쳐 드론으로 명령을 전달해야

했다. 그러나 ID 기반 다중대리서명 기법은 지

상관제국 또는 기지국의 제어권을 일시적으로

작전 지역 인근에 배치될 드론에 위임하여 이

러한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지상관제국

혹은 기지국의 부재로 인해 제어 명령을 정상

적으로 지시하지 못할 때도 드론은 대신하여

제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현재까지 제안된 다중대리서명 기

법들의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가장 좋은

효율성을 보이는 연산량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운영환경인  명의 사용자로 가정하고

효율성을 총 5단계로 평가하여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군사 IoD 환경에서 다중대리서명 기법

의 적용 방안을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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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드론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응용 분야로 인해 드론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드론기술

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보안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요소이며, 무선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드론의 특성상 무선 드론 관련 보안 위협과 공격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운행 중인 드론에 대한 무선접속을 시도한 후, 열려있는 포트를 이용하여 FTP(File Transfer

Protocol) 접속과 드론의 카메라에서 사용되는 RTSP(Real Time Streaming Procotol)에 접속이

가능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I. 개요

드론은 항공기와 비슷하나 직접 탑승하지 않

고 무선으로 조종이 가능한 무인항공기이다. 드

론은 현재 센서 기술 및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을 통해 군사, 농업, 건설, 광산, 물류,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다. 국토

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가 2017년 약 4,000명에서 2019년 약 20,000명

으로 증가하였다[1]. 이는 드론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반면 드론에 내장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나 응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안은 미흡한 상

황이다[2]. 2011년에는 이란이 미국 공군 드론의

GPS를 조작해 강제 착륙시킨 스푸핑 공격에

대한 사례와 2012년 인천 송도에서 재밍 공격

으로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3], 2020년에는 드론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안 취약점이 나온 사례 등

이 있었다. 따라서, 성공적인 드론 기술의 정착과

적용을 위해 보안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핵심

요소이다. 특히, 다수의 드론이 무선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할 때 네트워크 대역에서

드론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용 제품인 SG906

Pro2* 드론을 기반으로 실험환경을 구축하여

무선 네트워크 관련 보안 취약점을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실험 환경

본 연구의 실험 환경에서는 드론(SG906 Pro2),

공격용 노트북(Samsung Galaxy Book Flex,

Samsung Note Book 3 [가상 OS - Linux Debian

10.x [Kali Linux]), 앱플레이어(Nox Player

6.6.1.2), 사용자 및 공격자 휴대폰(Samsung

Galaxy Note 10 Ultra, LG Q7), 애플리케이션

(HfunPro_v.1.1.0), 분석 도구(WireShark 3.2.6,

* zlrc社의 SG906 Pro2 제품이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212



vlc-3.0.14, Packet Capture.1.7.2)가 사용된다.

1.1 드론 기능 분석

분석에 사용한 드론(SG906 Pro2)은 조종기

와 HFunPro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작이 가능

하며, 카메라 기능, 사람 자동 인식 기능, GPS

기능, 자동 비행 기능, WiFi(Intel(r) Wi-Fi 6

ax201) 기능, 블루투스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

다.

1.2 드론 취약점 분석 구성

드론의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

이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실험 환경

드론 공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HFunPro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무선

접속을 시도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격자는

드론에 내장된 공개형 WiFi에 접속해 패킷을

도청할 수 있고, 열려있는 포트를 확인할 수 있다.

III. 취약점 분석

1.1 네트워크 스캐닝

SG906 Pro2 드론의 WiFi는 브릿지 방식으

로 할당된다. 서로 다른 두 기종이 드론의

WIFI에 접속할 경우 같은 네트워크 대역망을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악의적인 공격자가

접근하여 해당 네트워크 대역망을 스캔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스캐닝 시도를 위해 위 논문은

KaliLinux에서 Netdiscover와 Nmap 기능을 사

용한다.

1.1.1 Netdiscover

Netdiscover는 무선 네트워크 스캔을 위해

사용되는 스캐너 도구이다. 실시간으로 패킷을

수집하며 ARP 패킷 기반으로 전송과 응답에

대해 요청을 하고 탐지하는 기능이 있다.

분석을 하기위해 Netdiscover 그림 2와 같이

드론의 IP주소와 Gateway주소를 검색한다.

[그림 2] Netdiscover를 사용한 모습

1.1.2 Nmap

Nmap은 호스트와 네트워크에 열려있는 포

트를 탐색할 때 사용하는 스캐너 도구이다.

Nmap으로 해당 드론의 Gateway를 스캔해

본 결과 그림 3과 같은 포트들이 열려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Nmap 결과

1.2 패킷 분석

드론의 패킷을 tPacketCapture로 추출한다.

그리고 Wireshark를 이용해 추출된 파일을 확

인한다. 해당 패킷에서는 TCP, FTP, RTSP 패

킷(그림 4)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TCP, FTP, RTSP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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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FTP

패킷 분석에서 나타난 FTP 패킷을 통해 정

보를 획득하고 FTP 서버에 접속한다. 패킷에

나타난 USER ID와 PASSWORD를 입력하면

그림 5와 같이 FTP Server에 접속할 수 있다.

드론 애플리케이션에서 캡쳐 기능을 사용하면

FTP 서버에 접속하는 패킷이 잡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FTP 접속

해당 FTP 서버에 접근이 가능할 경우 중복

파일 업로드로 인해 파일 변조가 가능하다.

/netPrivate/hostapd.conf에 있는 WiFi 설정 파

일을 변조해 그림 6과 같이 WiFi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파일들도 변조할 수

있으며 드론과 관련 설정 파일을 변조할 경우,

드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림 6] 左 수정 전 WiFi, 右 수정 후 WiFi

1.4 RTSP

RTSP는 RTP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를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

콜이다. 패킷 분석을 위해 드론 애플리케이션에

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였고 그림 7과

같이 RTSP 패킷들이 나타났다.

[그림 7] RTSP URL Formatting

해당 드론은 그림 8을 통해 IP Camera에 많

이 사용되는 C++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LIVE555를 사용하며, v2017.06.04.의 낮은 버전

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8] RTSP 서비스 연결 내용

RTSP 프로토콜 또한 패킷 송수신시 암호화

되지 않고 전송되는 것을 알 수 있다. RTSP

프로토콜의 기본 사용 포트는 554번이지만 해

당 드론은 19200번 포트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vlc-3.0.14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 9와 같이 RTSP 연결을 시도한다.

[그림 9] VLC Media player

실시간 IP Camera처럼 드론 사용자의 집을

볼 수 있었다. RTSP 연결시 URI는 표 1과 같

은 형식으로 되어있다.

Protocol RTSP

Username My_syma

Password ls155633

Ip 192.168.100.1

Port :19200

Parameter HYSmaH264VideoSMS

[표 1] 드론의 URI 형식

만약 공격자가 드론 WiFi에 접속한 상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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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용자가 드론을 통해 송출하는 실시간 영

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집에서 드론의

전원을 켜 둔 상태일 경우 실시간 홈CCTV의

기능처럼 공격자가 사생활을 엿 볼 수 있다.

IV. 대응방안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나타난 암호화 되지 않

은 패킷들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

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SFTP 프로토콜 사용 권장

해당 드론은 FTP 프로토콜과 함께 21번 포

트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TP를 통한 통신은 모든 패킷이 평문으로 전

송되기 때문에 스니핑(Sniffing) 또는 스푸핑

(Spoofing)과 같은 중간자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문 전송이 아닌 암

호화 전송 방식인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SFTP는 암호화 기법을 사용해 전송하는

SSH(Secure SHell)을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하

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면 중간자 공격에 노

출이 되어도 암호화된 문자열들만 보이기 때문

에 공격자가 아이디나 패스워드 그 외 이용자

가 실행하는 행위를 알 수 없다.

1.2 SRTP 프로토콜 사용 권장

3장의 1.4 RTSP 분석에서는 동영상 촬영시

에 나타나는 패킷에서 RTSP 인증과정을 볼 수

있어 FTP와 마찬가지로 중간자 공격에 취약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TP를 사용하는 프로토

콜 사용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SRTP(Secure

Real-time Transport Protocol)를 사용하여 송

수신하는 실시간 음성 영상 등의 데이터를 중

간자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드론에서 발생 가능한 취약점

들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

다. FTP에 대한 로그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

고, 파일 변조가 가능했다. 또한 RTSP에 대한

패킷 정보들을 토대로 스트리밍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사생활 침해가 나타날 수 있

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WiFi 모듈을 탑재한 드론은 보통 공개형

WiFi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형 WiFi는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드론 조종자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WPA2(WiFi

Protected Access)를 사용해 암호화하여 보안성

을 높여야 한다. 드론의 취약점을 통한 피해의

파급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드론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보안성을 키워야 하며 보안 프로토

콜의 연구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로 남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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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코로나 19로 언택트(untact) 사회가 도래하

면서 미래 기술의 현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화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

며 드론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 인도에서

는 “Medicine from the sky” 프로젝트의 일부

로 텔랑가나주에 드론을 사용하여 코로나 19

백신을 보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드론에 대한

제어권을 탈취하거나 드론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보안과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보안 인증에서는 드론에 특화된

보안 인증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 플랫폼은 안

전한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관제 서버와 연동

하면서 사용자인증이 상호 간에 성립될 수 있

1) 본 연구는 고려대 암호기술 특화연구센터를

통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다.

IoD 환경(Internet of Drone)에서 보안 위협

은 드론, 지상 관제센터 (Ground Control

Station, 이하 GCS), 서버라고도 부르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Trusted Authority Center,

이하 TAC), 모바일 기기(Mobile Device, 이하

MD)사이에 등록, 합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

타난다. CK-적대 모델(Canetti and Krawczyk)

로 알려진 공격 모델에서 공격자는 세션의 세

션 상태 및 세션 키와 함께 비밀 자격 증명을

손상시킬 수 있다. 나아가 이 자격 증명을 사용

하여 위장 공격과 같은 다른 공격까지 연쇄적

으로 발생할 수 있다. [4] 인증 위협은 IoD 네

트워크 참여자의 인증서를 공격자가 도청한 후

가짜 인증서로 바꿔치기하거나 만료된 인증서

로 재전송할 수 있다. [3]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 사이의 보안성이 보장되어야 IoD 환경에

서 안전한 통신이 가능하다. 더불어 사용자 편

IoD 환경에서 경량 인증을 위한 보안성 및 효율성 분석1)

선하라,* 정재열,* 임준호,** 정익래***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육군3사관학교 컴퓨터과학과 (강사)

Security and Efficiency Analysis of Authentication technology for
Lightweight in IoD Environment

Ha Ra Seon,* Jae Yeol Jeong,* Joon Ho Lim,** Ik Rae Jeong***

*,***Korea University(Graduate student, Professor)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Lecturer)

요 약

IoD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성 및 보안성에 대한 우려 역

시 커져 드론 보안 인증 서비스가 출시된 실정이다. IoD 환경에서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드론과 사용자 간 인증이 효율적이고 안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Chen 기타 등 프로토콜과

Yahuza 기타 등 프로토콜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비교한다. 두 프로토콜 모두 타원 곡선 암호를 사용

하여 IoD를 구성하는 주체들을 인증한다. 그러나 Chen 기타 등 프로토콜은 Yahuza 기타 등 프로토

콜보다 보안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IoD 환경에 데이터 통신 양이 늘어날수록 요구되는 프로토콜

은 보안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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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위해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 기술을 경

량화시켜 빠른 통신 속도를 지원해야 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신 연구 중 보안성과 효

율성을 중심으로 두 프로토콜을 비교한다.

II. Chen 기타 등 프로토콜[1]

<그림 1> Chen 기타 등 프로토콜의 IoD 환경

Chen 기타 등 프로토콜은 <그림 1>과 같은

IoD 환경을 가정했으며 서버가 공격자에게 악

용당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했다. 이 프로토콜은

서버에 UAV, MD, GCS를 등록하는 등록 단계,

일회용 비밀 세션키를 생성하는 인증 단계, 합

의가 끝난 통신 주체들 간에 상호 작용하는 통

신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III. Yahuza 기타 등 프로토콜[2]

<그림 3> Yahuza 기타 등 프로토콜의 IoD환경

<그림 4> Yahuza 프로토콜

<그림 1> Chen 기타 등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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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huza 기타 등 프로토콜은 <그림 3>와 같

은 IoD 환경을 가정했다. 이 프로토콜은 TAC

를 제외한 네트워크 구성 노드를 모두 통신 주

체로 정의했다. 전제는 초기 설정과 등록 단계

에서는 Chen 기타 등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통신 채널이 안전하지만, 합의와 통신 단계에서

는 통신 주체가 안전하지 않은 채널에 있다고

전제하였다.

3.1 프로토콜 보안성 분석

Chen 기타 등 프로토콜에서는 첫째, TAC가

완전한 신뢰성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과는 괴리

가 있다. 따라서 TAC가 공격자에 의해 악용되

더라도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

어야 한다. TAC가 통신 주체들의 등록을 마친

후에는 IoD 통신 주체들의 공개키와 개인키를

알고 있다. 통신 주체들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진짜 통신 주체 대신에 세션키를 생성하여 정

보를 가로채거나 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 둘째,

합의 단계에서 공격자가 드론과 TAC 간 메시

지를 도청하면  를 알 수 있다. 여기

에 가 노출됐을 때 공격자는 그 값을 사용하

여 계산하면 세션키도 얻을 수 있다. 셋째, 첫

번째 메시지의 무결성을 보증할 수 없다. Chen

기타 등 프로토콜에서는   즉, 첫 번

째 메시지의 변경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의 통

합된 관계를 정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첫 번째

수신된 메시지가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반면에 Yahuza 기타 등 프로토콜에서는 첫

째, TAC가 통신 주체의 비밀키를 계산할 수

없기에 통신 주체로 위장하여 세션키를 얻을

수 없다. TAC가    ║을 계산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격자

가 두 통신 주체들의 일회용 비밀 값에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 계산

할 수 없다. 셋째, 을 통해 모든 메시지

무결성을 보증할 수 있다. 공격자가 메시지를

조작하는 경우 수신자는 를 확인하여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

3.2 프로토콜 효율성 분석

<표 2>는 위에서 언급한 두 프로토콜을 연

Notation Definition The secret key of TAC The secret key of 
 The public key of  ,    [1]
 Identity of 

    A random point on an elliptic curve

 The generator point of the cyclic

group G  Public parameter Message digest of 
 Signature of 

  The public parameter of  , Time
stamp[2]  th one-way hash function Secret parameters for  and 

 A session key established by  and 
 ’s verified message from 
  Use a session key  to decrypt the

message 
  Use a session key  to encrypt the

message  The signed message for 
 The message An acknowledged message

  
Use  ’s public key  to verify the
message  from  to 

  

Random integers element of an elliptic

curve as an ephemeral secret

<표 1> 두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기호와 설명

Notation Description Time Execution time of hash
function operation 0.0023ms

 Execution time of elliptic
curve addition operation
spent

0.0288ms

 Execution time of elliptic
curve multiplication operation 2.226ms

 Execution time of symmetric
decryption operation 0.0046ms

 Execution time of symmetric
encryption operation 0.0046ms

 Execution time of signature
operation 3.8500ms

 Execution time of signature
verification operation 0.1925ms

<표 2> 효율성 분석 기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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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시간을 나타낸 기호와 설명이다. <표 3>의

연산 결과로 메시지 길이를 비교하면 합의 단

계에서 Chen 기타 등 프로토콜은 1568bits이며,

Yahuza 기타 등 프로토콜은 메시지 길이는

1760bits이다. 그러나 통신 단계에서 Chen 기타

등 프로토콜은 1824bits, Yahuza 기타 등 프로

토콜의 메시지 길이는 736bits로 후자가 현저히

낮다. 시간으로 비교해 봤을 때, Chen 기타 등

프로토콜은 합의 시간이 22.38ms이며, 통신시간

이 4.06ms이 소요된다. 반면, Yahuza 기타 등

프로토콜은 합의 시간이 13.66ms이 소요되며,

통신시간은 0.02ms가 소요된다. 총 컴퓨팅 비용

을 계산하면, Chen 기타 등 프로토콜이

26.44ms이며, Yahuza 기타 등 프로토콜이

13.68ms이다. 따라서 Yahuza 기타 등 프로토콜

이 Chen 기타 등 프로토콜보다 더 보안성이 강

하며 경량화된 프로토콜이다.

IV.결론

Yahuza 기타 등 프로토콜에서는 Chen 기타

등 프로토콜 인증 단계에서 타원곡선 연산 수

를 줄였고 통신 단계에서는 통신 주체들 사이

의 인증속도를 높여 통신시간을 줄일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 통신 주체들이

인증 과정에서 상대방 정보 일부가 상대 데이

터베이스에 남게 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인증속

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지만, 동시에 보안상 위

협이 될 수 있다.

앞으로 IoD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엔티티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인증 시간을 감소시키면서

IoD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통신 주체들의 프라

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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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음성인식 기술은 사람이 하는 말을 기계나 컴

퓨터가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을 뜻하며, 최근 비

약적인 발전을 통하여 음성인식 비서 혹은 음성

메모를 텍스트로 저장해주는 다양한 서비스에 사

용되고 있다. 네이버 클로바, 구글 홈, 알렉사와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 스피커들 또한 이러한 음

성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언어를 알아

듣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날씨, 교통, 생

활 정보 제공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근래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하여 물품을

주문하거나 응급신고를 하는 서비스 또한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가지는 다

양한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지

만, 공격자는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를 인공지능 스피커에 주입하

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하거나 불필요한 물건들

을 주문시키는 공격을 취할 수 있다.

음성인식 기술이 사람의 말을 컴퓨터가 이해

하기 위한 언어로 바꾸는 기술이라면, 컴퓨터상

의 텍스트를 사람의 언어와 음성으로 변환시켜

주는 기술을 Text To Speech(TTS)라고 칭한

다. 최근 TTS 내의 디코더에 기계학습을 적용

해 사람의 음성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자연

스러운 음성을 제작할 수 있다. TTS를 통하여

Ultrasonic Sound를 이용한 인공지능

스피커 보호 기법
전희도,1† 이선우,1 이동훈2

1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대학원생) 2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Protecting AI Speaker from malicious TTS command

by Ultrasonic Sound

Heedo Jeon,1† Sunwoo Lee,1 Dong Hoon Lee2

1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Graduate Student)

2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기계학습과 자연어처리기법이 발달함에 따라서 음성인식 모델을 적용한 스마트 스피커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으며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자연어처리기법의 발달은 스마트 스피커의 보편화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사람처럼 읽

어주는 Text To Speech(TTS)의 비약적인 발전 또한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현재 클로바 더빙,

구글 듀플렉스와 같은 자연어 기반의 TTS는 사람의 음성과 구분이 힘들 만큼 자연스러운 음성

을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어 기반의 TTS는 광고, 영상제작, 건물 내 방송 등에 사용되며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에 일정 금액의 후원을 한 사람의 텍스트를 방송 진행자에게 읽어주는 투

네이션 시스템에도 적용되고 있다. 자연어 기반의 TTS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음성은 사람

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피커 또한 사람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명령어를 실행하며, 이를 악용하여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악의적인 주문을 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 시키는 명령어를 투네이

션을 통해 전송하는 공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격을 초음파 대역의 신호

를 이용하여 방어하는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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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음성파일은 사람이 듣기에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스피커에도 사람의 음성

으로 인식되어 명령이 실행되는 현상이 발생한

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1인

방송국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이들을 금전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문자를 전송하

고 TTS가 시청자가 전송한 문자를 방송에서

읽어주는 후원방식이 1인 방송국 사이에서 인

기를 얻고 있다. 시청자가 전송한 문자를 읽어

주는 과정에서 후원자가 TTS로 재생되는 음성

이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인식되는 점을 악용하

여 현재 주소를 물어보는 명령어 혹은 개인정

보를 유출할 수 있는 명령어를 후원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은 다수가 실시간

으로 시청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공격은 방송 진행자의 개인정보가 다수에게 노

출되게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이러한 공격 위협 점을 사용

자의 음성 피처 값을 학습하여 사용자를 인식

하는 음성학습을 통하여 해결하였지만, 낮은 사

양의 환경을 가진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이

러한 음성학습기능을 포함하기 어렵다[1]. 하지

만 기존 인공지능 스피커의 마이크가 가지는

인식 주파수범위와 사람의 청력이 가지는 주파

수범위의 차이를 이용하여, TTS 음성파일을 제

작할 때 인공지능 스피커에만 들리는 초고주파

의 노이즈를 삽입한다면 사람의 귀에는 동일한

음성파일로 들리지만, 인공지능 스피커는 명령

어를 인식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환경에서 변조

된 TTS 음성이 인식되지 않게 하여 기존 위협

점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Attack Scenario & Defense Design

2.1 Attack Scenario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하

는 공격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격대상자의 기기

에서 원하는 명령어를 스피커 상에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격대상자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며 TTS를 활용한 후

원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한다. 공

격자는 후원을 통해 공격대상자의 컴퓨터에 연

결된 스피커를 통해 원하는 명령어를 재생하게

하여 공격대상자가 소유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전송된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한다.

2.2 Defense Design

인공지능 스피커는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MEMS)을 사용하는 마이

크를 통해 음성을 인식하며, 인공지능 스피커에

사용되는 마이크는 사람의 가청범위인 300 ~

20kHz를 넘는 고주파 대역을 인식할 수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만 인식할 수 있는 인

간의 비가청대역의 고주파 시그널을 TTS 음성

에 추가하여 사람의 귀에는 똑같은 음성으로

들리지만, 고주파로 인해 인공지능 스피커가 명

그림 1 공격과 방어 Design (위)Attack Scenario (아래)Defense Design

(위)

(아래)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221



령어 인식을 방해받는 방어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2 실험 세팅

III.Experiment

본 실험에서는 Defense Design에서 제안한

고주파를 추가한 TTS 음성을 제작하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미리 제작한 TTS 음성을 디

바이스에서 재생할 때, Keysight사의 N9310A

Signal Generator를 이용하여 500mv의 진폭을

가지는 Sine 형태의 시그널을 제작하고 Avisoft

Bio acoustics 사의 Ultrasonic Power Amplifier

를 통해 증폭한 고주파 시그널을 Avisoft Bio

acoustics 사의 Ultra-Sonic Speaker를 통해 동

시에 송출하였다. 실험을 위해 네이버에서 제공

하는 기계학습 기반의 TTS 서비스인 네이버

클로바를 사용하여 “하이 빅스비”와 ”에어컨 24

도로 설정해줘“를 각각 Recognition과

Command를 위해 제작하였다. 제작된 TTS 음

성과 고주파 신호를 동시에 송출하였을 때 삼

성 갤럭시 홈 미니에서 정상적으로 Recognition

과 Command를 실행하는지 확인하였으며, 설정

한 Command 이외의 Command가 실행된다면

성공으로 간주하였다.

IV.Experiment Result

4.1 주파수 별 데시벨 측정

실험은 방어에 사용될 주파수를 찾기 위해

같은 진폭과 증폭값을 가지는 상황에서 각 주

파수의 데시벨(dB)를 측정하여 사람의 가청주

파수 범위에서 멀면서 가장 큰 데시벨을 가지

는 주파수를 설정하였다.

표 1 에서 볼 수 있듯, 23kHz에서 24kHz로

넘어갈 때 가장 큰 데시벨 변화 폭을 보였으며,

이전 값인 22 ~ 23kHz 사이의 주파수는 80에서

74 사이의 데시벨을 가지며 사람의 가청주파수에

서도 충분히 멀어 최적의 주파수로 판단했다[3].

4.2 데시벨 별 Defense 성공률

최적의 주파수 범위중 사람의 가청범위에서

가장 먼 23kHz를 이용하여 Amplifier의 증폭값

에 변화를 주어 데시벨을 측정하고, TTS 음성

파일과 고주파 시그널의 최대 데시벨을 30cm

거리에서 각각 측정하여 각 데시벨 별 방어 성

공률을 계산하였다. 실험을 위해 같은 음성파일

을 주파수별로 10회 들려주었으며 Recognition

과 Command에 대한 방어 성공률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Ultrasonic

Decibel(dB)

Recognition

defense rate

Command

defense rate
58 0% 0%
60 30% 50%
61 100% 100%
62 100% 100%

표 2 TTS 파일이 53.5dB인 경우 Defense 성공률

Ultrasonic

Decibel(dB)

Recognition

defense rate

Command

defense rate
63 0% 10%
64 10% 30%
65 70% 80%
66 100% 100%

표 3 TTS 파일이 61.8dB인 경우 Defense 성공률

Ultrasonic

Decibel(dB)

Recognition

defense rate

Command

defense rate
64 0% 0%
65 30% 50%
66 90% 90%
67 100% 100%

표 4 TTS 파일이 63.5dB인 경우 Defense 성공률

TTS 파일을 재생하는 장치로부터 30cm의

거리에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명령어를 인식하

는 데 지장이 없는 가장 작은 볼륨으로 설정했

을 경우 음성파일의 데시벨은 53.5dB로 측정되

었다. 표 2에서 같은 거리에서 측정한 고주파의

데시벨이 61dB 이상이 되는 경우 Recognition

과 Command 둘 다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정상

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파수(kHz) 데시벨(dB)
20 88.5
21 83
22 80
23 74
24 65

표 1 주파수 별 데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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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과 표 4는 TTS를 재생하는 장치의 음량

을 키워 각각 61.8dB와 63.5dB로 재생할 경우

고주파의 데시벨 별 Defense 성공률을 보여주

고 있으며, 실험결과 각각 66dB와 67dB이상의

고주파수를 재생할 경우 Recognition과

Command가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실행되지 않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결과 23kHz의 고

주파를 TTS 음성과 함께 재생했을 때 고주파

의 데시벨이 TTS 음성의 5 ~ 14%만큼 더 큰

데시벨을 가질 때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TTS의

음성이 인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Future Work

5.1 상용 스피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본 논문에서 주장한 기법의 한계점으로는 방

어를 위해 사용되는 23kHz 대역의 고주파를 재

생하기 위하여 별도의 Ultrasonic Sound

Speaker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기존 상

용 스피커의 가용 주파수의 범위가 20Hz에서

20kHz인 점을 감안 한다면 본 논문에서 사용된

23kHz의 주파수를 재생하기 어렵다.

별도의 실험으로 인공지능 스피커가

Recognition을 진행한 후 Command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고주파 시그널을 주입했다가 멈췄다

할 때 원본 Command와는 전혀 다른

Command로 인식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사람의 가청 주파수

를 사용하더라도 TTS 음성 중간중간에만 잡음

을 삽입하여 사람이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만 인공지능 스피커가 Command를 실행하기는

어려운 잡음을 제작할 것이다.

5.2 방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론

이전 연구에서 사람의 음성이 가지는 기저대

역을 고주파로 Analogue Modulation(AM 변조)

을 한 음성파일을 스피커에서 재생할 경우 사

람의 귀에는 안 들리지만, 인공지능 스피커에는

정상적으로 인식되어 명령이 처리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4].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고주파로 AM 변조한 랜덤한 음성을

TTS의 음성과 같이 전송할 경우, 인공지능 스

피커의 MEMS Mic와 Amplifier의

Non-Linearity에 의해 TTS음성 이외에 추가적

인 음성이 인식되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

법론 보다 효율적인 Defense가 될 것으로 예상

한다.

VI.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기반의 TTS가 만드는

자연스러운 음성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공격 위

협점을 초고주파 대역의 방해 신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귀에는 원본 음성과 동일하게 들리지만,

인공지능 스피커에는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방

어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

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악의적인 TTS 음성이

재생되더라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명령어를 인

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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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배경 및 목적

IoT(Internet of things)는 각종 사물에 통신

과 센서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

술이다. 최근 몇 년간 IoT 산업이 급속도로 발

전하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근무

가 증가하면서 IoT 기기들의 사용률이 급증하

고 있다.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이하 한국 IDC)의‘ 국내 IoT 플랫폼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IoT 플랫폼 시장은 2023

년까지 약 16.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1

조 3,308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림 1]

은 국내 IoT 플랫폼 시장 전망을 나타낸 그래

프이다.[1]

[그림 1] 국내 IoT 플랫폼 시장 전망

1.2 IoT 디바이스 공격 사례

IoT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경계

가 점차 넓어지면서 IoT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해커들의 공격도 점점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

다. IoT 기기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악성코드에

는 대표적으로 2016년 말. Mirai 봇넷이 있다.

Mirai 봇넷은 리눅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기, IP카메라, 라우터 및 기타 약 150,000개

Cowrie 허니팟을 이용한
IoT 시스템 공격자 식별 및 분석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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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oT기기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시스템을 타겟으로 하는

공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격자의 IP, 국가, 사용

한 명령어, Download 파일과 같은, 공격자가 시스템에 침입했을 때 기록되는 데이터

들을 수집, 식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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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안이 취약한 IoT 기기들을 감염시켜 봇넷

을 구축한 후, 대규모 DDoS 공격을 진행하였

다.[2] 현재까지 Mirai를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변종이 나와 있고, Mirai를 기반으로 한 악성코

드의 개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IoT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과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크게 느낌으

로서, 본 논문에서는 IoT 시스템을 공격대상으

로 하는 공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동으로

분류,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IoT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 및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방안 및 해결방안에 기여 하고자 한다.

II. 본론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 환

경은 다음 [표1]과 같다.

System 환경
Hardware Raspberry Pi Model B
OS Raspbian

Honeypot Cowrie

Visualization
ElasticSearch

Kibana

[표 1] 시스템 환경

2.1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은 Cowrie 허니팟을 구축하여

약 세 달간 진행되었다. Cowrie 허니팟은 공격

자가 SSH 및 Telnet과 같은 원격 접속 프로토

콜을 사용해 허니팟 시스템에 접근했을 때, 공

격자의 모든 행위를 json 포맷으로 기록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공격을 받기 위해서 22(SSH)

번, 23(Telnet)번 포트를 개방하여 공격을 유도

함으로써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다.[4] 수집된

데이터는 악성코드를 포함하여 약 20GB의 로그

및 파일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

하여 선정한 로그 이벤트 ID는 다음 [표 2]와

같다.

이벤트 의미
cowrie.session.connect 세션 연결
cowrie.session.

file_download
파일 설치

cowrie.command.input 명령어 입력

[표 2] Cowire 로그 이벤트

2.2 데이터 분류 및 분석

본 절에서는 수집한 로그를 분류 및 분석을

진행한다. 데이터 분류는 선정한 이벤트 로그에

서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추출한 데이터

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공격자의 위치 및

국가를 특정하기 위해 cowrie.session.connect

이벤트의 Source IP를 활용하였다. Source IP는

오픈소스인 Geoip를 사용하여 Country Code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두 번째로 공격자가

시스템에 접근했을 때,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

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식별하기 위하여 cowri

e.command.input 이벤트를 활용하였다. 세 번째

는 공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여 Download한

파일을 식별하기 위하여 cowrie.session.file_do

wload 이벤트를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공격자

를 식별하고 공격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류해낸

데이터는 [표]3과 같다.

분류 정보
Source IP
Country Code
Command
Download

[표 3] 공격자 식별 정보

2.3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수집한 로그를 분류해낸 데이터

를 ElasticSearch와 Kibana를 통해 분석 및 시

각화를 진행하여 공격결과를 도출해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허니팟 시스템에 연속적으로 접속

을 시도하는 행위를 공격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3.1 주차 별 공격 빈도수

분류해낸 데이터를 통해 공격에 대한 주차

별 공격 빈도수를 분석하여 통계로 나타내었다.

통계적으로 2021년 달의 첫 주차에는 적은 공

격량을 보이나, 마지막 주차로 갈수록 공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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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2]는

주차 별 공격 빈도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2] 주차 별 시도된 공격 횟수(월/주)

2.3.2 공격 시도 국가 통계

공격으로 간주하는 접속에 대해서 분석을 진

행한 결과, 허니팟 시스템에 대해 공격 시도 횟

수가 많은 상위 10개 국가를 식별하고 이에 대

한 통계를 집계하였다. [그림 3]은 공격 시도 국

가 통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3] 공격 시도 횟수 상위 10개 국가

통계적으로 중국의 공격 시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미국, 영국, 러시아가 중국의 뒤를 이

었다. 이와 같이 중국, 미국, 영국, 러시아와 같

은 선진국에서의 공격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한국도 2.99%의 공격량으로 상위

10개국에 포함될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의 공격

을 시도한 것이 확인됐다.

2.3.3 명령어 통계

공격자가 입력한 명령어들을 수집하여, 공

격자들이 허니팟 시스템에 접근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명령어들을 분석하였다. [그림 4]는 공격

자들이 시스템에 접근해서 사용한 명령어들을

통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4] 사용한 명령어

상위 4개의 명령어는 모두 특정 정보를 출력

하는 명령어들로 확인되었다. 특정 공격자들은

grep, cat, echo 명령어로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uname 명령어는 현재 작동 중인 시스템의 하

드웨어, 운영체제 등의 시스템 관련 정보를 출

력하는 명령어이다.[2] 이 결과를 통해서 상위 4

개의 명령어는 모두 시스템의 운영체제, 하드웨

어 정보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결과적으로 공격자들이 특정 시스템에 공격

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3.3 수집된 악성코드 유형

허니팟에서 수집한 파일들을 대상으로 분류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악성코드

샘플은 약 1000개이다. 수집된 상위 3개의 악성

파일 유형으로는 Bot, CoinMiner, Backdoor 순

으로 많았다. 가장 많이 설치된 악성코드 유형

은 첫 번째로 Bot이다. Bot으로 분류된 악성코

드는 네트워크 정보(IP, TCP 포트범위)를 확인

하고, 같은 네트워크 대역 시스템에 무차별 대

입 공격(Brute Force)을 진행하여 관리자 권한

을 획득하여 봇넷을 구축하는 등의 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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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두 번째 유형으로 CoinMiner가 확인되

었다. CoinMiner는 설치된 시스템의 CPU, GPU

와 같은 자원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악성코드이다. 최근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부상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유형으로 Backdoor가 확인되었다. Backdoor는

일반적으로 공격자에게 추가적인 공격 루트를

제공하거나,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등의 행위

로 동작하는 악성코드이다. [그림 5]는 수집된

악성코드 유형을 비율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5] 수집된 악성코드 유형 비율

III. 결론

현대사회에서 미래사회로 나아갈수록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등과 같이 IoT 시스템을 적용하

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IoT 시스템에 대한

효용성 및 범용성은 높아져 가고 있다. 해당 상

황에 발맞춰 공격자들도 IoT 시스템에 대한 공

격도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본 연구

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oT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데이터를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달

간 수집하고 분석, 분류하여 공격을 탐지하고

공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표

본의 수가 많지 않아,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개발도

상국에 비해 GCI(Global Cybersecurity Index)

에서 1, 2위를 차지한 영국, 미국에서의 공격

시도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달마다

마지막 주차에 공격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또 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

어도 가장 많이 집계되었다. 설치되는 악성코드

의 경우, Bot, CoinMiner, Backdoor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IoT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

및 악성코드에 대해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여,

대응방안 및 해결방안에 기여 하고자 하였다.

추후 본 연구에서 분석 및 도출한 결과를 활용

하여 IoT 기기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공격자 데

이터에 대한 유사도를 분석하여 공격자를 추적

하거나, IoT 악성코드 자동 분석 도구를 개발하

여 IoT 보안 시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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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및 IoT 장치의 사용자 인증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사용자 인증의 핵심은 보안과 편

리함의 균형을 맞춰야한다. 가장 기본적인 인증방식인 패스워드 입력 방식의 경우 사용성 및 보

안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문인증 및 Face ID 등 다양한 인증방식이

존재하는 이는 추가적인 특수한 센서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특수한 센서 없이

IoT장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향 센서를 기반으로 장치 또는 사람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추

출하여 인증하는 기술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I. 서론

스마트폰 및 IoT 장치에 대한 사용자 인증

은 중요한 문제이며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사용자 인증은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며, 인증의 핵심은 보안과 편리함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증방

식은 패스워드 입력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용

성(사용자의 패스워드 분실) 및 보안성

(shoulder-surfing[2] 공격)에 문제가 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문인증 및 Face

ID 등 다양한 인증방식이 존재하나 이는 추가

적인 특수한 센서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특수한 센서 없이

*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R1G1A1102722)”
†
주 저자 : rkrua5283@gmail.com

‡ 교신저자 : yeonjoonlee@hanyang.ac.kr

많은 수 의 IoT 장치(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스마트 스피커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향 센

서를 사용하여 IoT 장치 및 사용자를 인식 하

는 다양한 기법들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분

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스피커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배경지식을 소개

한다. 3장에서는 음향 센서를 사용하여 기기 자

체의 특성을 인식하는 방법과 사용자의 신체적

인 특성을 인식하는 기법들과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결론을 맺으며 이 논문을

마무리한다.

II. 배경지식

음향 센서 기반 인증에는 스피커와 마이크가

사용된다. 이상적인 스피커-마이크 시스템은 스

피커 모듈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 마이크에

입력되는 신호를 이라 가정할 때 공식 (1)

과 같은 선형적인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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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에선 신호를 처리하는 회로에 비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는 전자 부품의 사용, 제

조 과정의 불완전성 때문에 주파수 대역마다 A

의 값이 다르다.

더불어 IoT 기기에 흔히 쓰이는 스피커, 마이

크는 제조비용의 문제로 가청 주파수 대역에선

선형적인 특성에 근사하지만, 비가청 주파수 대

역에선 공식 (2)와 같이 비선형적인 특성이 도

드라진다.

    
 

  
  




III. 음향 센서 활용 인증 방법

3.1 장치 인증 방법

장치 인증은 음향 센서를 이용하여 장치 고

유의 특징을 추출하여 진행한다. 이를 위해서,

스피커로부터 음향 신호를 인증 대상 기기의

마이크가 녹음하고, 녹음된 신호에서

FR(Frequency Response),

MFCCs(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그리고 ANP(Acoustic Nonlinear Pattern)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장치 고유의 특징을 추출한다.

첫 번째로, FR(Frequency Response)을 사용

한 방법이 있다. FR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추출한 입력 신호 대비 출력

신호의 크기를 뜻하는 Gain factor들 즉, (1)의

A 값의 집합을 뜻한다. FR을 사용한 인증은 등

록된 기기들의 FR과 인증하고자 하는 기기의

FR을 비교하여 진행한다.

FR은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신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증 비용이 적고, 정확도가 높

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접한 주파수에서는

유사한 Gain factor를 가질 수 있는 신호의 특

성상, Replay attack이나 Fingerprint-emulation

attack[3]과 같은 공격들에 노출되기 쉽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넓은 간격으로 Gain factor

를 추출해야 하므로[3]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넓혀야 보안성이 확보되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로, MFCCs를 사용한 방법이 있다.

MFCCs는 음향 신호(사람의 음성, 음악, 여러

악기가 동시에 연주하는 소리)에서 가청 주파수

대역의 특징들을 부각한 집합이다[4]. MFCCs를

사용한 인증은 등록된 기기들의 특정 음향 신

호에 대한 MFCCs와 그 음향 신호를 통해 인

증하고자 하는 기기의 MFCCs를 비교하여 진

행한다.

MFCCs는 일상의 음향을 별도의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용성이 뛰어나고

최장 2m 거리[5]에서 높은 인증 정확도를 보여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출되었을 경우 인

접한 주파수에서는 세기가 비슷한 특성이 있으

므로 신호를 이루는 주파수 구성이 기존 인증

에 사용된 신호와 달리 완전히 새로워야 유출

된 정보를 대체할 수 있고, 연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로, ANP를 사용한 방법이 있다. ANP

는 (3)을 이용해 계산한 왜곡된 주파수 성분의

세기를 뜻한다. ANP를 사용한 인증은 등록된

기기의 ANP와 인증하고자 하는 기기의 ANP를

비교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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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P는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앞에서 언급한

방법들보다 고유 특징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

어 좁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 스피커로는 원하는

주파수의 원하는 세기를 정확히 만들어내기 어

려우므로 별도의 신호 생성기가 필요하다는 단

점이 있다[3][6].

3.2 사용자 인증 방법

사용자 인증의 경우 음향 센서를 사용하여

사람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여 진행한

다. 본 논문에서 소개할 고유 특징으로는 입술

움직임 패턴, 얼굴, 외이도, 성대, 호흡 등이 있

다.

입술 움직임 패턴만을 사용한 첫 번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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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점 약점

LibPass 시끄러운 환경(빛, 소음)에 강력하다. 사용자의 신체적, 심리적 조건에 민감하다.

LVID
두 가지 생체 인식(음성, 입술 움직임 패턴)을 동

시에 캡처하여 서로의 장, 단점을 보안한다.

인증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손으로 들고 있어
야 하며 미세한 떨림이 발생하면 정확도가 떨어진
다.

EchoPrint
저렴한 비용으로 보편적으로 장착 된 음향 센서를
사용한 사용자 얼굴을 사용한 인증이 가능하다.

모자, 안경 및 머리스타일과 같은 사용자 외모 변
화에 취약하다.

EchoFace 저렴한 비용으로 보편적으로 장착 된 음향 센서를
사용한 사용자 얼굴을 사용한 인증이 가능하다.

FaceID를 사용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
어진다.

Using ear
acoustics

지문과 같은 외의도의 고유한 특징을 사용한 인증
방법이다.

추후 지속적인 인증 시 에도 가청 신호를 사용하
여 사용자가 인증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

Using
Inaudible
Signals

초기 인증을 진행할 경우 가청 신호를 사용, 이후
인증은 비 가청 신호를 사용하여 이전 연구의 단
점을 해결한다.

가청 신호를 사용할 때 보다 이어폰의 포지션 배
치가 민감하다.

EarDynamic
다양한 신체 동작(서기, 걷기, 앉기, 조깅 등)을 수

행 할 때 높은 정확도를 유지한다.

감기 및 바이러스(외이도 염)등의 질병에 영향을 크

게 받아 인증 시스템 성능이 저하된다.

VocalLock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인증 데이터로 사용하는

LibPass와 달리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증이

가능하다.

습관의 변화, 감기 및 바이러스 등의 질병에 영향을

받을 경우 인증 성능이 저하된다.

BreathPrint 시끄러운 환경(빛, 소음)에 강력하다.
감기 및 질병으로 인한 성능저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VoicePop
팝 노이즈 기능이 주변 노이즈의 기능과 다르기에

주변 소음에 강력하다.

사용자와 마이크의 거리가 멀거나(12cm 초과) 가까

우면(2cm 미만)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표 2 사용자 인증방법

로는 LibPass[7]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도플

러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입술 움직임 패턴을

학습,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를 인식한

다. 그러나 입술 움직임 패턴은 사용자의 신체

적, 심리적 조건에 민감하여 해당 패턴만을 사

용 할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생체 인증 결합

한 다중 인증 시스템인 LVID[8]가 제안되었다.

얼굴 인식을 사용한 연구로는 스마트폰의 전

면 카메라와 이어피스 스피커에서 들리지 않는

음향 신호를 방출하여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

는 2단계 인증기법인 EchoPrint[9]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후 카메라 사용 없이 이어피스 스피

커와 상하단의 마이크 2개만을 사용하여 얼굴

을 인식하는 EchoFace[10]연구가 진행되었다.

사용자의 외이도의 특징 추출 관련 연구는

Using ear acoustics[11]가 진행되었으나 해당

연구의 경우 가청 프로브 신호를 사용하여 사

용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

하였다. 해당 단점을 보안하기 위한 가청 신호

대신 비가청 신호를 사용한 Using Inaudible

Signals[12] 진행되었으며 외이도의 정적인 모

양과 사용자가 말을 할 때 변형되는 외이도의

동적인 모양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인증하는

EarDynamic[13] 연구가 진행되었다.

성대의 특징 추출은 VocalLock[14] 연구에서

사람이 말을 하는 동안 성대의 정적인 모양과

동적인 움직임이 개개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용자의 성대 특징을 활용

하여 개인을 인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람의 호흡 또한 개인을 인식하는 데에 사

용이 가능했다. 관련 연구로 사용자가 숨을 들

이마시는 행위, 정상적인 호흡, 심호흡 이 3가

지 동작의 데이터를 마이크 센서를 통해 입력

받아 사용자 인증이 가능한 BreathPrint[15]연구

및 숨을 쉬면서 발생하는 팝 노이즈를 활용하

여 사용자를 인식하는 VoicePop[16]연구가 진행

되었다.

사용자 인증방법의 경우 사용자의 고유한 특

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심리 상태 및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상태가 변화되면 정

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론

본 논문을 통해 음향 센서를 활용한 인증 방

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음향 센서의 선형

적, 비선형적 특성을 활용한 인식 방법과, 음향

센서를 활용한 사람이 가진 고유한 습관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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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특징을 추출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연구

에 대해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음향 센

서뿐만 아닌 다양한 범용성 센서들을 활용한

인증 방법들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며, 더 나아

가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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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In the modern world, the Internet of 
Things (IoT) technology is increasingly 
used in human everyday life. In general, 
the Internet of Things is a network of 
distributed devices that are connected to 
the environment using sensors, as well as 
software and servers. Such devices are 
also called smart or intelligent. At the 
same time, with the growing demand for 
smart devices and their availability, the 
ways of attackers are improving. The 
heterogeneity of devices and connections, 
and their limitations on computing 
resources, complicate the management of 
IoT systems. In this regard, the detection 
of abnormal behavior of smart devices is 
sometimes very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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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spond to security threats, tools are 
needed for analyzing heterogeneous events in 
IoT systems, which are contained in network 
traffic, logs and other data, the volume of 
which is sometimes very large. Previously, 
the authors presented a systematic 
analysis of various methods for detecting 
anomalies used in cybersecurity problems 
[1]. Due to the fact that the smart home 
IoT ecosystem is fragmented with a wide 
variety of devices that are generally not 
amenable to inspection through 
standardized interfaces, it is quite 
problematic to compare different 
approaches to detecting anomalies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with each other.

The scientific novelty of the survey is the 
proposed comparative analysis of approaches to 
detecting anomalies of various types,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efficiency of detecting 
anomalies in the Internet of Things network 
traffic. The main task of the study is to 
arrange behavioral methods with high 
rates of efficiency in detecting anomalies 
in the network traffic of the Internet of 

Choose your home: Survey on Anomaly Detection Techniques 
for Smart Home IoT

Rustam Ismailov , Yeonjoon Lee† ‡

 *Major in Bio Artificial Intelligence,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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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oT security vulnerabilities lead to countless threats and attacks that can potentially 
threaten critical infrastructure and even national security, cause physical and 
financial loss, and more. Anomaly detection is a technique used to identify unusual 
patterns that do not match expected behaviour. The article discusses the problem of 
choosing different approaches for detecting anomalies in appified smart home Internet 
of Things (IoT). This problem is associated with the necessity to analyze a variety of 
security events in order to identify the abnormal behavior of smart devices. In this 
paper, we also analyze several novel safety and security policy enforcement systems 
and prototypes, which can capture and manage real physical interactions considering 
contextual features on smart home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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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To this date, a few amount of works 
have been done in the context of anomaly 
detection techniques for smart home IoT 
domain in terms of context sensing [2], 
device and app behaviours [8], traffic 
characterization [6], and safety and 
security policy enforcement [9, 10]. This 
paper reviews and surveys state-of-the-art 
anomaly detection systems and approaches 
in the context of  smart home IoT domain 
and proposes a classification of works 
done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The survey is structured as follows: 
First, the basic notion and notation of 
anomaly detection and their techniques. 
Afterward, an investigatio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latest researches on 
anomaly detection approaches in smart 
home IoT. Finally, the conclusion part of 
the paper.

II. Anomaly Detection
Anomaly Detection refers to the problem 

of finding patterns of data that do not 
conform to a specific concept of normal 
behavior and are called anomalies, 
outliers, conflicting observations, 
exceptions, or poisoning in different 
applications. The importance of detecting 
anomalies stems from the fact that they 
are converted into meaningful, often 
critical information for use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The need to develop methods 
that can predict the occurrence of 
emergency situations in dynamic system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process 
behavior is becoming urgent.

Anomalies Detection Methods.

Currently, there is no general approach 
to solving the problem of detecting 
anomalous situations during information 
processing by computer systems and 
information networks. Anomaly detection 
methods are often used to solve the 

problem of detecting attacks on computing 
systems and information networks. They 
are selected in relation to a certain set of 
system parameters, and their effectiveness 
depends only on this set of parameters.

! Signature Methods.

Signature-based intrusion detection 
methods are commonly used in intrusion 
detection systems that contain signatures 
(patterns) of typical attacks based on the 
headers or contents of network packets.

! Behavioral  Methods.

Behavioral methods are based not on 
models of information attacks, but on 
models of "normal" functioning of IS. The 
principle of operation of any of these 
methods is to detect discrepancies between 
the current mode of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 and the mode of 
operation, which is the reference for this 
IS.

III. Latest Researches on Anomaly 
Detection Approaches Based on 
Behavioral Methods in Smart Home 
IoT

Recently, there were some interesting 
studies in detecting anomalies where the 
authors have proposed different techniques 
using cutting edge methodologies. These 
experimental research studies look at how 
different approaches effect IoT's anomaly 
detection.

Fu et al. [7] have mainly performed a 
prototypical realization of in-network 
security for smart home which empirically 
measures its performance and shows the 
security benefits of his approach. It looked 
at how semantics-aware approach effects 
smart home's anomaly detection.

Celik et al. [10] proposed a system 
namely IOTGUARD, which protects users 
from unsafe and insecure device states by 
monitoring the behaviour of IoT and 
trigger-action platform apps. The 
effectiveness and value of monitoring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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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s is demonstrated by the IOTGUARD 
through systematically identified IoT 
policies.

Zhou et al. [3] discussed the detection of 
potential risks of the entity-entity 
interactions largely uninvestigated in an 
IoT environment. The method was based 
on reverse-engineering the details of the 
interactions among the participating 
entities (i.e., devices, IoT clouds, and 
mobile apps).

Kumar et al. [4] described their first 
large-scale empirical analysis of IoT 
devices in real-world homes by leveraging 
data collected from user-initiated network 
scans of 83M devices in 16M households. 
This study leverages several network 
vantage points, including data collected 
from Avast, a passive network telescope, 
and active Internet-wide scans.

Birnbach et al. [5] represented how does 
smart home cause various security issues 
to users. It was an experimental research 
study over the smart home devices that 
showed the feasibility of their proposed 
system Peeves, that automatically verifies 
smart home events based on their physical 
event signatures.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any IoT 
anomaly detection system requires raw 
data that includes a set of network 
features such as features based on source 
and destination port numbers, 
payload-based, behavior based, and 
flow-based. Anomaly detection is the 
process of identifying deviations from the 
normal profile of the system.

The analysis of these relevant works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following 
attributes (Table 1): comparison of 
behavioral methods based on different 
approaches for detecting anomalies.

Accuracy characterizes the proportion of 
instances of network connections for 
which the specific approach made the 
correct decision about belonging to a 
normal or anomalous class. Comparisons 
of different approaches in Table 1 allow us 
to distinguish various prototypes and their 

behavioral indicator performance on the 
network. The main goal is to demonstrate 
how each scheme can help home residents 
detect behavioral changes due to malicious 
network activities or cyber-attacks.

Unlike traditional non-IoT devices, 
behavior profile of IoTs does not 
significantly change by interactions with 
users or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show the efficacy of various approaches 
that recognize instances of  abnormal 
connections based on behavioral methods. 
When comparing different approaches with 
each other, it can be establish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accuracy of detecting 
anomalies is not very significant - no 
more than 1% - 3%. A more diverging 
characteristic may be the network training 
time, which also increases when using ML 
and/or DL approaches that require more 
computing power.

And, the behavioral method in 
combination with the right approach 
indicates high performance for specific 
users, individually, since considering the 
behaviours of both apps and users 
provides more flexibility  to  the security 
policies to adapt to the highly dynamic 
smart home system.

IV. Conclusion
With the advent of IoT devices and IoT 

applications, it is imperative to provide a 
reliable and secure platform for this area 
to maximize protection against current and 
future cyberattacks. Despite the advanced 
solutions being developed year after year, 
there is no doubt tha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appropriate security 
mechanisms for detecting anomalies in 
lightweight IoT applications.

In the future, it is plann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NN models used in 
IoT smart home platforms. One of the 
directions for future work is to study the 
influence of the structure of network 
traffic on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using deep learning models for detecting 
anomalies.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238



it is planned to develop an approach to 
identifying and correlating security events 
based on deep learning methods.

Table 1. Analysis of behavior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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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마트 홈 디바이스는 주변 환경 정보를 수

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기기와 상호작용하

거나 사용자 지정 명령을 수행한다.[1] 이러한

스마트 홈 기기들의 데이터는 사건의 발생 시

간 및 경과, 현장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

여 디지털 포렌식적 관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실제로, 2015년 미국의 아칸소(Arkansas) 주에

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 아마존 사의 스마트

스피커인 ‘아마존 에코’의 녹음 데이터와 IoT

온수기의 기록이 사건 현장 상황에 관한 증거

로 제출된 바 있다.

스마트 홈 아티팩트는 OS의 종류와 IoT 기

기의 분류별로 데이터 수집 방법, 아티팩트의

†교신저자: chlee@seoultech.ac.kr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1

-0-00540, GPU/ASIC 기반 암호알고리즘 고속화 설계 및

구현 기술개발)

형태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국외 스마트 홈 환경에 관한 연구

[1][2][3]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iOS 환경에서 국

내 스마트 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헤이홈 플랫폼을

대상으로 iOS 환경의 헤이홈 애플리케이션 파

일 구조를 Checkra1n 탈옥을 통해 습득하고 분

석한다. 해당 방식은 이스라엘 모바일 포렌식

업체인 셀레브라이트(Cellebrite) 사에서도 사용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변조 없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4] 또한, 스마트 홈 디바이스

유형별 수집 가능한 아티팩트를 분류하고 API

를 통해 연결된 기기, 센서별 상태, 기록 모니

터링 등의 정황 아티팩트를 조사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관련 연구에 대해 의의와

한계점을 서술하고, 3장에서 헤이홈 분석 환경

에 대해 그림과 표로 나타낸다. 4장에서는 헤이

홈 아티팩트 수집 및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5

스마트 홈 플랫폼 헤이홈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아티팩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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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홈은 IoT(Internet of Things) 기기들을 이용해 거주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거주 공

간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특히 스마트 홈 기기들의 데이터 중

에서 문의 개폐, 온도 및 습도, 움직임 등의 정보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사

건의 발생 시간 및 경과, 현장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 홈 환경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의 분석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스마

트 홈 플랫폼인 헤이홈에서 환경을 직접 구축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또한, 스마트폰, 클라우드

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로 헤이홈

애플리케이션에서 연결 기기와 접근 시간에 대한 아티팩트를 수집하고 헤이홈 API를 활용하여

문의 개폐, 온도 및 습도, 움직임 등의 아티팩트를 수집한 뒤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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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II. 관련 연구

김소람[2] 등은 Samsung SmartThings와 G

oogle NestHub, Kasa Cam으로 구성된 환경에

서 안드로이드용 스마트 홈 애플리케이션에 대

해 아티팩트를 분석하였고 Google web API로

기록된 데이터에 대한 아티팩트를 분류, 분석하

였다. 해당 연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

홈 환경인 Samsung SmartThings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Google의 스마트 스피커인 Nest

Hub에 대한 아티팩트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현지[3] 등은 Amazon Alexa ec

osystem에 대해 iOS 환경과 안드로이드 환경,

또한 API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였고 아티

팩트를 수집, 분류하였다. 해당 연구는 해외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스피커인

Amazon Alexa를 다양한 환경에서 분석하고 아

티팩트를 수집,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

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 브

라우저에서 아티팩트를 수집, 분류, 분석할 수

있는 CIFT(Cloud-based IoT Forensic Toolkit)

라는 툴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논문들로부터 스마트 홈 환경에서 상

당히 많은 아티팩트를 분류해낼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주로 Amazon과 Goo

gle같이 해외의 스마트 홈 플랫폼을 분석하였고

데이터 수집 방식이 Android 백업, iTunes 백

업과 같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선 논문들과 달리 iOS 환경

에서 탈옥과 OpenSSH(Open Secure Shell), SF

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을 통해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OAut

h 인증 과정에 필요한 accessToken 획득 방법

과 API를 통해 아티팩트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

시하였다.

III. 헤이홈 아티팩트 분석 환경

헤이홈의 센서는 스마트 허브를 통해 통신하

며 스마트 허브는 LAN선을 통해 연결된다. 스

마트 허브와 각 센서들은 2.4Ghz의 대역폭을

갖는 Zigbee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센서에서 감

지한 정보들은 허브를 통해 클라우드로 데이터

를 송수신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저장된

데이터 및 상태는 헤이홈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인터페이스인 헤이홈 스퀘어에서 모니터링

및 조작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로그인이 필요하

다. 헤이홈은 클라우드와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API를 제공하며 이는 OAuth 방식을 사용한다.

OAuth 인증 과정은 로그인 시 JSessionID가

발급되고 인증 코드를 발급받는다. 인증 코드와

Redirect URI, Client ID를 헤더에 포함시키고

accessToken을 요청하면 accessToken이 발급

된다. accessToken은 유효 기간이 180일이다.

3.1 헤이홈 분석 환경 구성

본 연구에서 구성한 헤이홈 아티팩트 분석

환경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헤이홈 아티팩트 분석 환경

본 연구는 모두 센서를 이용하여 사건 현장

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황 아티팩트를

수집하는 데에 집중한다. 스마트 도어 센서, 스

마트 온습도 센서, 스마트 모션 센서 총 3가지

센서를 헤이홈 허브에 연동하고 센서에서 수집

된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전송되어 iPhone의 헤

이홈 애플리케이션과 웹의 헤이홈 Squ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도어 센서로부터 문의

열림, 닫힘 정보를 얻게 되고, 스마트 모션 센

서로부터 탐지된 움직임 정보를 얻게 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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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스마트 온습도 센서로부터 온도와 습

도 정보를 얻게 된다. 스마트 허브는 데이터들

을 클라우드 DB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저장

된 상태 및 기록은 스마트폰의 헤이홈 애플리

케이션과 PC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볼 수 있

다. 표 1은 실험 기기를 모델 및 버전, 기능에

따라 정리한 표이다.

IV. 헤이홈 아티팩트 수집 및 분석 결과

4.1 헤이홈 애플리케이션 분석 결과

4.1.1 헤이홈 애플리케이션에서 아티팩트 수집

본 연구에서는 iOS 환경에서 Checkra1n 탈

옥으로 진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탈옥

후 사용할 수 있는 OpenSSH와 SFTP를 이용

하였다.

4.1.2 헤이홈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

iOS 환경의 헤이홈 애플리케이션과 서버와

의 통신 관련 데이터는 Library/Caches/com.go

qual/Cache.db에 저장된다. 또한, Documents/pa

nel에는 표 2와 같이 연결된 허브와 센서의 기

능이 json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__access_

time__.json에는 그림 2와 같이 연결된 기기들

에 대한 마지막 접근 시간이 유닉스 시간으로

기록된다.

그림 2. __access_time__.json에 기록된 연결 센서

의 마지막 접근 시간

4.2 헤이홈 스퀘어 분석 결과

4.2.1 헤이홈 스퀘어에서 토큰 수집 방법

헤이홈의 모회사인 고퀄에서는 Goqual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Hej home Square라는 Web

Interface를 제공하고 있다. accessToken을 얻

는 방법은 총 두 가지인데 ID와 PW를 알고 있

다면 https://square.hej.so/square의 로그인을

통해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의 Request 헤더

에서 accessToken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사용

자가 Hej home square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해당 사이트의 쿠키에서 accessToken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accessToken의 주인이 아니

더라도 로그인을 하게 되면 JSessionID가 생기

는데 이 두 가지를 Request 헤더에 포함시키면

API를 이용할 수 있고 기기 목록 조회, 히스토

리 조회 등을 볼 수 있다.

4.2.1 헤이홈 API 아티팩트 분석

표 3은 아티팩트로써 의미를 가지는 API와

그에 따른 Response 및 아티팩트 활용 방안을

나타낸다. 현재 모션 센서 히스토리에 대한

Device

Name

Model or

Version
Function

iPhone 8
iOS 14.4.2,

헤이홈 1.1.8

클라우드 DB에

저장된 스마트 홈

기기들의 상태 및

기록 확인 가능, 기기

제어 가능

스마트 허브 KKZ-GW021

센서가 감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DB로 전송

스마트 도어

센서
KKZ-DO021 문의 열림, 닫힘 감지

스마트 모션

센서
KKZ-MO021 움직임 탐지

스마트 온습도

센서
KKZ-TH021 온도, 습도 감지

표 1. 헤이홈 아티팩트 분석 기기 모델 및 버전

Json File Name Description

ktge2vqt_161786922

2182.json

스마트 도어 센서에

대한 기능 정의

q4lh9j7u_161786922

2182.json

스마트 온습도 센서에

대한 기능 정의

smmlguju_1620964

881365.json

스마트 모션 센서에

대한 기능 정의

Yacg23r2ew8vosz_

1617869222182.json

스마트 허브에 대한

기능 정의

표 2. 헤이홈에 연결된 센서와 관련한 아티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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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는 헤이홈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림 3은 실제 API 요청 헤더 및 응답을 나

타낸 그림이다.

그림 3. 헤이홈 API 요청 헤더 및 응답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스마트 홈 플랫폼 헤이

홈을 중심으로 iOS 환경에서 스마트 홈 애플리

케이션 파일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애플리

케이션과 API를 이용하여 아티팩트를 분류하였

고 및 활용 방안을 서술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

로 국내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은 스마트 홈 애

플리케이션에서 연결 기기 및 접근 시간의 아

티팩트를 수집하였고 aceessToken을 획득 후

API를 이용한 아티팩트 수집 방법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는 향후 센서와 더불어 조작 가능한

IoT 기기를 추가로 활용하여 더 많은 사용자

행위와 관련한 아티팩트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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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Response Description

https://goqual.

io/openapi/dev

ices

{ "id": "ebxx3t",

"name": "도어

센서",

"familyId":

"xx07",

"online": true }

사용자가 소유

중인 기기 목

록 확인 가능

https://goqual.io

/openapi/history

/temperature/lin

e?device-id={{T

H}}&date-type=

month

{ "date":

"2021-05-30T09

:00:00.000",

"value": 27 }

온도 및 습도

가 현장 상황

에 미친 영향

파악 가능

https://goqual.

io/openapi/dev

ice/{{Door}}

{ "id":“ebxx3t”,

state":“CLOSED

” }

도어 히스토리

로 외부 침입여

부 파악 가능

표 3. 헤이홈 API, Response 및 포렌식 관점에서의

아티팩트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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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무인이동체는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

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제어값을 도출하여 자

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물

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인이동체 환경에서 광범위하

게 사용되고 있는 MEMS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물체의 x, y, z축 회전각속도를 측정하는 센서

로, 멀티로터와 같은 비행체의 자세제어 및 위

치추정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MEMS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공진주파수 대역

의 아날로그 음향 신호를 주입하는 신호 주입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신호 주

입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센서값을 스푸핑하여

잘못된 물리량을 측정하게 하며, 소프트웨어 레

벨에서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MEMS 자이로스

코프 센서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무인이동체는 모터와 프로펠러의 구동으로

인한 차체의 진동 또는 바람과 같은 외부 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진동 신호는 무인이동체에 탑재된 MEMS

자이로스코프 센서값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

다. 만약 진동으로 인한 노이즈가 신호 주입 공

격으로 인한 자이로스코프 센서값과 유사한 패

턴으로 측정된다면, 탐지 시스템은 정상 상황임

에도 공격 상황으로 오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EMS 자이로

스코프 센서를 대상으로, 신호 주입 공격이 발

생하는 경우의 자이로스코프 센서값과 진동으

로 인한 흔들림이 유사한 패턴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자이로스코프 센서값을 구분하는 방법

에 대해 제안한다. 진동 모터를 사용하여 실제

무인이동체 환경에서 발생하는 진동 주파수와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비교 결과를 분석

하여 제시하고, Yaw 오일러 각도 추정값 비교

를 통해 두 측정값을 구분할 수 있음을 보인다.

MEMS 자이로스코프 센서값 대상
스푸핑 공격 및 진동 신호 구분 방법

조현수,1† 최원석,2 이동훈3‡

1고려대학교 (대학원생), 2한성대학교 (교수), 3고려대학교 (교수)

MEMS Gyroscope Sensor Data Target
Spoofing Attack and Vibration Signal Classification Method

Hyunsu Cho,1† Wonsuk Choi,2 Dong Hoon Lee3‡

1Korea University (Graduate Student), 2Hansung University (Professor),
3Korea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자이로스코프 센서 대상 신호 주입 공격은

물리 레벨에서 수행되는 공격으로 자이로스코프 측정값을 스푸핑(spoofing)한다.

MEMS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무인이동체 환경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외부 또는 내부적으로 진동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센서값에 진동 신호가 측정될

수 있다. 이렇게 진동 신호가 포함된 자이로스코프 센서값이 스푸핑된 측정값과 유사한

패턴으로 발생한다면 신호 주입 공격 상황으로 오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EMS

자이로스코프 센서값을 사용하여 오일러 각도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푸핑으로

인한 z축 측정값과 진동 신호가 포함된 z축 측정값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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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oll, Pitch, Yaw

II. 배경지식

드론과 같은 비행체는 x, y, z축에 따라 각

각 Roll, Pitch, Yaw 회전을 할 수 있으며 회전

각도는 오일러 각도   로 표시한다. [그림

1]은 x, y, z축과 각 축에 해당하는 Roll, Pitch,

Yaw 회전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Roll, Pitch, Yaw 오일러 각도는 각 축의 가

속도 센서 측정값 또는 자이로스코프 센서 측

정값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식(2)와 식(3)은

가속도 값만을 이용하여 Roll, Pitch 오일러 각

도를 구하는 식이며, 식(1), 식(4), 식(5)는 자이

로스코프 센서로 측정한 각속도를 이용하여

Roll, Pitch, Yaw 오일러 각도를 계산하는 식이

다[2].

  sin tancos tan′
(1)

  arctan





 (2)

 arctan





 (3)

cos

sin
cos

cos
′ (4)

  cossin′ (5)

III. 본론

제안하는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진동을 측

정한 자이로스코프 z축 측정값과 신호 주입 공

격이 발생한 자이로스코프 z축 측정값의 유사

도를 먼저 비교한다. 그 후, Yaw 오일러 각도

를 유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Yaw 각

도를 도출한다. 도출된 두 값을 비교함으로써

진동 신호가 포함된 자이로스코프 센서값 또는

신호 주입 공격에 의한 자이로스코프 센서값으

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2.1 공진주파수 음향 노이즈 주입

실험에 사용한 자이로스코프는 MPU6050[4]

이며, 해당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z축 공진주파

수는 27kHz이다[1]. 따라서 27kHz 주파수의 아

날로그 음향 신호를 주입하게 되면 자이로스코

프 z축 측정값이 스푸핑되어 올바른 값을 측정

하지 못하게 된다.

2.2 진동 신호 측정

무인이동체의 운용 중에 발생하는 진동 주파

수는 200~800Hz로, 동작의 종류 또는 드론의

경우에는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3]. 실험 환경 구성의 편의성을 위

해 드론을 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진동 주파

수를 200Hz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NFP-C1027

진동 모터를 통해 해당 주파수를 가지는 진동

신호를 생성하였고,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진동

모터와 접합한 후 바닥에 고정하였다. 자이로스

코프 센서값 측정 주기는 진동 주파수와 동일

한 200Hz로 설정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진동 신호가 포함된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z축 측정값과 공진주파수 대역의 음향 신호를

주입한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z축 측정값을 나

타내는 그래프이다. 두 측정값 모두 peak to

peak 값이 약 100로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정확한 유사도를 분석하기 위해

200Hz마다 RMS(Root Mean Squre) 값을 계산

하여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두 측정값

의 상관계수는 0.806으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자이로스

코프 센서의 z축 측정값만을 비교해서 신호 주

입 공격과 정상 상황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구

분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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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Hz 진동을 측정한 자이로스코프

센서 z축 각속도 측정값

[그림 3] 27kHz 주파수의 음향 신호를 주입한

자이로스코프 센서 z축 각속도 측정값

2.3 제안하는 방법

Roll, Pitch, Yaw 오일러 각도   는

오일러 각도 변화율과 자이로스코프 센서에서

측정한 회전각속도   로 이루어진 관계식

을 샘플링 시간으로 적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타겟으로 하는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z축 회전각속도만을 사용해서 Yaw 오

일러 각도 를 계산한다면 식(6)으로 나타낼

수 있다.




′ (6)

식(6)은 자이로스코프 센서에서 측정한 각속

도에서 각속도 초깃값을 뺀 뒤 각도의 단위를

radian에서 degree로 변환한다. 그리고 각속도

에 대해 샘플링 시간으로 적분하여 Yaw 오일

러 각도를 계산한다. 따라서 식(6)을 사용하면

자이로스코프 z축 각속도만으로도 Yaw 오일러

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4]는 신호 주입 공격을 수행하였을 때

[그림 4] 신호 주입 공격 시  변화

[그림 5] 신호 주입 공격 시 

[그림 6] 진동 신호 발생 시  변화

[그림 7] 진동 신호 발생 시 

Yaw 오일러 각도 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

프이다. Yaw 오일러 각도는 식(6)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래프이다.

식(6)에서는 자이로스코프 z축 각속도만을 사용

하여 Yaw 오일러 각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z축

측정값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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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식(4)를 사용해서 Yaw 오일러 각도를

계산하면 Y, z축에서 측정한 각속도  과 Roll

오일러 각도  , Pitch 오일러 각도 를 사용하

여 Yaw 오일러 각도를 도출한다. [그림 4]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식(4)를 사용하여

를 계산한 값을 나타낸다. 식(6)을 사용한 값

보다 급격한 z축 각속도 측정값 변화에 덜 민

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동을 측정한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z축 각

속도 측정값으로 위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

두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가 거의 유사하

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진동 신호를 측정한 자이로스코프 센서값으로

부터 를 계산한 값을 나타낸다. 두 식으로부

터  값이 유사한 값으로 계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식(7)이 성립하는 경우

해당 자이로스코프 센서값은 신호 주입 공격에

의해 스푸핑된 값으로 판단할 수 있다.

   (7)

[그림 5]와 [그림 7]은 각각 음향 신호를 주

입하였을 때와 진동 신호를 발생시켰을 때 ,

를 계산하고 두 값의 차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Yaw 각도 값의 차이를 활용하여 임계값

를 적절하게 조절한다면 정상 상황에서 진동

신호가 포함된 자이로스코프 센서값과 신호 주

입 공격 상황에서의 자이로스코프 센서값을 구

분해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으로 설

정하였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MEMS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대상으로 하는 공진주파수 대역의 신호 주입

공격과 정상 상황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구분하

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법은

Yaw 오일러 각도를 도출할 수 있는 두 가지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두 계산 결과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신호 주입 공격이 발생하

는 상황에서는 x, y축 각속도가 일정하게 유지

되는 반면, 진동 신호를 측정하는 동안에는 x,

y축 모두 진동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동일한 z

축 각속도를 측정하였더라도 식(5)와 식(6)은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오일러 각도

를 계산하고 차이를 구함으로써 신호 주입 공

격과 정상 진동이 포함된 신호를 구분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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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급격한정보화로 우리는어디에서든지인

터넷을 접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양의 네트워크 트래픽도 수반되었다. 하지만 모

든 트래픽을 관리자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 트래픽의 양만큼 알려지지

않은 비정상 트래픽들도 하루에 수 많이 생겨

나고 있다. 이러한 트래픽을 탐지하기 위해서

침입탐지시스템이가장널리사용되고 있다.

침입 탐지 시스템이란 시스템과 네트워크 작

업을 분석하여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로그인하

거나 악의성 작업이 있는지 찾아내는 활성 프

로세스 또는 장치를말한다.

침입 탐지 시스템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미 일어난 비정상 트래픽의 패턴 또는 시그

니처(signature)를 사전에 등록하고 이후에 내

부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분석 후 등록된 패턴

과 일치하면 탐지하는 오용(misuse) 침입 탐지

가 있다. 이 탐지 방법은 낮은 오탐율과 미탐율

을 보이지만 이전에 일어나지 않은 제로 데이

공격 트래픽에 대해서는 탐지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정량적, 통계적으

로 정상 트래픽의 패턴을 분석해 정상 패턴을

벗어나는 트래픽을 탐지하는 이상(anomaly) 침

입 탐지이다. 이상 침입 탐지는 정상적인 트래

픽의 패턴을 분석하기 때문에 제로 데이 공격

도 탐지가 가능하고 오용 침입 탐지처럼 패턴

을 일일이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

지만 높은 오탐률과 정상 패턴과 비정상 패턴

을 구분할 임계값의 설정이 어려운 단점이 존

재한다[1].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도 기계학

습(machine learning) 및 딥러닝(deep learning)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침

입 탐지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

는 NSL-KDD 데이터 세트와 앙상블 스태킹을

이용한 모델링을 제안한다.

네트워크 이상 탐지를 위한 앙상블 스태킹 모델에 관한 연구

서동찬*, 김형태*, 유영록**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주)소울소프트

A study on ensemble stacking model for network anomaly detection

Dong-Chan Seo*, Hyung-Tae Kim*, Young-Rok Y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oulsoft Co.

(Graduate student)

요 약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만큼 비정상 트래픽의 수와 종류가 다양해져 간

다. 이러한 비정상 트래픽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패턴을 가지며 이를 탐지하기 위한 침입 탐지

시스템(IDS:intrusion detection system)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위해 우리는 앙상블

(Ensemble) 스태킹(Stacking)을 적용한 모델을 제안한다. 서로 다른 단일 알고리즘의 결과를 메

타 데이터로 결합하고 그 결과를 의사결정트리 알고리즘으로 다시 예측한 모델들의 성능을 비

교 실험하였고, 실험 결과 CNN과 SVM, LGBM 알고리즘을 결합한 스태킹(Stacking) 모델의

예측한 결과가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세트인 NSL-KDD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는 다른 알고

리즘의 결합보다 정확도는 최대 8%, F1-점수는 최대 5% 정도 성능이 향상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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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장에서는 지금까지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 분야에서의 연구와

데이터 세트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전처

리 과정과 스태킹을 활용한 모델링, 4장에서는

생성한 모델을 활용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정확도(Accuracy), 정밀도

(Precision), 재현율(Recall), F1-점수를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에 관해서

서술하였다.

Ⅱ. 관련 연구
Koohong Kang[2]은 카이-제곱과 SelectKBest

속성 선택 알고리즘을 사용해 의사결정트리의 과

대 적합 단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XIANWEI GAO et al.[3]은 클래스가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을 시에 사용되는 언더샘플링

(Undersampling) 기법과 앙상블 보팅(Voting)을

사용한 적응형 보팅(ADAPTIVE VOTING) 알고

리즘제안했다.

2.1 데이터 세트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 세트인 NSL-KDD

데이터 세트는 Tavallaee et al.[4] 가 군사 네트

워크 환경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네

트워크트래픽의 tcp dump데이터를가공해만든

KDD99[5] 데이터 세트의 수많은 중복 레코드를

제거해 과대 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한 데

이터세트이다.

이 데이터 세트에는 학습 데이터인 KDD

Train+ 와 KDDTrain_20Percent 및테스트데이

터인 KDDTest+ 와 KDDTest-21이 존재한다.

KDDTest-21은 KDDTest+에서 탐지 난이도가

쉬운 21개의 레코드를 제외한 데이터 세트이다.

속성은 연결시간, 프로토콜 종류, 서비스 종류

등 41개의 속성과 레이블인 공격 유형(DoS,

Probe, U2R, R2L, 그리고 정상인 normal)으로

총 42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6]. 본 논문

에서는 KDDTrain+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KDDTest+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했다. 다음

Table 1은 데이터 세트의 공격 데이터 분포를

보여준다.

2.2 스태킹(Stacking)

스태킹이란 데이터를 여러 개별 알고리즘으로 분

류 후 예측한 결과를 메타 데이터 세트로 만들고

이를 다시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기법이다[7].

Ⅲ. 모델 구현 및 검증
Figure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스태킹을 전

체적인 과정을 나타낸다.

3.1 데이터 전처리

NSL-KDD 데이터 세트에는 다양한 유형의

공격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공격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이진 분류로 연구

를 했다. 이진 분류를 하기 위해서 공격 유형

을 normal이면 0으로, normal이 아니면 모두

1로 설정했다. 그리고 데이터 세트에는 3개의

문자형(categorical) 속성이 존재하는데, 머신러

닝 알고리즘은 문자형 데이터를 다루지 못하

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은 원-핫 인코딩으

로 숫자 형으로 변환한다. 그다음 과정은 데이

터 스케일링이다. 데이터 스케일링은 데이터의

값이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에 모델 학습 과

정에서 0으로 수렴하거나 무한으로 발산할 수

있어서 모든 데이터가 같은 범위에 존재하도

록 설정해주는 전처리 과정이다. 우리는 분산

이 1이고, 평균을 0으로 변경해주는 사이킷런

(Scikit-Learn)의 StandardScaler [8]를 사용했

다.

　 Norm
al DoS Probe R2L U2R

Train 67343 45927 11656 995 52
Test 9711 7460 2885 2421 67
Total 77054 53387 14541 3416 119 

Table 1. Distribution of attack data

Figure 1. Process of St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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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태킹 모델을 위한 개별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개별 알고리즘으로는 KNN(K-최

근접이웃), LGBM(LightGBM), SVM(서포트벡터

머신), CNN(합성곱 신경망), ANN(인공 신경망)을

사용했고그중가장이상적인알고리즘결합을위

해실험했다.

각각의알고리즘의특징을살펴보면KNN 알고리

즘은 데이터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k개의 다른 데

이터의 레이블을 참조하여분류하는 알고리즘으로

유클리디안거리계산법을사용한다.

LGBM 알고리즘은기존의트리기반알고리즘의

방식인균형트리분할방식과다른리프중심트

리분할방식을사용한다. 이는 최대한균형이잡

힌트리를유지하면서분할하기때문에트리의깊

이가최소화될수있다.

SVM알고리즘은초평면을이용해서분류를수행

하는알고리즘이고범주나수치예측문제에사용

가능하며, 오류데이터에대한영향이없다는특징

이존재한다.

ANN 알고리즘은딥러닝의기초알고리즘으로사

람의신경망원리와구조를모방하여만든머신러

닝알고리즘이다. ANN 알고리즘은입력, 출력, 은

닉층이존재하고ANN뉴런은여러입력값을받아

임계치를넘으면활성화되어출력층으로내보낸다.

CNN 알고리즘은 ANN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입

력, 출력, 은닉층으로 구성되고 합성곱 연산을 사

용하는 ANN의 한 종류이다. 데이터의 특징을 추

출하여 패턴을파악하는 구조로 Convolution 층과

Pooling층이존재한다.

3.3 모델 검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로는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

현율(Recall), F1-점수(F1-Score)라는 성능평

가지표가 존재하고 이들은 오차 행렬의 값으

로부터 얻을 수 있다. Table 2와 Figure 2 는

각각 오차 행렬과 성능평가지표를 나타낸다.

성능평가지표 중 정확도는 전체 데이터 중 맞

게 예측한 데이터의 비율이고 정밀도는 모델

이 True라고 분류한 것 중에서 실제 True인

것의 비율, 재현율은 실제 True인 것 중에서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것의 비율이다. 마지

막으로 F1-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

균이다.

실제값
예측 결과

Positive Negative

Positive
TP 

(True 
Positive)

FN 
(False 

Negative)

Negative
FP 

(False 
Positive)

TN 
(True 

Negative) 

Table 2. Confusion Matrix

 
Pr 
 
   PrPr
Figure 2. Confusion Matrix Performance

Assessment Indicators

Table 3은 KDDTest+에대해실험한단일알고

리즘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사용

한모델들은 Cross-validation을 기반으로최고의

성능을 가진 파라미터 조합을 찾을 수 있는

GridSearchCV를이용해파라미터를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스태킹 모델을 결합하

기 위해 위에서 확인한 여러 알고리즘을 다르

게 결합하여 비교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4에서는

LGBM과 SVM, CNN을 결합한 스태킹 모델

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3가지의 알고

리즘을 결합한 이유는 2가지 알고리즘의 스태

킹 모델보다 성능이 높았고, 4가지의 알고리즘

　 Accuracy 
(%)

Precision
(%)

Recall
(%)

F1-score(
%)

KNN 72.35 91.61 56.6 69.97
LGBM 75.77 77.43 79.48 78.44
SVM 83.96 93.3 81.28 86.88
CNN 79.04 66.36 96.8 78.74
ANN 76.17 68.75 86.62 76.66 

Table 3. Performance of individual

algorithms for X_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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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랑 성능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에 3가지의 알고리즘 모델을 채택했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성능이 좋은 단일 알고리

즘끼리 결합한다고 해서 항상 스태킹 모델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Accuracy 
(%)

Precision
(%)

Recall
(%)

F1-score
(%)

K+L+S 83.96 93.3 81.28 86.88
K+L+C 83.33 92.3 81.05 86.31
K+L+A 79.28 90 77.32 83.18
K+S+C 85.42 95.91 81.67 88.22
K+S+A 84.5 94.93 81.07 87.45
L+S+C 87.63 90.69 87.95 89.3
L+S+A 84.75 94.91 81.38 87.63
L+C+A 84.12 78.61 92.36 84.93
S+C+A 85.42 95.91 81.67 88.22 
K : KNN, L : LGBM, S : SVM, C : CNN, A : ANN

Table 4. Comparing Stacking Models

Table 5는 본 논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NSL-KDD 데이터 세트를 사용

한 연구를 비교했다. 다른 연구들에 비해 우리

의 스태킹 모델은 최고의 성능을 나타냈다.

　 Accuracy 
(%)

Precision
(%)

Recall
(%)

F1-score
(%)

L+S+C 87.63 90.69 87.95 89.3
[2] 84.04 87 84 84
[3] 85.2 86.5 85.2 84.9 

Table 5. Performance Comparison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NSL-KDD 데이터 세트를 이

용하여 단일 알고리즘의 낮은 성능을 보완하

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스태킹 모델을 제시한

다. 최고의 성능을 가진 모델을 위해 여러 알

고리즘의 결합을 시도했으며 결과는 LGBM,

SVM, CNN 알고리즘을 결합한 스태킹 모델

이 다른 알고리즘을 결합한 스태킹 모델보다

정확도는 최대 8% 증가했으며, F1-점수는 최

대 5% 증가했다. 그리고 기존 연구보다 정확

도, 정밀도, 재현율, F1-점수는 각각 2~3%,

3~4%, 2~3%, 5%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각 공격 별로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하

는 스태킹 모델과 일반적인 스태킹 모델의 과

대 적합을 최소화하는 CV(cross-validation)

기반의 스태킹 모델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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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Introduction

이제까지 기업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나누는 망분리 기술을 사용해왔다. 그러

나 판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며 재택근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임직원들은 그들의 가정망과 BYO

D 장치로 업무망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는 곧 보안

을 위해 분리한 업무망에 검증되지 않은 BYOD 장치

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망분리 

기술의 목적과 반대로, 기업의 업무망에 대한 공격 

표면이 크게 증가한다. 공격 표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가정망 및 BYOD 장치를 인증 및 허가, 관

찰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지만, 이는 임직

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

한 환경에서 보안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달성하기 위한 접

근제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SDN 컨트롤러, 2계층 

스위치 등에서 RBAC, ABAC, CAS 등의 접근제어 

방식을 적용하는 많은 선진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B

YOD 장치가 증가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더욱 동

적이고 세밀한(fine-grained) 접근제어 방식이 필요

하다. 또한 낮은 계층에서 수집되는 정보만으로 접근

제어를 결정하는 것은 BYOD 장치가 접근을 요청하

는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텍스트가 수집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위한 접

근제어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텍스트 정

보를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사이드카(Sidecar) 형태의 

프록시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 기업에서 업무망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존 망분리 기술과 그 문제점을 설

명한다. 또한 망분리 기술의 대안으로 떠오른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다음 3장에서 

선행된 연구들을 비교 및 분석하고, 사이드카 프록시

를 설명한다. 4장에서 정책 수립 및 업데이트에 사용

될 수 있는 사이드카 프록시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방

안을 제시하며, 5장은 제안된 모델을 평가 및 결론으

로 마무리한다.

Ⅱ. Background

2.1 망분리 

망분리란 기업 및 조직에 속한 임직원이 사용하

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방식이

다[1]. 기존의 망분리 기술은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위한 사이드카 프록시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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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I Gwak*, Eunju Yang**, Souhwan Jung*** 

 *Soongsil University(Graduate student),                                    
**Soongsil University(Undergraduate student), ***Soongsil University(Professor)

요 약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판데믹 상황이 도래하며 대다수의 기업이 재택 형태로 업무를 

전환하게 되고, 수많은 BYOD 장치가 기업망에 접근함에 따라 기존의 망분리는 업무 효

율성과 기업망에 대한 보안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망분리 기술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로 트러스트라는 IT 보안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BYOD 장치에 대한 엄격한 접근제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

용되던 망분리 문제점과 탈망분리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제로 트러스트의 설계 및 접근

제어 메커니즘 연구 동향에 대해 조사하고, 더욱 안전한 접근제어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드카 형태의 프록시를 기반으로 접근제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컨텍스트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252



적 망분리의 두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중 물리적 망

분리의 경우 두 개 이상의 NIC를 탑재한 데스크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완벽한 물리적 망분리를 달

성하여 높은 보안성을 달성하지만, 필요에 따른 PC 

전환을 요구하므로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반면 

논리적 방식은 한 공간에 위치한 자원을 가상화 방

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접근을 방지한다. 이 방식은 

장비 도입 비용을 낮추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함께 위치하므로 

격리성 수준이 물리적 방식보다 떨어진다.

망분리 기술을 BYOD 장치가 만연한 환경에 적용

할 경우, 사용자 개인 장치 및 네트워크 사용에 따른 

기업의 업무망에 대한 공격 표면이 증가한다. 또한 

단순한 접근제어로 인한 인증 및 허가의 취약성 및 

APT 공격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므로 기존의 망분리 

기술은 현재의 업무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2.2 제로 트러스트

망분리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대두되었다. 제로 트러스

트란 사용자가 기업의 자원에 접근을 시도할 때마다 

엄격한 신원 검증을 요구하는 IT 보안 모델이며 네

트워크의 모든 활동에 위협이 있다고 가정하고, 항상 

검증하도록 한다. 이는 네트워크 내부는 신뢰, 외부

는 비신뢰로 취급했던 기존의 보안 모델을 완전히 

부정한다. 이 모델은 자원에 대해 최소 권한을 가진 

접근을 결정하기 위한 개념 및 아이디어 모음을 제

공하는데, 이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단일 기

능이나 컴포넌트가 아니라, 접근제어 정책, 네트워크

에 사용될 컴포넌트 및 컴포넌트 관계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아키텍처임을 의미한다. 

[그림 1]은 제로 트러스트의 추상적 모델이다[

2]. 접근을 요청하는 컴포넌트인 주체(Subject)는 기

업 네트워크에 접근하길 원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사

람, 장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등 식별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개체를 포함한다[3]. PDP/PEP(Policy 

Decision Point/Policy Enforcement Point) 컴포넌

트는 객체에 대한 주체의 접근을 허락하기 위한 적

절한 판단을 내리고, 요청을 통과시킨다. 객체(Objec

t)는 실제로 보호될 자원을 의미하며, 애플리케이션, 

APIs,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한다. 

[그림 1] 제로 트러스트의 추상적 모델

제로 트러스트는 다음과 같은 보안적 특징 달성

해야 하는데, 우선 동적으로 최소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위치보다는 사용자의 신원을 기반

으로 접근을 제어해야 하며, 접근제어 메커니즘이 통

과되지 않도록 PEP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성 

검증은 동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 적응성을 위해

서는 RBAC과 ABAC 등의 기존 메커니즘을 조합하

여 적응형 접근제어를 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특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신원 및 속성을 이용해 세밀하고 동적인, 엄격한 접

근제어 정책을 설립해야 한다. 더해서 네트워크 장

비, 하이퍼바이저,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등을 사용해 

네트워크를 적절히 세분화(Segmentation)해야 한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해 서브넷, VLAN 단

위로 세분화했던 기존의 방식보다, 클라이언트에 소

프트웨어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호스트 기반으로 세

분화하는 방식의 네트워크 세분화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을 확장

한 SDP(Software Defined Perimeters) 아키텍처를 

사용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5].

따라서 기업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공해야 할 보안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에 적합한 구현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Ⅲ. Related Works

3.1 Existing Model for Zero Trust

PSI(Precise Security Instrumentation)는 컨텍

스트를 이용해 정책을 추상화하고, 사용자 장치와 컨

텍스트를 조합한 intent라는 개념을 도입해 상태 변

이에 따른 intent 진화를 정의하였다[6]. 이는 SDN, 

NFV 등의 기존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정

책 등을 구현하지만, 접근제어보다는 트래픽 점검 및 

라우팅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데이터 평면의 

가상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유지 오버헤드, 컨트롤러 

기반 아키텍처로 인한 정책 우회의 우려가 있다.

DFI(Dynamic Flow Isolation) 또한 PSI와 같이 

SDN 방식을 사용하지만, 진행 중인 이벤트를 기반

으로 세밀하고 동적인 접근제어 및 프록시를 이용한 

우회가 불가능한 메커니즘을 제안했다[7]. DFI는 All

ow 및 Deny를 나타내는 Action, EterType이나 IP 

protocol 등을 나타내는 Flow Properties를 이용하

고, Source와 Destination은 (username, hostname, 

IP address, TCP/IP port, MAC address, switch p

ort, switch DPID)의 식별자로 매칭된다. DFI는 네

트워크 이벤트 기반 정책을 통해 동적이고, 플로우 

별로 적용되는 접근제어를 제공한다. 그러나 hostna

me 등을 제외한 DFI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하드웨어 수준의 정보이므로 BYOD 장치의 컨텍스트

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

Poise(Programmable in-network security)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스위치를 이용하여 동적인 런타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253



임 컨텍스트 인식 정책을 지원한다[8]. 이 디자인은 

하드웨어 수준의 처리를 위해 클라이언트에 소프트

웨어 에이전트를 설치해 장치 정보를 수집, 클라이언

트의 컨텍스트 신호를 파싱해 소프트웨어 컨트롤러 

없이 보안 정책을 수행한다. 이는 dev, time, lat, lo

n, usr 등등의 다양한 컨테스트를 커스터마이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Poise는 보안 담당자

의 역량에 영향을 받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스위치 

혹은 에이전트 설치 등의 사용 제약사항이 있다.

3.2 Sidecar proxy

사이드카 프록시는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패턴으

로, 오토바이 측면에 붙어있는 사이드카처럼 기능을 

추가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부모 애플리케이션에 붙

어서 동작하는 프록시이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서

비스, 컨테이너 등에서 사용된다. 이 프록시는 컨테

이너에서 사용되는 경우 인증 및 로그 수집하는 등 

보안 기능 확장을 위한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림 2]처럼 애플리케이션의 네트워크 동작을 

대신하여 담당하기도 한다.

[그림 2] 사이드카 프록시의 네트워크 동작

3.3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프록시를 이용한 컨텍

스트 정보 수집의 필요성

기업은 현재의 업무 형태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

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신원뿐 아니라 컨

텍스트 및 네트워크 이벤트 등을 이용하여 세밀하고 

동적인 접근제어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이때 접근제

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데, 기존에 사용하던 저레벨(MAC/IP Address 등)의 

정보를 이용한 서브넷, VLAN 단위의 거친(coarse-

grained) 접근제어는 장치 인증, 허가 및 APT 공격

에 취약하다. 따라서 세밀하고 동적인 접근제어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저레벨의 정보뿐만 아니라 BYOD 

장치가 접근하는 자세한 컨텍스트(Time, Applicatio

n Protocol, User Agent, Request Duration 등)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다

양한 컨텍스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Ⅳ. Proposed Model

4.1 Overview

본 논문에서는 사이드카 프록시를 이용한 애플리

케이션 레벨의 컨텍스트 정보 수집 방법을 제시한다. 

이 데이터 수집 방법은 접근제어 메커니즘에 유의미

하게 사용될 수 있는 컨텍스트 및 어트리뷰트를 수

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위에서 설명

한 사이드카 형태의 프록시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아

키텍처를 [그림 3]에서 제시한다.

[그림 3] 사이드카 프록시를 이용한 장치 A의 

접근제어 시나리오

4.2 Explanation of Proposed Scenario &     

Context Collection Using Sidecar Proxy

[그림 3]은 사용자가 BYOD 장치(장치 A)를 가

지고 기업 자원에 접근하는 시나리오이다. 장치 A는 

외부 인증 메커니즘을 통해 한 차례 신원이 검증된

다고 가정한다. 인증된 장치 A는 사이드카 프록시 

컨테이너를 가진 멀티 컨테이너로 동작하게 된다. 장

치 A가 최초로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장치 A의 컨

텍스트 정보가 제어 평면으로 전달되며, 제어 평면에

서 계산된 접근제어 결과를 장치 A의 주체/객체 측 

사이드카 프록시가 캐시한다. 장치 A가 자원을 재요

구하는 경우, 캐시 정보를 이용해 요청하는 컨텍스트

의 변경 유무를 판단하고, 변경이 없다면 자원 앞 사

이드카 프록시와 직접 통신한다. 장치 A의 컨텍스트

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어 평면에 접근함으로써 PD

P에서의 병목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접근제어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장치 A의 

자원 요청 시 자원 A의 사이드카 컨테이너에서 애플

리케이션 수준의 컨텍스트를 수집하고, 제어 평면에 

전달한다. 제어 평면에서는 전달된 컨텍스트를 이용

해 정책 및 사용자의 권한을 동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컨텍스트 수집을 위해 Envoy 기반의 애플리케이

션 레벨 프록시를 이용한다. Envoy는 클라우드 네이

티브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네트워크 투명성, 관

찰 가능성, 복원력 및 라우팅을 제공하기 위한 오픈

소스 7계층 프록시이다. L7 프록시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은 장치가 Go 언어로 구성된 간단한 서버에 접

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각기 다른 장치에서의 접근

을 통해 트래픽을 수집하였고, 장치가 프록시에 접근

할 때 프록시는 L7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

로 로그하며, [표 1은] 로그 형식과 예제이다.

로 그 "REQ METHOD, REQ PATH, PROTOCOL", 

[표 1] 로그 형식과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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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로그의 진한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사용

된 실제 장치와 서버의 IP 주소 및 Port 정보이므로 

각각 IP, Port, ServerIP로 대체하였다. 수집된 로그

들을 통해, 해당 장치의 요청 방식 및 경로, 응답 코

드 및 플래그, 수신 및 송신 바이트, 요청 기간과 서

비스 타임, 요청 IP, Port number 및 유저 에이전트 

정보, 서비스하는 호스트 정보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

션 레벨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

한 서버 설정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TLS 버전 

및 세션 정보 또한 수집할 수 있다. 이 정보들을 통

해 인증된 BYOD 장치에 대한 기존 IP와 MAC 정보

에 유저 에이전트 및 세션 정보를 추가로 통합해 관

리함으로써 접근을 제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Ⅴ. Conclusion

기존의 접근제어 메커니즘은 컨텍스트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저레벨 정보를 주로 이용하여 B

YOD 장치의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애

플리케이션 레벨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프

트웨어 에이전트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는 문제가 있

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된 연구들의 장점

을 유지하면서 사이드카 프록시를 추가로 이용해 제

로 트러스트 보안을 달성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시나리오로 설명하고,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프록시를 

이용함으로써 L7의 컨텍스트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엄격한 접근제어 정책 업데이트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안된 시나리오를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구현할 경

우 샌드박스를 이용한 호스트 기반의 격리성, 사이드

카 프록시를 이용한 정책 우회 방지, 제어 평면에서

의 단일장애점 극복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컨텍스트 수집 방식은, 

사용하는 프록시 기술에 따라 성능 및 수집 가능한 

컨텍스트 정보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이 시나리오를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서버 측에서 접근 주체/객체의 샌드박스를 유지

하는 등의 성능적/비용적 오버헤드를 고려하고, 컨텍

스트 정보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접근제어 메커

니즘을 제어 평면에 구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향

후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한 세

밀하고 동적인, 실현 가능한 접근제어 메커니즘을 설

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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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

으로 한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딜로이트

(Deloitte) 글로벌에 따르면 2020년 인공지능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 중 83%가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발표하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적용하

는 분야가 빠르게 확장될 것이라 예측하였다[1].

이와 더불어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글(Google)에서는 클라우드 환

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양을 앞지를 것이라 발표하였다[2]. 2025

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가 61% 증가한 175제타

바이트(Zetabyte)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방대

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갖

추는 것이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은 보안적인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버, 네트워크 등 인프라 환경에서 생성되는 대

량의 로그(Log) 데이터는 사용자의 파일 접근 정

보, 외부로부터의 접속 정보, 시스템 취약점 정

보 등 다양한 보안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

로 보안 위협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

한 보안 데이터이다.

이러한 보안 데이터의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서는 데이터 가시성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클

보안 오픈소스를 활용한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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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보안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

여 증가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에

서 생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보안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 가시성 확보가 중요하

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종속적인 경우가 많아 수집과 분석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안 오픈 소스 플랫폼 WAZUH를 활용한 보안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WAZUH는 호스트 기반 IDS로 에이전트, 서버 방식으로 동

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 448개의 필드 값으로 표현되며 테이블, JSON 구

조로 저장된다. 또한 외부 API 연동을 통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WAZUH는 무료 오

픈소스 플랫폼으로 정보보안 예산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보안 강화를 위해 SIEM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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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

자에 종속적인 경우가 많아 온프레미스(On-

premise) 환경 보다 데이터 가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 소스 보안 플랫폼 WAZ

UH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가시성 확

보 및 효율적인 보안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제안한

다. WAZUH는 HIDS(Host-Based Intrusion

Detection System) 기반 오픈 소스 보안 플랫

폼이다[3]. 온프레미스 환경부터 클라우드 환경

에 이르기까지 인프라에 존재하는 모든 엔드포인

트(Endpoint)로부터 로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

여 보안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WAZUH는 ELK(Elasticsearch, Logstash,

Kibana) Stack을 기반으로 동작하여 빠른 검색

과 처리 성능을 보이며 수집된 보안 데이터에 대

한 다양한 시각화를 통해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엔드포인트에 존재하는 파일에 대

한 무결성 검사와 사이버 공격 전술 및 기술에

대한 보안프레임워크인 마이터 공격(MITRE AT

T&CK)에 대한 정보,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자

동으로 분석하여 GDPR(General Data Protec

tion Regulation),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와 같은 보

안 규제 준수 여부 정보 등 보안 관점에서 필요

한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

련 연구에 대해 기술하였고, 3장에서는 WAZ

UH 구축 환경과 수집 데이터의 분석 내용을 설

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

구에 대해 설명한다.

II. 관련 연구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의 Xiaokui Shu는 전체 프레임워크

에 명령을 전달하고 관리하는 Master Node와

보안 로그 분석을 실제로 수행하는 Computa

tional Slave Node, 그리고 로그를 저장하는

Storage Slave Node로 구성된 보안 로그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4]. Master Node는

Storage Slave Node에 저장된 로그의 메타데이

터(Metadata) 정보를 가져와 Computational

Slave Node에 로그 분석 요청명령을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Computational Slave Node는

Storage Slave Node로부터 로그데이터를 가져

와 쓰레드(Thread) 방식으로 로그 분석을 수행

한다. HTTP 로그 100M, 200M, 500M 데이터에

대한 분석속도를 확인한 결과 로그의 양이 증가

할수록 분석 시간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대전대학교 이봉환은 Elasticsearch 기반보안

로그 분석시스템 분산처리시스템 하둡(Hadoop)

기반 로그 분석 시스템의 성능평가 실험에서

Elasticsearch기반 로그 분석 시스템의 속도가

우수함을 보였다[5]. 분석 성능평가에는 HTTP

Access 로그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데이터의 크

기가 10GB인 경우 10초, 20GB인 경우 110초,

그리고 30GB인 경우 530초의 차이를 보이며 데

이터가 증가할수록 Elasticsearch의 로그 분석

시간이 상대적으로 덜 걸리는 것을 보였다.

이글루시큐리티 손성준은 오픈소스 ELK

Stack과 빅데이터 분석 상용 시스템 Splunk의

보안 로그 분석 성능 비교 연구에서 로그 데이터

가 2억 개인 경우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6억 개

인 경우 2.3초, 10억 개의 경우 7.8초의 차이를

보이며 ELK Stack의 로그 데이터 검색 속도가

더 빠름을 보였다[6].

제시된 연구들은 로그 분석 방법과 성능에 대

한 비교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간 상관관계나 취약점 정보 등 데이터 분석 결과

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

다. 반면 본 연구는 보안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보안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III. 실험

본 장에서는 WAZUH를 활용한 보안 로그 데

이터 수집 환경 구성도와 수집 데이터에 대한 분

석 및 시각화를 설명한다. 또한, WAZUH 모듈

(Module)을 이용하여 클라우드와 외부 API 연동

을 통한 분석 기능을 설명한다.

3.1 보안 데이터 수집 환경 구축

[그림 1]은 보안 로그 데이터 수집 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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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WAZUH는 엔드포인트의 정보를 수집하

여 송신하는 에이전트(Agent)와 각 에이전트로부

터 데이터를 수신 받고, 명령을 내리며 외부 서

비스와의 연동 기능을 하는 매니저(Manager) 서

버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WAZUH

오픈소스의 효율성과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의 가

시성 문제 해결을 보이기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하나인 AWS(Amazon Web Service)

EC2 인스턴스와 웹 방화벽 AWS WAF(Web

Application Firewall) 로그 데이터, 그리고 가

상 네트워크 AWS VPC(Virtual Private Cloud)

로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Ubuntu 18.04

리눅스 기반 인스턴스 7개에 WAZUH 에이전트

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AWS WAF와

AWS VPC 로그 데이터 수집은 WAZUH 모듈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다. WAZUH

매니저 서버 또한 Ubuntu 18.04 리눅스 기반으

로 구축하였으며 WAZUH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에 필요한 Elasicsearch, FileBeat, Kibana를

설치하여 분석 환경을 구축하였다. 에이전트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매니저 서버로

전달되며 보안 데이터의 전송 주기는 ossec.

conf WAZUH 설정 파일 수정을 통해 분석 환

경에 맞게 사용자화 할 수 있다.

[그림 1] 실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구성도

3.2 보안 로그 데이터 분석

본 실험에서는 2개월 동안 약 1억 4천 2백만

개의 보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WAZUH는 수

집 데이터를 그 종류에 따라 448개의 필드 값으

로 표현하며 테이블 또는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표

1]은 에이전트로부터 수집된 샘플 데이터의 예시

이다.

Field Information
agent.id 018
agent.ip 192.1681.1
agent.name TestServer
input.type log
location /var/log/auth.log

rule.description PAM: Login session closed.
rule.level 3

rule.mitre.tactic Privilege Escalation
timestamp May24, 2021 @ 19:06:34.952

[표 1] WAZUH 보안 로그 데이터 예시

agent.id, agent.ip, agent.name 필드를 통해

에이전트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input.type, location 필드를 통해 데이터 종류

를 확인할 수 있다. rule.level 필드의 경우 0에

서 15 사이의 값으로 표시되며 해당 값이 클수

록 보안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rule.

mitre.tactic 필드는 마이터 공격 관련 정보를

나타내며 샘플 데이터의 로그 분석 결과, 권한

상승이 의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WAZUH는 KQL(Kibana Query Language)을

통한 필드 기반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량의 보안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빠르

고,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다.

3.3 대시보드(Dashborad)를 이용한 시각화

[그림 2] 보안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예시

수집된 데이터는 시각화 대시보드 소프트웨어

Kibana를 이용하여 상세 탐색 및 모니터링이 가

능하다. [그림 2]는 수집된 AWS WAF 로그 데

이터를 기반으로 Kibana 대시보드를 구성한 결

과이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WAF에 의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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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차단 빈도를 선형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시간

대별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빈도가

높은 상위 4개의 출발지 IP주소, 국가코드,

HTTP Request 헤더 정보를 추출한 후 테이블

형태로 시각화하여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 하였다. 대시보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는

WAZUH를 활용할 경우 클라우드 상에서 발생하

는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더욱 상세히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모듈 기능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그림 3] VirusTotal 분석 결과

WAZUH는 외부 서비스 또는 API와의 연동 기

능을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WS와

의 연동을 통해 클라우드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보안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가능하며

마이크로소프트 Azure, Docker 등에 구축된 엔

드포인트로부터의 데이터 수집도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는 파일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분석해

주는 VirusTotal API를 연동하여 엔드포인트에

존재하는 파일에 대한 악성코드 분석 결과를 [그

림 3]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7].

IV.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오픈 소스 보안 플랫폼 WAZ

UH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보안 데이터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효

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설명하

였다. WAZUH는 호스트 기반 IDS로 에이전트와

매니저 서버로 구성되며 클라우드 환경에 존재하

는 다양한 엔드포인트로부터 대량의 보안 데이터

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시각화와 외부 API 연동을 통해 상세한 보

안 데이터 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WAZUH는 무료 오픈 소스로 상대적으로 정보보

안 예산이 부족하고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보

안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SIEM(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을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

을 적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 연구를 진행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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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행사, 수업, 회의

등 일상 속 여러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회의, 강의 등의 활동들을 온라인에서 진행할 때

네트워크로 통신하고 무선 이어폰으로 대화하며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기 간 파일 공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Wi-Fi, Bluetooth를 비롯한 무선 통신

기술의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각 무선 통

신 기술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노린 보안 침해 사

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화상 회의, 화상 강의가

(재택근무, 재택 수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시점

에서 관련 기술들로부터 새롭게 발견된 취약점과

공격 방법, 그에 따른 예방법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표된 Wi-Fi 표준과

AirDrop 서비스의 취약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꾸준

히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공공 Wi-Fi에서의

주된 공격방법과 예방책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II. 본문

2.1 FragAttacks

Fragmentation and Aggregation Attacks의 약

자인 FragAttacks는 벨기에의 Wi-Fi 보안 전문가

마티 반호프(Mathy Vanhoef)가 발견한 Wi-Fi 장

비와 관련된 보안 취약점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1]. FragAttacks에 속한 취약점 12가지 중 3가지

는 Wi-Fi 표준 설계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대

부분의 Wi-Fi 기반 장비들이 모두 이 3가지 취약

점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1에선 반호프가 설명한 FragAttacks 취약점 중

설계 결함과 관련된 집계 공격(Aggregation

attack), 혼합 키 공격(Mixed key attack), 조각 캐

시 공격(Fragment cache attack)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2].

2.1.1 집계 공격(Aggregation attack)

Wi-Fi는 네트워크 속도와 처리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은 프레임들을 더 큰 집계 프레임으로 결

합하는 ‘프레임 집계(Frame aggregation)’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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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Wi-Fi와 Bluetooth와 같은 무선 통신 기술의 이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보안

사고들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ragAttacks, AirDrop 취약점 문제, 공공

Wi-Fi 공격 등 무선 통신 기술과 관련된 최신의 보안 이슈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공격 예방

법 및 해결책에 대하여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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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Fig 1. Simple frame structure

Fig 1은 프레임 구조를 간략화 해놓은 것이다.

Fig 1의 MAC 헤더부분을 보면 데이터에 단일 프

레임 또는 여러 프레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나타

내는 A-MSDU 플래그가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A-MSDU 플래그는 인증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

가 접근하여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암호화

된 전송 데이터를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

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격자는 이 문

제점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알지 못하게 다른 서버

에 연결시키고 패킷의 A-MSDU 플래그를 수정하

여 임의의 네트워크 패킷을 주입하는 ‘집계 공격’

을 실행할 수 있다. 반호프가 테스트한 결과에 따

르면, 대부분의 장치가 집계 공격에 취약하다.

해당 공격은 A-MSDU 플래그를 사용하지 않거

나 항상 A-MSDU 플래그를 인증하게 함으로써 해

결할 수 있다.

2.1.2 혼합 키 공격(Mixed key attack)

Wi-Fi는 연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큰 프

레임을 작은 조각으로 분할하는 ‘프레임 조각화

(Frame Fragmentation)’를 수행한다. 이 과정 중에

동일한 프레임에 속하는 조각들은 모두 동일한 키

로 암호화되는데, 암호화되어 날아온 조각들을 다

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AP(Access Point)는 각 조

각들이 어떤 키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다

른 키를 사용하여 조각을 복호화하고 재조립할 수

있는 것이다. 드물지만 이 점으로 인하여 데이터 유

출이 발생하기도 한다.

Fig 2. Mix key attack process

Fig 2는 해당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

합 키 공격의 전개도이다. Fig 2를 보면 첫 번째

조각 과 두 번째 조각 은 각각 키 와

으로 암호화되어 있다. 첫 번째 조각  전

송이 끝나면 세션이 초기화되면서 세션키가 에서

으로 바뀐다. 공격자가 두 번째 조각 을

바뀐 세션키 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면, AP는

조각 과 이 각각 다른 키로 암호화되

었음에도 키 m으로 복호화를 수행한다. 이후에 두

조각을 재조립하면, 공격자는 조각 하나를 보내 얻

은 키 m으로 재조립된 정보 전체를 알 수 있게 된

다.

해당 공격은 수신기가 동일한 키로 복호화된 조

각들끼리만 재조립하게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본 공격은 드문 조건에서만 성공이 가능한 공격법

이기 때문에 보통 이론적인 공격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2.1.3 조각 캐시 공격(Fragment cache attack)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진 후에도 Wi-Fi 장치는

‘조각 캐시’라는 메모리 공간에서 재조립되지 않은

조각들을 보관한다. 공격자가 이 점을 이용하여 사

전에 악성 조각을 몰래 삽입하는 공격 방법을 ‘조

각 캐시 공격’이라고 부른다. 조각 캐시 공격은 혼

합 키 공격과 똑같이 프레임 조각화 기능의 설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Fig 3은 조각 캐시 공격의 흐름도이다. Fig 3을

보면 공격자는 첫 번째 조각 을 AP의 조각

캐시에 삽입한다. 이후 공격자가 네트워크 연결을

끊고 피해자가 다시 재연결하여 조각 을 보

내면 공격자가 보낸 조각 은 조각 캐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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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과 재조립이 된다. 이

재조립된 결과를 통해서 공격자는 복호화된 전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Fig 3. Fragment cache poisoning process

해당 취약점은 네트워크 연결을 끊을 때마다

AP의 조각 캐시에서 재조립되지 않은 남은 조각

들을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3].

2.2 AirDrop

iOS, macOS를 사용하는 애플사의 제품들은 모두

‘AirDrop’이라는 무선 통신 파일 공유 시스템을 이

용하여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AirDrop

은 Bluetooth를 사용하여 주변에 공유할 기기를 검

색하고 Wi-Fi를 이용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BLE와 Wi-Fi 다이렉트를 이용하기

에 적은 전력으로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4].

하지만 올해 4월, 독일의 다름슈타트 공과 대학

컴퓨터과학부 연구진은 애플의 AirDrop 기술에 보

안적 결함이 있음을 발표하였다. 해당 결함은 모든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모드인 상황에서 연결 전

서로의 신원정보 해시를 주고받는 ‘인증 핸드셰이

크’ 과정에서 발생한다.

Fig 4. AirDrop attack process

Fig 4를 보면 공격자는 인증 핸드셰이크 과정

중 받은 희생자의 해시코드를 수집한다. 그 다음으

로 ‘무차별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을 수행

하여 희생자의 해시와 일치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해시를 생성한다. 이후에 일치하는 해시를 찾으면

공격자는 희생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같은

식별자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5].

AirDrop에서 해시함수 SHA-256을 사용하는 구

조자체는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다. 문제는 암호화

되는 정보가 예측 가능한 형태로 구성 되어 있고,

특히 전화번호의 경우 다른 정보들보다 상대적으

로 문자수가 적은 축에 속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격자가 희생자에 대한 별다른 사전 지식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격을 훨씬 수월하게 만

들어준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

다. 조금 소극적이지만 사용자가 해당 공격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 AirDrop

을 ‘접근금지’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

격자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환경이 구성되기 때문

에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2.3 공공 Wi-Fi

사람들의 Wi-Fi 사용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버

스, 지하철, 카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무료

Wi-Fi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공

Wi-Fi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취약점을 노린 공격도

늘어나고 있다.

Fig 5 Rouge AP process

첫 번째 공격 방법은 가짜 Wi-Fi를 만들어 사

용자를 속이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설치된 AP를

로그 AP(Rouge AP)라고 하는데 여기서 생성된

가짜 Wi-Fi도 이에 해당한다. 해당 공격의 주타깃

은 무료로 제공되는 Wi-Fi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

용자이다. 우선 공격자는 이미 공공장소에서 제공

되고 있는 Wi-Fi의 SSID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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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Wi-Fi를 생성한다. 사용자가 공격자가 설치

한 가짜 Wi-Fi에 접속을 하면 공격자는 사용자가

통신하는 모든 전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다. 단순히 검색만 하는 용도라면 상관이 없지만,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금융 작업을 한

다면 Fig 5의 결과처럼 민감한 정보들이 모두 공

격자에게 노출된다.

두 번째 공격 방법은 공공장소에서 제공하는 공

유기를 직접 공격하는 방법이다. 해당 방법은 초기

세팅을 변경하지 않아 비밀번호로 0000, Admin 등

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에 적용이 가능하

다. 공격자는 우선 설정을 변경하지 않아 공격에

취약한 공유기에 접근하여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

로 공유기의 관리자 권한 페이지에 접속한다. 관리

자 페이지에서 여러 설정을 바꾸면 해당 Wi-Fi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동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

치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Wi-Fi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론 여러

보안 기술이 적용된 최신 Wi-Fi 보안 프로토콜인

WPA3 사용을 지향하는 것과 AP의 비밀번호로 주

기적으로 변경하는 것, 공유기를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지 않는 것이 있다. 하지만 공공

Wi-Fi 사용 시에는 위 방법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사용에 유의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선, 공

용 Wi-Fi에 접속하였을 때는 암호화되지 않은 네

트워크 및 웹사이트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대부분

의 웹사이트들이 SSL/TLS 인증서가 적용된

HTTPS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안 적용이

되지 않은 사이트들이 종종 있고, 로그인 때만 보

안이 적용된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사이트 접속 시

에 꼭 보안 인증서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주의하며 사용해야 한다. 특히, 로그인이나 금융업

무 등의 민감한 활동은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

로 이 땐 사용자의 이동통신 서비스(LTE/5G) 사용

을 권장한다. 그다음으로 평상시엔 Wi-Fi 자동 연

결 모드를 꺼두는 것이 좋다. 자동 연결 모드가 켜

져 있을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격자가 미끼로

둔 Wi-Fi에 접속되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때문

에 자동 연결 모드를 끄고 가능하다면 ‘의심스러운

네트워크 감지’와 같은 기능을 켜서 의식적으로 안

전한 Wi-Fi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I.결론

본 논문에서는 FragAttacks, AirDrop, 공공

Wi-Fi에 대해 설명하며 Wi-Fi, Bluetooth와 같은

무선 통신 기술과 관련된 보안 이슈들을 살펴보았

다. 여러 취약점들이 지금은 그저 이론적인 문제로

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큰 사고가 나고 그에 대처하는 것보단 애

초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고 취약점 문제들에 더 관

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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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모바일 기술의 핵심이 스마트카로 이동

하게 되었으며 사물인터넷과 5G 발전으로 인해

자율주행 기술은 실현 가능한 기술이 되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는 운전자의 편

의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IoV (Internet of Vehicle)는 지능

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와

사물인터넷이 결합한 기술로서 자율주행 자동

차가 도로 인프라, 자동차,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사물과 통신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주행이 가능

한 시스템이다[1]. 자율주행 자동차는 고정밀 지

도와 V2X (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이

용하여 주행하므로 IoV 환경에서 네트워크 통

신 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율주행 자

동차는 도로 인프라와 통신을 하면서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며 도로 상황을 파

악하여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다[2]. 신호등,

노변 장치(Roadside unit) 등 도로에 배치된 사

물들은 V2X 통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에 다양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지만, 공격자의

공격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공격자는 자율

주행 자동차에 전달되는 정보를 제거하거나 잘

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블록체인이 적용된 보안 기법이 제안되었다[3].

블록체인은 Gartner에서 발표한 “2020년 10대

전략 기술 동향”에 선정된 기술로써 다양한 분

야에 활용되는 암호 기술이며 높은 보안성에

IoV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을 위한 블록
체인 기반 복합 암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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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ternet of Vehicle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사물들로 이루어진 기

술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싱 정보와 함께 도로에 설치된 인프라로부터 전송받은

교통 정보를 이용하여 주행한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공격자에 의해 위변조된

정보를 전달받으면 잘못된 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Internet of Vehicle 환경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안 기법이 제안되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지만,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과

복합 암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 기법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했을 때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향상됨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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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을 두고 있다[4]. 하지만 블록체인을 IoV

환경에 적용할 경우 블록을 생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

동차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확장성 및 시

간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

인프라를 이용하여 블록 체인을 구성하고 자율

주행 자동차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합

암호 시스템을 적용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II. 본론

본론에서는 IoV과 블록체인에 관해 설명하고

제안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 기법과 제안

기법을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2.1 Internet of Vehicle

IoV는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인프라, 개인

장치 간의 지능적인 통신에 중점을 둔 기술이

며, SDN (Software Defined Network), Edge

computing, NFV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발

전할 수 있는 기술이다[3]. 자율주행 자동차는

안전한 주행을 위해 V2X 통신을 이용하게 된

다. V2X 통신은 차량 또는 도로 인프라가 구축

된 사물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로써 V2V

(Vehicle to Vehicle) 통신, 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통신 등으로 분류되어 사용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위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지만, 기상 악화와 같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V2X 통신을

이용하여 필요한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2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순서에 따라 연결된 블록들의 정

보 내용을 암호화 기법을 이용해 협상하는 알

고리즘으로 구성된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식별,

인증 승인을 통해 보안을 유지하며 해시 함수

를 통해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한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는 해시 퍼즐을

통해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속도와

확장성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 속도와 확장성

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 구분되며 프라이빗과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아닌 관리자를 통한 방

법이지만 속도와 확장성에서 강점을 가진다[5].

2.3 제안 기법

제안 기법은 IoV 환경에서 블록체인을 사용

했을 경우 발생하는 속도와 확장성 문제를 해

결하며 복합 암호 체계를 이용하여 보안을 유

지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도로 인프라로부터 지연 없이 정보를 수

집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블록체

인을 사용한 보안 기법은 차량이 밀집되는 도

로에서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블

록 생성시간과 데이터 암호화로 발생하는 시간

으로 데이터 전송이 지연될 수 있다[6]. 자율주

행 자동차는 이러한 시간 지연으로 인해 원하

는 시간에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

게 된다. 제안 기법에서는 시간 지연 문제의 해

결책으로 도로 인프라로만 블록체인을 구성한

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복합 암호 시스템을 적용한다. 복합 암호

시스템은 대칭키와 공개키를 동시에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암호키 전송 문제와 암호화 속도

문제를 해결한 시스템이다[7]. 제안 기법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도로 인프라의 데이터 보

호 및 무결성을 입증하고 복합 암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 인프라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데

이터를 전달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1. 차량의 이동 거리별 시간 비교

그림 1은 노변 장치를 통과할 때마다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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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이동 시간을 보여준다. 제안 기법의 비

교 대상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적용한 기법이

며 통과한 노변 장치의 수가 50개 기준으로 시

간을 측정하였다[6]. 제안 기법을 기존 기법과

비교할 경우 차량의 블록을 생성하지 않기 때

문에 이동 시간이 약 3.0259% 단축되었으며 이

동 거리가 증가할수록 성능향상을 보여준다.

III. 결론

IoV는 운전자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행하는데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며 최적의 경

로를 계획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 인프

라와 V2I 통신을 이용하여 신호등의 신호 정보,

도로 사고 현황 등 다양한 주행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경로를 계획한다. 하지만 공격자에 의

해 주행 관련 정보가 위변조될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는 잘못된 주행을 하게 되며 공격이 지

속해서 발생하면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공격자

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IoV 환경에 블록

체인을 적용한 기법이 제안되었다. 블록체인은

온라인 금융 거래상에서 사용될 정보로 보안성

이 뛰어나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확장성 및 속

도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 제안 기법은 도로 인프라만

이용하여 블록체인을 형성하고 자율주행 자동

차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합 암호 체계

를 이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로 인해 확장

성이 자유로워지며, 다수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네트워크에 진입했을 경우 블록을 생성하지 않

아도 되기 때문에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복합 암호 체계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

용하여 빠른 암복호화 속도와 안전한 키 교환

을 보장할 수 있다. 실험 결과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법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

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안

기법에서는 암호키를 노변 장치에 저장하며 대

칭키 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암호키가

보관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공격자가 노변 장

치를 공격하여 암호키를 탈취할 경우 다양한

공격을 발생시키며 이는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복합 키를 이용하는 기법을 진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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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블록체인 기술[1]이 대두됨에 따라, 그

익명성에 대한 관심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블

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인 암호화폐를 예로 들

면, 모든 거래 기록이 장부에 저장되고 그 장부

가 전체 네트워크에 공유되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 기록에 대한 유출을 우려할 수도 있다. 물

론 각 사용자는 특정 문자열을 통한 주소로만

정의되기에 직접적인 특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 그 주소가 노출된다면 거래 내역 또한 타

인에게 확인될 수 있다. 실제로 주소가 공개되

어 있는 비트코인[2]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의 거래내역이 딱 한 번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또한,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웹 사

이트나 플랫폼 등의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을 하는 경우

가 대부분인데, 서버의 보유자가 악의적으로 클

라이언트의 비밀번호를 유출시키는 경우도 발

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비밀번호와 같은 자신

의 민감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영지

식 증명[3]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영지식 증명

은 검증자가 증명자에게 문제를 내어 그것을

맞출 경우 로그인 등의 인증을 완료하는 방식

이다. 하지만 영지식 증명은 문제를 많이 내어

야 보안성이 높아지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 그

인증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GPU를 통한 병렬 처리[4]를

이용하여 영지식 증명에서의 인증 시간을 향상

시킨다.

II. 관련 연구

2.1 영지식 증명

병렬 처리를 통한 영지식 증명 구현

박재훈*, 권혁동*, 서화정*†

*한성대학교 IT융합공학부 (대학원생)

*†한성대학교 IT융합공학부 (교수)

Implementation of Zero-Knowledge Proof with Parallel Computing

Jae-Hoon Park*, Hyeok-Dong Kwon*, Hwa-Jeong Seo*†

*Division of IT convergence engineering, Hansung University.
(Graduate student)

*†Division of IT Convergence Engineering, Hansung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고전적으로 웹사이트나 플랫폼 등에서의 로그인을 할 때에는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

버에 보내어, 서버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하

지만, 서버 측이 언제나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에, 영지식 증명이 등장하였다. 영지식 증명은 증

명자가 검증자에게 자신이 정보를 알고있다는 사실만을 보내는 것으로, 검증자는 증명자의 비밀

번호 등의 정보를 일체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영지식 증명은 증명 횟수가 많을수

록 보안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GPU의 병렬 처리를 통해 이 연산 속도를 늘린

다. 또한, 향후 이 방식을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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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식 증명은 1985년 Shafi Goldwasser et

al.에 의해 소개된 인증 방식이다[5]. 지금까지

도 널리 쓰이고 있는 인증 방식인 대화형 증명

시스템은 증명자가 검증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전달해주면, 검증자가 그 정보들을

토대로 검증을 진행한다. 웹사이트 로그인을 예

로 들면, 사용자(증명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서버(검증자)가 그 정보들을 토대로 데이터

베이스 등에서 사용자를 찾아내어 확인 후 결

과를 반환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

한 대화형 증명 시스템에서는 검증자가 항상

착하기 때문에 검증자가 증명자로부터 전달받

은 정보들을 오직 검증에만 이용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검증자가 증명자의 비밀번호

등을 유출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 등장한 게 영지식

증명이다. 영지식 증명에서는 증명자는 자신의

정보를 검증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자신이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만 전달해주

면 된다.

영지식 증명은 검증자가 증명자에게 문제를

내는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가장 유명한 예시

인 알리바바와 동굴[6]에서는, 알리바바가 기자

에게 자신이 동굴 내부의 문의 비밀번호를 알

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자가 동굴 바

깥에서 알리바바를 특정 방향으로 나오라고 지

시한 뒤 알리바바가 동굴의 문을 거쳐 나오는

것을 통해 자신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

을 증명한다.

하지만 영지식 증명은 검증자가 문제를 많이

낼수록 보안성이 증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

존의 방식에 비해 인증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 웹사이트 등의

인증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병렬 처리를 통해 극복한다.

2.2 병렬 컴퓨팅

병렬 컴퓨팅은 기존의 순차적 처리 방식에

대해 반대되는 개념이다. 순차적 처리 방식은

하나의 작업이 끝나야 다른 작업이 실행되는

방식인데, 주로 CPU에서 실행되는 이러한 처리

방식은 많은 연산성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는 효율이 좋으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이 좋지 않다. 특히 최근 딥러

닝 등의 단순 반복적인 연산이 많이 나타나는

작업을 할 때, 이 순차적 처리 방식은 매우 성

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이것에 대한 해결로써 등장한 것이 병렬 컴

퓨팅 방식이며, 가장 대표적인 병렬 컴퓨팅 장

치가 GPU이다. GPU는 CPU와 달리 성능이 낮

은 코어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것을

통해 다양한 단순 반복 작업을 여러 코어에 할

당하면서 병렬 처리를 구현할 수 있다.

NVIDIA CUDA는 NVIDIA에서 제공하는

GPU 병렬처리 방식이다. C/C++을 통해 GPU에

작업을 할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API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지식 증명에서의 검증자가

증명자에게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푸는 방식

을 NVIDIA CUDA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III. 구현
구현은 Visual Studio 2019에서 진행되었으

며, 구현에 사용된 GPU는 GTX 1060 3GB이며,

쿠다 버전은 11.3이다. 영지식 증명 진행은 알

리바바와 동굴 예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문의 개수를 1개가 아닌 1024개

를 이용하였다. 간단한 구현을 통해 CPU와

GPU의 차이 파악을 중점으로 진행하였기 때문

에 실제 영지식 증명이 쓰일 때의 비밀키 전송

등의 과정은 생략하였다.

(그림 1) 증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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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의 증명 방식은 그림 1과 같다.

증명자(P)가 특정 위치로 이동하면, 검증자(V)

가 나올 위치를 말해주는 방식이다. 만약 증명

자가 2로 이동하였는데 검증자가 100으로 나오

라고 한다면 그 사이의 모든 비밀문들을 지나

100으로 나올 경우 증명이 성공하는 식이다. 하

지만 증명자가 들어간 위치로 검증자가 나오라

고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검증을

다양한 횟수를 통해 진행하여 그 보안성을 늘

려야 한다.

테스트는 검증 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CPU와 GPU에 대해

각 1번부터 1,000,000,000번까지 비교를 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2) CPU와 GPU 비교 그래프

count CPU GPU
1 0 7
10 0 0
100 0 0
1,000 1 1
10,000 5 1
100,000 58 10
1,000,000 552 99
10,000,000 5,508 843
100,000,000 54,766 8,010

(표 2) CPU와 GPU 비교 테이블

CPU와 GPU의 비교 그래프는 그림 2와 같

으며, 단위는 밀리세컨드이다. 1000번의 연산까

지는 CPU가 GPU와 같거나 더 빨랐으나, 그

이후부터는 GPU의 속도가 훨씬 우세하여 거의

7배에 달하는 속도를 보여주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NVIDIA CUDA를 이용하여

영지식 증명에 대해 향상된 속도를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은 GPU가 있어야 구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양측이 모두 GPU를 가지고 있

는 서버 등의 장비에서 서로를 인증하기 위해

사용하게 될 경우 이용될 수 있다.

향후 본 논문에서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더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적용 또한 다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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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는 기반 파일 송수신 프로토콜이다Bittorrent P2P .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공유에 참여하
는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이 가지지 않은 조각을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 요청하고 자신이 가진 조각은 요, 
청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걸 반복함으로써 대량
의 세션을 생성한다 이는 점차 사용자의 다운로드 . 
속도를 늘어나게 하여 클라이언트의 인터넷 최대 대
역폭까지 다운로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1] 
러한 장점으로 년 전세계 다운로드 트래픽의 2019

업로드 트래픽의 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2.4%, 27.5%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chlee@seoultech.ac.kr
이 논문은 년도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재원으로 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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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시간 제어프로토콜 보안 기술 개발)

이용자를 가지고 있지만[2] 파일 검증의 부재로 인해 
악성코드의 유포에 종종 악용된다.[ 실제로 년 3] 2020

를 이용해 영화 결백 의 동영상 파일로 위Bittorrent ‘ ’
장해 백도어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 
당 악성코드는 서버와 연결해 시스템 정보 유C&C 
출 웹캠 제어를 수행하는 피해를 초래했다, .[4]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렌트 파일 공

유과정 중 해당 파일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검증하
여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공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샌드박스는 악성코드를 분석할 때 해당 악성코드

가 실행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때 악성코드. 
는 그 공간을 벗어나 호스트시스템의 파일에 접근하
거나 피해를 줄 수 없도록 제한된다. Cuckoo 

는 이러한 샌드박스를 악성코드에 제공하고sandbox ,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여러 도구들을 이용하여 자동

기반 파일 악성행위 자동분석을 통한 Cuckoo Sandbox 
파일공유 프레임워크BitTorrent 

차해성* 공성현, ** 이창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Bittorrent File Sharing Framework with Automatic Malicious 
Behavior Analysis of Cuckoo Sandbox 

Hae-seong Cha*, Seonghyeon Gong**, Changho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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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디바이스와 기기가 고도화됨에 따라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기의 수가 급증하였고IoT , 
이에 대응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는 파일공유 프로토콜 중 하나로 다운 속도가 빠르고 서버에 부하가 적다는 장점으로 Bittorrent , 
인해 년에는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정도를 차지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고2005 35% , 
현재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는 공유되는 파일을 누군가가 다운. Bittorrent
받기 전까지 파일을 검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악성코드 유포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를 .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토렌트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토렌트 파일 공유사이트에 적용될 수 Bittorrent
있는 기반 파일 공유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는 사이트 이용자에 의cuckoo sandbox Bittorrent . 
해 토렌트 파일이 올라가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되기 전 사이트 관리자 측에서 분석 서버를 , 
이용해 토렌트 파일의 원본 파일을 다운받고 에 제출하여 등의 cuckoo sandbox Yara, Volatility 
도구를 이용해 자동으로 분석한다 그 후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토렌트 파일을 공유할지에 대. , 
한 여부를 결정해주어 사이트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한 파일을 받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 
논문에서는 제안된 프레임워크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구현함으로써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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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적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악성코드를 모니터
링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리포트로 보여주는 오픈소
스 프로그램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 실시간 자동분석이 가능하Cuckoo sandbox
고 그 파일의 위험도를 수치화하여 보고받을 수 있
다는 점을 이용한 파일공유 프레임워크를 Bittorrent 
제안한다.
본 논문의 장에서는 로 유통되는 악성2 Bittorrent

코드를 차단하려는 시도와 를 실제 Cuckoo sandbox
보안 솔루션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소개하고 장, 3
에서는 와 에 대한 설명과 Bittorrent Cuckoo sandbox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며 장에, 4
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연구 
로 유통되는 악성코드를 차단하려는 시Bittorrent

도와 를 실제 보안 솔루션에 적용하Cuckoo Sandbox
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외 . Rubén Cuvas
인은 의 악성코드와 연관 되어있는 가짜 4 Bittorrent
컨텐츠가 유통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 
위해 라는 도구를 제안하여 행동기반으TorrentGuard
로 악성 업로더를 특정하고 그 와 공유한 IP torrent 
파일의 를 에 보고하여 일반 사용자가 hash Tracker
가짜 컨텐츠를 접근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논문.[5] 
에서는 라는 웹사이트에서 게The Pirate Bay torrent 
시된 컨텐츠의 이상이 가짜임을 보여주면서 업로1/3
더가 자신의 계정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가짜 컨
텐츠 업로더의 행위로 보고 그 행위를 한 를 접근IP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이는 실제 파일을 분석하여 
악성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이트에, 
만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외 인의 논문에서는M. Vasilescu 2  cuckoo 
를 분산 방화벽 솔루션에 통합시킴으로 악성 sandbox

웹사이트 및 악성코드를 효과적으로 분석을 수행하
였다.[6] 해당 논문에서 수동분석에 시간이 걸렸던 4
것에 반해 를 분석에 이용했을 때는 cuckoo sandbox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는 데에 분 정도만 소요되었3
다 이는 가 다른 솔루션 도구들과 . cuckoo sandbox , 
잘 결합되며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했음을 보인다, . 
다음 표 은 기존논문과 본 논문을 비교한 것이다[ 1] .

III. 파일공유 프레임워크 Bittorrent 
본 장에서는 파일공유과정과 기존문제Bittorrent 

점을 제시하고 를 이용해 해당 문제, Cuckoo sandbox
점을 해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기존논문 본 논문

Rubén
유저 행동기반 악성 
콘텐츠 업로더 탐지

이용한 cuckoo sandbox 
업로드 파일 자동 분석

Vasilescu
방화벽 솔루션에 

cuckoo sandbox 
적용

Bittorrent web site
업로드 과정에 cuckoo 

적용sandbox 

표 기존논문과 본 논문의 비교[ 1] 

3.1 Bittorrent
본 절에서는 파일 공유과정을 이해하Bittorrent 

기 위한 기반 지식과 공유과정을 설명한다.
다음 그림 표 는 를 이용해 파일[ 1], [ 2] Bittorrent

을 다운로드하는 절차와 기반 지식이다Bittorrent .

그림 를 이용한 파일 다운로드[ 1] Bittorrent

표 기반지식[ 2] Bittorrent 

Torrent 
Web Site

을 제공하는 웹 페이지로 컨텐츠 Torrent file
공유자와 클라이언트 이용자가 BitTorrent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컨텐츠 공유자는 , 

을 업로드하고 클라이언트 이용Torrent file , 
자는 이를 다운로드 한다.

Torrent 
file

의 확장자명을 가지는 파일로 다운받.torrent , 
을 파일의 이름 및 용량 값 주, hash , tracker
소 등 파일을 다운받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파일의 공유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 파. 
일이 필요하다.

Piece
공유파일을 미리 정해진 용량 단위로 조각 
낸 파일 모든 조각이 모여야 하나의 파일을 , 
만들 수 있다.

Seeder 공유파일의 완전체를 가진 클라이언트
Leecher 공유파일의 불완전체를 가진 클라이언트

Peer
와 를 총칭하는 말로 파일 공Seeder Leecher , 

유에 참여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를 의미한다.

Tracker

파일공유를 위해 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Peer
서버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처럼 서버에서 . -
파일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클라이언트로부터 연결정보 
요청이 오면 내에서 해당 파일의 공tracker
유에 참여하고 있는 들의 주소 리스트Peer IP
를 주고 클라이언트가 직접 연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클라이언트끼리의 연결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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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빠른 다운로드 속도를 가지게 되는 Bittorrent
장점이 있어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 
파일 공유 과정 중 파일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버나 그러한 절차가 없고 네트워크에 공유된 , 

가 개 이상의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면 Piece 1
악성코드 유포자가 유포를 중단해도 해당 파일이 정
상적으로 공유된다는 점 때문에 악성코드의 유포에 
종종 악용 된다.

3.2 Cuckoo sandbox
는 에서 관리되고 있는 오Cuckoo sandbox github[7]

픈소스 악성코드 자동분석 시스템이다.
다음 그림 는 분석서버 안에서 [ 2] Cuckoo Sandbox
에 파일을 제출하고 결과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그림
이다.

그림 파일 제출 과정[ 2] Cuckoo Sandbox 

분석할 파일을 에 제출하면 cuckoo sandbox
는 미리 파일에서 지정된 샌드cuckoo sandbox config

박스에 해당 파일을 넣고 자동으로 분석하여 그 결
과를 리포트로 작성해준다 이 리포트는 자체 도구를 . 
통해 제출된 파일이 어떠한 를 호출했는지 모니API
터링한 결과 의 여러 백신들에서 해당 파, Virustotal
일을 분석한 결과 매치결과 를 이, YARA , Volatility
용한 메모리 덤프 등을 포함한다 에. Cuckoo sandbox
서는 위험도 점수를 제공한다 이 점수는 분석 결과. 
에 서버 접속이나 메모리변조 등의 악성행위가 C&C
포함되어있는가 기존 악성코드와 시그니처와 일치하, 
는가 에서 얼마나 많은 백신이 이 파일을 , virustotal
악성코드로 탐지했는가를 가중치에 따라 표현한 것
이다.
다음 그림 은 에서 파일을 분[ 3] Cuckoo Sandbox

석한 결과 리포트의 일부이다.

기반의 악성행위 분석을 3.3 Cuckoo Sandbox 
통한 파일공유 프레임워크Bittoreent 

본 논문에서는 기반 파일 악성행Cuckoo sandbox
위 분석을 통한 파일공유 프레임워크를 제Bittorrent 
안한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일반 사용자가 . Bittorrent 
악성코드가 포함되어있는 파일을 다운받고 torrent 
실행시키기 전에 파일을 공유하는 웹사이트torrent 
에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업로드 되는 파일의 악성
코드 포함 유무를 판단하여 사이트에 게시될 지를 
결정해준다.
다음 그림 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레임워[ 4]

크를 웹사이트에 적용함으로 익명의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해당 파일을 분석서버torrent 

에 전달하여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의 파일 분석 결과[ 3] Cuckoo sandbox

그림 파일분석 시나리오[ 4] 
 
익명의 사용자가 파일을 torrent Torrent Web ⓵ 
에 업로드한다Site .
토렌트 는 분석서버에 이를 제Torrent Web Site⓶ 

출한다.
분석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되어 파일 다운torrent ⓷ 

로드를 요청한다.
파일의 모든 를 파일 공유 네트워크에서 다piece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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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받는다.
다운 받은 파일을 서버를 이cuckoo sandbox API⓹ 

용하여 에 제출한다cuckoo sandbox .

이렇게 파일을 받은 는 이 파일cuckoo sandbox
을 게스트 가상머신에 전달하여 동작을 분석하고, 

등의 를 이용하여 분석yara, volatility, virustotal API
한 결과를 토대로 리포트를 작성해준다 이때 . cuckoo 

는 작성된 리포트를 기반으로 분석대상 파일sandbox
의 유해도를 부터 까지의 점수로 나타내는데 이 0 10 , 
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일 때만 웹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그림 [ 5], [그림 은 제안된 프레임워크에 6]

대한 프로토타입으로 구현 결과이다.

그림 업로드된 파일 다운로드 자동화[ 5] torrent 

그림 파일 제출 자동화[ 6] 

IV. 결론 및 한계점 
기존 환경은 악성코드의 유포에 취약Bittorrent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파일 악성행위를 자동으. 
로 분석하는 를 파일 공Cuckoo sandbox Bittorrent 
유과정에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을 방지하여 torrent Torrent 
이용자가 안전하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Web Site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프레임워크가 실제 환경. 
에 적용된다면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악성코드가 포
함된 파일인지 모르고 공유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크
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해당 파일을 일부 수정해가며 
정상적으로 사이트에 업로드될 때까지 파일을 제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하지만 일정 횟수 . 
이상의 비정상적 시도를 하려는 에 대한 차단 조IP

치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많은 파. 
일의 제출로 인해 느려진 분석속도와 용량의 한계 
등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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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IoT(Internet of

Things)의 보급률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다. 한국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서 2019년 국내 IoT 플랫폼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9.5% 증가하였고 2023년까지 꾸준한 성

장률을 전망하고 있다[1].

IoT의 핵심요소인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

은 IEEE 802.15.4와 IEEE 802.11 기반으로 발전

해 왔다. 하지만 무선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

문제로 수많은 IoT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분

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사용되거나, 중요 시

설에서 사용하는 IoT의 통신 내용이 유출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2]. 이처럼 IoT

의 보급률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IoT에

서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기존에

“이 논문은 2020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00829)

문제점이 발생한 프로토콜을 계속해서 사용하

거나 사용자에게 많은 인증 수단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IoT 환경에서 사용

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강력한 인증 및 암호화

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한 Zigbee 프로토콜을 제안하며,

제안하는 방식은 기존 프로토콜 동작 과정을

유지하는 설계로 IoT 환경에서 빠른 적용과 안

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관련 연구

2.1 Zigbee 프로토콜

저전력, 저사양의 IoT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인 Zigbee는 IEEE

802.15.4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토콜이다

[3]. Zigbee는 최대 65,536개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작업을 진행하는

휴면 상태를 지원한다.

WPA3의 OWE를 적용한
개선된 Zigbee 인증 프로토콜

유호제1, 김찬희1, 이지웅2, 조예림2, 신은규2, 임성식2, 오수현3

1,2,3호서대학교 (대학원생, 학생, 교수)

Improved Zigbee Authentication Protocol
with OWE of WPA3

Ho-Jei Yu1, Chan-Hee Kim1, Ji-Woong Lee2,
Ye-Rim Cho2, Eun-Kyu Shin2, Sung-Sik Im2, Soo-Hyun Oh3

1,2,3Hoseo University (Graduate student, Student, Professor)

요 약

IoT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IoT에서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 중 Zigbee는 초기 인증과정에서 고정된 키를 사용하

여 전방향 안전성을 지원하지 않고, 오프라인 사전 공격에 취약하다. 최근에 개발된 Zigbee 3.0

에서는 Installed Key를 사용하여 키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지만, 이전 버전과 같이 고정된 키를

사용하고 있어 전방향 안전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Zigbee에 전방향 안전성

을 제공하기 위해 WPA3의 OWE를 적용한 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프로

토콜의 동작 과정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ECDH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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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bee는 Fig. 1.과 같이 4개의 계층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물리계층과 데이터링크계층은

IEEE 802.15.4 규격을 사용하고 네트워크 계층

과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Zigbee Specification에

기반을 둔다[4]. 또한, 보안의 경우 네트워크 계

층과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관리되고 있다.

Fig. 1. Zigbee Protocol Stack

Zigbee에서 사용하는 공유비밀키는 네트워크

계층을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NK(Network

Key)와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암호화할 때 사용

하는 LK(Link Key)로 구분된다. NK는 Fig. 2.

와 같이 고정된 TCLK(Trust Center Link

Key)로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LK는 NK로 암호

화되어 전송된다. 하지만 Zigbee2.0에서 대부분

의 TCLK를 “ZigBeeAlliance09”의 16진수 값으

로 사용하고 있다. TCLK와 같이 고정된 값을

사용하여 키를 생성하면 연결과정 패킷을 획득

한 공격자가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는 오프

라인 사전 공격(offline dictionary attack)이 가

능하다. 이는 Zigbee가 전방향 안전성(forward

secrecy)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2. Process of Key Generation

Zigbee 3.0부터는 TCLK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위해 IoT 장치를 제작할 때 IK(Installed

Key)로 고정하여 사용한다[5]. 하지만 IK는 제

조사만 알고 있어 동일한 제조사끼리만 연결할

수 있고, I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AP

와 모든 IoT 장치의 IK를 인식해야 한다는 단

점이 있다. 또한, IK는 Zigbee 2.0과 같이 고정

된 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방향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2 OWE(Opportunistic Wireless Encryption)

WPA3(Wi-Fi Protected Access 3)와 같이

공개된 OWE는 키 교환 과정이 없어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

니핑(sniffing)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프

로토콜이다[6]. OWE는 ECDH(Elliptic Curve

Diffie-Hellman)를 사용하여 별도의 패스워드를

필요하지 않고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으며

전방향 안전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OWE에서 STA(Station)와 AP(Access Point)

가 인증 및 키 교환하는 과정은 Fig. 3.과 같이

WPA2의 PSK(Pre-Shared Key)의 인증 및 키

교환 과정과 유사하다. 먼저 AP는 Broadcast로

일정 시간마다 Beacon Frame을 전송하고 있다.

STA는 AP에 접속하기 위해 AP의 정보를 요

청하는 Probe Request와 이에 대한 응답인

Probe Response를 주고받는다. AP의 정보를

확인한 STA는 공개 시스템으로 인증 패킷

(authentication)을 주고받은 후 인증 및 암호화

를 위한 보안 연관(association)을 주고받는다.

마지막으로 AP와 STA 사이에서 암호화에 사

용할 키를 생성하는 4-Way Handshake 과정

후 연결과정을 완료한다. 연결과정에서 OWE와

PSK의 차이점은 보안 연관 과정에서 발생한다.

Fig. 3. Connection Process of OWE and PSK

OWE와 PSK의 차이점은 패스워드의 유무이

다. OWE는 패스워드와 같이 사전에 공유된 값

없이 ECDH를 사용하므로 사전에 정의된 값을

사용한다. ECDH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은

RFC 5903에서 제공하는 19번(256-bit Random

ECP Group) 값을 기본으로 사용하며 각 파라

미터가 의미하는 내용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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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256-bit Random ECP Group
p (Prime) FFFFFFFF ... FFFFFFFF
a (Equation) 3
b (Equation) 5AC635D8 ... 27D2604B
G (Generator) x 6B17D1F2 ... D898C296
G (Generator) y 4FE342E2 ... 37BF51F5

Table 1. ECDH Parameters

OWE의 보안 연관 과정에서는 AP와 STA

의 공개키와 사용할 그룹을 주고받는다. STA의

경우 연관 요청 패킷에 공개키를 전송하고 AP

의 경우 연관 응답 패킷에 공개키를 전송한다.

AP와 STA가 서로 공개키를 주고받으면 Fig. 4

와 같이 자신의 개인키와 상대방 공개키의 스

칼라 곱으로 동일한 PMK(Pair-wise Master

Key)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PMK를 이용하여 암호화에 사용할 키를 생성한

다. OWE는 ECDH를 사용하므로 전방향 안전

성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패스워드 입력 등 별

도의 동작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Fig. 4. Process of PMK Calculation in OWE

III. 제안하는 개선된 인증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Zigbee 인증 프로토콜

은 기존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과 비효율적

인 동작 방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암호화를 할 수 있으

며 전방향 안전성을 제공하는 OWE를 적용한다.

3.1 Zigbee 프로토콜 분석

Zigbee 3.0에서는 IK로 TCLK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Zigbee 2.0과 동일하게 TCLK

가 유출되면 NK와 LK를 얻을 수 있다. 또한,

I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AP와 IoT

장치에 QR Code를 하나씩 인식해야 하므로 효

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Long-term Key인 TCLK나 IK가 유출되

어도 이후의 NK와 LK를 알 수 없도록 전방향

안전성을 제공하는 ECDH를 적용한다.

3.2 OWE를 적용한 Zigbee 인증 프로토콜 설계

Zigbee를 사용하는 장치를 네트워크에 연결

하는 과정은 Fig. 5.와 같다. IoT 장치와 AP는

IEEE 802.15.4를 기반으로 MAC(Media Access

Control) 연관을 진행한다. MAC 연관이 끝나면

장치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통신할 수 있게

된다. 이후 TC(Trust Center)는 새로운 장치가

사용할 NK를 전송하게 된다. 이때 AP와 TC는

사전에 LK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LK를 사용하

여 암호화 후 전달하고 이를 받은 AP는 TCLK

로 암호화하여 새로운 장치에 NK를 알려준다.

새로운 장치는 자신의 정보를 NK로 암호화하

여 전달하고 TC에게 LK를 요청한다. TC는

LK를 NK로 암호화하여 장치에 전달하며 장치

는 LK에 대해 검증을 요청하고 TC에서 검증되

면 연결과정이 완료된다.

Fig. 5. Process of Zigbee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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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bee의 NK는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

는 모든 장치가 같은 값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NK를 OWE 방식의 ECDH로 생성하게 되면

AP와 TC는 모든 장치별로 각각의 NK와 LK를

관리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LK의

경우 기존 방식에서도 PMK와 같이 장치별로

값을 가지고 있다. 또한, LK 요청 패킷과 응답

패킷은 OWE의 보안 연관 과정과 유사하게 동

작한다. 따라서 LK 요청 패킷의 마지막에 IoT

장치는 자신의 ECDH 공개키를 생성하여 보내

주고 LK 응답 패킷에서는 TC의 ECDH 공개키

를 생성하여 보내주면 공격자가 해당 과정을

스니핑 하더라도 이후에 내용은 복호화가 불가

능한 전방향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다.

OWE에서는 서로 교환한 공개키가 동일한

그룹에 있는지 확인하고 PMK를 생성하는 과정

이 있다. Zigbee에서는 LK를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 올바른 NK와 LK를 가졌는지 확

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PMK를

생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 검증 패킷을

사용한다. STA와 TC는 서로 공개키를 주고받

은 상태로 동일한 비밀키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를 이용하여 검증 패킷에 주고받은 패킷을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으로 보내

주게 되면 TC는 동일한 PMK을 생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PMK를 생성하고 MAC을 사

용하여 검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키 생성 및 검증 과정]

(1) STA는 자신의 개인키를 생성하고 공개키

를 계산하며 LK 요청 패킷 마지막에 공개

키를 추가하여 전송한다.

  ×
(2) AP도 (1)과 같이 공개키를 계산하며 LK 응

답 패킷에 자신의 공개키를 전송한다.

 ×
(3) AP와 STA는 자신의 개인키와 상대방의 공

개키로 비밀값을 계산한다. ECDH는 교환법

칙이 성립되므로 공통 값을 갖게 된다.

   × ×

(4) STA와 AP는 (3)에서 생성된 공통 비밀값

을 KDF(Key Derivation Function)로 임시

키값을 생성한다. 생성된 키값은 PMK와

KCK(Key Confirm Key)로 사용된다.

        
(5) STA는 (1)(2)에서 전송한 패킷의 바이트와

(4)에서 생성된 KCK를 HMAC(Hash based

MAC)으로 MAC을 생성하고 검증 패킷 키

해시 부분에 추가하여 전송한다.

   
(6) AP도 자신의 식와 같은 방법으로 MAC을

생성하고 STA가 보낸 MAC을 검증하여 같

은 PMK를 가졌는지 확인한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Zigbee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OWE를 적용해 개선된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사용

자가 IoT 장치에 별도의 비밀번호가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ECDH를 사용함으로써 전방

향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존 Zigbee

프로토콜 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아 빠르게 적

용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프로

토콜을 실제 IoT 장치에 구현하여 안전성과 효

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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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사회에서 정보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여러 사이버 위협의 증가와 함께, 보다 지능적인 공격을 진

행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및 공격단체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CTI(Cyber

Threat Intelligence)를 구축하여 사전에 사이버 보안태세를 갖추어 대비하고 침해사고 및 공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CTI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시간 CTI 공유 표준인 TAXII(Trusted Automated

eXchange of Indicator Information) 통신과정에서 프로토콜 보호를 위해 TLS(Transport Layer Security)를 통한 전송계층

보안에 의존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TAXII 메시지의 종단간 보안과 PFS(Perfect Forward Secrecy) 지원에 있

어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응용계층에서의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EDHOC(Ephemeral Diffie-Hellman

Over COSE) Protocol과 JWT(JSON Web Token)를 이용하여 종단간 보안과 PFS를 지원하고 CTI를 안전하게 공

유할 수 있는 보안 메커니즘을 설계하였다.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정보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

에 따라 여러 사이버 위협의 증가와 함께, 공격

단체 또한 보다 지능적이고 정교한 공격을 진

행하고 있다.[1]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위

협 및 공격 단체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CTI(Cyber Threat Intelligence)를 구축하고 체계

적으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사이버 보

안 태세를 갖추어 대비하고 침해사고 및 공격

발생 시 실시간정보를 공유할수있는 CTI 공유체계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 TAXII(Trusted Automated

eXchange of Indicator Information)는사이버위협정보

표 현규격인 STIX(Structured Threat Information

eXpression)를기반으로 서비스 및 메시지 교환을 통

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확장 가능한 CTI 공유 표준

이다.[3] 그러나 TAXII는 프로토콜 보호를 위해

TLS(Transport Layer Security)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TAXII 메시지의 종단간 보

안을 보장하지 못하고 PFS(Perfect Forward

Secrecy) 지원에 있어서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은행과 같이 보안에 대해 민감한 조직에서 사이버

공격에 의한 침해사고 정보를 TAXII를 통해 공유할

때 해당 TAXII 메시지가 외부에 유출 될 경우 2차

공격 및 은행의 피해사실 유출과 같은 문제점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TAXII 메시지에 대한 응용계

층에서의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TI 공유 표준인

TAXII에서 TLS를 통한 전송계층 보안과 더불

어 응용계층에서의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EDHOC(Ephemeral Diffie-Hellman Over COSE)

Protocol과 JWT(JSON Web Token)을 이용하여

종단간 보안과 PFS를 지원할 수 있는 보안 메

커니즘을 설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

련연구로 TAXII, EDHOC Protocol, JSON Web

Token에 대해 서술한다. 3장에서는 TAXII 통

신과정 중 응용계층에서의 추가적인 보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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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안 메커니즘을 설계 및 설명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연구

2.1 TAXII

TAXII(Trusted Automated eXchange of

Indicator Information)는 사이버 위협 정보 실

시간 공유를 지원하고, 간단하게 확장 가능한

CTI 공유 표준이다. 2012년 미국 국토안보부

(DHS)가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표

준 체계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

체인 MITRE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2013년에

사이버 위협 정보 전송 규격인 TAXII를 발표

하였다.[4] TAXII v.2.0부터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복잡성과 확장성의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해 JSON(Java Script Object

Notation) 기반으로 데이터를 변경하였고 현재

최신 버전은 2020년 1월에 발표된 TAXII v.2.1

이다. TAXII를 통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

하는 통신 참여자는 위협 정보 생산자와 소비

자로 표현되며 공유 모델에 따라 생산자가 소

비자가 될 수 있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2.2 EDHOC Protocol

EDHOC Protocol[5]은 응용계층에서 종단간

보안과 PFS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 제한적인

IoT환경에 적합한 경량화 키 교환 프로토콜이다.

EDHOC은 사전 공유키(PSK), 원시 공개키

(RPK),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을 지원하며

Diffie-Hellman 키 교환에 따른 인증 메소드(전

자서명, 정적 Diffie-Hellman Key, 대칭키)를 지

정하여 사용하고 인증서 기반의 공개키를 통해

상대방을 인증하는 비대칭 키 인증기법과 사전

에 공유된 대칭 키를 통해 상대방을 인증하는

대칭 키 인증기법이 존재한다.

2.3 JSON Web Token

JWT는 JSON 객체 데이터 형식으로, 두 통

신 주체가 전송할 클레임(인증정보)을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독립적인 방식을 정의한 기법이

다.[6] JWT는 JWS(JSON Web Signature)[7]와

JWE(JSON Web Encryption)[8] 객체로 나타낼

수 있으며 JWT에 사용되는 JSON 데이터 구조

를 전자서명하거나 암호화 할 수 있다. JWT는

Header, Payload, Signature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Header는 토큰의 타입과

Signature에 사용될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구성

되어있고 Payload는 토큰에 담을 클레임 정보

를 포함하고 있으며 토큰은 여러 개의 클레임으

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Signature는 메시지의

무결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1> JWT 구조

III. 제안연구

3.1 TAXII 응용계층 보안필요성

TAXII Server와 TAXII Client가 CTI를 공유

하는 통신과정에서 TAXII 메시지는 TLS전송

계층 보안에 의해 메시지 내용이 암호화 되어

전송된다. 그러나 TLS Channel 외부, 공유조직

내부 서버에서 메시지가 평문으로 공유되기 때

문에 종단간 보안과 PFS와 같은 보안 요구사항

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간자 공격에 취약하므로

TAXII 메시지에 대한 응용계층에서의 추가적

인 보안이 필요하다.

<그림 2> TAXII 통신과정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280



<그림 4> JSON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

<그림 3> TAXII 응용계층 보안 메커니즘 설계

3.2 TAXII 응용계층 보안 메커니즘

TAXII 통신과정에서 응용계층 보안을 추가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계한 보안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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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DHOC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 주체

인 TAXII Client와 TAXII Server간 초기인증 및

세션 키 K3를 교환한다.

<2> JSON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은 <그림 4>

와 같다. Client는 JWT Payload 내부에 비공개

클레임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CTI 정보 및

TAXII 메시지를 작성하고 Ek로 암호화 후, Ak로

서명하여 JWT를 생성한다. Encoding된 JWT 데

이터는 TLS Channel을 통해 Server에게 전송되

고 Server는 JWT 데이터를 Decoding 후 검증한

다. 마지막으로 Ek로 복호화 하여 Payload에 포함

되어있는 CTI 정보 및 TAXII 메시지를 안전하게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TAXII 통신 과정에서 외부 네트

워크 환경과 관계없이 공유조직 내부 서버와

같이 평문으로 메시지를 통신하는 구간에서 전

송데이터를 보호하고 응용 계층에서의 보안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TLS Channel 외부 통신

과정에서 공격자가 TAXII 메시지를 탈취 및 도청

시에도 메시지 자체가 암호화 되어있으므로 종단

간 보안과 PFS를 지원할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TAXII 통신 과정에서 프로토콜

보호를 위해 TLS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보안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하고

설계하였다. 설계한 보안 메커니즘의 핵심 과정으

로 EDHOC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 주체 간 초

기인증 및 세션키를 교환하고, TAXII 메시지 및

공유하고자 하는 CTI 정보가 담긴 JWT를 전자서

명 및 암호화함으로써 전송계층 보안 외에 응용계

층에서의 추가적인 보안을 지원하여 TAXII 통신

주체 간 종단간 보안과 PFS를 지원할 수 있다. 향

후 연구로, 해당 메커니즘에서 사용되는 EDHOC

프로토콜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공유를 위한

여러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지만 <그림 3>프로토

콜설계과정에서Msg1을수신하면 Diffie-Hellman 연산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DoS(Denial of

Service) 공격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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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도메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시각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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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으로 멀티 도메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다수의 도메인 네트워크를 단일 화

면 공간 상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 여러 화면에 도메인별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시각화하여

관리하거나, 또는 하나의 화면 영역을 다수로 분할하고 도메인별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시각화

하여 관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메인 구분없는 노드간의 최소 연결 정보만

을 이용하여 토폴로지를 시각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중심 노드를 찾고, 가상의 Root 노드를 이용하여

도메인을 자동 구분 및 자식 노드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전체 노드들의 표시 영역을 동적 분할

한 후 3D 공간 상에 노드들을 배치함으로써 토폴로지를 시각화한다.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노드간의 최소 연결 정보만으로 멀티 도메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시각화할 수 있다.

I. 서론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요

소(노드, 엣지 등)들을 물리적으로 연결해 놓은

모습, 또는 그 연결방식을 말한다. 토폴로지 시

각화는 네트워크 구조를 점과 선으로 연결하여

물리적 또는 논리적인 그래프 형태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연결망 그래프는

그 자체로 분석적 의미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래프로 시각화된 패턴들은 연구자들로 하여

금 더 많은 해석 가능성도 열어준다. 네트워크

형상을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표시하는 물리적

토폴로지 시각화는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를 이

해하는데 유리하고, 네트워크 구조 보다는 네트

워크 요소들의 의미(중요도, 종류, 속성 등)를

부각하여 표시하는 논리적 토폴로지는 노드의

행위, 노드간의 데이터 흐름 등 상호작용을 이

해하는데 유용하다[2, 3].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

의 최소 연결 정보만을 이용하여 멀티 도메인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를 표시한다. 이 방법은 가

상의 Root 노드와 노드간 연결 정보를 탐색하

여 도메인을 구분하고, 자식 노드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전체 노드들을 표시 영역을 동적 분

할하며 3D 공간 상에 노드들을 배치 및 변형하

여 토폴로지를 시각화한다.

II. 멀티 도메인 토폴로지 시각화

2.1 토폴로지 데이터 구조 및 중심성 지수

네트워크란 노드(Node)와 엣지(Edge)로 이루

어진 추상적인 개념으로써 노드는 하나의 개념

이나 실체가 되고 엣지는 노드 사이의 연결 또

는 관계를 의미한다. 멀티 도메인 네트워크는

개별적으로 관리·운용되는 단일 도메인 네트워

크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물리적/논

리적으로 연결 또는 분리될 수도 있다. 일반적

으로 멀티 도메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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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단일 도메인별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시

각화하여 관리하거나, 또는 하나의 화면 영역을

분할하고 도메인별로 네트워크 노드들을 상호

연결 및 시각화하여 관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

다. 본 연구에서는 도메인 구분이 없는 네트워

크 토폴로지 데이터를 그림 1과 같이 구조화하

고 도메인별로 토폴로지를 찾아 구분하고 가상

의 Root 노드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토폴로지 데이터 구조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노드들의 최소 연결(엣지)

정보, 즉 SrcNId(근원지 노드 식별자)와

DstNId(목적지 노드 식별자)만을 사용하기 때

문에 범용성을 갖는다.

그림 1. 토폴로지 데이터 구조

토폴로지 시각화는 단적으로 2D/3D 공간 상

에 중요한 노드를 찾아 중심 또는 특정 위치에

배치하고 하위 노드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네트

워크에서 노드의 상대적 영향력인 중심성은 계

산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

로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

성(: 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고유벡터중심성( :

eigenvector centrality) 등이 주로 사용된다[7].

중심성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분석 라이브러리 SNAP(Stanford Network

Analysis Project)[4]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

다. SNAP을 활용하여 계산한 노드들의 중심성

지수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SNAP을 이용한 중심성 지수 계산

2.2 도메인 자동 분류 및 하위 노드 탐색

전체 노드들의 중심성 지수가 계산되었다면,

가상의 Root 노드를 중심(Level 1) 노드로 지정

하고, 전체 노드 중에서 중심성 수치가 가장 높

은 노드를 Root 노드의 자식(Level 2) 노드로

지정하는데 이 노드는 해당 도메인의 Root 노

드가 된다. 이후 연결 정보를 따라가며 자식 노

드를 탐색하고 자식 노드는 부모 노드보다 1단

계 높은 Level을 갖도록 한다. 더 이상 연결된

노드가 없을 경우, 즉 해당 도메인의 모든 노드

를 탐색했으므로 남은 노드 중에서 중심성 수

치가 가장 높은 노드를 다시 Root 노드의 자식

(새로운 도메인의 Root 노드)으로 지정하고 연

결 정보를 따라가며 하위 노드들 탐색하고

Level을 부여한다. 모든 노드의 Level이 부여될

때까지 위의 작업을 반복한다. 만약, 탐색이 완

료되었을 때 전체 네트워크가 단일 도메인 네

트워크일 경우에는 가상의 Root 노드를 제거하

고 도메인의 Root 노드를 중심 노드로 삼는다.

그림 3. 도메인 및 자식노드 탐색

모든 노드의 탐색이 완료된 후, 종단 노드 최

외곽 배치 옵션에 따라 가장 높은 Level을 기준

으로 도메인별 각 노드의 Level을 하위 노드 최

대 Level에 따라 정규화하여 종단노드를 최외곽

으로 배치한다. 종단 노드 배치 적용을 위한 정

규화는 식(1)과 같다.

 max 

max×
…………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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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중치 기반 동적 분할 배치

모든 노드의 탐색이 완료되면 각 노드에 자

신을 포함하여 하위의 종단 노드의 개수의 합

을 가중치 점수로 부여한다. 이후 부모 노드에

할당된 고유각의 범위를 각각의 자식노드들이

가중치 점수의 비율에 의하여 분할받고 각 노

드는 자신에게 할당받은 고유각 범위의 중심각

도에 그림 4와 같이 배치된다.

그림 4. 가중치 기반 동적 분할 배치

그림 4에서 Root노드에 연결된 자식 노드들

이  ,  , ..., 이라고 할 때, 이 가지는

고유각도의 범위는 식(2)에 따라 이 된다. 여

기서, 은 와 연결된 자식 노드들의 개수

(가중치)이다. 이때 소규모 도메인(네트워크)의

가시성을 위해서는 가중치 점수에 로그-스케일

(Logarithmic Scale, 로그배율)을 적용한 비율에

의해 고유각의 범위를 분할받을 수도 있다.

 


  




×      ………… 식(2)

2.4 네트워크 토폴로지 변형

2.2의 과정에서 각 노드의 Level이 결정되고,

2.3의 과정에서 각 노드의 배치각이 결정되면,

각 Level의 노드들이 배치될 동심원의 반지름

(r)과 노드의 높이(h)에 따라 3D 공간상에서 다

양한 변형을 줄 수가 있다. 우선 r과 h의 값을

level에 따라 선형적(Linear)으로 증가시키면 토

폴로지는 그림 5와 같이 원뿔형 배치가 된다.

그림 5. 원뿔형 노드 배치

동심원의 반지름(r)과 높이(h)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식(3)에 의해 반지름(r)을 변

화시킬 경우에는 그림 6과 같은 반구형 배치가

가능하다.

    ………… 식(3)

그림 6. 반구형 노드 배치

또한, 동심원의 반지름(r)을 선형적(Linear)으

로 증가시키고 도메인 수에 따라 높이(h)를 층

별로 배치하면 그림 7과 같이 도메인별 레이어

배치도 가능하다.

그림 7. 도메인별 레이어 노드 배치

2.5 멀티 도메인 토폴로지 시각화 검증

본 논문의 시각화 방법에 사용된 토폴로지

데이터는 국방과학연구소의 테스트베드 데이터

와 퍼듀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소(Network Repository)[9] 데이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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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표 1은 논문에서 시험 토폴로지 데이터이

다. 복수의 T1, T2, T3 데이터 세트를 병합한

멀티 도메인 네트워크 데이터 세트는 그림 7과

같이 토폴로지 구조화 알고리즘 및 시각화 인

터페이스 구현 시에 활용했다.

표 1. 시험 토폴로지 데이터

구분 Nodes Edges 데이터 출처

T1 42 42
국방과학연구소

T2 203 207

T3 2,113 6,632 퍼듀, 데이터 저장소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구분없는 네트워크 노

드들의 최소 연결 정보만을 이용하여 단일 또

는 멀티 도메인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시각화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가상의 Root

노드와 중심성 및 노드간 연결 정보를 이용하

여 도메인을 자동 구분하며, 기준점(Root 노드)

에서 일정 반지름을 갖는 동심원들을 따라 3차

원 공간좌표 상에 노드들을 배치 및 연결한다.

토폴로지는 동심원의 반지름(r)과 노드들의 높

이(h) 값을 변경함으로써 원뿔형, 반구형 등 다

양한 모습으로 변형하여 가시성을 극대화했다.

관리자는 시각화된 멀티 도메인 토폴로지를 통

해 다수의 관리 네트워크 구조와 대칭성을 살

펴볼 수 있으며, 종단 노드의 최외곽 옵션 적용

을 통해 종단 노드(예, 호스트)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기반

으로 노드 연관정보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즉 노드

의 속성(종류, 이름, IP주소, 크기, 색상 등)과 상태

(온라인/오프라인, 정상/비정상 등) 등을 노드에 적용

하여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장애와

성능을 관리하는 분야,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

하고 측정하는 분야, 각종 네트워크 이상 상황

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보안관리/관제 분야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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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내부망

침입 이후 랜섬웨어, RAT 등 다양한 악성코드

감염을 동반한 2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지닌다. 2차 감염이 진행될 경우, 악성코드의

정보 유출 기능으로 인해 회사 내부의 개인정

보가 유출될 수 있다. 해커는 수집한 정보를 인

질로 해당 기업에 금전 요구를 시도하고, 실패

할 경우 기업 내 기밀정보나 고객의 개인정보

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및 다크웹에 게재하는

등의 보복으로 이어진다. KISA에 따르면 기업

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국/내외로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유출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1]

온라인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크리덴셜 스터

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에 사용되어 추가

크롤러를 활용한 다크웹 유출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신영재*, 양희성*, 이주현*,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학생, 교수)

Privacy leakage detection system using dark web crawler

Yeong-Jae Shin**, Hui-Seong Yang**, Ju-Hyeon Lee**, Heung-Youl Youm*

1,2SoonChunHyang University(Undergraduate student, Professor)

요 약

다크웹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개

인정보 유출을 탐지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다크웹

에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를 위한 시스템를 고안하였다. 다크웹은 토르(Tor)와 같은 전용 브

라우저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토르 네트워크 접속을 위해 SOCK5 프록시 서버를 사용한

다. 검색엔진을 이용한 주소 기입 및 순회 탐지 크롤링 기법을 통하여 다크웹 URL을 수집

하였다. 수집된 다크웹 URL의 HTML 문서를 정규식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해당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Abstract

There is a increasing number of cases of privacy being leaked and abused through the

Dark Web. This paper devised a system for detecting privacy leakage on the dark web

as well as general websites to detect and respond quickly to privacy leakage. Dark Web

is accessible via a dedicated browser, such as Tor. It used a SOCK5 proxy server for

Thor network access and collected dark web URLs through random addressing and

traversal detection crawling techniques using search engines such as Torsearch and

Ahmia. HTML documents from collected dark web URLs can be discovered sequentially

using regular expressions to identify privacy exposed to the site.

keywords: Darkweb, Privacy, Leak, Detection, Craw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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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다

크웹에 유출될 경우, 웹보다 유출 여부를 쉽게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크웹 전용 모니터링

시스템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2.3장에서는 다크웹 주소 수

집을 위한 URL 수집기에 대하여 제안하고, 2.4

장에서는 다크웹에 유출되는 개인정보를 탐지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본론

2.1 다크웹
다크웹은 일반 검색엔진으로 검색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크롬과 같은 일반 브라우저로 접

속이 불가능하다. 다크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토르(Tor)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프록시를 통

해 접속해야 한다. 토르(Tor)와 같은 전용 브라

우저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다크웹 주소는

알파벳과 숫자의 혼합된 형태이며, 16자리 또는

56자리 길이로 구성된 특수한 주소 체계를 가

지고 있다.

(?:http:\/\/|https:\/\/)(?:[a-zA-Z0-9]{16}|[a-

zA-Z0-9]{56}).onion

Table. 2. Darkweb URL regular expression

2.2 관련 연구
2.2.1 개인정보 유출 탐지 관련 연구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탐지 시스템은 기업에

서 경영 목표 및 정보보안 목표를 저해하는 위

험을 지표화 시킨 KRI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모니터링하고 고도화되어 SRI 위험 지표를 기

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탐지 시스템이 설계되는

방향으로 발전됐다.[2]

이와 달리 본 시스템은 다크웹에 유출되는

개인정보를 탐지하기 위해 다크웹 관련 HTML

문서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관련 정규식 및 키워

드를 사용하여 탐지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2.2.2 다크웹 크롤러 관련 연구

다크웹 크롤링과 관련된 방식은 대표적으로

Trandoshan과 Scrapy 기법이 있다.[3] 본 시스

템의 크롤러는 스노우볼 샘플링을 활용하는

Trandoshan의 구조를 착안하였으며, 멀티 프로

세싱 및 자체 제작한 검색엔진 기반 수집기와

의 호환성을 위해 Trandoshan의 프로토타입에

서 기능을 확장하였다.

2.3 다크웹 크롤러 구현

운영체제 Windows 10 x64

CPU
Intel Core I7-8700

CPU @ 3.20GHz
RAM 32GB
Programming

Language
Python3

DB MongoDB

Table. 3. Detection implementation

environment

본 시스템 환경은 다음 Table. 3. 과 같다.

Python 3과 MongoDB를 사용하여 다크웹 크롤

러 및 개인정보 탐지시스템을 구현했다. 다크웹

URL을 수집하는 기술은 순회 수집1)과 검색엔

진 기반 수집2) 2가지로 구성된다.

1) 순회 수집: 접속 가능한 다크웹 페이지를

기점으로 페이지에 존재하는 URL을 수

집하는 방식

2) 검색엔진 기반 수집: Torsearch, Ahmia

등 다크웹 전용 검색엔진에 키워드를 입

력하여 검색되는 URL을 수집하는 방식

Fig. 1. Leaked Privacy Data

Detection Process for Darkweb

URL 수집기 동작 과정은 Fig. 1.와 같다. 수

집기는 DB에 저장되어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추

가적인 탐색을 진행한다. 수집을 위한 초기 주

소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력이 있거나 해커

포럼과 같은 유출 가능성이 있는 주소로 선정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288



하였다.

2.3.1 순회 수집

수집기는 DB에 저장된 주소에 GET 요청을

전송하여 접속을 시도한다. 본 모델은 토르 네

트워크 접속을 위해 Socks5 프로토콜을 사용하

였다. 다크웹 사이트에 GET 요청을 전송하면

패킷은 로컬 프록시를 통해 토르 네트워크를

지나 목적지로 도달하게 된다. 요청에 대한 응

답 패킷의 상태 코드가 200일 경우, HTML 코

드에서 <a>태그에서 다크웹 주소 패턴을 추출

한다. 상태 코드가 200이 아닐 경우 재연결 시

도를 위해 DB에 저장한다.

2.3.2 검색엔진 기반 수집

다크웹 전용 검색 엔진(torsearch, ahmia 등)

을 활용하여 검색엔진이 입력된 키워드를 통해

도출된 주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다크웹 검색엔진은 일반 웹사이트 검색엔진과

같이 입력된 키워드에 맞는 주소를 출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키워드를 선정해야

한다. 본 시스템은 관련 키워드를 수집하기 위

해 relatedwords를 사용하였다.

relatedwords은 딥러닝 알고리즘인 워드 임

베딩(Word Embedding)과 컨셉넷(Conceptnet)

을 사용하여 입력된 키워드와 유사한 단어를

분류한다.[4] relatedwords에 입력된 키워드로부

터 추출된 결과 중 score 점수가 0.5 이상인 단

어를 검색엔진에 사용될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2.4 개인정보 탐지 시스템 설계 및 구
현
2.3절에서 수집한 HTML 문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탐지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개인정보

를 탐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종류별로 정규

표현식을 작성하고 탐지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

정보와 관련된 키워드를 탐지하도록 설계했다.

2.4.1 탐지시스템 특징

본 논문에서 구현한 개인정보 탐지시스템은

Fig. 2.과 같은 순서로 동작한다. 탐지시스템은

URL 수집기를 통해 수집한 HTML 파일 내에

존재하는 문자열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수집된

HTML 파일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패턴이 존재

하거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키워드가 매칭될 경

우 추가 분석을 위해 별도 보관한다.

Fig. 2. Leaked Privacy Data

Detection Diagram for Darkweb

2.4.2 개인정보 추출 프로세스

개인정보를 탐지하기 위해 국내·외 개인정보

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정규표현

식을 작성하고 관련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개인정보 탐지를 위한 정규표현식은 Table

3과 같이 국내·외 개인정보에 대한 패턴을 활용

하였으며, 탐지율을 높이기 위해 First Name,

Last Name, Address, Gender, Birth, National

Identifier 등과 같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단어

검사 과정을 추가하였다.

종류 정규 표현식

주민등록번호
(\d{6}[ ,-]-?[1-4]\d{6})|(\d

{6}[ ,-]?[1-4])

전화번호
(\d{2,3}[ ,-]-?\d{2,4}[ ,-]

-?\d{4})

E-Mail
(([\w!-_\.])*@([\w!-_\.])*\.

[\w]{2,3})

나이/생년월일

(\d{0,4}(년생|월생|세|살))|(0

[1-9]|[1-2][0-9])[/,-, ](0[0-

9]|1[0-2])[/,-,[ ]](19[0-9][0

-9]|20\d{2})

신용카드번호
([34569][0-9]{3}[-~.[ ]][0-

9]{4}[-~.[ ]][0-9]{4}[-~.[ ]]

Table. 4. Privacy regular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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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탐지 시스템 성능

2.5.1 URL 수집 결과

효과적으로 다크웹 URL을 수집하기 위해

응답시간을 측정하였다. Fig. 3.은 1만개의 다크

웹 사이트에 요청을 전송하여 되돌아 온 응답

시간의 통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 시간 중 0~8초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

고 했다. 합리적인 수집을 위해 URL 수집기의

timeout을 8초로 설정하여 시간 초과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수집 프로세스의 timeout을 30초

로 설정하여 재시도하였다.

2주간 수집한 결과 순회 수집과 검색엔진을

활용한 수집을 활용하여 총 약 208,000개의

HTML파일과 21,700개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는 일반 웹사이트 보다 현저히 낮은 성능을 보

여주지만, 다크웹은 onion 네트워크 내 여러 노

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 웹사이트보다

응답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5]

2.5.2 개인정보 탐지 결과

수집된 약 208,000개의 HTML 파일을 대상으

로 개인정보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2016년에 유출된 터키 국민 5천만 명의 개인정

보가 등록된 사이트를 탐지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탐지시스템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III. 결론 및 개선점

토르 네트워크를 통해 다크웹에 유출된 개인

정보 탐지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

다. 크롤러를 통해 2주간 약 21,700개의 다크웹

도메인과 약 208,000개의 HTML 파일을 수집할

수 있었으며, 탐지 알고리즘으로 인해 약 4,900

만 개의 유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었다.

향후 효과적인 다크웹 URL 수집을 위해 렌

더링 제거 및 접속 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탐지율을 높이기 위해 평문뿐 아니라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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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ou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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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무선랜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Wi-Fi[1]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널리 보급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Wi-Fi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여 공공장소, 기업, 가정과

같은 고정적인 사용 환경에서 매우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Wi-Fi를 제공하는 무선공유기에

탑재되는 Wi-Fi 모듈에 대한 취약점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특히, Wi-Fi의 경우에는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비밀키를 공개하여

더욱 취약하다[2-3].

이러한 Wi-Fi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WEP(Wired Equivalent Privacy), WPA(Wi-Fi

Protected Access), WPA2(Wi-FI Protected

Access 2)가 있다. 각 기술들은 사전공유키를

활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PSK(Pre-Shared

Key) 옵션과 별도의 인증 서버를 활용하는

옵션을 가진다. 암호화 방법으로는 WEP에서는

스트림 암호 기법인 RC4를 사용하고, WPA에서는

WEP을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된 TKIP(Temporal

Key Integrity Protocol)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WPA2에서는 강력한 블록 암호 기법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통해 암호화 한다.

문제는 이러한 인증 및 암호화 기법을 활용

하더라도 Wi-Fi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WPA2-PSK[4]의 비밀키가 공개되는 사용 환경

의 실태를 보았을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기술을 통해 취약점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5].

이를 위하여 Lee[6]는 이중토큰을 이용한

효율적인 Wi-Fi 보안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Lee가 제안한 보안 프로토콜의

보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BAN Logic[7]을 통해

대상 프로토콜을 정형화 검증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Lee가 제안한 이중토큰을 이용한 Wi-Fi 보안

이중토큰을 이용한 효율적인 Wi-Fi 보안 프로토콜의
보안성에 관한 정형화 검증 연구

김지윤, 이상민, 유일선*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Formal Verification for Efficient Wi-F i Security P rotocol
using Dual Token

Jiyoon Kim, Sangmin Lee, and Ilsun You*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공유비밀키에 기반한 Wi-Fi 보안 프로토콜인 WPA2-PSK에 대한 도청공격 등과 같은 다양한

보안 취약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WPA2-PSK는 Wi-Fi의 공유비밀키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설계되었는데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AP들은 이러한 비밀키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공격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Lee가 제시한 이중토큰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Wi-Fi 보안 프로토콜의 보안성에

관하여 정형화 검증을 하고자 한다. 정형화 검증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대상 프로토콜의 보안성을

검증하고 취약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취약한 프로토콜은 보완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반대로 안전한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프로토콜의 보안성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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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을 소개한다. 3장에서 BAN Logic을

통해 Lee의 보안 프로토콜을 정형화 검증하고

프로토콜을 평가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이중토큰을 이용한 Wi-Fi 보안

프로토콜

Lee가 제안한 이중토큰을 이용한 Wi-Fi 보안

프로토콜은 OAuth 2.0의 토큰을 변형한 난수화

토큰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8-9]. [8]과 [9]의

난수화 토큰인증 기술은 이중토큰을 활용하여

평문통신 상에서도 안전하게 토큰 인증을 실행할

수 있다.

Lee가 제안한 이중토큰을 이용한 효율적인

Wi-Fi 보안 프로토콜의 가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2.1 가정

(1) AP는 제조사가 발급한 인증서 CertAP를

보유하고 있다.

(2) AP는 WPA2-PSK에서와 같이 공유비밀키

PSK를 사용자와 공유하고 있다.

(3) AP는 토큰발급에 사용하는 비밀키 K를

보유하고 있다.

2.2 절차

Step 1. 사용자는AP에게무선랜서비스를요청한다.

Step 2. AP는 사용자에게 제조사가 발급한

인증서 CertAP를 전송한다.

Step 3. 사용자는 AP가 전송한 인증서 CertAP를

검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AP임을 확인한다.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면, 절차를 중단한다.

인증서가 유효하다면, 사용자는 난수 r을 생성하고

AP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AP에게 전송한다.

Step 4. AP는 사용자가 전송한 암호문을

복호화하여 사용자가 생성한 난수 r를 획득하고,

난수 Challenge 값 c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Step 5. 사용자는 난수 Challenge 값 c와 공유

비밀키 PSK를 자신이 생성한 난수 r로 암호화하여

AP에게 전송한다.

Step 6. AP는 Step 5에서 사용자가 전송한

암호문을 Step 4에서 획득한 난수 r로 복호화하고,

공유비밀키 PSK를 확인한다. 공유비밀키 PSK가

일치하지 않으면, 절차를 중단한다. 공유비밀키

PSK가 일치하면, AP는 비밀키 K를 통해 공개토큰

TP와 비밀토큰 TS를 생성하고, 난수 r로 암호화

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Step 7. 사용자는 Step 6의 암호문을 난수 r로

복호화하여 공개토큰 TPPP와 비밀토큰 TS를 획득하고

이를 저장한다.

Step 8. 사용자는 자신의 현재 시간 timeC와

Step 7의 비밀토큰 TS를 이용하여 일회용 인증정보

auth를 계산하고, 공개토큰 TP와 함께 AP에게

전송한다.

Step 9. AP는 사용자가 전송한 메시지 중 공개

토큰 TP를 검증하고, 공개토큰 TP로부터 비밀

토큰 TS를 추출한다. 추출한 TS를 통해 auth를

검증하고, timeC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모두

유효하면, AP는 자신의 현재 시간 timeAP와

인증정보 auth, 비밀토큰 TS를 통해 Key를

계산하고, 자신의 현재 시간 timeAP와 Key를

통해 생성한 mac을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Step 10. 사용자는 timeAP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timeAP와 인증정보 auth, 비밀토큰 TS를 통해 Key를

생성한다. 또한, Key를 통해 mac을 검증한다.

III. 정형화 검증

본 장에서는 Lee가 제안한 이중토큰을 이용

한 Wi-Fi 보안 프로토콜을 BAN Logic을 통해

정형화 검증한다.

3.1 BAN Logic

BAN Logic은 보안 프로토콜을 고유의 기호와

규칙을 통해 정규화(Idealization), 가정(Assump

-tion), 목표(Goal), 유도(Derivation)하여 보안성을

검증하는 보편적인 정형화 검증 도구이다.

BAN Logic에서 사용되는 기호 및 규칙은 각각

[표 1]과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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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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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e
Verification
Rule
(NV)

  

 ＃   

Jurisdict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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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ness
Rule
(FR)
 ＃

 ＃

Decomposition
Rule
(DCO)

 

 

Belief
Conjunction
Rule
(BC)

  

   

 
   

  

   

Diffie
Hellman
Rule
(DH)


 



 

  


  





 



 

  


  




[표 2] BAN Logic 규칙

3.2 정형화 검증

Lee의 보안 프로토콜을 BAN Logic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1) Idealization

(2) Assumption

(3) Goal

(4) Derivation

3.3 프로토콜 평가

Lee가 제안한 이중토큰을 이용한 Wi-Fi 보안

프로토콜은 공개토큰 TP와 비밀토큰 TS, 세션키

Key가 사용자와 AP 사이에서 안전하게 교환되는

기호 의미

  P가 X를 믿음

  P가 X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함

 
P가 과거 언젠가 X를 포함한 메시지

M을 보냈음

  P가 X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음

＃ X는 Fresh함



 

K는 P와 Q 사이에 공유되는 비밀키를

갖고 있음

 K는 P의 공개키임



  K는 P와 Q 사이의 공유 비밀임

 X는 키 K로 암호화됨을 의미

〈〉 X는 비밀 K와 결합하여 있음을 의미

[표 1] BAN Logic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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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한다.

3.2의 BAN Logic에 따르면 Lee의 프로토콜의

목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정(Assumption)이 아닌 가설(Hypothesis)가

요구된다. 이는 Lee의 프로토콜에서 각 참여자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통해 일부 정보 혹은

메시지에 대한 믿음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세션키 Key의 확인 과정이 누락되어

(G11)은 도출될 수 없으며, 이는 세션키 Key에

대하여 양측 참여자가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Lee의 프로토콜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션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WPA2-PSK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이중토큰을 이용한

효율적인 Wi-Fi 보안 프로토콜에 대하여 BAN

Logic을 통해 정형화 검증을 하였다. Lee의 보안

프로토콜은 이중토큰을 활용하여 평문 통신에서

세션키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참여자에

대한 과도한 가설 설정 및 키 확인 절차 누락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메시지의

구성이나 절차에 대한 보완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Lee의 보안 프로토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완한 프로토콜의 보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형화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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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로봇 산업의 융복합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 보안에 대한 중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소

프트뱅크 사의 로봇 랜섬웨어 공격 같이 네트워크 보안이 취약하여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변조

및 도청과 같은 공격으로부터 취약하며 정보 탈취, 물리적 손상과 더불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

는 큰 위협으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봇용 오픈소스 메타 운영체제인 ROS

에서 취약한 통신에서 데이터가 위·변조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듈 간 인증과 데이터 무결

성 검증을 위한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 기반 인증기법을 제안한다. MAC에 적용

가능한 세션키 공유 알고리즘으로 Pre-shared key exchange, RSA-based key exchange,

Diffie-Hellman key exchange를 선별하였다. MAC 인증과정을 통해 데이터 통신 과정에서 무

결성 검증이 가능하게 되며, 제안기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I. 서론

AI, IoT, Mobile, Big data, Cloud 등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접목으로 로봇의 지능화를 통

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COVID-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사회 확산은 로봇 서비

스의 활용을 촉진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로봇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연결

사회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방역, 의료, 교육 등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보안 또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 사에서 개발한 로봇 페퍼

(pepper)와 나오(NAO)를 해킹하여 랜섬웨어를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2020R1A2C2014336, 모

바일 코드 해독을 위한 정적 코드 추출 기술

연구)

설치 후, 공격한 사례와 LG 스마트홈의 서비스

에서 발생한 해킹 및 공격, 로봇 청소기에 내장

된 카메라에 의한 사생활 유출 등의 사례들은

로봇 시스템의 보안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로봇산업에서 주

로 사용되고 있는 메타 운영체제인 ROS를 기

반으로 로봇 환경의 통신과정에서 발생하고 있

는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고, 데이터통신의 무결

성 검증을 위한 MAC 기반 인증 기법을 제안한

다. 또한 제안기법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성능을 보여주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

2.1. ROS

ROS(Robot Operating System)는 로봇 용 소

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오픈소스로, 메타 운영체

제이다[1]. ROS에서는 최소 단위의 실행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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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인 노드(Node) 형태로 개발된다. 데이터를

송신하는 측을 Publisher노드, 수신하는 측을

Subscriber 노드라 칭한다. 노드는 구동과 함께

마스터(Master)에 노드의 이름과 토픽, 서비스

의 이름, 메시지 타입, 노드의 주소를 등록한다.

마스터에 등록된 노드의 정보를 기반으로 노드

들은 토픽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

고받는다.

ROS에서 메시지 통신은 크게 XMLRPC 통

신과 TCPROS 통신으로 나눌 수 있다.

XMLRPC 통신은 노드와 마스터 간 통신 시에

사용되며, 이 외에 노드 간의 접속 요청 및 응

답에 사용된다. TCPROS 통신은 마스터와 상관

없이 노드와 노드 간의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된다.

2.2. MAC

메시지 인증 코드 (Message Authentication

Code, MAC)는 메시지의 무결성 검사에 사용되

며 데이터가 변조 되었는지 유무를 알 수 있다

[2]. 송신측에서 원문 메시지 M을 해시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해시 후, 생성된 값인

MAC을 전송하여 수신측에서는 비교 및 확

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2.3 키 교환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AC 기법에 사용되는

해시 알고리즘은 총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방식

은 Pre-Shared Key(PSK) 방식으로, 사전 공유

키 방식이라 불리며,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인증키를 공유한 뒤, 두 당사자만 알고 있는 공

유키를 이용해 통신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

식으로는 RSA-based Method 방식으로, RSA

키 교환이라 불리며, 송신자가 세션키를 랜덤하

게 생성하고, 수신자의 RSA 공개키를 암호화하

여 전달하면, 수신자가 자신의 개인키로 복호화

하여 세션키를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세 번

째 방식은 Diffie Hellman based Method 방식

으로, Diffie-Hellman 키 교환이라 불리며, 송신

자가 세션키를 랜덤하게 생성하고 수신자의

RSA 공개키를 암호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림 1] 노드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III. 취약점 분석

이번 장에서는 현재 ROS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신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들에 대해 분석한

다. 분석 환경은 3.40GHz IntelSkylake 프로세

서와 16GB RAM이 장착 된 Ubuntu 20.04

64bit와 ROS noetic 버전에서 수행되었다.

3.1 XMLRPC 통신 취약점

마스터와 노드 간의 통신 시, 노드로부터 새

로운 정보를 등록요청 받았을 때, 마스터에서

동일한 이름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중복 확인

을 하는 인증과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그림1]에서 현재 등록되어 동작 중인

노드와 새롭게 요청이 들어온 노드의 주소에

해당하는 caller_api를 비교하게 된다. 다른 장

치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와 같이 두 api가

다를 경우 bumped_api로 설정된다.

bumped_api가 None이 아닐 경우 변경된 변수

는 True로 설정되고 조건문에 입력된다. 그 후,

노드에 대응하는 모든 서비스는 등록 해제 되

고, 요청이 들어온 새로운 서비스에 등록이 된

다. 즉, caller_api를 통한 비교를 제외하고 요청

된 서비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공격자가 임의로 같은 이름의 서비스를

등록하면 이전 서비스의 제어를 가로챌 수 있

으므로 다양한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

3.2 TCPROS 통신 취약점

ROS에서 사용하는 메시지 파일의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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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메시지 md5sum 저장과정

message header인 message definition, caller

id, latching, md5sum, topic, message type 필

드와 message body로 이루어진다. 기존

md5sum의 역할은 주로 프로그램이나 파일이

원본 그대로인지를 확인하는 무결성 검사 등에

사용되는데[3], ROS의 TCPROS 통신에서는 메

시지 무결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메시지 변조가 가능하다. 메시지 통신 시,

publisher 노드와 subscriber 노드는 메시지의

type 필드와 md5sum 필드를 비교하여 일치 할

경우, 메시지 통신이 가능한데, 메시지의 데이

터는 message body에 저장되며, 메시지의 데이

터 type을 해시하여 md5sum 값을 생성 후,

md5sum 필드에 저장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적으로 실질적인 데이터가 담겨있는 message

body를 해시하여 md5sum을 생성해야 하는데,

메시지의 데이터 type을 해시하여 md5sum을

생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2]와 같이 메시

지의 데이터가 달라도 md5sum 값은 동일하여

메시지의 위·변조가 가능하게 된다.

IV. 제안기법

노드와 마스터 간 통신 시에 사용 및 노드

간의 접속 요청 및 응답에 사용되는 XMLRPC

통신에서 서로 노드 간의 인증이 필요하다. 키

교환 및 해시를 통해 생성된 고유의 MAC을 생

성하여 master와 publisher 노드의 상호간 인증

을 걸친다. 이 때 생성되는 고유의 MAC은

publisher 노드가 master와 키 공유 이후 알게

된 세션키로 노드의 정보인 caller id, caller

api, type, topic을 해시하여 생성되며, 그 구조

는 [그림3]과 같다.

[그림 3] MAC 인증 기법 적용

[그림 4] 제안 XMLRPC 인증 프로토콜

Publisher 노드는 계산을 걸쳐 생성된 MAC

과 자신의 정보인 caller id, caller api, type,

topic을 master에게 보내게 된다. master는

publisher로부터 전달받은 값과 비교했을 때 일

치한다면 인증된 노드로 간주하여 노드를 등록

하게 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변조 되었다고

판단하여 등록하지 않게 된다. 클라이언트의 요

청에 의해 실행되어 XMLRPC 통신에 사용 될

키 교환 API가 정의되어 있는 master_api에 키

교환 알고리즘을 삽입한다. MAC을 caller id 필

드 부분에 추가하여 master에게 전송하고,

master는 publisher 노드로 부터 전달받은 정보

를 가지고 있는 세션키 SK로 해시하게 된다.

그리고 subscriber 노드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

로 master와 통신을 진행하며, 그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master에게 인증과정을 거친 publisher 노드

와 subscriber노드가 메시지 통신을 주고받을

때, 자신의 정보인 caller id, caller api,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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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 TCPROS 인증 프로토콜

topic을 키 공유 이후 알게 된 세션키와 해시하

여 생성된 고유한 MAC을 메시지를 전송할 때

같이 보내게 된다. 결론적으로 세션키로 자신의

정보와 해시하여 계산한 MAC과 일치하다면 메

시지를 받게 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변조된

메시지로 간주하여 메시지를 받지 않게 되며,

그 과정은 [그림5]와 같다.

V. 실험 및 평가

이번 장에서는 알고리즘 별로 각 노드가

master에 등록되고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시간

과 오버헤드를 측정하여 제안 기법이 얼마나

합리적인 성능을 보여주는지 평가한다. 본 실험

을 진행하기 위해 ROS 분석환경과 같은

3.40GHz IntelSkylake 프로세서와 16GB RAM

이 장착 된 Ubuntu 20.04 64bit와 ROS noetic

버전에서 수행하였다. master에 등록을 원하는

subscriber 노드의 개수를 임의로 30개로 지정

하고, 노드들을 생성 및 master에게 등록요청

및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그림6]은 기존 프로토콜과 키 교환 알고리즘

을 적용한 제안 인증 프로토콜 실행 성능을 비

교한 것이다. Pre-Shared의 경우 0.562 ms,

RSA-based Method의 경우 0.665 ms,

Diffie-Hellman based Method의 경우 0.7022

ms가 소요되어 기존 프로토콜에서 소요된

0.529ms보다 각 0.033 ms, 0.136 ms, 0.1732 ms

의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총 소요

시간으로 봤을 때, 기존 프로토콜의 소요 시간

은 15.884ms 이고, 인증 프로토콜의 소요 시간

은 각 16.885 ms, 19.969 ms, 21.006 ms로 각

[그림 6] 기존 프로토콜과 MAC 적용 제안

프로토콜 실행 성능 비교

1.001ms, 4.085 ms, 5.182 ms로 약 5ms 내외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어 보안상의 한계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I. 결론

본 논문은 ROS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시지

통신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ROS의 취약

한 통신에서 데이터가 위·변조 방지를 목적으로

세션키 공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생성한 MAC

을 기반으로 한 모듈 간 인증 및 데이터 무결

성 검증을 위한 인증기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으로 제안 인증 기법의 키 공유 알고리즘을 선

별하여 소요시간에 성능평가를 통해 비교함으

로써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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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P. Kocher에 의해 제안된 차분 전력 분석

(DPA, Differential Power Analysis)은 암호용

디바이스 내부에 사용되는 고정된 키를 찾아낼

수 있는, 즉 비프로파일링(Non-profiling) 공격

시나리오에서의 효과적인 기법이다[1]. 이러한

DPA의 이론에 기반하여 차분 파형이 아닌 소

비 전력 파형과 예측 소비 전력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공격을 수행하는 상관 전

력 분석(CPA, Correleation Power Analysis)이

E. Brier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높은 성능으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2].

CPA는 분석 대상 소비 전력 파형의 샘플 수

에 따라 적게는 수천 번, 많게는 수억 번의 피

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계산이 수행되어야 한다. 분석의 기본 단위인

*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20R1F1A1074358)

피어슨 상관계수는 DPA 등에서 수행되는 연산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므

로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DPA와

비교하면 분석 시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

다. 또한 DPA는 ‘ghost peak’ 문제점 존재하고

CPA에 비해 저조한 성능을 가지며, 차분 파형

값은 피어슨 상관계수와 같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므로 절대적인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CPA는 비

프로파일링 부채널 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이러한 CPA의 단점인 분석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속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3, 4].

CPA는 독립적인 연산의 반복으로 구성되기 때

문에 GPGPU(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를 수행하는 방향으

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4년 H.

Gamaarachchi 등의 연구[3], T. Swamy 등의

연구[4]에서 GPU를 이용해 CPA를 최적화하여

CUDA 기반 병렬 처리를 통한
상관 전력 분석(CPA)의 고속 구현*

배대현,* 이재욱,** 하재철***

*, **, ***호서대학교 (대학원생, 학생, 교수)

High-Speed Implementation of Correlation Power Analysis (CPA)
Using CUDA-Based Parallel Processing

Daehyeon Bae,* Jaewook Lee,** Jaecheol Ha**

*, **, ***Hoseo University(Graduate student, Student, Professor)

요 약

상관 전력 분석(CPA)은 뛰어난 성능으로 비프로파일링 부채널 분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본 단위인 피어슨 상관계수가 소비 전력 파형의 샘플 수에 따라

적게는 수천 번에서 많게는 수억 번 계산되어야 하므로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

에서는 CPA의 독립적인 상관계수 연산 특징에 기반하여 NVIDA CUDA를 사용해 GPU 상에서

1차 및 2차 CPA를 병렬 구현한다. 실험 결과 1차 및 2차 CPA 모두 기존 CPU 기반 구현체들

에 비해 분석 시간을 수십~수백 배 단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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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성능 향상을 이룬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연

구들의 구현체는 분석 결과로 오직 키만을 반

환하기 때문에, 각 키를 가정했을 때 모든 샘플

포인트에 대한 상관계수를 분석하는 등의 추가

분석이 불가능하다. 또한, Python 등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저수준 언어인 C/C++로 구현되어 추

가 분석 및 작업시 생산성이 낮으며, 2-바이트

키를 전수조사해야 하는 고차 CPA 또한 구현

된 바 없다.

본 논문에서는 Python에서 CUDA

(PyCUDA)를 활용한 1차 및 2차 CPA를 구현

하며 기존 CPU 기반 구현체보다 분석 시간을

수십~수백 배 단축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보인다. 타 연구의 구현체와는 다르게 2-바이트

키에 대한 2차 CPA도 구현하였으며, 키 추출만

이 아닌 분석을 위한 상관계수 행렬을 반환하

도록 하고, 보다 직관적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고수준 언어인 Python에서 구현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단점인 성능 또

한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다.

II. NVIDIA CUDA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는 NVIDIA사의 GPU를 사용해 그

래픽 연산을 넘어 범용 데이터의 병렬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일반적으로

GPU를 디바이스, PC를 호스트라 칭하며, 다음

Fig. 1과 같은 흐름으로 GPGPU가 수행된다.

먼저, 병렬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호스트에

서 디바이스의 메모리로 복사한 후 GPU에 실

행 명령을 내린다. 실행 명령과 동시에 디바이

스는 수많은 코어를 활용해 병렬 연산을 수행

해 결과를 디바이스의 메모리에 저장한다. 연산

이 종료되면 디바이스 메모리에 저장된 결과

데이터를 호스트로 복사하여 연산을 마친다.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작업은 스레드(thread),

블록(block), 그리드(grid) 단위로 분할된다. 작

업의 최소 단위는 스레드이며, 스레드의 묶음을

블록, 블록의 묶음을 그리드라 한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각 블록은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SM, Streaming Multi-processor)에 할당되며,

블록 내의 각 스레드는 SM 내에서 실질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스트리밍 프로세서(SP,

Streaming Processor = CUDA core)에서 실행

된다. 각 스레드는 동일한 명령어로 구성된 커

널(kernel)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각 스레드

와 블록의 인덱스(threadIdx, blockIdx)를 이용

해 스레드마다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에

접근하여 SIMT(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s) 모델의 병렬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III. 1차 CPA의 병렬 구현

개의 샘플로 구성된 개의 소비 전력 파형

을 대상으로 1-바이트 키에 대한 일반적인 1차

CPA를 수행할 경우, 각각의 길이가 인 두 개

의 벡터에 대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연산이 × 번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번의 상관계수 연산은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어떠한 의존성도 없다. 따라서 두 벡

터에 대한 상관계수 연산을 기본 작업 단위로

하여 병렬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분석 대상 파형의 특정 샘플 포인트∈     에 해당하는 개의 소비 전

력 값들로 구성된 벡터를  , 하나의 가정 키

∈   를 이용해 계산한 개의 예측

소비 전력 값의 벡터를 라고 할 때, Fig. 2와

같은 스레드 및 블록 구성으로 병렬 연산을 수

행하는 CPA 커널을 설계한다. 즉, 1차 CPA 작

업은 GPU의 워프(warp) 크기가 32인 것과 최

대 생성 가능한 스레드, 블록 개수, 최대 차원

수를 고려하여 256개의 스레드로 구성된 개의Fig. 1. CUDA를 활용한 병렬 연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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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으로 분할된다.

이때, 각 블록은 만을 다루며, 256개의 스

레드를 통해 ∼와 각각 피어슨 상관계수

를 계산한다. 모든 블록을 통해 계산된 상관계

수 값들은 ×  크기의 상관계수 행렬에 저

장되며, 추후 호스트의 메모리로 복사된다. 즉,

다음과 같은 순서로 1차 CPA가 수행된다.

1. (Host) 예측 소비 전력 ∼ 생성
2. (H→D)  ,  복사
3. (Device)    병렬 계산

4. (D→H) 상관계수 행렬 복사

IV. 2차 CPA의 병렬 구현

두 공격 지점에 대한 중간 연산 값(IV,

Intermediate Value) 계산 함수를 각각  , 라 하며, 두 IV에 대한 마스크 값이 으로
같다고 하자. 이때 두 지점의 IV가 동일한 1-바

이트 키 와 평문 로 계산된다면,  ⊕,   ⊕를 이용해 각각의 예

측 소비 전력을 모델링 할 수 있다. 따라서

absolute-difference 등의 전처리를 수행한 파형

을 대상으로       ⊕  
전력 모델을 사용해 2차 CPA를 수행하면, 1-바

이트 키 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2차 CPA는 1-바이트 키에 대한 전력 모델  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파형의 전

처리 후, 앞선 3절의 1차 CPA 병렬 구현체를

그대로 사용해 분석할 수 있다.

반면, 마스크 값이 같은 두 지점의 IV가 서로

다른 키 와 ′로 각각 계산된다면, 두 지점의

예측 소비 전력은   ⊕와   ′ ⊕
로 계산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바이트가 아

닌 2-바이트의 키 공간을 전수조사 함으로써 2

차 CPA를 수행해야 한다. 즉, 2-바이트 키를

이용한    ′     ⊕  ′ 
전력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  전력 모델을 사용해 2-바이트

키를 전수조사해야 하는 2차 CPA 구현을 위해,

각각 256개의 스레드를 가지는 블록을 × 
형태로 배치하여 작업을 분할한다. 이때, 블록

의 배치는 그리드의 최대 차원 수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Fig.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스레드의 x 인덱스와 블록의 y

인덱스를 조합해 2-바이트 키 전체에, 블록의 x

인덱스를 통해 모든 샘플 포인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분할된 × 개의 블록은

각각의 SM에 할당되어 병렬 연산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결과는 상관계수 행렬에 저장된다.

Fig. 2. 블록과 스레드로 분할된 1차 CPA 작업

Fig. 3. 2-바이트 키에 대한 2차 CPA를 위한 블록과 스레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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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성능 분석

PyCUDA를 이용한 CPA의 성능 분석을 위

해, 단일 스레드의 C언어 구현체, 멀티프로세싱

이 적용된 Python 구현체와 성능을 비교한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의 세부 사양은 Table 1과

같으며, 본 GPU는 34개의 SM을 가지므로 34

개의 블록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다.

Category Specification

Host
CPU Intel i5-10500

(6 Cores, 12 Threads)
Memory DDR4 32GB

Device

GPU RTX 2060 Super
Memory GDDR6 8GB
# of SM 34
# of CUDA
cores 2,176

Compute
capability 7.5

Table 1. 실험에 사용된 장비 사양

5.1 1차 CPA 성능 분석

1차 CPA에 대한 성능 분석을 위해 대응책이

없는 AES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며, 30만

개의 샘플로 구성된 2,000개의 소비 전력 소비

전력 파형을 사용한다. 각 구현체 및 파형 수에

따른 CPA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실

험 환경에서는 적은 수의 파형만으로도 키를

찾을 수 있지만, 파형 수에 따른 분석 시간을

보이기 위해 2,000개의 파형을 모두 사용한다.

2,000개의 파형을 기준으로, PyCUDA를 이용한

고속 구현체는 C언어 구현체에 비해 약 55배,

Python 구현체에 비해 약 244배 분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 lang.
(CPU)

Python
(CPU)

PyCUDA

100 25.6s 82.8s 0.6s
1,000 209.9s 845.6s 3.8s
2,000 413.6s 1811.2s 7.4s


Single-thread,


multi-processing(12p.)

Table 2. 1-바이트 키에 대한 1차 CPA 결과

5.2 2차 CPA 성능 분석

2-바이트 키에 대한 2차 CPA의 성능 비교를

위해 1차 마스킹이 적용된 AES를 대상으로 실

험을 진행한다. 이때 absolute-difference 전처

리 후 1만 개의 샘플로 구성된 2,000개의 파형

을 사용한다. 2-바이트에 대한 2차 CPA의 분석

시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2,000개의 파형을

기준으로 PyCUDA를 이용한 구현체는 C언어

구현체보다 약 48배 분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Python 기반 CPA 병렬 구현체는

https://github.com/noeyheadb/pycuda-CPA에서

사용할 수 있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가장 널리 사

용되는 고수준 언어인 Python에서의 CUDA를

활용한 1차 및 2차 CPA를 구현하였다. 실험 결

과 기존 CPU 기반 구현체와 비교해 수십~수백

배로 분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제안한 구현체는 키가 아닌 상관계수 행렬 자

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Python에서 높은 생산성

및 성능으로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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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ang. (CPU)
(single-thread)

PyCUDA

100 222.5s 4.1s
1,000 1871.6s 29.2s
2,000 3689.1s 57.2s

Table 3. 2-바이트 키에 대한 2차 CP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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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PIPO[1]는 효율적인 마스킹 구현을 위해 개발된

경량암호이며 IoT 환경에서 제한된 리소스를 고려

하여 만들어 졌으며 특징적으로 비선형 연산의 수

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암호이다. 이 특징으로

PIPO는 부채널 분석 대응기법인 마스킹 기법을 효

율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PIPO는 8 비트 AVR

구현 측면에서 128 비트 키를 사용하는 다른 경량

64 비트 블록 암호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또한 다른

64비트의 경량 암호보다 마스킹에 드는 비용이 적

어 마스킹 기법을 적용하여도 실행시간의 증가가

적다. 따라서 PIPO는 제한된 리소스를 갖는 IoT 환

경에 효율적이며 적은 비용으로 부채널 대응 기법

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PIPO의 장점인

효율적인 마스킹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2byte

의 랜덤 마스크를 사용하는 효율적인 1차 마스킹

기법을 제안한다. PIPO의 비선형 연산 중 AND연

산은 ISW 마스킹 기법[2]을 사용하고 OR 연산의

마스킹은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새로운

OR 연산 마스킹은 Gross et al.[4]의 기법을 기반으

로 하였으며 기존보다 적은 명령어를 사용한다. 제

안하는 PIPO의 마스킹에 AND 연산 23개, OR연산

5개, XOR연산 46개가 추가된 Masked S-layer를

사용한다. 초기 마스크 값 생성과 입력 평문과 라운

드 키를 마스킹하는 과정과 S-layer를 제외한 나머

지 함수에서는 추가적인 연산이 없도록 구현 하였

다. 제안기법은 AVR환경에서 C 코드 구현 결과 전

체 과정에서 기본 래퍼런스 코드보다 122% 오버헤

드가 발생했고 마스크 초기화 단계를 제외한 암호

화과정에서는 2%의 오버헤드가 발생하였다.

2. 관련연구

2.1. 부채널 공격

부채널 분석이란 암호 모듈이 동작할 때 소비전

력, 전자기파 등에서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암호 설계자가 구현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비밀 관련 정보를 통해 비밀 키를 획득하는 공격

기법이다. 부채널 공격 유형 중 하나인 Correlated

임의 값 2byte를 사용하는 최적 PIPO 1차 마스킹

김현준* 심민주* 엄시우* 서화정**

*한성대학교 (대학원생), **한성대학교 (교수)

Optimal PIPO primary masking using 2 bytes of random value

Hyun-Jun Kim*, Min-Joo Sim*, Si-Woo Eum*, Hwa-jeong Seo*

*Hansung University(Graduate student)

**Hansung University(Professor)

요 약

PIPO는 ICISC 2020에서 발표된 경량 암호이다. AVR 환경에서 기존 암호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또한 PIPO는 비선형 작업의 수를 최소화 하여 효율적으로 마스킹이 가능하다. 따라서 PIPO는 제

한된 리소스를 갖는 IoT 환경에 효율적이며 적은 비용으로 부채널 대응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IPO의 장점인 효율적인 마스킹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2byte의 랜덤 마스크를

사용하는 효율적인 1차 마스킹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OR연산 마스킹을 제안한다.

PIPO의 함수 중 AND 연산 23개 , OR연산 5개, XOR연산 46개가 추가된 Masked S-layer가 사

용되고 나머지는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여 효율적으로 동작한다. AVR환경에서 C 코드 구현 결과

마스크값을 초기화 하는 단계를 제외한 암호화 과정에서 기본 래퍼런스 코드보다 2%의 오버헤드

가 발생하여 효율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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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Analysis(CPA) 공격은 조작 가능한 정보와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추측 할 비밀 키로 작업이 수

행되는 부분의 전력 소모량을 수집한다. 그리고 추

측된 비밀 키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전력 소비를

헤밍웨이트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링하고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실제 전력 소비와 비교한다.

2.2 마스킹 기법

마스킹기법은 민감한 정보에 랜덤한 값을 연산

하여 부채널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 암호화 알

고리즘의 선형 연산과 비선형 연산에는 다른 마스

킹 논리가 적용된다. 비선형 연산의 경우 선형 연산

에 비해 추가 연산이 필요하므로 속도와 메모리 소

모가 증가 할 수 있다.

3. 제안기법

제안 기법은 부울 마스킹을 사용한다. 부울 마스

킹에서 비선형 함수는 마스크 값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법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제안기법에

서 사용되는 XOR 연산과 AND 연산 그리고 OR

연산의 마스킹 기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해당 기법

을 사용하여 2byte의 랜덤 마스크 값을 사용한

PIPO 마스킹 기법을 제안한다. 논문에서 ⊕는 XOR

연산 ∧는 AND 연산, ∨는 OR 연산, m0와 m1은

랜덤 마스크 값이며 a1=m0, b1=m1, q=q0⊕q1,

m2=m0⊕m1 이다.

3.1 XOR연산의 마스킹

부울 마스킹에서 XOR연산은 추가적인 연산을

하지 않고 마스킹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다. 두 개의

마스크된 값을 XOR 하는 경우는 아래 수식과 같이

마스크값 m2로 보호될 수 있다.

q0 = a⊕m0, q1 = b⊕m1,

q = q0⊕q1 = (a⊕m0) ⊕ (b⊕m1)
= (a⊕b) ⊕ m2

XOR 연산에서 고려해야할 점은 두 개의 마스크

값이 동일한 경우이다. 이 경우 마스크의 상태가 제

거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마스크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스크 상태 m0, m1, m2의

마스크를 사용하여 동일한 마스크 상태를 같은 두

값을 연산 할 때는 마스크 값이 제거되지 않도록

변경하여 구현하였다. 두 개의 마스크 값을 XOR

하면 나머지 마스크 값이 나오므로 3개의 마스크

값으로도 쉽게 마스크의 관리를 할 수 있다.

3.2 AND연산의 마스킹

AND연산의 마스킹은 기존 PIPO와 동일한 기법

을 사용한다. 아래의 수식은 2개의 마스크를 사용하

는 기존 PIPO의 AND연산 마스킹이다.

q = a∧b = (a0⊕a1)(b0⊕b1) 

=a0∧b0 ⊕ a0∧b1 ⊕ a1∧b0 ⊕a1∧b1

q0 = a0∧b0 ⊕ m2
⊕ a0∧b1 ⊕ a1∧b0 ⊕a1∧b1

q1 = m2

연산 후의 마스크 값이 새로운 마스크 값으로 변

경 된다. 마스크 값이 동일한 경우를 고려하여 입력

되는 두 값은 서로 다른 마스킹 상태를 갖도록 하

고 연산 후의 마스크 값은 입력된 마스크 값을 서

로 XOR한 값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마스크가 없도

록 하였다.

3.3 OR연산의 마스킹

OR 연산 마스킹은 Gross et al.[3]의 AND 마스

킹 기법을 기반으로 아래의 수식과 같이 새로운

OR 마스킹 기법을 사용하였다.

q0 = a0 ∧ b0 ⊕ (a0 ∨ b1) ⊕
a1 ∨ b0 ⊕ [m0 ∨ m1] ⊕ b1 

q1 = a1 = m1

Gross et al.의 AND 마스킹 기법은 새로운 임

의의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며 AND 1개와 OR 2

개 그리고 XOR 4개를 사용하여 동작 한다. AND 4

개와 XOR 6개를 사용하는 PIPO의 기존 기법보다

적은 연산를 사용한다. [m0 ∨ m1]는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값으로 한 번의 연산으로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다.

마스킹 기법이 안전하려면 중간 연산들의 값과

관계없이 중간 연산되는 값들이 통계적으로 동일하

여야 한다. 표1과 같이 제안기법은 중간 연산의 해

밍웨이트는 감추고자 하는 비밀 값과 관계없이 동

일하다. 따라서 제안하는 OR연산 마스킹은 통계적

으로 동일하며 실제 연산되는 값들은 드러나지 않

는다.

3.4 PIPO에 대한 마스킹 적용

Shars Secrets TT(Truth table)
a0 b0 a1 b1 a b a∨b t1 t2 t3 t4 t5 t6 q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1 1 0 1 1 0
1 1 0 0 0 1 1 1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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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킹 기법에서 사용하는 랜덤 마스크 값을 생

성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제안 기법은

2byte의 랜덤 마스크만 사용하는 PIPO 마스킹을

제안한다. 또한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 라운드에서

동작하는 함수의 입력과 출력의 마스킹 상태가 일

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현에서 사용

되는 마스크의 상태는 표2와 같다.

제안기법은 마스크를 초기화하는 단계와 암호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기화 단계 에서는 알고리즘

1과 같이 랜덤한 8bit의 마스크 값 m0, m1를 생성

하고 이를 조합하여 8개의 마스크 값 생성한다. 생

성되는 마스크 m2 = m0 ⊕ m1 이고 나머지 마스

크 값은 알고리즘1의 4-10과 같이 생성된다. 이 마

스크는 라운드함수에 입력되는 값의 마스크의 상태

가 이전 라운드와 다음 라운드 동일한 마스크 상태

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며 이 값들은 라운드

키에 마스킹 된다. 라운드 키의 마스킹은 첫 64비트

는 각각 m2, m2, m2, m1, m2, m2, m2, m2로 마스

킹되고 나머지 라운드 키는 m2, m3, m4, m5, m6,

m7, m8, m9가 차례대로 마스킹된다.

암호화 과정은 먼저 입력 평문이 표2의 Masking

행의 값으로 마스킹 된다. 다음으로 마스킹된

S-Layer를 사용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 PIPO와

동일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마

스킹 상태를 제거하여 암호화가 완료된다.

Algorithm 1 initMask

Input : 8bit random value r1, r2

Output : m1,m2,m3,m4,m5,m6,m7,m8,m9

1. m0 = r1

2. m1 = r2

3. m2 = m0 ⊕ m1

4. m3 = ((m1 << 7) | (m1 >> 1)) ^ m1

5. m4 = ((m2 << 4) | (m2 >> 4)) ^ m1

6. m5 = ((m0 << 3) | (m0 >> 5)) ^ m2

7. m6 = ((m1 << 6) | (m1 >> 2)) ^ m0

8. m7 = ((m1 << 5) | (m1 >> 3)) ^ m1

9, m8 = ((m2 << 1) | (m2 >> 7)) ^ m1

10. m9 = ((m1 << 2) | (m1 >> 6)) ^ m0

4. 실험

4.1 실험 환경

비트슬라이싱으로 구현된 PIPO-64/128 대상으로

8bit 프로세서인 ATxmega128 MCU에

ChipWhisperer-Lite를 사용하여 1라운드에서 3라운

드까지의 파형을 10,000개 수집하였다.

4.2 기존 PIPO에 대한 전력 분석

PIPO는 S-box는 블록단위의 비트 슬라이싱 기

법으로 구현되어 동작한다. 이를 고려하여 S-Box

연산 후 중간값의 상위 첫 비트를 공격 대상으로

CPA 공격을 수행하였다. 그림1은 전치된 첫 번째

64비트의 라운드의 키 중 첫 8비트를 획득한 결과

이다. 추측 키 값 중 실제 키 값인 0x05에서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어 공격이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과정을 8번 반복하여 전치된 첫 번

째 64비트의 라운드의 키를 알아낼 수 있다. 알아낸

정보를 기반으로 2 라운드의 S-Box연산의 중간값

을 대상으로 공격하면 2번째 전치된 라운드 키값을

알아낼 수 있다. 획득한 두 라운드 킷값을 원래의

상태로 전치시키고 라운드 상수와 XOR하면 원래

키 값을 알아낼 수 있다.

4.3 제안 마스킹된 PIPO에 대한 전력 분석

1 1 1 1 1 1 1 0 1 0 1

TT Hamming Weight 1 3 3 1 2 2 2
0 0 0 1

0 1 1

0 1 0 0 0 1 1
0 0 1 0 0 0 1 0 1 0 1
1 1 0 1 0 1 1 0 1 1 0
1 1 1 0 1 1 1 1 0 0 0

TT Hamming Weight 1 3 3 1 2 2 2
0 1 0 0

1 0 1

0 0 1 1 0 0 0
0 1 1 1 0 1 1 0 1 1 0
1 0 0 0 0 1 0 0 0 1 1
1 0 1 1 1 1 1 0 1 0 1

TT Hamming Weight 1 3 3 1 2 2 2
0 1 0 1

1 1 1

0 1 1 0 1 1 0
0 1 1 0 0 0 1 1 0 0 0
1 0 0 1 0 1 0 0 0 1 1
1 0 1 0 1 1 1 0 1 0 1

TT Hamming Weight 1 3 3 1 2 2 2

표 1 제안 OR 마스킹의 보안성확인을 위한 진리표

X[0] X[1] X[2] X[3] X[4] X[5] X[6] X[7]
Masking m1 m0 m0 m0 m1 m0 m0 m1

ADD_RK out m0 m1 m1 m2 m0 m1 m1 m0
S-Layer out m2 m1 m2 m0 m1 m1 m2 m1
R-Layer out m2 ROL7(m1) ROL4(m2) ROL3(m0) ROL6(m1) ROL5(m1) ROL1(m2) ROL2(m1)
UnMasking m0 m1 m1 m2 m0 m1 m1 m0

표 2 제안하는 PIPO 마스킹의 각 연산 후의 마스킹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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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마스킹 기법이 1차 부채널 분석 공격에 안

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 PIPO에 대한 전력 분

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을 수행하였다. 그림2는

마스킹된 PIPO에 대한 CPA 공격 결과이다. 모든

추측키의 상관계수가 낮게 나왔으며 가장 높은 상

관계수를 나타낸 값은 실제 값과 무관하다. 따라서

제안 기법은 1차 부채널 분석에 안전하다.

그림 1 PIPO CPA 공격 결과

그림 2 제안 마스킹을 적용한 PIPO CPA공격 결과

4.4 구현 결과

마스킹기법은 기존 연산에서 오버헤드를 발생시

킨다. 제안 기법은 오버헤드 최소화를 목표로 하였

다. 제한기법의 오버헤드를 확인하기위해서 C로

구현하여 AVR 환경에서 속도 측정을 하였다.

ATmelStudio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최적화

레벨은 O2이다. 표3과 같이 동작과정에서 발생 한

클럭사이클을 레퍼런스 코드와 비교하여 오버헤드

를 측정하였다.

표 3 제안기법과 레퍼런스 구현의 clock cycle

전체 암호화 과정에서 레퍼런스 코드는

3,452clock cycle이 발생하였고 제안기법은

7,324clock cycle이 발생하여 122%의 오버헤드가 발

생하였다. 제안기법의 마스킹 초기화 단계를 제외한

과정에서는 2%의 오버헤드가 발생하였다. 마스크

초기화 단계는 암호화 이전에 수행되므로 여러 평

문의 암호화에는 적은 연산으로 동작가능하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경량암호 PIPO에 대한 효율적인

1차 마스킹 기법을 제안한다. 마스킹에는 2byte의

랜덤 마스크를 사용하여 마스킹 생성에 드는 비용

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OR연산 마스킹을

제안한다. PIPO의 함수 중 AND 연산 23개 , OR연

산 5개, XOR연산 46개가 추가된 Masked S-layer

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여 효

율적으로 동작한다. 제안기법은 CPA공격에 안전했

으며 AVR환경에서 C 코드 구현 결과 마스크값을

초기화 하는 단계를 제외한 암호화 과정에서 기본

래퍼런스 코드보다 2%의 오버헤드가 발생하여 효

율적으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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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물인터넷 기술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장비

가 물리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에 따라 암호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장치에 대한 
하드웨어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암호 알고리즘이 장치에서 동작될 때 설계자가 , 
의도하지 않은 소비 전력 소요 시간 등의 누출 , 
정보가 발생한다. 이러한 암호화 장치에서 누출
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부채널 분석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좋은 연구 결과를 

가져다 준 딥러닝 기술은 부채널 분석을 수행하
는 새로운 대안으로 도입되었다 딥러닝 기반 부. 
채널 분석 연구는 템플릿 장치에서 훈련데이터와 
해당 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공label
격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뤄졌다 하지만 . 

최근 논프로파일링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딥
러닝 기반 부채널 분석에 대한 연구가 처음 발표
되었다 논프로파일링 환경에서도 딥러닝을 활[1]. 
용한 부채널 분석이 가능함을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과 논프로파일링 부채널 공격
에 대해 살펴보고 딥러닝 기반의 논프로파일링 
부채널 분석 기술의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다.

II. 관련 연구 
딥러닝2.1 

딥러닝은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 이미지 분류 음성 인식 등 많은 분야, 
에서 적용되었다 신경망은 순차적인 데이터 표. 
현을 추상화한 계산 모델이다 패턴 인식 문제나 . 
특징점을 학습하기 위해 많은 수의 신경망을 갖

딥러닝 기반 논프로파일링 부채널 분석 기술 연구 동향 
심민주* 김현준, * 송경주, * 강예준, ** 김원웅, ** 서화정, *†

한성대학교 융합공학부* IT 대학원생( )

한성대학교 융합공학부** IT 대학생( )

*†한성대학교 융합공학부IT 교수( )

Research Trend of Deep Learning Based Non-Profiled 
Side-Channel Analysis

Min-Joo Sim*, Hyun-jun Kim*, Gyeong-Ju Song*, Yea-Jun Kang**, 
Won-Woong Kim**, Hwa-Jeong Seo*†

 *Hansung University, Department of IT Convergence Engineering 
(Graduate student)

 **Hansung University, Department of IT Convergence Engineering 
(Undergraduate student)

 *†Hansung University, Department of IT Convergence Engineering 
(Professor)

요 약
부채널 분석 분야에서도 딥러닝을 활용하여 부채널 분석을 수행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도입되었 
다 템플릿 공격 등이 포함되는 프로파일링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는데 중점. 
을 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논프로파일링 환경에서 딥러닝을 적용하는 새. , 
로운 공격 기법을 제안하여 논프로파일링 환경에서도 딥러닝을 활용한 부채널 분석이 가능함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논프로파일링 부채널 분석 기술 연구의 최신 동향과 앞으로의 . 
연구 방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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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모델을 구성하는 기계학습을 의미한다[2].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훈련 데이터셋,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증 데이터셋 사용할 모델이 결정한 후 해당 , , 
모델의 예상되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셋으로 나누어 사용된다 학습 과정. 
에서 훈련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하
며 학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검
증 데이터셋을 이용한다 이때 검증 데이터셋에 . , 
대해서는 가중치를 조절하지 않는다[3].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는 신경망 구조에는 오

토인코더 컨볼루션 신경망(AutoEncode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등이 존재한다MLP(Multi-Layer Perceptron) . 
오토인코더는 딥러닝 기술이 제안되면서 초창기
에 제시된 모델로 자율 학습에 사용하기 쉽고, , 
간단하다 는 학습 모델 중에서 구조가 간단. MLP
하여 연산 처리가 빨라 주로 차원 데이터를 처1
리하는데 사용된다 은 . CNN fully connected  

구조에서 와 layer convolution layer pooling 
를 추가한 구조로 이미지와 같은 차원 데layer 2

이터 처리에 적합하다.

논프로파일링 공격 2.2 

부채널 분석은 공격자의 환경에 따라 프로파
일링과 논프로파일링 공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프로파일링 공격은 공격할 대상의 장치와 동일하
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프로파일링 장비가 주, 
어진 환경에서 이뤄지는 공격이다 반면 논프로. , 
파일링 공격은 공격자가 고정된 비밀키 값과 알
려진 무작위 입력이나 출력을 사용하여 공격할 
대상의 장치에서 암호화가 동작할 때의 부채널 
트레이스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수행된다. 
그 다음 공격자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등을 결합하여 부Correlation Coefficient, PCC) 
채널 트레이스를 분석하여 비밀키 값에 대한 정
보를 추론한다[3].
논프로파일링 공격은 대표적으로 트레이스의 

수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집된 트레이스
를 통해 분석하는 단순 전력 분석(Simple Power 

차분 전력 분석Analysis, SPA), (Differential 
상관 전력 분석Power Analysis, DPA), 

등이 있다(Correlation Power Analysis, CPA) . 
단순 전력 분석은 단순한 파형의 모습을 관찰하
여 키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석 방법
이다 차분 전력 분석은 암호화가 발생하는 동안 . 
측정된 전력 소모량의 통계적 특성의 차이를 이
용하여 암호화에 사용된 키를 찾아낸다 상관 전. 
력 분석은 암호 장비에서 암호화 연산을 수행할 
때 누설되는 전력 소비 신호와 알고리즘의 중간
값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비밀키를 추출한다. 
차분 전력 분석과 상관 전력 분석은 암호 모듈을 
계속 동작시키고 고정된 비밀키에 다른 평문을 
입력으로 넣어 암호문을 획득한다 동시에 파형 . 
수집 장치를 통해 파형들을 수집한다 수집된 평. 
문 파형 암호문을 통해 설계된 분류 함수를 기, , 
준으로 파형 통계를 처리하여 분석한다[4].

       

III. 딥러닝 기반 논프로파일링 부채널 분 
석 기술 연구 동향

중간값과 키 분석 누출신호 탐색3.1 /

논프로파일링 환경에서 딥러닝을 적용하는 새
로운 부채널 공격 기법을 처음 제안하였다 파[1]. 
형을 입력으로 연산 대상의 중간값을 값으, label 
로 설정하여 신경망을 학습시킨다 각각의 키 가. 
정에 따라 계산한 로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label , 
올바른 키의 경우 학습이 잘 되고 반대로 연관, 
성이 없는 틀린 키의 경우 학습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을 사용한다 부채널 분석에서는 틀린 키들. 
의 중간값과 옳은 키의 중간값의 상관관계가 낮
다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키로 을 . label
계산한 중간값은 파형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만 틀린 키로 을 계산한 중간값은 파형과는 , label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활용. 
하여 신경망을 가장 잘 학습시킨 추측키는 옳은 
키로 판단하여 비밀키를 분석한다, 

DDLA(Differential Deep Learning Analysis)
는 다른 중간값과 키를 분석하는 딥러닝 기반의 
기존 부채널 분석과는 다르게 일대일 함수가 아
닌 중간값의 HW(Hamming Weight), LSB(Least 

값Significant Bit), MSB(Most Significant Bit) 
에 대해 데이터를 한 개의 의 값과 수많1(True)
은 의 값으로 데이터를 구분하는 원 핫 0(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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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딩 의 결과를 로 사(One-Hot Encoding) label
용한다 실험을 통해 값으로 를 선택. label MSB
했을 때 가장 높은 분석 성능을 갖는다고 하였, 
다. 논프로파일링 환경에서 학습된 의 첫 번MLP
째 은닉층의 가중치의 절댓값의 합을 이용하거나 

와 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누MLP CNN
출신호를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는 하나의 데이터 집합에 대한 학습 결과를 [5]
기반으로 추측키가 비밀키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 다르게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1]

한 예측의 정확도를 의미하는 모델의 일반화 성
능을 활용하여 신경망의 학습 여부를 판정하는 
기법이 제안하였다 신경망이 데이터의 분포를 . 
학습하지 못하였다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정, 
확한 측정이 불가하다 검증 데이터셋에 대label . 
한 값은 감소하지 않지만 분포 학습이 되었loss , 
다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은 높은 정확도 label
예측이 가능하여 값이 감소하다는 특징을 활loss
용하였다 신경망이 입출력을 외울 수 없게 하기 . 
위해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던 과는 다르게 [1]
분포를 학습이 가능한 정도의 데이터로 비밀키를 
획득 가능한 기법이다.

부채널 분석 기반 오토인코더 3.2 

오토인코더 를 파형의 잡음을 제(Autoencoder)
거하는 전처리기로 사용 기법이다 비지도 학[6]. 
습인 오토인코더는 뉴런 네트워크의 출력을 입력
과 유사하게 학습한다 오토인코더는 데이터를 . 
압축하거나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등의 ,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기존 노이즈 제거 오토. 
인코더는 원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새로운 노이즈 데이터를 생성
한 후 이를 뉴런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를 뉴런 네트워크의 입력
으로 사용하여 얻은 출력데이터와 노이즈를 추가
하기 전의 원본 데이터를 로 사용하여 가중label
치를 학습한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은 노이즈. [6]
가 이미 포함된 상태인 수집한 파형을 입력으로 
사용하고 이와 동일한 데이터에 해당하는 파형들
의 평균 파형을 로 사용하여 일반화가 더 잘label
되게 하는 오토인코더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전처리기로 사용하는 오토인코더의 경

우 랜덤한 마스크 값에 의해 중간 값이 변경되, 

어 마스킹 대응책이 적용된 파형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Domain 

개념을 추가한 새로운 오토인코Knowledge(DK) 
더도 제안하였다 평문을 개의 변수 벡터로 . 256
인코딩을 하는 원 핫 인코딩이 아닌 더 적은 차-
원의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진 변수의 ,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 비트 인코딩을 사용하였
다 기술을 중간에 직접 입력으로 넣음으로. DK 
써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하여 해당 기법은 label 
트레이스를 전처리하여 정보를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개념을 추가한 오. DK 
토인코더를 이용하였을 때 마스킹되지 않은 , 

마스킹이 적용된 에 의해 보AES, AES, ASCAD
호되는 에서 기존 부채널 공격에 대한 개선AES
된 성능 보였다.

부채널 분석 모델 설계3.3 

모든 추측키에 대해 학습을 시킨 뒤 학습된 , 
정도의 차이를 통해 올바른 비밀키를 찾아내는 
기법인 딥러닝 기반 논프로파일링 분석을 하기 
위해 신경망 학습모델 설계에 따라 분석 성능이 
달라진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한 올바른 신경. 
망 학습 모델 설계의 기준에 대해 설계하기 위해 
논프로파일링 분석과 소비 전력모델의 특성을 고
려한 학습모델을 제안하였다 논프로파일링 분[7]. 
석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분석할 모델이 옳
은 키에 대한 높은 학습 능력을 가져야하며 틀, 
린 키에 대해 낮은 학습 능력을 가져야한다 대. 
부분의 딥러닝 기반 부채널 분석에서 을 원label -
샷 인코딩을 사용하여 클래스 분류 형태로 분석 
모델을 학습 실험을 통해 대응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데이터 집합에 대한 논프로파일링 분석을 
수행한다 하지만 원 핫 인코딩은 클래스들의 두 . , -
데이터 값 사이에 직선식의 형태가 있는 선형관
계를 없애고 모든 클래스를 독립적인 관계로 만
드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사이에 . 
선형관계가 존재할 때 적절하지 않아 원 핫 인코-
딩이 적용된 값은 클래스들의 선형관HW label 
계가 없어져 학습에 불리하다 실험을 통해 . MLP 
기반의 학습 모델들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데이, 
터 집합에 원 핫 인코딩을 적용하지 않은 - HW 

로 학습하였을 때 가장 적은 트레이스의 수label , 
로 분석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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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에서는 마스킹이 적용된 [8] AES, 
하이딩 기법이 적용된 에 대해 AES, AES DDLA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마스킹이 적용된 . , 
의 경우 차 보다 가 효율적이었AES 1 CPA DDLA

지만 하이딩 기법이 적용된 는 공격, AES DDLA 
에 대해 비효율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여 하이, 
딩 기법은 에 대해 안전함을 보였다DDLA .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한 논프로파일링 

부채널 분석 기술의 최신 연구 동향을 알아보았
다 프로파일링 환경과는 다르게 최근에 연구가 . 
시작되고 있는 논프로파일링 환경에서의 채널 분
석 기술에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리고 의 대응책을 구현하기 위해. DDLA
서는 훈련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방법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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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94년 Shor가 제시한 양자 알고리즘을 이

용하면 RSA, ECC와 같은 대부분의 공개키 암
호들이 취약해진다고 밝혀졌다. 그에 따라 최근
에는 양자 알고리즘이 적용되어도 안전한 양자
내성 암호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NIST
에서는 2016년부터 양자 내성 암호 표준화 공
모 사업을 시작했다. 1, 2라운드를 거쳐 2020년에
7개의 Finalists, 8개의 Alternative Candidates
로 총 15개의 Round 3 후보가 발표되었다. 이
중에 본 논문에서 공격을 수행하는 대상은 Alte
rnative Candidates인 FrodoKEM이다[1].

Qian Guo. 등은 Fujisaki-Okamoto(FO) 변
환을 적용한 암호들의 암호문 비교 연산에 대
한 시간 공격으로 비밀키 도출이 가능함을 보
였다[2]. 특히, Round 2로 제출된 FrodoKEM에
대한 시간 공격으로 비밀키를 도출할 수 있음

을 보였다. 이에 따라 Round 3으로 진출하면서
제출된 FrodoKEM에는 시간 공격 대응기법이
적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Round 3에 제시된
FrodoKEM 코드의 디캡슐화 내의 암호문 비교
연산을 대상으로 전력을 이용한 공격을 수행하
여 비밀키를 복구해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
다. 공격자가 공격을 수행하여 비밀키를 찾으면
정상적인 암호문을 공개된 복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올바른 비밀 메시지를 구할 수 있다. 따라
서 공격자는 복호화한 메시지와 공개된 값들을
이용해 해당 통신에서 사용할 세션키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공격자는 정상적으로 세션키를
나누어 가진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암호 통신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복호
화할 수 있다. 특히, 비밀키는 키를 바꾸기 전
까지는 해당 키를 사용해 만든 모든 세션키를
공격자가 생성할 수 있다.

Constant-Time FrodoKEM
암호문 비교 연산에 대한 전력분석

이태호*, 한재승*, 권지훈**, 이주희**, 김수진*, 김연재*, 문혜원*, 안성현*,
심보연***, 윤효진**, 조지훈**, 한동국*

*국민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삼성 SDS,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원)

Power Analysis for Constant-Time FrodoKEM’s Ciphertext
Comparison

Tae-Ho Lee*, Jaeseung Han*, Jihoon Kwon**, Joohee Lee**, Soo-Jin Kim*,
Yeon-Jae Kim*, Hye-Won Mun*, Seong-Hyun An*, Bo-Yeon Sim***,

Hyojin Yoon**, Jihoon Cho**, Dong-Guk Han*

*Kookmin University(Graduate student, Professor), **Samsung SDS,
***ETRI(Researcher)

요 약

본 논문은 NIST가 진행하고 있는 양자 내성 암호 표준화 공모 사업 중 Round 3 후보인
FrodoKEM에 대한 전력 분석 공격을 제시한다. 후보 Key Encapsulation Mechanism(KEM)들
은 IND-CCA2 안전성을 만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중 FrodoKEM은
Fujisaki-Okamoto(FO) 변환을 사용한다. 이 변환은 디캡슐화 단계에서 복호화한 메시지로 암호
화를 수행하여 생성한 암호문과 전달받은 암호문을 비교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Qian Guo. 등은
암호문 비교 연산에 대한 시간 공격으로 비밀키 도출이 가능함을 보였고, 이에 Round 3으로 진
출하면서 새롭게 제출된 FrodoKEM에 시간 공격 대응기법이 적용되었다. 본 논문은 대응기법
이 적용된 FrodoKEM의 상수 시간 암호문 비교 연산에 대한 새로운 취약점을 이용해 비밀키를
복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ChipWhisperer UFO + STM32F3 타겟 보드에서 수집한 소모 전력
을 사용한 실험을 진행하여 Frodo-640 기준 총 개의 파형으로 비밀키를 모두 획득할 수 있
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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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FrodoKEM
[표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
한 표이다. FrodoKEM은 256-bit 비밀 메시지
을 이용해 올바른 사용자들 간의 키를 동일
하게 설정하는 알고리즘이다. FrodoKEM은 다
른 격자 기반 암호 후보들과는 달리 하나의 계
수에 의 multi-bit(-bit)를 인코딩하여 암호
문의 크기와 키의 크기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FrodoKEM은 NIST PQC 표준화 공모 사업
Round 3 후보로 안전수준에 따라 3가지 버전을
제시했다. [표 2]는 각각의 안전수준에 해당하는
FrodoKEM의 파라미터들을 나타낸 것이다.

FrodoKEM은 일반적인 Key Encapsulation
Mechanism(KEM)들과 동일하게 키 생성, 캡슐
화, 디캡슐화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디캡슐화는
IND-CCA2 안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FO 변
환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변환을 적

용한 디캡슐화의 암호문 비교 연산을 대상으로
키 복구를 수행한다.

III. 시간 공격을 이용한 키 복구[2]
Qian Guo. 등은 NIST PQC 표준화 공모 사
업 Round 2 후보 중에서도 FrodoKEM에 시간
정보를 이용한 부채널공격으로 비밀키를 분석
한 실험을 제시했다. 본 장은 해당 논문의 간략
한 내용을 서술한다.

FrodoKEM의 인코딩된 메시지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정의에서 ′과 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는
값이므로 공격자가 ′을 복구할 수 있다면 선
형방정식을 이용해 비밀키 를 복구할 수 있다.

FrodoKEM의 복호화는  에
더해진 ′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정해진다.

′    ′        ⋯ 

′   ≧     ⋯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1)의 경우, 에러가
인코딩된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
에 정상적인 복호화가 수행된다. 반면에 (2)의
경우에는 복호화에 실패하여 잘못된 메시지가
복구된다. 이 성질을 이용해  ′을 복구한다.

FO 변환을 적용한 FrodoKEM의 디캡슐화는
복호화한 메시지로 다시 암호화를 수행하여 암
호문 ′  ′′을 계산하고, 이를 기존에 전

달받은    와 비교한다. [표 3]은 NIST

PQC Round 2 후보 FrodoKEM의 디캡슐화 중
암호문 비교 연산의 reference code이다. 이때
memcmp() 함수는 다중 바이트의 메모리를 순
차적이고 효율적으로 비교한다. 바이트 단위 비
교 도중 서로 다른 값이 나오면 즉시 함수를
종료하고 이후 비교는 수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건 연산자 &&가 if 내부에서 사용될 때, C_1
부분의 memcmp()≠0이라면 C_2 부분의 비교함
수는 실행되지 않는다. 즉, C_1 부분에서의 비

용어 정의

 캡슐화에서 생성된 랜덤 행렬

 공개키 행렬

′ 비밀키 행렬

 ′ 에러 행렬  

 ′  ′의 번째 계수

 ,   ′ 행렬의 차원 수
 암호문 행렬   

 정상적이지 않은 암호문 행렬

′ 복호화한 메시지로 계산한 암호문 행렬

 계수당 인코딩되는 비트 수

 비밀 메시지

  모듈러스 로그값 모듈러스(  )

|| | 연접 비트 연산자 OR

[표 1] 용어 정의

Version 640 976 1344
Security Level 1 3 5

 640 976 1344
 8 8 8
 15 16 16
   

 2 3 4
Fail probability      

Secret key size 19888 31296 43088
Public key size 9616 15632 21520
Ciphertext size 9720 15744 21632

[표 2] 안전수준에 따른 3가지 FrodoKEM

1 : if((memcmp(C_1, C_1prime, 2 * 640 * 8) == 0 && memcmp(C_2, C_2prime, 2 * 8 * 8) == 0)

[표 3] NIST Round 2 후보 FrodoKEM의 암호문 비교 연산 (Frodo-64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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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함수의 결과에 따라 if() 함수 전체에서 수행
하는 연산의 개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위 두 가
지 함수는 경우에 따라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복호화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암호문을 하나 구하면 이때 계산되는

에러 ′의 모든 계수는 모두    보다 작다.
이 ′의 한 계수에 추가적인 에러 를 더하여
복호화가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격자의
가장 큰 목표이다. ′에 에러를 추가로 주입하

기 위해  
로 디캡슐화를 수행한다(단,

는 의 번째 계수에 를 더한 값). 이

때, ′        이면 정상적인 메시지

이 복호화되며 이를 이용해 다시 암호화를
수행한 ′은 의 번째 계수를 제외하고는

전달받은 와 동일한 값이다. 반면에    보

다 크면 정상적이지 않은 메시지 으로 복호

화되며 이를 이용해 다시 암호화한 ′는 전달받

은 와 전혀 다른 값이다.

따라서 두 경우에 암호문을 비교할 경우 두
개의 memcmp()와 if(...&&...)의 특성에 의해 시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이용해 에 따라 복
호화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구분할 수 있다.

를 1씩 증가시키며 최초로 복호화가 실패하

는 ′        을 찾으면 에러인 를

이항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의 한 계수를 복
구할 수 있다. 이를 모든 계수에 대해 반복하여
′을 모두 복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선형방
정식을 통해 비밀키 를 구할 수 있다.

이 공격에는 디캡슐화 내에서 암호문 비교
연산이 차지하는 시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복
호화가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소요 시
간의 분포가 많이 겹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분포의 겹침을 해결하여 확실하게 성공과 실패

를 나누기 위한 추가 수행 횟수가 만큼 필요
하다. 최종적으로  ′의 모든 계수를 구하는 데
에 필요한 총 수행 횟수는 차원 수×이진탐색

횟수×1344×8×11×≈ ≈ 이었다.

IV. 전력 구분 공격을 이용한 키 복구
4.1 공격 원리

FrodoKEM은 3장에서 소개한 공격[2]에 대한
대응기법들 중에서 상수 시간 구현을 채택하여
Round 3 reference code를 수정하였다. [표 4]
는 Round 3 FrodoKEM의 암호문 비교 연산 코
드이고 [표 5]는 memcmp() 함수를 대체하는
상수 시간 비교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의 공격 대상은 [표 5]의 함수 반환
값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복호화가 성공, 실패
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서 암호화를 다시 수행

하여 ′  ′′과 ′ ′′을 각각 계

산한다. verify 함수는 비교에 성공할 경우 0,
실패할 경우 -1을 반환하는 함수이다. 이때, 

부분을 비교하는 verify 함수를 보자. 복호화가
성공했을 때에는 과 ′을 비교하게 되고,

이 둘이 동일하므로 0을 반환한다. 반면에 실패

했을 때에는 과′를 비교하므로 -1을 반환

한다. 즉, 복호화가 성공했는지 또는 실패했는
지에 따라 verify의 반환값은 아래 식처럼 0과
-1로 나누어진다. (단, 여기서 은 [표 5]의
반환값인 semi_selector를 의미한다.

  
′   if SUCCESS


′   if FAILURE

해밍웨이트(HW, Hamming Weight) 소비 전
력 모델을 따르는 장치에서는 중간값의 해밍웨
이트에 비례한 전력이 소모된다. 즉, 성공했을
때는 HW(0)=0에 해당하는 전력이 소모되고 실

1 : int8_t verify(const uint16_t *Cipher, const uint16_tr *Cipher_prime, size_t len)
2 : {
3 : uint16_t semi_selector = 0
4 : for(size_t i = 0; i < len; i++)
5 : semi_selecotr |= Cipher[i] ^ Cipher_prime[i];
6 : semi_selector = (-(int16_t)semi_selector) >> (8 * sizeof(uint16_t) - 1);
7 : return (int8_t) semi_selector;
8 }

[표 5] NIST Round 3 후보 FrodoKEM의 verify 함수

1 : selector = verify(C_1, C_1prime, 2 * 640 * 8) | verify(C_2, C_2prime, 2 * 8 * 8)

[표 4] NIST Round 3 후보 FrodoKEM의 암호문 비교 연산 (Frodo-64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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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했을 경우에는 HW(-1)=8에 해당하는 전력이
소모된다. 두 경우의 소비 전력 차이가 크기 때
문에 파형 상에서의 분포가 눈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4.2 실험 결과

본 논문은 32-bit 연산 ARM Cortex-M4를
탑재한 ChipWhisperer UFO + STM32F3 보드
를 사용해 29.538 MS/s의 샘플링레이트로 최적
화 옵션 –Os(코드 크기 최적화)에 대해 수집
한 전력 파형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부채널분석은 민감 정보가 사용되는 Point of
Interest(PoI)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PoI를 찾기 위하여 Sum Of Squared pair
-wise T-differences(SOST) 값을 이용하였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단, 은 각각 집합의
평균, 표준편차,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림 1]은 복호화가 성공했을 때(set 1)와 실
패했을 때(set 0) 암호문 비교 연산이 수행되는

동안의 소모 전력 파형을 수집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파형 상에서 분포가 확연히 구
분되기 때문에 복호화 성공, 실패를 쉽게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면 2장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
라  ′  를 찾고 비밀키 를 복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공격은 분포가 확실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3장에서 언급한 가 1이 된다.

따라서 Frodo-640 기준 640×8×12×1≈개의

파형, Frodo-1344 기준 1344×8×11×1≈

개의 파형을 수집하면 에러 행렬  ′을 복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선형방정식을 통해 비밀키 를
계산할 수 있다. 즉, [표 6]의 알고리즘을 수행
하여 비밀키를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상수 시간으로 구현된 FrodoKEM
암호문 비교 연산 코드에 대해 소모 전력을 사
용한 새로운 공격을 제시했다. 복호화 성공, 실
패를 전력 파형의 분포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 적은 수의 파형으로도 비밀키 를 복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공격지점만
소개했지만 이후 논문에서는 전력 분포를 더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공격지점을 소
개하고 이 공격에 대한 대응기법을 제시할 예
정이다.

[사사]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0-0-00913, 무선 은닉채널 위
험성 검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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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Generate a valid ciphertext  




2 : for   to  do

3 : for    to  do

4 : Use the binary search to recover  ′
5 : end for

6 : end for

7 : Recover  from  ′ by solving linear equation
8 : Return 

[표 6] FrodoKEM 비밀키 복구 알고리즘[2]

[그림 1] C_1 부분의 verify 함수가 종료되어
값이 반환될 때의 파형(위)과 SOST 값이 가장
큰 시점의 분포(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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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차분 전력 분석(DPA, Differential Power

Analysis)을 비롯한 부채널 분석은 부채널 누출

정보가 디바이스 내부 연산 데이터에 의존적이

라는 사실에 기반해 암호 키를 추출할 수 있는

등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암호 스킴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1]. 그러나 부

채널 누출 정보에는 연산 데이터에 의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수행되는 명령어에 의존적인

정보 또한 포함되어 있기에 부채널 누출 정보

를 기반으로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명령어를

복구하고자 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2, 3].

디바이스의 부채널 누출 정보로부터 명령어

를 복구하는 소프트웨어를 부채널 기반 역어셈

블러(SCBD, Side Channel-Based

Disassembler)라 하며, 사용하는 부채널 누출의

종류와 명령어 복구 단위에 따라 분류될 수 있

다. 부채널 누출의 종류로는 MCU

(MicroController Unit)의 소비 전력과 전자기파

(EM, ElectroMagnetic)가 사용된 바 있으며, 복

구 단위로는 명령코드(opcode) 수준과 기계어

수준으로 시도되었다. 대부분의 SCBD 관련 연

구는 명령코드 수준에서 수행되었지만, 2019년

V. Cristiani 등이 처음으로 기계어 수준(비트

수준)의 접근을 통해 SCBD를 구현함으로써 더

욱 유연하고 리터럴(literal) 상수를 비롯한 모든

피연산자까지 완벽히 복구할 수 있는 SCBD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였다.

명령코드 수준 복구란, 각 명령코드에 따라

임의로 부여된 식별자 값을 복구하는 것이다.

이때, 명령어 템플릿 구성을 위해 특정 MCU의

문법에 부합하는 어셈블리어를 구성해야 하므

로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특정 MCU에 종속적

이다. 또한, 피연산자인 레지스터를 복구하기

위한 모델이 명령코드마다 추가로 요구되며 리

터럴 상수는 복구하기 어렵다.

기계어 수준 부채널 누설 정보 분석 및
역어셈블러 구현

배대현,* 하재철**

*, **호서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Machine Code-Level Side-Channel Leakage Analysis and
Disassembler Implementation

Daehyeon Bae,* Jaecheol Ha**

*, **Hoseo University(Graduate student, Professor)

요 약

소비 전력, 전자기파와 같은 디바이스의 부채널 누출 정보에는 내부 연산 데이터에 의존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실행되는 명령어에 의존적인 정보 또한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복구하고자 하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명령코드 수준으로 수행되었지만, 최근 명령어 패치

과정에서의 누출 정보를 이용해 기계어 수준 복구가 가능함이 검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명령코드 수준이 아닌 기계어 수준에서 부채널 누출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역어셈블러를

구현한다. 8-비트 처리 단위 MCU를 이용한 실험 결과, 임의의 명령어가 실행되는 도중 발생하

는 패치 과정의 부채널 누출 정보를 이용해 명령코드와 피연산자를 포함한 16-비트 기계어 전

체를 약 72.7%의 정확도로 복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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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계어 수준 복구는 명령어를 단순히

하나의 값으로 취급하며, 인코딩된 기계어 값

자체를 복구한다. 따라서 템플릿 구성 과정이

어셈블리어의 조합이 아닌 임의의 기계어 비트

열 생성으로 수행될 수 있어 특정 MCU에 종속

적이지 않아 유연성이 높다. 또한, 기계어에는

리터럴 상수, 레지스터 등 모든 피연산자 정보

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령코드 수준처럼 피

연산자 구분을 위한 추가 모델 및 작업이 필요

하지 않다. 그러나 명령어의 실제 실행 과정이

아닌, 상대적으로 짧은 명령어 패치(fetch) 과정

에서의 부채널 누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EM

파형과 같은 스위칭 노이즈(switching noise)가

적은 국소적인 누출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위칭 노이즈가 큰 MCU 전

체의 소비 전력 누출 정보를 이용해 기존의 명

령어 수준이 아닌 기계어 수준에서의 명령어

전체 비트에 대한 부채널 누출을 차분 파형,

SNR, TVLA, 상관계수 분석 실험을 통해 검증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딥러닝 기반 기계어

수준 SCBD를 구현하여 16-비트 전체 기계어를

약 72.7% 정도의 정확도로 복구할 수 있음을

보인다.

II. 기계어의 부채널 누출 모델

기계어 값의 부채널 누출 확인 실험을 위해

ChipWhisperer 플랫폼과 8-비트 처리 단위

MCU인 XMEGA128D4를 사용하며, 세부 사양

은 Table 1과 같다. 본 MCU는 단일 레벨 파이

프라인 기술을 사용하며, 이는 MCU가 2개의

스테이지(stage) 즉, 패치(fetch)와 실행

(execution)을 거쳐 명령어를 수행함을 의미한

다. 또한, 141개의 명령어 중 4개를 제외한 137

개의 명령어는 16-비트 기계어로 인코딩되고

이는 본 논문에서 부채널 누출을 확인하고

SCBD를 이용해 복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문헌 [3]에 따르면 기계어 값의 부채널 누출

은 명령어 패치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다음

Fig. 1과 같이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읽힌 기계

어 값이 명령어 레지스터(IR, Instruction

Register)에 쓰이는 과정에서 부채널 누출이 발

생하기에, IR를 대상으로 소비 전력 모델링을

수행해야 한다.

Fig. 1. XMEGA128의 기계어 부채널 누출

16-비트로 구성된 기계어를 이라 할 때, IR

의 소비 전력은 해밍 웨이트(HW, Hamming

Weight) 모델 , 해밍 거리 모델 ⊕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

나 본 실험 환경에서는 HW 모델이 적합함을

확인했기에, 을 IR에 대한 소비 전력

모델로 정의한다.

보다 구체적인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명

령어 비트() 구성에 따른 소비 전력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16-비트로 인코딩되

며 플래시 메모리 또한 16-비트 단위로 구성되

므로   모델을, MCU가 8-비트 처리

단위를 가지므로   또는  
모델을, 그리고 가장 저수준의 처리 단위인 비

트 단위의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이

후 3장에서는 앞서 가정한 명령어 비트 구성에

따른 소비 전력 모델을 이용해 부채널 누출을

검증한다.

Specification
Clock 7.37MHz (external)

Pipelining
Single-level
(Fetch + Execution)

# of instruction 141
Machine code

encoding format
16-bit (4 inst.×32-bit)

Table 1. XMEGA128D4의 세부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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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계어의 부채널 누출 검증

MCU의 기계어 부채널 누출을 검증하기 앞

서, 임의의 비트열로 구성된 명령어 템플릿을

생성하기 위해 다음 Fig. 2와 같이 3개의 명령

어로 구성된 시퀀스(sequence)의 소비 전력 파

형을 측정한다. 여기서 찾고자 하는 대상 명령

어는 inst.2이며, 이는 inst.1이 실행될 때 패치

됨을 주목하자. 실제 환경에서는 inst.2의 전, 후

에 다른 명령어가 실행될 것이므로 임의의 명

령어 inst.1과 inst.3을 앞, 뒤에 배치한다. 이렇

게 생성된 6-바이트 임의의 기계어 비트열

 inst,  inst,  inst은 유효성 검사를 거쳐 필

터링 후 소비 전력 파형으로 측정된다.

Fig. 3. 명령어 구성 및 측정 샘플 포인트

3.1 기계어 부채널 누출 검증 방법

기계어의 부채널 누출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는 차분 파형, 피어슨 상관계수, SNR(Signal to

Noise Ratio) 그리고 Welch’s -test를 부채널

분석 분야에 적용한 TVLA(Test Vector

Leakage Assessment)를 사용한다.

정의한 소비 전력 모델을 이라 할 때,

차분 파형과 TVLA(specific TVLA)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의 결과에 따라 구분된 2개의

파형 그룹 간 분석을 수행한다. 즉, 기계어의 
번째 비트를 의미하는 의 부채널 누출을 검

증할 경우   인 파형과   인 파

형 그룹 간 분석을, ∼번째의 기계어 비트열

에 대한 검증에는   ≻  그리고

  ≺ 을 만족하는 두 파형 그룹 간 분석

을 수행한다. 이때,  의 범위가 ∼라
하면   이다. 또한,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

용한 분석에서는  값 자체와 소비 전력

파형 간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계산한다. 마지막

으로 SNR을 이용한 분석에는 의 값에 따

라 분류되는   개의 파형 그룹을 기반으

로 SNR을 계산한다.

3.2 기계어의 부채널 누출 검증 실험 결과

앞서 제시한 4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임의의

명령어 비트열  inst에 대한 기계어 부채널 누

출 검증 실험 결과는 Fig. 3과 같다. 4가지 분

석 결과 모두 12 샘플 포인트에서 기계어 부채

널 누출이 최대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ig. 2를 기준으로 (b) 지점이며, 명령어

패치 과정에서 기계어의 부채널 누출이 발생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계어의 부채널 누

출은 1-비트 모델뿐만 아니라 8-비트, 16-비트

Fig. 2. Inst.2 명령어 대상 1-비트 단위의 기계어 부채널 누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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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그에 따른 분석 결과

는 Fig. 4와 같다. TVLA를 제외한 3가지 분석

결과 모두 1-비트 단위보다 8-비트 이상의 단

위의 부채널 누출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채널 누출이 있는 지점에서의 소비 전력

값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Fig. 2의 (b) 지점

에 해당하는 값의 분포를 inst 값에 따라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한 것이 Fig. 5와 같다.

HW 8~15를 의미하는 점선이 대체로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inst가 클 때 소비

전력 또한 크다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inst.1의 실행 시점이므로 큰 스위칭 노이즈로

인해 이상적인 값의 분포를 확인할 수는 없다.

반면, 부채널 누출을 보다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 inst.2가 아닌 inst.1에 대한 값의 분포 즉,

inst에 따른 Fig. 2의 (a) 지점에 대한 소

비 전력 값 분포를 나타낸 것이 Fig. 6이다. (b)

지점과는 다르게, (a) 지점은 아무런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inst에 따라 더욱

구분되는, 보다 이상적인 값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 대상 MCU를 기준으로, 모델이 명령어 패치 과정에서의 기

계어 부채널 누출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IV. 기계어 수준 SCBD 구현

앞선 3장의 실험을 통해 XMEGA128D4

MCU 대상의 기계어 부채널 누출을 확인했으므

로, 이를 이용한다면 기계어 수준 SCBD를 구

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딥러

닝 모델을 이용해 실제 소비 전력 파형으로부

터 16-비트의 기계어를 복구하고자 한다.

앞서 부채널 누출 검증에 사용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SCBD를 구현하며, 이는 약 18,000개

의 6-바이트 무작위 명령어 시퀀스로 구성된다.

Fig. 6. inst에 따른 소비 전력 값의 분포

Fig. 5. inst에 따른 소비 전력 값의 분포

Fig. 4. Inst.2 명령어 대상 8-비트, 16-비트 단위의 기계어 부채널 누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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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명령어 시퀀스는 29.538MS/s의 표본화

율로 10개의 소비 전력 파형을 측정하였다. 또

한, 명령어의 패치가 아닌 실행(execution) 과정

에서도 기계어의 일부 비트가 누출됨을 확인했

기에, inst.2의 패치부터 실행까지의 파형을 사

용한다. 마지막으로 소비 전력 파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nent Analysis)을 통해 전

처리된다.

SCBD는 1-비트, 8-비트, 16-비트 단위로 각

각 구현되며, 가장 간단한 딥러닝 모델인

MLP(Multi-Layer Perceptrom)을 사용한다. 모

든 모델은 500개의 노드와 ReLu 활성화 함수를

가지는 2개의 은닉 계층과 과적합 방지하기 위

한 0.5 비율의 Dropout 계층으로 구성된다. 출

력 노드는 1-비트, 8-비트, 16-비트 모델 각각

2개, 256개, 65,536개이며, 활성화함수로는

Softmax를 사용한다. 또한, 모든 모델의 손실

함수로는 교차 엔트로피 함수를, 최적화 함수로

는 Adam을 사용하였다.

총 18만 개 명령어 템플릿의 학습:검증 데이

터를 3:1 비율로 분리한 후 SCBD를 학습시킨

결과는 Table 2와 Table 3과 같다. 1-비트 단

위 SCBD의 경우, 기계어의 1-비트 단위 부채

널 누출이 존재하지만 그 정도가 낮고 독립적

이지 않아 파형과의 상관도가 낮으므로 4% 정

도의 저조한 정확도를 보인다. 반면, 8-비트 단

위 SCBD는 1-비트 단위보다 정확도가 크게 개

선되었으며, 실제 기계어의 부채널 누출 모델로

정의한 16-비트 단위 SCBD에서는 inst을
72.7%의 다소 높은 정확도로 복구할 수 있다.

한편, 타 명령어 실행으로 인한 스위칭 노이

즈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inst을 학습시킨 결과 84.7%의 정확도로 복구

할 수 있었다. 즉, inst.1 실행으로 인한 스위칭

노이즈의 영향이 크며, 이를 줄인다면 보다 정

확한 SCBD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소적인 누출이 아닌 스위칭

노이즈가 큰 MCU 전체의 소비 전력 파형을 사

용함에도 불구하고 분석 가능한 수준의 기계어

부채널 누출이 존재하며, 특히 SCBD를 통해

명령코드와 모든 피연산자를 포함한 16-비트

기계어를 72.7% 정확도로 복구하였다.

실험 환경에서의 표본화율은 클럭당 4샘플로

매우 낮으며 국소적인 누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노이즈 감소 기법을 적용해도 정확도 향

상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

다. 따라서 기존 명령코드 수준의 모델과 기계

어 수준의 모델을 혼합하여 두 복구 단위에 따

른 이점을 모두 활용한다면 더욱 정교한 SCBD

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로는 8-비

트 처리 단위 MCU 대상 SCBD의 고도화 및

보다 복잡한 파이프라인 기술과 많은 명령어

집합을 갖는 32-비트 단위 MCU 대상 SCBD를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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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
1-bit level 0.039 (≈0.817 )
8-bit level 0.401 (0.625×0.641)

16-bit level (inst.1) 0.847
16-bit level 0.727

Table 3. 1-, 8-, 16-비트 단위 기계어 복구 정확도

1  2 3  4  5  6  7  8 
79.5 79.4 79.5 79.3 81.1 79.6 79.5 79.6

9  10  11  12  13  14  15  16 
93.3 87.0 83.9 84.0 80.5 79.8 81.2 80.0

Table 2. 1-비트 단위 기계어 복구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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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양자 컴퓨터 구현 기술의 발전과 Shor 알고

리즘으로 인해 소인수분해 및 이산대수 문제

기반 암호의 해독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규모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NI

ST에서는 2017년부터 양자 내성 암호 표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20년 7월, NIST는

3라운드 진출 공개키 암호화(PKE, public key

encryotion) 및 키 교환 메커니즘(KEM, key en

capsulation mechanism)으로 격자 기반 3종, 부

호 기반 1종을 발표하였다.

Kocher에 의해 소개된 부채널 분석은 임베디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

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21-0-00724,

임베디드 시스템 악성코드 탐지·복원을 위한 RISC-V 기반 보안

CPU 아키텍처 핵심기술 개발)

드 장비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 구현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 된다. 비밀 정보 획득

을 위해 시간, 전력 소비, 전자파 방출 등의 정

보를 활용하며,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암호 알고

리즘을 대상으로 부채널 분석 방법 및 대응기

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양자 내성 암호

도 실제 장비에서 사용될 때 부채널 공격에 취

약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으며, NIST는 3라운

드 후보에 대하여 부채널 분석 대응기법이 포

함된 구현을 요구하고 있다.

격자 기반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한 다양한 부

채널 분석 결과가 존재한다. 특히, 선택 암호문

공격 관점에서 오류 수정 코드, 역 NTT(Numb

er Theoretic Transform), 메시지 인코딩/디코

딩 및 Fujisaki-Okamoto 변환과 같은 다양한

연산에 대한 취약성 검증 연구 결과가 존재하

지만, reduction 연산에 대한 취약성 검증 연구

는 수행되지 않았다. 복호화에서 reduction 연산

의 입력값도 비밀 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

CRYSTALS-KYBER Barrett Reduction 연산에 대한
선택 암호문 공격+

심보연*, 박애선**, 한동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무관), ***국민대학교 (교수)

Chosen-ciphertext Attack on
Barrett Reduction of CRYSTALS-KYBER

Bo-Yeon Sim*, Aesun Park**, Dong-Guk Han***

*ETRI(Researcher), **DSSC(Deputy Director), ***Kookmin Univ.(Professor)

요 약

본 논문에서는 NIST 양자 내성 암호 표준화 3라운드 후보인 CRYSTALS-KYBER에 대한

부채널 정보 기반 선택 암호문 공격을 제안한다. 기존 디캡슐화 과정의 역 NTT, 메시지 인코

딩/디코딩 연산 등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공격 위치로 Barrett Reduction 연

산을 활용한다. 제안하는 공격은 비밀 키 복구 공격으로, 민감 정보, 즉, 비밀 키의 계수 값에

의존해서 발생하는 Barrett Reduction 연산의 중간값을 이용한다. 전체 비밀 키를 복구하는데 K

YBER512와 KYBER768은 6개, KYBER1024는 8개의 선택 암호문만을 사용한다. ARM Cortex-

M4 프로세서에서의 실험을 통해 100%성공률로 비밀 키가 도출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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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암호문 공격을 기반으로 비밀 키가 노출될

수 있다. Xu 등은 역 NTT 이후의 연산이 취약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상세한 분석을 수

행하지 않았다 [2].

[2]에서 활용한 역 NTT 출력값은 다양한 값

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유효한 선택 암호문을

찾는데 제약이 있다. 더불어 [3]에서 사용되는 I

ncremental-Storage 취약점은 디코딩된 메시지

의 1비트 값에만 의존하므로 신호 대 잡음비를

높이기 위해 평균 전처리가 필요하며, 템플릿

구성을 위한 사전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선택 암호문 구성이 효율적

이고 부채널 정보의 유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격 위치를 제안한다. [2]에서 역 NTT

출력값을 활용한 경우 유효한 선택 암호문 유

형이 55개인 것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3154개

의 유형을 활용할 수 있다. [3]에서 해밍 웨이트

차이가 1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본 논

문에서는 해밍 웨이트 차이가 13인 정보를 활

용한다 ([2, 3]에서 암호화의 메시지 인코딩 연

산을 활용한 경우는 비교하지 않는다).

II. CRYSTALS-KYBER

CRYSTALS-KYBER는 격자 기반 KEM으로

NIST 양자 내성 암호 표준화 프로젝트 3라운

드 최종 후보이며 [표 1]은 디캡슐화 과정이다.

다항식 환   〈  〉 위에서의 연산으

로 모듈러    , 차원   을 사용한다.

NIST 보안 강도 1, 3, 5를 지원하며, 각 보안

강도에 따른 매개변수 집합 KYBER512, KYBE

R768, KYBER1024를 지원한다. 비밀 키 와 암

호문의 첫 번째 요소 는 
의 원소이고 rank

는 보안 강도에 따라 각각 2, 3, 4이다.

   ⋯    ,    ⋯    라 할 때,

와 는 의 원소이다 ( ≤   ).

III. Barrett Reduction 부채널 정보

기반 선택 암호문 공격

본 장에서는 CRYSTALS-KYBER 디캡슐화

과정의 Barrett Reduction 연산에서 발생하는

민감 정보 종속 부채널 정보 기반 선택 암호문

공격을 설명한다. 공격은 CRYSTALS-KYBER

개발자가 NIST 웹사이트에 제출한 ref, clean,

opt 코드를 대상으로 한다. 모두 C언어 기반으

로 구현되어 있으므로 전력 소비 모델이 해밍

웨이트 정보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3.1 민감 정보 종속 부채널 정보

[표 1]의 5단계에서 수행되는    mod 

연산은 poly_reduce 연산으로 [표 2]와 같이 다

항식의 각 계수 값에 대한 Barrett Reduction

연산을 수행한다. 이때, poly_reduce 연산의 입

력값은  이다. 는 NTT 도메인에서의

곱셈 연산을 통해 계산되며, Montgomery Redu

ction이 적용된 계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의 각 계수 는   ≤  ≤ 을

만족한다 ( ≤   ). 다항식 의 각 계수 는
 ≤  ≤ 을 만족하기 때문에 poly_reduce

연산의 입력값  의 각 계수    는
Message Decapsulation of CRYSTALS-KYBER [1]
In Keys  , ciphertext  ║

Out Shared key ∈

1: /*Decryption*/
2:  

3:   log 

4:    log 

5: ′    mod  

6:  ′   ′   ′║

7: /*Encryption*/
8: Sampling  ′ ′ ′ using  ′
9: ′   log ′ ′mod 

10: ′   log
 ′ ′  ′  mod 

11:   ′║′ 
12: /*Shared key derivation*/
13: if ( ′  )     ′║

14: else   ║

15: Return 

[표 1] CRYSTALS-KYBER 디캡슐화

/* congruent to a mod q in {0, ..., q} */
int16_t barrett_reduce(int16_t a)
{
int16_t t;

const int16_t v = ((1U ≪ 26)+KYBER_Q/2)/KYBER_Q;

t = (int32_t)v*a ≫ 26;
t *= KYBER_Q;
return a - t;

}
/* poly_reduce */

for(int i = 0; i < KYBER_N; i++)
r->coeffs[i] = barrett_reduce(r->coeffs[i]);

[표 2] Barrett Reduction of CRYSTALS-K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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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을 만족한다. 따라서

Barrett Reduction 연산 수행 시 발생하는 중간

값 는 입력 계수   의 범위에 따라 아

래와 같이 3가지 값만을 갖는다.

 










  if  ≤   ≤ 


 

 if  ≤    

 if   ≤    

이때, 가 비밀 키값이므로 중간값 는 민감

정보 값에 의존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중간값 가 계산되거나 사용되는 부분에

서 민감 정보 종속 부채널 정보가 발생한다.

3.2 선택 암호문 구성

민감 정보 종속 부채널 정보의 차이를 극대

화하는 선택 암호문을 구성한다. 선택 암호문

구성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설

정하였다.

1) 0과  의 해밍 웨이트 차이는 13으로

가 가질 수 있는 중간값들의 해밍 웨이트 차

이 중 가장 크다. 따라서 가 0 또는  값

만 가지도록 선택 암호문을 구성한다.

2) 공격의 용이성을 위해 는 비밀 키 하나의

계수 값에만 영향을 받도록 구성한다.

따라서  와  를 각각 다항식 와 의 

차 항의 계수라고 할 때, KYBER512의 경우

  이므로     ,   으로 선택하여

Barrett Reduction의 입력값이    가 되도

록 한다.

[표 3]과 같이 3가지 선택 암호문을 선택하였

으며, 이 외에도 사용 가능한 선택 암호문의 유

형은 3154개로 다양하다. 가 0일 때는 0, 가

 일 때는 1로 하여 수열을 만들면 [표 3]

과 같이 선택 암호문 값에 따른 의 수열이 비

밀 키의 계수 값  에 따라 중복 없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력 파형 분석을 통해 의

수열을 찾으면 비밀 키의 각 계수 값  를 찾

을 수 있으므로 을 찾을 수 있다. 을 찾기

위해 앞의 방법과 유사하게     ,   

으로 선택 암호문을 구성하면 Barrett Reductio

n의 입력값은   가 되어 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전체 비밀 키 를 찾을 수 있다. 즉,

총 6개의 선택 암호문을 이용하면 KYBER512

의 비밀 키 를 찾을 수 있다.

KYBER512와 달리 KYBER768, KYBER1024

의 경우  ∈      이고 각각    ,

  이다. 따라서 [표 3]과 유사하게 선택 암호

문을 구성하면 각각 ×  개, ×  개의

선택 암호문이 필요하다.

IV.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32비트 ARM Cortex-M4 프

로세서를 탑재한 ChipWhisperer UFO STM32F

3보드에서 [표 2] 알고리즘이 동작할 때 29.54M

S/s으로 수집한 전력 파형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인다. gcc-arm-none-eabi-6-2017-q2-update

컴파일러를 사용하였으며, 컴파일러 옵션은 속

도 최적화(높음) 옵션인 –O3을 적용하였다.

   ,   을 선택 암호문으로 KYB

ER512의 Barrett Reduction 파형을 수집한 후

PoI(points of interest)를 식별하기 위해 SOST

(sum of squared pairwise -differences) 값을

계산하여 선택한 PoI의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따르면    와   ≠를 육안으

  -3 -2 -1 0 1 2 3
      0 0 0 0      

          0 0   0 0
        0   0 0   0

sequence 011 010 001 000 110 101 100

[표 3] 선택 암호문 값과 비밀 키의 계수 값에 따른 중간값  (KYBER512)

[그림 1] PoI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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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분포 차이가 존재한

다. 따라서     ,      두

개의 선택 암호문을 이용하여 KYBER768의 

을 찾을 수 있으므로 총 ×  개의 선택 암

호문을 이용하면 비밀 키 를 찾을 수 있다. 유

사하게 KYBER1024는 총 ×  개의 선택

암호문으로 전체 비밀 키 획득이 가능하다.

[그림 2]는 3개의 선택 암호문 값에 따른 의

수열 획득을 통해 KYBER512 비밀 키의 계수

값  을 찾을 수 있음을 보인다. 따라서 EM(e

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해 P

oI를 군집화하여 100% 성공률로 전체 비밀 키

를 획득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CRYSTALS-KYBER에 대한

선택 암호문 공격을 제시하였다. 디캡슐화 과정

의 Barrett Reduction 연산의 민감 정보 종속

부채널 정보를 이용하며, 실험을 통해 100% 성

공률로 비밀 키를 복구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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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들어 5G, 10Gbps Ethernet과 같은 초

고속 인터넷의 실용화가 됨에 따라 클라우드 서

비스와 같은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한 서비스

가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생겨

남에 따라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사

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 정보 이용

시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증 방식은 사용자 인증

(User Authentication)이다. 사용자 인증에서의

신원 증명 방식에는 지식 기반(What you

know), 소유 기반(What you have) 등이 있다.

여기서 지식 기반인 ID/Password 같은 경우 주

기적으로 Password를 변경하지 않거나 외우기

쉬운 형태로 설정할 시 공격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OTP(One Time Password)[1][2] 인

증을 요구하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소유

기반에서 HSM은 OTP와 FIDO(Fast IDentity

Online) 뿐만 아니라 AES, RSA, SHA-2와 같

은 암호화 알고리즘까지 결합하여 하드웨어로

구현한 암호화 디바이스이며 높은 레벨의 암호

키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므로 지식 기반의 사

용자 인증보다 더 높은 보안 강도를 가지고 있

다. 하지만 HSM(Hardware Security Module)

에 대한 부 채널 공격(Side-Channel Attack)을

통해 모듈 내의 비밀 키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

는 사례가 발생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3].

이 논문에서는 HSM의 부 채널 공격에 대한

하드웨어 기반 키 관리 모듈의 부채널 공격 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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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10Gbps Ethernet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의 실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클라우드 서

비스와 같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으므로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

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한다. 개인 정보 이용 시 공급자가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

증 방식에는 사용자 인증이 있으며 ID/Password를 주로 이용한다. 하지만 ID/Password의

보안 취약점 때문에. 추가적으로 OTP와 같은 인증을 요구하는 서비스와 해당 인증 사항을

지원하는 HSM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HSM에 대한 부 채널 공격(Side-Channel

Attack)을 통해 비밀 키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사례 및 연구도 진행 중이며 이에 본 논문

에서는 부 채널 공격을 이용한 HSM의 보안 취약점 발견 사례와 연구를 소개하며, 모듈 개

발 동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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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연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해당 분석

결과의 결론을 내릴 것이다.

II. OTP

하드웨어 기술의 발달에 의해 무차별 대입

공격의 공격이 점차 고도화되며 많이 사용되는

암호를 이용한 ID/Password 유출 사례가 발생

함에 따라서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매번 바뀌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한 번 더 인증을 하는 기

법인 OTP 기술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OTP는

PIN number, 시간 등 OTP 값에 필요한 데이

터와 의사 난수와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새로

운 비밀번호를 만들어 내며 보안성이 뛰어나

전자 전자정부, 금융, 게임, 포털사이트 등에 사

용되고 있다.

2.1 OTP 인증 과정

OTP(One Time Password)는 유저가 서버로

부터 인증을 받을 때마다 매번 새로운 암호 키

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그림 1 Yubikey 2 구조

Yubikey 2의 OTP 구조는[4] 16-Byte 구조

이며 Private ID, usage-counter, timestamp,

session-counter, random data, CRC16

checksum으로 구성된다.

OTP 인증 과정은 OTP ID 값과 Counter 값

을 사용하여 OTP를 생성하고 이를 Login

Server로 전송한다. 이때 전송 과정에서 OTP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서버와 사용자 간에 공

유하고 있는 대칭키로 암호화를 하여 전송한다.

Login Server에서는 Public ID 값을 검증하고

Public ID 값을 사용하여 AES의 킷값을 유도

한다. 유도한 키값을 사용하여 생성한 Passcode

를 복호화 하고 CRC checksum을 확인한다. 이

후 Private ID 및 session-counter,

usage-counter를 확인하여 OTP 값을 검증한

다.

2.2 Yubikey 2 OTP 부채널 공격

부채널 공격[5]을 위해 Yubikey 2가 부착된

USB 커넥터에 저항을 부착하여 전력을 측정하

고 EM 프로브를 사용하여 128-bit AES 10라

운드의 파형을 측정했다.

그림 2 Yubikey 2 부채널 공격 지점

부채널 공격 방법은 first-order CPA(Correl

ation Power Analysis) 방법을 사용했으며 [그

림]를 보면 암호문만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 지

점은 마지막 라운드의 SBOX 출력을 선택했다.

따라서 i번째 암호문 Byte 와 추측한 키값에 의한 전력 소비 값 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위 식을 이용하여 CPA 공격을 진행했으며

전력 분석의 경우 약 4,500개의 파형이 필요했

고 전자파 분석의 경우 400개의 파형이 필요했

다.

2.3 대응 방안

하드웨어 수준에서 대응 방법은 AES에서

부채널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SBOX

연산에 대한 소비 전력값을 난수화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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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ing을 적용하는 방법과 SBOX를 섞는 방

법이 있다.

OTP 운영 수준에서 대응 방법은 동일한 대

칭키 값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AES 키값의 중

복을 제거해야 한다.

III. U2F

U2F(Universal 2nd Factor)는 온라인 서비

스 사용자 로그인에 두 번째 추가 인증을 추가

하여 사용자의 인증을 강화하고 Login Server

의 무결성 및 서버에서 키의 무결성을 보장하

며, 모바일 환경에 한정되어 있는 UAF(Univer

sal Authentication Factor)와 달리 U2F는 US

B, 스마트카드 형태의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이

용하여 추가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어 사용의

확장이 가능하다[6].

3.1 U2F 프로토콜

U2F device는 서버로부터 메시지의 해시 값

을 받고 nonce 값 k를 생성 후 ECDSA P-256

서명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공개키와 인증서를

서버로 전송한다. 서명 생성 후 사용자에 대한

인증 시 서버로부터 받은 유저의 공개키와 서

명을 받아 검증하고 검증된 결과를 서버로 전

송한다.

3.2 Google Titan Security Key 부채널 공격

Google Titan Security Key[7]는 FIDO U2F

에 대한 ECDSA를 지원한다. Double 연산과

Add 연산의 연산 속도에 따른 Timing-attack

을 방어하기 위해 더미 연산을 수행하는 부채

널 방지 기법이 적용되었다[8].

파형 수집을 위해 Titan Security Key의 외

부 패키징을 제거하고 내부의 NXP A7005a 위

에 EM 프로브를 부착하여 전자파를 측정한다.

서명 값 생성과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JavaCard ECDSA signature engine을 부착하여

생성한 서명 값 생성을 위한 메시지 값을 입력

하여 파형을 측정한다.

NXP A7005a의 ECDSA는 속도 향상을 위해

서명 검증 시 Pre-computation에서 서명 생성

을 위한 nonce 값 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
={   ⋯  ⋯}

더미 연산이 추가된 ECDSA의 서명 생성 과

정의 Scalar Multiplication의 i번째 라운드의 측

정값을 , 공격자의 복구 값을 라 하면 각 경

우 발생하는 확률 P(), P()을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P()   
1 3/8

1 2/3 0,1
0 1/3 0,0

2 5/16
2 4/5 1,0
0 1/5 0,0

3 5/16
3 4/5 1,1
0 1/5 0,0

표 1 값에 따른    값=1인 경우 =0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인 경우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probability를 Extented Hidden Number

Problem[9](EHNP)를 이용하여 nonce 값을 값

을 계산한다.

3.3 대응 방법 및 기술

Google Titan Security Key의 칩 내부 하드웨

어의 대응 방법은 Masking 기법을 적용하여 전

력, 전자파 데이터 유출을 막는 방법으로 전력,

전자파 분석을 방어할 수 있다. FIDO U2F Cou

nter를 사용하여 Key 사용에 따라 감소하는 카

운터를 사용하여 복사한 Key 값으로 로그인을

시도할 경우 인증 서버에서 카운터 값을 확인

해 인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증 시 필요한

ID/Password 대신 사용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인증 모듈의 비밀 키, nonce 값을 부채널 취약

점을 이용하여 알아내는 공격 동향을 조사했다.

암호 모듈의 하드웨어 수준에서의 대응 방법

으로는 Masking, shuffling, 더미 삽입 등이 있

고, 암호 모듈 운영 시 모듈의 ID 값과 비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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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중복 사용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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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차분 오류 공격(DFA, Differential Fault
Attack)[1]은 부채널 공격의 일종으로 암호 디
바이스가 동작할 때, 인위적인 오류를 발생시키
고 이때 발생하는 차분 정보를 통해 비밀키를
복구하는 공격이다. 차분 오류 공격은 여러 암
호를 대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대표적인
SPN 구조의 암호 AES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
격 방법이 제안되었다[2, 3, 4].
최근 부채널 공격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스

마트 디바이스 및 IoT 디바이스 환경에 적합하
고 부채널 공격 저항성을 가진 경량암호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환경
에서 성능저하를 최소화하면서 부채널 공격 대
응기법을 탑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
소개된 국산 경량암호 PIPO[5]는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PIPO
는 부채널 대응기법을 적용하여도 다른 암호와
비교했을 때, 성능저하가 적으면서 안정성 측면
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경량 블록암호이다. 본
논문에서는 PIPO에 대한 차분 오류 공격 논리
를 최초로 제안한다. 제안하는 공격은 랜덤 위

치의 단일 바이트 오류 모델을 사용하며 적은
수의 암호문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공격이다. 본
논문은 제안하는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격의 유효성을 보인다.

II. 배경지식

[표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기호에 대한
설명이다.

경량 블록암호 PIPO에 대한 단일 바이트 오류 기반
차분 오류 공격

임성혁*, 한재승*, 이태호*, 한동국*

*국민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Single-byte Fault based Differential Fault Attack
on Lightweight Block Cipher PIPO

SeongHyuck Lim*, JeaSeung Han*, Tae-Ho Lee*, Dong-Guk Han*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tudent, Professor)

요 약

5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장비 및 IoT 장비는 급진적인 발전을 맞이하였
다. 이에 따라, 이러한 환경에 적합하며 동시에 강력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경량암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암호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이에 관한 다양한 공

격기술들이 연구되고 있고 그중 물리적 정보를 이용하는 부채널 공격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공격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차분 오류 공격은 부채널 공격에서 준침입 공격의 일종으로 암호

디바이스가 동작할 때 외부에서 인위적인 오류를 유발하여 발생하는 차분을 이용하여 비밀키를

복구하는 공격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소개된 국산 경량 블록암호 PIPO에 대한 차분 오류 공
격 논리를 최초로 제안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결과를 보인다. 제안하는 공격은 상대적으로

약한 오류 모델을 이용하여 약 40~60개의 적은 수의 오류 암호문을 통해 높은 확률로 비밀키를

복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차분 오류 공격이다.

용어 설명   라운드 키 및 라운드 상수 ( 라운드)    S-Layer, P-Layer 및 Inverse P-Layer S-box 연산  PIPO 입ž출력([그림 2])의 행렬 인덱스 PIPO 입ž출력([그림 2])의 -열벡터 값 PIPO 입ž출력([그림 2])의 -행벡터 값 정상ž오류 암호문 S-Layer 입력 정상ž오류 S-Layer 출력 S-box 입력 차분 S-box 차분 테이블
|| 비트 연접 연산

[표 1] 기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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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IPO(Plug In Plug Out) [5]

PIPO는 비트슬라이스 구현을 목적으로 설계
된 SPN 구조의 암호 알고리즘으로 64비트의
고정된 평문을 대상으로 암호화를 수행한다. 키
의 크기에 따라 PIPO64/128, PIPO64/256으로
나뉘며 각각 13라운드, 15라운드로 구성된다.
PIPO의 구조는[그림 1]과 같이 화이트닝 키를
XOR한 뒤 S-Layer, P-Layer, AddRoundKey로
이루어진 라운드 연산을 반복하는 간단한 구조
를 이룬다. PIPO의 키스케줄은 단순히 비밀키
를 블록 단위로 나누어 반복 사용하며
AddRoundKey 연산을 수행할 때 키와 함께 라
운드 상수가 추가로 XOR 된다.

PIPO의 입출력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64비
트 평문을    로 정의했을 때, 다음
과 같이 행 단위로 8비트 레지스터에 나누어
저장된다.

   ×    ×      ×   ∈ 

PIPO는 비트슬라이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
므로 S-Layer 연산은 S-box 관점으로 보면
[그림 2]의 행렬에서 열 단위로 수행된다. 비트
슬라이싱 연산을 로 정의했을 때 S-Layer
연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차분 오류 공격에서

사용하는 차분 테이블은 [그림 2] 행렬에서 열
값인  의 S-box 입ž출력을 대상으로 한다.

2.2 DFA 오류 모델

차분 오류 공격은 오류 모델에 따라 공격자
가정의 강도가 달라진다. 공격자 가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단일 비트 반전 모델

2) 단일 바이트 오류 모델

3) 다중 바이트 오류 모델

공격자의 오류 위치 지정 능력 또한 공격자
의 능력에 대한 지표가 된다.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비트 모델, 한 시점에 여러 개 오류
발생시키는 다중 오류 모델일수록 그리고 오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모델일수록 공격자 가
정이 강하다.

III. DFA on PIPO

본 장에서는 경량 블록암호 PIPO에 대한 차
분 오류 공격 논리를 제안한다. 공격과정은
PIPO64/128 기준으로 서술한다.

3.1 공격자 가정

제안하는 PIPO 차분 오류 공격의 공격자는
고정키를 사용하는 PIPO가 동작하는 디바이스
를 획득하여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중간값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정상ž오류
암호문 쌍을 관측할 수 있다. 중간값을 변화시
키는 오류 모델은 랜덤한 위치의 단일 바이트
오류 모델을 가정한다. 이는 전자파 오류주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오류 모델이다.

3.2 PIPO64/128 차분 오류 공격

키스케줄에 의해 PIPO64/128은 두 개 라운드
키를 복구함으로써 비밀키를 복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논리는 총 두 번의 공격을 수
행한다. [그림 3]과 같이 13라운드와 12라운드의
S-Layer 입력에 대한 오류를 통해 
를 복구한다. 13라운드 공격(Attack 1)은 다음
과 같이 총 4개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 PIPO 암호화 구조

[그림 2] PIPO 입ž출력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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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S-Layer 입력 차분 계산

정상ž오류 암호문 쌍을 이용하여 아래
식과 같이 S-Layer 출력 차분을 계산할 수 있
다.

⊕  ⊕⊕⊕  ⊕⊕ ⊕ ⊕⊕  ⊕ ⊕ ⊕  
PIPO의 S-Layer 입력 구조로 인해 [그림 4]

와 같이 특정 비트에 반전이 발생하면 해당 비
트 열에서 출력 차분이 발생한다. 따라서 앞서
계산한 S-Layer 출력 차분의 특정 열이 0인지
아닌지에 따라 S-Layer 입력 차분을 추정할 수
있다.

2단계. 오류 발생 바이트 위치 탐색

S-Layer 입력에 발생한 오류는 바이트 위치
와 상관없이 출력의 모든 바이트에 차분을 발
생시킨다. 즉, 1단계에서 획득한 S-Layer 입력
차분을 통해 해당 차분이 몇 번째 바이트에 발
생했는지 알 수 없다. 본 단계에서는 S-Layer
입ž출력 차분 정보를 통해 실제 오류가 발생한
바이트 위치를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S-box 관점에서 S-box의 입력 차분은 오류
바이트 위치에 상관없이 1비트 차분을 가진다.
따라서 가능한 입력 차분의 크기는 1, 2, 4, 8,
16, 32, 64, 128이다. [그림 4]에서 차분이 존재
하는 열에 대한 S-box 입ž출력 차분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 ⊕  ⊕ 
1비트 차분 테이블을 이용하여 모든 에 대

하여 ⊕  를 만족하는  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차분이 존재하는 모든 비트 위
치의 열에 대한 분석으로 후보를 결정한다. [표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이트 위치 탐색
알고리즘이다. 최종 반환 값인  배열에서 1의
값을 가지는 원소의 인덱스는 오류가 주입되었
다고 판단되는 바이트 인덱스를 의미한다.

오류가 주입되었을 때, 어떤 입력 비트에 차
분이 발생하는지는 랜덤하다. 그리고 차분의 비
트 수에 따라 S-box 입력 차분이 단 하나로 결
정될 확률이 다르다. [표 3]은 입력 차분의 비트
수에 따른 입력 차분의 결정 확률을 보인다. 결
과적으로 랜덤한 위치에 단일 바이트 오류가
주입되었을 때, 약 88.4% 확률로 S-box 입력
차분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In :
0이 아닌 S-box 출력 차분   
(  0이 아닌 차분 개수)

Out:
    
(1일 때, 해당 인덱스 바이트에 오류 발생)

1 :  
2 : For     
3 : For     
4 : If     
5 :    
6 : Return 

[표 2] 오류 바이트 위치 탐색 알고리즘

입력 차분

비트 수
확정 확률

입력 차분

비트 수
확정 확률

1비트 차분 ≒30.1% 5비트 차분 ≒96.9%
2비트 차분 ≒68.3% 6비트 차분 ≒98.5%
3비트 차분 ≒85.6% 7비트 차분 99.0%
4비트 차분 ≒93.3% 8비트 차분 99.0%

[표 3] 입력 차분 비트 수에 따른 S-box 입력 차분

결정 확률

[그림 3] PIPO DFA 오류주입 위치

[그림 4] S-Layer의 입력 차분과

출력 차분 사이 관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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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S-Layer 입력 후보 결정

2단계에서 결정된 S-box 입력 차분과 출력
차분 쌍(⊕  , )에 따라  의 후보를 결
정한다. 3개 쌍에 의해 약 89.1%, 4개 쌍에 의
해 약 98.8% 확률로 유일한  값이 결정된다.

4단계. 라운드키 확정

1단계~3단계 과정을 반복하여 열 단위로
S-Layer 입력을 확정한다. 모든 열    
에 대한 분석으로 모든 입력 바이트를 확정하
고 다음과 같이 을 계산한다.

  ⊕⊕
공격과정에서 오류로 인한 입력 차분은 각

비트에 대하여 모두 요구되므로 최대 8개의 오
류 암호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3~4개 이상 바이
트 위치에 대한 오류를 통해 높은 확률로 하나
의 열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따라서 제안하는
차분 오류 공격은 약 20~30개의 오류 암호문을
통해 을 확정할 수 있다.

 복구를 위해 [그림 3]의 12라운드 공격
(Attack 2)을 수행한다. 공격과정은 앞서 소개
한 공격 논리와 같으며 추가적인 중간값 연산
외에 다른 공격과정이 추가되지 않는다. 최종적
으로 앞서 복구한  을 사용하여 비밀
키를 복구한다.

IV. 실험결과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PIPO64/128에 대한 차
분 오류 공격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보인
다. 공격 대상 라운드 S-Layer 입력의 랜덤 위
치의 단일 바이트 값에 오류를 유도하여 20개
의 오류 암호문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제안하는
차분 오류 공격을 12, 13라운드에 각각 수행하
였다. 그 결과 [그림 5]와 같이 올바른 마스터키
를 복구할 수 있었고 1000번 수행에서 931번
하나의 키로 확정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산 경량 블록암호 PIPO에
대한 차분 오류 공격을 최초로 제안하였고 시
뮬레이션을 통해 공격의 유효성을 증명하였다.
제안하는 공격을 통해 약 40~60개의 오류 암호
문으로 PIPO64/128의 비밀키 128비트를 정확히
복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하는 공격은 추
가적인 라운드 공격만으로 PIPO64/256 대상으
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본 공격은 랜덤한
위치에 단일 바이트 오류라는 현실적인 오류
모델을 가정하므로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격은 PIPO를 실제 운
용할 때, 오류주입 공격 대응기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향후 구체적인 대응기법에 관한 연구
및 전자파 오류주입 공격을 통한 실 디바이스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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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부채널 분석이란 대상 기기에서 암호 알고

리즘이 동작할 때 누출되는 전력소비, 전자파,

소리 등의 부채널 정보를 사용하여 암호 알고

리즘의 비밀값을 알아내는 분석 방법이다. 이러

한 분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암호 알고리즘에

마스킹, 하이딩 등 대응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블록암호에 대응기법을 적용하면

시간, 메모리 사이즈 등 오버헤드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채널 분석 대응기법을 효율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블록암호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0년 김한기 등은 효율적인 마스킹을 적

용할 수 있는 국산 경량 암호 PIPO(Plug-In

Plug-Out)를 제안했다[1]. PIPO는 비트슬라이스

기반 암호이며 AddRoundKey, S-Box, P-Box

3가지 함수와 라운드키 생성으로 이루어진다.

S-Box 연산은 비트슬라이스 기반이며 S-Box

입력값의 각각의 비트를 병렬적으로 연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PIPO는 상관전력분석

에서 중간값을 S-Box 출력값의 단일비트로 선

택해야 높은 분석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한재

승 등은 상관전력분석에서 비트슬라이스 기반

S-Box를 활용하여 단일비트에 따른 분석성능

( )을 예측하는 방법인 Best bit selection을

제안하였다[2].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

을 활용하여 비트슬라이스 기반 암호인 PIPO에

대한 효율적인 상관전력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두 개의 실험환경 Chipwhisperer-Lite+(Atmel

XMEGA128, STM32F3)에서 제안한 방법이 가

장 높은 분석성능을 가짐을 실험적으로 보인다.

II. 관련 연구

2.1 상관전력분석[3]

상관전력분석(Correlation Power Analysis, C

신규 블록암호 PIPO에 대한 효율적인 상관전력분석
김수진*, 안성현*, 김연재*, 문혜원*, 우지은*, 한동국*

*국민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Efficient Correlation Power Analysis for New Block Cipher PIPO

Soo-Jin Kim*, Seong-Hyun An*, Yeon-Jae Kim*, Hye-Won Mun*,
Ji-Eun Woo*, Dong-Guk Han*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tudent, Professor)

요 약

최근 부채널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채널 분석 대응기법을 적용하기에 용이한 국

산 경량 암호 PIPO(Plug-In Plug-Out)가 제안되었다. PIPO는 비트슬라이스 기반 S-Box 연산

을 사용하며 S-Box 입출력 각각의 비트들이 서로 다른 레지스터에 들어가 병렬적으로 연산하

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PIPO에 대해 상관전력분석을 수행할 때 S-Box 출력값의 단일비트를

중간값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관전력분석의 성능을 예측하는 Best bit

selection을 PIPO에 적용하여 높은 분석성능을 가지는 단일비트 중간값을 제안한다. 또한

Chipwhisperer-Lite+(Atmel XMEGA128, STM32F3) 두 개의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제안한

방법이 효율적인 상관전력분석임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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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은 암호 알고리즘 동작 중 발생하는 전력소

비와 추측키에 대한 중간값의 상관관계를 기반

으로 암호 알고리즘의 비밀키를 추측하는 분석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알고리즘

동작 시 전력소비는 해밍웨이트 모델을 따른다.

따라서 상관전력분석에서는 전력소비 집합( )
과 추측키 에 대한 중간값의 해밍웨이트 집합

(  )의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사용한다. 추측키

에 대한 피어슨 상관계수 식은 다음과 같다.

    
   

옳은키 에 대한 상관계수를 제외하고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추측키를 라고 하자. 본

논문에서는 상관전력분석의 성능지표로 와
의 상관계수의 비, 를 사용한다.

   
2.2 PIPO(Plug-In Plug-Out)[1]

PIPO는 2020년 ICISC에서 발표된 경량 블록

암호 알고리즘으로서, 효율적인 부채널 대응기

법을 적용할 수 있다. PIPO는 [표 1]과 같이 2

가지 규격을 갖고 있다.

구분
블록

사이즈

키

사이즈

라운드

수()
PIPO-128 64-bit 128-bit 13
PIPO-256 64-bit 256-bit 15

[표 1] PIPO의 규격

PIPO의 암호화 알고리즘은 AddRoundKey,

S-Box, P-Box 연산으로 이루어지며 [그림 1]

과 같이 동작한다. 사용되는 는   ≤  ≤ 
번째 8바이트 라운드키를 의미한다.

[그림 1] PIPO 암호화 알고리즘

[그림 2] PIPO S-Box 구조

2.3 S-Box 연산에 따른 중간값 선택

상관전력분석에서 분석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는 중간값과 전력 모델, 분석 지점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비트슬라이스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S-Box의 경우 출력값의 비트들이 모두

같은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따라서 S-Box 출력

값 전체의 해밍웨이트를 중간값으로 설정할 시

소비전력과 중간값의 선형성이 높아지므로 상

관전력분석에서 높은 분석성능을 기대할 수 있

다.

반면 비트슬라이스 기반 S-Box를 사용하는

PIPO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S-Box 입출력의

  ≤   번째 비트들이 같은 레지스터( )
에 들어가 병렬적으로 연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S-Box 연산 출력의 비트들이 같은

레지스터에 저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PIPO의

S-Box 연산 시  를 동작 및 연산할 때 나오

는 소비전력만 존재하며, S-Box 입출력에 대한

전력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S-Box

출력값의 전체 8-bit를 중간값으로 선택하는 것

보다 S-Box 출력값의 한 비트만을 중간값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III. PIPO에 대한 효율적인 상관전력분석

3.1 PIPO에 Best bit Selection 적용

2020년 한재승 등은 비트슬라이스 기반

S-Box 연산 입력의 전체 비트 차분에 따른 출

력 비트들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단일비트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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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력분석의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Best bit

selection)을 제시했다[2]. 제시한 Best bit

selection 방법을 PIPO의 S-Box에 적용한 결

과, 비트별 최대 상관계수   ≤   는 [표

2]와 같다. 이때 가 낮을수록 높은 분석성능

( )을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bit 0 1 2 3 4 5 6 7 1 1 0.5 0.282150 0.375 1 1 0.375

[표 2] PIPO Best bit selection 적용 결과

[표 2]에서 0, 1, 5, 6bit의 경우 가 1이므로

가 모두 1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과 같

은 단일비트를 중간값으로 설정 시 같은 상관

계수의 절댓값을 가지는 고스트키(Ghost Key)

가 발생하여 성능이 좋지 않다. 따라서 가 1

이 아닌 나머지 2, 3, 4, 7bit를 상관전력분석에

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중에서도 최소값을 가지는 3번째 비트(3bit)에서 가장 높은

분석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

라서 PIPO에 대한 상관전력분석에서 3bit를 중

간값으로 가져갈 때 옳은키를 높은 분석성능으

로 복구할 수 있다.

3.2 PIPO 마스터키 복구 방법

PIPO의 라운드키는 PIPO의 마스터키를

64-bit 단위로 나누어 생성하며, 이때 각 라운

드 상수를 XOR하여 라운드키로 사용한다.

PIPO-128 의 경우  를 복구해야 마스터

키를 복구할 수 있으며, PIPO-256의 경우 총 4

라운드를 분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한

중간값을 활용하여 PIPO-128 대한 효율적인 상

관전력분석을 시행한다.

IV.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2개의 분석 대상 칩을 사용해

PIPO-128이 2라운드까지 동작할 때의 파형을

수집한다. 자세한 실험환경은 [표 3]과 같다.

전력 수집 보드 Chipwhisperer-Lite

분석 대상 칩

Atmel XMEGA128

(8-bit 기반 프로세서) ⋯ (1)
STM32F3 Target Board for
Chipwhisperer CW308 UFO
Board
(32-bit 기반 프로세서) ⋯ (2)

샘플링 레이트 29.538 MS/s
파형 수 10,000

[표 3] 실험환경

PIPO-128 1 Round S-Box 출력값의 단일비

트를 중간값으로 선택해 를 분석한 결과, 바

이트별 는 [그림 3], [그림 4]와 같다.

[그림 3] (1)에서의 PIPO-128 1 Round 실험결과

[그림 4] (2)에서의 PIPO-128 1 Round 실험결과

또한 10,000개의 파형에서   ≤   번째 비

트를 중간값으로 선택했을 때 모든 바이트에

대한 평균 는 [표 4]와 같다.

 bit 0 1 2 3 4 5 6 7(1) 1 1 1.86 2.76 2.29 1 1 2.41(2) 1 1 1.88 3.05 2.50 1 1 2.50

[표 4] 비트에 따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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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상관전력분석에서 2, 3, 4, 7bit를 중

간값으로 선택할 때, 바이트 평균 가 1.2를

넘게 되는 최소분석파형수 이다. 두 개의 칩에

서 수집한 파형에 대해 [표 2]의 예측값과 같이

3bit에서 평균 분석성능이 가장 높으며, 
1.2를 넘는 최소분석파형수가 가장 적으므로 다

른 단일비트보다 효과적으로 상관전력분석이

가능하다.

 bit 2 3 4 7
최소분석

파형수(1)
190 170 200 190

최소분석

파형수(2)
220 160 180 170

[표 5] 비트에 따른 평균 최소분석파형수

다음으로, 마스터키 복구를 위해 분석한 
를 고정하여 을 복구한다. 이때 중간값은 2

Round S-Box 출력값의 3bit로 설정한다. [그림

5], [그림 6]은 소비전력파형에 따른 , 에
대한 상관계수이다. 이를 통해 PIPO-128의 마

스터키를 복구할 수 있다.

[그림 5] (1)에서의 1, 2 Round 분석결과

[그림 6] (2)에서의 1, 2 Round 분석결과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트슬라이스 기반 암호 PIPO

에 Best bit selection을 적용해 높은 분석성능

을 가지는 단일비트 중간값을 제안하였다. 이때

3bit를 중간값으로 설정할 시 두 개의 실험환경

에서 모두 높은 분석성능으로 라운드키를 복구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비트에 비해 적은 최소

분석파형수가 필요하므로 PIPO에 대한 효율적

인 상관전력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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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부채널 분석이란 장비에서 암호 알고리즘이

동작할 때 발생하는 전력, 빛, 전자파 등의 부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키 등의 비밀 정보

를 획득하는 기법이다. 부채널 분석은 크게 프

로파일링 분석과 비프로파일링 분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프로파일링 분석은 공격 대상 장비

와 동일한 환경의 장비로부터 프로파일을 생성

하고 공격 대상 장비에서 획득한 부채널 정보

와 프로파일 간의 매칭을 통해 비밀정보를 분

석하는 기법이다. 비프로파일링 분석은 공격 대

상 장비에서 얻어진 다량의 부채널 정보를 분

석하여 비밀정보를 획득하는 기법이다. 전력정

보를 이용한 대표적인 비프로파일링 분석으로

DPA (Differential Power Analysis), CPA

(Correlation Power Analysis)가 있다.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일종으로, 깊은 신경망

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기대하는 함수 와 유

사한 함수인  ′을 얻어내는 기법이다. 딥러닝

기법은 이미지 분류, 음성 인식 등의 문제를 해

결하는 것에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부채널

분석에서도 딥러닝을 활용한 분석 결과들이 도

출되고 있다.

딥러닝 기반 비프로파일링 부채널 분석은

2019년에 Benjamin Timon이 최초로 제안했다

[1]. 분석의 주요 아이디어는 MLP

(Multi-Layer Perceptron),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등의 신경망 구조에 전력 파

형을 입력했을 때, 추측 중간값의 전력모델값을

출력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이다. 이때, 각 추측

키별 신경망의 학습 추이를 보고 어떤 추측키

가 옳은키인지 판단한다.

본 논문은 비트슬라이스 구조 특성에 효과적

인 이진 인코딩 기반 라벨링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딥러닝 기반 분석 모델을 설계하고,

분석 결과의 기준에 대해서 제안한다. 비트슬라

이스 블록암호 PIPO[2]에 대해 제안한 딥러닝

모델을 통한 분석과 기존의 분석 기법인 CPA

비트슬라이스 구조에 효율적인 딥러닝 기반
비프로파일링 부채널 분석 - Case Study: PIPO

한재승*, 임성혁*, 이태호*, 한동국*

*국민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Deep Learning-based Non-Profiled Side-Channel Analysis on Bitslice
Structure - Case Study PIPO

JeaSeung Han*, SeongHyuck Lim*, Tae-Ho Lee*, Dong-Guk Han*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tudent, Professor)

요 약

최근 부채널 분석에 대한 이슈가 많아짐에 따라 블록암호의 설계부터 부채널 분석 대응기법

을 고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블록암호는 비트슬라이스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최근 국내에서는 부채널 대응기법 친화적인 경량 블록암호인 PIPO를 발표했다.

본 논문은 비트슬라이스 구조에 효과적인 이진 인코딩 기반 라벨링 기법을 제안함으로써, 효율

적인 딥러닝 기반 비프로파일링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사분위수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비프로

파일링 분석의 성공기준에 대해 제안한다. 이를 실제 PIPO64/128 공개 데이터 집합에 적용하여

1라운드 분석을 수행했고, 기존의 통계기법인 CPA(Correlation Power Analysis)의 결과와 비교

하여 효율성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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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한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한다.

II. 배경지식

2.1 PIPO[2]

PIPO는 2020년에 발표된 경량 블록암호이며,

비트슬라이스 구조로 설계됐다. PIPO는 64-bit

블록크기를 가지고, 8-bit 단위 S-Box를 사용

하며, 마스터키 크기에 따라 PIPO64/128과

PIPO64/256를 제공한다. 비트슬라이스 구조의

블록암호는 S-Box 연산이 비트 간 논리연산으

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여러 번의 S-Box 연산

을 논리연산 들을 통해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실제 동작 시에도

S-Box 입출력 단위가 아니라 각 S-Box 입출

력들의 i번째 비트들을 모은 값을 i번째 바이트

로 연산 및 저장하는 특징이 있다.

2.2 CPA

CPA는 고정된 키에 대한 다수의 파형과 그

에 대한 평문 정보를 이용해 키를 분석하는 비

프로파일링 분석 기법이다. 먼저 각 추측키별로

중간값의 소비전력 값과 실제 전력 파형과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고, 가장 높은 상관계수

를 갖는 추측키를 옳은키로 분석한다. 일반적으

로 중간값으로 S-Box와 같은 비선형 연산의

출력값을 사용하는 것이 분석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소비전력 값은 소프트웨어 구현

기준으로 HW(Hamming Weight) 모델이 적합

하다고 알려져 있다.

2.3 MLP

MLP는 다수의 퍼셉트론을 하나의 층으로 하

여,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신경망 구조이

다. 각 퍼셉트론은 이전 층으로부터 각 입력 데

이터와 가중치의 곱의 합과 바이어스 값을 더

한 뒤, 비선형함수인 활성함수를 거쳐서 다음

층에 출력하는 구조이다. MLP는 현재 층의 각

퍼셉트론이 다음 층의 퍼셉트론과 모두 연결되

어있는 완전연결구조이며, 크게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된다. 다량의 데이터와 그에 대

한 답인 라벨 값들이 주어지면 이 데이터 집합

을 통해 MLP 구조를 학습시킬 수 있고, 이를

지도학습이라 한다. 지도학습의 학습과정은 학

습 데이터에 대한 라벨 값과 실제 MLP 신경망

의 출력값을 손실함수를 통해 벌점을 계산하고,

벌점을 통해 신경망의 가중치 및 바이어스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4 딥러닝 기반 비프로파일링 분석

딥러닝 기반 비프로파일링 분석은 각 추측키

별로 파형과 추측 중간값 데이터로 MLP 등의

신경망 모델을 지도학습 시킨 뒤, 추측키별 학

습 결과를 보고 가장 잘 학습된 신경망을 갖는

추측키를 옳은키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때,

분석의 통계기법이 피어슨 상관계수로 고정돼

있는 CPA와 달리, 딥러닝 기반 분석은 학습모

델의 신경망 구조, 손실함수, 활성함수 등에 따

라 학습의 성능이 크게 좌우된다. 한재승 등은

AES에서의 딥러닝 기반 비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라벨링 기법에 따라서도 분석 성능이 크

게 좌우됨을 보였다[3].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단일비트 라벨링 기법보다 인코딩되지 않은

HW 라벨링이 분석 성능 측면에서 우월함을 실

험적으로 입증했다.

III. 비프로파일링 분석 모델 설계

본 절에서는 PIPO에 대한 각 비프로파일링

분석 실험에서의 중간값, 분석구간, 분석기준

등에 대해 정의한다. 그리고 딥러닝 기반 비프

로파일링 분석에 대해 비트슬라이스 구조의 특

성을 이용한 라벨링 기법과 분석의 성공기준을

제안한다.

3.1 PIPO CPA

한재승 등은 비트슬라이스 블록암호에 대한

CPA에서 중간값으로 S-Box 출력의 단일비트

모델이 분석에 적합함을 보였고, 각 단일비트별

분석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했다[4]. [표

1]은 [4]의 방법을 통해 구한 PIPO S-Box의 비

트별 CPA 예측성능 값이다. 이 S-Box 출력

의 MSB (Most Significant Bit), 이 LSB

(Least Significant Bit)이고  값이 낮을수록

높은 분석 성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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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0.5 0.28 0.38 1.0 1.0 0.38

[표 1] PIPO S-Box의 비트별 CPA 예측성능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IPO CPA에서 비
트를 중간값으로 채택했다. 본 논문에서는 옳은

키의 상관계수를 자신을 제외한 가장 높은 상

관계수로 나눈 ratio 값이 1.2 이상일 때 분석에

성공했다고 판단한다.

3.2 PIPO 딥러닝 기반 비프로파일링 분석

비트슬라이스 구조인 블록암호는 동작 시 실

제 S-Box 입출력 단위를 1비트씩 끊어서 사용

하기 때문에 파형을 한 시점 단위로 보는 CPA

에서는 단일비트 중간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다. 하지만 딥러닝 기반 비프로파일링 분석은

CPA와 달리 파형의 한 시점에 대한 분석이 아

닌 입력된 파형 전체에 대한 분석이므로 비트

슬라이스 구조에서도 S-Box 출력 전체를 중간

값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3]에

서 제안한 방법대로 S-Box 출력의 HW를 라벨

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비트슬

라이스 구조의 특성을 이용한 라벨링 기법을

제안한다.

한 시점에 S-Box 출력의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일반 구조와 달리 비트슬라이스 구조에서

는 여러 시점에 각각의 S-Box 출력 비트의 전

력정보가 있다. 따라서 S-Box의 출력의 모든

비트를 다 학습에 사용하면서, 각각의 비트별로

학습될 수 있는 이진 인코딩 기반 라벨링 기법

을 제안한다. S-Box 출력 8-bit를으로 표현하면 제안하는 라벨

링 과정과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즉, 신경망의 출력은 8개로 S-Box 출력의 각

비트를 의미하게 된다. 각 비트별 손실함수 값

을 모두 더한 값이 최종 손실(loss)가 되고, 각

추측키별로 loss의 값이 낮을수록 잘 학습됐다

고 판단한다.

기본적인 분석과정은 모든 추측키에 대해 각

각 학습을 수행한 뒤, 가장 낮은 loss 값을 갖

는 추측키를 옳은키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CPA와 같이 가장 높은 값 두 개의 비율인

ratio로써 분석 성능을 측정할 수도 있다. 하지

만 CPA에서의 상관계수와 달리 loss 값은 값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CPA와 같은 1.2의

ratio 수치로 분석 성공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모든 추측키들의 사

분위수를 이용한 이상점 탐지 기법을 적용해

분석의 성공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먼저 256개의 추측키에 대한 loss 값들을 오

름차순으로 정렬한 뒤, 64, 128, 192번째의 loss

값을 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키 분석 성

공기준인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옳은키가 가장 낮은 loss값을

가지며, 그 값이 위의  값보다 낮을

때, 분석이 성공했다고 판단한다.

IV. PIPO64/128 비프로파일링 분석

본 논문은 PIPO64/128의 공개 데이터 집합

ㄸ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5]. 공개 데이터

집합은 10,000개의 PIPO64/128 동작 전력 파형

과 그에 대한 평문 및 암호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데이터 집합에 대한 1라운드키 분석을

수행했다.

4.1 CPA 결과

3.1절의 내용과 같이 1라운드 S-Box의 출력

값 중 비트를 중간값으로 1라운드키 8바이트

를 분석했다. 10개 단위의 CPA를 통해 분석 성

공기준인 ratio 1.2가 넘는 최소 분석 파형 수를

각 바이트별로 구했다. [표 2]는 CPA 최소 분

석 파형 수 결과이다. 가장 큰 바이트는 390개,

평균 187개의 최소 분석 파형 수를 가졌다.

Byte 1 2 3 4
최소 분석 파형 수 160 140 260 140

Byte 5 6 7 8
최소 분석 파형 수 110 390 100 200

[표 2] PIPO64/128 1라운드키의 CPA 최소 분석
파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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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딥러닝 기반 비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3.2절에서 제안한 라벨링 기법과 분석 성공기

준을 적용하여 비프로파일링 분석을 수행했다.

사용한 신경망 구조는 [표 3]과 같다.

Layer Node (in, out)
Kernel

initializer
Input (2200, 2200) -
Dense (2200, 200) he_normal
ReLU (200, 200) -
Dense (200, 8) he_normal
Sigmoid (8, 8) -

[표 3] 분석에 사용한 신경망 구조

학습은 Adam Optimizer (learning rate :

0.0001)을 사용했으며 배치 크기 100으로 1,000

epoch 만큼 수행했고, 학습 전에 전력 파형 값

을 (–1, 1) 사이로 정규화시켰다. [그림 1]은 파

형 110개를 사용해서 1라운드키 1바이트를 분

석한 결과이다. 옳은키가 다른 추측키들에 비해

실제로 낮은 loss 값을 가지고, 그 값이보다 낮으므로 분석에 성공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파형 110개를 사용한 1라운드키
1바이트의 분석 결과

[표 4]는 분석 파형 10개 단위의 딥러닝 기반

비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구한 최소 분석 파

형 수 결과이다. 최소 분석 파형 수가 평균 106

개로 CPA와 비교하여 약 1.76배 적었다. 또한,

CPA에서 가장 분석 성능이 낮은 6바이트 기준

으로는 최소 분석 파형 수가 3배 이상 적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Byte 1 2 3 4
최소 분석 파형 수 100 100 120 120

Byte 5 6 7 8
최소 분석 파형 수 100 120 90 100

[표 4] PIPO64/128 1라운드키의 딥러닝 기반 분석
최소 분석 파형 수

V. 결론

본 논문은 비트슬라이스 구조에 효과적인 라

벨링 기법을 제안함으로써, 효율적인 딥러닝 기

반 비프로파일링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딥러

닝 기반 분석에서의 분석 성공기준에 대해 제

시했다. 그리고 실제 비트슬라이스 구조를 갖는

경량 블록암호 PIPO의 공개 데이터 집합에 대

해 제안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비프로파일

링 분석을 수행했다. 같은 데이터 집합에 대한

CPA 결과와 비교해 평균 1.76배에서 크게는 3

배 이상의 향상된 분석 성능을 보였다. 이는 딥

러닝 기반 비프로파일링 분석이 분석 성능 측

면에서 기존 통계기법보다 더 효과적임을 입증

한다. 향후, 제안한 모델의 고차분석 적용 및

기존 라벨링 기법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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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은 애플리케이션의 제어 흐름을  Control-flow attack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 의도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 방어 기법들은 런타임에 애. Control-flow attack 
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거나 미리 계산된 적절한 상태 
집합과 비교함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제어 흐름을 적절한 
실행 흐름으로 제한한다 기존 방. Control-flow attack 
어 기법들은 성능 향상을 위해 빠른 알고리즘 기법과 
추가적인 하드웨어 구현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 
기존 방어 기법들은 분석을 위해서 소스 코드 또는 De

정보를 필요로 하고 적용에 많은 비용이 드는 문bug , 
제로 인해 실제 산업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1].
최근 캐시 사이드 채널 공격 탐지 연구에서 캐시 사이 , 
드 채널 공격과 의 관계성을 밝혔으System utilization
며 더 나아가 매 공격마다 발생하는 , Cache set distri

의 특이 패턴을 기반으로 캐시 사bution of evictions
이드 채널 공격 탐지 기법이 연구됐다 캐시 사이드 [2]. 
채널 공격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 흐름을 조작
하여 에 데이터 충돌을 일으Last Level Cache (LLC)

* 이 성과는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2021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NRF-2021R1A2C2014428).

킨다는 점에서 과 유사성을 보인Control-flow attack
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운영체[3, 4, 5]. , 
제가 실제 메모리에 적재하는 데이터의 양과 프로그램
의 실행에 따른 실제 메모리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하면 
공격에 따른 메모리 데이터 및 사용량의 변화가 정I/O 
상 흐름에 비해 큰 변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캐시 사이드 채널 공격 탐지 연구 방법 
을 탐지 연구 방법에 Control-flow attack System si

을 기반으로 새롭게 적용하였de channel information
다 새롭게 적용한 기법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
! 을 활용한 System side channel information Cont

탐지 기법은 기존의 분석 기법 보rol-flow attack 
다 경량화된 동적 탐지 시스템으로 실제 산업에서 , 
필요로 되는 실시간 제어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 새롭게 을 활용한 System side channel information
탐지 기법 프로토타입을 프로그램Control-flow attack 

의 프로세스를 하는 를 통해 구현했다Profiling Thread .
! 약 번의 실험을 번 수행하였다1,600 Profiling 1,000 . 
실험 결과로 발견된 System side channel informa
과 관계성을 활용하여tion Control-flow attack , Sy

변동 패턴 비교 stem side channel information 
및 분석을 통하여 을 탐지했다Control-flow attack .

기반 System Side Channel Information Control-flow 
탐지 기법 설계 및 구현Attack *

김선권*, 진홍주**, 이지원**, 이동훈**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보안학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Control-flow Attack Detection 
Method Using System Side Channel Information

Seon Kwon Kim*, Hongjoo Jin**, Jiwon Lee**, Dong Hoon Lee**

*Graduate School of Cyber Security,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요 약
최근 방어 기법 연구들은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공격 분석 비용을   Control-flow attack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어 기법들의 새로운 하드웨어 구현 및 알고리즘 기법은 . , 
실제 산업에서의 공격 분석 및 비용 문제에 있어 효용성이 여전히 떨어진다. System side channel information
은 실행 중인 시스템 및 프로세스가 발생시키는 정보이다 본 논문은 기존 방어 기법들의 문System utilization . 
제를 해결하기 위해 을 활용한 경량화된 탐지 기법을 새롭게 제안한다 새롭게 System side channel information . 
구현한 탐지 기법은 분석 프로그램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과정에 를 통해 동적으로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Thread

정보를 한다 특히 이 정상 프로그I/O, Memory, Context switch Profiling . , System side channel information
램의 제어 흐름에서는 정상 패턴을 보이다가 이 발생하게 되면 특이 변동 패턴을 보인다는 Control-flow attack
것을 약 번의 실험을 번 수행하여 확인했다 실제 을 활1,600 Profiling 1,000 . System side channel information
용한 패턴 비교를 통해 특이 변동 구간을 분석하고 을 탐지했다Control-flow att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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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ckground
2.1 Control-flow attack
 은 제어 흐름을 변경하기 위해 Control-flow attack
다양한 메모리 오류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실행을 제어
하는 공격이다 특히 섹션 의 공격 시나리오인 [6]. , 4 Re

은 공격자가 turn Oriented Programming (ROP) [8]
프로그램 내에 코드를 삽입하지 않고 프로그램 주소 공
간에 이미 존재하는 명령어들 중 명령어로 끝, Return 
나는 일련의 명령어들을 연결하여 프로그램의 제어 흐
름을 조작하고 임의의 실행을 유도하는 공격이다. 

2.2 System Side Channel Information
 은 컴퓨터 시스템System side channel information
과 프로세스에서 측정 가능한 정보System utilization 
로 시스템 을 통해 현재 실행 중, Monitoring, Profiling
인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CPU, , , 
크 사용 비율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7]. , 
과 프로세스가 발생시키는 System side channel info

은 수행 작업에 따라 변동을 보인다rmation .

3. System Side Channel Information 
기반 공격 탐지 기법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System side channel inform

기반 공격 탐지 기법은 프ation Control-flow attack 
로그램 실행에 발생하는 중 사용자System utilization 
가 지정한 정보를 탐지하기위해 메인 로부터 서Thread
브 를 생성하여 주기적으로 프로세스를 Thread Profilin
한다 탐지에는 시스템 g . System utilization Profiling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프로세스가 사용하
는 메모리양 프로세스에 발생하는 수, Context switch , 
프로세스의 정보를 한다I/O Profiling . System side c

패턴 비교를 통해 얻은 특이 변동 hannel information 
구간을 분석하여 을 탐지한다Control-flow attack .

3.1 System utilization 
 섹션 에서 하는 특성은 4 Profiling System utilization 
다음과 같다.
! 프로세스에 할당된 고유한 Unique Set Size (USS): 
메모리 공간으로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해제된다, .

! 다른 프로세스들과 Proportional Set Size (PSS): 
공유된 메모리 공간으로 공유 프로세스 간에 균등, 
하게 메모리 공간이 나눠진다. 

! 파일 시스템과 별개로 프로그램의 스Anonymous: 
택 및 힙에 대해 생성되는 가상 메모리 공간이다.

! 프로세스에 할당된 메모리로 디스Private clean: , 
크에서 적재된 이후 수정되지 않은 메모리이다.

! 프로세스에 할당된 메모리로 디스크Private dirty: , 
에서 적재된 이후 수정된 메모리이다.

! 여러 프로세스와 공유된 메모리로Shared clean: , 
디스크에서 적재된 이후 수정되지 않은 메모리이다.

! 프로세스에서 수행 Context switch - voluntary: 
한 자발적 수이다 프로세스가 필요Context switch . 
로 하는 자원이 사용 불가능한 상황일 때 발생한다.

! 프로세스에서 수행Context switch involuntary: – 

한 비자발적인 수이다 프로세스가 Context switch . 
정해진 를 넘었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프Time slice
로세스에 의해 전환이 생기면 발생한다.

! 프로세스가 수행한 누적된 읽기 작업Read count: 
수로 읽기 관련 수를 포함한다, System call .

! 프로세스가 수행한 누적된 쓰기 작업Write count: 
수로 쓰기 관련 수를 포함한다, System call .

! 프로세스가 수행한 읽기 관련 총 바이Read chars: 
트의 양이다.

! 프로세스가 수행한 쓰기 관련 총 바Write chars: 
이트의 양이다.

3.2 탐지System utilization 
탐지를 위해  System utilization Python psutil libra

를 사용한다 공격 시나리오 소스 코드는 ry . Python pr
를 통해 실행하며 이를 을 ocess() , Python threading

통해 한다 생성된 는 을 통해 Profiling . Thread psutil
공격 시나리오 소스 코드 프로세스의 System utilizatio
을 한다 시나리오 소스 코드를 공격하기 위n Profiling . 
해 미리 계산된 를 시나리오 소스 코드 프로세Payload
스에 입력하여 공격 전 후에 따른 , System utilization
을 출력한다 출력 결과로 얻은 . System side channel 

의 패턴 비교를 통해 특이 변동 구간을 분information
석하고 을 탐지한다Control-flow attack .

4. Control-flow Attack Profiling
실험은 가상 환경의  Ubuntu 20.04.2 LTS (GNU/Linu

에서 수행하였으며x 5.4.0-73-generic x86_64) , Profili
프로그램이 시나리오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동안 약 ng 
번의 을 수행한다1,600 System utilization Profiling .

실험 내용4.1  
실험에서 사용한 공격 시나리오는 에 따른  ROP

을 고려한다 시나리오 소스 코드  Control-flow attack . 
는 언어로 작성됐으며baby-rop C , x86_64-linux-gnu

의 를 포함한다 코드 실행 시 몇 가지 문libc-2.31.so . , 
구 출력과 함께 두 개의 입력을 받고 이를 출력한 후 , 
종료된다 공격 시나리오는 가 가능한 . Buffer over flow
두 번째 입력에 가젯을 페이로드로 입력하고 공격 ROP , 
성공에 따른 값이 출력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다Flag . 
본 논문에서는 번의 실험을 수행하였으1,000 Profiling 
며 각 실험에 따른 결과가 공격 발, System utilization 
생에 따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특이 패턴을 , 
확인한다 공격 발생 확인은 공격 성공 시에 파일 . Flag 
접근으로 생기는 프로세스의 수 증가 File descriptor 
시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출력을 통해 . , Profiling 
공격 시점의 를 확인함으로 알 수 있다Profiling Index .
실험 결과4.2 

사용자 프로그램 의도에 공격자 의도가 개입함에 따라  
의 필요 데이터에 메모리 적재가 증가 또는 감소하CPU

며 가지 변화, 15 System side channel information 
를 발생시킴을 확인 했다 그림 은 . 1 System side cha

의 특이 변동의 변화량만을 명확히 nnel information
나타내기 위해 값에 절대값과 스케일링을 Z-Score [2] 
활용하여 사용 했다 는 관찰치와 평균과의 차. Z-Score
이를 표준 편차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 특정 관찰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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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다 그림 는 의 . 1-a baby-rop Pr
이다 후반부의 공격 발생 전 후ivate clean . Profiling , 

를 비교하면 정상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수정되지 
않았던 전용 메모리 사이즈가 특이 변동했다 그림 . 1-b
는 의 이다 후반부의 baby-rop Private dirty . Profiling 

그림 1 의 가지 항목에 따른 변동 추이 System side channel information 15 System utilization 

공격 발생 전 후를 비교하면 정상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 
동안 수정한 전용 메모리 사이즈가 특이 변동했다 그림 . 
는 의 이다 후반부1-c baby-rop Anonymous . Profiling 

의 공격 발생 전 후를 비교하면 정상 프로세스를 실행, 
하는 동안 가상 메모리 사이즈가 특이 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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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의 이다 후반부1-d libc-2.31.so PSS . Profiling 
의 공격 발생 전 후를 비교하면 정상 프로세스를 실행, 
하는 동안 전체 공유 메모리 사이즈가 특이 변동했다. 
그림 는 의 이다1-e libc-2.31.so Shared clean . Profili
후반부의 공격 발생 전 후를 비교하면 정상 프로세ng , 

스를 실행하는 동안 수정되지 않았던 공유 메모리 사이
즈가 특이 변동했다 그림 는 의 . 1-f libc-2.31.so Privat

이다 후반부의 공격 발생 전 후를 비e dirty . Profiling , 
교하면 정상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수정한 전용 메
모리 사이즈가 특이 변동했다 그림 는 . 1-g libc-2.31.so
의 이다 후반부의 공격 발생 전Anonymous . Profiling , 
후를 비교하면 정상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가상 메
모리 사이즈가 특이 변동했다 그림 는 . 1-h Context sw

이다 후반부의 공격 발생 전itch-voluntary . Profiling , 
후를 비교하면 정상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프로세
스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터미널과 메모리 에 따른 I/O C

수가 특이 변동했다 그림 는 ontext switch . 1-i Conte
이다 후반부의 공격 xt switch-involuntary . Profiling 

발생 전 후를 비교하면 정상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 
프로세스가 운영체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행한 터미널
과 메모리 에 따른 수가 특이 변동I/O Context switch 
했다 그림 는 전체 메모리 정보 가운데 이다. 1-j USS .  

후반부의 공격 발생 전 후를 비교하면 정상 Profiling ,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프로세스에 할당된 고유한 
메모리 사이즈가 특이 변동했다 그림 는 전체 메모. 1-k
리 정보 가운데 이다 후반부의 공격 발PSS . Profiling 
생 전 후를 비교하면 정상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 
프로세스에 할당된 공유 메모리 사이즈가 특이 변동했
다 그림 는 프로세스 정보 가운데 . 1-l I/O Read count
이다 후반부의 공격 발생 전 후를 비교하면 . Profiling , 
정상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프로세스의 메모리 I/O
를 포함한 전체 읽기 수가 특이 변동했다 그림 I/O . 1-
은 프로세스 정보 가운데 이다m I/O Write count . Pro

후반부의 공격 발생 전 후를 비교하면 정상 프로filing , 
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프로세스의 메모리 를 포함한 I/O
전체 쓰기 수가 특이 변동했다 그림 은 프로세I/O . 1-n
스 정보 가운데 이다 후반I/O Read chars . Profiling 
부의 공격 발생 전 후를 비교하면 정상 프로세스를 실, 
행하는 동안 프로세스의 메모리 를 포함한 전체 I/O I/O
가 읽은 메모리양이 특이 변동했다 그림 는 프로세. 1-o
스 정보 가운데 이다 후반I/O Write chars . Profiling 
부의 공격 발생 전 후를 비교하면 정상 프로세스를 실, 
행하는 동안 프로세스의 메모리 를 포함한 전체 I/O I/O
가 쓴 메모리양이 특이 변동했다. 
특이 변동 메모리 특성의 실험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공격 발생. , 
으로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양이 증가함을 보인다. 
실제 올라온 데이터 외에 추가적인 제어 흐름으로 인해 
필요 데이터가 적재됐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공격 . , 
발생으로 프로세스의 가 증가함을 볼 Context switch
수 있다 정상 프로세스 수행에 비해 필요로 하는 메모. 
리 가 빈번히 발생하여 프로세스 전환이 많이 발생I/O
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메모리 카운터가 공. , I/O 
격 발생으로 증가함을 보인다 메모리에 대한 작업. I/O 
이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 변화로 인해 프로세스의 메모
리 접근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 System 

의 특이 변동은 공격 패턴 side channel information

탐지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 Control-flow 
을 탐지하는 기법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attack .

5.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에 따른  Control-flow attack System 

결과인 utilization profiling System side channel in
이 공격 발생 전 후에 차이가 있음을 실험을 formation , 

통해 보였다 특히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 변화는 프로. , 
그램의 의 정상 패System side channel information
턴과 비교하여 특이 패턴을 나타냄을 확인했으며 특이 , 
패턴 분석을 통해 을 탐지했다 이Control-flow attack . 
를 통해 본 논문은 에 있어 , Control-flow attack Syst

의 특이 패턴 기반 탐지 em side channel information
기법이 실제 산업에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본 논문은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통해 보다  , Ato
한 측정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mic System utilization 

깊은 공격과의 연관성을 연구할 것이며 제안된 기법을 ,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 시스템과 비교를 통해 
제안 기법의 성능 및 오버헤드에 대한 면밀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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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미국의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사

의 랜섬웨어 감염사고로 인한 석유제품의 공급

망 문제로 사회적 대혼란이 발생하였다. 이 사

건으로 인해 산업제어시스템(Industrial Control

System)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지만, 랜섬웨어 해제를 위해 해킹범죄

조직에 500만 달러를 지불함에 따라 공격자들

에게 좋은 먹잇감으로 인식하게 만든 좋지 않

은 사례로 남게 되었다.

산업제어시스템은 국가 중요 기반시설

(Critical Infrastructure) 설비 및 산업공정 등의

작업 공정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발

전, 전력, 가스, 정유, 석유화학 분야 등에 널리

사용된다. 산업제어시스템은 최적 운전과 최소

다운타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범

용 운영체제와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아닌 시스

템 제조사 자체적으로 개발한 운영체제와 프로

토콜을 사용할 뿐 아니라 인터넷 연결 없이 별

도의 네트워크로 고립된 환경에서 운영되어 왔

다. 이러한 특성들로 일반 IT시스템들에 비해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운영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원격운영 및 관리 요구

의 증가, 센서를 통해 수집한 공정 운전 환경

정보에 대한 분석 요구 등으로 인터넷, 업무 네

트워크와 연결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

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된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제어시스템

을 기업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 안전한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영역과 레벨을 분류하여 계층화

한 네트워크 참조모델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현

장의 시스템 담당자들은 내가 운전하는 시스템

을 네트워크 참조모델의 어느 레벨에 위치시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시스템 배치 위

치선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PERA(Purdue

Enterprise Reference Architecture) 모델에 대

한 이해가 없는 현장 담당자들도 시스템의 안

Purdue Enterprise Reference Architecture 기반
시스템 최적 배치 결정 방법론

김경호* 김후언* 김휘강**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고려대학교 (교수)

Purdue Enterprise Reference Architecture-Based System
Optimal Deployment Decision Methodology

Kyoung Ho Kim* Hoo Eon Kim* Huy Kang Kim*

* School of Cybersecurity, Korea University

요 약

과거 독립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었던 산업제어시스템들이 인터넷 및 기업 네트워크와 연결

이 증가하면서, 보다 안전하게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층화된 네트워크 참조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정작 산업제어시스템 담당자들은 관련 지식 부족으로 인해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의 배치 위치를 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Purdue

Enterprise Reference Architecture(PERA) 모델에서 최적의 시스템 배치 위치를 결정할 수 있

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공정부서의 현장 담당자들도 쉽게 시스템의 배치 위

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사례 제시를 통해 개발한 방법론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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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배치 위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

을 제시하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이 유효한지에 대해 표준문서 등

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II. 산업제어시스템 구조화 참조 모델

네트워크 설계 시 보안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다. 네트워크의 가용성과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악성코드, 네트워크 장애 등 다양한 요

인에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분할한다. 각 분할된 네트워크는 공

통 기능과 중요도에 따라 그룹화할 수 있고 중

요도를 고려하여 공통 보안요구사항을 식별하

여 적용할 수 있다.

산업제어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퍼듀(Purdue)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PERA를 활용하였으며, PERA는 장치와

장비를 계층 기능으로 분할하여 네트워크 구조

에 대한 이해를 쉽게 구성한 참조모델로, 이 모

델을 기반으로 ISA(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ation)-99 위원회 및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62443 산업 사이

버 보안 프레임워크는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을

위해 [그림 1]과 같은 논리적 프레임워크를 개

발하였다[1][2].

2.1 Purdue Model

퍼듀모델은 아키텍처 환경의 엔티티 간의 중

요한 관계를 정의하고 해당 환경을 지원하는

일관된 표준 또는 사양 개발을 위한 참조 시

활용된다.

이 모델은 산업제어시스템 요소를 6 레벨로

나눈다. 레벨 4, 5는 생산관리시스템인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나 공정 모

니터링 등 공정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 일반 IT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이

메일 서버 등이 위치한다. 레벨 3.5는 산업용

(Industrial) DMZ 역할을 수행하며 상위 엔터프

라이즈 영역에 위치한 시스템들과 하위영역에

위치한 시스템들 간의 트래픽 제어를 통해 데

이터 및 서비스 교환을 통제하는 버퍼 영역이

다. 레벨 3은 최종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워크플

로우 관리와 관련된 기능을 포함하며, 물리적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제어와 관련된 기능을

가진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등 레벨 2에 위치한 산업제어시스템들이 생성

한 원시 데이터 및 정보를 레벨 4에 위치한 시

스템들로 전달하여 활용하기 위해 전처리 작업

을 수행한다. 레벨 1은 물리적 프로세스를 감지

하고 조작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된다.

레벨 0는 실제 물리 프로세스 및 프로세스 장

비에 직접 연결된 센서(Sensor) 및 액추에이터

(Actuator)가 포함된다.

2.2 영역(Zone)과 콘듀잇(Conduit)

영역은 공통 보안 정책을 공유하는 논리적

또는 물리적 자산 그룹을 말한다. 영역을 구분

한 목적은 불필요한 통신을 제한하고 영역 내

에서 최소 보안 수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

이다. 산업제어시스템의 장애는 안전과도 직접

연계가 되는 바,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계장시스

템(Safety Instrumented System)이 위치한 안

전영역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모든 영역 간 통신은 통신채널 보호를 위해

서 정보 흐름 통로인 콘듀잇(Conduit)을 통해서

그림 1. Plant Logical Framework based

on Purdu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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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콘듀잇은 영역의 보안 위험과 기능

분석을 통해 보안 기능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구현하여 안전한 통신을 보장한다. 퍼듀모델에

서 설명한 레벨 간 통신은 아래 표1과 같이 기

본 규칙을 가지고 접근통제 관리한다. 단. 레벨

3.5에 위치한 점프서버(Jump Server)를 통해 레

벨 2이하의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점검 등은 별

도 예외로 하여 필요 시에만 허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III. 시스템 최적 배치 결정 방법론 및

검증

3.1 시스템 최적 배치 결정 방법론

안전한 산업제어시스템 운영을 위해 퍼듀 모

델을 채택하였다면, 운전 중인 시스템 교체 시

혹은 신규로 시스템을 도입할 때 적합한 영역

에 위치시켜야 한다. 기존 운영시스템은 변경으

로 인한 공정 운전 장애 발생 위험이 큰 바 공

정을 셧다운하고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턴

어라운드 정비 시기를 이용하여 재배치하는 것

을 권고한다. 그림 2는 PERA 모델 기반에서

시스템의 최적 배치 위치 결정 방법론을 제시

하고 있다.

최적 배치 방법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필요항목은 레벨 2 이하

의 시스템에 접근 필요 여부에 대한 확인이다.

레벨 2 이하에 위치한 시스템에 접근이 필요하

지 않으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위치시킨

다. 해당 시스템이 레벨 2와 연결이 필요하다

면, 두 번째는 사용자 PC의 접근 필요여부에

대한 확인이다. 사용자 PC의 직접 접근이 필요

한 경우 해당 시스템은 레벨 3.5인 산업용

DMZ에 위치시킨다. 사용자 PC로부터 접근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레벨 2 네트워

크와의 상호 연결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개 이상의 레벨2 네트워크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은 레벨 3에 위치시키고, 아니

라면 각 Cell/Area 영역에 위치시키면 된다. 이

로써 수직 분할인 레벨에 대한 선택이 완료되

었다.

수직적 네트워크 분할 (Vertical Network

Segmentation)을 고려한 시스템 위치 선택이

완료되면, 이후 수평적 분할 (Horizontal

Network Segmentation)이 필요하다. 같은 레벨

에 있더라도 시스템의 성격이 다르면 분할된

별도의 네트워크 대역에 시스템을 위치시키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예를 들어 산업용 DMZ를

구성할 때 보안서비스용 DMZ, 애플리케이션

DMZ, 레벨 4인 엔터프라이즈와 인터페이스를

위한 DMZ 등으로 구분하여 통제하는 것을 권

고한다.

3.2 검증

본 논문에서는 공정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

는 데이터 히스토리안(Data Historian) 서버의

위치를 제안한 방법론을 통해 식별하고,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SP (Speical Publication) 800-82

의 5.8.1 [3]에서 설명하는 데이터 히스토리안

서버의 위치와 비교하여 제안한 방법론이 타당

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Conduit
Source Network

Lv. 4
Lv.

3.5
Lv 3 Lv.2 Lv 1

Lv.4 √ √
Lv.3.5 √ √ √
Lv.3 √ √ √

Lv.2 √ √ √

Lv.1 √ √

표 1. Inter-Network Communication

그림 2 System Optimal Deployment Decision

Methodology based on Purdu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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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안은 산업제어 시스템 내의 모든 프

로세스 정보를 로깅하기 위한 중앙집중식 데이

터베이스이며, 저장된 태그(Tag)정보를 분석하

여 프로세스 제어에서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계

획 수립까지 다양한 분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 히스토리안은 크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

과 히스토리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구분된다.

히스토리안은 레벨 2이하에 위치한 시스템들

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연결이 필요하다.

히스토리안 시스템의 배치 위치를 보면 첫째,

우선 사용자들에게 수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

므로 정보제공용 히스토리안은 산업용 DMZ에

위치해야 한다. 정보제공용 히스토리안은 레벨

3에 위치한 통합 히스토리안과 실시간 복제를

통해 동기화시킨 후 읽기 전용모드로 운영한다.

둘째, 다수의 Cell/Area에 위치한 산업제어시스

템으로 태그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OSI사의 PI

나 Capstone 사의 데이터팍(DataParc)과 같은

통합 히스토리안 시스템은 레벨 3에 위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장은 다수 벤더의

산업제어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서

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벤더 제품들의

상호 간 데이터 해석은 불가능하다. 이에 OPC

(OLEDB for Process Control) 서버를 통해 여

러 벤더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해석해서 저장한

다. 셋째, Cell/Area 내에 정보를 수집하는

Vendor 제공 히스토리안은 레벨 2에 위치한다.

IV. 결론

산업제어시스템을 대상으로 정교한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인 대응을 위해 다단계 방어체계 구축이 필수

적이다. 다단계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가장 기

본이 네트워크 계층 분할이며, 산업제어시스템

을 위한 네트워크 분할 방법은 PERA 모델이

주로 활용된다.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전문가라면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보안성 및

운영성을 모두 고려하여 시스템의 최적 배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는 OT 보안전문가가 부족할 뿐 아니라, 산업제

어시스템의 보안 중요성에 대한 경영층의 인지

부족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산업제어시스템

및 OT시스템에 대한 도입은 공정 부서 담당자

가 수행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는 현장부서 담

당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해당 담당자들은 산업

제어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해당 지식에 대해 질의할 대상도 찾지 못해 업

무 수행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제어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채택한 PERA 모델 기

반에서 최적의 시스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방법론이 유효한

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히스토리안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검증하였다. 이러한 검증 절차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이 퍼듀 모델을 잘 알지 못

하는 현장담당자들도 아주 쉽게 최적 시스템

배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상당히 의미있는 방법론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연구와 함께 최근 보안 위협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제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보안시스템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보안

시스템 설치로 인한 장애 우려로 현장담당자들

이 설치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좀 더

안전하게 보안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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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 CPS)은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와

의 융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CPS

는 다수의 센서, 엑추에이터, 제어기기들이 네

트워크로 연결되어있고, 물리 세계 정보를 습

득, 가공, 계산, 분석하여 그 결과를 센서, 엑추

에이터 시스템을 통하여 물리 세계에 적용한다.

CPS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2003년 미국 오

하이오주 Davie-Besse 원자력발전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공격하여 안전 감시 시스템이 5시간

동안 운행정지 되었으며 2008년 터키에서 석유

송유관 카메라 통신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

하여 석유 압력 변조로 폭발 사고를 유도한 사

례도 있다. 2015년 우크라이나에서 전력 발전소

에 악성코드 침투로 인해 제어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되어 8만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기도 하

였다. 과거에는 국가기반시설, 국방기반시설, 산

업기반시설 등이 폐쇄망으로 운영되어 물리적

인 공격이나 조작 실수가 피해 사례의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침해사고는 전력, 수자원, 교통, 원자력,

국방,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

하고 있으며,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다. 따라서

CPS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피해로 이어

질 수 있기에 CPS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SWaT 테스트베드 데이터 세

트를 이용하여 비정상행위를 정확하게 탐지하

고 다양한 공격을 탐지했는지를 비교분석 하였

다.

II. 배경지식

2.1 순환신경망

SWaT 테스트베드 데이터셋을 활용한
비정상행위 탐지 성능 비교

황종배*, 장세창**, 장재원**, 고성용**, 하재철***

*, **, ***호서대학교 (대학원생, 학생, 교수)

Comparison of anomaly detection performance using
SWaT testbed datasets

Jongbae Hwang*, Sechang Jang**, Jaewon Jang**,
Sungyong Ko**, Jaecheol Ha***

*, **, ***Hoseo University(Graduate student, Student, Professor)

요 약

CPS(Cyber-Physical Systems)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공격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기계학습 기반의 비정상행위 탐지가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CPS

보안 연구는 보안상의 이유로 데이터가 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실제 CPS에 실험하는 것

은 불가능하기에 개발 기법의 검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SUTD(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의 iTrust 연구소에서

SWaT(Secure Water Treatment) 테스트베드를 구성하고 36가지의 공격을 수행한 데이터

세트를 공개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순환신경망 3가지를 구현하여 비정

상행위를 탐지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메트릭인 Recall과 Precision은 범위 기반 비정상행위를 평

가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RR, RP, TaR, TaP를 구현하여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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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

RNN)은 인공 신경망의 한 종류로, 유닛간의 연

결이 순환적 구조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이는

시계열 데이터와 같이 동적 특징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신경망 내부에 상태를 저장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주로 사용하는 MLP, CNN과 같

은 순방향 신경망과 달리 내부의 메모리를 이

용해 시퀀스 형태의 입력을 처리할 수 있다[1].

따라서 순환 인공 신경망은 음성 인식과 같이

시변적 특징을 지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적

용할 수 있다[2]. 간단한 RNN은 장기 의존성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

델이 훈련하고, 오차가 역전파됨에 따라 현재

타임 스텝에 가까운 오차의 가중치가 과거 타

임 스텝의 가중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게

이트 순환 유닛(Gated Recurrent Units, GRU)

과 장단기 기억(Long Short-Term Memory,

LSTM)이 발표되었다.

LSTM은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고안된 아키텍처이다. 망각 게이트(forget

gate)라 부르는 게이트를 추가했으며 이 게이트

를 통해 역전파 시 기울기 값이 급격하게 사라

지거나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3].

GRU는 2014년에 처음으로 발명되었으며, 출

력 게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LSTM에 비해

더 적은 수의 매개변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음성 인식 분야에서 LSTM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다[4].

2.2 SWaT 테스트베드

J. Goh 등은 2015년 SUTD(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의

iTrust 연구소에서 SWaT(Secure Water

Treatment) 테스트베드를 구성하고 총 36가지

의 공격을 수행한 데이터 세트를 공개하였다.

공격은 크게 보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SSSP(Single Stage Single Point) 공격 유형은

하나의 단계에 대하여 하나의 데이터를 조작한

공격이며 SSMP(Single Stage Multi Point) 공

격 유형은 하나의 단계에 대하여 다수의 데이

터를 조작한 공격, MSSP(Multi Stage Single

Point), MSMP(Multi Stage Multi Point)는 다

수의 단계에 대하여 각각 단일, 다수의 데이터

를 조작한 공격이다. 밑의 표는 어떤 유형에 몇

개의 공격이 있는지 정리한 것이다.

Attack

Category
Number of attacks

SSSP 26
SSMP 4
MSSP 2
MSMP 4

Table 1. Number of attacks per category

Fig. 1.은 SWaT 테스트베드의 각 프로세스

별 구성도로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P1은 원수(RAW water)를 탱크에

공급하여 저장하는 단계이다. P2는 원수의 질을

조정하며 P3에서 여과막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한다. P4는 자외선을 이용하여 잔여 염소를

제거한다. P5는 P4에서 전달받은 물을 역삼투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무기물을 걸러내며, 마

지막 프로세스인 P6에서 물 분배 시스템에 최

종적으로 생산된 물을 방류한다[5].

Fig. 1. SWaT testbed process overview

2.3 평가 요소

본 논문에서는 설계한 딥러닝을 평가하기 위

해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을 사용했

다. 오늘날 기계학습 모델을 평가하는 표준 메

트릭스인 정밀도와 재현율을 1950년대부터 존

재해 왔다. 정밀도와 재현율은 다음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여기서 TP, FP, FN은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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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s, false positives, false negatives의

수).

Pr 
····(1)

 
····(2)

반면 시계열 데이터의 이상징후를 탐지할 때

공격을 관측해 보면 범위 기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수행되는 공격도 있

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수행되는 공격도 존

재한다. 이를 기존의 메트릭스인 정밀도와 재현

율을 사용하여 평가하면 정확하게 평가되었다

고 볼 수 없다.

N. Tatbul 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에 범위 기반 정밀도(Range-based Precision,

RP)와 범위 기반 재현율(Range-based Recall,

RR)을 발표했다[6]. 범위 기반 정밀도, 재현율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 ×  ···(4)

  

 if  ∩≥ 
  ···(5)


×   ∩

···(6)
   if    ∈  

···(7)

Pr 
   Pr 

···(8)

Pr   ×  × 
···(9)

위의 RR, RP는 범위 기반 평가 방법이긴 하

지만 한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사이버

공격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정상적으로 구동하

지 않을 수 있다. 공격이 끝난 직후 공격의 영

향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W. S. Hwang 등은 공격은 끝났지만, 공격

의 여파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범위를 모호한

인스턴스로 설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TaP(Time-Series Aware Precision),

TaR(Time-Series Aware Recall)을 발표했다

[7]. TaP와 TaR 역시 범위 기반 평가 지표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0)

 
   ∈and

∈ ≥ 
···(11)

  ∩ ′ ···(12)

 ′  ∈′∩′  ′ 
′

···(13)

  ×∈min∈  ···(14)

 × ×  ···(15)

     
∈ and

∈ ≥ 
···(16)

  ×∈∈  ···(17)

III. 실험 및 비교분석

3.1 실험 과정

SWaT 테스트베드 데이터 세트는 비정상행

위가 없는 데이터 2가지 버전과 비정상행위가

포함된 데이터 1개가 주어진다. 비정상행위가

없는 데이터 v0는 데이터를 추출할 때 30분 동

안 물을 탱크에 저장하고 v1은 탱크에 물을 저

장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본 실험에는 v0 데이

터를 이용하여 학습했다.

Fig. 2.는 본 실험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해당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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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본 전처리 이후 특정 타임 스텝(t)만큼 잘

라서 ts, x_train, y_train, train_label을 만드는

작업이 Sliding Window에서 수행된다. 이때 가

장 적절한 t값을 찾기 위해 15, 30, 60, 90으로

설정하여 실험했다.

모델은 대표적인 순환신경망인 RNN,

LSTM, GRU 3개를 tensorflow2.0을 이용하여

설계했다. RNN, LSTM, GRU 모두 한 개의 양

방향 레이어로 구성하여 설계했으며 활성화 함

수는 기본값으로 사용했다. Loss함수는 MSE를

사용했고 optimizer로 Adam을 사용하여 설계했

다. 별도의 활성화 함수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는 tensorflow2.0의 경우 순환신경망을 설계할

때 7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cuDNN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환신경망은 일반 모델과 달리 학습에 사용

되는 입력의 다음 시점을 예측한다. 모델에서

나온 결과는 비정상행위를 예측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하여 Fig. 2.

에서 보듯이 Labeling 과정이 필요하다.

Labeling 과정에서 예측한 레이블과 데이터 세

트에서 제공하는 실제 레이블을 만든다. 이후

Evaluate에서 Precision, Recall, RP, RR, TaP,

TaR을 계산한다. RP, RR을 계산할 때   
로 설정했으며 는 각각 Flat bias와 Front-end

bias를 사용했다. TaP, TaR을 계산할 때는        으로 설정했다.

Fig. 2. Experimental process

3.2 실험 결과 비교분석

Table 2는 t를 15, 30, 60, 90으로 설정했을

때 결과이다. Table 2를 살펴보면 t에 따라서

각 다른 TaR과 TaP를 확인할 수 있는데 t가

증가할수록 TaR, TaP 값이 좋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t가 90일 때 RNN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GRU의 경우 TaR의 값이 0.43

으로 다른 기법과 같은 결과를 보였지만 TaP값

이 0.10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타임 스텝을

여러 가지로 가정하고 진행한 실험을 통해 데

이터에 따라 적절한 타임 스텝을 찾는 것도 중

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NN LSTM GRU
t TaR TaP TaR TaP TaR TaP
15 0.37 0.18 0.20 0.13 0.28 0.22
30 0.33 0.29 0.32 0.10 0.40 0.18
60 0.37 0.10 0.29 0.06 0.42 0.11
90 0.43 0.21 0.43 0.13 0.43 0.10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based on timestamp

Table 3의 경우 기존 연구와 이번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iForest 기

법을 사용했을 때 TaR, TaP값이 가장 낮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TaR, TaP, RR, RP

4가지 값이 가장 높은 Seq2Seq의 경우 Recall

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 구현한 LSTM, RNN ,GRU는 iForest보다는

범위 기반 탐지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Seq2Seq에 비하면 낮은 성능을 보이며 여러 공

격을 탐지하지 못했다.

Rec

-all
RR TaR

Preci

-sion
RP TaP

OCS

-VM

[8]

0.85 0.61 0.55 0.17 0.14 0.17

iForest

[9]
0.74 0.52 0.04 0.30 0.04 0.05

Seq2

-Seq

[10]

0.25 0.66 0.65 0.59 0.35 0.44

RNN 0.73 0.43 0.43 0.38 0.19 0.21
LSTM 0.73 0.47 0.43 0.38 0.10 0.13
GRU 0.73 0.52 0.43 0.39 0.08 0.10

Table 3. Detection Results using SWaT dataset

IV. 결론
CPS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경우 물리적 피

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SWaT 테스트베드 데이터 세트

를 이용하여 비정상행위를 탐지했다. 탐지를 위

해 순환신경망을 이용했으며 Recall, RR, TaR,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369



Precision, RP, TaP를 적용하여 비교했다.

iForest를 사용하여 탐지했을 때 다른 5가지

기법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본 논문에

서 구현한 RNN, LSTM, GRU 모두 iForest보

다는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Seq2Seq보다는 낮

게 나왔다. 이번 실험에서는 순환신경망을 구현

할 때 별도의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는

데 이후에 적용하였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을

지 비교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 중이며

HAI(HIL-based Augmented ICS) 데이터 세트

를 사용했을 때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연

구해볼 계획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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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최근 기반시설 분야에 IT 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공정

효율성이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수준이 크게 향

상되는 이점을 가져왔다. 그러나 기존 기반시설에 존

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전력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지속해서 출연하고 있다. 특히 전력 시설과 같

은 사회기반시설에 외부 공격, 이상 행위가 발생하여

시설이 오작동을 유발한다면 물리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력 시설에서 송수신하는 패킷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계 학습에 기반한 이상 징후 탐

지 방안을 제시한다.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첫 번째로

패킷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두 번째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선행 방안과

함께 학습 검증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

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장 최상의 성능

을 도출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과 전처리 방안을 제안

한다. 실험을 통해 이상 데이터가 발생시 성공적으로

탐지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II. 이상 징후 탐지 방안 관련 연구
제어시스템, 기반시설관련분야의연구사례를살펴보

면 국내에서는유형욱 외 2인은 화이트리스트(Whitelist)

에 기반하여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으며[1],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는 시계열 기반

seq2seq 신경망을 사용하여 SWaT 데이터 세트를 활

용하여 이상 값을 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 해외에서는 A. Keliris 외 5인은 화학공정시스템

을 대상으로 SVM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공격을 탐지하는

방안을제시하였으며[3], R. Lopez Perez 외 3인은가스파

이프 라인 시스템을 대상으로 RandomForest 알고리즘을

활용한 공격 탐지 방안을 제시하였다[4]. 또한, C. Chang 
외 2인은 K-mean, 합성망 Autoencoder 신경망을 활용하

패킷 데이터 기반 기계 학습을 통한 전력 시설 내 이상
징후 탐지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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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기반시설에도 IT 기술이 접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전력 분야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이 외부 요인에 의한

이상 행위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물리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력 시설 내 송수신하는 패킷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이상 징후 탐지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탐지 성능 실험

을 진행하였으며, 가장 최상의 성능을 도출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과 전처리 조건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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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스 파이프 라인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탐지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5]. 위 연구 사례와 같이 제

어시스템, 기반시설 분야에서도 이상 징후, 공격 탐지

를 위해 기계 학습 알고리즘, 신경망을 활용한 방안들

이 여럿 제시되고 있지만, 전력 분야와 관련하여 이상

징후 탐지 방안과 관련한 연구 사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논문에서제시하는이상징후탐지방안은

전력 시설뿐만 아니라 타 기반 시설 내 이상 징후 탐지

및 공격 탐지 방안에 관한 성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예상된다.

III. 전력 시설 패킷 데이터 분석
기계 학습에 기반하여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

는 탐지를 위한 학습 데이터가 선행으로 필요하다. 이

를 위해 본 세션에서는 A 전력 시설에서 송수신하는

패킷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세 구조를 설명한다. A 전

력시설에서사용하는 X프로토콜은TCP 기반으로포트

번호 4444번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며, 초기 TCP 기본

연결을 수행하고 나서, 이후에는 지속해서 PGP 서버와

장치간정보를주고받는것을확인할수있다. PGP 서

버와장치가주고받을 때 [그림 1]과 같이 2가지경우의

연결형태를가진다.

[그림 1] X 프로토콜의 연결 형태

첫 번째 형태는 PGP 서버가 정보 요청을 위한

패킷을 전송한 후 장치가 정보를 발신하는 경우

이다. 정보 요청을 위해 사용하는 패킷 데이터 형

태는 문자열 “AAAA”로 시작하여 0으로 패딩

(Padding)된 23바이트의 페이로드로 구성되어 있

다. 두 번째 형태는 첫 번째 형태에서 설명한 패킷

을 PGP 서버에서 전송하지 않고, 장치에서 바로

정보를 발신하는 경우이다. 패킷 데이터 형태는 문

자열 “AAAA”로 시작하며 첫 번째 형태와 같지만

“AAAA” 이후에는 0으로 패딩된 2바이트 데이터

이후 2바이트의 길이값이 저장된다. 이때, 길이값은

장치가 PGP 서버에 정보를 발신하기 전에 발신할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3412”이라

는 값이 있다면 0x1234(=4900) 바이트의 크기만큼

전송하는 것과 같다. 이때 첫 번째 형태에서 설명한

요청 패킷을 PGP 서버로부터 전송받지 않더라도 장

치에서 정보를 바로 발신할 수 있다. 장치가 크기에

대한 패킷을 전송한 후, 정보를 발신할 때 패킷 데

이터의 형태는 문자열 “BBBB”으로 시작하며, 헤더

와 접미(Suffix) 데이터 안에 여러 개의 블록(Block)

이 결합하여 있는 구조를 지닌다. 이것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장치가 전송하는 페이로드 데이터 형태

페이로드를 구성하고 있는 블록의 형태는 장치(또는

태그)명, 구조체 타입, 옵션값, 설정값, 타임스탬프

(Timestamp)로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의 값들은 PGP 소프트웨어에서 모니터링 및 장치 제

어를 위해 사용한다. 다만, 실제로 페이로드를 분석할

때는 헤더 값, 패딩값, 블록 식별을 위한 값과 같이

블록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추가 필드들을 발견

할 수 있으며, 만약 전체 블록의 구조를 표로 정리하

면 [표 1]과 같다.

필드명 타입 길이(bytes)
헤더 Binary 12
장치(또는태그)명 String 32
패딩데이터 Binary 13
자료형 Number 1
옵션값 Number 3
설정값 Number 4
타임스탬프 Number 4
패딩데이터 Binary 5
블록구분을위한식별자 Binary 2

[표 1] 블록 데이터 구조

이 때, 블록 구분 식별자는 여러 개의 블록이 있을

때 블록과 블록 사이를 구분해줄 수 있는 식별자이며,

블록에 각 필드 사이에 패딩 데이터가 같이 첨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372



IV. 이상 징후 탐지를 위한 데이터 전

처리
기계 학습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를 위해 A 전력 시

설에서 정상 상황에 송수신되는 X 프로토콜 패킷 총

704,280개를 캡처하였다. 하지만 세션 3에서 설명한 것

과같이 TCP 페이로드에여러개의블록으로구성되어

있어 학습 데이터로 그대로 활용하면 Feature 차원이

증가하여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블록

을 나누어 학습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페이로드로부터 각 블록을 분리하되, TCP 계층보다 높

은 상위 레벨의 계층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활용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를 만든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에

활용하는 Feature들을나열하면 [표 2]와 같다.

이때, 옵션값과 설정값은 바이트별로 할당하여 사용

하므로, Feature를 바이트 위치별로 분리하였다. 최종

응답 시간(response_time)은 PGP 서버와 장치가 [그림

1]에 대한 작업을 1번 통신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

하며, 캡처 시간과 TCP 플래그, TCP 시퀀스를 활용하

여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통신할 때 소요된 시간을 계산

하여 하나의 Feature(response_time)를 추가로 구성하였

다. [표 2]과 같이 총 14개의 Feature로 구성된 데

이터를 총 1,998,866개를 생성하여 하나의 데이터

세트를 최종적으로 제작하였다.

V. 이상 징후 탐지를 위한 실험 환경

구성 및 결과
이상 징후 탐지를 위해 RandomForest, K-means

알고리즘을 선정하였으며, 선정한 알고리즘들은 이상 탐

지및공격탐지에여럿사용된바있다[4][5]. 이상징후탐

지모델을구축하기위해기계학습을진행할때모델이수

렴및무한으로발산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학습데이

터셋을스케일링(Scaling)하였으며총 4개의스케일러를채

택하였다. 또한, 문자열에대한학습을위해 ip_src, ip_dst,

device_name에 대해서 LabelEncoder를 사용하여 라벨링

(Labeling)을수행하였다. K-means의 n_cluster는클러스터

링 개수로, 엘보우(Elbow) 기법을활용하여 [그림 3]과 같

이기울기의변화가가장큰 2로최종선정하였다.

[그림 3] 엘보우 기법 기반 centroid 간

평균 거리 계산 결과

RandomForest의 n_estimator는 의사 결정을 위한 트리

개수로, GridSearchCV를 사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보여준

파라미터값인 120으로설정하였다. 또한, 모델별예측성

능 측정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 환경 및

기계 학습 모델의 세부 하이퍼파리미터(Hyperparameters)

는 [표 3]과같이구성하였다.

기계 학습모델에대해서학습및검증데이터를 8:2으로

나누어실험을진행하였으며, 이상징후탐지성능평가를위

해이상데이터생성을같이수행하였다. 이상데이터는기

항목 세부설명

기계 학습

PC

CPU: Intel Core I7-7700, RAM: 16GB,

GPU: GTX 1070 8GB, OS: Ubuntu

20.04.1 LTS, Python: 3.7.2 (64bit) +

sklearn, pandas, numpy, matplotlib
K-means

알고리즘

n_clusters = 2, 정상, 이상치(anomaly)

2가지형태로클러스터링을수행

RandomForest

알고리즘

n_estimators = 120, max_depth = None,

min_samples_leaf=1,max_leaf_nodes=None,

min_impurity_decrease=0.0
데이터

스케일러 및

라벨링

StandardScaler(SS), MinMaxScaler(MMS),

MaxAbsScaler(MAS), Normalizer (NORM),

문자열데이터라벨링: LabelEncoder

예측

성능(PT)

측정 방안

호출 전까지 후로 나누어 소요된 시간(ms)

을측정, python 내 timeit 모듈을활용

측정조건: 모델predict 함수에대해서입력

값1개를넣었을때평균소요시간

[표 3] 실험 환경 및 세부 구성 정보

Feature 설명
ip_src 출발지 IP (3계층)
ip_dst 도착지 IP (3계층)
tcp_srcport 출발지 포트 (4계층)
tcp_dstport 도착지 포트 (4계층)
device_name 장치(또는 태그)명
structure_type 자료형
option1 옵션값에서 1바이트 위치의 값
option2 옵션값에서 2바이트 위치의 값
option3 옵션값에서 3바이트 위치의 값
value1 설정값에서 1바이트 위치의 값
value2 설정값에서 2바이트 위치의 값
value3 설정값에서 3바이트 위치의 값
value4 설정값에서 4바이트 위치의 값
response_time 패킷에 대한 최종 응답 시간

[표 2] 학습 데이터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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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학습 데이터 세트에 기반하여 필드를 무작위로 선택한

후, 퍼징(Fuzzing) 데이터를삽입하는방식을활용하여학습

데이터의 1%만큼생성하였다. 성능측정은Confusion Matrix

를 사용하여 Accuracy, Precision, Recall, 조화평균(F1-Score),

그리고ROC넓이(AOC)를측정하였으며, 스케일러별실험을진

행하여최상의기계학습모델및전처리조건을평가하였다.

RF SS MMS MAS NORM
Accurancy 0.9998 0.9997 0.9998 0.9995
Recall 1.0000 1.0000 1.0000 1.0000
Precision 0.9998 0.9997 0.9998 0.9995
F1-Score 0.9999 0.9998 0.9999 0.9997
AUC 0.9897 0.9909 0.9895 0.9781

PT (ms.) 9.0030 8.7924 8.9016 9.0096
K-means SS MMS MAS NORM
Accurancy 0.9943 0.6598 0.9928 0.5278
Recall 1.0000 0.6630 1.0000 0.5288
Precision 0.9943 0.9900 0.9928 0.9892
F1-Score 0.9971 0.7942 0.9964 0.6892
AUC 0.7160 0.4947 0.6380 0.4993

PT (ms.) 0.4331 0.6131 0.5336 0.2108

[표 4] 기계 학습 모델의 성능 결과 및 비교

실험결과, K-means는StandardScaler를사용했을때가장높

은성능을보여주었으며, RandomForest는 ROC, 조화평균등

종합적인성능을비교하면K-means보다전체적으로더우수한

성능을보여주는것을알수있다. 특히, RandomForest 알고리

즘에서MinMaxScaler를사용했을때가장높은조화평균및

AUC값(=0.9909)이측정되었으며, 조화평균값은약99.99%이

다. 이는이상징후탐지과정에서유의마한결과를보여줄수

있음을보여준다..

[그림 4] 최상의 Confusion Matrix 측정

결과 (RF + MMS, n_estimator=120 기준)

VI. 결론
본논문을통해 A 전력시설에서사용하는 X 프로토콜의

패킷데이터에기반하여이상징후탐지방안과함께실험을

통해 이상 징후 탐지가 가능함을 보여줬다. 본 논문에서는

RandomForest, K-mean 2가지기계학습알고리즘적용및

이상데이터생성을통해탐지실험검증을수행하였지만, 향

후에는더효과적인실험결과를도출하기위해서이상데이

터의유형을늘릴수있는방안을도출할예정이다. 또한, 기

계학습이외에도신경망, 딥러닝(Deep Learning) 등이상

징후탐지모델의알고리즘범위를확장하여더많은환경에

서이상징후탐지실험을진행할예정이다. 특히주기적인

프로세스를가지는제어시스템환경에특화할수있는시계열

기반의탐지방안에관해서연구를추가로진행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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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 세계에서 38개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하고 있다. 미국 Davis-Besse 원자력 발전소

슬래머웜 침투 사건, Stuxnet 이란 핵시설 공격

사건, 일본 후쿠이현 몬주 핵 발전소 악성코드

감염 사건, 이란 나탄즈 핵시설 사이버 공격 사

건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9·11 사건 테

러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요기반시설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정하고 있는 등, 원자력 발

전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고와 최근 해외의 원자력 발전소 공격이 발

생하는 등 사이버공격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국

민들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 여부에 촉

각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 또한 고조

되는 추세이다. 예기치 못한 원자력 발전소 사

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거주

하는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과 일부 지역의 정

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상화하는데 막

대한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

이버사건 사고 발생 시 원자력 발전소의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

고를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훈련 시나리오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다룬다. 효과적인 사이버보

안 훈련 시나리오 개발을 위하여 시나리오에

구성되어야 할 요소들과 평가 방안의 훈련 시

나리오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II.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정책 현황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의 시설

로 중요도 및 파괴·마비 발생 시 영향력이 막대

한 시설이다. IAEA에서는 원자력 발전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권고에 관한 권고 문서인

“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 on

원전 사이버보안 훈련 시나리오 개발 방안 연구
송인성*, 서정택**, 이인효***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사이버보안실 (연구원)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Cyber Security Training
Scenarios

In-Sung Song*, Jung-Taek Seo**, Inhyo Lee***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Gachon University(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Gachon University (Professor)

***Div. of Cyber Security, KINAC (Researcher)

요 약

전 세계 38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은 세

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예기치 못한 원자력 발

전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의 방사선 피폭과 정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

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훈련 시나리오 개발에 필요한 시나리오 구

성 요소와 훈련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375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를 2011년에 개정하였다. 현

행 우리나라의 원자력 시설 관련 사이버보안

법률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원자력시

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법」에는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수립해야 한

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

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는 KINAC/RS-015와

KINAC/RS-011를 활용하여 원자력시설의 사이

버보안 훈련 시나리오를 심사하고 검사한다. 이

중 KINAC/RS-015 문서에는 사이버 보안 훈련

계획이 표기되어 있으며,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KINAC/RS-015의 관련 사항에 따라 국내

원자력 시설은 각 시설별로 1년에 1회 이상 훈

련을 실시하고 있다.

III.시나리오 개발 방안
효과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와 평가 기준을 식별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시나리오 구성 요소

본 장에서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

격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부서의 대응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요소에 대해 다루고자 한

다. 훈련 시나리오에는 훈련 목적과 침투 경로

등의 시나리오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와 대응조

치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훈련 시나리오를 가상 공격팀과 방어팀을 나

누어서 시행한다면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공격팀은 실제 공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현 보안 시스템에 대

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방어팀은 단순

히 쓰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공격이 아닌

능동적인 공격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 그

러나, 가동을 중단시킬 수 없고 실제 피해가 발

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자력 시설의 특성 때

문에 가상의 역할을 나눈 훈련을 위해서는 원

자력 시설과 비슷한 형태의 테스트베드가 필요

하다.

3.1.1 훈련 목적

훈련 시나리오 개발 시에는 먼저 공격 시나

리오가 목표로 하는 공격 대상을 설정해야 한

다. KINAC/RS-015에서는 핵물질의 불법 이전

과 원자력 시설의 사보타주를 일으킬 수 있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대응하는 것을 훈련의 목

적으로 한다.

3.1.2 침투 경로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시설은 방사능방재

법에 근거하여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물리적방

호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은 설계기준위

협을 근거로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망 분리

가 이루어진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경우 내부자 공격이나 직원 실수와 같은 일부

공격 발생 경로를 제외하면 시설에 대한 공격

발생 경로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다양한 공격으로부터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내부자 공격과 직원 실

수 이외에,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나 공급망 공

격과 같은 다양한 위협 상황을 가장한 시나리

오 개발이 필요하다.

3.1.3 공격의 방법과 규모

시나리오에서 수행되는 공격의 방법과 규모

또한 원자력시설의 설계기준위협에 근거하여

설정해야 한다. 공격의 규모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과 인력이 달라지므로 공격 목표를 달성하

[그림 1] KINAC/RS-015 문서 내의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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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공격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격이

이루어져야 한다.

3.1.4 훈련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훈련이 종료된 뒤에는 훈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격팀이 성공한 공격 수준을

평가해야한다. 방어팀은 기존의 매뉴얼 대로 적

절한 대응을 했는지 평가한다. 훈련미흡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형태로 개선계획을 수립해

야한다. 만약, 매뉴얼대로 적절한 대응을 했음

에도 공격팀이 높은 수준의 공격에 성공했다면

공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평가

해야 한다.

3.2 훈련 평가 기준

본 장에서는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기

준에 대해서 제시한다. 평가하는 방식에는 정성

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방법이 있다. 각 평가의

특징은 [표1]과 같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나오거나,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주요기반시설인 원자력 시설에

대해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는 객관적이고 평가

기준이 명확한 정량적 평가 방법이 더 적합하

다.

[표 2]는 탐지 및 분석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다. 공격 발생 후 제한 시간

내에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가점을 받고 기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감점

한다. 모니터링 여부는 보고를 받은 뒤에 공격

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는지 평가

하며, 수사에 사용할 적절한 로그가 수집되고

보존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손상 정도는

공격받은 시스템이 손상되었는지를 평가하며

다른 시스템 손상 여부는 처음 공격당한 시스

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공격이 이루어져 감염

혹은 손상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대응 단계에서는 방어팀에서 대응 매뉴얼대

로 대응했는지를 평가하며, 결과적으로 공격의

무력화까지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한다. 만

약, 시스템에 장애가 생겨 복구가 필요한 경우

백업시스템을 이용한 복구에 소요된 시간과 복

구 여부를 평가한다.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
평가 기준 명확 평가 기준 불명확

[표 1]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특징

평가기준
공격이 발생하고 제한 시간 내에 보고 여부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수사에 사용할 로그 수집 및 보존

침투 경로 확인
시스템 손상 정도

다른 시스템 손상 여부

[표 2] 탐지 및 분석 단계

평가기준
대응 매뉴얼 수행 여부
공격 무력화 여부
백업 시스템 복구

[표 3] 대응 단계

성공도 평가기준
0 공격 실패

1
공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공

격이 차단됨

2
공격팀이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취약점에 접근함

3

다음의 공격이 성공한 경우

-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

- 시스템에 미미한 영향을 주는 공격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또는 핵물질의 불법이전을 위한

정보의 손실 또는 유출

4

다음의 공격이 성공한 경우

- 안전 시스템 혹은 정상 시스템

오작동 유발

- 물리적 보호 시스템 기능의 손상

- 핵 물질 관리 시스템 기능 손상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표 4] 공격 성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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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훈련 시나리오에서 공격팀이 어느

정도의 공격에 성공했는지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성공도가 3 이상일 경우, 사

이버공격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공격 성공도 4, 5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공격이 성공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원

자력 시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중 심각한 수준의 공격 성공 수준인 4와 5

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예는 [표 5]와 같다.

IV.결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24대의 원자력 발전소

가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한 원자력 시설의 운

영을 위하여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 시설 사이버보안 훈련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요소와

훈련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사이버

보안 훈련 시나리오 개발 시 훈련 목적, 침투

경로, 공격의 규모, 훈련 시나리오 평가가 갖추

어진 훈련 시나리오와 시나리오의 탐지 및 분

석 단계, 대응 단계, 공격 성공도와 같은 평가

기준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이 갖추어진다면

사이버보안 훈련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공격을 대비한 사이버보안 훈련

시나리오를 통하여 사이버공격으로 부터 안전

한 원자력 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다. 추후 시나리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공격 대비 훈련 시나

리오 평가 방법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의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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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공격이 성공한 경우

- 핵물질의 불법 이전

- 심각한 물리적 손상

공격 유형 공격 예시
시스템 침입 루트 관리자 권한 탈취
악성 코드를

통한 시스템

위협

다른 시스템으로 악성코드 전파

시스템오작동
원자력 시스템 또는 보안 시스템의

오작동 유발

[표 5] 공격 성공도 4, 5 공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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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산업제어시스템을 대상으로한 사이버공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격으

로부터 산업제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

버 보안조치를 적용한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

내에서 모든 사이버 보안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보안허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

라서 사이버 보안조치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사

이버 보안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

안이 필요하다. TAM(Technical Assessment

Methodology)은 미국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한 사이버 보안조

치 평가 방법으로, 최근 UAE의 바라카

(Barakah)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원전 사이버 보안조치를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

NEI(Nuclear Energy Institute)의 NEI 13-10은

CDA(Critical Digital Assets)의 침해영향도

(Consequence)를 고려한 CDA 유형별 차등적

사이버 보안조치 적용 방법이다.

본 논문은 2장에서 TAM에 대해 살펴보고 3

장에서 NEI 13-10에 대해 살펴본 후 4장에서

두 방법론을 비교하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TAM 개요

TAM은 사이버 보안조치 평가 방법으로, 자

산의 기술적 구성을 검토하여 자산에 발생 가

능한 사이버 공격을 식별하고, 실제 공격 표면

(Attack Surface)에 효과적인 보안조치를 적용

하는 위험 기반(Risk-informed)의 차등적인 접

근 방식을 사용한다. TAM은 사이버 보안조치

평가 및 적용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 보안조치의 보호, 탐

지, 대응 및 복구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이버공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이버 보안조치 적용 기준을 제시한다

[1-4].

원자력시설 사이버 보안조치 평가 방법론
TAM과 NEI 13-10 비교 분석

정다운*, 최현표*, 서정택**

*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 **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A Comparative Analysis of TAM and NEI 13-10 Methodology for
Assessing Nuclear Power Plant Cyber Security Controls

Daun Jung*, Hyunpyo Choi*, Jung Taek Seo**

* Gachon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Engeenering (Graduate student),
** Gachon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Engeenering (Professor)

요 약

산업제어시스템 사이버공격의 가장 대표적 사례인 이란 스턱스넷(Stuxnet)부터 최근 발생한

미국 송유관 랜섬웨어 공격까지 산언제어시스템을 노리는 사이버공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산업제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한정된 자원 내에서 모든 사이버 보안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보안허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조치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TAM(Technical Assessment Methodology)은 미국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한 사이버 보안조치 평가 방법으로, 최근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NEI(Nuclear Energy Institute)의 NEI 13-10은 CDA(Critical Digital Assets)의

침해영향도(Consequence)를 고려한 CDA 유형별 차등적 사이버 보안조치 적용 방법이다. 본 논

문은 TAM과 NEI 13-10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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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AM 개요

III. NEI 13-10 개요

NEI 13-10은 CDA의 침해영향도(Consequence)를

고려한 CDA 유형별 차등적 사이버 보안조치

적용 방법이다. 높은 침해영향도를 가진 CDA

는 직접 CDA(Direct CDA)로, 낮은 침해영향도

를 가진 CDA는 비직접 CDA(Non-Direct

CDA)로 구분한다. 직접 CDA는 원자력사업자

의 사이버보안 지침인 NEI 08-09에 기술된 기

술적 보안조치(Appendix D)와 운영적/관리적

보안조치(Appendix E)를 평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비직접 CDA는 기존의 사이버 보안조치

와 관련된 공격 벡터를 막기 위한 기본 보안조

치(Baseline Cyber Security Controls)를 적용하

도록 한다. 이에 따라 NEI 13-10은 원자력사업

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이버 보안조치

를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V. TAM과 NEI 13-10 비교 분석

4.1 보안조치 차등 적용 기준

TAM과 NEI 13-10은 자산별로 사이버 보안

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TAM은

자산에 발생 가능한 익스플로잇 시퀀스를 식별

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사이

버 보안조치 적용함으로써 자산별 사이버 보안

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익스플로잇 시퀀

스는 공격 경로, 익스플로잇 목적, 익스플로잇

메커니즘의 조합으로 자산의 구성, 특성, 네트

워크 토폴로지 등에 따라 자산의 익스플로잇

시퀀스와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조치를 식별한다. NEI 13-10은 침해영향도별로

자산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적용 가

능한 사이버 보안조치를 평가하고 제시하여 차

등적으로 적용한다. TAM은 자산의 익스플로잇

시퀀스에 따라 사이버 보안조치를 식별하여 적

용한다면, NEI 13-10은 자산의 유형에 따라 제

시된 사이버 보안조치를 적용하여 자산별 차등

적으로 사이버 보안조치를 적용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5-6].

4.2 원자력사업자의 역할

TAM과 NEI 13-10의 서로 다른 사이버 보안

조치 차등 적용 기준과 식별 방법에 따라 자산

에 사이버 보안조치를 적용에 따른 원자력사업

자 역할의 차이가 존재한다. TAM을 활용할 경

우 원자력사업자는 자산을 분석하여 익스플로

잇 시퀀스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 또는 완화시

킬 수 있는 사이버 보안조치를 식별 및 점수화

하고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NEI 13-10은 침해영향도에 따라 자

산의 유형을 구분하고 자산 유형별로 적용 가

능한 사이버 보안조치를 문서에서 평가한다. 원

자력사업자가 구분하는 자산 유형에 따라 사이

버 보안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4.3 자산 분석 목적

TAM과 NEI 13-10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

고 자산 분석을 수행하며, 이에 따라 분석 유형

이나 깊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자산에 적용 가능한 사이버 보안조치

를 식별하기 위해 자산을 분석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서 다루는 자산 분

석이란 자산의 구성, 기능, 특징 등 자산의 세

부 정보를 수집 및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TAM은 1단계 중 평가 범위 제한과 공격 서페

이스 특징화 절차에 해당하며, NEI 13-10은 직

접 CDA의 세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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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절차가 해당된다. 따라서 TAM은 익

스플로잇 시퀀스와 보안조치를 식별을 목적으

로 한다면, NEI 13-10은 직접 CDA의 세부 유

형을 구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4.4 자산 분석 유형

TAM과 NEI 13-10은 자산 분석 목적이 다름

에 따라 분석 유형이나 깊이에 차이가 존재한

다. TAM은 익스플로잇 시퀀스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식별하는 것이 자산 분석의 목적이기

때문에 회로카드, CPU 칩, 데이터 처리 장치

등 개별 장치로 자산을 분석하는 등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분석하

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석 가능한 수준 내에

서 익스플로잇 시퀀스가 존재할 수 있는 취약

점이나 위협 요소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수행한

다. NEI 13-10은 직접 CDA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산 특징을 식별하기

위해 자산의 구성과 기능을 분석하며 자산 분

석 깊이가 비교적 깊지 않고 공격 벡터가 될

수 있는 구성요소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

석을 수행한다.

4.5 데이터 분석

TAM과 NEI 13-10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자

산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TAM은 익스플로잇

시퀀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운영 프로

세스 데이터, OEM 정의 프로그램/설정 데이터,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설정 데이터, 보안 운영

데이터, OEM 정의 보안 프로그램/설정 데이터,

사용자 정의 보안 프로그램/설정 데이터로 6가

지 중요 데이터 유형 나누고 전송 및 저장 형

태에 따라 식별한다. 또한 사용 중인 데이터 경

로, 데이터 전송 대상 등 데이터 흐름을 함께

분석한다. NEI 13-10은 무결성과 관련된 사이

버 보안조치가 적용되는지 직접 CDA를 평가하

기 위하여 전송되는 데이터가 SSEP 기능이나

타 CDA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다.

4.6 자산의 침해영향도(Consequence) 활용 목적

TAM과 NEI 13-10은 모두 Consequence를

고려하나,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다.

TAM에서는 잠재적인 공격 결과(Potential

Consequences of an Attack)라고 하며 익스플

로잇 시퀀스에 사이버 보안조치를 적용하는 최

소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한다. NEI 13-10

은 침해영향도(Consequence)라고 하며 자산의

유형을 구분하여 차등적인 사이버 보안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활용한다.

4.7 최소 사이버 보안조치 적용 기준

TAM과 NEI 13-10은 최소 사이버 보안조치

적용 기준 유무에 차이가 존재한다. TAM은 익

스플로잇 시퀀스의 잠재적인 공격 결과에 따라

목표 수준을 설정하여 최소 사이버 보안조치

적용 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식별한 사이

버 보안조치 중 일부만 적용하더라도, 사이버

보안조치의 보안 효과점수 합이 목표 수준 이

상일 경우 최소 사이버 보안조치 적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NEI 13-10은 자산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이버 보안조치를

제시한.

V. 결론

사이버 보안조치 평가 방법론인 TAM과 NEI

13-10을 7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앞서

분석한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비교기준 TAM NEI 13-10

사이버

보안조치

차등적용

기준

- 자산에발생가능한

익스플로잇시퀀스에

따라 완화시킬 수

있는사이버보안조치

적용

- 사이버보안조치를

직접식별하여적용

- 침해영향도별자산

유형을 구분하여

사이버 보안조치

적용

- 제시된 사이버

보안조치를 적용

원자력

사업자의

역할

- 자산 분석에 따른

익스플로잇시퀀스

식별

- 침해영향도에

따른 자산 유형

식별

[표 1] TAM과 NEI 13-10 비교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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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의 경우 정량적인 수치로 사이버 보안

조치를 평가할 수 있고 자산마다 분석을 통해

익스플로잇 시퀀스를 도출하며, 각 익스플로잇

시퀀스를 완화할 수 있는 최소 사이버 보안조

치 적용 기준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NEI

13-10은 침해영향도에 따라 자산의 유형을 구

분하여 사이버 보안조치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

다. 본 논문의 비교 분석 결과를 통해 사이버

보안조치 평가에 활용할 방법론 선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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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디지털 기반인 신원증명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 업체들 사이에 단편화되어 있다.

사용자는 서비스 간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사용성이 저하되고 데이터 손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중앙집중화된 기업을 신뢰하는 것은 데이터

유출, 사생활 침해, 신원 도용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기 주권 신원은 개인에 의해

완전한 데이터 제어와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신원 관리에 대한 사용자 중심 접근

방식이다. 또한, 끊임없이 증가하는

중앙집중화된 기업의 통제로부터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블록체인 기반 자기 주권 신원증명 모델을

* 본 연구는 부경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집필. 제작 등 교수님과 상

의)되었습니다.

적용하면, 기존 신원증명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교의 경우, 학생 신분

인증을 위해 학생증이 이용되며 학생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로 도서관 출입,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 학교 인증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불필요한 다른 정보들(얼굴, 신용카드 번호

등)까지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고 플라스틱 카드를 늘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본 논문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시대에 분산 ID 기반

모바일 학생증을 구현하여 디지털 형태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Franchise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시스템 모델
2.1. 분산 ID 기반 모바일 학생증 개요

Fig. 1.과 같이 분산 ID 기반 모바일 학생증

FRANCHISE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는 자체

분산 ID 기반 모바일 학생증 구현*

조승현, 강민정, 강지윤, 이지은, 이경현

부경대학교 IT융합응용공학과

Development of Decentralized Identity-Based Mobile Student ID

Seung-Hyun Cho, Min-Jeong Kang, Ji-Yun Kang, Ji-Eun Lee,
Kyung-Hyune Rhee

Department of IT Convergence and Applica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름과 학번, 학과, 안면 사진 등이 포함된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형 학생증

에서 자기 주권 신원(Self Sovereignty Identity, SSI)을 보장하기 위한 모바일 학생증을 구

현하였다. 구현된 모바일 학생증은 플라스틱 학생증을 분실하여 신원이 노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스마트폰 단말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학생증으로 편의성에 특화된 블록

체인의 분산 ID(Decentralized Identity, DID) 기반으로 개발된 FRANCHISE 모델의 구조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구현된 모바일 학생증은 개인에 의한 개인정보 제어로 안전성을 보

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편리하게 학생의 신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교내 행사 참

여, 온라인 인증, 다른 학교 간의 교류 등 다양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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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한 Golang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FRANCHISE, 학생 정보와 DID 문서를

저장·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 MariaDB,

안드로이드와 FRANCHISE의 통신을 위한

게이트웨이 gRPC, 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Rasberry Pi와 학교 이메일 그리고 안드로이드

가상 단말기 역할을 수행하는 에뮬레이터

실행을 위한 IntelliJ IDEA로 이루어져 있다.

안드로이드와 DID 문서가 저장되어있는

FRANCHISE는 gRPC를 게이트웨이로 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FRANCHISE 서버에서 이용자인 학생이 본

학교 학생인지 학교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인증하는 작업과 학생 정보를 통해 DID 문서를

생성하여 안드로이드에게 전달해주는 작업

등이 이루어진다. 안드로이드에서는

FRANCHISE에서 받은 DID 문서 정보를

이용하여 QR코드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QR코드는 검증 기관에서 QR코드 스캔을 통한

신원 인증을 위해 사용된다.

2.2. 분산 ID 기반 모바일 학생증 구조

Fig. 2.와 같이 FRANCHISE 모델을 이용한

분산 ID 기반 모바일 학생증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자, 발행기관,

검증기관, 블록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Application을 이용하여 발행기관의

DID 문서 발급, 검증기관의 DID 문서 검증과

같은 DID 정보의 접근 제어를 수행하며

발급과정에서 개인 키를 저장한다. 발행기관은

서버를 통해 Application에서 이메일 계정을

전달받아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한 후

신원인증이 완료되면 학생 정보를

Application에 전달하고 Application에서 학생

정보와 개인 키를 합한 해시값과 함께 DID

정보 발행 요청을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DID

문서를 발급하여 준다. 또한, 블록체인은 앞

과정에서 얻은 DID 정보를 등록하며, 저장된

Fig. 2. 시스템 모델

Fig. 1. 프로젝트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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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해시값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검증기관에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검증을 진행한다.

III. 시스템 프로세스
Fig. 3.와 같이 분산 ID 기반 모바일

학생증에 보안과 편의성이 강화된

FRANCHISE 모델의 시스템 프로세스는 총

4단계로 신원 조회, DID 문서 생성 및 발급,

신원 검증, 만료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Fig. 3. 시스템 프로세스

3.1. 신원 조회

신원 조회는 DID 기반 모바일 학생증을

발급하기 전 해당 학교의 학생인지 판단하기

위해 학교 도메인으로 만들어진 이메일

계정으로 신원을 조회하는 단계이다.

① 학생은 자신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② 신원을 조회하기

위해 학교 도메인으로 등록된 이메일 계정을

입력한다. ③ FRANCHISE는 학생으로부터

받아온 학교 계정을 검증하기 위해 학생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계정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④ 해당 계정으로 문자와

숫자가 무작위로 혼합된 인증 번호를 발급하여

전달한다. ⑤ 학생은 자신의 수신된 메일함에서

인증 번호를 가져와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

FRANCHISE에게 검증을 받음으로써 신원이

조회된다.

3.2. DID 문서 생성 및 발급

DID 문서 생성 및 발급은 학생의 정보와

개인 키를 활용해 DID 문서로 생성하여

학생에게 발급하는 단계이다.

⑥ 학교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생 정보인 학과,

학번, 이름, 이메일, 학교 코드를 FRANCHISE

를 통해 ⑦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된다. ⑧

가져온 학생 정보와 임의로 생성한 개인 키를

256bit로 구성된 SHA(Secure Hash Algorithm)

알고리즘인 SHA-256으로 Hash를 생성하여

FRANCHISE로 전달함으로써 이는 평문

데이터를 알아내기 위한 복호화가 거의

불가능하며 무결성이 보장되어 신원 검증이

가능하다. ⑨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은 Hash

값은 DID 문서 형태(예시.

did :pknu :28a6f929ba20f97094641d58096)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⑩

FRANCHISE는 애플리케이션으로 DID 문서를

전달받은 뒤 QR 코드 형태로 변환하여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출력한다.

3.3. 신원 검증

신원 검증은 검증기관인 학교 내에 도서관,

강의실, 연구실 등과 같이 일반 학생이나

관계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신원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⑪ 학생은 신원을 검증받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발급된 QR 코드로 변환된 DID

문서를 QR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에

제시하여 DID 문서를 전달하여 ⑫ 전달받은

검증기관은 학생의 DID 문서를 검증하기 위해

FRANCHISE로 DID 문서를 다시 전달한다. ⑬

FRANCHISE는 전달받은 DID 문서를 DID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Hash 값을 비교하여

검증한다. ⑭ 검증이 완료되어 성공인 경우,

검증기관에 성공 메시지와 함께 학생 정보를

학생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전달하고 실패일 때 실패 메시지를 전달하고

⑮ 검증 결과 성공일 때 서비스인 출입을

허가하거나 신원 파악 혹은 수집이 진행된다.

3.4. 만료

만료는 DID 문서를 통해 신원 검증이

이뤄지는데 이때 Hash 값이 유출된다면 임의로

위장 신분이 가능하여 특정 시간을 두고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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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폐기함으로써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이다.

⑯ 공격자로부터 DID 문서를 가로채어 위장

신분의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FRANCHISE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60초 이후 DID

문서가 폐기되므로 학생은 신원 검증을 위해

다시 발급해야 한다.

IV. 결론 및 향후 연구
기존의 신원증명시스템은 대부분 중앙

집중화된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어 예상치 못한

공격에 방어하지 못하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복제하면서 데이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 ID를

적용하면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고 블록체인을

토대로 신뢰 된 ID 저장소를 이용하므로

분산원장에 참여한 사용자 누구나 개인정보의

위ㆍ변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 사용 및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개인이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고 저장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주권 신원(Self-sovereign

Identity, SSI)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에 제안한

분산 ID 기반 모바일 학생증 모델을 통해

프로세스를 검증하였고, 실제 구현을 통해

고객층의 범위를 학생으로 축소하여 학생만을

위한 유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gRPC를 통해

서버와 통신하여 DID 문서를 생성ㆍ 발급하고,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증기관의

진위 판별 후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에 발급

정보를 저장하게 되고 이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SSI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특정 기관에 의존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모바일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을 통한 플라스틱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간편히 학생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편의성의 증대와 향후 타 대학

간 교류 활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탈중앙화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만 제시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NFT는 본래 이더리움의 토큰

표준에서 유래한 것으로, 각각의 토큰을 구별할

수 있는 기호로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고유한 ID로 가상과 디지털 속성을 바인딩할

수 있다. NFT 기술이 가진 장점은 위조하기

어려운 복제 불가능한 희소성과 추적이 쉽도록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누구나 출처와 같은 정보들을 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개인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의 NFT를 신원증명에 사용하게 된다면,

신원 정보를 복제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NFT와는 다른 NFT를 덧붙이게 되므로 기존의

것과 구별될 것이다. 따라서 NFT 기술로

학생증을 이용하는 데 간편하면서도

신뢰가능한 대체된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향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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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
라 보안의 중요성 또한 점점 커져가는 추세이
다. 특히나 정보 보안의 기본 3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데,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성장에 따라 정보
보안 분야에 대한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 기록 추적,
콘텐츠 관리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기술로써 급부상하였으며 예술, 인사 및 회계
등 분야를 가릴 것 없이 다양한 곳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기존 네트워크에 비
해 투명한 아키텍처를 제공하는데, 위/변조 방
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결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성을 제공한다. 전망과 기술 예측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범용적으로 공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은 이에 주목하여 사용자 인증을 위해
서 Class Diagram 기반으로 간단한 사용자 데
이터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전자 문서를 암복호
화 하는데 공개키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검증
을 위해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Data Flow
Diagram 형태로 나타내었다. 각각의 데이터 전
송 포맷을 하나의 프로토콜 형태로 설계한 뒤
안전한 송수신을 목적으로 전자 봉투를 구현하
고 이를 Sequence Diagram 형태로 나타냈다.
이후 계약 프로세스가 끝나고 계약에 관한 검
증 및 증명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저장하였고 구현을 통해 실제 환경에서 동작하
는 Transaction과 Block 정보를 확인하였다.

블록체인 활용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
김남석, 김천구, 심민기, 이동훈, 김재수

경북대학교

Blockchain-utilized non-face-to-face
electronic contract system

Nam-Seok Kim, Cheon-Gu Kim, Min-Ki Sim, Dong-Hoon Lee, Jae-soo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자체 인증 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나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 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

립하는데 많은 비효율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거래 확대로 인한 전자 신원확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자 서명 및 전자 봉투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계약 시스템의 보안 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사용자 인증, 전자 문서 암/복호

화 및 검증, 전자 봉투 구현 및 전달, 블록체인 연결까지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시스템의 동작

방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DFD 등을 포함한 Diagram 형태로 나타내었으며 실제 블록체인에 연결한 뒤 생성

된 Transaction 및 Block을 확인하였다. 추후 이 시스템을 통해 B2B, B2C 모델 등의 모델 기반 다양한 거래

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비대면 계약 환경에서도 안전한 보안 환

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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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

1. 연구 범위

본 논문에서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전자 계약

진행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 개발을 진행한다. 부

동산, 물품 등과 같은 상호 간의 거래를 발생시

키는 계약서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해 보

안 측면에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 계약 시스템을 제시한다.

2. 계약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비대면 환경에서의 전자 계약 진행을 위해 핵

심 기술인 전자 서명 측면에서의 보안 요구 사

항들을 도출하여 제시하였고 각각의 내용은 아

래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전자 서명 보안 요구사항

3. 제안 시스템 구성

전자 계약 진행을 위해 앞서 언급한 보안 요

구 사항에 따라 시스템의 처리 순서를 단계별

로 제시하였다.

3.1 사용자 인증

시스템 사용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단계이며 무분별한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하여

이메일과 같은 2차 검증 수단을 통해 인증을

진행한다. 해당 인증이 완료되면 개인별로 공개

키/개인키 쌍이 부여되고 추후 전자 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에게 부여된 키를 기반으로 해

당 계약서 암호화를 진행한다. Fig 1은 사용자

인증 및 처리만을 목적으로 간소화된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었다.

Fig 1. Simplified User Data Structure

3.2 전자 문서 암/복호화 및 검증

송신자 측에서는 계약을 위한 전자 문서와 송

신자의 공개키, 그리고 해당 문서의 Hash 값을

개인키로 암호화한 전자서명 총 세 가지 묶음

데이터를 프로토콜로써 수신자에게 전달한다.

해당 단계에서는 공개키 및 개인키 기반의 암/

복호화 방식으로 RSA 알고리즘을 채택하여 사

용하였으며 해시값을 얻는 방식으로 SHA-256

알고리즘에 8Byte의 Salt 값을 더하였다..

수신자 측에서는 전달받은 전자 문서의 해시

값을 구하고 송신자의 공개키를 기반으로 전달

받은 전자서명을 복호화 하여 두 값이 동일한

지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만약 해당 값이

다르다면 정상적인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판단하여 해당 Task를 즉시 종료한다. Fig

2는 송신 과정 Fig 3은 수신 과정을 Data Flow

Diagram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Fig 2. Transmission Process DFD

Requirement Contents
Unforgeable 타 사용자 위조 불가

User Athentication 서명자 인증 및 검증
Non-repudiation 서명자의 서명 사실 부인 방지

Unalterable
생성키 소유자 외 서명 예정

문서 내용 변경 불가
Not Reusable 타 문서 서명 재사용 불가
Judge 제3자 통한 정당성 검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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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ception Process DFD

3.3 전자봉투 구현 및 전달

앞서 3.2에 송/수신자가 주고받는 프로토콜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구

현하는 단계이다. 송신자가 보내고자 하는 수신

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중앙 서버에서 해당

Transaction을 위해 대칭키를 생성한다.

수신자의 공개키로 해당 대칭키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수신자는 개인키로 해당 대칭키를 복

호화 한다. 복호화 된 대칭키로 암호화된 메시

지를 한 번 더 복호화 하여 송신자가 이전에

전송한 프로토콜을 얻는다. 해당 단계에서 대칭

키 기반 암호화를 위해 AES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으며 아래 Fig 4는 Sequence Diagram을

기반으로 전자 봉투 제작 및 전달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E-envelope Delivery Process

3.4 블록체인 연결

암호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두 사용자의 계

약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해당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을 구현하는 단계이다. Fig5는 계

약이 발생한 뒤, getTransaction 함수를 통해

앞서 저장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Fig

6은 Transaction의 Block Hash 값을 기반으로

getBlock 함수를 통해 해당 블록의 정보를 확인

하는 과정이다. Fig 7은 각 사용자에 의해 모든

계약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

저장되는 방식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Fig 5. Contract Transcation Confirmation

Fig 6. Contract Block Confirmation

Fig 7. Contract Block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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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 시스템 검증

제안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앞서 언급한 전자

서명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시스템 평가를 진

행하였다. 수기로 진행한 계약 프로세스와 블록

체인을 연동하지 않은 시스템을 기준으로 비교

를 진행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DB에 저장된 로

그의 유효성 문제가 있는 기존 전자 계약 시스

템의 단점을 블록체인으로 개선하였다.

Table 2. 제안 시스템 검증

Prototype Test의 경우 Alpha Test와 Beta

Test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Unit Test, Sub

Integrated Test, Final Integrated Test 총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자 서명 측면에서의 보안 요

구 사항을 반영하여 비대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전자 계약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PKI 기술을 기반으로 비

대면 계약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제작하였으며 개인키를 통한 신원 확인, 공개

키를 통한 전자 봉투 인증, 블록체인을 통한 검

증과 확인까지 각각의 단계에 걸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향후 다양한 사업 모델과 서비스

모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기능 구현을 통해 Prototype

을 Develope 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의

거래, 계약 및 전자서명과 블록체인 기술 연구

에 중요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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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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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ntication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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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블록체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개발한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되
었다. 당시에는 통화의 발행, 유통, 거래의 기능
만을 가진 단순 결제에 충실한 역할이었으나
2015년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개발
한 2세대 블록체인 이더리움이 나타났다.

이더리움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
계약을 도입하여 사용자 간의 계약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계약, 온라
인 투표 등 다양한 플랫폼에 활용하게 되었다.

초기 비트코인을 보조하기 위해 고안된 블록
체인 기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 서
비스, 비디오 게임, 보건 의료, 컨텐츠 저작권
등 여러 활용이 존재하며 IBM, Microsoft, Intel
등 글로벌 IT기업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진
입하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에 대응하
고 방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정보
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블록체인을 이용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막고 회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II. 관련 기술

2.1 블록체인 개요

거래, 계약 등의 정보가 분산원장(거래 정보

를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

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

하는 기술[1]) 형식으로 암호화되어 블록 단위

의 정보가 저장된다. 블록은 거래, 계약 등 정

보가 저장되는 구조체를 뜻하며 이전 블록과

체인으로 연결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

은 같은 데이터를 가진 노드들이 P2P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커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최성현, 박현균, 염기준,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Design and Implementation Software Licensing
Management System by Blockchain

Sung-Hyun CHOI, Hyeon-Gyun PARK, Ki-Jun YEOM,

Heung-Youl YOUM*

*SoonChunHuyang University

요 약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로 인해 회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키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며 구현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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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블록체인을 대표하는 비트코인 거래 시스템

으로는 다음과 같이 블록체인 거래를 하게 된

다.

그림 1 비트코인 거래(예시)

2.1.1 A가 B로부터 물품을 구매한다는 대가로

B에게 비트코인 20을 지급한다는 트랜잭션을

A 자신이 전자 서명하여 네트워크에 보고

2.1.2 B가 C로부터 물품을 구매한다는 대가로

비트코인 10을 지급한다는 거래 내역을 B가

전자 서명하여 네트워크에 보고

2.1.3 위 2개의 거래 정보를 채굴자가 예비 블

록에 연결하고 상당한 자원이 소모되는 작업

증명 방식을 통해 거래를 승인

2.1.4 위 거래 내역 이후에 생성된 거래들 또한

적절한 절차를 걸쳐 블록 2번에 저장

이러한 방식을 반복하여 블록들이 체인 형식으

로 저장된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한다.[2]

2.2 기존의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

기업마다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가

각자 다르나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식은 온라인상에서 소

프트웨어 라이선스 유효성을 검사하는 방식과

하드웨어 장치를 통해 라이선스를 검증하는 방

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소규모의 회사이거나 편리성을 위해

대부분 회사는 온라인상에서 라이선스 유효성

을 검사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리고 효율성과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라이선

스를 관리하는 전용 서버를 구축하여 사용한다.

위의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설치 요청을 하

면 웹서버에서는 DB를 통해 라이선스가 유효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며 설치 파일 서버를 통

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제공한다.

Ⅲ. 블록체인을 이용한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 제안 및 구현
3.1 기존의 라이선스의 문제점

기존 라이선스의 경우 불법복제가 매우 심각

한 문제이다. Keygen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선

스를 불법적으로 생성하여 키를 복제하는 경우

나 해커들의 크래킹을 통해 라이선스 검증하는

부분을 제거하여 유포하는 방식으로 상용 소프

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아도 쉽게 불법적인 방식

을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존의 라이선스는 관리를

무조건 하게 되는데 기업에서 관리하다 보면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 구매자의 라이선스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불법 라이선스로 간주되게 될

수도 있거나,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의 취약점

으로 인해 라이선스나 시리얼 넘버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3.2 블록체인을 통한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 설계

블록체인을 통해 라이선스가 블록에 생성되

는 과정은 처음에 이용자가 구매하고 라이선스

키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된다. 그 과

정 중에 블록체인에서 이용자에게 맞는 블록이

생성되고 트랜잭션에 라이선스 키가 보관되게

그림 2 일반적인 라이선스 시스템 구성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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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공개키 암호화 방식

으로 라이선스 키가 암호화된다. 다음으로 트랜

잭션에서는 노드들이 블록을 검증하게 되며 정

상적인 블록이라면 검증이 완료되어 다른 블록

과 연결이 되어 블록체인을 형성하게 된다. 블

록체인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미세하게 블

록체인 인증이 지연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이

용이 느려질 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 후에

는 소프트웨어 설치가 다시 시작되고 설치가

완료되게 된다.

그림 3 라이선스 블록 생성 과정[4]

위와 같은 방식으로 라이선스에 맞는 블록이

생성되고 자동으로 구매한 라이선스는 관리되

게 된다. 실시간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서 기존의

라이선스 관리방식보다 자세하게 관리할 수 있

게 된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통해 이용자는

구매한 본인의 라이선스 키 블록을 확인할 수

도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하게 되다 보니 Keyge

n을 통한 불법적인 라이선스 생성이 방지되게

되고 라이선스 키의 유효성 검사를 블록체인에

서 하게 되어 불법적인 복제가 더 어렵게 된다.

이렇게 블록체인 통해 라이선스를 관리하게 되

면 기존의 라이선스 문제였던 부분을 해결하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3.3 블록체인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 구현

3.3.1 Geth Server 구축

Geth(Go Ethereum)는 이더리움에서 제공하

는 공식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로 Go언어로 개

발이 되었다. 노드들에게 제공되며 노드들을 연

결하고 기존에 있던 사본 블록체인을 다운로드

하는 기능이 있다. Geth Server를 통해 노드들

이 작업증명을 하여 블록 검증을 하게 된다.

Geth에서는 그 외에도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

데 Local TestNet으로 Geth 사용이 가능하다.

즉 테스트환경을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Ge

nesis 블록을 생성하고 기존의 옵션을 초기화

시켜 명령어만 넣어주면 쉽게 사설 네트워크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geth --nodiscover --identity "etherPrivate" --datadir "/home/geth" --p

ort "30303" --rpc --rpcaddr 0.0.0.0 --rpcport "8545" --rpccorsdomain "

*" --allow-insecure-unlock --networkid 1980 --nat "any" --rpcapi "a

dmin,db,eth,net,web3,debug,miner,shh,txpool,personal, quorum" console

geth 실행 옵션[5]

3.3.2 web3.js를 이용한 블록체인 연동

웹사이트 구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geth로 개인 서버 망

을 구축 가능하다. web3.js는 웹 소켓을 사용하

여 geth와 로컬 또는 원격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웹 라이브러리 모음이다.

web3.js를 사용하여 블록체인의 로그인과 회

원가입 기능, 결제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구현하였다. 이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편의성과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

을 다운로드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그 과정은

회원가입 -> 로그인 -> 결제 ->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5 결제 페이지[6]

그림 5번의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된다.

3.3.3 Nethereum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된 설치 프로그램은 기존에 구현된

Geth Server와 연동이 된다. 설치 프로그램은

C#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 Nethereu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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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라

이브러리를 통해 설치 프로그램에서 로그인을

입력 받아 서버로 넘겨주게 된다. 로그인은 설

치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유포되었을 때를 방

지하기 위해 넣어주었으며 라이선스의 경우에

는 입력받게 되면 그림3과 같이 Geth Server에

서 블록을 만들고 노드들을 통해 블록에 문제

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블록체인을 형성하게 된

다.

3.3의 시스템 구성을 통해 블록체인 라이선스

를 사용하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었다.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라이선스를 관리하게 되면 기존 라이선스 방식

보다 더 활용적이고 기존의 문제점을 쉽게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다.

3.4 특징 및 기존 라이선스 시스템과의

비교 분석

기존 라이선스 시스템은 라이선스마다 종류

가 다르며 그것에 따라 각 시스템의 특징들도

약간씩 다르다. 기존 라이선스 시스템의 공통적

인 특징으로는 기존 라이선스 시스템은 중앙집

중형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DBMS, IPS,

서버 가상화 등 여러 보호 장비와 기술이 필요

하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특

성상 라이선스 관리가 어려우며 이런 특성 탓

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

블록체인 라이선스 시스템은 블록체인을 이

용하기에 라이선스를 블록 단위로 관리하게 된

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특징을 갖게 된

다.

밑에 그림으로는 기존 라이선스와 블록체인

라이선스의 특징을 비교하는 표이다.

IV. 결론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의 흥행성이 증가
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그
에 따라 금융, 보건, 투표 등과 같은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서비스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를 사용한 차세대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

리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방식인 블록체인을 이용한 라이

선스 관리를 제안한다. 블록체인 라이선스를 통

해 기존보다 효과적으로 라이선스를 관리하고

불법복제와 같은 문제점을 일부분 해결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구성하면 Keygen과 같

은 프로그램을 방지할 수 있으나 해커의 크래

킹 기술로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의 여러

조건문을 우회하게 되면 블록 검증을 하지 않

아 불법복제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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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설치 프로그램 로그인 기능

특징 기존 라이선스 블록체인 라이선스
운영

방식
중앙집중형 분산형 네트워크

확장성 없음 노더들을 통한 확장
투명성 기업만 사용 모든 기록 접근 가능
익명성 기업만 확인 모두 공개

장비
DBMS, IPS, 서버

가상화 등
블록체인 서버

처리

비용

기업에서 관리로

비용 감소

노더들을 통한 관리로

비용 증가
라이선스

관리

실시간 자동

갱신 안됨

실시간

자동 갱신

표 1 라이선스 시스템 특징[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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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사회의 데이터는 단순한 디지털 정보가

아닌 개인을 증명하고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자신으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전산 시스템에 악의적으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단순한 개인정보 노출을 넘어

개인정보를 활용해 금융 범죄에 사용하는 사건

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용자의

신원인증을 위한 데이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중앙서버에 관리되며 공격자

들의 공격지점으로 사용됨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ID/PW 방식의 사용자 신원인증은

각 서비스별 서버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

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후 Open ID와 OAuth 기반의 통합인증 체계

가 발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신원 공급자를 통

해 하나의 ID/PW를 통한 신원인증이 가능해

졌지만, 여전히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

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잔존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블

록체인을 활용한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이 급

속도로 확산되며 신원증명의 정보주체가 스스

로 개인정보를 관리통제가 가능한 형태의 신원

증명 기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자기주권 신원

증명을 활용해 사용자의 신원증명 주권을 확보

하며 실제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의 처리는 격

리된 신뢰기관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프라이버시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II. 배경지식

2.1 블록체인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을

P2P(Peer to Peer)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체인

형태로 연결한 분산 데이터 저장환경으로써 내

부의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이와 같

블록체인 기반 프라이버시 강화 자기주권 신원증명
아키텍처

김도훈*, 김동규*, 오상봉*, 김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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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산업혁명의 빠른 발전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노출과 악의적인 사용자들에 의한 해킹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공

인인증서의 폐지로 인해 다양한 기관의 사설 인증서가 범람하는 지금 개인의 정보를 주체적으

로 통제하며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의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마련이 필

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신원증명을 개인이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주권

신원증명을 구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실행자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강화

자기주권 신원증명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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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가변성의 특성은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블

록체인의 내부 데이터를 변조하는 것을 불가능

하게 만들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의 또 다른 특성은 블록체인

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원장(저장

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미 구성원들 간

의 합의가 끝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 데이

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2.2 신원증명

초기의 신원증명 방법은 단순한 ID/PW를 사

용하였으나 시스템의 다양화와 규제 강화로 인

해 중요 서비스에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

화 본인인증과 같은 제3자 신뢰기관을 통한 신

원증명으로 변하고 있다.

2.2.1 중앙집중형 신원증명

온라인 신원증명의 기본형태로 각 서비스 별

ID/PW 사용에서 OpenID, OAuth와 같은 통합

인증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합인증 서비스

를 이용해 ID 서비스 공급자와 연계된 서비스

에 단일 계정으로 인증을 수행하게 되며 편의

성이 증대되었지만 유일한 계정의 노출에 대한

위험도 증가되었다. 여전히 사용자의 개인정보

는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있어 어떻

게 저장되고 공유되는지 사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2.2.2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개인정보 주권 개념에

서 발생한 탈중앙화 본인인증 기술로 기존의

기관이나 기업이 저장하던 개인정보를 정보주

체가 소유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장점을 활용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중앙

기관에 의존하지 않으며 분산된 특징을 가지며

신원에 대한 발급, 제출, 삭제 등 모든 권한을

정보주체가 소유하며 활용할 수 있다[1].

2.3 분산ID(DID)

Decentralized IDentifier의 약어로 검증 가능

하고 분산된 디지털 신원을 가능하게 하는 식

별자이다. DID는 자기주권 신원증명 패러다임

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사

물, 조직 등 여러 가지 객체들을 식별한다. DID

는 DID를 사용하는 객체들의 식별자일 뿐만 아

니라 인증 수단인 DID Document를 참조할 수

있는 URI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2].

2.3.1 VC

Verifiable Credential의 약어로 사용자

(Holder)가 발행인(Issuer)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신원증명이다.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

은 일반적인 신분증뿐만 아니라 자격증, 졸업증

명서, 재직증명서 등과 같은 각종 증명서, 특정

인과의 관계와 같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ID 속성에 명시할 수 있다. 즉,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VC의 속성에 포함될 수

있다. VC는 Credential metadata, Claim, Proof

로 구성된다. Credential metadata에는 해당 VC

의 발행인 정보, VC가 명시하고 있는 객체

(Credential subject), 만료 기간, 폐기 방법 등

이 정의되어 있고, Claim과 Proof에는 각각 객

체의 ID 속성에 대한 정보, VC에 대한 진위 여

부 검증에 필요한 값이 포함된다.

2.3.2 VP

Verifiable Presentation의 약어로 사용자가

자신이 가진 VC의 ID 속성 중 필요한 속성만

을 추출하여 가공한 형태를 의미한다. 사용자는

검증인(Verifier)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VC

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VC에서

검증인이 요구하는 속성만을 추출하여 VP를 생

성한 뒤 자신의 서명을 추가하여 제출한다[3].

검증인은 공유받은 VP를 통해 사용자가 특정

속성을 가진 VC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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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본론

3.1 프라이버시 강화 자기주권 아키텍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DID 기반의

자기주권 신원증명을 통해 정보주체가 스스로

신원 통제가 가능하며 실제 서비스 이용에 필

요한 민감정보는 독립된 실행자를 통해 처리하

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시스템 개요 : [그림 1]은 제안 시스템의 아

키텍처를 나타내며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를 포

함한다.

1. 발급자(Issuer) :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

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검증가

능한 자격증인 VC를 발급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자격증명 발급 기관

2. 사용자(Holder) :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신

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하며, 독립된 실행자를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하여 서비스를 이

용하려는 주체

3. 검증자(Verifier) : VP 데이터 처리에 필요

한 실행코드를 독립된 실행자에게 전송하여 결

과값을 전달받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독립된 실행자(Isolated Trustee) : 사용자

로부터 암호화된 VP를 획득하고 서비스 제공기

관이 제출한 실행코드를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

하여 반환하는 독립된 안전한 실행자

3.2 시스템 프로세스

제안 시스템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크

게 1) 독립된 실행자 선택 및 키 교환, 2) DID

생성 및 신원검증, 3) 안전한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제공, 4) VP 삭제 순으로 진행된다.

1. 독립된 실행자 선택 및 키 교환 : 사용자

는 자신이 사용할 독립된 실행자를 선택하고

둘 간에 사용 가능한 대칭키( )를 생성하여

교환한다.

2-1. DID/DID Document 생성 및 등록 : 최

초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요소는 각자 자

신의 DID와 DID Document를 생성하고 DID

Registry에 등록한다.

2-2. VC 발급 : 사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발

급기관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VC를

요청하고, 사용자 검증을 통해 VC를 발급한다.

2-3. 서비스 요청 :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필수 데이터인 VP를 생성하고 로 암

호화하여 로컬 또는 온라인 저장소에 등록한다.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검증자에게 암호화된 VP

위치, 사용자의 독립된 실행자 주소를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을 요청한다.

3-1. VP 위치 및 실행코드 제출 : 검증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용자의 암호화된 VP 위

치와 실행할 코드를 사용자가 지정한 독립된

그림 1 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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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자에 제출한다.

3-2. VP 가져오기 : 독립된 실행자는 를
이용해 저장된 VP의 위치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가져온다.

3-3. 코드 실행 및 결과 전달 : 검증자에게

전달받은 암호화된 VP를 로 복호화하여 평

문 데이터를 획득한다. 이후 검증자의 실행코드

를 실행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결괏값을 검

증자에게 전달한다.

3-4. 서비스 제공 : 독립된 실행자로부터 결

괏값을 전달받은 검증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등록된 VP 삭제 :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후 로컬 또는 온라인 저장소에 등록한 암호화

된 VP를 삭제한다.

그림 2 시스템 동작 절차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DID 기반 자기주권 신원증명

을 통해 사용자에게 신원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독립된 실행자를 통해 VP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블록체인

이 가지고 있는 분산 저장이라는 특성으로 발

생 가능한 데이터의 무분별한 공유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내역은 DID를 기반으로 분산

원장에 기록하며 실제 서비스에 사용되는 사용

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이후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발생 가능한

데이터 처리 속도 문제와 타 플랫폼 대비 효율

성 문제를 테스트하여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실제 활용 가능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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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데이터를 중심으로 경제 시장이 발전함에 따

라 개인의 정보가 적극 활용되며, 새로운 서비

스 및 맞춤형 제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

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중요해지며, 각 나라들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을 제정시켰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자기주권(Self-Sovereign)’이 주

목받고 있으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DID(Decentralized Identity)가 등장했다.

DID는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신원정보가 관

리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운영

중지 등 외부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자신의 신원정보 유효성을 유지하고 지속해서

사용 가능하다. 신원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자

+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

사업임(No. NRF-2019R1A2C1085718)

로부터 VC(Verifiable Credential)를 발급받는다.

이후 언제든 사용자는 스스로 신원정보를 선택

하여 VP(Verifiable Presentation)를 생성한 후

에 검증자에게 VP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

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 기관 및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다 [1].

VC에는 개인정보가 저장되며, 사용자의 자

격증명(Credential)을 컨텐츠로 제공하여 사용자

에 대한 증명을 진행한다. 그러나, VC는 발급자

로부터 서명을 통해 무결성을 제공받지만 일부

저장되어있는 컨텐츠가 외부 저장소에 저장되

어 링크된 데이터라면 이에 대한 무결성은 제

공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는 외부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링크된 데이터가 추후 예기치

못한 공격이나 에러 등으로 링크된 데이터가

위변조 또는 삭제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Hashlink 기술을 이용한 링크된 데이터 원본

컨텐츠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한 Hashlink 기반의
안전한 DID 시스템+

김태훈*, 이임영**

*순천향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Hashlink-based Secure DID System to Provide Content Integrity

Taehoon Kim*, Im-yeong Lee**

Department of Software Converg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데이터 경제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안전하

게 보호 및 활용하기 위해 ‘자기주권’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Decentralized Identity가 등장했다. Decentralized Identity는 Verifiable Credential을 통해 검증

자에게 자격증명을 제시함으로써, 인증을 수행한다. 그러나 Decentralized Identity의 Verifiable

Credential는 발급자로부터 서명을 통해 무결성을 제공받지만 일부 저장되어있는 컨텐츠가 외부

저장소에 저장되어 링크된 데이터라면 이에 대한 무결성은 제공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Hashlink 기술을 이용한 링크된 데이터 원본 파일에 대한 무결성을

제공한다. 또한, Hashlink를 이용함으로써, 낮은 연산량 및 통신량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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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에 대한 무결성을 제공한다. 또한,

Hashlink를 이용함으로써, 낮은 연산량 및 통신

량을 제공할 수 있다.

II. 관련연구

2.1 DID(Decentralized identity)

DID는 [그림 1]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분산원

장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신원 등에 대

한 증명 관리, 신원정보 제출 범위 및 제출대상

통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원관리 체

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DID 기술은 인

증 정보를 각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분산된 형

태로 저장하는 안전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추가 인증 없이 이전 데이터를 불러와 인

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편리하게 신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2.2 Content Integrity Protection

W3C "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v1.0"에서 보안 고려사항 중 하나로 제시하였

다. VC에는 종종 확인 가능한 자격 증명 자체

외부에있는 데이터에 대한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이 포함된다. 이미지,

JSON-LD 컨텍스트 및 기타 기계 판독 가능

데이터와 같이 확인 가능한 자격 증명 외부에

존재하는 링크 된 콘텐츠는 데이터가 확인 가

능한 자격 증명의 증명 보호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변조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2.3 Hashlink

SHA-256과 같은 암호화 해시는 게시된 데이

터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하는데 자주 사용되며, 대부분의 하이퍼 링크의

특성으로 인해 암호화 해시는 링크 자체와 별

도로 게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Hashlik는

하이퍼 링크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리소스를

가져올 경우 데이터가 게시된 이후 리소스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다.

Hashlink를 사용하여 시스템이 하이퍼 링크

와 관련된 리소스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변

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애플

리케이션이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이퍼

링크를 게시할 수 있다 [3].

III.제안방식

본 제안방식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컨텐츠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

한 안전한 DID 시스템을 제안한다.

3.1 DID 등록 단계

Step 1. 사용자는 DApp을 이용하여 공개키 쌍

을 발급 요청, 수신 및 안전하게 저장한다.

Step 2. 사용자는 공개키 쌍을 저장한 후에

On/Off-Chain을 운영중인 발급자에게 DID를

생성 요청 및 공개키를 전송한다.

Step 3. 발급자는 수신받은 공개키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DID와 DDO(DID

Documnet)를 생성한다.

Step 4. 생성한 DID와 DDO는 On/Off-Chain

에 안전하게 저장하며, DID를 사용자에게 전송

한다.

3.2 VC 발급 단계

Step 1. 사용자는 DApp을 이용하여 VC 발급

요청 및 DID를 전송한다.

Step 2. 발급자는 수신한 DID를 탐색하고, 저

장된 DID일 경우 DID Resolve를 이용하여

DDO를 반환한다.

Step 3. DDO를 받급받은 발급자는 사용자에게

자격증명을 요청한다.

Step 4. 사용자는 발급자가 요청한 자격증명을

전송한다.

Step 5. 발급자는 수신한 자격증명을 검증하고,

사용자의 DID 및 자격증명에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하여 VC를 생성한다.

[그림 1] DID의 역할 및 구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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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생성한 VC는 사용자에게 전송하며,

VC를 수신한 사용자는 이를 안전하게 단말기

에 저장한다.

3.3 VP 검증 단계

Step 1. 사용자는 검증자로부터 검증을 받기

위해 저장되어있는 VC를 자신의 개인키로 서

명하여 VP를 생성한다.

Step 2. 생성한 VP는 검증자에게 전송하여 인

증 요청한다.

Step 3. 검증자는 VP 안에 저장되어있는 VC

에서 외부 링크된 데이터에 대해 위변조되거나

삭제되었는지 발급자에게 검증 요청한다.

Step 4. 발급자는 요청받은 데이터에 대해 검

증하며, 외부 링크된 데이터를 검증자에게 전송

한다.

Step 5. 검증자는 수신한 VP와 사용자의 공개

키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한다.

Step 6. 사용자가 만든 것이 검증되면 외부 링

크된 데이터와 발급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검

증을 수행한다.

Step 7. 발급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검증되면

검증자는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해 권한

을 부여한다.

IV.결론

VC 내부에 저장되어있는 자격증명 데이터에

서 일부 외부와 링크된 데이터가 위변조 또는

삭제될 경우 DID는 제대로 인증 및 서비스 권

한 부여를 할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VC에 저장되

어있는 자격증명 데이터에서 일부 외부와 링크

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제공하려 한다.

Hashlink 기술을 이용하여 링크된 데이터에 대

한 무결성을 제공한다. 또한, Hashlink를 이용

함으로써, 낮은 연산량 및 통신량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써, 다른 보안 요구사항도 만족시

킬 수 있는 연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며, 더욱

안전한 DID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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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재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는 중앙 집중

형 보고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며

약품의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많이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 약품 유통 관리 시

스템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화되어 있으나 미국

처럼 언제나 민영화와 분산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탈 중앙화된 시스템 도입을 미리 준비

해야 한다. 블록체인을 통한 유통은 ‘신뢰 유통’

이라고 불리며 유통 관리 및 추적에 최적화 되

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약품

유통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여 현재 약품 유통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블록체인 기

술을 사용하여 무결성과 투명성, 보안성을 높이

고 현재 약품 유통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대처하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블록체인은 P2P(Peer-to-Peer)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한 원장 관리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분

산 저장을 통해 탈 중앙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

문에 서버 하나가 공격을 받더라도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피해 입을 일은 없다. 하지만, 블록

체인의 원조인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합의 알

고리즘은 경쟁에 의한 합의 구조로 자원을 많

이 가진 사람만이 더 많은 블록을 만들게 되는

양극화 현상을 가져오며, 화폐의 기능만을 제공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더리움

(Ethereum)이란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이 등

장하게 되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화폐 기

능을 기반으로 현실에 모든 분야에 접목 가능

하도록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

(Smart Contrat)를 추가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Solidity라는 튜

링 완전한 언어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EVM(Ethereum Virtual Machine)이라는 가상

블록체인 기반의 약품 유통 관리 시스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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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19와 독감과 같은 감염병 그리고 기타 질병들의 확산, 그에 따른 약품과 백신들의 유통

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복용 및 접종을 해야 할 일들이 매우 다양해진 반면 약품과 백신

들의 유통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 ‘감염병 시대’라는 말이 생겼듯이 정확하고 빠른 시간 안에

여러 종류의 많은 약품들을 여러 곳으로 유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약품 유통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었다. 약품 유통 관리 시스템은 약품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약국과 소비자에게 전달

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열람 및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식품의약품안전 등에서 다양

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유통 관리 시스템에서는 각 유통 과정에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

는 구조로 이루어져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 못하였다. 블록체인은 각 객체가 저장하는 데이

터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객체 중 누구나 투명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약품 유통 관

리 시스템 운영에 있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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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으로 프로그래밍된 코드를 바이트코드로

변환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가진다. Solidity로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컴파일하면

ABI(Application Binary Interface)와 실제 바이

트 코드를 생성하게 된다.

[그림 1] 스마트 컨트랙트 변환 구조

ABI(Application Binary Interface)는 바이트

코드에서 데이터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접근 방

법을 정의한 파일로써, EVM을 이용하려는 프

로그램에서 ABI를 기반으로 코드를 호출하여

직접 저장되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ABI를 이용하여 바이트 코드를

호출하려면 이더리움 라이브러리인 Web3.js 등

을 이용하여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라이

브러리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할 경우, Web과

같은 프런트 엔드에서 EVM과 통신할 수 있도

록 하는 구조를 가지는 DApp을 개발할 수 있

다.

Ganache(가나슈)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이며 자동으로 스마트 컨트랙

트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고, 이더리움 기반

DApp을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

임워크인 Truffle을 연계하여 지갑에 있는 데이

터들을 트랜잭션 해줄 수 있다. Ganache를 이

용하면 Ethereum Network와 연결하지 않아도

Local에서 작동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컨트랙트

를 배포할 수 있다.

[그림 2] Ganache 실행 화면

Metamask(메타 마스크)는 Ethereum Netwo

rk 연결을 하지 않아도 DApp을 통하여 바로

실행할 수 있으며 Token을 관리할 수 있다. 메

타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D를 갖고 있

어야 하며 로그인을 하면 Host를 추가 및 삭제

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메타 마스크에서 핵심적

인 기능은 Public key(공개키)와 Private key(비

밀키)의 역할이다. Public key는 User가 이더리

움 지갑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하고,

Private key는 0x로 시작하는 64글자의 16진수

문자열로 암호화된 key를 이용하여 User가 이

더리움 지갑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한다.

[그림 3] Metamask 실행 화면

III. 제안 방식 설계

본 제안 방식은 약품 등록 단계, 등록 약품

확인 단계, 약품 유통 단계로 구성된다. 약품

등록 단계는 Metamask 지갑을 이용하여 웹으

로 구성된 DApp에 로그인하는 것으로 시작된

다. 로그인 후, 새로운 약품을 추가하는 버튼을

클릭하여 약품 정보를 입력한 후 약품 정보를

저장하는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블록에 저장

하는 과정을 가진다. 그 후 등록 약품의 확인

단계에서는 저장된 약품의 트랜잭션 ID를 검색

하여 저장된 약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QR코드

로 변환된 트랜잭션 ID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약품 유통 단계는, 저장된 약품 정보를 검색한

후,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트랜잭션을 발생

시켜 Metamask를 이용한 서명으로 새로운 정

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림 4] 전체 시나리오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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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제안 방식 구현

[그림 5] 메인 화면

[그림 5]는 블록체인 기반의 약품 유통 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이다. 추가된 약품들이 있다면

제품 목록에서 약품명과 약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을 들어가면

해당 약품의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DApp을 작동시키기 위해 먼저 [그림 2]와 같

이 Ganache를 실행시켜야 한다. Ganache를 실

행시키면 Metamask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메타 마스크의 계정 선택

화면에서 참여자 선택을 통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계정에 로그인하여 약

품에 대한 정보를 등록 및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검색 창 및 검색 결과

로그인을 한 후에 약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재한다. 기재가 끝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생

성되어 트랜잭션 해주면서 고유 제품 식별자가

생성된다. 생성된 제품 식별을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추가로 기재하고

싶은 항목은 지정 데이터 분야를 통해서 가능

하며, 형식별로 묶어서 확인도 가능하다. 스마

트 컨트랙트가 생성되면 ETH를 트랜잭션 해준

다. ETH가 100에서 0으로 떨어지면 Ganache에

서 새로 지갑을 불러와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

를 등록하면 ETH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약품에 대한 정보 추가 페이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화면이다. 약품

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

한 증명과 추가 분야, 카테고리를 기재 및 선택

적용한 후 제품 생성 버튼을 통해 스마트 컨트

랙트를 호출하여 트랜잭션을 생성해 준다.

[그림 8] 제품 추가된 화면과 ETH의 변화

[그림 9] 추가된 제품의 상세 정보

[그림 10] ETH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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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추가가 완료되고 트랜잭션이 발생하여

ETH가 [그림 10]처럼 100에서 99.49로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제품 고유 식별자가

QR코드로 생성이 되고, 등록된 제품에 대한 모

든 데이터를 손쉽게 가져와 확인이 가능하다.

QR코드 기능은 실제 공식으로 작동되는 Test

Network (Ropsten Network, Kovan Network,

Rinkeby Network)에서 작동이 가능하다.

V. 결론

앞으로도 우리는 보지 못했던 강하고, 다양한

질병과 맞닥뜨릴 것이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19와 같은 판데믹도 앞으로도 이겨나가야 할 과

제이며,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가 멸망한다는 이야

기가 있듯이 약품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졌다. 약

품 관리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약품 유통에서의 복잡성으

로 약품 관리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약품

의 오남용으로 인한 범죄 발생 및 비용의 상승

이라는 문제가 있다. 취약성이 높아 다양한 문

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의약품 유통 관리 시

스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위에 언급

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성과 투명성까지 갖출 수 있다. 이를 위해, 블

록체인을 도입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약품 유통 관리 시스템을 제

안하고 개발하였다. 약품 관리 시스템에서의 최

종 사용자가 편리하게 약품의 유통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추후 약품의 상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Google Maps와 같은 API를 적용하여 이동 위

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이더리움 네

트워크에서의 서비스를 위해서 추가 기능들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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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부인방지 기법은 온라인 상에서 데이터 트랜

잭션을 수행하는 상호 개체에 대한 송수신 신

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현재의 부인방지 프로토콜 연구는 단순 송수신

신뢰에서 확장되어 정확한 데이터의 제공 여부

혹은 데이터 트랜잭션 과정에서의 위변조 발생

여부 등의 데이터 무결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관

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부인방지 기법은 주로 중앙 집중형

데이터 트랜잭션 서비스에서 연구되었다. 이는

데이터의 무결성 및 트랜잭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 중앙 권력 기관이 존재하며, 모든 네트

워크 참여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환

경에서 부인방지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 집중형 부인방지 서비스는

TTP(Trusted Third Party)에 대한 과도한 권

력 집중으로 인하여 SPoF(Single Point of

Failure) 등의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형 동작을 통해 중앙 집중 형태의 다양

한 보안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만, 그에 반해

블록체인만의 독특한 동작 특성들에 의해 새로

운 보안 위협에 직면한다[1].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관련 연구로 부인방

지 기법과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형 서비스의

개요를 서술한다. 3장에서 탈중앙형 부인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보안 위

협 및 요구사항을 도출하며, 4장에서 결론을 통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형 서비스에서
공정한 부인방지 프로토콜의 보안 요구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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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중앙 집중형 데이터 트랜잭션 서비스는 TTP(Trusted Third Party)에 의한 공정한 부인

방지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데이터 트랜잭션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점차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형

네트워크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TTP 기반 부인방지 기법은 이전과 동등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탈중앙형 서비스에서 공정한 부인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TTP 기반

및 비 TTP 기반 부인방지 기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보안 취약점 및 보안 요구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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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탈중앙형 부인방지 연구의 종합적인 방향성

을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2.1 부인방지 기술 개요

부인방지는 각 개체가 네트워크 상에서 어떠

한 정보를 전송할 때 어느 누구도 이 통신의

부분 혹은 전체에 참여한 것을 부인하지 않도

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중재자(Arbitrator)의 개입

을 요구한다. 공정한 부인방지 프로토콜을 위해

Markowitch 등은 각 참여 개체가 자신의 이익

을 배반하는 돌발 행동을 하지 않는 가정 아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정립하였다[2].

Ÿ 수신 부인방지 : 부인방지 프로토콜은 수신

자가 제공된 메시지를 오류 없이 수신하였

음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무결한 NRR(Non-Repudiation of

Receipt)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Ÿ 송신 부인방지 : 부인방지 프로토콜은 송신

자가 메시지를 오류 없이 전송하였으며, 해

당 메시지의 실제 작성자임을 명확히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해 무결한

NRO(Non-Repuditaion of Origin)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Ÿ 강한 공정성 : 부인방지 프로토콜은 프로토

콜 종료시 송신자가 메시지에 대한 NRR을

획득하고 수신자가 메시지에 대한 NRO를

획득한 경우 혹은 둘 중 어느 누구도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만 강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Ÿ 진정한 공정성 : 부인방지 프로토콜은 강한

공정성을 제공하고 부인방지 증거 생성 기

법이 프로토콜 실행 기법과 독립적이며, 증

거만으로 TTP에 의한 분쟁 개입을 판별할

수 없을 때 이는 진정한 공정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Ÿ 적시성 : 모든 정직한 당사자는 항상 공정성

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유한한 시간 내에 부인방지 프로토콜을 실

행할 수 있음을 보장받아야 한다.

2.2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형 서비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TTP의 개입 없이 상호

비신뢰 참여 개체들 간의 안전성, 분권화, 변조

방지, 익명성 등의 특성을 보장한다. 모든 참여

개체는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의 사본을

제한 없이 획득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네트워

크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영구적(Permanent)

이며 변하지 않는(Immutable) 속성을 지닌다.

블록체인에서 TTP의 역할을 갈음하는 요소는

채굴자(Miner)들에 의해 합의된 분산 원장으로,

분산된 채굴자는 보상을 위해 상호 경쟁하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트랜잭션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고 블

록을 채굴할 수 있다[3].

상기 서술한 특성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형 서비스는 서로 신뢰하지 않는 피어가

안전하게 데이터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자를 통해 TTP 없이 트랜잭션 신뢰를 부

여할 수 있다.

III. 탈중앙형 부인방지 분석

3.1 보안 취약점

탈중앙형 서비스는 기존 중앙 집중형 서비스

의 문제점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임에

분명하나, 그에 따라 다양한 보안 취약점 역시

수반한다. 특히 탈중앙형 서비스에 부인방지 프

로토콜을 구현하는 연구에서 가장 큰 보안 취

약점은 TTP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참여 개체

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동작 특성에 있다. 효율적이며 안전한 부인방지

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토콜의 전반적인 동작을

TTP에 위탁하였던 기존의 부인방지 기법과 달

리,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형 네트워크는 TTP를

매개로 하는 기존 기술을 적용하였을 때 동일

한 효력 및 안전성을 기대할 수 없다.

한 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TTP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산된 채굴자는 부인방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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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의 중재자로 고려되기 이전에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을 지닌다. 채굴자는 검증된 트랜잭션

만을 신뢰하며, 다른 참여자는 채굴된 트랜잭션

의 원장 사본만을 신뢰한다. 또한, 채굴자는 중

앙 집중형 TTP와는 달리 전체 네트워크의 공

익을 위한 개체가 아니므로 중립성이 부족하다.

즉, 각 노드들의 상호 비신뢰 특성 및 모호한

중립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임의의 대표 선

출 기법 혹은 임계값 암호(Threshold

cryptography) 등을 이용한 다자간 계산으로 해

결할 경우 채굴자는 부인방지 프로토콜의 중재

자로써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3.2 비 TTP 기반 부인방지 기술 현황

현재의 비 TTP 기반 부인방지 기술은 낙관

적(Optimistic) 프로토콜 및 투명한

(Transparent) 프로토콜로 분류된다.

낙관적 프로토콜은 TTP가 부인 방지 절차

전반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내부 오류 혹은 악

의적인 개체에 의한 공격 등으로 인한 부인 분

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는 분쟁이

없는 정상적인 트랜잭션의 경우 TTP를 요구하

지 않기 때문에 탈중앙 동작을 보장하는 장점

을 지니지만, 부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TTP

를 요구하므로 완전한 TTP Free의 성질을 지

닌다고 볼 수 없다[4]. 또한, 비트코인과 같이

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블록체인 모델에서 부

인방지 증거 트랜잭션이 포함된 분기가 최장

분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유효 시간 내에 부

인방지 증거를 호출할 수 없어 적시성이 훼손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Fig. 1. 은 낙관적 부

인방지 프로토콜의 전체적인 개요를 나타낸다.

투명한 프로토콜은 기존 TTP에 의해 일괄적

으로 생성되었던 NRO 및 NRR의 생성 권한을

트랜잭션 당사자들에게 부여하는 부인방지 프

로토콜이다. 이는 데이터 트랜잭션 이후 송신자

및 수신자가 서로의 무결한 부인방지 증거를

교환하기 때문에 TTP를 요구하지 않는다. 트랜

잭션 당사자들에 의해 생성된 부인방지 증거는

기존 TTP가 생성하는 부인방지 증거와 구별할

수 없어야 하며, 부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개체는 부인방지 증거를 제출할 수 없어 책임

의 소재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투

명한 프로토콜은 TTP의 개입이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비 TTP 기반 부인방지 기술로 적

합하지만, 부인 분쟁 외의 취약점에 대한 유연

성이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5].

Fig. 2. 는 투명한 부인방지 프로토콜의 전체적

인 개요를 나타내며, 비정상 트랜잭션에서의 부

인 분쟁 책임은 송신측에 있음을 가정한다.

3.3 보안 요구사항

본 장에서 서술한 보안 위협 및 기존 제안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탈중앙형 부인

방지 프로토콜은 2.1절에서 논의한 요구사항과

더불어 다음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Ÿ 탈중앙성 : 부인방지 프로토콜의 실행 및 증

거 생성은 TTP가 존재하지 않는 탈중앙 환

경에서 충분한 신뢰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

다. 즉, 이는 네트워크 참여자 간 부인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중재를 TTP에 위탁하지

않고 참여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Ÿ 독립성 : 진정한 공정성에서의 독립성과 더

불어, 부인방지 프로토콜은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타 프로토콜과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다른 프로토콜의 동작이 탈중앙형 부

인방지 프로토콜에 영향을 줄 수 없어야 하

Fig. 1. Optimistic NR protocol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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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와는 반대로 탈중앙형 부인방지 프로

토콜의 동작이 다른 프로토콜의 동작에 영

향을 줄 수 없어야 한다.

Ÿ 폐쇄성 : 블록체인의 탈중앙성에 기반하는

부인방지 프로토콜은 부인 분쟁이 발생한

서비스와 무관한 외부 서비스의 개체 혹은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부인방지

를 달성하여서는 안 된다. 안전한 탈중앙형

부인방지 프로토콜은 오직 서비스의 참여자

및 이들이 신뢰하는 공통된 분산 원장에서

기인한 정보로 달성할 수 있다.

Ÿ 제한적 추적 허용 : 익명성이 허용되는 비허

가형 블록체인(Permissionless Blockchain)에

대해, 부인 분쟁을 야기한 책임의 소재를 명

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 부인 분

쟁 책임자를 제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별

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IV. 결론

데이터 트랜잭션 및 네트워크 패러다임이 중

앙 집중형에서 탈중앙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

에 상응하는 부인방지 기술의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탈중앙형 서비스는 중앙 집중형 서

비스가 지니는 SPoF, 성능 병목 현상, 정직하지

않은 TTP 등 다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

에서 공정한 부인방지를 달성하는 것은 해결되

지 않은 연구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부인방지 기법 및 블록체인 기술의 개요에 대

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탈중앙 환경에서

효율적인 부인방지를 제공하기 위해 선결하여

야 할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

는 추후 안전한 탈중앙형 부인방지 프로토콜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됨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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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블록체인은 중개자 없이 데이터의 신뢰성 확

보가 가능한 기술이다. 네트워크 내의 참여 개

체가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검

증·보관·실행한다. 블록체인은 참여 개체 모두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투명성, 한번 연결된

블록은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운 불변성 등

의 기술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정의하자면,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분산된 개

체들이 합의 프로토콜을 통해 합의된 블록을

암호학적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덧붙이기만 가

능하도록 차례로 연결된 분산 원장이다. 일반적

으로 블록체인은 암호학적 해시 함수와 전자

서명 등의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활용함에 있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블록체인의 기반이 되는 암호기술

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STRIDE 위협 모델링을 통

해 보안 기본 요건을 분석하고 안전한 블록체

인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은 일반적으로 참여 방법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비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

어느 개체나 제한 없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원장의 내용을 읽고, 블록을 생성하여 원장에

기록할 수 있는 블록체인
ex) Bitcoin, Ethereum 등

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

어느 개체나 제한 없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원장의 내용을 읽을 수 있지만, 블록을 생성하여
원장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특정 그룹의 허가가

필요한 블록체인
ex) EOS, Ripple, Sovrin 등

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

블록을 생성하여 원장에 기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원장의 내용을
읽기 위해서도 특정 그룹의 허가가 필요한

블록체인
ex) Hyperledger Fabric, Hyperledger

Indy 등

[표 1] 블록체인의 종류

대부분의 중요 기관에서 도입할 블록체인은

블록 생성 등에 대한 권한 관리가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허가형

STRIDE 위협 모델링에 기반한 블록체인 서비스
보안성 확보 방안

윤영수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Title

Young-Soo Yoon

Korea University(Graduate student)

요 약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 블록체

인은 각종 암호기술이 제공하는 무결성, 부인방지 등의 보안기능을 결합하여 설계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를 활용할때 보안성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한다. 하지만 안전성이 높은 기술을 활용 하

더라도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현하는 경우 다양한 취약점에 노출 될 수 있다. 따라서 STRIDE 위협

모델링을 이용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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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대한 서비스 구축 시 고려해야하

는 보안성 확보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1.1 STRIDE 위협 모델링

STRIDE란 Spoofing identify, Tampering

with data, Repudiation,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of Service, Elevation of

privilege의 각 앞글자를 딴 약자이다.

Microsoft사에서 1999년에 개발한 보안 위협

모델링 방법으로 인증, 무결성, 부인방지, 기

밀성, 가용성, 권한 부여와 같은 보안 속성을

고려하고 DFD(Data Flow Diagram)의 개체,

프로세스 등에 존재하는 위협을 식별한다. 각

위협별 보안 속성은 [표 2]와 같다.

Spoofing identify 인증(Authentication)

Tampering with

data
무결성(Integrity)

Repudiation
부인 방지

(Non-repudiation)

Information

disclosure
기밀성(Confidentiality)

Denial of service 가용성(Availability)

Elevation of

privilege

권한 부여

(Authorization)

[표 2] STRIDE 위협에 대한 보안 속성

- Spoofing identify: 거짓된 계정 등을 이용

하여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획득함.

- Tampering with data: 불법적으로 데이터

를 변경함

- Repudiation: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

았다고 부인하거나 책임이 없다고 부인함

- Information disclosure: 접근 권한이 없는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함

- Denial of service: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

이션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게 함

- Elevation of privilege: 누군가가 권한을

부여받아 권한이 없는 서비스를 수행함

1.2 DFD(Data Flow Diagram)

DFD(Data Flow Diagram)는 데이터 흐름

을 추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구성요소는

[표 3]과 같다.

Element Symbol

External

Entity

Process

Data Store

Data Flow

Trust

Boundary

[표 3] DFD(Data Flow Diabram) 구성 요소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시스템에

인증을 받아 관리를 수행하게되며 각 노드들

은 트랜잭션을 생성 및 검증하고 블록을 생

성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실행 결과의 모든

것이 기록되는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 내의

모든 참여 개체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는 검증 기술이다. 블록체인 솔루션은 참여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개체별로 계정을 부여

하며, 허가형 블록체인 솔루션은 계정을 관리

할 수 있는 계정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각 노드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은 자산의 이

동 또는 생성과 같이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기록이다. 일반적으로 헤더, 입력,

출력, 전자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록 데

이터는 다수의 트랜잭션을 포함하고 있다. 일

반적인 트랜잭션 처리 과정을 가진 블록체인

SW 플랫폼을 기준으로 작성한 DFD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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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FD(Data Flow Diagram)

1.3 위협 분석

작성된 DFD(Data Flow Diagram)를 토대로 블록체인 서비스 환경에서 식별된 위협과 국가정

보원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적용한 내용은 [표 4]와 같이 정

리 할 수 있다.

[표 4] STRIDE 위협 분석 결과

STRIDE 위협 위협정의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 항목

Spoofing identify 악의적인 개체가 정당한 개체로 위장하여 서비스 참여

계정관리 시스템 제공

계정관리에 대한 상호인증

계정관리 개인키 및 공개키의 관리

계정 폐기에 대한 관리

Tampering with data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 사용으로 데이터 유출

암호모듈 검증제도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사용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 보장

Repudiation
적법하지 않은 개체의 악의적인

트랜잭션 위·변조 공격

원장 트랜잭션 데이터의 유효성 확보

블록헤더의 위·변조 방지

Information disclosure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악의적인 개체의 정보 탈취
데이터 전송 개체간 상호인증

안전한 암호학적 프로토콜 사용

Denial of service 안전하지 않은 합의 프로토콜 사용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
합의 프로토콜 사용

합의 참여 노드의 관리

Elevation of privilege 소스코드 취약점을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결과 조작
스마트 컨트랙트 결과 검증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스코드 보안

1.4 대응 방안

도출된 위협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국가정보원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

항목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4.1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블록체인 솔루션에 사용되는 모든 암호 알

고리즘의 목록 및 용도를 관리해야 하며 암

호모듈 검증제도(KCMVP)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1.4.2 계정 관리 시스템 사용

계정의 생성 및 폐기, 권한 부여·조회·수정

에 대한 관리를 위해 계정 관리 시스템을 사

용해야 한다. 또한 상호 인증을 수행하기 위

해 본인 인증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인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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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PKI, 디렉터리 서비스, 인증서 등을 사

용해야한다.

1.4.3 데이터 전송 보안

블록체인 시스템 내의 개체와 데이터를 주

고받는 개체는 상호 인증을 수행해야 한다.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및 프로토콜을 사용해

야 한다. TLS 또는 DTLS 사용을 권장하며

TLS1.2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1.4.4 안전한 합의 프로토콜 사용

제공하려는 서비스 환경에 요구되는 안전

성·효율성 특성을 만족하는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 합의에 참여하는 일부 노드

가 장애가 발생해도 합의를 도출 할 수 있어

야 하며 합의가 완료되어 원장에 기록된 블

록은 삭제되지 않아야 한다. 최대 트랜잭션

처리량과 트랜잭션이 변경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1.4.5 원장

트랜잭션에는 트랜잭션의 생성 과정에 참

여한 모든 개체의 식별자 및 전자 서명, 재

전송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가 포함되

어야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블록헤더에

는 직전 블록의 해시값이 포함되어야 한다.

1.4.6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트랜잭션 검증 노드에게 스마트 컨트

랙트의 명세와 매 실행 시 사용된 입력값과

출력값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 컨

트랙트에는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코드 실행이 되지 않도록 알려진

보안 취약점에 대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보완

해야 한다.

1.4.7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데이터

를 블록체인 솔루션 내 다수의 저장소에 기

록하는 경우, 일부 저장소에 장애가 발생하

여도 기록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서비스 구성 시 준

수해야 할 보안성 확보 방안에 대해 STRIDE

위협 모델링을 통해 보안 위협을 도출하고 대

응 방안에 대해 확인하였다. 국가정보원 블록

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분석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으며 안전성

이 높은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현하는 경우 취약점을 이용한 데이

터 유출 및 서비스 거부 공격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STRIDE 위협 모델링의 DFD(Data Fl

ow Diagram)를 통해 블록체인 서비스의 아키

텍처를 추상적으로 제시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위협별 보안 속성과 그에 따른 위협을 제시하

고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

폼과 SW가 등장하고 있다. 향후 연구 진행 방

향 및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확인된 위협에 따

른 모의해킹 시나리오를 토대로 블록체인 플랫

폼에 따른 취약점 분석과 대응 방안 제시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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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서 부인방지(non-reputation)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TTP가 존재하는 중앙 집중형 모델을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이 연구 되었지만,

Single point of failure, 병목현상, TTP의 신뢰문제들이 발생하고 부인방지 또한 효율적으로 달

성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TTP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 기술

을 기반으로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부인방지를 제공하는 프로토콜들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I. 서론

디지털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상호작용

을 대폭 촉진시켰다. 상호작용의 예로는 데이

터 거래(data trading), 계약 서명(contract

signing), 전자 투표(electronic voting) 등이 있

다.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프라이버시, 안전성과 같은 보안 문제도 존재

한다. 현재까지는 데이터 기밀성, 무결성, 참가

자들의 인증, 접근제어와 같은 서비스들이 주

로 다루어졌지만 본 논문에서는 부인방지에 집

중하여 논의한다.

계약 서명 프로토콜이란 둘 이상의 참가자가

디지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프

로토콜로써, 이 프로토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은 공정성이다. 대면 계약 서명에서는 공정성

이 쉽게 충족되지만 온라인상에서 만족시키기

에는 쉽지 않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연구들은

TTP(Trusted Third Party)를 도입하였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 TTP 없이 계약 서

명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들을 Huang 등과

Zhang 등이 소개했다[2, 3].

데이터 교환 역시 부인방지 기술이 필요한 분

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부족하다.

현재 데이터 교환은 중앙 집중형식 방식을 채

택하고 있고, 대부분 복잡한 암호화 체계를 기

반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TTP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교환 과정

에서 보안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어 거래 시

몇 차례의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거래

비용과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또

한 공정성이 상실될 수 있다. 기존의 기술로는

부인방지와 보안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새

로운 기술들을 Li 등과 Wang 등이 소개했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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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는 부인방지 기술에 대한 관련 연구를

제시하며, 3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인방지 중 계약 서명과 데이터 전달에 관

한 프로토콜들을 비교․분석한다. 마지막 4장

에서 본 논문의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부인방지란 통신에서 메시지 혹은 데이터를

송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낸 사실을 부인하거

나, 수신했지만 수신 사실을 부인했을 때 반박

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ISO에

서는 부인방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수신 부인 방지(non-reputation of receipt):

메시지 수신인이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것을

거짓으로 부인할 수 없다.

- 출처 부인 방지(non-reputation of origin):

메시지 발신인이 추후에 해당 메시지의 발신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는 기존 데이터 교환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통신참여자들과 TTP가

존재하고 TTP의 승인 하에 데이터가 직접 전

송된다. 하지만 통신에서 TTP가 개입된다면

병목현상, 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 TTP의

신뢰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

신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거나 부정한 참여자

가 존재할 때만 TTP가 개입하는 Optimistic

protocol이 소개되었지만, 여전히 TTP 신뢰문

제는 해결되지는 않았다[1].

[그림 1] 중앙 집중형식 기존 통신 모델

III. 블록체인 기술 기반 부인방지 프

로토콜 비교 분석

3.1 부인방지 제공 프로토콜 분석

앞서 논의하였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부인방

지 기술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TTP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공정한 프로

토콜을 설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솔루션을 생성하는 것이다.

Huang등은 임계값 ElGamal 암호화와

VES(Verifiable Encryption Signature)기술을

사용하는 계약 서명 프로토콜을 소개했다[2].

해당 프로토콜은 세 명의 당사자 간 계약 프로

토콜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미리

협의된 계약 M에 대한 자신의 VES를 생성한

후 다른 참가자들에게 공유하고 다른 참가자들

의 VES를 복호화함으로써 계약 서명이 진행

된다. VES를 복호화하기 위해 필요한 share들

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만족시키기 위

해 금전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한다. 보증금인 q

개의 코인과 잠금 시간 τ이 담긴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게시하면 다른 참가자들은 서명을

하고 다시 원 참가자에게 돌려보냄으로써

share가 공유된다. 이 과정에서 정직하지 않은

참가자가 자신의 share를 공유하지 않거나 τ안

에 서명한 트랜잭션을 보내지 않는다면 보증금

트랜잭션에 있는 q개의 코인을 손실을 입은

참가자에게 주게 된다. 모든 참가자가 share를

공유함으로써 VES들을 복호화하고 서명을 얻

게 되면 프로토콜은 중단된다.

Zhang 등의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써 통신 참가자와 이더리움 블록체인

검증 노드로 구성된다[3]. Huang의 패널티 기

법에 더 나아가 credit 메커니즘을 추가해 참가

자가 정직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스마트

계약이 부정한 당사자의 신뢰도를 낮춰 추후에

개시하려하는 계약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직하

지 않은 행위의 발생률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신 참가자들은 계약 시작 전에 off-chain에

서 키 쌍을 생성한 후 계약을 협상한다. 그 후

계약 정보가 담겨진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게

시하고 검증 노드들이 트랜잭션과 VES의 유

효성을 검증한다. 모두 유효하다면 통신 참가

자들은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유효하지 않다

면 over-time penalty 메커니즘과 credit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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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이 수행된다.

Li 등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스마트 계약을

구축해 공개 공정 데이터 거래를 위한 분산형

거래 솔루션을 제안했다[4]. 데이터 판매자, 데

이터 구매자, 채굴자로 이루어진 블록체인 네

트워크에서 판매자가 데이터에 사전처리를 한

후, 공개 플랫폼(e.g. 클라우드, IPFS)에 업로

드를 한다. 데이터 정보가 포함된 거래 트랜잭

션을 블록체인에 게시함으로써 판매 사전 과정

이 종료된다. 구매자는 거래 트랜잭션을 확인

후에 사전에 정의된 비용을 지불한 후 데이터

가 온전한 지 확인한다. 데이터의 유효성이 유

효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는 성공하지만 반대로

유효하지 않으면 분쟁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참가자들은 부인 함수를 호출해 자신의 증거를

제출해 무죄를 증명해야한다.

Wang등은 데이터 전달을 두 단계로 나누어

공정성을 실현하는 프로토콜을 제안했다[5]. 데

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나누어 주요 부분과

트랜잭션을 전달하고 데이터 요구자는 데이터

의 검증을 위해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에 게시한다. 블록에 트랜잭션이 게시되면 데

이터 제공자는 나머지 데이터를 주소 테이블에

있는 다른 노드들에게 전달하고, 노드들이 검

증 후 최종적으로 데이터 요구자에게 전달된

다.

본 장에서는 기존 제안된 블록체인 기반 부인

방지 프로토콜의 개요에 대하여 논의했다. 다

음 장에서는 각 프로토콜의 특징과 부인방지를

만족하기 위한 특성의 만족 여부에 관한 내용

을 다룬다.

3.2 부인방지 제공 프로토콜 비교

공정한 부인방지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은

공정성, 적시성, 기밀성, 부인방지가 있다.

TTP의 개입을 없애기 위해 추가적으로 탈중

앙성 성질을 추가한다.

Huang 등[2]과 Zhang 등[3]이 제시한 프로토

콜은 패널티 기법을 이용해 공정성을 만족한

다. 공정성을 훼손하면 보증금으로 걸어둔 코

인을 회수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힌다.

Zhang 등의 프로토콜은 더 나아가 신용도까지

영향을 끼쳐 정직하지 않은 행위를 예방할 수

도 있다. 적시성 역시 두 프로토콜 모두 데드

라인을 정해놓고 VES를 공유하기 때문에 만

족한다. 또한 두 프로토콜 모두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 M은 암호화되었기 때문에

기밀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Huang 등의 프로토콜은 정직하지 않은

당사자가 거래에 존재할 때, 그 당사자의 보증

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이 유지되지만

계약이 종료된 후에 정직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아서 제

어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Zhang 등의 프로토콜 시작부분에서

참가자들이 키 쌍을 생성할 때 인증기관

(Certificate Authority)을 통해 키가 인증되므

로, 전체 과정에서 완전한 탈중앙 형태라고 보

기 어렵다.

Li 등[4]과 Wang 등[5]이 제시한 프로토콜

역시 공정성을 충족한다. Li 등의 프로토콜에

서 데이터가 공개 플랫폼에 업로드된 후, 구매

자는 값을 지불하고 받은 데이터에 대해 일정

시간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발생하면 판매자는 올바른 데이터인지 증명해

야 하고,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지불된 금액

은 다시 구매자가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도 유리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

을 만족한다. Wang 등의 프로토콜 역시 데이

터를 2단계로 분할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공정

성이 충족된다. 두 프로토콜은 데이터 전달 과

정에서 사전에 협의된 데드라인이 존재하고 이

를 초과하면 프로토콜이 중단되기 때문에 적시

성을 제공한다. Li 등의 공개 스토리지에 업로

드 된 암호화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는 키는

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만 지니기 때문에 검증

노드들은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없고 Wang

등의 프로토콜 역시 데이터의 주요 부분은 구

매자와 판매자만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데이터를 통신 참가자들만 얻을 수 있어 기밀

성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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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 [3] [4] [5]

공정성 패널티 기법 검증 기준 단계별 데이터 전달

기밀성 암호화된 계약 M 암호화된 데이터

부인방지 O O O O

적시성 O O O O

탈중앙성 O X O X

[표 1]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인방지 프로토콜 비교

하지만 Li 등의 프로토콜은 공개 플랫폼을 이

용해야하기 때문에 그 플랫폼 자체의 문제점과

공개 플랫폼과의 연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Wang 등의 프로토콜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주소 테이블과 PK(Public Key) 테이블이

있다. 주소 테이블과 PK 테이블 자체는 분산

화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네트워크 형성

초기에 PK 테이블을 유지하기 위해 CA를 채

택할 수도 있다. CA와 같은 TTP를 도입하면

완전한 탈중앙화를 이룰 수 없다는 특징을 갖

고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와 관련된 통신에서의

부인방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을 기반으로 한 프로토콜들을 비교․분석 했

다. 네 가지 프로토콜들을 부인방지 기술을 제

공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공정성, 기밀성, 부

인방지, 적시성과 탈중앙성 특성을 추가해 5가

지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각 프로토콜의 특징

을 제시했다. 탈중앙화된 부인방지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들이 아직 미흡하여 추후에

새롭게 연구될 탈중앙화 부인방지를 제공하는

기술의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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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ICT기술의 발전

은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 수집, 가공, 분

석하여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의 가용성과 정확성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

공유는 필수적이며, 보안과 프라이버시 또한 중

요한 고려사항으로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공유는 통

신 당사자간에 인증 서버 IDP (Identity

Provider)가 사용자의 신원을 보증하고 암호화

통신의 기본 설정을 중재하여, 당사자의 신원

증명과 데이터 접근의 다양한 프로비저닝을 제

공함으로써 당사자간에 암호화 세션경로를 형

성하여 보안공격에 안전한 신뢰 채널이 설정된

다 [1]. 하지만 기존의 중앙집중식 공유 모델은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의 글로벌핵심인재양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021-0-01516)

호환성 문제와 단일오류지점을 야기하고, 분산

데이터 공유 모델은 편파 된 데이터사일로 무

결성 문제와 서버간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근 DID (Distributed Identity)의 분산

식별자와 Verifiable Credential Data Model은

데이터의 소유권을 변조 검증이 가능한 불변의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함에 따라, 자격증명을 주

장함으로써 탈중앙 신뢰 데이터 공유 모델이

제안되었다. 이후 블록체인의 오버헤드와 프라

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파일시스템

등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연구되고 있지만

암호학 프로토콜와 결합된 구체적인 연구는 미

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일로 데이터

협업 시 가용과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탈 중

앙화 된 신뢰 데이터 공유 모델을 제안한다. 기

존 DID의 확장 모델로, IPDL (InterPlanetary

Distributed Ledger) 프레임워크는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과 분산 파일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자격증명 발급 및 분산 저장, 조회를 제공하여

다중 식별자 캐시 리소스를 통한 DID 기반의
사일로 데이터 신뢰 협업 시스템에 관한 연구+

라경진*, 이임영**

순천향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A Study on Cross-silo Data Trust Collaboration System based on
Multiple Identifier Similarity Cache Resource

Gyeongjin Ra*, Imyeong Lee**

Department of Software Converg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최근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ICT기술의 발전은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 수집, 가공, 분석

하여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가용성과 보안 및 프라이버시 사이의 적절

한 균형점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일로 데이터 협업 시 가용과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탈 중앙화 된 신뢰 데이터 공유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IPDL (InterPlanetary 

Distributed Ledger) 프레임워크는 DID (Distributed Identity) 기반의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과 

분산파일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자격증명 발급 및 분산 저장, 조회를 제공하여 변조검증을 보증

한다. 동시에 PISP (Private set Intersection Spatio-temporal Processing)은 Private set 

intersection 암호학 도구를 통해 교집합 데이터를 비밀계산하여 캐시 리소스를 동기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쿼리 검증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존의 DID와 체계와 달리, 암호학 프로토콜이 적용된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고, 코사인 기반의 각도 유사도를 적용하여 보안과 효율성에 기여한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418



변조검증을 보증한다. 동시에 PISP (Private set

Intersection Spatio-temporal Processing)은

Private set intersection 암호학 도구를 통해 당

사자 간의 비밀 계산계약체계를 형성하여 프라

이버시를 보호하고, 교집합을 형성하여 캐시 리

소스를 저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쿼리 검증을 수

행한다 [2].

II. 제안방식

본 장에서는 다중 식별자 유사도 캐시 리소

스 기반의 사일로 데이터 신뢰 협업 시스템을

제안한다. 블록체인 내부 시스템에 따라, 사용

자는 공개키 인증서를 통해 암호화 데이터의

자격증명을 요청한다. 모든 암호화 수행은 효율

적인 동형 계산을 위해 Elgamal 암호에 기반한

다 [2]. 제안방식은 전체 3개의 데이터 생성, 데

이터 수집, 데이터 분산 저장으로 구성된다. 데

이터 수집은 PISP Phase 및 하위 Step으로 수

행되고, 데이터 분산 저장은 IPDL Phase 및 하

위 Step으로 수행된다. [그림 1]은 본 제안방식

의 시나리오이며, 각 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은 다음과 같다.

Ÿ pi; 클러스터 노드

Ÿ D; 당사자의 데이터베이스

Ÿ U = {0,1}; 사용자 ID

Ÿ kenc; 암호화 키

Ÿ f = (f1, f2); 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두 당

사자의 비밀계산을 위한 함수

Ÿ CID (Contents Identity); 데이터 암호화 이

후 해시 된 인덱스 주소

1. 데이터 생성

데이터를 최초로 생성하고 소유권을 갖는

말단 node는 Data Owner로, 원시 데이터를 생

성하여 상위 pi에 전송한다.

2. 데이터 수집

pi는 다수의 Data Owner로부터 데이터를 수

집하고, 암호화를 수행한다. 이후 PISP를 수행

한다. PISP는 다음의 단계를 수행한다. (1) 교

집합 데이터 교환, (2) 교집합 데이터 기반 코

사인 각도 해시 트리 생성, (3) 캐시 리소스 업

데이트 및 정기 검증 루틴으로 구성되며 시스

템 설명은 같다.

Step 1. pi는 형식 (query, CID, f) 메시지를 교

환한다.

Step 2. pi는 튜플 입력 = (G, kenc, ρ)입력은

여기서 G = (V, E)는 그래프로 매핑된다.

[그림 1] 전체 시나리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419



Step 3. 전체 map Λ: Dp1∪ Dp2 → U를 계산

한다. 교집합 결과는 사용자 Λ (S1) = Λ (S2)

의 교집합인 S1 ̸∼ S2 인 행 Λ (S)를

rowS.Foreachrow S ∈D에 할당된 CID이다.

Step 4. 각 pi에서 (submit, CID, input_pi)를

수신하면 U = {0,1}에서 임의의 요소를 샘플링

하고 mapΛ를 계산한다. Vp1 ∪Vp2 → {0,1}에

서 v1, v2 ∈Vp1 ∪Vp2 두 꼭지점에 대해 Λ 

(v1) = Λ (v2) v1과 v2가 G1 ∪G2의 동일한

연결된 구성 요소에있는 경우에만 메세지를 참

가자 pi로 보낸다.

양쪽 모두 CID에 대한 설정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 메시지를 무시한다.

그렇지 않다면 (query, CID, (f1, f2), i)를 기록

한다. (query, CID, (f1, f2), 3 − i)를 이미 기

록한 경우 (response, CID, f1 (Dp1, Dp2))를 p1

로 보내고 (response, sid, f2 (Dp1, Dp2))를 p2

로 보낸다.

Step 5. 수신한 쿼리의 데이터를 복호화 한 후

기존데이터는 수신한 ID를 분류하여 기존의 데

이터와 다음의 코사인 각도 기반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유사도에 따라 캐시리소스를 업데이

트 한다 [3].

Definition. Cosine similarity; 내적 공간의 두

데이터 벡터 간 각도의 코사인 값을 이용하여

측정된 데이터 벡터 간의 유사도 정도를 의미

한다.

 
cos

 
∙







 

 


×

  

 





 

 

 ×

3. 데이터 분산 저장

Step 1. 클러스터는 CID의 캐시 리소스의 CID

와 암호화 메타데이터를 인코딩하여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생성한다.

Step 2. 클러스터가 생성한 트랜잭션은 내부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 블록체인에 전파된다.

Step 3. 데이터 사용자는 메타데이터 수신시

CID를 통해 IPFS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

터를 획득한다.

III. 제안방식 분석

1. Security

Ÿ Authentication/ Confidentiality:

DDH(Decisional Diffie-Hellman)의 확률적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암호화

체계에 기반한다. ElGl.Gen 보안 매개 변수

λ가 주어지면 ElGl.Gen (λ)은 공개-개인 키

쌍 (pk, sk)을 반환하고 메시지 공간 M을

지정한다. 암호화 프로토콜의 끝에서 각 당

사자는 상대방에게만 알려진 키로 암호화된

정점 레이블을 수신함으로써 정당한 사용자

만이 안전한 메세지를 획득하여 인증과 기

밀성을 보증한다.

Ÿ Integrity: CID는 해시함수의 비가역성과 암

호화에서 랜덤 오라클은 출력 도메인에서

균일하게 선택된 랜덤 응답으로 모든 고유

한 쿼리에 응답하는 오라클 모델로 데이터

협업 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증한다.

Ÿ Reliability: 탈중앙 분산원장을 통한 공모공

격과 단일지점장애로 내성을 통해 중간자공

격과 재전송공격 등의 안전한 통신을 보증

한다.

Ÿ Privacy: CPA(Ciphertext

indistinguishability)보안 암호화 체계에 따

라 어느 쪽도 m을 학습하지 않고 당사자에

게만 알려진 키 k로 암호화 되어야하는 회

로 내에서 계산된 메시지 m을 수행한다.

그룹의 식별 요소를 사용하여 ElGl.Mu을 사

용하여 암호문을 다시 무작위화하여 동일한

길이의 평문 두 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암호

화한 것이 공격자 A에게 주어졌을 때, A는

둘 중에서 어떤 암호문이 자신이 원하는 암

호문인지 선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2. Efficiency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 암호문을 외부서

버에 저장하고 해시로 계산된 데이터식별자와

자격증명 값을 동적 업데이트하여 원장의 기록

을 중복제거함에 따라 효율적이다. 또한 교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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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만을 사전에 교환하고, 이를 통해 코사인

유사도 기반의 캐시 리소스를 제공하여, 기존

유클리드 유사성 기반의 DID 시스템과 달리 크

기가 큰 데이터의 IPFS 파일 검색 시에도 파일

반환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된다.

IV. 결론

본 제안방식은 다중 식별자 유사도 캐시 리

소스 기반의 사일로 데이터 신뢰 협업 시스템

으로, IoT 환경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환

경 및 클라우드 환경과 같은 데이터 분석을 위

해 데이터 협업이 필요할 시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중앙집중식

방식과 분산네트워크 방식의 절충과 암호프로

토콜의 적절한 설계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기존의 블록체인 기반의 DID 및 IPFS

에서의 유클리드 기반의 체계와 달리 PSI의 교

집합 데이터 기반의 코사인 유사도 체계를 적

용하여 지역적 유사성이 향상된 캐시 리소스를

통해 정확성과 보안을 향상시키면서 효율적인

IPFS 접근과 검증에 기여 한다.

향후 연구로는 본 제안방식에 실제 유사환

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 검증이 필요할

것이며, 기존 데이터 신뢰 협업 연구의 비교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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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헬스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분석기술이 발점함에 따라 개인의 건강 빅데이터에 기반한 개인

중심의 ‘정밀의료(Percision Medicine)’ 패러다임이 실현되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은 헬스케

어 빅데이터의 이질적인 데이터 간의 연결을 통해 크로스 분석(cross analysis)이 가능한 기술

로 평가받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지만 의료분야의 주요 데이터는

개인의 민감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른 암호화처리와 접근제어 그리고 신

뢰성이 동시에 만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

스 모델에서 데이터 정보 주체가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on-chain에 기록될 데이터를 정할 수

있으며 이때 넛지이론을 활용하여 데이터 주체자에게 필수 정보를 on-chain에 공유하도록 함으

로서 보다 활발한 헬스케어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I. 서론

1.1 헬스케어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

미래의료의 핵심인 정밀의료 생태계 구축의

핵심은 개인이 생활 속에서 생산하는 방대한

양의 헬스케어 빅데이터에서 시작된다.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란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뿐만 아니라 유전 정보, 생활습관 정

보, 환경적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개

별화된 진담 및 치료・예방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1]. 핵심 데이터로는 유전적 관련

정보인 오믹스 정보(omics data)와 의료기관에

서 생산하는 의료 및 임상정보(clinical data),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와 모

바일 기기를 통해 발생되는 라이프로그 데이터

(mobile application and social media data) 그

외로 외부 환경 요인 정보(exogenous factors)

나 전문의료기기에서 생산되는 IoT 데이터로

구분될 수 있다[2]. 하지만 의료데이터 특성상

각 의료기관마다 데이터 형식이 달라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크로스 분석(cross analysis)을 통

한 새로운 연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헬스케어 빅테이터를 합리적으로

표준화하고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요구되고

있고, 최근 새로운 해결방안 기술로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다[3].

블록체인기술을 의료분야에 적용하기 앞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빅데이터 시장에서 개인정

보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개인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422



가 포함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이 유럽

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제정이다[3]. 유럽

연합은 개인에게 삭제권(Right of Erasure), 이

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등을 포함하여

좀더 명확하게 데이터주체자의 권리를 명시하

였다. 국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8

조 1항에 근거하여 유전자 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어 의

료데이터를 운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

한 헬스케어데이터에 대한 규정은 블록체인의

삭제불가의 특징과 충돌되어 블록체인 상에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형

헬스케어환경에서 넛지 이론 개념을 활용한 환

자 정의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관리시스템인

PDPM 협업 시스템을 제안한다. PDPM은 넛지

이론 개념을 사용하여 처리된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가능한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환자는 시스템에서

제시한 제안에 따라 개인 정보 관리 권한을 가

지게 된다. 또한 선택한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관리는 온체인(On-chain)에서 실행된다. 특정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모든 변경사항의 기록

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의 오픈 소스 및 분산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으

로 활용한다.

II. 관련연구

2.1 블록체인기반의 헬스케어 시스템

데이터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데이터 주권을

데이터 주체자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보장해주

자는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특히 분산형 헬스케어 환경의 데이터 개인 정

보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암호화 기본 요소

를 활용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접

근 제어 모델을 설계하는 수많은 연구가 있다.

[4]의 저자들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환경을 위

해 삭제 가능한 속성 기반 서명을 제안하였으

며. 또 다른 [5]의 논문은 블록체인에 있는 환자

들의 민감한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여 책임, 무

결성 및 보안을 위해 여러 암호화 프로토콜을

가진 MediBchain이라는 플랫폼을 제안함으로서

GDPR에서 요구하는 합법성, 투명서, 목적 제한

의 원칙들을 블록체인을 활용함에도 충실히 구

현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2 넛지이론

넛지 이론[6]은 행동경제학 분야의 개념이

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론적으로 개인의

일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종종 발견되었고, 행동 경제학은 경제학자

들이 경제학이라는 틀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생겨났다.

넛지 전략은 인센티브 등 금융 수단을 제공

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하는 금융 수단과 비금융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기본 옵션은 정책 설계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 옵션을 기본 값으로 설정하여 정책 주체

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본 기본 옵

션(default value) 전략은 "인간은 대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을 따른

다.

III.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따른 블록기

록 프레임워크 제안

3.1 PDPM 모델 제안

PDPM은 분산형 헬스케어 환경에서 넛지 이

론 개념을 사용하여 환자 정의 데이터 프라이

버시를 실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7]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환자

를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권장 사항을 얻기

위해 환자의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분류 및

넛지 이론의 개념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특정 그룹이 접근하고 의료 데이터를

구성하는 최종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환자에게

있다. 넛지 결과의 출력 데이터는 이더리움 스

마트 계약을 통해 체인에 저장되므로 권한이

부여된 당사자들이 환자가 생성한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의 과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423



PDPM은 헬스케어 시스템 엔티티만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end-to-end

encryption)을 사용한다.

[그림1] PDPM 시스템

그림1은 환자 정의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를

활성화하는 PDPM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

PDPM 시스템은 환자 또는 클라우드 기반 스토

리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인증기관이 암호

화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설계상 데이터는 데이

터 소유자를 대표하는 환자 또는 개인 의사가

액세스 권한을 관리하는 당사자가 수집한다.

PDPM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공인 의사

또는 이해관계자는 환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를 기본적으로 라이브로그 데이터, 의료 활동

데이터, 보험 데이터 등과 같이 대략적으로 분

류한다.

환자 데이터의 초기 분류는 협업 필터링 기

반 알고리즘에서 PDPM을 보다 관리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 알고리즘의 출력을 더 정밀하

게 만들 수 있다. 협업 필터링 프로토콜은

PDPM 프레임워크의 추천 시스템에서 환자 개

인 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 공개 선호에 대한

자동 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필터링 방법으로

사용된다. 몇 가지 데이터의 입력은 사전에 처

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 값의 차이에

서 도출된다. PDPM의 협업 필터링의 기본 전

제는 환자 X가 데이터 사용 사례에 대해 환자

Y와 동일한 관심을 갖는 경우, 환자 X가 임의

로 선택된 환자보다 다른 사용 사례에 대한 Y

의 선택에 더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넛지 이론의 개념은 환자들이 설계

자가 원하는 결과를 선호하도록 조건을 조정함

으로써 특정한 선택을 수행하거나 행동 가능성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2 PDPM 모델 한계점

헬스데이터 PDPM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다양

한 환자, 이해관계자 또는 여러 범주를 가진 다

른 헬스케어데이터 사용자로부터 대량의 헬스

케어 데이터가 필요하다. 협업 필터링 또한 다

양한 사용자 및 의료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수

집한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작동한

다. 그러나 PDPM 시스템은 초기 데이터 부족

으로 콜드 스타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

요 헬스케어 데이터가 센서디바이스로 생성되

는 만큼 다양한 센서 데이터 유형의 액세스를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프로토콜을 사용하

지 않고 데이터 수집 기술이 안전하다고 가정

한다. 따라서 PDPM 시스템은 차후 연구에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데이터 수집 기술연구가 요구된다.

넛지 전략과 협업필터링 넛지 전략이 헬스케

어데이터 분야에서 활용될 때는 우선 윤리와

개인의 선택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넛지 전략에서 누군가의 행동을 변경하려

는 시도는 의료인 또는 시스템 설계자에게 역

할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조작적으로 인

식될 수 있다. 따라서, 넛지 전략은 인간 행동

에 제한적인 편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서구

경제학에서 발표된 넛지 전략 실험의 대부분은

서구 국가들의 교육수준과 산업화에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행동경제학의 결론이 국제환

경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그러나 의료 영역에서의 넛지 이론의

개선 계획은 [8]에서 연구될 수 있다.

확장성 문제 PDPM은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활용해 환자가 정한 환자 개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결정에 따라 기록을

저장한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마이너들은 목

표 난이도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각 노드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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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의 작업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현재 네트워

크 상태의 완전한 복사본을 유지해야 한다. 더

욱이 확장성 문제 해결을 위해 블록크기를 조

절하거나 합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은 보안과

분산형 블록체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

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러한 우려는 블록체인

확장성 트릴레마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

려는 [9]에 명시된 전략을 채택함으로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IV.결론

분산형 헬스케어환경에서 넛지 이론을 사용

한 환자 정의 데이터 개인 정보 관리로 PDPM

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목표는 헬스케어 시스템

에서 환자에게 위변조 불가능한 프라이버시 관

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 넛지 이론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PDPM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PDPM 시스템은 전체 설계의

초기 단계로서, 결합 가능한 여러 기술의 가능

성과 한계점을 알아보았다. 보안, 분산 및 확장

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블록체인 확장성 트

롤리마를 더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

리는 향후 작업을 위해 PDPM 시스템의 엔티티

멤버 수에 대한 상세한 추정이 필요하며, 다양

한 협업 필터링 프로토콜로 실제 환자 데이터

를 숨기고 스마트 계약에서 임의 입력을 최소

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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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internet of vehicle (IoV) is one of the

critical enablers of th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in the future. It combines smart

vehicles and the internet to improve traffic safety,

reduce road accidents, and conceive an efficient

transportation system [1]. IoV enables vehicles to

be longer aware of traffic situations by sharing

road-related information messages with nearby

vehicles, such as safety alerts, accident

information, and traffic jams at specific time and

location.

Despite the above advantages, the current IoV

architecture has difficulty overcoming ITS

applications' increasing complexity, which requires

sturdy computation and storage. Moreover, it has

trouble addressing critic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user data protection and privacy since the

data management still relies on a centralized

approach. In this context, where data management

is centralized on a central server, the Single Point

of Failure (SPoF) issues may cause the risk of

user information being possibly exposed [2]. As a

result, IoV network members could be reluctant to

share data containing sensitive information, for

instance, driving preferences, vehicle numbers, and

user identities.

In order to address those challenges, this paper

presents the notion of secure edge intelligence,

merging the merits of blockcha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mobile edge computing

(MEC). Here, blockchain is used to enhance user

A Study of Secure Edge Intelligent on Internet
of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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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ept of internet of vehicles (IoV) is aimed to form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in realizing smart cities in the future. IoV is designed to

improve traffic safety, reduce road accidents, and conceive an efficient transportation system.

However, The current IoV system has trouble addressing critic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ITS applications. Moreover, the user data protection and privacy risk

face serious problems since data management is still centralized on a central server. Hence, the

Single Point of Failure (SPoF) issues may cause the risk of user information being possibly

exposed. In order to address those challenges, this paper presents the notion of secure edge

intelligence, joining the merits of blockcha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mobile edge

computing (MEC). Here, blockchain is used to enhance user privacy and security by removing

the intermediary party as well as forming a decentralized trusted data storage and management

system in a distributed ledger network. Simultaneously, the MEC-based AI system offers

powerful computational processing and reduces decision-making delay by leveraging edge

resources on local edge networks. Therefore, this framework is proposed to accomplish a secure

edge intelligence in IoV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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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and security by removing the

intermediary party as well as establishing a

decentralized trusted data storage and

management system in a distributed ledger

network. Concurrently, the MEC-based AI system

offers powerful computational processing and

reduces decision-making delay by leveraging edge

resources on local edge networks. Further, we use

the federated learning method to protect vehicles'

data privacy and enhance traffic prediction

accuracy. Therefore, this framework is proposed

to accomplish a secure edge intelligence in IoV

networks.

The rest of this paper is arranged as follows:

we explain the background knowledge related to

edge computing, federated learning, and blockchain

technology in Section 2. Section 3 shows our

proposed model, a secure edge intelligent in the

IoV framework. Then, we discuss several remarks

and concerns in Section 4. Finally, we conclude

this paper in Section 5.

2. Background
2.1 Edge Computing

An edge computing (EC) network extends the

notion of cloud computing concept to perform its

capability to the network's edge. The main aims

of EC are almost similar to cloudlets or fog

computing in other references. Moreover, EC

offers data storage, and computational processing

is locally performed in the edge infrastructure to

be closer to the data provider or user. As a

result, edge computing offers real-time services,

location-aware, and low-latency communication.

Further, it also reduces delay and saves the

bandwidth of transferring data for the remote

node in the IoV system.

2.2 Federated Learning

Conventional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rain

the models by utilizing training data, and then the

result is stored in a centralized server.

Nevertheless, these approaches suffer several

critical challenges: the potential of sensitive data

leakage, the risk of SPoF, and enormous overhead

in collecting and storing the training data.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Google introduced

federated learning as a promising method that

permits distributed mobile devices to

collaboratively train a global model using their

local dataset and keeps them stored on mobile

devices. Each mobile device computes the model

update (i.e., weight parameters of the current

global model) and uploads it to the aggregator

server. Here, the aggregator server gathers all the

model updates and generates a new global model

by aggregating the average value of these mode

updates from the user participants. Federated

learning significantly enhances the privacy

protection of mobile devices by blocking attack

facades for straightforward access to the local

training data [2]. Further, in the context of IoV

networks, the federated learning method can be

utilized to train prediction models without

straightforward access to the private data on the

vehicles, which protects the data privacy of

vehicles and improves traffic prediction accuracy

[3].

2.3 Blockchain Technology

Since Nakamoto introduced Bitcoin in 2009,

leveraging blockchain technology for achieving

secure and decentralized solutions has lately been

gaining significant attention both from academia

or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blockchain itself

is an open database that guarantees data security

by supporting trustworthy and anonymous

transactions without requiring any intermediaries

and its transaction recorded on the distributed and

immutable ledger. Here, all transactions are

marked with a timestamp, and then a certain

consensus mechanism validates and stores the

verified transaction on the distributed database

network. Hence, the system allows all involved

participants in the blockchain network to obtain

an updated ledger automatically.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427



3. Towards Secure Edge Intelligent on

IoV
This paper proposes the join framework of

edge computing, FL, and blockchain technology

that can be leveraged to form a secure edge

intelligence in IoV networks. We use the

blockchain to overcome a centralized server's

drawbacks and manage the uploaded parameters

of updated models for retrieval. Furthermore, the

blockchain grants authority control of the user

participants and enhances the privacy and security

of model parameters in the edge resource of

federated learning by encrypting the data with a

particular cryptography technique.

Figure 1. Design architecture of secure edge

intelligence

Figure 1 shows our proposed design

architecture. Here, we consider vehicles as

distributed edge users with simple communication

and computation capabilities supported by onboard

units (OBUs), consisting of various sensing

devices. On the other hand, RSUs are equipped

with edge computing servers and designed as the

distributed edge servers stationed along the road,

providing wireless communications from roadside

infrastructure to vehicles. Furthermore, this

architecture comprises three parts: local training

dataset of vehicle, model parameter validation by

empowering blockchain, and global aggregation in

the aggregator server, as illustrated in Figure 1.

In this model, the edge users (i.e., vehicles) train

their dataset locally and upload the trained model

collaboratively. In contrast, the edge servers (i.e.,

RSUs) maintain the blockchain and legitimate for

performing the global aggregation process to

generate a new global model.

The system is started with the initial learning

model process, where distributed RSUs upload

initial parameters ( ) of the global model ()
to the distributed ledger blockchain. Then,

vehicles, in iteration t, retrieve global parameters from blockchain and execute local training

dataset to generate the updated models

(    ) using their local dataset

(   ). Then, the updated models

    are uploaded to the blockchain,
which then it will be validated by a particular

consensus mechanism. The verified parameters

will be stored in the blockchain when the

consensus process is passed. Later, RSUs retrieve

the verified parameter models and aggregates

them to be a new global model   for the
next iteration (  ), where

       ∆. Thus, the iteration

continues until the model reaches a precise

accuracy or the number of iterations exceeding

the upper limit.

4. Discussion
Even though the FL approach is a promising

method to implement in a decentralized system,

there are some significant challenges, especially in

user selection issues for the model training

process. Moreover, the problem shifts even worse

when the malicious vehicle exists and conducts

various adversarial activities, for instance,

providing incorrect information messages known

as false data injection attacks [4], to jeopardize

traffic safety in the IoV network system. In this

sense, the attackers can easily manipulate the

broadcasted data from the vehicle sender by

utilizing an insecure wireless communication

ecosystem [2, 4]. Furthermore, they possi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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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ude with other malicious attackers to perform

poisoning attacks [5] that intentionally insert

poisonous data into the training datasets, thus

manipulating the outcomes of training models for

their benefit.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sign a

reliable user participant selection mechanism

during the training model to form a secure edge

intelligence in the future IoV system.

5. Conclusions
In this paper, we presented the notion of

secure edge intelligence for the IoV network by

leveraging the merits of blockcha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mobile edge computing

(MEC). We use the blockchain to overcome a

centralized server's drawbacks in the current

federated learning approach. Moreover, even

though the FL approach is a promising method to

implement in a decentralized system, there are

some significant challenges, especially in user

selection issues for the model training process,

that can lead to various adversarial activities.

Therefore, this issue should be considered in

future work to form a secure edge intelligence for

the IoV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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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비트코인(bitcoin)은 블록체인 기술의 온라인

암호화폐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곳

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익명성이라는 특성

을 악용하여 기업의 불법 비자금 등을 합법적

으로 돈세탁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이것을 탐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변

수의 선택 기준과 결과에 관한 정보 부족에서

오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분류 알고리

즘을 탄탄히 하고자 하였다. 이에 불법거래 및

정상거래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주소를 수집하

고 각 해당 트랜잭션(transaction)에 관한 정보

들을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여 이상거래와 정

상거래를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

기회평가원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

로 수행되었음(2016-0-00022)

떤 변수를 사용하였는지와 이를 기준으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적용하는가가 중요해진다.

비트코인 사용자는 새로운 주소의 생성에 제

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주소의 보유가 가능하

며, 어떤 네트워크도 필요하지 않다. 새로운 키

의 쌍으로 새로운 주소를 바로 만드는 것도 가

능하기에, 불법 거래라고 특정되는 거래들의 공

통적인 특징을 하나로 특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II. 관련연구
암호화폐 이상거래 탐지 및 추적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KAIST와 S2W

LAB[1]에서는 다크웹(dark web)을 크롤링하여

다크웹에서의 비트코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인 MFScope을 구현했다. 이후 비

트코인 흐름을 추적하고 불법 금융 흐름을 수

량화하는 방식으로 실제 블랙머니를 추적했다.

[2]는 불법 거래의 활성화 정도를 알기 위

해 비트코인 생명주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분

머신러닝을 통한 비트코인 이상 거래 탐지
*

권혜민* 윤명지* 이승아* 조유진*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Machine Learning-based Detection of
Abnormal Transaction on Bitcoin

Hye-min Kwon*, Myung-ji Yoon*, Seung-a Lee*, Yu-Jin Cho*, Myuhng-Joo
Kim**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Seoul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Seoul Women’s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비트코인의 특성상 익명성을 획득할 수 있어, 이를 가지고 불법적인 거래에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막기 위해 불법 거래에 활용되는 비트코인을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비트코인을 사용한 불법 거래 탐지에 관한 방법론에 대해 제안한다. 불법 거래 탐지를 위해

서 blockchain.com과 walletexplorer.com에서 정상 트랜잭션 및 실크로드 트랜잭션 해시값을 크

롤링한 후 각각의 트랜잭션의 특징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비지도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과 실크로드 트랜잭션의 특징들을 확인하여 이를 통한 분류 알고

리즘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중에서 비지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하여

Isolation Forest와 K-means를 사용해 정상 거래와 이상 거래로 분류하는 방법론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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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비트코인 주소의 80%는 42개의 입금을 받

은 후 사용되어, 도박이나 사기, 랜섬웨어와 같

은 다양한 불법 활동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

을 제시했다.

이상거래 탐지를 위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있는데, [3]

은 불법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비트코인 이상

거래 탐지를 위해 트랜잭션 데이터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K-means Clustering,

Mahalanobis Distance Based Method,

Unsupervised SVM 라는 3가지 비지도 머신러

닝 학습 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알려진 30건

의 불법 사례 중 3건의 사례를 탐지해낼 수 있

었다[4]. 또한 트랜잭션과 사용자라는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통계 정보를 추출하고, 이상적

인 트랜잭션과 사용자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시각화하여 분석했다. 이후 K-means와 SOM과

같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상 탐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5]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의 불법 거래 탐지를 위해 지도학습 기반의

Random forest classification, Neural network

알고리즘 활용한 모델 제시하였고, 이후의 연구

[6]에서 해당 모델을 이용해 특정 비트코인 주

소가 거래소, 마이닝 풀, 믹서, 겜블링, 암거래

시장 중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실제로 분

류하였다.

위와 같이 가상화폐 불법 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먼저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수집하고 세부적인 특징을 추출했

다. 특히 기존 논문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

한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도 비지도 학습 기법

인 Isolation Forest를 중심으로 정상 트랜잭션

과 이상 트랜잭션으로 분류한다.

III. 본론
3.1 트랜잭션 추출 및 수집

머신러닝에 트랜잭션의 특성들을 학습시키기

위해 우선 트랜잭션의 txid를 수집하여 리스트

화하였다. txid 수집은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관련 사이트를 웹 크롤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였다. 총 23,181개의 트랜잭션을 수집하였으며

여기에는 실크로드(Silkroad)에서 사용된 트랜

잭션 4,499개가 포함되어 있다. 수집된 트랜잭

션들은 리스트화하여 CSV 파일로 저장하였다.

이후 각 트랜잭션의 특성(정보)을 추출하기 위

해 블록체인 관련 사이트(www.blockchain.com)

를 크롤링하여 각 txid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CSV 파일로 저장하였다. 추출한 정보는 hash,

size, weight, fee, status, blockNum, from

address의 개수, to address의 개수가 있다.

3.2 Isolation Forest

추출한 데이터를 비지도 학습인 Isolation

Forest 머신러닝에 넣은 후 스스로 이상거래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데이터는 총 23,181개의 트랜잭션을 사용하

였으며, 정상 데이터로 가정한 데이터는 18,682

개, 이상 데이터로 가정한 데이터는 4,499개이

다. 특성들 중 receivedTime과 blockNum은 이

상거래 탐지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제외한

후에 머신러닝을 학습시켰다.

학습 시킬 조건들을 다르게 하면 결과가 조

금씩 다르게 나와 최대 트리 개수를 50과 100

으로 나누어 머신러닝을 돌려본 다음에 공통적

인 특징을 추출하였다. 특징은 아래와 같이 3가

지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이상은 -1, 정상은 1로 나타내었다.

1)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여 학습

2) hash 값만 제거

3) 정상 데이터와 차이 나는 특징들만 추출

1번과 2번 경우는 이상 데이터와 정상 데이

터 비율이 1:5 정도로 비슷하게 출력되었다. 공

통적으로 정상과 이상거래에 차이를 보이는 것

은 size, weight, status, from address의 개수,

to address의 개수이다. 3번의 경우에는 이상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 비율이 1:10 정도였다.

조건을 바꿔가며 학습시킨 결과 모든 특징이

포함된 데이터에서 트리의 수를 나타내는 파라

미터 n_estimatiors를 100으로 할 때 1은 18,703

개 –1은 4,478개로 가장 정확도가 높았다.

정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2가지 집단으

로 분류하였을 때, 한 집단의 대부분의 데이터

가 Silkroad 데이터인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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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K-means

암호화폐 거래에서는 각 거래마다 가지는 특

징들이 있다. 여러 특징들 중 Isolation Forest

에서 정상 군집과 이상 군집 간에 확인 가능했

던 유의미한 차이를 기준으로 from address의

개수, to address의 개수, size, weight, status,

confirmations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K-means는 한 번에 사용하는 변수의 개수

가 많을수록 그사이의 연관성을 따지며 결과를

낼 수 있고, 주제 특성상 개별 특징만으로 판단

하기보다, 각 특징 사이의 연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변수를 사용하였

다. 3개의 변수 중 2개는 from address의 개수

와 to address의 개수로 고정하였고, 나머지 하

나의 변수를 size, weight, status, confirmations

중의 하나로 적용하여 총 4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총 23,181개의 전체 트랜잭션 데이터를 3개

의 변수를 기준으로 K-means를 사용하여 A

군집과 B 군집으로 분류했다. 그다음 알고리즘

작업을 위해 두 개의 군집 중 불법 실크로드

트랜잭션 데이터가 더 많이 포함된 군집을 이

상 데이터 군집으로 선정하여 그중 실크로드

데이터만 추출하여 정확도를 올리고자 했다.

from address의 개수, to address의 개수,

status를 변수로 사용한 경우에 A 군집의 데이

터 개수는 23,104개이고, B 군집의 데이터 개수

는 77개로 나타났다. 각각의 군집에서 불법 실

크로드 트랜잭션과 겹치는 트랜잭션 데이터 개

수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A 군집에서는 약

15.60%가량이었으며 B 군집에서는 약 5.19%

정도가 실크로드 트랜잭션이었다.

from address의 개수, to address의 개수,

confirmations를 변수로 사용한 경우에 A 군집

의 데이터 개수는 19,080개이고, B 군집의 데이

터 개수는 4,101개이다. A 군집의 데이터 중

3,610개가 실크로드 데이터였는데, 실크로드 데

이터 개수가 총 3,610개이므로, 이는 A 군집에

실크로드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이다.

위 두 가지의 경우 각 군집의 크기 차이가

너무 심해,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두 가

지 경우로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림 1]은 from address의 개수, to address

의 개수, size를 변수로 사용한 경우이다. 이때,

A 군집에는 15,270개의 전체 데이터 중 실크로

드 데이터의 비율은 약 13.86%였으며, B 군집

에는 7,911개의 전체 데이터 중 실크로드 데이

터의 비율은 약 18.89%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

는 B 군집을 이상 데이터로 추정하였고, 이 중

에서 더 확실한 실크로드의 데이터만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 from address의 개수, to

address의 개수, size를 사용한 경우 2

개의 군집으로 분류된 모습

다음으로, [그림 2]는 from address의 개수,

to address의 개수, weight를 변수로 사용한 경

우로, 이때 A 군집 16,203개의 전체 데이터 중

실크로드 데이터의 비율은 약 8.73%였다. B 군

집은 6,978개의 전체 데이터 중 실크로드 데이

터의 비율은 약 31.46%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

도 B 군집을 이상 데이터로 추정하였고, 이 중

실크로드 데이터만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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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rom address의 개수, to

address의 개수, weight를 사용한

경우 2개의 군집으로 분류된 모습

IV. 결론

본 연구를 위해 불법거래 분류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중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진행 방법은

불법거래 및 정상거래의 특징들을 파악하여 불

법거래를 탐지하는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

를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불법 거래라고 특정되는 거래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하나로 특정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자 이상거래

와 정상거래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결과

적으로 이상거래는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

이는지 추출하려고 하였다.

먼저 머신러닝 학습 결과로 트랜잭션의 size

가 258 이하거나 weight가 861 이하일 경우에

는 정상 데이터일 확률이 높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K-means와 Isolation Forest를

사용해 나타난 특징들을 조합하여 이상치를 판

별하였는데, 최종 선정된 5개의 조건문 중에서

3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 이상 데이터 감지로

판별한다. size가 2563 이상, fees가 0.0006 이

상, weight가 9212 이상, from address의 개수

가 13 이상, to address의 개수가 16 이상인 경

우가 각각 5개의 조건문으로 나타난다. 결과적

으로 구축한 알고리즘 프로그램의 순서도는 [그

림 3]과 같다.

[그림 3] 알고리즘 프로그램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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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토큰은 기호 또는 상징을 의미하며 사적으로

발행한 특수 용도의 동전 같은 물건을 지칭하

기 위해 사용된다. 최근 블록체인에서 관리되는

토큰은 소유할 수 있고, 자산, 화폐 혹은 접근

권한 등 블록체인 기반의 추상화된 의미로 재

정의되고 있다. 많은 블록체인 토큰은 전 세계

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서로 교환되거

나 전 세계 유동 시장에서 다른 화폐로 거래될

수 있다. 이더리움(Ethereum)[5] 이전에 많은

토큰 플랫폼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서

개발되었으나 이더리움에서 첫 번째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 토큰표

준이 등재된 후 토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ERC 토큰표준은 기능의 개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발자들은 토큰 개발 과정 중 특정 기

능 추가와 특정 변수 설정 등이 가능하므로, 토

큰 개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ERC 토큰표준은 화폐 대용의 동전처럼 생긴

주조물, 즉 일반적인 토큰에 비해 범용성이 높

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블록체인을 통해 유

통 관리되는 기업 자체 통화 결제서비스 개발

에 있어 ERC 토큰표준 사용을 선호한다. 토큰

의 높은 활용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더리움 토큰 프로젝트 역시 증가하는

추세인 한 편, 토큰과 관련된 개선사항 역시 다

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사항들을 확립하

기 위해 토큰의 표준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

더리움 토큰의 표준인 ERC를 소개한 후 비교

분석을 제시한다.

II. 이더리움 토큰표준 소개

2.1 ERC-20

ERC-20 토큰표준[1]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

트워크에서 정한 표준 토큰 규격이며 토큰을

전송하는 기본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

이더리움 토큰표준 분석
강승주,* 임준호,** 정익래***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육군3사관학교 컴퓨터과학과 (강사)

Ethereum Token Standard Analysis

Seung Ju Kang,* Joon Ho Lim,** Ik Rae Jeong***

*,***Korea University(Graduate student, Professor)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Lecturer)

요 약

현재 이더리움 토큰은 스마트 계약으로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토큰 간 호환

이 가능하므로 이더리움 토큰 기반 암호화폐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토큰 사용자가 증

가할수록 토큰을 발행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다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큰과 관련한 규약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이더리움 재단에서 토큰의 구현방식

을 제안한 여러 이더리움 토큰표준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토큰표준에 대해 각

각의 특징과 기능에 관해 소개 및 비교분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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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더리움 외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도 제3자가 해당 토

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상에서 ERC-20 토큰표준은 선

택함수인 name(토큰 이름을 반환), symbol(토

큰의 기호를 반환), decimal(토큰 양을 나눌 수

있는 소수 자릿수를 반환)과 필수함수인

totalSupply(현재 존재하는 이 토큰의 전체 양

을 리턴), balanceOf(address_owner가 있는 다

른 계정의 계정 잔액을 반환), transfer(_to주소

로 _value만큼의 계정 잔액을 반환),

transferFrom(_from주소, _to주소 및 _value가

주어지면 계약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토큰 전송

을 실행), approve(_spender에게 _value만큼의

토큰을 찾아갈 권리부여), allowance(_spender가

출금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승인한 잔액을 반

환)로 구성되어 있다.

2.2 ERC-721

ERC-721 토큰표준[2]은 스마트 계약 내에서

NFT(Non-Fungible Token)를 위한 표준 API

구현을 허용하며 NFT를 추적하고 전송하는 기

본 기능을 제공한다. Fungible이란 상품의 각

단위와 동일한 상품의 다른 단위, 즉 두 당사자

가 동일한 금액을 손익 없이 교환할 수 있는

교환 가능성을 말하고, 반대로 Non-Fungible은

교환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NFT는 토

큰끼리의 대체 및 교환이 불가한 이더리움 네

트워크상에서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지닌 토

큰들을 의미한다. 또한, NFT는 ERC-721 토큰

표준 스마트 계약 내의 고유한 ID로 식별되며

해당 식별번호는 계약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

아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앞서 설명한 ERC-20 토큰표준의 모든 토큰

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토큰들 사이에서 대

체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는 특성과 달리,

ERC-721 토큰표준의 토큰은 고유한 가치를 가

져 대체할 수 없다는 NFT의 개념이 도입되었

다. 스마트 계약상에서 ERC-721 토큰표준은 함

수인 balanceOf(소유자에게 할당된 모든 NFT

양 반환), ownerOf(NFT소유자의 주소를 반환),

safeTransferFrom(NFT의 소유권을 소유자의

주소에 다른 주소로 이전), approve(NFT의 승

인된 주소 변경 또는 재확인),

setApprovalForAll(모든 발신자의 자산을 관리

하기 위한 operator의 승인을 받아줌),

getApproved (단일 NFT에 대한 승인된 주소를

가져옴), isApproved(주소가 다른 주소에 대해

인증된 연산자인지 쿼리)로 구성되어 있다.

2.3 ERC-777

ERC-777 토큰표준[3]은 ERC-20 토큰표준을

개선하여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계약과 일반

주소 모두 tokensToSend hook 등록을 통해 어

떤 토큰을 보내는지, tokensReceived hook 등록

을 통해 어떤 토큰을 수신하는지에 대하여 제

어 및 거부를 할 수 있다. 둘째, 토큰을 수신할

때 기존의 ERC-20 토큰표준은

(approve/transferFrom) 두 번의 call을 해야 하

지만 tokensReceived hook은 이를 한 번의 call

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소유자는 자신을 대

신하여 토큰을 보낼 수 있는 operator를 인증

및 취소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 상에서 ERC-777 토큰표준은 함

수인 name(토큰의 이름을 반환), symbol(토큰

의 기호를 반환), totalSupply(토큰의 총공급량

반환), balanceOf(토큰 소지자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양 반환), granularity(토큰에서 분할할

수 없는 가장 작은 부분 반환),

defaultOperators(토큰 계약에서 정의한 기본

operator 목록을 가져옴), isOperatorFor(연산자

주소가 소유자 주소의 operator인지 여부를 나

타냄), authorizeOperator(대신 토큰을 보내고

소각할 msg.sender의 operator로 제3자

operator주소를 설정), revokeOperator(operator

주소의 권한을 제거하여 msg.sender를 대신하

여 토큰을 보내고 소각), send(msg.sender주소

에서 to주소로 토큰을 보냄), operatorSend(from

주소 대신 to주소로 토큰을 전송),

burn(msg.sender주소의 토큰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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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Burn(from주소 대신 토큰 소각)로 구성

되어 있다.

2.4 ERC-1155

ERC-1155 토큰표준[4]은 대체 가능한 토큰

유형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 유형을 모두 나타

낼 수 있는 스마트 계약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다. ERC-20 토큰표준은 토큰 유형별로 별도의

계약을 배포해야 하고, ERC-721 토큰표준의 토

큰 ID는 대체 불가능한 단일 Index이며 단일

계약으로 배포된다. 이 때문에 이더리움 블록체

인에는 많은 중복 바이트 코드가 배치되고 각

토큰 계약을 자체 허가된 주소로 분리하는 특

성으로 인해 특정 기능이 제한된다. 이에 반해

ERC-1155 토큰표준에서는 각 토큰 ID가 고유

한 메타 데이터, 공급 및 기타 속성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구성 가능한 토큰 유형을 나타내

기 때문에, 단일 스마트 계약이 무한한 수의 토

큰을 제어할 수 있다.

ERC-1155 토큰표준에는 함수인

safeTransferFrom(_from주소에서 지정된 _to

주소로 _id의 _value만큼 토큰 전송),

safeBatchTransFrom(_from주소에서 지정된

_to 주소로 ids의 _values만큼 토큰 전송),

balanceOf(현 계정 토큰의 잔액을 반환),

balanceOfBatch(여러 계정, 여러 토큰 쌍의 잔

액 반환), setApprovalForAll(모든 발신자의 토

큰을 관리하기 위한 operator의 승인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isApprovedForAll(지정된 소유

자에 대한 operator의 승인 상태를 쿼리)로 구

성되어 있다.

III. 이더리움 토큰표준 비교분석

ERC-20 토큰표준의 인터페이스 함수들을 기

준으로 다른 이더리움 토큰표준의 인터페이스

함수 기능들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ERC-20, ERC-721 그리고 ERC-777 토큰표준

은 토큰 이름을 반환해주는 기능(Name)(E.g.

“MyToken”)을 제공한다. 그러나 일반 가상 자

산을 식별하는 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용한

데이터이지만 충돌 발생하기 쉽다는 판단 때문

에 ERC-1155 토큰표준은 제공하지 않는다.

토큰 기호를 반환해주는 기능(Symbol)(E.g.

“HIX”), 토큰 총량을 반환해주는 기능

(Totalsupply) 또한 ERC-20, ERC-721 그리고

ERC-777 토큰표준은 제공하지만, ERC-1155

토큰표준은 제공하지 않는다. 토큰 소유자 계정

의 토큰 잔액 반환 기능(Balance)은 본 논문의

비교 대상인 네 개의 표준 토큰 모두 제공하며

ERC-1155 토큰표준은 동시에 여러 계정의 토

큰 잔액을 받아올 수 있는 Batch 기능 또한 제

공한다.

토큰 전송 기능(Transfer)을 제공하는 토큰표

준은 ERC-20, ERC-777 그리고 ERC-1155이며

ERC-1155 토큰표준은 동시에 여러 계정의 토

큰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한다.

ERC-721 토큰표준은 토큰이 고유한 속성을 가

지고 있는 NFT이기 때문에 토큰 전송이 불가

하다. 대신 토큰의 소유권을 나눠 다른 사용자

와 송 수신이 가능하다. 계약이 사용자를 대신

ERC-20 ERC-721 ERC-777 ERC-1155
Name O O O X
Symbol O O O X
Totalsupply O O O X
Balance O O O O
Transfer O X O O

Transfer instead O X O O
Granting rights O O O O
Allowed supply O X O X

Burn X X O X

<표 1> 기능별 토큰표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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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토큰을 전송하는 기능(Transfer instead)

또한 토큰 전송 기능과 같은 결과를 가진다.

토큰을 인출할 권리를 부여하는 기능

(Granting rights)은 네 개의 토큰표준이 모두

제공하는 기능이며 ERC-1155 토큰표준에서는

송금이 승인된 계정이나 계약의 주소가 모든

발신자의 토큰을 관리하는 operator라는 인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operator의 지정된 소유자에

대한 승인 상태를 쿼리 함으로써 토큰 인출 권

리를 관리한다.

토큰 소유자로부터 인출 할 수 있는 토큰 양

을 반환해주는 기능(Allowed supply)은

ERC-20과 ERC-777 토큰표준만 제공하며

ERC-721 토큰표준은 NFT의 대체 불가능성 때

문에 토큰을 인출 할 수 없어 토큰 양을 반환

할 수 없으므로 제공하지 않는다. ERC-777 토

큰표준 한정으로 개인 키가 없는 암호화폐 지

갑 주소로 토큰을 전송하여 다시는 소각한 토

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Burn)을 제

공한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

에서 발행되는 토큰의 표준인 Ethereum

Request for Comment (ERC)에 대해서 소개하

며, 표준화된 토큰들을 중심으로 이더리움 블록

체인 네트워크에서 정한 표준 토큰 규격인

ERC-20, 대체 불가능하여 토큰이 고유한 가치

와 정체성을 가지는 NFT의 개념이 도입된 표

준 토큰 ERC-721, ERC-20 토큰표준을 기준으

로 여러 기능을 개선한 ERC-777 토큰표준 그

리고 대체 가능한 토큰 유형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 유형을 둘 다 나타낼 수 있는 스마트 계

약 인터페이스를 가진 ERC-1155 토큰표준 각

각의 특징과 인터페이스 기능을 설명하였다. 또

한, 앞서 소개한 토큰표준들의 기능을 비교분석

을 제시하였다.

현재 다수의 이더리움 토큰표준은 사용자가

조작할 수 없는 토큰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전송 시 사용자가 부담을 느낄 만

큼 큰 수수료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더리움

토큰표준 개발자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이 오가

며 수수료비용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추후 수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토큰표준

기능개선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여 아직 해결되

지 못한 수수료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이

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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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존의 금융거래는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

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해당 중앙기관에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

어있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하면서

시작된 비트코인(Bitcoin, BTC)이라는 암호화폐

는 중앙기관이 없이도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상

호검증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발행, 전송, 검증 등의

기능만 갖고 있어 시중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예금, 보험, 등 계약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구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 컨트렉트를 블록체인 위에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이더리움(Ethereum, ETH)

이다. 이더리움을 사용해 중앙집중형 금융거래

방식이 아닌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이 개발되었다[2].

다시 말해 DeFi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P2P(Peer to Peer), 즉 개인 대 개인의 금융서

비스를 촉진하고 사용자들이 본인의 자산을 완

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인 금융시

스템이다. 이러한 서비스 안에서 모르는 사람과

스마트 컨트렉트를 통해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디앱(Decentralized application,

DApp)이다. 디앱에서는 가상화폐를 대출해주거

나, 대출받는 기능을 하는 디앱, 중앙기관에 자

금을 보유하거나 예치할 필요 없이 서로 디지

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DEX(Decentralized

Exchange), 가격 안정성과 낮은 변동성을 확보

함으로써 안심하고 디앱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스테이블 토큰 등이 있다.

최근 ERC-20(이더리움 토큰)을 기반으로 하

는 다양한 토큰들을 거래하기 위해 중앙 거래

소가 아닌 DEX가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eFi 기술 중 하나인 DEX의 작동

방식인 On-chain order books, Off-chain order

books, Automated Maket Makers(AMM)의 특

암호화폐 탈중앙화 거래소(DEX) 비교 및 분석

이민섭,* 정익래**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Cryptocurrency Decentralized Exchange Comparison and
Analaysis

Min Seob Lee,* Ik Rae Jeong**

*,**Korea University(Graduate student, Professor)

요 약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이 여러 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컨

트렉트를 블록체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이더리움을 활용하여 대출, 거래, 자산 관리 등 실제

금융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온체인에 구현하는 DeFi(Decentralized Exchange Finance)가 주

목받고 있다. DeFi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달리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수천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보관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거래 기록을 공유하

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DeFi를 활용한 서비스로는 스테이블 토큰, 담보 대출, 스테이킹 서비

스, 탈중앙화 거래소, 보험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DeFi 기술 중 하나인 DEX(Decentralized

Exchange)의 특징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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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분석하고. DEX 시장에서 주목받는 AMM

방식을 사용하는 거래소 방식에 대해 비교한다.

II. On-chain/Off-chain order books

중앙화 거래소가 가지는 보안, 투명성 등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DEX는 제3자 개입

없이 P2P로 거래를 하고 이러한 거래들은 스마

트 컨트렉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DEX는 아

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이 있다.

2.1 On-chain order books

DEX의 첫 번째 방식인 온체인 오더 북 방

식은 거래의 모든 것이 온체인에서 진행된다.

즉, 모든 주문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제3자를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지만 가장 비효율

적인 방식이다. 거래내역을 기록하기 위해선 블

록체인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드를 호출해야 하

므로 수수료가 높다. 또한, 거래소의 내부 사용

자가 지연되는 트랜잭션을 인식하고, 트랜잭션

이 처리되기 전 해당 정보를 사용해 거래를 진

행하는 프런트 러닝(Front running)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DeFi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

식을 Bitshares[3], StellarTerm[4]에서 사용 중

이다.

2.2 Off-chain order books

오프체인 오더 북 방식은 온체인 오더 북

방식과 달리 블록체인에 기록되지 않고, 호스팅

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악의적인 주체에 의해

조작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탈중앙

화 거래소와 달리 리플레이어(Replayer)라고 불

리는 참여자들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오프체인 오더 북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유동

성 풀을 활용해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연결될 때만 온체인

주문이 실행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온체인

오더 북 방식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오프체인 오더 북 방식

을 사용하는 DEX는 Binance DEX[5], IDEX[6],

0x[7] 등이 있다.

기존 온체인/오프체인 거래방식은 오더 북에

서 원하는 각자의 오더가 매칭되기를 기다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인기 자산시장에서는 유동

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

는 마켓 메이커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래에서

설명하게 될 AMM 방식이다.

III. Automated Market Makers(AMM)

AMM은 거래자가 자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

려고 할 때 수학적 공식에 따라 가격을 자동으

로 결정시켜주는 알고리즘이다. 판매자와 구매

자가 서로 거래하는 것이 아닌 유동성 풀을 기

반으로 AMM과 거래하는 것이다. AMM 기본

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 :변수 x, y에 대해 항상 일정한 값을 취하는 양의 상수)

x(y)는 유동성 풀에 있는 X(Y) 토큰의 수량

이다. a(b)는 X(Y) 토큰의 총 가치가 유동성 풀

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아래와 같은 식을 만족

한다.

          
     

AMM 기본공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Quantity of Y tokens in contract

New

position

Old

position

X tokens

spent

Y tokens

gained

Quantity

of X

tokens

in

contract

Fig. 1. A, B 토큰의 수량 및 가격 변화

그래프 곡선 위의 값은 항상 같은 값을 갖

고, 와 는 반비례 관계이다. 예를 들어, 유동

성 풀에  가  만큼 증가할 경우, 는 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 =를 만

족한다. 위와 같은 AMM 곡선상에서 구매 가능

한 토큰의 수량 및 가격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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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개의 Y 토큰으로 구매 가능한 X 토큰의 개

수 는        에 따라,

     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개의 Y 토큰으로 X 토큰 구매 시, X 토큰 가

격  는 해당 토큰의 유동성 풀의 X, Y에 대

한 비율이      와 같이 똑같다고

가정할 때,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위 설명과 같이 유동성 풀의 가격이 자동으

로 계산된다. 따라서, 토큰의 가격은 선형적으

로 증가하지 않고 유동성 풀 내에 있는 토큰을

더 많이 구매할수록 해당 토큰의 가격은 가파

르게 증가한다. 단, 가 클수록, 거래량에 따른

토큰의 가격 변동은 적다.

AMM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거래

시장에 높은 유동성을 보장할 수 있다. 첫째,

기본공식을 기반으로 판매/구매 가격을 결정하

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 없이 즉시

거래가 체결된다. 두 번째, 거래자가 해당 유동

성 풀에서 한 번에 많이 구매하고자 하면 토큰

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유동성 풀

에 있는 토큰을 모두 구매하기 어려워 풀이 유

지된다. 이러한 AMM을 기반으로 하는 DEX

프로젝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Uniswap[8],

Balancer[9], Curve[10]가 있다. 다음 장에서 세

개의 AMM기반 DEX에 대해 비교한다.

IV. 거래소 AMM 비교 및 분석

이전 장에서 다룬 AMM 방식을 적용하는

DEX는 가상화폐 시장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 DEX마다 Price Impact Function이

다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Uniswap[8],

Balancer[9], Curve[10]를 예로 들어 Price

Impact Function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한다[11].

1) Uniswap

 ∆    ∆ 



     

Uniswap은 위의 식과 같은 Price Impact

Function을 사용한다.  ∆ 는 ∆만큼의 토

큰을 구매할 때의 Price Impact Function을 나

타낸 것이다. 구매하는 토큰이 없다고 가정하고

∆에 0을 넣어 거래가 없을 때 Uniswap의 한

계 비용을  으로 계산한다.

2) Balancer

∆   




  ∆ 
  










        

위의 Uniswap과 마찬가지로 Price Impact

Function을 통해 을 구하였을 때 Uniswap은

유동성 풀에 존재하는 토큰의 개수에만 영향을

받지만, Balancer는 시장 가치에 따른 두 개의

토큰의 가중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토큰의 가치가 중요하다.

3) Curve

∆    ∆  ∆    ∆ 

  ∆  ∆    ∆ 

Symbol Description

 유동성 풀에 있는 구매하는 토큰의 총 개수

 유동성 풀에 있는 판매하는 토큰의 총 개수

∆ 구매하는 토큰의 개수

∆ 판매하는 토큰의 개수

 Uniswap,Balancer,Curve의 Price Impact Function

 Uniswap,Balancer,Curve의 한계 비용

 시장 가치에 따른 각 토큰의 가중치

  Curve 유동성 풀에서 토큰 총 개수의 비율

Table. 1. Notations in A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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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wap, Balancer, Curve의 Price Impact

Function 와 marginal price를 구하는 방식을

확인하였다. 아래의 Fig. 2. 는 위에서 도출한

세 개 거래소의 Price Impact Function을 그래

프로 나타내고 있다.

Fig. 2. Price impact functions for Uniswap,

Balancer, and Curve

위의 그래프는 유동성 풀에 존재하는 각 토큰

의 총 개수인  ,값을 10000으로 계산했을

때, Uniswap의 한계가격은     , Balancer

의 한계가격은    , Curve의 한계가

격은    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프의 상

승곡선을 보면 x축 값인 ∆가 낮을수록 Price

Impact가 더 안정적이고, Curve의 AMM에서

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한다. 하지만, 값인

10000에 거의 가까워질수록 가격 영향력이 높

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Uniswap

은 AMM에서 단순히 두 종류의 토큰 총량만

비교하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

과를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DeFi중에서도 중앙화 거래소

가 가지는 보안, 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DEX의 작동 방식과 종류에 대해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DEX는 기존 중앙집중형 거래소와 달리 중

개자 없이 P2P 거래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어 장점이 많은 기술이다. 이러한 DEX는

한가지의 방식으로 구동되는 것이 아닌 DEX마

다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대표적인

DEX 작동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고

AMM 방식을 사용 중인 Uniswap, Balancer,

Curve에 대해 구체적인 가격 형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DEX에서 최종적으로 해결

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인 거래 수수료에 대해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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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온라인 유통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일

상 속 많은 상품 및 컨텐츠를 장소와 매체에

구애 받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구매하거나 되

파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

소비 시장 뿐 만 아니라 전자책, 스마트 키 렌

트카 등 대여 시장과 넷플릭스, 밀리의 서재 등

의 구독 경제 서비스 또한 모바일 기반으로 형

성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시장’의 성장

으로 인해 다양한 실물 권한을 모바일로 소유

할 수 있게 되었고 실체가 없던 정보 중심 권

한 또한 모바일로 소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해

야 하는 상황 및 요구가 발생할 것이고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디지털 권

한 위임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위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

디지털 권한으로는 공연 및 스포츠 관람 티켓,

스트리밍 서비스의 로그인 정보, 현물 키를 대

신하는 출입 비밀번호, 모바일 간편결제의 결제

비밀번호가 있다. 각 권한은 개인 정보 및 결제

정보 유출 등의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

에게 경제적 손실 및 물리적인 피해까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 프로세스에서 예상되

는 보안 위협 요소를 살펴보고 해당 위협을 방

지할 수 있는 위임 프로토콜을 설계하여 제안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PKI기반의 암호화 과정과 기존의 권한 위임 관

련 연구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설계한 권한 위

임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프로

토콜의 보안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2.1 Kim, Park과 Won의 권한 위임 기법 과

Petersen과 Horster's 권한 위임 기법

디지털 위임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PKI 기반 권한
위임 프로토콜 제안

고나현, 김자현, 박세란

서울여자대학교

A Proposal of PKI-based Authority Delegation Protocol for
Digital Services

Na-Hyun Ko, Ja-Hyun Kim and Se-Ran Park

Seoul Women’s University(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요 약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다양한 구매 및 대여 서비스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디지털 권한

이 소비 품목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 대여 및 양도와 다르게 권한 위임은 위임 주체 간 신뢰

성 보장과 디지털 권한 탈취 및 오남용 방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등 보안성이 요구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디지털 권한 위임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PKI 기반 권

한 위임 프로토콜을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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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Park과 Won은 Trust Center(이하

TC)를 기반의 권한 위임 기법을 제안하였다.

위임과 관련된 정보로 기간, 위임자, 대리자를

정의하고, 이 정보를 TC에 등록하여 권한을 위

임을 한다. [2]

Petersen과 Horster's은 직접 생성한 위임키

쌍을 활용한 대리 서명으로, 권한 위임 기법을

제안하였다. 위임키 쌍은 각각의 자체 프로토콜

로 생성된다. 기본키 프로토콜로는 위임자가 위

임키 쌍을 생성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프로

토콜을, 보안키 프로토콜로는 위임자와 대리인

의 보안키를 이용하여 위임키 쌍을 생성하는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3]

위 두 기법 모두 위임자, 대리자에 대한 정보

가 포함되지 않아, 사용자의 신원과 관련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권한의 오남용

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우리 시스템도 PKI

기반의 키쌍을 활용하며, 이 TC를 기반으로 동

작하는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다.

2.2 NFC 환경에서 사용자 신원 확인이 가능

한 권한 위임 프로토콜

해당 논문의 프로토콜에서는 직접 생성한

RSA 키 쌍을 비밀키 생성을 위한 정보들을 암

복호화 하는데 활용한다. [4] 하지만 해당 공개

키가 통신하는 주체의 공개키가 맞는지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비밀키도 직접

생성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2.3 PKI 와 SSL

PKI 구조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

급받은 인증서의 키 쌍을 활용하여, 안전한 통

신을 지원하는 공개키 기반 구조이다. PKI 기

술은 인증,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 키 관리

기능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1978년 Kohnfelder

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5] 본 논문의 프로토

콜에서는 안전한 통신을 위해 SSL을 적용하여

PKI를 구현하고 있다. 인증서를 통해 서버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안전한 통신의 기반을 구축

한다.

III. 권한 위임 프로토콜 설계

3.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서버는 공인된 CA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된 서버이고 각각의 클라이언트　또한 인

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안전한 통신의 주체가

된다. SSL 기반의 통신이기 때문에 SSL

handshake 단계에서 서로의 인증서를 확인하고

인증서에 포함된 공개키를 통해 데이터의 암호

화에 사용할 개인키를 안전하게 교환하는 과정

이 진행된다. handshake를 통해 통신의 준비를

끝마쳤다면 안전한 데이터 통신과정이 시작된

다. 권한을 위임 받고 싶어 하는 대리인(P,

permitted)이 위임 신청을 하면 위임자(A,

authorizer)가 해당 위임 신청 건에 대해 승인/

거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됐다면 실제 권한의

내용인 권한정보를 서버(TC, trustserver)에게

전송하고 서버는 권한에 대한 토큰을 생성한다.

이 후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고 싶어

할 때, 서버는 토큰에 대한 실사용 형태인 QR

코드를 생성해 대리인에게 배부해준다. QR코드

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 인증을 마친 후 QR코

드를 태그하면 권한 사용이 완료된다.

위임의 대상이 되는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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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설명

권한 종류
티켓 정보, 로그인 정보, 출입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
권한 이름 권한명
권한 내용 권한 종류에 따른 실질적인 내용
권한 만료

기간
권한 소유자가 설정한 만료 기간

<표 1> 권한 정의

위임자가 위 정보들을 입력함으로써 권한으로

등록된다. 이처럼 위임자의 권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권한을 토큰 형태로 대리인에게 전달하

기 때문에 토큰은 곧 권한을 의미하게 된다.

권한의 종류별 토큰에 담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한 종류 권한 내용
티켓 티켓 번호

로그인 정보 id, password
출입 비밀번호 랜덤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
모바일 페이 소유자의

결제 비밀번호

<표 2> 권한 종류별 권한 내용

3.2 프로토콜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권한 위임 프로토콜은

크게 토큰을 암호화하는 키 생성 및 권한 정보

를 암호화하는 과정, QR 코드를 생성하는 과

정, QR 코드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나눠진다.

<그림 2> 프로토콜의 Flow chart

먼저 대리인이 권한 위임을 신청한 후 위임

자가 이를 승인하면 서버는 권한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할 TEKey를 생성한다. TEKey를 생성

한 후에는 서버에게 TEKey와 권한 정보를 전

송하는 서브루틴 과정이 진행된다.

<그림 3> TEKey, 권한정보 전송

TEKey와 권한 정보를 서버의 공개키로 암호

화하는데, 이는 데이터의 탈취 방지 및 해당 공

개키 쌍의 개인키 소유자만이 복호화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후 서명을 생성해 서버

에게 전송한다. 이를 수신한 서버는 서명을 검

증하고 자신의 개인키로 복호화하여 TEKey와

권한정보를 얻는다. 서명 검증에 성공하여 송신

자가 위임자임을 인증했다면 해당 권한을

TEKey로 암호화하여 토큰으로 생성하고

TEKey를 해시하여 (TEKey, HTEKey)쌍을 저

장한다.

다음 <그림4>는 QR 생성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4> QR 생성 과정

대리인이 QR코드 생성을 요청하면 서버는 토

큰과 HTEKey를 대리인의 공개키로 암호화하

여 QR코드를 생성한다. 토큰은 권한정보를 암

호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를 수신한 대리인

은 해당 토큰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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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대리인은 QR코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문

인식이나 pin번호 인증을 통한 사용자 인증 과

정을 거친다. 이 후 대리인의 개인키로 QR을

복호화하고 유효시간 내에 복호화에 성공했다

면 해당 QR코드의 발급자와 현재 QR코드의 사

용자의 신원이 같음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복호화를 통해 서버는 토큰과 HTEKey를

얻어 HTEKey에 매핑되는 TEKey를 찾아 해당

키로 토큰을 복호화하여 권한 정보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

해 사용자 인증과 QR사용을 완료했다면 권한

위임과정이 종료된다.

IV. 보안 위협 시나리오

본 연구는 디지털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보안 요소를 프로토콜 설계에 적용

하여 아래와 같이 보안성을 충족하도록 했다.

4.1 권한 남용 방지

권한 남용이란 대리인이 위임 받은 디지털

권한을 위임자의 의도를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남용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큰 내부의 권한 정보 컬럼에 만료 기한을 추

가하여 위임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해당 의도에

따라 권한 사용 후 삭제 및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대리인이 제 3자에게 무단으로 권한을 전

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캡쳐 방지 기능을

필수로 구현하게끔 권고한다.

4.2 권한 노출 방지

권한 노출이란 디지털 권한에 대한 모든 정

보 및 위임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대한 정

보가 제 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이다. 권한 신청

시 위임 신청자는 해당 권한을 언제 어디에서

사용할지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전송하므로 노출

방지를 위해 PKI 기반 암호화를 통해 토큰화

하여 전송한다.

4.3 권한 탈취 방지

권한 탈취는 권한 위임 및 사용 시 제 3자

가 잘못된 인증을 통해 권한에 접근하여 정보

를 읽고 사용하는 것이다. 공격자는 암호, 키

또는 토큰을 탈취할 수 있고 이후 정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선 TEKey를 암호화하

여 전송한다.

4.4 권한 위변조 방지

권한 위변조는 공격자가 서버에서 대리인에

게 QR발급 시 QR 탈취 후 권한 정보를 수정하

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인은 QR

사용 시 본인을 인증하고 개인키로 복호화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권한 위임 서비스에 적용

할 수 있는 안전한 권한 위임 프로토콜을 제안

한다. 통신 과정 중 발생가능한 위협을 예방하

기 위해 PKI 기반의 암호화 기법과 필요한 인

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다양한 보안 위협 시

나리오를 제시하여 해당 프로토콜의 보안성을

입증하였다. 본 프로토콜과 대상 플랫폼과의 호

환성이 충족된다면, 권한위임이라는 편의를 제

공함에 있어 본 프로토콜의 적극적인 활용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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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개인이 작업할 수 있는 자료들(ex. 전자 메

일)의 개수 및 용량이 점점 방대해지고 있는 현

대 사회에서, 원격의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저장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사용자들은 원격의 대용량 서버에 자

료들을 자유롭게 저장하고, 내려받고, 원한다면

자신이 선택한 범위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료를 읽거나 수정하거나 내려받는 공유 권한

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저장한 자료들이 과연 외부

로부터 안전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클라우드 서버에 자료를 저장하는 순간 사용자

는 직접적인 자료의 통제권을 잃기 때문이다.

이 경우 클라우드 서버 외부자들은 물론이고,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0-0-01343,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지원

(한양대학교 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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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통제권을 가져가는 클라우드 서버 자체

역시 공격자의 입장이 될 수 있다.

공격자들로부터 자료를 지킬수 있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자료를 서버에 보내기 전, 내용

을 사용자 자신을 포함한 지정한 사람들만 풀

수 있는 암호로 암호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말 그대로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들만 자료의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료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어떤 특정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면,

클라우드 서버가 암호화된 자료들의 내용을 유

추하지 못하도록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직접

내려받아 암호를 풀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자

료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대

검색 가능한 암호화 기술의 발전과 현재*

김예은†, 오희국‡

한양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인공지능융합전공 (대학원생)

Searchable Encryption on Cloud Computing

YeEun Kim, Heekuck Oh

Major in Bio Artificial Intelligenc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tudent)

요 약

현대 사회에서 클라우드 저장소들은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원격의 넓은 공간에 자유롭게 저

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저장한 자료들을 클라우드 서버 자체를 포함한 공격자

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사용자들은 자료를 암호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료의 효용성을 크게 떨어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 가능한 암호

화(Searchable Encryption, 이하 SE) 기술이 탄생한다. 본 논문은 2000년에 처음 소개된 SE 기

술이 현재 어디까지 연구가 되었는지, 어떤 하위 분류로 나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하며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지표를 제공한다.

[그림 1] 검색 가능한 암호화의 기본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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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경우 한정된 저장소 용량을 가지고 있

을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해

법이다.

검색 가능한 암호화(Searchable Encryption,

이하 ‘SE’)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소개되었다. 2000년 Song et al. 의 연구에서

첫 소개된 이 기술은 이후로 여러 연구를 거쳐

기능과 안전성 등 다방면에서 개선되고 있다[3].

현재의 SE 기술은 사용 되는 암호의 키에 따라

크게 대칭형과 비대칭형으로 나뉘고 있으며, 본

논문은 현재까지 발표된 SE 기술들이 현실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에 어디까지 근접했는지

조사 및 정리하여 기술한다. 또한 거기로부터

SE 기술 연구를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분

야에 대한 지표를 제공한다.

II. 배경 지식

2.1 대칭 키(Symmetric Key)와 비대칭 키

(Asymmetric Key) 암호

대칭 키 암호는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

하는 키와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하

다. 반면에 비대칭 키 암호는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에서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르다. 공개 키

와 비밀 키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대

칭 키 암호를 공개 키 암호로 부르기도 한다.

공개 키로 암호화한 내용은 비밀 키로만 복호

화가 가능하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2 검색 패턴(Search Pattern), 접근 패턴

(Access Pattern)

검색 패턴이란 서로 다른 검색 요청 질문

(query, 이하 ‘쿼리’)들 중 어떤 집합이 같은 키

워드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접근

패턴은 서로 다른 데이터들 중 어떤 집합이 한

키워드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이러한

패턴이 외부의 공격자에게 유출된다면, 공격자

는 관찰한 패턴과 자신의 사전 지식을 토대로

암호화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14].

III.검색 가능한 암호화

3.1 대칭형 SE

SE 기술의 개념은 2000년 Song et al. 의 연

구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3]. 이때 소개된 기

술은 검색을 수행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저장

된 전체 데이터의 개수에 정비례하는 구조였다.

비교적 높은 계산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각 데

이터 파일에 색인을 달고 검색 단계에 블룸 필

터를 사용하여 탐색 시간을 줄이는 Goh의 연구

가 발표되었으며, Curtmola et al.은 각 키워드

에 색인을 달고 해쉬값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4][5]. 이후 한 검색 쿼리 내에

서 여러 개의 키워드와 and, or 등 불리언

(Boolean) 논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연구

나, 키워드 자체보다는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

는 의미를 중심으로 탐색을 수행하는 의미 중

심 검색 연구 역시 소개되었다[6].

이 연구들은 모두 대칭형 구조를 띄고 있으

며, 그 덕분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암호를 사용

하는 비대칭형 SE 기술에 비해 빠른 검색 성능

을 가진다. 최근의 대칭형 SE 기술들은 클라우

드 서버를 포함한 외부 공격자들에게 사용자의

검색 패턴(search pattern) 및 액세스 패턴

(access pattern)을 최소한으로 밝힘과 동시에

저장소의 데이터를 유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3.2 비대칭형 SE

비대칭형 SE 기술은 2004년 Boneh et al.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7]. 비대칭형 SE

는 색인을 비대칭, 즉 공개 키 암호로 보호하는

데, 그래서 키워드 검색을 지원하는 공개 키 암

호화(Public-key Encryption with Keyword

Search, 이하 ‘PEKS’)라고도 한다. PEKS가 사

용하는 암호의 안전성은 대칭형 SE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높지만, 그만큼 계산할 양이 더 많

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과 사용

되는 페어링 기반 암호의 특성 때문에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는 공격자가 쉽게 검색 패턴을

알아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3 상위 k개 검색(이하 ‘top-k’) SE

검색 엔진인 구글을 비롯한 현대의 검색 서

비스들은 사용자가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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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연관성이 제일 높은 상위 k개의 결과를

반환하곤 한다. SE 역시 top-k 검색이 가능하

도록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첫 시도는 Wang et

al.의 단일 키워드 검색 연구였으며 이후 Cao

et al.의 연구가 이를 다수의 키워드 검색이 가

능하도록 확장하였다[8][9]. 그 뒤로 다른 검색

기능을 추가한 연구들이 몇 개 진행되었으나,

이들은 시스템 모델 속에서 데이터 주인이 단

한 명이라는 현실의 시나리오에는 적용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10].

여러 데이터 주인을 지원 가능한 top-k SE

는 2015년 Zhang et al.과 Li et al.이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그 후로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이

이 모델에서 데이터 탐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11][12]. 그러나 현

재까지 다중의 데이터 주인, 다중의 데이터 사

용자, 다중 키워드 쿼리에 top-k 검색 결과를

모두 지원하는, 즉 현실의 시나리오에 가장 부

합하는 모델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며, 몇몇

연구는 취약한 암호 시스템으로 검색 패턴이

금방 들통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

재까지의 다중요소 시스템 모델들은 모두 공격

자로부터 안전한 쿼리를 생성하기 위해 완전히

신뢰 가능한 제 3의 서버에게 쿼리 생성 작업

을 위임하는데, 이 역시 현실에서 쉽게 보장할

수 없는 가정이다[13].

IV. 결론

본 논문은 현재까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검색 가능한 암호화, 이하 SE 기술이

어떤 흐름으로 연구되어 왔는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현실 시나리오에서 가장 근접한 모델인 다중

요소 지원 모델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앞으로 SE 기술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는 연구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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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운송장에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범죄가 지속

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가상번호 시스템과 코팅 처리기

술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들 방법은 개인정보를 부분적으로만 보호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택배 운송장을 QR코드로 대체하고 인증서와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인가된 택배기사, 구매자에게만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안심택배서비스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방식에서는 택배기사 및 구매자가 인증서가 구비된 안심택배앱을 이용한다. 택배기사는 QR코드

스캔 기능을 이용하여 택배물품을 배정받고 안심택배앱을 택배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인가된 구매자는

QR코드 스캔으로 택배물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노

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 서론

한국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의 택배 산

업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2020년 국내

총 택배 물량이 33억7373만개로 집계되었으며

27억8980만개였던 전년 대비 20.9%의 증가율을

보였다. 택배 산업은 크게 확장되는 반면에 운

송장에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사회공학적 공격과 피싱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 3월에

발생한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은 택배 운송장

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택배 운송장에서 노출되는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적인 택배 운송장을 QR코드로 대체하여 개

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택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택배서비스를 설계

하였다. 택배기사는 서버로부터 발급받은 인증

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만 서비스용 안심택배

앱을 이용하여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은 고객용 안심택배앱을 설치하고 사용자

등록 후 인증서를 발급받고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인증기술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만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택배물품에 운송장번호를 인쇄

하고 이것이 포함된 QR코드를 부착한다. 택배

기사는 서비스용 안심택배앱으로 QR코드를 스

캔하여 해당물품을 배정받을 수 있고 배달주소

는 서버에서 보내주게 되며 앱의 지도상에 주

소가 표시된다. 인가되지 않은 타인이 QR코드

를 스캔하면 서버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배달이 완료된 후 구매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신의 물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후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은 기반기술인 인증서와 QR코드 기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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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간단히 설명한다. 3장에서는 상세한 시스템

설계를 제시하고 4장에서는 이 시스템의 보안

성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결론으로 마무리한

다.

II. 관련 연구

2.1 인증서

X.509 인증서는 개인정보와 공개키를 결합하

여 인증기관이 서명한 문서로서 해당 공개키를

해당 개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인증서

를 이용한 전자서명은 거래의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한다. 공개키기반구조(PKI)는 X.509 인증서

의 신뢰를 제공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공인

인증서 제도의 폐지에 따라 사설인증서가 다양

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X.509 인증서의 구조>

2.2 QR코드

QR코드란 흑백 격자무늬 형태로 정보를 나타

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코드로 2000년에

ISO/IEC 18004 국제 규격으로 인정되었다[1].

QR코드는 바코드의 수십 배 내지 수백 배

정도의 대용량 정보 수납이 가능하고, 모양 또

는 기능에 따라 Micro QR코드, iQR코드,

Frame QR코드, SQRC로 분류된다. QR코드는

오류 복원 기능을 통하여 오염 및 손상이 있더

라도 최대 30%까지 복원이 가능하고, QR코드

내부의 3개의 네모 격자(Position Required

Patterns)로 어느 방향에서든 인식이 가능하다.

코드크기
21×21cell ~ 177×177cell

（4cell/변 씩 증가）

정보 종류

및 정보량

숫자

영숫자

8bit byte

영자

최대 7,089문자

최대 4,296문자

최대 2,953문자

최대 1,817문자

오류복원

능력

(데이터

복원기능)

Level L

Level M

Level Q

Level H

약 7% 복원가능

약 15% 복원가능

약 25% 복원가능

약 30% 복원가능

코드 연결

기능

최대 16분할

（좁고 긴 공간에 인쇄）

[표 1] QR코드 사양

<그림 2. QR코드의 구성>

QR코드는 특정 정보를 카메라를 가진 다른 컴

퓨터로 광학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웹사이트 주소 등 고정된 정보를 전달

하는 수단 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등의 지불수단,

네이버의 QR코드 로그인 등의 로그인 수단, 코

로나 출입내역 관리 수단 등으로 최근 용도가 대

폭 확대되고 있다.

QR코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QR+피싱의 합성어로 ‘큐싱’

으로 불리는 위변조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III. 시스템 설계

QR코드는 인터넷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근

접한 사용자에게 광학적 방식으로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고급 카메라 기능을 가진

휴대폰의 확산으로 인해 사용량이 크게 확대되

고 있다. 전통적인 택배서비스는 바코드리더 등

의 부가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인쇄된 운송장

정보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 본 연구는 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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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포함하여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설치되는 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효율적인 물류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려는 시도이다.

3.1 구현 환경

본 논문에서 개발하는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

션은 백엔드로 node.js 및 express를, 모바일 프

런트엔드로는 Ionic과 Angular 프레임워크를 사

용한다. Ionic 프레임워크는 데스크톱 및 프로그

레시브 웹 앱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와 서비스

를 제공하여 iOS, Android와 같은 다양한 모바

일 플랫폼에서도 빌드하고 배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는 구글의

Firebase를 사용하였다. 구현환경을 아래 [표 2]

로 정리하였다.

백엔드 node.js, express

프런트엔드 Angular

모바일 Ionic

서버
Firebase

데이터베이스(DB)

스마트폰 OS IOS, Android

[표 2] 구현 환경

3.2 참여자별 기능

기존의 전통적인 운송장에는 고객 정보, 판

매자 정보, 상품명, 박스수량, 운임요금, 정산구

분, 특이사항, 주문번호, 운송장번호, 접수일자,

물류센터용, 배송정보, 배송캠프, 배송기사의 정

보, 택배 회사 전화번호 등 많은 개인정보가 포

함되어 있다. 이들 정보는 택배기사에게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

로 프린트되어 부착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

가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운송장을 최소한의 정보만을 포함하는 QR코드

로 대체하려고 한다.

QR코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도 상관없는 최소한

의 정보만을 넣어야 한다. 택배사의 서비스 시

나리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기에서는 QR코

드에 송장번호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모델을 간

략화하였다. 이 송장번호를 이용하여 인가된 택

배기사 및 구매자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개인정

보 및 물품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안하는 서비

스 및 앱 설계에서는 서버, 택배기사, 구매자의

3가지 참여자가 존재한다.

3.2.1 서버

서버는 판매업체에서 제공한 송장번호, 구매

자정보 및 물품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한 뒤 택배기사 또는 접근자가 정보를 요청하

면 접근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

공해준다. 확인절차에는 서버에서 발급해준 인

증서가 필요하다.

택배기사 및 사용자가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

면 서버는 택배기사 및 사용자의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각각의 계정에

인증서를 저장한다. 택배기사 또는 접근자가 정

보를 요구하는 경우 전자서명을 포함해서 요청

해야 하는데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가된 사용자

인지, 해당 송장번호의 정보에 접근권한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정보를 제공한다.

3.2.2 택배기사

택배기사는 서비스용 안심택배 앱을 휴대폰

에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서버에 인증서 발급

을 요청한다. 서버는 소속 택배회사의 확인을

거처 인증서를 발급하고 택배기사의 계정에 인

증서를 저장한다. 택배기사는 인증서를 이용하

여 서비스에 로그인을 할 수 있다.

택배물품을 배정받기 위해서 택배기사는 QR

스캐너 기능을 사용하여 택배 물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다. QR코드를 통해 송장번호

가 택배기사의 앱으로 전달되는데 이때 앱은

전자서명이 포함된 물품배정요청 메시지를 서

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전자서명 검증 후 택배

기사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해당물품에 대해 택배기사를 배정해주고 배달

업무에 필요한 배송지정보를 택배기사에게 전

송한다.

택배기사는 자신에게 배당된 물품의 운송장

번호와 그 배송지 정보를 휴대폰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택배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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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스템 단계별 구조>

택배의 배송이 완료되면 택배기사는 전자서

명이 포함된 택배완료 메시지를 서버에 전송하

고 서버는 전자서명 검증 후 택배완료 처리하

며 구매자에게 택배완료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다.

3.2.3 구매자

구매자는 고객용 안심택배 앱을 설치하고 회

원가입을 진행한 뒤 로그인한다. 로그인한 구매

자는 서버에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버는 해당 구매자의 계정에 인증

서를 저장한다.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면 운송장번호, 물품

정보, 구매자정보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되는데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운송장번호

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발생하며 배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택배가 완료된 경우 해당 패키지에는 운송장

번호가 포함된 QR코드만 인쇄되어 있다. 구매

자는 고객용 안심택배앱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스캔하면 물품정보확인요청이 서버에 전송되며

서버는 구매자의 권한을 확인 후 해당 물품의

자세한 정보를 전송해준다.

3.3 택배 배송 서비스 단계

택배기사는 서비스용 안전택배앱을 설치하여

로그인하고 서버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인증서와 개인키는 앱에 저장되고 서버는 택배

기사의 계정에 인증서를 저장한다. 로그인시 및

업무시 개인키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이용된다.

구매자는 고객용 안전택배앱을 설치하여 로

그인하고 서버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인

증서와 개인키는 앱에 저장되고 서버는 고객의

계정에 인증서를 저장한다. 로그인시 및 물품확

인시 개인키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이용된다.

1) 택배기사의 물품 배정

택배기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의 물품을

수령하고 물품배정 요청을 위해 서비스용 안심

택배앱의 QR 스캔 기능을 이용하여 물품에 인

쇄된 QR코드를 스캔한다. 안심택배앱은 <택배

기사 정보, 운송장번호, 요청 시간>을 택배기사

의 개인키로 서명하여 서버에 전송한다. 서버는

해당 정보를 검증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운송장번호에 배정된 택배기사의 정보를 추가

한다. 그리고 배정된 물품에 대한 배송지정보를

택배기사에게 전송한다.

2) 택배기사의 배송 서비스

서비스용 안심택배앱에서 택배기사는 자신에

게 배정된 물품들의 운송장번호 및 배송지정보

를 지도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버는 효율적

인 이동동선과 배송할 물품의 순서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줄 수 있다.

3) 배송 완료

택배기사는 배송 완료 후 해당 운송장번호에

대한 배송 완료 버튼을 누른다. 서비스용 안심

택배앱은 <택배기사정보, 운송장번호, 배달완료

시간>을 택배기사의 개인키로 서명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필요시 택배기사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송 완료된 물품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다.

서버는 택배기사의 전자서명을 검증 후 배송

완료 처리한다. 이때 서버는 고객에게 배송완료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4) 구매자의 물품 정보 확인 요청

구매자가 받은 택배 패키지에는 운송장번호

가 포함된 QR코드만이 인쇄되어 있다. 구매한

물품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매자

는 고객용 안심택배앱을 이용하여 해당 QR코드

를 스캔할 수 있으며 이때 <구매자정보, 운송장

번호, 현재시간>에 대해 구매자가 서명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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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서버에 전송한다. 서버는 구매자가 해당 운

송장번호의 구매자인지 확인한 후 물품의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IV. 분석

2015년 김무환 등이 제시한 QR코드를 이용

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택배서

비스는 OTP 방식의 일회용 암호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QR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이었다[3,4].

이러한 방식은 택배회사, 택배기사, 구매자 사

이에 키를 공유하는 관리방식이 복잡하여 운영

이 어렵고, 이러한 방식을 운영 가능하게 만들

기 위해서는 많은 취약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된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기

본적으로 모든 개인정보를 서버가 관리하고 정

당한 택배기사 및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로그인과 업무처리

등에 전자서명을 부가하여 요청하게 되며 서버

는 보관하고 있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안전하면서도 서비스 운영

이 매우 편리하다.

공격자는 QR코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은 공격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2].

1) 타인의 QR코드 스캔

공격자가 타인의 개인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타인의 택배물품의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다.

QR코드에는 판매자가 생성하는 일회용 운송장

번호만 표시되고 상세한 개인정보는 서버로부

터 받아와야 하는데 서버는 접근요청자의 신원

을 확인하고 서명을 검증한 후 권한이 있는 경

우에만 정보를 제공하므로 개인의 정보를 보호

할 수 있다.

2) QR코드의 위변조

택배운송장에 부착되는 QR코드는 인쇄된

QR코드이기 때문에 공격자가 위조된 QR코드를

생성하여 기존 QR코드 위에 덧붙일 수 있다.

이런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쇄기술

및 코팅처리기술 등 물리적인 위조방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R코드를 스캔하는 택

배기사 및 구매자는 QR코드가 혹시 변조된 것

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QR코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암호학적 대

책을 사용할 수 있다. 택배회사가 전자서명이

포함된 QR코드를 생성하여 부착할 수 있는데

[2] 이 경우 택배기사 및 구매자가 전자서명을

검증하여 QR코드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V. 결론

언커넥티드 시대에 발맞춰 택배, 배달 서비

스의 사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

라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범죄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많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

되어 있는 전통적인 운송장 대신에 판매자가

부여하는 운송장번호만을 포함하는 QR코드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를 재구성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안심택배서비스는 물품정보 및 배송정

보 등 상세 개인정보를 서버가 관리하며 요청

자의 신원과 권한을 확인한 후 제공하게 되므

로 개인정보호 기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서

비스 구현을 진행중이다.

[참고문헌]

[1] DENSO WAVE, the Inventor of QR Code,

QR코드의 사양 및 특징,

https://www.qrcode.com/ko/

[2] 양형규, QR 코드의 보안 취약점과 대응 방

안 연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v.12 no.1, pp. 83-89, 2012년.

[3] 김무환, 신용태, 택배 서비스 프라이버시 보

호를 위한 암호화 기반의 QR코드 택배 운

송장과 인식 어플리케이션 설계, 한국IT서

비스학회 2015추계학술대회 논문집, 392 –

395, 2015.

[4] 김무환, 택배서비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QR코드 운송장과 인식 프로토타입 구현, 숭

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년 12월.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454



I. 서론 
양자 알고리즘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는 몇몇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존 컴퓨터보다 뛰어
난 계산 능력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알. , Grover 
고리즘은 정렬되지 않은 개의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번 만에 높은 확률로 찾아내는 
양자 알고리즘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1]. 
한 알고리즘은 대칭키 암호의 키를 복구Grover 
하는 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 이를 Brute force . 
위해서는 우선 대상 암호의 암호화가 양자 컴퓨터
에서 동작될 수 있도록 양자 회로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동기에 따라 많이 활용되고 . , 
있는 대칭키 암호 의 양자 회로 구현을 시작AES
으로 다양한 대칭키 암호를 양자 회로로 최적[2], 
화 구현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를 양자 회로로 최Simplified AES
적화 구현한다 양자 컴퓨터 상에서의 최적화 구. 

현 요소는 큐비트 양자 게이트 회로 총 , , depth 3
가지가 있다 아직 대규모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가 개발되지 않은 지금 큐비트의 수는 실제 양자 , 
컴퓨터에서 동작되는 시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 된 양자 . 
게이트 그리고 는 회로의 복잡도를 나타내depth
기 때문에 실행 속도와 연관된다 제안하는 . 

양자 회로는 오직 평문과 키를 입력Simple AES 
받기 위한 큐비트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전 32 . 
연구 의 큐비트와 비교하여 배 이상 적으며 [4] 72 2
양자 게이트 회로 또한 이전 연구보다 획, depth 
기적으로 감소시켰다.

II. 관련 연구  

2.1 Simplified AES

는 기존 를 간소Simplified AES(S-AES) AES
화 한 암호 알고리즘이다 의 블록 평문과 . 16-bit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최적 구현 Grover Simplified AES 
장경배* 송경주* 엄시우* 심민주* 강예준** 김원웅 ** 서화정***

한성대학교 * 대학원생( )

한성대학교 ** 학부생( )

한성대학교 *** 교수( )

Optimized implementation of Simplified AES for application of 
Grover’s algorithm

Kyung-bae Jang* Gyeung-ju Song* Si-woo Eum* Min-joo Sim* Ye-jun 
Kang** Won-woong Kim** Hwa-jeong Seo***

 *Hansung University(Graduate student)

**Hansung University(Undergraduate student)

 ***Hansung University(Professor)

요 약
양자 알고리즘인 알고리즘은 대칭키 암호의 키 복구 공격에 적용 가능하며 이를 위해  Grover , 
서는 공격 대상 암호화 연산이 양자 회로로 구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를 . Simplified AES
양자 회로로 최적화 구현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특히 . Substitution, Mix Columns, Key 

을 최적 구현함으로써 이전 연구와 비교하여 배 이상 적은 큐비트 그리고 양자 게이Expansion , 2
트 회로 또한 대폭 감소시켰다 제안하는 기법의 구현 적합성 및 필요 양자 자원들은 양, depth . 
자 프로그래밍 툴인 를 통해 평가되었다IBM Project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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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키를 사용하며 총 라운드로 구성된다16-bit 2 . 
라운드는 Substitute nibble, Shift Rows, Mix 

들로 구성되며 라운드 Columns,  Add Roundkey , 
키 생성을 위한 이 수행된다Key Expansion . 

의 암호화 구조는 과 같다S-AES Fig 1. .

Fig 1. S-AES encryption

2.1.1 Add Roundkey

에서는 입력 키인 Add Roundkey ,  그리 
고 으로 생성 된 라운드 키 Key Expansion 
와 를 블록에 한다16-bit XOR .

2.2.2 Substitute nibbles

는 블록에 대해 단위로 S-AES 16-bit 4-bit 
다음 을 수행한다Substitution . 4-bit 
(    는 다항식 ) 

 
 로 표

현되며 이를 의 로 변환한다 inverse
다항식 (Filed =   그 후 아래와 같이 ). , 

행렬 곱 그리고 벡터 덧셈 을 수행하여 (XOR)
을 완료한다Substitution .

해당 은 를 사용하는 방식도 Substitution SBox
있지만 해당 에 대한 표는 생략하였다SBox .

2.1.3 Shift Rows & Mix Columns

에서는 최하위 비트 기준 번째 Shift Rows 2
와 번째 의 위치를 서로 변경한다4-bit 4 4-bit . 

를 수행한 후Shift Rows , 16-bit blobk 
   에 대해 아래 Mix Columns 
연산을 수행한다.

2.1.4 Key Expansion

키   ⋯에 대해서 의 Fig 2.
이 수행된다 에서는 Key Expansion . Swap

   과     를 서로 바꾸고 각  4-bit

에 대해 을 수행한다 과 Substitution . 10000000
은 라운드 상수이다00110000 .

Fig 2. Key Expansion

III. 제안 기법 
제안하는 양자 회로는 많은 양자 자S-AES 

원이 필요했던 과 그리Substitution Mixcolumns 
고 을 효율적으로 구현하였다 이Key Expansion . 
를 통해 평문과 키를 입력받기 위한 32(16+16) 
큐비트만을 사용하였으며 양자 게이트 회로 , 

또한 감소하였다depth . 

양자 회로 구현3.1 Add Roundkey 

 Algorithm 1 : Quantum circuit for Add Roundkey
 Input: Block ( ⋯ ), Roundkey ( ⋯ )
 Output: Block ( ⋯ )
 1: for  to 
 2:   CNOT ( ,  )
 3: return ( ⋯ )

Alg 1. Quantum circuit for Add Roun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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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라운드 키를 Add Roundkey 16-bit 16-bit 
에 하는 연산으로 개의 게block B XOR , 16 CNOT 

이트만으로 과 같이 간단하게 구현할 수 Alg 1.
있다. 

양자 회로 구현3.2 4-qubit Substitution 

연산 결과를 테이블 방식Substitution SBox 
은 양자 컴퓨터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중첩. 
상태로 인해 모든 값이 확률로써 존재하기 input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한 결과를 준비해야 한다. 
큐비트 양자 게이트 모든 측면에서 비효, , depth 
율적이기 때문에 양자 회로 구현 시 테이SBox 
블 방식은 선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전 연구에. 
서는 연산을 양자 회로로 구현 하여 Substitution 
추가 큐비트와 많은 양자 게이트들이 사용되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테이블을 . S-AES SBox 
기반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4-bit 

를 하게 구현할 수 있는 SBox reversible
툴을 사용하여 추가 큐비트 없이 LIGHTER-R 

를 양자 회로로 최적화 구현하였으며 이는 SBox
과 같다 에 대해서는 에 Fig 3. . LIGHTER-R [5]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Fig 3. S-AES SBox quantum circuit

양자 회로 구현3.3. Mix Columns 

에서는 에 개 의 [4] Mix Columns 34 (17 X 2)
게이트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NOT . Mix 
의 연산 최종 결과 값을 기반으로 양자 Columns

회로로 구현하여 개 의 게이트만16 (8 X 2) CNOT 
을 사용하였다 아래는 의 수. 8-bit Mix Column 
행 후 결과이다. 

⊕  ⊕⊕  ⊕⊕  ⊕ 

      ⊕  ⊕⊕  ⊕⊕  ⊕     (1)
위의 값을 생성하기 위해, 8-qubit ⋯에

서 서로 간 게이트들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CNOT 

와 같다Alg 2. . 16-qubit block 는 씩 8-qubit
나뉘어 을 수행한다Mix Column .
 Algorithm 2 : Quantum circuit for Mix column
 Input: 8-qubit Block ( ⋯ )
 Output: 8-qubit Block ( ⋯ )
 1: CNOT (, )        6: CNOT (, )
 2: CNOT (, )        7: CNOT (, )
 3: CNOT (, )        8: CNOT (, )
 4: CNOT (, )        8: return ( ⋯ )
 5: CNOT (, )

Alg 2. Quantum circuit for Mix Column

제안하는 구현 방식은 모든 결Mix Columns 
과 값을 올바르게 생성하지만 최적화 과정에서, 
결과 값이 다른 큐비트 위치에 저장된다 따라서 . 

을 수행 후 게이트를 사용하여 큐Alg 1. , Swap 
비트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서로 변경시켜 주어
야 한다 구현 시 용이함을 위해 게이트를 . Swap 
사용하였지만 게이트는 큐비트를 재라벨, Swap 
링하는 방식으로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 자
원으로 측정하지 않을 수 있다[4]. 

는 게이트만으로 간단하게 Shift Rows Swap 
구현할 수 있으며 이는 양자 자원으로 측정되지 ,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한다.

3.4 Key schedule

본 논문에서는 에서 라운드 키를 저장S-AES
하기 위한 큐비트들을 따로 할당하지 않는다. 

방식을 활용하여 입력 키를  On-the-fly , Add 
이전에 업데이트하여 라운드 키로 사Roundkey 

용한다 이를 위해 연산을 활용하여. , Reverse , 
, 에 라운드 키를 위한 값을 임시로 생성해 
두고, , 를 생성하기 위한 연산 후 XOR 

연산을 수행하여 원래 값으로 되돌린다Reverse . 
이를 통해 라운드 키 저장을 위한 큐비트를 추가, 
로 할당하지 않았으며 에서 사용되Key schedule
는 또한 앞서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추가 큐SBox 
비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라운드 상수. 
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수의 비트가 인 위1
치에 따라 에 게이트 보다 효율적인 CNOT X 
게이트를 사용하여 연산을 수행한다 제안하XOR . 
는 양자 회로 구조는 와 같Key schedule Fig 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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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posed Key Expansion structure

IV. 평가 분석
제안하는 양자 회로의 구현 적합성 및 양자 

자원을 평가하기 위해 에서 제공하는 양자 IBM
프로그래밍 툴 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ProjectQ . , 

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양자 자원은 S-AES
과 같다 이전 연구 결과보다 배 이상의 Table 1. . 2

큐비트를 절약하였으며 양자 게이트 또한 획기, 
적으로 감소시켰다 기존 회로의 정확한 는 . depth
에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제안하는 회로 [4] , depth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 Quantum resources for S-AES implementation

QubitsCNOTCCNOT CCCNOT X Depth

Key Expansion[4] 40 568 192 - 10 -

Encryption[4] 32 512 384 - 16 -

Total[4] 72 1,080 576 - 26 -

Key Expansion(Ours) 16 56 48 8 19 -

Encryption(Ours) 16 88 48 8 16 -

Total(Ours) 32 144 96 16 35 47

V. 결론
대칭키 암호에 대한 키 복구 공격은 Grover 

대상 암호 양자 회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
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필요한 양자 자원이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를 양자 회로를 . S-AES
최적화하여 구현하였다 를 포함하여 다. ProjectQ
양한 양자 프로그래밍 툴들이 개발되고 있다 양. 
자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연산들을 고전적으로 모

두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뮬레이션이 허용
되는 최대 큐비트 수는 약 개 정도이다 양자 30 . 
컴퓨터뿐만 아니라 양자 시뮬레이터 또한 발전하
고 있는 시기이며 제안하는 양자 회로를 , S-AES 
실제 키 복구 공격에 활용할 수 있을 것Grover 
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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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PIPO는 ICISC’20에서 발표되었으며, S-box

연산을 위해 자체적인 bitslice 기법이 적용되어

효율적으로 구현된 경량 블록암호이다[1]. 본 논

문에서는 SIMD(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명령어 집합 중 하나인 AVX2를 활용한

경량 블록암호 PIPO의 병렬구현 기법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2.1 Lightweight Block Cipher PIPO

PIPO는 8-bit AVR 환경에서 다른 64-bit 경

량 블록 암호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64-bit의

입출력과 128-bit 및 256-bit의 키크기를 가지

며, SPN 구조로 설계되었다. PIPO64/128은 13

라운드, PIPO64/256의 경우는 17 라운드를 반복

한다. PIPO의 전체적인 구조는 Fig 1과 같다.

라운드 함수를 수행하기 전에 라운드 키와 평

문이 XOR되고, 이후 라운드 함수가 반복된다.

라운드 함수에는 비선형 연산인 S-box 연산을

수행하는 S-layer와 선형 연산인 Rotation을 수

행하는 R-layer가 있다. R-layer를 거친 후 해

당 라운드의 라운드키가 XOR 되며, 해당 결과

는 다음 라운드의 입력이 된다. S-layer의 경우

룩업테이블을 사용하는 TLU 구현과, 11개의 비선

형 연산 및 23 개의 선형 비트연산을 사용하는

bitslice 구현을 제공한다.

2.2 AVX2

AVX2는 Intel의 SIMD 명령어 집합 중 하나

이며, Intrinsics 함수를 통해 어셈블리가 아닌

C/C++ 환경에서 해당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AVX2의 경우 __m256 (8 floats), __m256d

(4 doubles), __m256i (integers)의 자료형이 있

으며 이는 256-bit의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또

한, epi 8, epi 16 등은 unsigned integer를 포함

하는 벡터를 의미하며, 각 벡터 크기 단위로

load, set, xor 등의 명령어를 제공한다.

AVX2를 활용한 경량 블록암호 PIPO의 병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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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CISC’20에서 제안된 PIPO는 Bitslice 기법이 적용되었으며, 8-bit AVR 환경에서 효율적인

부채널 대응이 가능한 경량 블록암호이다. 본 논문에서는 SIMD 명령어 집합 중 하나인 AVX2

를 활용한 PIPO 병렬 구현을 제안한다. 다수의 평문을 동시에 연산하기 위한 기법들을 적용하

였으며, AVX2가 지원하지 않는 명령어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Rotation 연산을

최적화하였다. 제안 기법(PT 32 blocks, PT 16 blocks)은 기존의 레퍼런스 코드와 cpb를 비교

하였을 때, 각각 1.8배, 7.34배의 성능 향상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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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 기법
본 논문에서는 AVX2를 활용한 경량 블록암

호 PIPO의 병렬 구현을 제안한다. 효율적인 병

렬 구현을 위한 명령어 사용, 정렬, 로테이션을

적용하였다. 사용된 명령어는 Table 1과 같다.

Instruction Description

_mm256_loadu_si256
Load 256-bit of integer

data from memory

_mm256_set1_epi16
Broadcast 16-bit integer

to all elements of dst

_mm256_xor_si256
bitwise XOR of 256

bits

_mm256_and_si256
bitwise AND of 256

bits

_mm256_or_si256 bitwise OR of 256 bits

_mm256_andnot_si2

56(a,b)

bitwise NOT of 256

bits in a and then AND

with b

_mm256_slli_epi16/

_mm256_srli_epi16

Shift packed 16-bit

integers in a left/right

Table 1. AVX2 instruction set for AVX2-PIPO

Fig 1. AVX2-PIPO

3.1 Plaintext Arrangement and Key scheduling

본 구현에서는 PIPO의 바이트 단위 연산을 병

렬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8개의 256-bit 레지스터를

활용하여 64-bit 16개의 평문을 입력받는다. Fig 2

와 같이 각 평문은 8바이트로 구성되며, 이를 바이

트 단위로 나누어 temp 배열에 입력한다. 이후,

_mm256_loadu_si256 명령어를 통해 temp 배열의

각 행을 하나의 256-bit 레지스터에 로드한다. 즉

16개의 평문에 대한 각 바이트들은 각각의 256-bit

레지스터에 16-bit 단위로 저장된다. 이후, Key

Addition에 평문들의 각 바이트가 저장된 해당

레지스터가 입력으로 사용된다.

Fig 2 Plaintext arrangement

3.2 Round key Addition

라운드 키 덧셈 과정은 Fig 3과 같이 입력으로

받은 평문의 각 바이트에 대한 레지스터와 마스터

키로부터 생성된 라운드 키가 XOR 된다. 라운드

키는 모든 평문에 대해 동일하므로 생성 시 병렬처

리 되지 않는다. 그러나 256-bit 레지스터와

bitwise XOR 되므로 평문의 각 바이트에 대응하

는 라운드 키 바이트들을 하나의 레지스터에 채운

다. 이 때, 라운드 키의 한 바이트를 전체 16 바이

트에 set1 명령어를 통해 세팅한다. 즉, 8번의 연산

으로 총 16개의 평문에 대한 키 덧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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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ound key addition

3.3 S-Layer

S-Layer는 S-box를 통한 치환 연산을 수행

한다. 본 논문에서는 AVX2를 활용하기 위해

비트슬라이스 구현을 참조하였다. 각 평문 블록

들이 동일한 바이트끼리 하나의 레지스터에 로

드된 후, 라운드 키와 XOR한 결과가 S-Layer

의 입력으로 사용되며, 해당 값은 기존의 참조

구현과 동일한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하다. 즉,

하나의 평문에 대한 각 바이트들 간의 연산을

16개의 평문에 대해 연산된다.

그러나 AVX2는 S-Layer에 사용되는 NOT

연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Table 1의

_mm_andnot_si256(a,b) 명령어를 사용하여, a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반전시킨 후 b와 AND

연산을 해야 한다. b에 들어갈 값은 ANDmask

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비트를 1로 설정하여

반전된 값을 보존한다.

3.4 R-Layer

PIPO는 바이트 단위 연산을 수행한다. 동일

한 바이트에 대해 동일한 연산이 수행되기 때

문에 256-bit 레지스터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32개의 평문을 동시에 연산해야한다. 그러

나 AVX2가 8-bit Rotation 연산을 위한 8-bit

Shift 연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R-layer

의 전후에서 8-bit 단위로 나뉘어진 256-bit 레

지스터를 16-bit 단위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레지스터가 필요하며, 해당

레지스터들에 나누어 다시 로드해야 하므로 실

제 8-bit Rotation을 위한 연산에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추가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문

블록 16개에 대해 병렬 처리하도록 구현하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Rotation 연산을 위해 불필

요한 부분을 제거하였다.

Rotation 연산은 Fig 4와 같이 두 번의 Shift

연산과 1번의 OR 연산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

에서 원본 값을 보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1개

의 레지스터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라운드가 종료된 후, 최종적으로

는 16-bit로 나뉜 256-bit 레지스터에서 각

16-bit의 하위 8-bit만을 사용한다.

Fig 4. 16-bit Rotation

IV.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16개, 32개의 평문 블록을 병렬

처리한 구현물과 레퍼런스 코드에 대해 성능을

측정한다. 16GB RAM, 2.6 GHz 6 cores Intel

Core i7 상에서 컴파일 옵션 –O1과 –mavx2

를 적용하였으며, 비교 방법으로는 연산 수행

시간 및 Cycle Per Byte(cpb)를 사용한다.

Table 2는 각 평문블록의 수에 따른 연산 수

행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Reference C code의

경우, 평문 블록 64개 이상부터 AVX2 구현물

보다 속도가 저하되기 시작한다. 64개 보다 적

은 평문 블록 수를 처리할 경우, 병렬 연산을

위한 사전 작업 등으로 인해 병렬 구현물이 오

히려 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평문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병렬 구현물의

성능이 좋아졌으며, 16개의 평문 블록을 처리하

는 경우 (16 PT blocks)는 16만개 이상의 평문

을 동시에 처리할 경우, Ref. C와 비교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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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1.025배에서 5.943배로 성능이 급향상 되었

다. 이에 비해 더 많은 평문을 처리하지만

R-Layer에서 불필요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32 PT blocks 구현의 경우 64개의 평문에 대해

1.003배, 3200만 개의 평문을 처리할 경우까지

1.801배의 성능향상이 있었다. 따라서 16 PT

blocks 구현물의 경우가 가장 성능이 좋았으며

3200만개의 평문 블록에 대해 7.345배의 연산속

도를 보였다.

Table 3은 본 논문의 구현물인 32 PT

blocks, 16 PT blocks와 레퍼런스 구현물의 cpb

를 비교한 표이다. 해당 결과 역시 16 PT

blocks의 성능이 가장 좋으며, Ref. C에 비해

약 7.34배의 성능향상이 있었다. 32 PT blocks

의 경우는 Ref. C에 비해 1.8배의 성능향상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의 두 구현물을 비교한 결

과, 16 PT blocks 구현이 4.07배 더 좋은 성능

을 달성하였다.

the

number

of PT

Ref. C
32 PT

blocks

16 PT

blocks

32 0.501 0.505 0.502

64 0.511 0.509 0.503

320000 54.647 32.876 9.003

3200000 451.136 260.624 73.538

32000000 4390.659 2437.528 597.735

Table 2. Comparison result (Speed) :

AVX2-PIPO (16 PT blocks / 32 PT blocks)

and Reference Code (–O1, unit : ms)

Ref. C 32 PT blocks
16 PT

blocks

44.592 24.75 6.07

Table 3. Comparison result (cpb): AVX2-PIPO

(16 PT blocks / 32 PT blocks) and Reference

Code (option : –O1, unit : cpb)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경량 블록 암호 PIPO의

AVX2 병렬 구현을 제안하였다. AVX2의 경우

256-bit 레지스터를 활용하므로 PIPO의 경우

최대 32개의 평문 블록을 동시에 연산 가능하

다. 그러나 AVX2가 8-bit Shift 연산을 지원하

지 않으므로, Rotation 연산 최적화를 위해 16

개의 평문 블록에 대한 병렬 구현 기법 또한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PT 32 blocks, PT 16

blocks)의 cpb는 기존 레퍼런스 코드와 비교하

여 각각 1.8배, 7.34배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VI. Acknowledgement

이 성과는 부분적으로 2021년도 정부(과학기

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20R1F1A1048478, 50%) 그리고 이 논문

은 부분적으로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8-0-00264, IoT 융합

형 블록체인 플랫폼 보안 원천 기술 연구,

50%)

[참고문헌]

[1] Kim, Hangi, et al. "PIPO: A Lightweight

Block Cipher with Efficient Higher-Order

Masking Software Implementati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Springer, Cham,

2020.

[2] Wojciech Muła, Nathan Kurz, Daniel

Lemire, Faster Population Counts Using

AVX2 Instructions, The Computer

Journal, Volume 61, Issue 1,Pages, 111–

120, January 2018.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462



I. 서론

블록암호의 차분공격에 대한 저항성은 마코브 암호
(markov cipher) 가정과 차분 확률의 확률 동등성
가설을 기반으로 분석된다[1]. 대다수의 현대 블록암
호는 키 교대암호(key alternative cipher)로서, 마코브
암호 가정을 만족함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반면, 차분
특성 의 확률  에 대한 키 값이 영향이 없
음†을 가정하는 확률 동등성 가설에 대한 반례와 실
험 결과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되고 있다[2,3,4,5].

확률동등성 가설의 반례 분석의 결과 중 하나로서,
고원 특성(plateau characteristic)이 있다.

【정의 1([2]) 고원 특성(plateau characteristic)】
고원 특성 는 특정 키 집합 에서 특성을 따르는
입력쌍을 개 갖고, 나머지 키 집합에서 0인
차분 특성을 지칭한다.  블록암호의 비트 크기이고
특성의 확률이      일 때,

    
    ∊

  ∉

이고


  을 만족한다. 여기서 는

* 본 연구는 고려대 암호기술 특화연구센터를 통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즉,       ∀    ≈

서로 독립인 라운드 키 집합이다.

정의 1에 의하면, 고원 특성은 고정된 키 에 따라서
다른 차분 확률값을 갖는다. 또한, 인 경우

   
     ∊을 만족하기 때문에

특정 킷값에서 확률이 증폭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특성은 [4, 6]에서 차분확률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닌 정규분포혼합(mixture of normal distributions)
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원 특성의 성질은 확률 동등성 가설
기반으로 분석한 차분공격 저항성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라운드 AES의 모든 고원 특
성의 분석 결과는 [2]에 제시되어 있으며, 특정 키
집합에서 그 최대확률값( )의 8배인 

   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키 스케줄이 함께 되면 차분공격 복잡도 분
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에서는 키 스케줄
로부터 얻은 라운드 키가 에 항상 속하지 않아 해
당 특성을 따르는 입력쌍이 모든 마스터키에 대해 존
재하지 않는 환영 특성(phantom characteristic)을 제
시하여 충분한 확률()을 갖는 차분 특성기반 공
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모

‡8배의 확률을 갖는 키의 비율()이 이 되기
때문에, 키 스케줄을 고려하지 않으면 차분공격 관점의 복
잡도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

Super Box의 고원 특성 분석*
: 최적의 S-box 선형계층
김성겸*, 홍득조**, 성재철***, 홍석희****

*,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전북대학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On the Analysis of Plateau Characteristics of Super Box
: Toward the Optimal Linear-layer for S-box

Seonggyeom Kim*, Deukjo Hong**, Jaechul Sung***, Seokhie Hong****

*, ****Korea University(Graduate student,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Professor) ***University of Seoul(Professor)

요 약

본 논문에서는 Super Box의 고원 특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블록암호에 적용한 결
과를 보인다. 고원 특성(plateau characteristic)은 확률 동등성 가설(hypothesis of
stochastic equivalence)을 따르지 않는 차분 특성으로서, 사용하는 키에 따라서 확률이
다르다. 따라서, 고원 특성 기반의 공격 혹은 안전성 분석 결과는 사용하는 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라운드 블록암호와 동등한 Super Box의 고원 특성
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6가지 블록암호에 적용한 결과를 보인다.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는 LED, SmallAES, MIDORI의 Super Box가 기존의 최대 차분 확률보다 2배 이상 큰
확률을 갖는 고원 특성이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S-box에 속한 선형계층과
고원 특성과의 관계를 통해 큰 확률을 갖는 고원 특성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S-box
선형계층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box 선형계층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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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혹은 대다수의) 라운드 키가 항상 에 속하게 되
는 팽창 특성(inflated characteristic)은 차분공격 저항
성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ES-like암호의 Super Box에 존재
하는 모든 고원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블록암호에 적용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LED, 64-bit SmallAES[7], MIDORI의 S-box 선형계층
을 변경하여 얻은 고원 특성 분석 결과를 통해 최적
의 S-box 선형계층을 각각 제시한다.

Ⅱ장에서는 Super Box와 고원 특성을 간단히 소개
한다. 고원 특성 분석 방법과 각각의 블록암호 분석
결과는 Ⅲ장에서 서술하며, S-box의 최적 선형계층
탐색 결과는 Ⅳ장에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본 논문의 결과로부터 추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제
시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배경 지식

2.1 Super Box

AES-like 암호는 사용하는 × 라운드 함수가
AES[1]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암호를 지칭하는 것으
로, 라운드 함수가 SubWords(×개 S-box ),
MixColumns(개 열에 대한 선형연산 ), ShufWords
(× 워드 순열)로 분해된다. AES-like 암호의 2-라
운드 차분특성 분석은 첫 번째 라운드의 ShufWords
와 두 번째 라운드의 MixColumns, ShufWords를 제
외한 개의 Super Box로 대신하여 분석할 수 있다.

【정의 2([8]) Super Box】
× 워드로 구성된 AES-like의 2-라운드 특성은 

개의 Super Box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아래 그림
은 × 워드로 구성된 2-라운드 AES-like 암호를
3개의 Super Box로 도식화한 예시이다.

개의 Super Box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1개의 Super Box를 통해 모든 2-라운드 차분특
성 분석이 가능하다.

MixColumns을 행렬곱으로 구성된 AES-like 암호로
LED, MIDORI 등이 있으며, 비트순열(bit permutation)
으로 구성된 암호로 PRESENT, GIFT가 대표적이다.

2.2 Super Box의 고원 특성

본 절에서는 Super Box의 고원 특성에 집중하여
소개한다. 고원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독자는 [2, 5]를 참조하기 바란다.

【정의 3([2]) Input/Output-Planar】
차분특성 를 따르는 입력쌍(출력쌍)에 속하는 입력

* https://github.com/jeffgyeom/CISC_Plateau_Characteristic

(출력)값 들의 집합이 공집합이거나 아핀부분공간을
이루면 는 input(output)-planar라고 한다.

【따름정리 1([2])】 차분 균일성이 4인 S-box의 모
든 차분특성은 input(output)-planar이다.

따름정리 1은 원소가 2 또는 4로 이루어진 모든 집
합이 아핀부분공간임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 또한,
SubWords는 서로 독립된 ×개의 S-box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따름정리 2를 도출할 수 있다.

【따름정리 2】 차분 균일성이 4인 S-box들로 구성된
SubWords의 모든 차분특성은 input(output)-planar이다.

따라서, 차분 균일성이 4인 S-box로 구성된 AES-like
암호의 2-라운드 차분

특성   을
따르는 입(출)력 쌍
의 집합은 각 부분
특성을 만족하는 입
력(출력) 아핀부분
공간을 구성하는 부
분공간 

(
)†

들의 관계로, 정리
3이 유도된다.

【정리 3([2] Theorem 5)】
차분 균일성이 4인 S-box들로 구성된 Super Box의
차분특성 는 고원 특성이며 다음을 만족한다.

 
⊕⊕

⊕ ⋯⋯⋯⋯⋯⋯ (1)

  dim∩ ⋯⋯⋯⋯⋯⋯ (2)

III. Super Box의 고원 특성 분석

본 장에서는 Super Box의 ≠인 모든 차분특
성의 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하
는 방법은 AES의 Super Box를 분석한 [2]의 결과를
일반화한 것으로,  의 곱셈 역원  기반
S-box뿐만 아니라, 차분 균일성이 4이하인 모든
S-box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다.

비트 크기가 인 Super Box의 ≠인 모든

차분 특성의 개수는  

의 모든 값을 계산하여

얻을 수 있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블록암호 

     |Super Box 특성|

SmallAES

16

5 8 90 15 1 243,111,658,335()
LED 5 8 72 24 1.6 119,559,765,450()

MIDORI 4 8 72 24 1.6 121,083,893,744()
SKINNY 2 8 72 24 1.6 124,578,218,296()
CRAFT 2 8 72 24 1.6 137,334,742,256()
PRESENT 2 8 72 24 1.6 121,529,261,822()

AES 32 5 8  255 1 


 ( )





: 특성의 활성 S-box 최소(최대)개수
: S-box DDT 값 엔트리 개수
: 차분분포표 행/열에 속한 4 엔트리 평균 개수

표 1 Super Box의 확률이 0이 아닌 모든 차분 특성

† LED S-box →를 만족하는 입력 아핀부분공간은
     으로 구성되고, 출력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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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효율적인 Super Box의 고원 특성 분석

표 1을 통해 0이 아닌 모든 차분특성의 개수가 약


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리 3의 부분공
간 교집합 ∩

의 분석 복잡도가 일 때,

모든 고원 특성의 를 분석하기 위해 
×

의 복잡도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고 4-bit
S-box 4개로 구성된 Super Box의 모든 고원 특성
분석은 복잡도    *가 요구된다.

고원 특성 분석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속화
시킬 수 있다. Algorithm 1은 제안하는 고원 특성 분
석에 대한 의사 코드를 보여준다.

첫 번째 방법은 분석 특성의 개수 
를 정리

4를 통해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정리 4】 각 S-box에 해당하는 부분아핀공간의
크기가 2이면

  ∀ , 
  ∀ 이다.

따라서 차분특성    에서 부분아핀공간의 크
기가 2인 위치의 차분값()을 변경한 차분특성은 탐
색하지 않아도 동일한 를 갖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분특성의 개수는 각 S-box에서 크기 2를 갖
는 차분 특성의 개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Line 21).

반면, 부분아핀 공간의 크기가 4일 때(즉, 차분분포표
의 엔트리가 4인 차분 특성들), 추가되는 기저벡터


 , 

는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를 갖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위해
Algorithm 1의 Line 15는 각기 다른 기저벡터를 추가한다.

두 번째는 dim∩  dimdimdim를
활용한 방법으로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고
원 특성 분석에 있어서  

의 각각의 기저벡
터들은 사전연산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
분공간을 구하지 않고, 하나의 부분공간  

를 구하여 를 도출할 수 있다(즉, 로 개
선). Line 20은 이 방법이 적용된 부분이다.

분석 복잡도는 Line 2, 8, 9, 14의 For 문의 크기로 분석할
수있으며각각은다음과같다.

Line 2 Line 8 Line 9 Line 14 Total


    

  
 ×

 
×

여기서 는 S-box의 차분분포표 행과 열에 4인 엔트리
의 평균 개수로서 AES/SmallAES S-box의 경우 1이고,
분석 나머지 분석 암호는 1.6이다(표 1 참조).

3.2 Super Box 고원 특성 분석 결과

SageMath를 통해 제안 방법을 구현하였으며, 2개의
Intel Xeon Gold 6230 @2.1GHz로 구성된 시스템에
서 76개의 프로세스를 생성하여 병렬화(Line 1)하여
약 40분이 소요되었다. 구현 프로그램은 256개 이하
의 프로세스를 병렬화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지
면상 LED 분석 결과만 상세히 표 2에 기재하였다.

* 가 개의 활성 S-box이면, 
 

는 각각 최대  ,
   의 기저벡터로 구성될 수 있다.

Algorithm 1 – Super Box의 모든 고원 특성 분석
Input  : S-box , Matrix  ∊  

Output : Analysis Result Table 

1. For All ∊
  :

2.   compute  

3.   
←

 ∪
 ∪

 ∪
 

4.   
← 

∪
∪

∪


5.   obtain the indices , whose S-box can have 

6.   obtain the indices , whose S-box ONLY have 

7.    ← 


8.   For ≤ ≤ :

9.     For All  ∊   :

10.      
←∅, 

←∅

11.      call Construct_Basis(∪,
,

,0)

12.Procedure Construct_Basis(∪,
,

,):

13.  If  ∊ ∪


: //Add the auxiliary vector

14.    For All Possible    :

15.      
′ ←


∪

  or 
′ ←

∪

 
16.      call Construct_Basis(∪



,

′ ,
′ ,)

17.  Else:

18.    call Construct_Basis(∪


,

,
,)

19.  If   :   //We travered all the S-boxes

20.    compute dim
∪

∪


∪, 

21.    obtain # of the equivalent characteristics 

22.      

if  ≠ 
  〈  〉,

else 
  〈  〉 , where  ∊ are the 

corresponding elements to standard basis vectors over 
log.

# 
 

15 14 13 12 11 10 9

5

10 - - - - - 12.97 5.46

11 - - - - 16.92 10.53 -

12 - - - 19.56 14.57 - -

13 - - 21.10 17.53 - - -

14 - 21.44 19.47 - - - -

15 19.98 19.90 - - - - -

6

12 - - - 16.18 12.60 2.00 -

13 - - 20.21 17.75 11.62 - -

14 - 22.76 21.65 17.05 7.75 - -

15 23.86 24.48 21.44 14.89 - - -

16 25.94 24.75 19.94 10.17 - - -

17 26.56 23.76 16.52 - - - -

18 25.75 21.13 - - - - -

7

14 - 18.45 17.56 13.55 7.21 - -

15 21.91 22.68 20.04 14.62 - - -

16∼21 33.05 28.32 22.12 14.00 - - -

8 16∼24 36.67 28.58 20.12 10.29 - - -
#  : 특성의 활성 S-box 개수
 : log

- #  = 7∼8의 경우에는 지면상 를 범위로 기재
- 각 개수의 값은 log 스케일 값

- 에 비해 증폭된 확률을 갖는 경우 음영표시

표 2 LED Super Box 고원 특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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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인
결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LED의 2-라운드는 최대
차분확률이 임이 알려져 있으나, 해당 확률을 갖
는 차분특성 중 44()개가 특정 키 집합에서 확률
이 가 됨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확률 기반으로
도출한 LED의 차분공격 저항성이 특정키에서 틀릴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이외의 블록암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블록암호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SmallAES 37.8 29.1 22.8 19.1 15.4 10.9 4.3 - - - - -

MIDORI 36.7 33.3 29.9 27.5 24.0 21.7 19.8 16.5 13.8 10.6 - -

SKINNY 36.6 34.1 32.0 28.8 25.9 23.5 20.7 17.4 14.4 11.7 8.5 6.7

CRAFT 36.1 35.5 33.3 31.0 27.9 25.4 22.4 19.1 16.2 13.6 11.0 8.2

PRESENT 36.3 34.9 31.9 28.0 23.2 19.6 16.7 13.6 11.0 9.2 8.0 5.6

- Super Box의최대차분확률보다큰 
 값을가진특성의경우음영표시

IV. 최적의 S-box 선형계층

본 장에서 S-box의 선형계층을 변경( ′ ∘∘)
하여, 최대 차분확률을 벗어나는 고원 특성을 제거하
거나 그 숫자를 감소시킨다.

4.1 S-box의 선형계층과 고원 특성

AES의 설계 원리인 WTS(wide trail strategy)와 같
이 활성 S-box의 최소개수를 통해 차분공격의 저항
성을 분석하는 경우에 S-box의 선형계층은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반해 Algorithm 1의
Line 14∼16에서 추가되는 기저벡터 

  , 

는

S-box의 선형계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형계층의 변
경은 값에 영향을 준다.

4-bit 선형함수 는 총 20,160개 존재하기 때문에
24개의 4-bit 순열 만 고려하였다. 최대 차분확률을
벗어나는 고원 특성을 갖는 암호는 LED, SmallAES,
MIDORI이다.  결과는 동일한 차분분포표
를 갖는 S-box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순열 함수 조
합 중 

 
  ≠⊕

∘ ∘∘ ∘⊕
∀  인 순

열만 고려하였다. 각각의 암호는 288, 576, 24*개가
고려 대상이었다.

4.2 최적의 선형계층

w LED :    에서 향상 가능한 조합이
없었으나, 고원 특성의 개수를 44개에서 12개로
감소시킬 수 있는  조합이 8개 존재하였다.

w SmallAES :    → 으로 향상 가능
한 


조합을 81개 얻을 수 있었다.

w MIDORI :     → 으로 향상 가능
한  조합을 8개 얻을 수 있었다.

표 3은 각 블록암호의 최적 S-box 선형계층 예시를
보여준다.

V. 결론 및 열린 문제

본 논문에서는 Super Box의 고원 특성을 분석 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법은 차분균일성이

* MIDORI는 ∘∘  ∘∘
을 만족하기 때문

4 이하인 모든 S-box기반 블록암호에 적용 가능하
다. 이에, 우리는 다양한 블록암호의 Super Box에 적
용하여 최대 차분확률보다 큰 확률을 갖는 고원 특
성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S-box의 선형계층을 변경하여 고원 특
성이 안전성 증명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음을 보이
고 최적의 선형계층을 도출하였다. 다만, 고려하는
선형계층을 분석 복잡도의 이유로 비트 순열로 제한
했기 때문에 전체 선형계층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
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분균일성이 4이하가 아닌 S-box를 사용하는 경우
input(output)-planar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본 논문의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GIFT와 같이 차분
균일성이 4이하가 아닌 S-box를 사용하는 블록암호의 고
원 특성분석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고원 특성을 설계 측면
에서만 고려하였으나, 공격 측면에서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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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 (0, 4, 2, 6, 1, 5, 3, 7, 8, 12, 10, 14, 9, 13, 11, 15)
 : (0, 2, 8, 10, 1, 3, 9, 11, 4, 6, 12, 14, 5, 7, 13, 15)

 ′ : (9, 3, 6, 15, 5, 14, 11, 8, 12, 10, 1, 4, 0, 13, 7, 2)

SmallAES
 : (0, 4, 2, 6, 1, 5, 3, 7, 8, 12, 10, 14, 9, 13, 11, 15)
 : (0, 2, 8, 10, 1, 3, 9, 11, 4, 6, 12, 14, 5, 7, 13, 15)

 ′ : (9, 3, 6, 15, 5, 14, 11, 8, 12, 10, 1, 4, 0, 13, 7, 2)

MIDORI
 :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0, 8, 4, 12, 1, 9, 5, 13, 2, 10, 6, 14, 3, 11, 7, 15)

 ′ : (3, 6, 11, 12, 7, 14, 15, 13, 2, 10, 8, 9, 0, 4, 1, 5)
표 3 블록암호별 최적의 S-box 선형계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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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알고리즘의 활용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기존의 공개키 암호 방식을
대체 할 양자내성암호(PQC)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
고 있다. 이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는 PQC 표준화를 위해 다양한 기반 문제를 바탕으
로 한 후보군을 모집하였고, 현재는 최종 단계로 예
상되는 Round 3까지 진행 되었다.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는 유한체 위에서 정의된 두
타원 곡선 사이의 준동형 사상인 아이소제니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다른 PQC 후
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키 사이즈를 보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997년 Couveignes은 유한체  위에서 정의된

ordinary 타원곡선  간의 아이소제니를 이용한
키 교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1]. 이 알고리즘은
ordinary 곡선의 endomorphism ring 의
ideal-class group 를 통해 의 
-isomorphism class들의 집합에 대한 free, transitive

* 이 성과는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NRF-2020R1A2C1011769)

한 group action을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
여 설계한 Diffie-Hellman 스타일의 키 교환 알고리
즘이다. 이는 Rostovtsev와 Stolbunov에 의해 확장되
어 CRS 알고리즘으로 불린다 [2].

CRS 알고리즘이 등장한 이후, 파라미터 선택에 어
려움이 있는 ordinary 곡선이 아닌 supersingular 곡
선을 이용한 CGL 해시 함수와 SIDH (Supersingular
Isogeny Diffie-Hellman)가 제안되며 아이소제니 기
반 암호가 다시 주목 받게 되었다 [4]. 이 중, SIDH
는 현재 NIST PQC 표준화 Round 3의 대체 후보군
에 포함된 SIKE (Supersingular Isogeny Key
Encapsulation)의 기반 알고리즘이다. 또한,
supersingular 곡선을 CRS 알고리즘에 이식한
CSIDH도 제안되었고, 위 기반 알고리즘들을 바탕으
로 한 전자 서명 알고리즘 설계, 부채널 및 양자 안
전성 분석 등 활발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09년에 제안된 CGL 해시 함수는 초기 곡
선의 endomorphism ring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기
반하여 충돌쌍을 찾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3,5]. 증
명 가능하면서 endomophism ring이 알려지지 않은
supersingular 곡선을 생성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아,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방
법은 없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우회적
으로 해결하여 아이소제니 기반 해시 함수를 설계하
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실제로 Hessian 곡선을

증명 가능한 안전성을 가지는
아이소제니 기반 해시 함수 설계*

허동회*, 홍석희**

*,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Construction of Isogeny-based Provably Secure Hash Function

Donghoe Heo*, Seokhie Hong**

*, **Korea University(Graduate student, Professor)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아이소제니 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증명 가능한 해시 함수를 설계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아이소제니 기반 해시 함수는 이미 2009년에 Charles 등에 의해
설계 되었다. 하지만, 초기 곡선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supersingular 곡선의 단점을
이용하여 CGL 해시 함수에 대한 충돌쌍을 찾아낼 수 있다. 제 3 신뢰기관을 통해 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초기 곡선의
선택과 관련 없이 안전한 해시 함수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또한, 타원곡선
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인 Hessian 곡선을 활용하여 타원곡선 군 연산 없이 유한체 연산
만으로 아이소제니 기반 해시 함수를 실제로 구성하였다. 타겟 보안 강도인 128, 192,
256비트에 맞는 파라미터를 제시하고 SageMath 환경에서 실제로 구현하여 성능을 측정
해, 연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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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설계한 해시 함수를 제안한다.

Ⅱ장에서는 아이소제니의 기본 개념과 기반 문제를
간단히 소개하고, 기존 제안된 CGL 해시 함수와 그에
대한 충돌쌍 공격에 대해 서술한다. 이 공격에 저항하
는 아이소제니 기반 해시 함수 설계 논리 및 과정은
Ⅲ장에서 서술하며, 이를 실제로 구현한 결과는 Ⅳ장
에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 계
획 등을 Ⅴ장에서 서술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II. 배경 지식

본 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사용할 supersingular 타
원곡선 및 아이소제니, CGL 해시 함수와 관련된 배
경 지식을 서술한다. 설명의 간결함을 위해 이후 등
장하는 타원곡선은 모두 주어진 소수 에 대해 유한
체  위에서 정의된 supersingular 곡선이라고 가

정한다.

2.1. Supersingular Isogeny Graph

타원곡선과 그 위에서의 아이소제니를 통해 형성
되는 supersingular isogeny graph  를 소개
하기 위해 다음의 개념들을 정의한다.

정의 1. Elliptic Curve Isomorphism
두 타원곡선  ′이 서로 동치일 필요충분조건은 각
곡선의 -invariant인 와  ′가  위에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특히 supersingular 곡선의 -invariant는 모두 

위에 존재하므로, 하나의 -invariant는 하나의 
-isomorphism class와 대응된다. 이때, 의 정점
(vertex) 집합 는 존재하는 모든 -invariant를 모

아놓은 집합이고 ≈ 를 만족한다.
정의 2. Isogeny of Degree 
준동형 사상   → ′에 대해 ker 인 경우, 
를 차 아이소제니라 부른다. 반대로,  에 대한

위수가 인 부분군 가 주어질 경우 ker 인 
차 아이소제니   → ′를 계산할 수 있다.

특히 를 나누지 않는 모든 소수 에 대해, 각 곡
선에는 개의 아이소제니가 존재한다. 이때, 의
간선(edge) 집합 은 각 곡선에 존재하는 개의차 아이소제니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서술한 두 정의를 종합해보면, supersingular 곡선과 그 위에서의 차 아이소제니를 연속적으로 수행
하는 것을 고려하였을때  -regular graph 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정의된

supersingular 곡선을 사용한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
의 안전성은 위 그래프 의 두 정점(곡선)이 주어졌
을 때, 특정한 경로(아이소제니)를 찾는 것의 어려움
에 기반하고 있다.

2.2. CGL Hash Function [3]

Charles-Goren-Lauter는 2.1.절에서 서술한 문제를

바탕으로, 이후 CGL 해시 함수라 불리는 아이소제니
기반 해시 함수를 설계하였다. 2차 아이소제니를 메
시지의 비트 수만큼 연속으로 적용한 CGL 해시 함
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Step 1. 2-torsion point 구분] : 사용하는 타원
곡선이    라고 했을 때, 2차 아이소제니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위수 2의 부분군을 만들기 위한
2-torsion point는 다음과 같이 총 3개가 존재한다. ,  , 를 통해 2차 아이소제니를 수행할 경우 바

로 직전의 곡선과 동치인 곡선이 얻어지기 때문에
이를 배제해주어야 한다. 또한, 사용하는 곡선에 따
라 와 의 순서를 잘 유지할 수 있다.

[Step 2. 연속적인 2차 아이소제니 연산] : 메시
지의 번째 비트가 일 때, 다음의 2차 아이소제니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 〈 〉
and     

Step 1으로부터, 를 잘 추적하기 위해 해
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한다.    →  
해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비트라고 가정하였을 경
우, …을 순차적으로 연산한 뒤 얻을 수

있는  을 해시 값으로 출력한다.

CGL 해시 함수를 메시지 비트(0,1)에 따라 2차 아
이소제니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CGL 해시 함수의 동작 원리

2.3. Cycles in -isogeny Graph
 차 아이소제니   → ′가 존재하는 두 타원곡

선  ′가 주어졌을 때 를 알아내는 것은 2.1.절에
서 서술하였듯이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있지만, 만약
두 곡선의 endomorphism ring End End ′을
알고 있다면 norm equation을 푸는 과정을 통하여′  → ′를 만족하는 아이소제니 ′을 계산하는 것
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endomorphism ring
을 계산하는 문제 또한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의 안전성을 해치는 사
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endomorphism ring이 알려진 초기 타원곡선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식을 만족하는 아이소

제니 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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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 Algorithm 13]에 의해   →이고   ∘⋯∘를 만족하는  및 를 모두 계산
할 수 있고 …    와
같은 cycle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를 초기 곡선
으로 하는 CGL 해시 함수에 대한 충돌쌍을 찾는 것
은 쉬운 일이다.

III. 공격에 안전한 해시 함수 설계

2.3.절에 서술된 공격에 의해 endomorphism ring
이 알려진 초기 곡선을 아이소제니 기반 해시 함수
설계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증명가
능하면서도 endomorphism ring이 알려지지 않은
supersingular 타원곡선을 생성하는 방법은 알려진
바가 없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 3 신뢰기관
(Trusted Third Party)이 개입하여 로부터 임의의

아이소제니   →를 통해 얻은 를 초기 곡선으
로 설정하고, 제 3 신뢰기관은 그 경로를 폐기함으로
써 안전한 해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 방법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
다. 본 장에서는 초기 곡선의 endomorphism ring이
알려져 있더라도 안전한 해시 함수를 설계하는 방법
에 대해 논하고, Hessian 곡선을 이용하여 실제로 설
계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3.1. Partial Graph를 사용한 해시 함수

2.2.절에서 소개한 CGL 해시 함수의 경우, 주어진
소수와 초기 타원곡선을 바탕으로 한 전체 아이소제
니 그래프를 이용하는 모델이다. 즉, 그래프 내의 모
든 간선이 유효한 해시 경로에 해당하여 2.3.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충돌쌍을 찾아낼 수 있다.

위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로는 공격자가 특
별히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없고, 임의의 경로
가 출력된다. 이를 이용한 아이디어가 바로 아이소제
니 그래프의 일부만 이용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3
차 아이소제니 그래프에서 메시지의 비트(0,1)에 따
라 특정 경로만 해시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이다.

그림 2. 부분 그래프를 이용한 해시 함수

차 아이소제니 그래프를 고려했을 때,
backtracking 아이소제니 1개를 제외한 나머지 개
의 가능한 아이소제니 중, 특정 개의 아이소제니만
을 사용한다면 공격자가 유효한 해시 충돌쌍을 얻을
확률은 다음과 같다 [6].

⋅ 
이때, 는 2.3.절의 공격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는
cycle 길이의 기댓값으로, birthday paradox를 고려하
여 추정하면 ≈log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한, 이 공격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log  ≧ 임
을 고려하면 총 공격 비용은 다음과 같다.

⋅   ≈  log     log  log   log  
3.2. Security Estimation

타겟 보안 강도가 일 경우, birthday paradox로
인해 소수 의 비트 수는 기본적으로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3.1.절의 결과에 의해 2.3.절의 충돌쌍 공
격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log  이상의 비트

수를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의
비트 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

log ≧max log 
3.3. Hessian 곡선을 이용한 해시 함수

 위에서 정의된 Hessian 곡선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때,     이다.
Hessian 곡선은 의 값과 상관 없이 고정된 4개의

위수가 3인 부분군     를 가지고 있
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7].

                        
이때, ∊는   을 만족하는 알고리즘
내 고정된 값이다. 서로 다른  ∊ 에 대해를 kernel로 가지는 아이소제니 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므로 backtracking을 발생

시키는 부분군의 형태가 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2.절의 Step 2.에서와 같
이 연속적인 아이소제니 연산 과정에서 을 계산

할 필요 없이 image 곡선  만 계산해주면 된다.

주어진 곡선 에 대한 3차 아이소제니를  → ′ 라 할 때, 다음이 성립한다.

 ′ where  
본 연구에서는  중, 메시지의 각 비트 에 따라 을 통한 다음과 같은 3차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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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   〈〉
즉   이고   인 경우를 생각하며(그림 2), 이를
알고리즘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lgorithm 1 – Hessian 곡선을 사용한 해시 함수
Input  : Hessian curve ,  ⋯
Output : hashed value 
 1. for  from  to  do
 2.      ←



 3. return hashed value 
IV. 파라미터 선택 및 구현 결과

본 장에서는 3장에서의 제안 방법인 Hessian 곡선
을 이용한 해시 함수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타겟
보안 강도에 따른 파라미터 선택 과정을 서술한다.

4.1. Parameter Selection

일반적인 타겟 보안 강도인 ∊  에
대해 3.2.절의 결과를 통해 만족해야하는 소수 의
최소 비트 수는 각각 이다. 이를 만족

하는   ⋅⋅는 다음과 같다.

 max  log  log

128 347 (341,67) 349
192 520 (514,29) 521
256 694 (687,157) 696

표 1. 타겟 보안 강도에 따른 소수 의 선택   
3차 아이소제니를 사용하므로   인
타원곡선 군   위에 3-torsion point가 존재해

야한다. 따라서,   를 만족하도록 를 설정하
였고 Montgomery-friendly 소수를 활용한 효율적인
유한체 연산을 위해 의 크기를 늘리면서도

cofactor 를 추가적으로 곱하여 타겟 보안 강도를
만족시키는 tight한 파라미터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 소수인 경우만 다루었지만 합
성수인 경우를 포함하여 더욱 폭넓은 탐색을 진행할
경우 더 좋은 소수 를 찾거나, 다양한 보안 강도에
대한 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4.2. Implementation Results

위 알고리즘은 3.70GHz의 동작 주파수를 가지는
Intel Core i7-8700K에서 SageMath를 활용하여 구현
되었다. 1KB 메시지를 입력 받아 해시 값을 출력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소요 시간 (초)
(341,67) 8.521
(514,29) 15.118
(687,157) 22.588

표 2. 파라미터 별 1KB 메시지에 대한 해시 수행 속도

표 2의 결과는 Montgomery-friendly 소수를 활용
한 효율적인 유한체 연산이나 C를 활용한 구현이 아
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성능을 보여주
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SHA 계열의 해시 함수 등과 비교하
면 성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소제니 기반 해시 함수가 충돌 저항성
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한계를 해소하여,
PKE/KEM 및 전자서명 알고리즘에 다소 치우쳐져
있는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 설계에 대한 연구가 더
욱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주목할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아이소제니를 기반으로 하여 증명
가능한 안전성을 가지는 암호학적 해시 함수를 설계
하였다. 충돌쌍을 발견할 수 있었던 기존의 CGL 해
시 함수의 기본 아이디어를 토대로 아이소제니 그래
프의 일부만을 활용하여 충돌 저항성을 가지는 새로
운 해시 함수를 생성할 수 있었다.

비록 수행 속도의 측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
는 못하였지만, 후 양자 시대에도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해시 함수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다른 형태의 타원곡선을 사용하거나 소
수 의 특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유한체 연산 및 모
든 과정의 C언어 구현 등의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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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환경이

대두함에 따라, IoT 환경에서 네트워크 통신 시

암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전한 통신을 위해 제한된 환경

을 가진 장비들은 S/W 구현, H/W구현, 부채널

공격 대응기법을 만족해야 한다.

ICISC’20에서 제안된 블록암호 PIPO (Plug-In

and Plug-Out)는 IoT 환경에서 요구되는 모두

고려사항을 동시에 충족한다[1]. 비트 슬라이스

기법을 사용되어 안전성을 높였으며, 적은 라운

드 수로 타 경량암호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여준

다. 이에 따라, 현재 블록암호 PIPO에 대해 최적

* 이 논문은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No.2021-

0-00540,GPU/ASIC 기반 암호알고리즘 고속화

설계 및 구현 기술개발, 50%)과 2021년도 정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o.2019R1F1

A1058494, 50%)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화 및 부채널 분석기반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VR 환경에서 블록암호 PIPO

에 대한 최적 구현기법을 제안한다. 효율적인 레

지스터 스케줄링 및 S-Layer, R-Layer 대한 코

드를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24 bytes의 SRA

M을 사용하며 암호화 과정에서 키 스케줄을 수

행한다. 제안구현을 통해 PIPO-64/128 암호화

과정은 174 CPB (Clockcycle Per Byte)을 달성

한다. 아울러, 제안 기법에 대한 오픈 소스코드

를 제공한다†.

II. 배경 지식

2.1. PIPO block cipher

ICISC’20에서 임베디드 환경에서 보안통신을

위한 PIPO 경량암호가 제안되었다. 임베디드 환

경에서는 리소스가 제한되어있어, 효율적인 보안

통신을 위해서는 S/W 구현, H/W 구현에 친화

†https://github.com/Youngbeom94/Assembly_

AVR

8-bit AVR 환경에서 PIPO 최적 구현
김영범, 서석충*

*국민대학교 금융정보보안학과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IPO block cipher
on 8-bit AVR Environment

YoungBeom Kim, Seog Chung Seo*

*Department of Financial Information Security,
Kookmin University

요 약

ICISC’20에서 사물인터넷 환경을 위한 블록 암호 PIPO (Plug-In and Plug-Out)가 제안되었

다. PIPO는 다른 기존 경량암호와 비교하여 IoT 환경에서 SW 및 HW 적으로 구현하기에 적합

한 구조를 가지며, 또한, 부채널 대응기법을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AVR 환경에

서의 블록 암호 PIPO의 최적 구현을 제안한다. 키 스케줄 연산이 간편한 PIPO의 특징을 이용

하고, 라운드 키를 암호화 라운드 진행 시 범용레지스터에 유지하여 성능을 향상한다. 제안 구

현은 동일 환경에서 어셈블리 언어로 구현된 Reference 구현의 결과보다 13.2%의 성능 향상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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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어야 하며, 부채널 분석에 대한 대응 구현을

모두 만족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

존 경량암호들은 하나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거나

최대 두 개까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예를 들

어 경량암호 PICCOLO[2], MIDORI[3] 은 H/W

에 친화적이며, RoadRunneR[4], Zorro[5]는

S/W 구현에 친화적이다. GIFT[6], SPECK[7],

SIMON[6]은 H/W, S/W 구현에 둘 다에 친화

적이다. 따라서, IoT 환경에서 보안통신을 위한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암호를 설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블록암호 PIPO은 IoT 환경에서 보안

통신을 위해 요구하는 S/W 구현, H/W 구현,

부채널 대응 구현을 모두 만족한다는 점에서

기존 경량암호보다 우수성을 보인다. 부채널 대

응 관점에서, 88개 (AND, OR) 비선형 연산만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짧은 라운드 수로 안전성

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high-order 마스킹 구

현이 다른 경량암호에 비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H/W구현, S/W구현에서의 경량암호

PIPO은 SIMON[8], PRESENT[9], SKINNY[10]

와 같은 64-bit 경량암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

여준다.

블록암호 PIPO는 비트 슬라이스 구현에 최적

화되어있어, 제한된 환경에서는 효율적으로 구

현될 수 있다. PIPO의 파라미터는 64-bit 평문

과 128-bit, 256-bit 키를 지원하며, 각각의 라

운드 수는 13, 17라운드만으로 안전성을 제공한

다. [그림 1]은 PIPO 경량암호의 동작 과정을

보여준다. PIPO 경량암호의 라운드 함수는

S-Layer, R-Layer, Addroundkey로 구성되어있

다. S-Layer, R-Layer는 [그림 2]와 같다.

S-Layer는 비선형 연산인 S-Box로 구성되어있

으며, S-Box는 unbalanced-Bridge 구조로 효율

적인 비트 슬라이스 구현을 제공한다. R-Layer

는 S/W, H/W 구현에 친화적인 바이트 단위의

순환 시프트 연산만을 수행한다. Addroundkey

는 라운드 키와의 XOR 연산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의 과정을 라운드 수 만큼 반복하면 PIPO 경

량암호의 암호화가 완료된다.

2.2. AVR environment

8-bit AVR 환경은 메모리와 I / P를 마이크

로프로세서에 추가하여 단일 집적 회로로 만든

임베디드 장치이다. AVR 프로세서에는 32개의

8-bit 범용레지스터가 있으며, 이는 기본 작업

및 비트 작업과 같은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된다.

특히, R26-R31 레지스터를 결합하여 3개의

16-bit 레지스터 즉, X, Y 및 Z 레지스터로 사

용할 수 있다. 이러한 레지스터 (X, Y 및 Z)는

데이터 메모리에 대한 16-bit 주소를 간접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포인터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는 ICISC’20의 PIPO 논문의 타겟장치와 같은

ATmega128을 사용한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그림 1] PIPO 동작과정

[그림 2] PIPO의 S, R-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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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AVR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다.

III. 제안구현 방안

3.1. 레지스터 스케줄링

블록암호 PIPO의 내부상태가 64-bit이기 때문

에, 레지스터의 크기가 8-bit인 AVR 환경에서 8

개의 레지스터로 평문을 다룰 수 있다. 128-bit

비밀 키는 16개의 레지스터에 유지할 수 있다.

키 스케줄 연산은 암호화 과정 전에 계산할 수

있지만, 암호화 및 키 스케줄 과정에 필요한 레

지스터를 8개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비밀 키를

레지스터에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을 통해 메

모리 접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표 2]은 제안구현 기법에 대한 레지스터 스케

줄링을 보여준다. R0-R7을 통해 64-bit 평문을

업데이트하고, 최종적으로는 암호문을 출력한다.

R8-R23을 통해 비밀 키를 레지스터에 유지하며,

각 암호화 라운드마다 R8-R15, R15- R23의 라

운드 키가 번갈아 가며 사용된다.

3.2. S-Layer

[그림 3]은 S-Layer의  부분에 대한 제안

매크로 코드이다. X0-X7은 평문 R0-R7을 입력

으로 받고, TM0-TM3은 임시레지스터 R26-R2

9를 입력으로 받는다. AVR 명령어는 Operand

가 2개이기 때문에, 비트 슬라이스 연산 과정상

임시레지스터가 필요하다. 임시레지스터는 3개

를 사용하여,  ,  , 에서 각각 하나씩 사용

한다.

3.3. R-Layer

R-Layer에 대한 구현은 PIPO 제안 논문의

방법과 같게 구현한다. 이에 따라, 시프트 구현

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명령어들을 조합한다.

3.4. Add Round Key

[그림 4]는 Add Round Key 연산에 대한 제

안 코드이다. PIPO의 키 스케줄링 연산은 128-

bit 키    , ( = 64-bit) 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시프트 연산을 수행한다.

  mod    ∼
이에 따라, 매크로를 이용하여 R8-R23에 유지

Register Usage
R0-R7 평문(P0-P7)
R8-R23 라운드 키(RK0-RK15)
R24 라운드 수(CNT)
R25 Round Constant(RC)
R26-R29 Temp(T0-T3)
R30-R31 평문의 주소(Z)

[표 2] 제안 레지스터 스케줄링

[그림 3] S-Layer의  제안 코드

[그림 4] Add Round Key 제안 코드

Asm Operand Operation Clock

MOV Rd, RC Rd=Rc 1

AND Rd, RC Rd=Rd & Rc 1

EOR Rd, RC Rd=Rd ^ Rc 1

OR Rd, RC Rd=Rd | Rc 1

INC RC Rc=Rc + 1 1

[표 1] AVR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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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는 R8-R15, R15- R23를 번갈아 K0-K7

의 입력으로 설정한다.

IV. 평가

제안 코드에 대한 평가 환경은 블록암호 PIPO

의 제안 논문의 개발환경과 같게 진행하였다. 컴

파일러는 avr-gcc version 5.4.0. (-O3)를 사용했

다.

제안 코드는 레지스터를 최대로 활용하여 라운

드 키와 평문을 레지스터에 유지함을 통해 메모

리 접근을 최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타 경량암

호들과 비교하여 최고 성능인 174 CPB를 달성

했다. Reference의 PIPO 구현보다 13.2%의 성

능 향상을 보인다. 아울러 24 bytes의 SRAM을

사용하기 때문에 AVR 환경에서도 32 bytes 램

을 가지는 가장 제한된 장치들 (ATiny4, 5, 9

등)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ICISC’20에서 제안된 블록암호

PIPO에 대해 AVR 환경에서 최적 구현 코드를

제안했다. 제안 코드는 효율적인 레지스터 스케

줄링을 통해 메모리 접근을 최소로 줄여, 기존

Reference 구현보다 13.2%의 성능 향상을 달성

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안 기법을 ARM,

RISC-V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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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oT 기기는 경량 환경 상에서 동작하기 때문

에 대량의 자원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암호 알고

리즘을 가동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

원 소모가 적은 경량 암호가 제안되었다. 경량

암호에는 CHAM[1], SPECK/SIMON[2] 등이 있

으며, ICISC’20에서 발표된 PIPO[3]도 이에 속한

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암호 PIPO를 GPU 상에

서 구현한다. GPU의 특성을 활용하여 병렬 구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Coarse grain, Fine

grain 구현 관점을 적용한다.

이어지는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

서 경량 블록암호 PIPO와 Coarse grain, Fine

grain 구현 관점에 대해서 확인한다. 3장에서는

각각의 관점에 따른 구현 기법과 설계를 설명한

다. 4장에서는 대상 GPU 상에서의 제안 구현물

의 성능 비교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짓는다.

II. 배경

2.1 경량 블록암호 PIPO

경량 블록암호 PIPO는 ICISC’20에서 발표된

최신의 경량 블록암호이다. PIPO는

SPN(Subsitution-Permutation Network)를 적용

하였고, 내부적으로 Unbalanced-bridge Feistel

구조를 사용한다. PIPO는 두 가지 규격을 제공하

며, 각각의 매개변수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Algorithm Block size Key size
Number

of Rounds

64/128
64-bit

128-bit 13

64/256 256-bit 17

Table. 1. Specification of PIPO.

PIPO의 하나의 라운드에서는 비선형 치환 연

산을 사용하는 S-layer, 선형 회전 연산을 사용

하는 R-layer, 그리고 라운드 키를 포함시키는

GPU 상에서의 블록암호 PIPO 병렬 구현
권혁동* 박재훈** 엄시우** 서화정***

*한성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대학원생)
**한성대학교 IT융합공학부(대학원생)
***한성대학교 IT융합공학부(교수)

Parallel implementation of the block cipher PIPO
on GPU environment

Hyeok-Dong Kwon* Jae-Hoon Park* Si-Woo Eum* Hwa-Jeong Seo**

*Hansung University Dept. Information Computer Engineering(Graduate student)
**Hansung University Dept. IT Convergence Engineering(Graduate student)
***Hansung University Dept. IT Convergence Engineering(Professor)

요 약

경량 블록암호 PIPO는 ICISC’20에서 발표된 최신 블록암호로, 비트 슬라이스 기법이

내재된 구현 기법으로 효율적인 구조를 가진다. 또한 자체적으로 부채널 공격 내성을 지

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보안성을 보장하는 블록암호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량 블록암호 PIPO를 GPU 자원을 사용하여 병렬 구현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Coarse grain과 Fine grain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구현한다. Coarse

grain은 PIPO 알고리즘을 병렬적으로 가동하는데 집중하고, Fine grain은 PIPO 알고리

즘의 내부 구조를 병렬적으로 가동하는데 집중한다. 구현 결과, Coarse grain 관점의

PIPO 64/128 bit-slice 구현물이 1272.7 MB/s 처리율을 달성하였고, 다른 유형의 구현물

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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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oundKey로 구성된다. S-layer는 두 가지

종류로 구현된다. 하나는 look-up table을 사용하

는 TLU 구현물과 효율적인 연산을 제공하는

bit-slice 구현물이 존재한다. R-layer는 rotate 연

산을 사용한다.

라운드 키는 마스터 키 길이에 따라서 표 2의

알고리즘과 같이 생성되며, 암호화 중 13라운드,

17라운드에 걸쳐 사용된다. 전체적인 PIPO의 흐

름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put: MasterKey K128 or K256

Output: RoundKey RKi (i =0 to 13 or 17)

1 If K128

2 For i = 0 to 13

3 K = K1||K0
4 RKi = Ki mod 2
5 Else if K256

6 For i = 0 to 17

7 K = K3||K2||K1||K0
8 RKi = Ki mod 4
9 Return RK

Table. 2. Pseudocode of PIPO key scheduling.

Fig. 1. Overall structure of PIPO.

2.2 병렬 구현 관점[4]

병렬 구현은 크게 Coarse grain과 Fine grain

두 가지의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Coarse

grain은 알고리즘 자체의 가동을 중점에 둔다.

즉, 한 번의 커널 가동으로 다수의 알고리즘을

가동하여 동시에 출력을 발생하는데 집중한다.

반면 Fine grain은 알고리즘 내부의 작업을 병렬

화 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Coarse grain으로는 대량의 출력을 발

생시키는데 용이하지만, Fine grain은 내부 동작

의 특정 지점을 개선하는데 유용하다.

III. 제안 기법

본 논문에서는 경량 블록암호 PIPO를 GPU

자원을 사용하여 높은 처리율을 달성하는데 목표

를 둔다. 구현에는 2장에서 서술한 Coarse grain

과 Fine grain 두 가지 관점 별로 구현을 진행한

다.

3.1 Coarse grain 관점

Coarse grain 관점에서 병렬화를 구현하기 위

해서는 커널을 가동할 때, 각 블록 별로 각기 다

른 평문을 할당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CUDA

에서는 블록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blockIdx 변수를 제공한다. 따라서 해당 변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블록마다 손쉽게 평문을 할당하

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blockIdx 변수로만 평문을 할당할 경

우, 정상적인 할당이 진행되지 않는다. PIPO는

64-bit 평문을 사용하며, 각 평문은 32-bit씩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blockIdx 변수를 따

라서 할당할 경우, 그림 2와 같이 잘못된 할당이

이루어진다.

Fig. 2. Incorrect assignment.

정상적인 할당을 위해서는 blockIdx 변수 값

뿐만 아니라 블록이 가진 스레드의 수와 스레드

의 번호까지 고려해야 한다. 블록이 가진 스레드

의 수는 blockDim 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

으며, 스레드 자체의 번호는 threadIdx 변수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블록이 가진 스레드 하나에

평문 하나를 할당하게 되므로, 하나의 블록은 스

레드의 수만큼의 평문을 암호화할 수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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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문은 32-bit의 두 블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스레드에 할당 시 평문 인덱스를 2씩 건너 뛰

며 할당하게 된다.

3.2 Fine grain 관점

Fine grain은 내부의 작업을 병렬화하는데 중

점을 둔다. PIPO 내부에서 손쉽게 Fine grain을

적용 가능한 부분은 AddRoundKey와 TLU의

S-layer 부분에서 적용이 용이하다.

라운드 키는 한 라운드 마다 64-bit씩 호출된

다. 따라서 8개의 스레드에 나누어서

AddRoundKey 연산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threadIdx 변수를 사용하여 접근이 가능하지만,

라운드 키의 최대 인덱스를 벗어나지 않도록 구

현한다. AddRoundKey는 표 3의 알고리즘에 따

라 구현이 가능하다.

Input: PT, RK, threadIdx, round

Output: XORed PT

1 If 1st Round

2 PT[threadIdx] ^= RK[threadIdx % 8]

3 Else

4
i = threadIdx % 8 + round * 8

PT[threadIdx] ^= RK[i]
5 Return PT

Table. 3. Pseudocode of AddRoundKey

마찬가지로 TLU의 S-Box 부분에도 동일하

게 구현이 가능하다.

3.3 Shared memory 활용

CUDA의 메모리 종류에는 shared memory가

존재한다. Shared memory는 블록마다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메모리 공간으로, 블록이 보유한 모

든 스레드는 블록이 가진 shared memory에 접

근이 가능하다.

GPU의 자원을 사용하여 연산을 할 때는, 우

선 host의 메모리에서 값을 복사한 후 GPU의 메

모리상에 기록해야 한다. 해당 값들은 global

memory에 위치하기 때문에, 모든 블록의 모든

스레드들이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값을 블

록의 shared memory에 복사하면 최초에 복사하

는 시간은 발생하지만, 각 스레드가 shared

memory에 접근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shared memory 접근이 반복될수록 동작 속도

면에서 이득이 발생한다.

라운드 키 값은 shared memory를 활용하기

유용한 부분이다. 표 4의 알고리즘과 같이 라운

드 키 값을 shared memory에 복사할 수 있다.

Input: RK, threadIdx

Output: shared RK

1 i = threadIdx

2 If i < RK size

3 shared RK[i] = RK[i]

4 sync thread task

5 Return shared RK

Table. 4. Pseudocode of copy to shared memory

Shared memory에 복사를 빠르게 하기 위해

서 일부 스레드를 활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스레드 또는 키 복사를 먼저

끝낸 스레드가 암호화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

우, 정상적인 암호화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라운

드 키가 모두 복사될 때까지 잠시 모든 스레드의

작업을 일시 정지시킨다. 특정 지점에서 스레드

의 작업을 중단시킨 다음, 라운드 키 복사가 완

료되어 모든 스레드가 해당 지점에서 작업을 대

기한다면 다시 모든 스레드의 작업을 진행시킨

다.

TLU의 S-Box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S-Box를 shared memory 상에 올릴 수 있다.

단, S-Box의 크기는 라운드 키보다 큰 256-byte

이므로 스레드를 사용하여 복사를 할 때는 스레

드의 수가 256개 이상일 때 가장 빠르게 복사가

가능하다. 스레드가 256개 미만일 경우에는 복사

시간이 조금 더 발생한다.

IV. 성능평가

제안하는 구현물은 CUDA 11.1을 활용하였고

Visual studio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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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능 측정에 RTX 3070 그래픽카드를 사용한

다. 성능 지표는 단위 시간당 처리량을 뜻하는

throughput을 사용하며 단위는 MB/s이다. 그림

3은 입력 값의 크기가 256MB일 때 구현물들의

처리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3. Throughtput result graph.

전체적으로 Coarse grain 구현물이 Fine

grain에 비해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하며, 그 중에

서 bit-slice 기법이 TLU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Fine grain 구현물은 8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평

문을 연산하는 과정에서, 모든 스레드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산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Coarse grain은 스레드

하나가 평문 하나를 담당하기 때문에 단위 시간

당 더 많은 평문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Fine grain 구현물은 bit-slice 기법보다

TLU 기법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S-layer 통과 시, bit-slice 기법은 스레드의

활용 면에서 손해를 보는 반면, TLU 기법은

shared memory를 통해 S-box 값에 빠르게 접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성능을 지니고,

Coarse grain 관점의 TLU 구현물 보다도 다소

좋은 성능을 보인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경량 블록암호 PIPO를 GPU 상

에서 대량의 평문을 처리하는 구현을 소개했으

며, Coarse grain 관점의 bit-slice가 가장 뛰어난

성능을 지님을 보였다. 하지만 Fine grain 관점에

서 bit-slice는 성능 저하가 컸다. TLU 기법은

관점과 무관하게 성능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

았다. 향후 과제로 Fine grain의 성능 개선에 관

한 연구 및 PTX를 활용한 추가 성능 향상을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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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를 안전
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한 흐
름에 따라, 유용한 암호화 알고리즘과 기술이 데이터
시큐리티를 위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블록 암호 알고리즘은 이러한 최신 암호화 시스
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블록 암호 알고리즘은 샤넌의 암호 이론에 따라
혼돈, 확산를 조합하여 설계한다. 대개의 경우, 혼돈
효과를 위해 작은 크기의 S-Box를 데이터 블록에
병렬적으로 적용하고, 선형 연산을 데이터 블록에 적
용하여 확산 효과를 얻는다. 일반적으로, 블록 암호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는 S-Box이다.
S-box는 데이터 암호화 표준(DES),
IDEA(International Data Encryption Algorithm),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등 다양한 암

* 본 연구는 고려대 암호기술 특화연구센터를 통한 방위사
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호화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블록 암호 알
고리즘의 안전성은 해당 암호에서 어떤 S-Box를 사
용하느냐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암호학적으로 안
전한 S-Box를 설계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작은 크기의 S-Box를 합성하여 만든 8-bit 크
기의 S-Box들이 제안되었다.

DP(Division Property)는 2015년 Yosuke Todo[1]
에 의해 소개된 Integral Distinguisher 탐색 기법 중
하나이다. DP는 본래 word 단위로 블록 암호에 적
용되었지만 2016년 Todo와 Morii[2]에 의해 비트 단
위로 적용하는 (Bit-Based) Division Property로 발
전되었다. 그러나 DP를 사용한 Integral
Distinguisher 탐색은 시간, 공간 복잡도가 매우 높아
블록 크기가 64-비트 이상인 블록 암호들에는 적용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 Xiang[3]은 MILP 솔버
를 활용함으로써 최초로 64-비트 블록 암호에 DP를
적용하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 DP는 높은 복잡도로 인해 각
종 솔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솔버에 적용하기 위
해 DP는 각종 연산의 Propagation Rule을 솔버에 맞

S-Box 구조를 활용한

Division Property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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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Division Property Analysis exploiting S-Box Construction

Jeseong Kim*, Seonggyeom Kim*, Deukjo Hong**, Jaechul Sung***, Seokhie Hong****

*, ****Korea University(Graduate student,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Professor)

***University of Seoul(Professor)

요 약

본 논문은 구조가 알려진 S-Box의 Division Property 분석에 있어 해당 구조를 활용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구조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한다. Division Property는 블
록 암호의 Integral Distinguisher를 찾는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로, 현재 그 복잡도로 인
해 MILP, SAT 등의 솔버(Solver)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Division Property
분석에서 S-Box를 솔버에 맞게 모델링하기 위해 DPT(Division Property Table)을 만든
다. 그러나 구조가 알려진 S-Box들에 대해선 DPT를 만들지 않고 그 구조를 활용하여
분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가장 정확한 Division Property 분석 방법인 DPT
방법과 비교 했을 때, 정확도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알려진 구조
를 활용한 분석 방법을 S-Box들에 적용하고 DPT로부터 얻은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PIPO S-Box에서 최대 2%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Midori S-Box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정확도차이는 S-Box의 대수적 차수(Algebraic Degree)가 낮을수록 차이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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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약식으로 모델링한다. 그 중, S-Box 연산은
일반적으로 DPT라는 표를 생성한 후 표의 in, out
pair들의 H-Representation을 계산하여 모델링하고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가 알려진 S-Box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Division Property 분석 방안을 제시한
다. 그리고 이를 CS-CIPHER[4], Midori128[5],
PIPO[6], ICEBERG[7], CRYPTON_V1 블록 암호
S-Box들에 직접 적용하여 기존의 방법과 어떤 차이
가 있는 지 비교한다.

II. 배경 지식

2.1 표기법

 :
    ⋯  ∊

에 대해, 

의  번째 비트

 :

∊
에 대해, 의 해밍 웨이트

즉,   
  

  

  
  

  



′∈n, 
≽′ :

   ⋯  에 대해,  ≥′  
 ≥′성립

  or 
 :

  

  

  
  

  




 로 정의된 곱 함수, 모노미얼

단, 
   

  

 : 
  

  

  
  

  




 로 정의된 곱 함수

 :

불 함수 의 Algebraic Normal Form 

 
 ∊ 


⊕ 

  

  

  ,  
 ∊ 


⊕ 

 , 

 ∊


 : 블록 크기가 인 Division Property

2.2 S-Box 구조

작은 크기의 S-Box를 활용하여 8비트 S-Box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주로 Feistel, SPN, Misty 등이
사용된다.

다음 표와 그림은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S-Box들
의 구조를 나타낸다.

블록암호 S-Box 구조

Midori128 1-R SPN

CRYPTON_V1 2-R SPN

ICEBERG 3-R SPN

CS-CIPHER 3-R Feistel

PIPO unbalanced-Bridge

표 1. 8-bit S-Box의 구조

2.3 (Bit-Based) Division Property

본 논문의 Divison Propert는 모두 Bit-Based
Division Property를 의미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
다.

정의 1. [(Bit-Based) Division Property 
 ]

와 를 
 원소들의 멀티셋이라고 하자. 멀티셋

가 아래의 성질을 만족할 때, 는 Division
Property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

∈⊕
 

if∃∊ ≽


Division Property는 평문 멀티셋 가 (Division
Property) 

 성질을 가질 때, 
 성질에 각 연산의

Propagation Rule을 연쇄적으로 적용하여 암호문 멀
티셋 의 성질  ′ 을 찾는다. 이 때 Propagation

Rule은 입력 성질  
 가 연산 후에 어떻게 전파되

는 지 나타낸 규칙으로 표 2.는 기본 연산들에 대한
Propagation Rule을 나타낸다.

규칙 연산
연산 전

  


연산 후

′

COPY → ′ ′ 
if   
if  

규칙 연산
연산 전

  


연산 후

′

XOR  →⊕ 








′ 
′
′
 
 ∅

if  
if  
if  

or 

AND  → &  ′  ′  
if   


표 2. Propagation Rule

2.4 Division Property Table

그림 4.
ICEBERG
S-Box

그림 5.
CS-CIPHER
S-Box

그림 3.
CRYPTON_V1
S-Box

그림 2. PIPO S-Box그림 1. Midori128 S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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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블록 암호에서 S-Box는 유일한 비선형 연산
이며 차분 분석 뿐만 아니라 많은 블록 암호 분석
기법의 주 타겟이 된다. Division Property에서는 

-bit S-Box에 대해서, 입력 성질의 원소 ∊ 
로

부터 전파 가능한 ∊ 
값들을 모두 전수조사한

× 크기의 이진(Binary) 표 DPT(Division
Property Table)을 만든다. 이 때, 전파 가능하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정의 2. [Propagation by S-Box  , 

 ]

 ∊
 ,  ∊

에 대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로부터 로 전파 가능 하다고 하며 

로 나타낸

다.

-bit S-Box 의 입력과 출력을  , 라고 할 때,
에 대한 불 함수  의 ANF 형태를 

 ∊ 

⊕  



로 하자. 이 때,





if and only if

∃ ′ ≽   ′  

DPT의  항은 로부터 로 전파 가능하면 1
이고 아니면 0 이 되며 표 3.는 블록 암호 ICEBERG
의 S의 DPT이다.

 0 1 2 4 8 3 5 6 9 a c 7 b d e f

0
1
2
4
8
3
5
6
9
a
c
7
b
d
e
f

표 3. ICEBERG 4-bit S-Box S의 DPT
(흑 : 1, 백 : 0)

III. 구조 활용 방안

본 장에서는 구조가 알려진 S-Box의 Division
Property 분석 방법과 그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 S-Box들에 적용하여 구조를 활용하지 않는 방
법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S-Box 구조를 활용한 Division Property 분석 방

법은 각 가능한 입력 성질  
 (∊

 )에
Propagation Rule과 작은 크기 S-Box의 Propagation
을 적용하여 출력 성질  ′ 을 구하는 방법이다. 구
조 기반 Table은 이렇게 구한  ′ 의  ′을 번째

행으로 가지는  ×크기의 이진 표이다.  ′를 구하
기 위해 적용한 Propagation Rule을 각 솔버에 맞게
제약식으로 바꿔준다면 위 방법으로 쉽게 8-bit
S-Box를 모델링 할 수 있다.

3.1 S-Box 구조 활용 분석 알고리즘

각 구조에 대한 S-Box 구조 활용 분석 알고리즘
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여러 구조를 대표
하여 Feistel 구조에 대한 분석 알고리즘만을 제시한
다.

알고리즘 1.  Feistel 구조 활용 분석 방법

Input  : 작은 크기의 S-Box DPT ( ), Round

Output : 8-bit S-Box의 구조 기반 Table

1. ←

2. for   from 0 to -1 do

3.   ←

4.   for r from 0 to Round–1 do

5.     if r is even: t ← [0,1,2,3]

6.     else: t ← [4,5,6,7]

7.     for  in t:

8.         ← 
∊ 

 

9.     ′←∅
10.     for  ∊ :

11.        ←4-copyed bit of 

12.
       ′← ′∪ 

 ∊   
 

        at other 4 bit of 

13.     ← ′
14.    ←

15. Return 

- Step 7∼8. Feistel 내부 S-Box를 적용하기 위해
4-bit 복사

- Step 10∼12. 내부 S-Box의 DPT  를 이용한
다. 복사한 4-bit ( )로부터 전파가능한 들을 구하
고 이를 Feistel 나머지 부분(복사안한 4-bit)에 XOR
하는 과정

3.2 결과 비교

구조 기반 Table과 실제 DPT의 관계는 항상 다음
과 같은 포함 관계를 가진다.

{ |구조 기반 Table의   항 = 0}

⊆ {  |DPT의   항 = 0}

따라서 두 표를 비교할 땐, 구조 기반 Table에서
는 1이지만 DPT에서느느 0인 항을 위주로 비교한다.

다음 그림과 표는 각각 구조 기반 Table과 DPT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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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조 기반 Table과 DPT의 차이
(Difference := 구조 기반 Table의 1인 항 수

– DPT의 1인 항의 수)

그림 7. 구조 기반 Table과 DPT의 정확도 차이
(accuracy := 구조 기반 Table의 1인 항 수

/DPT의 1인 항의 수)

그림 8. PIPO S-Box의 구조 기반 Table과 DPT 비교
( 흑 : 구조 기반 Table에서만 1인 항 )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S-Box의 알려진 구조를 활용한
Division Property 분석 방법을 제안, 적용하였다. 그
결과, 구조를 활용하지 않는 방법과 Midori128
S-Box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PIPO S-Box에서 약
2%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MILP 솔버의 제약식을 만들었을 때 S-Box를 모델
링하기 위한 제약식의 수가 줄었음을 확인했다.
PIPO의 경우 구조를 활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약식
을 만들면 QM(Quine-McCluskey)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약 4000개의 제약식을 필요로 했지만, 구조를
활용한 방법 적용시에는 약 1900개의 제약식만을 필
요로 했다.

향후 연구방안으로는 S-Box의 비트 슬라이스 구
현을 활용하여 Division Property를 분석하는 연구도
가능하다. 또한, 아직 Division Property 분석이 되지
않은 PIPO 블록 암호에 위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
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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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의료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용자는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모바일 환경으로 원격

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의료 클라우드

환경에서 환자와 의사, 간호사 사이에서 안전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

클라우드 환경도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루어졌

기 때문에 다양한 보안위협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기술이 필요하며, 데이터

암호화 및 정당한 사용자의 접근제어를 제공해

주는 속성기반암호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방식

이 존재한다[1,2]. 특히 속성기반암호의 한 종류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의 글로벌핵심인재양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 (2021-0-01516)와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 한국21사업(4단계 BK21사업)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5199990914048)

인 KP-ABE(Key-Policy Attribute Based

Encryption)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방식이 현재

연구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암복호화의 연산량

을 줄이기 위해 아웃소싱 서버를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된 KP-ABE 방식들

은 암호문 부분복호화 수행시, 암호문이 제대로

부분복호화를 수행했는지 알 수 없다[3,4,5]. 즉

사용자가 최종복호화를 수행하여 획득한 메시

지값이 변조된 값인지, 실제 데이터 소유자가

업로드한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다. 이에 데이

터 소유자가 데이터 공유하기 위해 업로드한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 및 소유권 보장이 필요

하다.

본 논문은 서명 기반으로 검증 가능 아웃소

싱이 제공되는 KP-ABE 방식을 제안한다. 본

제안방식은 데이터 소유자가 암호문 생성시 자

신의 서명을 포함시킨다. 이는 추후 사용자가

의료 클라우드 환경에서 KP-ABE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공유시스템에 관한 연구+

황용운*, 이임영**

순천향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A Study on KP-ABE-based Safe Data Sharing System in Medical
Cloud Environment

Yong-Woon Hwang*, Im-Yeong Lee**

Department of Software Converg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최근 발달되고 있는 클라우드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환경에서 환자

와 의사들간의 안전한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다. 하지만 의료 클라우드 환경도 네트워크 기

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보안위협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송되는 데이터

암호화 및 정당한 사용자의 접근제어와 같은 보안기술이 필요로 하며, 속성기반암호 중

KP-ABE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방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된 KP-ABE 방식에서 암호

문 복호화 연산을 지원해주는 아웃소싱 서버에서 부분복호화 수행시 연산된 결과값이 제대로

연산된 결과값인지 검증할 수 없다. 즉 사용자는 최종복호화를 수행하여 획득한 메시지에 대해

신뢰성을 제공할 수 없으며, 데이터 소유자가 업로드한 메시지인지 알 수 없다. 이는 의료 클라

우드에서 공유되는 데이터에 대해 민간함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서명 기반으로 검증 가능

아웃소싱이 제공되는 KP-ABE 방식을 제안하여, 의료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

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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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문을 복호화하여 획득한 메시지를 검증하

였을 때, 사용자가 획득한 메시지가 데이터 소

유자 업로드한 데이터인지 확인하고,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보증한다. 추가적으로 암호문 생

성시 속성의 개수에 비례하여 커지는 문제점도

해결하였다. 이에 의료 클라우드 환경과 같이

공유되는 데이터가 민감한 환경에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II. 제안방식

본 장에서는 서명기반의 검증 가능 아웃소

싱이 제공되는 KP-ABE 기반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1]은 본 제안방식의

시나리오이며, 각 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Step 1. AA에서 Setup 과정이 수행되며, 보안

파라미터 k를 입력으로 공개키 PP와 마스터키

MK를 생성한다. 사용자가 AA에게 키 요청시

AA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접근구조를 가지고,

이에 대응되는 비밀키 SK를 생성하여 사용자에

게 전송해준다([그림 1]의 1∼2번 과정 포함).

⦁   :

⦁   

Step 2. 데이터 소유자는 자신의 데이터(메시

지)를 대칭키로 암호화하고, 대칭키를 속성으로

암호화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한다. 이때

암호문에는 데이터 소유자의 서명이 포함된다

([그림 1]의 3번 과정 포함).

⦁   

-   
   

   ∈


-     

-    

-   

Step 3. 사용자는 토큰을 만들어 클라우드 서

버에 접근하여 암호문을 요청한다. 이후 클라우

드 서버는 아웃소싱서버에 사용자가 요청한 암

호문을 전송해주고, 아웃소싱서버는 사용자의

접근구조와 암호문에 연산된 속성과 비교하여

만족하면 부분복호화를 수행한다. 부분복호화

수행 후 나온 결과 C와 기존 암호문 CT를 사

용자에게 전송해준다.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버

로부터 받은 C와 CT를 자신의 비밀키 SK를

통해 최종복호화를 진행한다. 올바르게 복호화

가 진행되면 사용자는 메시지를 복호화할 수

[그림 1] 전체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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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KEY을 획득할 수 있다([그림 1]의 4∼6번

과정 포함).

⦁ 

⦁   

-  ∙ 

Step 4. 사용자는 KEY로 암호문을 복호화하여

메시지를 획득하고, 서명 , 데이터 소유자의

공개키 로 를 계산하여, 데이터를 검증한다.

만약 검증이 완료되면, 데이터 사용자가 획득한

메시지가 데이터 소유자가 업로드한 데이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데이터 무결성

도 보장된다.

III. 제안방식 분석

본 장에서는 서명 기반의 검증 가능 아웃소

싱 제공되는 KP-ABE 기반의 데이터 공유시스

템에서 발생되는 보안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제어 및 안전

한 데이터 공유 : 본 제안방식은 AA로부터

받은 비밀키를 통해 토큰을 생성한 사용자,

만이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에 저장된 암호문 복호화는 암호문에 포함된

속성을 가진 사용자만이 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이에 클라우드에서 공유

되는 데이터는 정당한 사용자간의 공유가 가

능하므로,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다.

·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및 데이터 소유자 확

인: 본 제안방식은 검증과정에서 데이터 소유

자의 서명값을 통해 사용자가 획득한 메시지

가 데이터 소유자가 업로드한 메시지인지 확

인 가능하다. 또한 획득한 메시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보

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아웃소싱과정에서

암호문이 변조되더라도, 속성으로 암호화된

키에 영향이 있을뿐, 암호화된 메시지는 영향

이 없다.

IV. 결론

본 제안방식은 서명 기반 검증 가능 아웃소

싱이 제공되는 KP-ABE 기반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으로, 의료클라우드 환경을 비롯하여, 민

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에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검증 아웃소싱 기반

의 KP-ABE방식은 암호문 변조과정에서 제대

로 검증이 되었는지 수행하기 위해 2개의 데이

터를 연산,비교함으로써, 데이터가 제대로 연산

이 되었는지 판단하는데 비해, 본 제안방식은

아웃소싱에서 검증보다는 사용자가 데이터 획

득후, 검증을 통해 데이터 소유자가 업로드한

데이터인지와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검증 아웃소싱 기반의

KP-ABE와 비교했을 때, 아웃소싱 서버에서 수

행되는 부분복호화 연산 및 검증과정의 연산량

이 낮음으로써 전체적인 연산량의 효율이 높으

다.

향후 연구로는 본 제안방식에 실제 의료환경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산량 검증이 필요할

것이며, 기존 KP-ABE에서 데이터 사용자의 속

성과 접근구조에 표기된 속성값들에 대한 익명

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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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의 라운드를 가지는 무인증서 기반 인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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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증 및 그룹키 합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가 진

행 중이다. 기존에 공개키 인프라 기반 인증 및 그룹키 합의 방식의 존재하는 인증서

와 키의 관리 문제 있고 신원 기반 인증 및 그룹키 합의 방식에 존재하는 키 에스크

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무인증서 기반 인증 및 그룹키 합의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기준에 무인증서 암호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공개키 대체공격 및 재전송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한다. 그리고 제안한 방

식은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자 많아져도 통신 라운드의 수 일정한 방식을 제

안한다.

I. 서론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파일공유시스템, 멀티

플레이, 화상회의 등 대중적인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안전한 그룹 통신을 위한 인증 및 그룹키

합의(Authentication and Group Key

Agreement, AGAK)프로토콜을 필요하다.

AGAK은 통신하고자 하는 다방면의 그룹키를

합의하여 안전한 그룹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공개키 암호시스템에 따라 AGKA는 기존에

공개개키 인프라 기반 인증 및 키 합의 방식

(Public Key Infrastructure Authentication and

Group Key Agreement, PKI-AGKA), 신원기반

인증 및 키 합의 방식(Identity-based

Authentication and Group Key Agreement,

ID-AGKA), 또는 무인증서 기반 인증 및 그룹

+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

사업임(No. NRF-2019R1A2C1085718)

키 합의 방식(Certificateless Authentication

and Group Key Agreement, CL-AGKA)으로

나눌 수 있다[1, 2].

기존에 PKI-AGKA 방식은 인증서와 키의 관

리 문제가 존재하며, ID-AGKA 방식에 키 에

스크로 문제가 존재한다. CL-AGKA 방식은 이

러한 문제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CL-AGKA 프로토콜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CL-AGKA에서는 사용자의 공개키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신분

및 공개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CL-AGKA에서 공격자가 사용자의 공개키를

대체하여 위장공격을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KGC(Key Generation Center)의 공개키를 이용

하여 공개키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그룹키 합의하기 전에 전자 서명을 이용

해서 사용자의 신분을 인증하여 위장공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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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시나리오

기능을 설계한다.

그룹키 합의의 안전성 외에도 효율성이 중요

하다. 모든 사용자는 그룹키 합의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동시 온라인을 유지

해야 한다. 통신 라운드의 수는 사용자의 온라

인 시간을 계량화하는 중요한 지표, 즉 사용자

가 그룹키 합의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한 통신

과정에서 다른 사용자과 메시지 교환 횟수를

의미한다.

여러 라운드의 그룹키 합의에서 각 사용자는

모든 메시지 교환과정을 끝날 때까지 그룹키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가 많을 때

는 합의 작동에 필요한 통신 라운드의 수가 더

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일정 라운드를 가지는

CL-AGKA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그룹키 합의

하기 전에 통신 횟수 및 사용자 대기 시간을

대폭 줄여 통신 효율을 높일 수 있다[3].

본 논문은 기존에 있는 CL-AGKA 프로토콜

에 발생 가능한 위장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효

율적이고 안전한 일정 수의 라운드를 가지는

CL-AGKA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II. 제안방식

본 장에서는 기준에 있는 CL-AGKA 프로

토콜의 발생 가능한 위장공격을 방지할 수 있

는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일정 수의 라운드를

가지는 CL-AGKA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2.1 전체 시나리오

본 제안방식의 전체 시나리오는 [그림 1]에

나타낸 Setup, Set-Secret-Value,

S e t - P a r t i a l - P r i v a t e - K e y - E x t r a c t ,

Set-Private-Key, Set-Public-Key,

Group-Key-Agreement 총 6단계로 구성된다.

Group-Key-Agreement단계는 두 라운드 통신

으로 구성한다.

2.2 세부 시나리오

Setup: KGC는 마스터 공개키 및 비밀키를 생

성하고 보안 파라미터를 공개한다.

Set-Secret-Value: 사용자 자신의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하고 공개키를 KGC한테 전송한

다.

Set-P artial-P rivate-Key-Extract: KGC가

사용자한테 받은 공개키 및 사용자의 식별자

를 이용해서 부분 공개키 및 검증용 공개키를

생성한다.

Set-P rivate-Key: 사용자가 생성한 비밀값

및 KGC가 생성한 부분 비밀키로 사용자의 비

밀키 쌍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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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P ublic-Key: 사용자가 생성한 공개키 및

KGC가 생성한 부분 공개키와 검증용 공개키로

공개키 쌍을 생성한다.

Group-Key-Agreement:

Round 1: 사용자가 임시 비밀값를 선택하고,

임시 공개키를 계산한다. 사용자가 통신하는 그

룹 구성원한테 자신의 식별자, 공개키 및 임시

공개값을 Broadcast 방식으로 보내준다.

Round 2:

Step 1. 사용자가 다른 그룹 구성원한테 받은

공개키  ∙ 를 검증하고

임시 공개값을 이용해서 임시 공개키를 계산하

여 사용자사가 자신의 공개값 및 공개키를 이

용해서 전자서명을 만든다.

Step 2. 이후, 사용자가 자신의 임시 공개키 및

전자서명을 Broadcast 방식으로 다른 그룹 구

성원한테 보내준다.

Step 3. 사용자들이 그룹키 합의 하기 전에 다

른 그룹 구성원에게 받은 임시 공개키 및 전자

서명을 검증한다.

Step 4. 사용자가 통신하는 상대방한테 검증용

공개키의 검증이 완료되었다면 그룹키 합의를

진행한다. 사용자가 각각 키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룹키를 계산하고 그룹키를 이용해

서 안전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III. 제안방식 분석

본 장에서는 일정 수의 라운드를 가지는

CL-AGKA 프로토콜에서 발생되는 보안요구사

항을 만족시킨다.

Ÿ 위장공격 방지: 본 제안방식은 사용자가

KGC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서로의 공개키를

검증한다. 또한, 그룹키 합의 하기 전에 사

용자가 다른 사용자한테 받은 전자서명을

인증하여 신분을 인증한다. 이를 통해 위장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

Ÿ 재전송공격 방지: 본 제안방식은

Group-Key-Agreement 알고리즘 Round 2

통신 과정에 전자서명을 추가한다. 전자서명

은 Round 1 통신 과정에 그룹 구성원들이

만든 임시 공개값과 Round 2에 만든 임시

공개키, 그룹 구성원들의 신분으로 만든다.

그래서 서명의 Freshness 보증하며 재전송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Ÿ 효율성: 분 논문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페어링 연산이 없는 CL-AGKA를 제안한다.

또한, 사용자가 본 제안방식에서는 통신 라

운드수가 상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아져

서 통신 라운드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

러므로 사용자가 키 합의 단계에서 기존의

방식보다 빠르다.

IV. 결론

본 논문은 위장공격 및 재전송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일정 수의 라운드

를 가지는 CL-AGKA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제안방식은 공개키 기반 인증 및 키 합의

방식 및 신원 기반 인증 및 키 합의 방식에 발

생하는 인증서 관리 문제 및 키 에스크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KGC의 공개키를 이용해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공개키 검증하여 공격자가 사용자의 공

개키 대체할 수 없으며 위장공격을 방지한다.

그리고 그룹키 합의하기전에 Freshness 보증

할 수 있게 전자서명을 추가한다. 이를통해 재

전송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안방식은 기존 CL-AGKA 프로

토콜보다 더욱 안전적이고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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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연, 윤지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Utilization of Fullｙ Homomorphic Encryption Technology in
Healthcare Industry

Mi Yeon Hong, Ji Won Yoon

*Korea University School of Cybersecurity

요 약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부상하고 있다. 이 산업은 개인이 일상 생활이나 의료기관 등 전문 기관에서 생성해 낸 데이터

를 데이터 전문 기업이 수집 및 분석하여 결괏값을 개인 또는 의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반환해

주는 기본 구조를 갖는다. 하지만 의료 관련 개인 데이터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

에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데이터 간에 복호화 없이 임의의 연산을 가

능하게 하고, 양자 알고리즘에 내성이 있어 안전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본 논문은

 암호화 스킴을 기반으로 하는 동형암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개인이 디바이스로 측정

한 값들을 바탕으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

행해 보고자 한다.

I. 서론

2020년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19의 등장

으로 인해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치료·병원 중

심에서 예방·소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등 기존 의료 시스템 밖에 있었던 디지털 기술

이 의료분야에 광범위하고 빠르게 접목되면서

비대면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산업의 발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생성했다. 스마트 헬스케어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1-0-00558,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한 국가통계 분석 시
스템 개발)

는 크게 건강정보, 진료정보 등의 특성을 나타

내는 데이터와, 의료정비관리 DB, 개인건강정보

관리 DB, 건강정보 제공 App, 맞춤 건강관리

App등의 플랫폼, 그리고 개인건강관리기기 또

는 웨어러블 기기인 디바이스로 분류할 수 있

다. 각 디바이스에서 수집되고 저장된 빅데이터

들이 기계학습 등을 통해 유용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동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와 다양한 속성 정보들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식별화를 통한 데이

터 변조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데이터

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게 될수록 그 가치와

활용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동형암호는 데

이터를 암호화된 형식으로 변환하여 저장과 계

산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밀성을 보존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행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진단 디바이스로 측정하여 수집된

각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동형 연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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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완전 동형암호 모식도

[그림 2] 암호화된 실수 데이터의 표기법

진행하고, 결괏값으로 제2형 당뇨병 유무 파악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Kaggle의

Pima Indians　당뇨병 데이터셋[1]을 이용해 실

험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2.1 완전 동형암호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임의의

계산을 허용하는 체계를 말하며, 암호문 간의

연산 결과가 평문 간의 연산 결과와 동일하다.

이 특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버는 민감한

데이터를 해독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Gentry[2]에 의해 2009년 제안된 동형암호 스킴

은 격자를 기반(Lattice-Based)으로 하여 기존

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증명한 이후 관심을 받

기 시작했다. 먼저 제시한 유한 동형암호

(Somewhat Homomorphic Encryption)는 암호

문에 난수화된 에러를 포함하기 때문에, 연산이

진행될수록 noise가 증폭되어 그 크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복호화가 불가능하다는 단점

이 있다. 이에 암호문에 암호화된 비밀키를 이

용하여 noise가 감소된 새로운 암호문을 생성하

여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인 재부팅

(Bootstrapping) 과정을 더해 덧셈과 곱셈 연산

을 무한대로 가능하게 하는 것을 완전 동형암

호(Fully Homomorphic Encryption)라고 한다.

[그림 1]은 완전 동형암호를 이용하여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버가 통신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

다.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와 원하는 연산

()을 서버에 개인키()로 암호화하여 보내면,

서버는 사용자가 원하는 결괏값( 
)을 암호화

된 알고리즘()을 통해 얻고, 사용자에게 보

낸다.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복호화하

여 결괏값()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클라

우드 서버는 데이터의 형식만 볼 뿐 데이터 값

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지 않고 연산을 수행한

다.

2.2 동형 연산

제안하는 질병 진단 프로세스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완전 동형암호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TFHE를[3] 기반으로 한  동형암호 연

산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방식은 유효 숫자 범

위를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실수 또는 정

수의 입력값은 지정한 비트만큼 변환되어 암호

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연산이 가능하다. 구체적

으로, [그림2]와 같이 암호화된 실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가장 오른쪽이 최상위 비트가 되고, 입력한

비트의 길이를 , 암호문의 배열을 , 번째 배

열의 성분을 라고 하면, 인덱스 0부터



 까지의 


 만큼을 데이터의 소수

부분으로 두고, 인덱스 

부터 까지




만큼을 데이터의 정수 부분으로 둔다. 마지막

으로 최상위 비트 번째 비트를 부호 비트로 두

고 실수를 표현한다.

다음으로 암호화된 데이터 간에 대소 비교

를 위한 [표 1]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암호문 를 비교하여 가 보다 크거나 같

으면 을 반환하고, 작으면 을 반환한

다. 는 일반적인 게이트 들과 차별성을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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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HE.CompareLE( )

1.  ← 

2. for    to  do

3.  ←  

4.  ← 

5. end for

6.  ← 

7. return 

[표 1] 동형암호 대소비교 알고리즘

[그림 3] 클라우드 서버에서 진행되는 질병

진단 프로세스

8bit 16bit 32bit

HE.Compare 2.544 5.044 11.047

HE.bootsAND 0.073 0.076 0.082

전체 프로세스 2.648 5.178 11.411

[표 2] 각 입력 비트와 연산 과정에 따른

소요 시간(단위:sec)

위해 표시한 것으로, 이전 섹션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산 이후 증가한 noise를 제거하기 위해 재부팅 과

정을 추가한 것을 의미한다.

는 평문에서의 MUX 게이트

와 같은 역할로, 의 값에 따라 또는 를 출력한

다.

마지막으로 암호화된 데이터 간에 ANDgate

연산은  ←  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두 입력 암호 비트

  에 대해  연산을 수행하고, 연

산 도중 발생하는 noise가 재부팅에 의해 제거

되어 반환되는 암호비트 값을 배열의 0번째

요소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3 당뇨병 진단 시나리오

당뇨병 진단을 위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가지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Step1:, 피험자가 각자의

디바이스로 측정한 건강 기록들(예- BMI, 공복

혈당, LDL, HDL 등)을 개인키로 암호화 하여

클라우드에 전송한다. 클라우드에는 질병관리청

에서 제시한 제2형 당뇨병 진단을 위한 각 요

소별 기준이 존재하고, 암호화된 각 개인의 데

이터는 먼저 기준값과의  연산

을 통해 0 또는 1 값으로 변환된다.

Step2: 변환된 값이 주어지면, 다음으로

 연산을 이용해 질병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피험자 1의 비교

연산 결괏값이  이라고 했을

때,  게이트 연산을 하게 되면

A{1∧0∧1∧1∧0∧0∧1} 가 진행되고, 결괏값

으로 0이 반환되고, 복호화 되어 당뇨병이 아니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림 3]은 전체적인

진단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실험 환경 Intel Core i7-8700 CPU, 3.20GB

RAM, 64-bit, Ubuntu 18.04 LTS 환경에서 당

뇨병 진단을 위한 7가지의 요소들 RF = (나이,

BMI, 혈압, 임신 횟수, 혈청 인슐린 농도, 피부

두께, 혈장 포도당 농도)[3]을 각 요소로 지정하

고, 10명의 피험자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넣은

뒤, NIDDK[4]에서 제시한 각 요소별 기준 값과

각 입력값을 비교하였다.

입력 비트에 따른 각 동형 연산의 속도와 최종

연산 속도는 다음과 같다.

Ⅲ.결론

 동형암호 연산은 실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정확한 결괏값을 얻을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와

 게이트 연산은 연산 자체에 덧

셈, 곱셈 등의 사칙연산이 없고 게이트 연산만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결괏값을 반환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완전 동형암호 방법들은 비

교 연산이나 게이트 연산이 로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건강기록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건강기록 데이터를 더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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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게 수집하여 다양한 질병 진단을 위한 체

계를 구축해 보고자 한다. 또한 멀티 스레딩 등

의 방법을 이용해 몇만 개의 데이터를 동형 연

산할 때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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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양자컴퓨터 개발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양자컴퓨터가 개발되면 기존의 컴퓨
터상에서는 연산 복잡도가 높아 처리할 수 없던 문
제들에 양자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현실적인 시간 내
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암호시스템들에 대한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다.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경우, 소인수분해 문제와 이
산대수 문제를 다항식 시간 안에 해결하는 양자 알
고리즘인 Shor’s Algorithm이 제안되었다[2]. 또한, 
-bit 키를 사용하는 대칭키 암호시스템의 경우,
Grover가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 키 전수조사 복잡
도가 에서 가 된다[1].

Grover’s Algorithm을 활용하여 블록암호의 비밀
키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암호를 양자회로로 설
계해야 한다. 2020년에 AES를 양자회로로 설계하여
주어진 평문, 암호문 쌍에 대한 비밀키를 찾는 문제
에 Grover’s Algorithm을 활용한 결과가 제안되었다
[5]. 블록암호를 양자회로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블록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
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9-0-00033, 미래컴퓨팅 환경에 대비한 계산 복잡도 기반
암호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암호의 S-box와 Linear layer를 각각 양자회로로 설
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암호의 S-box와 Linear layer
의 양자회로 설계 방안에 대해 서술한다. 블록암호의
S-box는 LIGHTER-R 도구를 통해 설계할 수 있으
며, Linear layer는 PLU Decomposition을 통해 설계
할 수 있다. 이를 블록암호 Midori-64, SKINNY-64
에 적용하여 각 라운드 함수를 양자회로로 설계할
때 필요한 게이트 수를 도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배경
지식을 소개하고, Ⅲ장에서는 블록암호의 양자회로
설계 방안에 대해 서술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서
술한 설계 방안을 Midori-64, SKINNY-64에 적용한
결과를 보이며, 끝으로 Ⅴ장에서 결론은 맺는다.

II. 배경 지식

2.1 Quantum Gates

양자회로는 reversible 게이트들로 구성되며, 주로
사용하는 게이트들은 다음과 같다. 이때 SWAP 게이
트는 3개의 CNOT 게이트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
지만, rewiring으로 생각하여 구현 비용이 없다고 가
정한다.

블록암호의 양자회로 설계 연구*

정건상*, 김성겸*, 홍득조**, 성재철***, 홍석희****

*,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전북대학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A Study on the Design of Quantum Circuit for the Block Cipher

Keonsang Jeong*, Seonggyeom Kim*, Deukjo Hong**, Jaechul Sung***, Seokhie Hong****

*, ****Korea University (Graduate student,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요 약

Grover’s Algorithm을 활용하여 블록암호의 비밀키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암호를
양자회로로 설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암호의 양자회로 설계 방안에 대해 서술
한다. 블록암호를 양자회로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블록암호의 S-box와 Linear layer를 각
각 양자회로로 설계해야 한다. 블록암호의 S-box는 LIGHTER-R 도구를 통해 설계할
수 있으며, Linear layer는 PLU Decomposition을 통해 설계할 수 있다. 이를 블록암호
Midori-64, SKINNY-64에 적용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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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   

∙CNOT :     ⊕

∙CCNOT(Toffoli) :       ⊕

∙SWAP :     

Figure 1. NOT gate
Figure 2. CNOT gate

Figure 3. CCNOT gate
Figure 4. SWAP gate

2.2 Grover’s Algorithm

Grover’s Algorithm은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베이
스에서 특정 라벨의 원소를 높은 확률로 찾아내는
양자 알고리즘이다[1]. 크기가 인 공간에서 특
정 라벨의 원소를 탐색하기 위해, 기존 컴퓨팅 환경
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복잡도로 특정 라벨
의 원소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양자 알고리즘인
Grover’s Algorithm을 활용하면  복잡도로
특정 라벨의 원소를 찾을 수 있다. Grover’s
Algorithm 회로는 Figure 5.와 같고, 특정 라벨을 만
족하는 원소의 개수를 이라 할 때 Oracle과

Diffusion Operator를 ⌊ 



 ⌋번 반복하면 적어

도 

이상의 확률로 특정 라벨의 원소를 관측

할 수 있다.

Figure 5. Quantum Circuit of Grover’s Algorithm

III. 블록암호의 양자회로 설계 방안

블록암호를 양자회로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S-box
와 Linear layer를 각각 양자회로로 설계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S-box와 Linear layer의 양자회로 설계
방안에 대해 서술한다.

3.1 LIGHTER-R

LIGHTER-R[3]은 기존의 컴퓨터상에서 최적화된
구현결과를 도출하는 LIGHTER를 양자회로에 맞게
변형한 도구로, reversible 게이트들로 구성되며 4-bit
S-box에 대한 최적화된 구현결과를 도출하는 도구이
다. LIGHTER-R은 graph-based meet-in-the-middle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탐색방법을 그림으로 나

타내면 Figure 6.과 같다. 이는 Identity에서 각 연산
을 적용하였을 때 가능한 모든 상태를 저장하고, 마
찬가지로 에서 각 연산을 적용하였을 때 가능한 모
든 상태를 저장하며, Matching이 발생할 때 Identity
에서 로 가는 경로를 반환하여 구현결과를 도출한
다. LIGHTER-R에서 사용하는 metric은 Table 1.과
같다.

Figure 6. Overview of Searching Method in LIGHTER-R

Gate
Quantum

Cost

Two-qubit

Cost
Gate Count

NOT 1 0 1

CNOT 1 1 1

CCNOT 5 5 1

Table 1. Cost Metrics for the relevant Reversible Gates

3.2 PLU Decomposition

PLU Decomposition은 행렬을 permutation matrix
(P), lower matrix(L), upper matrix(U)의 곱으로 표
현하는 방법이다. 이는 행렬의 Gaussian Elimination
과정으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블록암호의 Linear
layer는 항상 행렬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PLU
Decomposition을 통해 양자회로로 설계할 수 있다.

3.3 Summary

블록암호의 S-box와 Linear layer의 양자회로 설
계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he S-box Layer

∙4-bit S-box : LIGHTER-R

∙8-bit S-box : S-box 설계 사상을 활용

The Linear Layer

∙Bit-permutation : SWAP (No Cost)

∙MixColumn : PLU Decomposition

IV. 블록암호의 양자회로 설계 방안

적용 결과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서술한 양자회로 설계 방안을
블록암호 Midori-64[6], SKINNY-64[7]에 적용한 결
과를 보인다. 이때 SWAP 연산은 구현 비용이 없다
고 가정하므로, 양자회로 설계에 필요한 게이트로 포
함하지 않는다.

4.1 양자회로 설계 : Midori-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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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ori[6]는 블록크기에 따라 Midori-64,
Midori-128로 나눌 수 있다. 이때 LIGHTER-R은
4-bit S-box에 대한 최적화된 구현결과를 도출하는
도구이므로, Midori-64에 대한 양자회로 설계 결과를
서술한다.

Midori-64의 라운드 함수는 SubCell, ShuffleCell,
MixColumn, KeyAdd로 구성된다. ShuffleCell은
SWAP 게이트로 설계할 수 있으므로 구현 비용이
없고, KeyAdd는 라운드 키, 라운드 상수와의 XOR
연산이므로 CNOT, NOT 게이트로 설계할 수 있다.
이때 라운드 상수 연산은 라운드 상수 중 1에 해당
하는 부분에 NOT 연산을 적용하면 된다. 또한,
LIGHTER-R 도구를 통해 S-box를 설계한 결과는
Figure 7.과 같다. 이때  는 LSB를 뜻한다. 이를

통해 Midori-64 S-box는 4개의 CCNOT, 4개의
CNOT, 2개의 NOT 게이트로 설계할 수 있다.

Figure 7. Quantum Circuit of Midori-64 S-box

마지막으로 MixColumn의 PLU Decomposition 결과
는 식 (1)과 같고 이를 양자회로로 나타내면 Figure
8.과 같다. 하지만 양자회로에서 MixColumn을 qubit
단위로 생각하므로, MixColumn 

×  행렬에 대한
PLU Decomposition 결과는 식 (1)에서 1을 ×

identity matrix, 0을 × zero matrix로 생각하면
된다. 이를 통해 L, U 행렬의 diagonal을 제외한 1의
개수에 해당하는 CNOT 게이트가 필요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Midori-64 MixColumn은 32개의
CNOT 게이트로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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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Quantum Circuit of
Midori-64 MixColumn

Midori-64 라운드 함수를 양자회로로 설계할 때 필
요한 게이트 수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Midori-64 NOT CNOT CCNOT

SubCell 32 64 64

ShuffleCell SWAP 연산으로 구현 (No Cost)

MixColumn 0 128 0

KeyAdd
라운드 상수

1의 개수
64 0

Table 2. Quantum Resource for Midori-64 Round Function

4.2 양자회로 설계 : SKINNY-64

SKINNY-64[7]의 라운드 함수는 SubCells,
AddConstants, AddRoundTweakey, ShiftRows,
MixColumns로 구성된다. ShiftRows는 SWAP 게이
트로 설계할 수 있으므로 구현 비용이 없고,
AddRoundTweakey는 Tweakey와의 XOR 연산이므
로 CNOT 게이트로 설계할 수 있고, AddConstants
는 라운드 상수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에 NOT 연산
을 적용하면 된다. 또한, LIGHTER-R 도구를 통해
S-box를 설계한 결과는 Figure 9.와 같다. 이를 통해
SKINNY-64 S-box는 4개의 CCNOT, 4개의
CNOT, 2개의 NOT 게이트로 설계할 수 있다.

Figure 9. Quantum Circuit of SKINNY-64 S-box

마지막으로 MixColumn의 PLU Decomposition 결과
는 식 (2)와 같고 이를 양자회로로 나타내면 Figure
10.과 같다. 하지만 양자회로에서 MixColumn을
qubit 단위로 생각하므로, MixColumn 

× 행렬에
대한 PLU Decomposition 결과는 식 (2)에서 1을
× identity matrix, 0을 × zero matrix로 생각
하면 된다. 이를 통해 SKINNY-64 MixColumn은 24
개의 CNOT 게이트로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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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Quantum Circuit of
SKINNY-64 MixColumn

SKINNY-64 라운드 함수를 양자회로로 설계할 때
필요한 게이트 수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SKINNY-64 NOT CNOT CCNOT

SubCells 32 64 64

AddConstants
라운드 상수

1의 개수
0 0

AddRound

Tweaky
0 32 0

ShiftRows SWAP 연산으로 구현 (No Cost)

MixColumns 0 96 0

Table 3. Quantum Resource for SKINNY-64 Roun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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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블록암호의 양자회로 설계 방안에
대해 서술하고, 이를 Midori-64, SKINNY-64에 적용
하여 각 라운드 함수를 양자회로로 설계할 때 필요
한 게이트 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블록암호의 4-bit S-box는 LIGHTER-R 도구로,
8-bit S-box는 S-box 설계 사상을 활용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Linear layer 중 Bit-permutation은
SWAP 게이트로, MixColumn은 PLU Decomposition
으로 설계할 수 있음을 보였다.

향후에 블록암호의 양자회로 설계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며, IBM ProjectQ 환경에서 블록암호
를 양자회로로 구현한 뒤 양자회로 구성에 필요한
양자자원을 측정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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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물인터넷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기 중 하드웨어의 면적

과 메모리 크기가 제한된 환경에서 동작하는 기기들

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 암호의

경량화는 중요하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NIST)에

서는 경량암호 알고리즘 표준화를 위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다[1].

일반적으로 현대 암호는 선형계층과 비선형계층

으로 구성되어 있다[2]. 특히, 행렬이 사용되는 선형

계층의 경우에는 타 연산자(AND, NOT, OR, NOR)

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XOR 연산자를 사용한다

[3]. 따라서 구현에 필요한 XOR 연산자 개수를 줄이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
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7-0-00520, SCR-Friendly 대칭키 암호 및 응용모드 개발)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2017-0-00520, Development of SCR-Friendly
Symmetric Key Cryptosystem and Its Application Modes)

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큰 이점이 있다.

행렬 최적화 알고리즘은 행렬 구현에 필요한 XOR

연산자 개수를 더 적게 사용하는 구현 방법을 검색하

는 알고리즘이다. 기존의 행렬 최적화 알고리즘으로는

Paar의 알고리즘[4]과 Boyar-Peralta 알고리즘[5],

RNBP 알고리즘[6], Xiang 알고리즘[7] 등이 있다. 각

알고리즘을 적용한 AES MixColumn 행렬 구현 XOR

연산자 개수 비교를 [표 1]에 제시한다.

Algorithm #(XORs) Ref.

Paar 108 [8]

Original Boyar-Peralta 97 [8]

Variant Boyar-Peralta 95 [9]

RNBP 95 [6]

A1 95 [6]

A2 94 [6]

Extended RNBP 93 This paper

Xiang 92 [7]

[표 1] AES MixColumn 행렬에 대한
다양한 행렬 최적화 알고리즘 성능 비교

확장된 RNBP 알고리즘*

박종현*, 전용진*, 김종성**

*,**국민대학교(대학원생, 교수)

Extended RNBP Algorithm

Jonghyun Park*, Yongjin Jeon*, Jongsung Kim**

*,**Kookmin University(Graduate Student, Professor)

요 약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제한된 환경에서 동작하는 암호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암호의 경량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블록암호는 일반적으로 선형

계층과 비선형계층 구조로 구성된다. 경량화 관점에서 선형계층에 사용되는 행렬의 XOR

(eXclusivOR) 연산자를 줄이는 것은 타 연산자를 줄이는 것보다 비교적 더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HES 2020에 제안된 행렬 최적화 알고리즘인 RNBP 알고리즘에 FSE

2020에 제안된 Xiang 알고리즘 일부를 적용하여 향상된 성능을 가진 RNBP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기존 RNBP 알고리즘은 AES MixColumn 행렬을 95개의 XOR 연산자로 구현했지만 본 논

문에서 제시하는 확장된 RNBP 알고리즘은 93개로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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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Xiang 알고리즘 일부를 RNBP 알고

리즘에 적용하여 확장된 RNBP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알고리

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확장

된 RNBP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AES

MixColumn 행렬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계획으로 본 논문을 마

무리한다.

II. 표기 및 기호

[표 2]는 앞으로 설명할 확장된 RNBP 알고리즘에

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한 표이다.

기호 설명


행(또는 열)을 행(또는 열)에 XOR 연산을 하는
기본행렬

↔ 
행(또는 열)과 행(또는 열)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는 연산을 하는 기본행렬


행렬의 각 행의 1의 개수에서 1을 뺀 수들을 벡터로
표현

 의 유클리드 노름

  원소들의 합

 RNBP 알고리즘 적용 범위 지정 매개변수

  행(또는 열)의 위치를 바꿔주는 연산을 하는 행렬

[표 2] 표기 및 기호

III. 확장된 RNBP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확장된 RNBP 알고리즘은

Xiang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행렬 분해 과정과 기

존의 RNBP 알고리즘을 조합한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에는 다음과 같은 정리가 사용된다.

정리 1. 임의의 가역인 이진 행렬은 와

↔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정리 2. 행렬은 선형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반대 또한 가능하다.

[그림 1]은 확장된 RNBP 알고리즘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그림 1] 확장된 RNBP 알고리즘 순서도

알고리즘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행렬 과 임의로 선택 가능한 정수 을 입력

한다.

2) 집합  ⋯에서 랜덤하게 를 선택한다.

3) Xiang 알고리즘의 행렬 분해 과정을 진행한다.

3-1) 현재의 행렬에  행렬을 곱했을 때,

그 행렬의 1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경우의 두 행(또는

열) , 를 모두 찾고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한다.

3-2) 선택된 , 에 대해, 현재의 행렬에 를

곱한 후 다시 3-1) 단계로 돌아가 반복 시행한다. 이

과정 중에 1의 개수가 더 줄지 않는다면 행(또는 열)

기준으로 가우스-조르단 소거법을 사용하여 행렬 을

기본행렬들의 곱 형태로 만든다.

4) 3) 단계를 거치면 정리 1에 의해 은 

와 ↔의 곱 형태인 식 (1)과 같이 만들 수 있다.

이때, ↔들을 재결합한 행렬을  라고 한다. 즉,

 
′↔

′  ⋯ 
′↔

′ 이다.

  ⋯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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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 (1)에서 개의  중, 연속된 개

의 를 행렬 곱 연산하여 하나의 행렬로 재결

합한다.

6) 재결합된 행렬을 RNBP 알고리즘에 적용한다.

RNBP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6-1) 두 열  에 대해, 현재 행렬이 가장 작은

가 되는 후보를 선택한다. 후보가 2개 이상이

라면, 가장 큰 이 되는 후보 중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한다.

6-2) 정리 2에 따라 행렬을 선형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선택된 두 열 , 에 대한 ⊕를 임

시변수 로 치환해준 후 변형된 선형 연립방정식을

다시 행렬로 표현한다.

6-3) 변형된 행렬을 다시 6-1) 단계로 돌아가 반

복하고 행렬의 의 모든 값이 0을 만족하면 6) 단

계를 종료한다. 이때, 반복 시행한 횟수가 재결합된

행렬 구현에 필요한 XOR 연산자 개수이다.

7) 6-3) 단계에서 RNBP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결과의 XOR 연산자 개수에 개를 더하면 행렬 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XOR 연산자 개수가 된다.

확장된 RNBP 알고리즘에는 를 선택하는 과정

과 행렬 분해 과정, RNBP 알고리즘에서 랜덤 요소

가 들어간다.

IV. 향상된 RNBP 알고리즘 적용 결과

기존 RNBP 알고리즘의 경우 AES MixColumn 행

렬 구현에 필요한 XOR 연산자 개수를 95개로 제시

했다. 본 논문에서는 확장된 RNBP 알고리즘을 반복

사용하여 같은 행렬에 대해서 XOR 연산자 개수가

93개인 구현 방법들을 얻었다. 그중 하나를 [표 3]에

제시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RNBP 알고리즘에 Xiang 알고리즘

의 행렬 분해 과정을 적용하여 확장된 RNBP 알고리

즘을 제안했다. 본 알고리즘은 AES의 MixColumn

행렬 구현에 필요한 XOR 연산자 개수를 95개에서

# operation # operation

1 t0 = x24 ^ x0 48 t47 = x11 ^ t10

2 t1 = x16 ^ x8 49 y27 = t26 ^ t47

3 t2 = x25 ^ x1 50 t49 = x17 ^ t19

4 y0 = x24 ^ t2 51 y1 = t6 ^ t49

5 t4 = x29 ^ x5 52 t51 = x1 ^ t49

6 t5 = x15 ^ x7 53 y17 = t43 ^ t51

[표 3] 93개 XOR 사용 AES MixColumn 행렬 구현

7 t6 = x10 ^ x2 54 t53 = x10 ^ t32

8 t7 = x14 ^ x6 55 y2 = t33 ^ t53

9 t8 = x28 ^ t0 56 t55 = x18 ^ t29

10 y20 = t4 ^ t8 57 y26 = y10 ^ t55

11 t10 = x19 ^ x3 58 t57 = t1 ^ t30

12 y10 = t6 ^ t10 59 y12 = t31 ^ t57

13 t12 = x16 ^ x0 60 t59 = t0 ^ y7

14 y7 = t5 ^ t12 61 y23 = x31 ^ t59

15 t14 = x20 ^ x4 62 t61 = y0 ^ t12

16 t15 = x30 ^ x14 63 y8 = t51 ^ t61

17 y29 = t4 ^ t15 64 t63 = t31 ^ y21

18 t17 = x26 ^ t2 65 y13 = t15 ^ t63

19 y25 = x10 ^ t17 66 t65 = y14 ^ t38

20 t19 = x25 ^ x9 67 y30 = x22 ^ t65

21 y16 = t1 ^ t19 68 t67 = t32 ^ t55

22 t21 = x23 ^ t5 69 y18 = t6 ^ t67

23 y31 = t0 ^ t21 70 t69 = t14 ^ t33

24 t23 = t7 ^ t21 71 y3 = t12 ^ t69

25 y14 = x7 ^ t23 72 t71 = t7 ^ t31

26 y22 = x30 ^ t23 73 y5 = x29 ^ t71

27 t26 = x4 ^ t8 74 t73 = t10 ^ t36

28 y19 = x27 ^ t26 75 t74 = y19 ^ t73

29 t28 = x30 ^ x22 76 y11 = t34 ^ t74

30 t29 = x27 ^ x19 77 t76 = x21 ^ t12

31 t30 = x28 ^ t14 78 t77 = x12 ^ t76

32 t31 = x21 ^ x13 79 t78 = x5 ^ t77

33 t32 = x26 ^ x18 80 y4 = x4 ^ t78

34 t33 = x11 ^ x3 81 y19 = y19 ^ y3

35 t34 = x12 ^ t30 82 y29 = y29 ^ y5

36 y28 = y20 ^ t34 83 y20 = y20 ^ y4

37 t36 = t0 ^ t1 84 y14 = y14 ^ y6

38 y24 = y0 ^ t36 85 y4 = y4 ^ y12

39 t38 = x31 ^ y31 86 y22 = y22 ^ y23

40 t39 = x15 ^ t38 87 y6 = y6 ^ y7

41 y15 = t36 ^ t39 88 y7 = y7 ^ y15

42 t41 = x14 ^ t1 89 y0 = y0 ^ y16

43 y6 = t28 ^ t41 90 y16 = y16 ^ y8

44 t43 = x17 ^ t32 91 y3 = y3 ^ y11

45 y9 = y25 ^ t43 92 y25 = y25 ^ y1

46 t45 = x13 ^ t4 93 y10 = y10 ^ y2

47 y21 = t28 ^ t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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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개로 기존 RNBP 알고리즘보다 향상된 결과를 제

시했다. 추가로 이외의 암호들에서 사용되는 행렬에

대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한다.

이와 같은 확장 방법은 다양한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 있다. 향후 RNBP 알고리즘보다 효과적인 알고리

즘 연구를 통해 AES MixColumn 행렬 구현에 필요

한 XOR 연산자 개수를 더 줄이는 방안을 연구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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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her RNBP Ours

AES [10] 95 93

ANUBIS [11] 106 101

CLEFIA M [12] 102 98

CLEFIA M [12] 108 108

TWOFISH [13] 125 114

[표 4] RNBP 알고리즘과 확장된 RNBP 알고리즘
적용한 행렬들의 XOR 연산자 개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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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 세계적으로 전자 거래 보안의 핵심인 공

개키 암호 체계는 소인수 분해 및 이산 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공개키 암

호의 경우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 1994년 쇼어

가 제안한 양자 알고리즘 적용 시 다항 시간

내에 비밀키가 해독되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최근 양자 컴퓨터의 실현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이러한 환경에서도 안전한 양자 내성

암호(PQC, Post-Quantum Cryptography)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는 2016년부터 알고리즘의 기

능에 따라 PKE(Public Key Encryption)/KEM

(Key Encapsulation Mechanism)과 전자서명

두 분야로 나누어 양자 내성 암호 표준화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2020년 7월 Round 3에

서 7개의 Finalist 후보와 8개의 Alternate 후보

를 발표했다. PKE/KEM에서는 Classic McElie

ce, KYBER, NTRU, SABER 4개의 Finalist의

후보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Finalist의 후보 중 하나인 격

자 기반 양자 내성 암호 KYBER에 대한 상관

전력분석을 제시한다. 상관전력분석이란 암호

알고리즘이 동작할 때 누출되는 소비전력과 사

용되는 중간값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비밀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공격자가 KYBER의

비밀정보인 개인키를 복구한다면 모든 암호문

에 따른 정상적인 메시지를 복호화 할 수 있으

며, 공개 정보를 사용해 세션키 또한 복구할 수

있다. KYBER는 복호화 알고리즘에서 개인키를

사용해 복호화된 메시지를 반환하며, NTT(Nu

mber Theoretic Transform) 변환을 사용해 다

항식 곱셈을 효율적으로 연산한다. 본 논문은

상관전력분석을 통해 KYBER 복호화 과정의 N

TT 곱셈 연산에서 개인키를 복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험결과를 보인다.

NIST PQC Round 3 Finalist 후보 KYBER
NTT 곱셈에 대한 상관전력분석

김수진*, 김연재*, 문혜원*, 안성현*, 이태호*, 한재승*, 한동국*

*국민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Correlation Power Analysis for NTT Multiplication in
NIST PQC Round 3 Finalist Candidate KYBER

Soo-Jin Kim*, Yeon-Jae Kim*, Hye-Won Mun*, Seong-Hyun An*,
Tae-Ho Lee*, Jaeseung Han*, Dong-Guk Han*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tudent, Professor)

요 약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개키 암호는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 쇼어 알고리즘 적용 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에서도 안전한 양자 내성 암호(PQC, Post-Quantum Crypt

ography)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를 중심으로 표준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NIST PQC 표준화 사

업 Round 3 Finalist 후보인 KYBER에 대한 상관전력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KYBER는 NTT

(Number Theoretic Transform) 변환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다항식 곱셈을 하는 특징이 있으

며, 2개의 계수씩 곱셈 연산을 진행한다. 개인키가 사용되는 복호화 알고리즘의 NTT 곱셈 연

산에서 STM32F4 Target Board for Chipwhisperer CW308 UFO Board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으며, 상관전력분석을 통해 KYBER의 개인키를 복구 가능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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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2.1 KYBER

KYBER는 격자 기반 암호이며 Module-LW

E(MLWE)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한다[1]. KYB

ER는 보안 수준에 따라 3가지 버전으로 나뉘며

그에 따른 파라미터는 [표 2]와 같다.

KYBER PKE는 키 생성, 암호화, 복호화 3

개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표 3]은 KYBER

PKE의 복호화 알고리즘의 유사코드이며 NTT

변환을 적용한 개인키 과 암호문 를 사용해

메시지 을 반환한다. 은 키 생성 알고리즘으

로부터 미리 생성해 사용한다. [그림 1]은

KYBER-512에서 [표 3] line 4-5를 도식화한

것이다.

Input     
Output 
1 :    
2 :     
3 :  
4 :   ×
5 :   
6 :  
7 : return 

[표 3] KYBER PKE 복호화 유사코드

[그림 1] KYBER-512 PKE 복호화 과정 (line 4-5)

KYBER는 [표 3]의 line 4에서 NTT 변환을

사용해 에서의 다항식 곱셈을 빠르게 진행한

다. KYBER의  는 소수이고    ×
을 만족하므로 primitive 256-th roots of unity

가 존재한다.    이며 전체 256-th roots

of unity는 {    }로 나타낸다. 따라

서 256차 다항식 ∈ 를 NTT 변환 시 수식

(1)과 같이 1차 다항식 128개로 표현한다.

   mod   ≤   
     ∈ ⋯
NTT 변환을 적용한 두 개의 다항식( )의

곱셈은 아래의 수식 (2)와 같이 1차 다항식 간

의 곱셈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III. KYBER NTT 곱셈의 상관전력분석

본 장에서는 KYBER 복호화 알고리즘의

NTT 곱셈에 대한 상관전력분석을 제안한다.

[표 4]는 수식 (2)의 1차 다항식 두 개의 곱

기호 설명 모듈러 정수를 로 나눈 나머지 집합    ( : 다항식의 차수) 모듈(Module)의 개수 행렬 의 번째 다항식≤ 다항식 의 번째 계수 NTT 변환을 적용한 다항식  Encode 함수  번째 primitive 256-th roots of unity 부호 없는 정수 의 비트 반전 값∼ NOT 16-bit 변수 의 해밍웨이트 값 전력소비 집합

[표 1] 기호 및 설명

 ×   mod    ≤   
    mod  
  mod    ⋯

버전 512 768 1024
보안 수준 1 3 5 256 256 256 2 3 4 3329 3329 3329

복호화 실패확률   
개인키 크기 1632 2400 3168
공개키 크기 800 1184 1568
암호문 크기 736 1088 1568

[표 2] KYBER 버전에 따른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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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 연산을 수행하는 KYBER Reference Code

[1]의 Basemul 함수이다. 이때 [표 3]의 line 4

에서 ×번의 Basemul 함수를 사용한다.

1 : void Basemul(int16_t , const int16_t ,
2 : const int16_t , int16_t )
3 : {
4 :    
5 :    
6 :   
7 :    
8 :   
9 : }

[표 4] Basemul 함수 (in KYBER Reference Code)

 에는 개인키의 계수 ,
 에는  ≤    ≤    
이 입력된다.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은 × 연산 후 몽고메리 리덕션을 적용한다.

이때  ∈을 만족한다.

상관전력분석 시행 시 해당 연산에서의 올바

른 중간값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중간값을  및

 두 개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

행한다. 이때 개인키의 후보계수 는 ∼
이다.

 연산의 출력값을 중간값으로 사용하는

경우, 옳은키의 계수와 비슷한 상관계수를 가지

는 유사계수가 존재한다. 먼저     라
고 할 때    이고, 이때 ∼을 만족한다. [그림 2]는

모든 에 대한 ∼의 값에 따른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두 값의 차이가 0

과 1에 많이 분포하므로 을 ∼로
근사하여 다음의 식을 유도할 수 있다.

 ∼≈∼  
또한 의 집합과 ∼의 집합에

대한 피어슨 상관계수는 약 0.87로 두 집합이

선형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전력분석에서 상관계수에 절댓값을 취하

는 경우 아래 식을 통해 옳은키의 계수 와 그

에 따른 높은 상관계수 절댓값을 가지는 유사계

수  mod 가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다.

   ∼≈
따라서  출력값을 중간값으로 사용해 와  각각 두 개의 후보계수를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해진 후보계수 쌍 4가지에

대하여, 중간값을 ([표 4] line 6) 및 ([표
4] line 8)의 출력값으로 상관전력분석을 한 번

더 수행한다. 총 4번의 상관계수 절댓값을 구하

여 가장 큰 상관계수를 가지는 계수를 옳은계

수로 판단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 번의 Basemul 함수에서

두 번의 상관전력분석을 통해 개인키 계수, 을 복구한다. 이 과정을 × 번
시행 시 KYBER의 의 계수를 모두 복구할 수

있다.

IV.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STM32F4 Target Board for

Chipwhisperer CW308 UFO Board에서 KYBE

R-512의 첫 번째 Basemul 함수가 동작할 때

파형을 수집했다. 이때 자세한 실험환경은 [표

5]와 같다.

전력 수집 보드 Chipwhisperer-Lite

분석 대상 칩
STM32F4 Target Board for
Chipwhisperer CW308 UFO
Board (32-bit 기반 프로세서)

파형 수 10,000
샘플링 레이트 29.538 MS/s

[표 5] 실험환경

[그림 2] ∼값에 따른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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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Basemul 함수에서 상관전력분석을

통해  을 복구하며, 앞서 말한 중간값

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간값을 로 설정할 때 실험결

과는 [그림 3]과 같다.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는

계수들은 총 6개 존재하며, 3개의 구간에서 비

슷한 상관계수를 가지는 계수가 2개씩 존재한

다.

[그림 3] Basemul 함수 상관전력분석 결과

(중간값 : )
[구간 ①] Basemul (line 4)에 해당하는 구간이

며 후보계수 과  mod  에서 높은 상

관계수를 가진다. 따라서 의 후보를 2개 구

할 수 있다.

[구간 ②] Basemul (line 5-6)에 해당하는 구간

이며 × mod 와 × mod 에서
높은 상관계수를 가진다. 이때 각 후보계수에

 mod 를 곱하여 [구간 ①]에서 구한 
의 후보를 2개 구할 수 있다.

[구간 ③] Basemul (line 7-8)에 해당하는 구간

이며 후보계수 과  mod  에서 높은

상관계수를 가진다. 따라서 의 후보를 2개

구할 수 있다.

중간값이 인 경우에도 유사한

실험결과로 , 의 후보계수를 2개씩 구할

수 있다.

이후  의 후보계수 4쌍에 대한 상관

계수를 계산하여 옳은 계수의 조합을 찾는다.

[그림 4]는 중간값을  ([표 4] line 6)로 선택

했을 때의 후보계수 쌍에 대한 상관계수이다.

이때 옳은계수 쌍 (, )의 최대 상관계수

는 0.86이며 Ratio 1.19로 옳은 계수를 복구할

수 있다. 이때 Ratio는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다음으로 큰 상관계수로 나눈 값이다.

[그림 4] Basemul 함수 상관전력분석 결과
(중간값 :  )

중간값이 ([표 4] line 8)인 경우는 최대

상관계수는 0.9, Ratio 1.2로 옳은계수 쌍을 복

구할 수 있다.

위의 과정을 [표 3]의 line 4에서 연산하는 모

든 Basemul 함수에 적용 시 KYBER-512의 개

인키 의 계수를 모두 복구할 수 있다. 마찬가

지로 KYBER-768, KYBER-1024에 확장하여

공격 적용이 가능하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KYBER 복호화 알고리즘의

NTT 곱셈에서 개인키를 복구하는 상관전력분

석을 제안하였다. 실험결과 먼저 의 각 계수들

의 후보를 2개로 줄인 뒤, 상관전력분석을 한

번 더 적용하여 옳은 계수들을 복구하였다. 따

라서 대응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KYBER 경우

상관전력분석을 통해 개인키를 복구할 수 있으

므로 부채널 분석에 안전한 대응기법을 적용해

야 한다.

[사사]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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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해시 함수는 메시지의 무결성을 검증해주는

알고리즘이며 기존의 암호학적 해시 함수는 Se

cure Hash Algorithm-1(SHA-1), SHA-2를 주

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SHA-1은 내부 설계 구

조로 충돌 저항성의 많은 공격 방법이 제시되

었고[1, 2] 2017년 서로 다른 2개의 PDF 파일

이 같은 SHA-1 해시값을 가지는 충돌쌍이 발

표되었다 [3]. 그뿐만 아니라 SHA-1의 내부 블

록 연산 구조와 유사한 연산 구조를 가지는 SH

A-2 알고리즘도 SHA-1의 충돌 쌍 공격 방법

과 유사한 충돌 쌍 공격 방법이 제안되었다 [4].

* 이 논문은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No.2021-

0-00540,GPU/ASIC 기반 암호알고리즘 고속화

설계 및 구현 기술개발, 50%)과 2021년도 정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o.2019R1F1

A1058494, 50%)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5년,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는 기존의 표준 해시 함수의

충돌 쌍 취약점에 대응, Keccak Algorithm을 S

HA-3 표준 해시 함수로 선정했다. 최근 SHA-

3는 양자 내성 암호 공모전에 제출된 많은 암

호알고리즘 내부 함수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SHA-3는 기존의 해시 함

수보다 느린 성능을 제공하며, PQC 암호알고리

즘은 비교적 느린 연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내부 성능 최적화 연구는 필수적 요소

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GPU 환경에서의 SHA-

3 고속 병렬 처리 방안을 제안한다.

II. SHA-3

2.1 Sponge Structure

Keccak 알고리즘은 기존 표준 해시 함수와

다른 Sponge Structure로 설계되었다. [그림 1]

은 Sponge Structure를 보여준다. Sponge Stru

cture는 Absorbing 과정과 Squeezing 과정으로

GPU 환경에서의 SHA-3(512) 병렬 최적 구현*

최호진, 서석충*

국민대학교 금융정보보안학과*

Fast Parallel implementation of SHA-3(512) in GPU Environment

Hojin Choi and SeogChung Seo*

Department of Financial Information Security, Kookmin University*

요 약

SHA-3는 표준 암호학적 해시 함수로 Sponge Structure를 사용해 기존 표준 해시

함수의 충돌쌍 공격에 내성을 가진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느린 성능으로 인

해 사용빈도가 낮았다. 최근 양자 컴퓨터의 발전으로 양자 내성 암호알고리즘의 키 생

성 함수 등 SHA-3의 사용빈도가 올라감에 따라 소프트웨어 환경에서의 SHA-3 최적

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환경 중 GPU 아키텍처는 많은 스레드로 고속

병렬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 대량의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의

GPU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병렬 처리를 통한 연산 시간을 효율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GPU 환경에서 SHA-3(512) 알고리즘 고속 병렬 처리 방안

을 제안하며 최대 37.87Gb/s의 처리량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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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eccak Algorithm Sponge Structure

[5]

분리된다. Absorbing 과정은 내부 상태와 평문

데이터 정보가 eXclusive OR(XOR) 연산을 통

해 합쳐지는 과정이며 Squeezing 과정은 요구

된 길이만큼 해시값을 출력하는 과정이다. 내부

상태 갱신은 Keccak F 함수를 통해 갱신된다.

2.2 Internal State

Keccak 알고리즘은 3차원 좌표계로 내부 상

태를 구성한다. [그림 2]는 내부 상태에 대한 요

약본이다. 좌표는 최댓값이 5로 고정되어 있

으며 좌표의 최댓값에 따라 내부 상태의 크기

가 결정된다. [표 1]은 값에 따른 내부 상태

크기 및 F 함수 반복횟수를 나타낸다.

2.3 F function
SHA-3 Sponge Structure에서 사용하는 F 함수는

총 5가지(  )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림 3]은

Sponge Structure F 함수 4개의 과정에 대한 요약

[그림 3] Keccak Algorithm F Function [5]

[알고리즘 1] Keccak F function Algorithm [6]

그림이며 [알고리즘 1]은 F 함수의 유사코드이다.

III. GPU Environment

3.1 Graphics Processing Unit

Graphics Processing Unit(GPU)는 컴퓨터

그래픽 요소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이

다. GPU는 CPU와 다르게 그래픽 처리, 특정

연산 등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 설계되

었으며 수백 개의 코어를 통해 연산의 병렬성

을 높인 장비이다. 개발된 이후 개발 목적에 따

라 컴퓨터 그래픽 처리에 주로 사용되었다. GP

U 장비의 발전으로 병렬 연산의 효과적인 처리

연산 속도가 증가, CPU에서 처리하는 범용 컴

퓨팅 연산을 GPU에서 처리하는 General Purpo

se computing on GPU(GPGPU) 기술이 대두되

었다. 2006년 NVIDIA는 GPGPU 기술을 C, Py

thon 등 컴퓨터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CUDA

를 발표했다.

CUDA를 활용하여 GPU 아키텍처의 활용성

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암호화 병렬 처

리,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GP

U 아키텍처가 활용되고 있다 [7-9]. GPU 아키

[그림 2] Keccak Internal State [5]

 25 50 100 200 400 800 1600

 1 2 4 8 16 32 64
Round 12 14 16 18 20 22 24

[표 1] Keccak State Parameter Valu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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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처는 서버가 사용자의 패스워드 입력 검증

과정과 같은 많은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연산을

처리하는 환경에서 효과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효율적인 메시지 무결성 검증을 위한 고

속 병렬 처리가 가능한 GPU 환경에서 SHA-3

최적화 방안을 제안한다.

IV. Previous work
이전 연구에서는 8-bit AVR 환경에서의 S

HA-3 최적화 방안 및 모든 환경에서 적용 가

능한 F 함수 최적화 방안을 제안했다 [10]. SH

A-3 표준 구현에서 F 함수의 5가지 내부 과정

은 → & →→ 순서로 구성된다. [10]에서

제안한 최적화 방안은 & →→  과정으로
처리했다.  과정을 인덱싱으로 처리하여 메모

리 접근 횟수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그뿐만 아니라  과정 연산 값을 저장하기 전과정을 적용하여 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선택

했다. 해당 결과로 8-bit AVR 환경에서 1073

Clock per Byte(CPB)의 성능을 얻었다.

V. Optimization Methods
본 절에서는 GPU 아키텍처의 특성을 고려

한 최적화 및 구현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최적화 방안을 요약하여

표현한다.

4.1 F function Optimization Methods

표준 SHA-3 구현은 과정 offset 값 테이

블, -offset 값 테이블, -offset 값 테이블을

사용한다. SHA-3의 구현을 위해 해당 상수 값

을 테이블 형식으로 메모리에 저장하며 연산이

호출될 때 해당 값이 저장된 메모리에 접근하

는 구조를 가진다. GPU 아키텍처에는 전역(Glo

bal), 공유(Shared), 상수(Constant) 3가지 메모

리 영역이 존재한다. GPU 아키텍처에서 메모리

접근은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따라서 본 절에

서는 SHA-3 구현에서 메모리 접근 횟수를 최

소화하는 방식의 최적화 방법을 선택했다.

첫 번째 방안은 [10]에서 제안한 최적화 방

안을 GPU 환경에 적용했다. 해당 방안은 F 함

수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메모리 접근 방법

을 최소화한다. 즉, 과정을 인덱싱을 통해 처

리하며  과정을 결합하여 메모리 접근 횟수

를 최소화한다.

두 번째 방안은 [10]에서 제안한 최적화 방

안의 확장 과정이다. 과정의 offset은 각 
의 값에 따라 고정된다. 따라서 -offset
값을 테이블로 저장하지 않고 직접 인덱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개의 최적화 방안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 해

시 구현 대비 (round 횟수 * 50)번 만큼 메모리

접근이 제거되며 메모리에 저장하는 테이블을

2개 (50byte)를 제외한다. 그뿐만 아니라 GPU

[그림 5] GPU 환경에서의 SHA-3 최적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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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수의 스레드가 연산 중 테이블에 접근

하는 경우 메모리 접근 병목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4.2 PTX Assembly Implementation

Parallel Thread eXecution (PTX)는 CUDA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라인 어셈블리 언어이

다.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와 매핑을 하는 저

수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특정 유형의

프로세서를 위해 어셈블리 언어가 개발되었다.

어셈블리 언어는 명령어를 통해 기계어에 직접

대응할 수 있고 기계 (아키텍처)와 직접 통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프로그래밍 언어

중 명령어 실행 속도가 가장 빠르며 PTX는 C

UDA C에서 제공하는 GPU 어셈블리 언어이다.

효과적인 명령어 실행 속도 처리를 위해 CU

DA C를 활용한 GPU 아키텍처에서의 SHA-3

구현은 PTX assembly를 활용하여 구현을 진행

한다. 특히 SHA-3 F 함수 내부 과정 연산을 P

TX assembly 구현을 통해 처리했다. [표 2]는

PTX assembly 중 비트 연산자에 대한 명령어

집합을 보여준다. SHA-3의 F 함수의 5가지 과

정은 주로 값 치환을 통한 메모리 위치 변

경, 비트 연산자로 구성되어 있다. [알고리즘 1]

에 따르면 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서 비트

연산을 사용하여 값을 갱신한다. 따라서 [표 2]

에서 제시한 비트 연산자 명령어를 통해 F 함

수 내부 과정을 구현한다.

VI. Performance Analysis
본 절에서는 최적화 방안을 적용한 성능 측

정 결과를 제공한다. 성능 측정에 사용된 GPU

장비는 GTX 1070, RTX 2080Ti이며 컴파일러

는 Visual Studio CUDA runtime 10.2 version

을 사용했다. 성능 측정 함수는 SHA-3(512)이

며 Sponge Structure R-1088-bit를 사용하였다.

성능 측정 결과 GTX 1070 아키텍처에서의

최대 처리량은 23.72Gb/s이며 RTX 2080Ti 아

키텍처에서의 최대 처리량은 37.87Gb/s을 제공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적화 방안을 적용

했을 때 GTX 1070 및 RTX 2080Ti 환경에서

Dat el al의 최적화 구현 대비 최대 15.65%, 84.

64%의 성능 개선이 존재한다. GTX 1070과 GT

X 1080의 아키텍처 성능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실제 성능 개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V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 병렬 처리가 가능한

GPU 환경에서 SHA-3의 최적화 방안을 제안했

다. 제안한 최적화 방안을 적용했을 때 RTX

2080Ti 환경에서 최대 37.87Gb/s의 처리량을

제공한다. 제안한 최적화 방안은 SHA-3(512)

뿐만 아니라 SHA-3(256)에도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이다.

Syntax Operation type

xor.type d, a, b; d = a ⊕b .pred, .b16, .b32,

.b64;

and.type d, a, b; d = a & b
.pred, .b16, .b32,

.b64;

or.type d, a, b; d = a | b
.pred, .b16, .b32,

.b64;

not.type d, a; d = ~a
.pred, .b16, .b32,

.b64;
shl.type d, a, b; d = a << b .b16, .b32, .b64;
shr.type d, a, b; d = a >> b .b16, .b32, .b64;

[표 2] PTX Assembly Implementation Bit

operation Syntax[11]

Plaintext

(byte)

Number of

Blocks

Number of

Threads

GTX

1070[Gb/s]

RTX

2080Ti[Gb/s]

Dat et al.

(GTX1080)

[12]
131,072 1024 128 21.30(+6.60%) 34.08(+70.57%) 19.98(-)
262,144 2048 128 22.02(+8.53%) 35.48(+74.86%) 20.29(-)
524,288 4096 128 22.64(+11.09%) 36.74(+80.27%) 20.38(-)
1,048,576 8192 128 23.23(+13.48%) 37.43(+82.85%) 20.47(-)
2,097,152 16384 128 23.72(+15.65%) 37.87(+84.64%) 20.51(-)

[표 3] 최적화 적용 성능 측정 결과(Throughput)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514



GPU 아키텍처에서 효과적인 메모리 접근 방

안은 Coalesced Memory 접근 방안 및 CUDA

stream을 이용한 병렬 메시지 복사/커널 실행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이에 해당 최적화 방안

을 바탕으로 GPU 아키텍처의 특성을 활용한

최적화 방안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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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재까지 알려진 8비트 S-box 중 가장 좋은 암호
학적 성질을 갖는 것은 AES의 S-box(inverse 기반)
이다. 그러나 AES S-box는 구현 복잡도가 높으므로
경량 암호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암호학적 성질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구현 효율성이 높은 S-box를 선
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6].

8비트 invertible S-box는 개가 존재하므로 효
율성과 좋은 암호학적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S-box를 랜덤 탐색으로 발견할 확률은 매우 낮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특정 구조를 통해 작은 S-box를
큰 S-box로 확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Lai-Massey 구조(FLY), SbP 구조, Feistel 구조,
Misty 구조, bridge 구조 등이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 발표되는 암호 알고리즘과 달리
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선정된 국가 표준 암호 알고
리즘은 S-box의 설계 논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
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Skipjack(미국), StreeBog,
Kuznyechik(러시아), Chiasmus(독일)의 S-box 등이
있으며 이러한 S-box들은 특정 구조나 대수적 함수
가 아닌 LUT로만 규명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 본 연구는 고려대 암호기술 특화연구센터를 통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S-box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었으며 Leo Perrin 등의 연구자들은 LAT의 패턴을
기반으로 StreeBog, Kuznyechik의 S-box를 분석했
다[1-3]. 또한 [5]에서는 랜덤하게 선택된 S-box가
특정 differential uniformity, linearity 및 구조를 가
질 확률을 계산하여 설계 원리가 알려지지 않은
S-box가 특정 구조 또는 방법을 통해 선택되었음을
주장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본 논문에서는 3라운드 Misty, Feistel 구조의
LAT가 4의 배수임을 증명한다. 그리고 여러 확장
S-box 구조와 랜덤 함수에 대하여 bLAT의
all-zeros 열의 수를 실험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임의
로 선택된 S-box와 3, 4라운드 Feistel, Misty, 2, 3
라운드 SbP, Lai-Massey 구조 등 적은 라운드로 구
성된 S-box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음을 보인다.

Ⅱ장에서는 본 논문을 서술하는 데 필요한 bLAT,
HDIM 등을 소개하고 보조정리와 확장 S-box 구조
를 간단히 소개한다. Ⅲ장에서는 bLAT로부터 계산
되는 all-zero column을 설명하며 Ⅳ장과 Ⅴ장에서는
all-zero column의 수를 통해 S-box의 구조를 구별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LAT를 이용한 S-box 구조분석*

김선엽*, 김성겸*, 홍득조**, 성재철***, 홍석희****

*,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전북대학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Analysis of S-box Structure Using LAT

Sunyeop Kim*, Seonggyeom Kim*, Deukjo Hong**, Jaechul Sung***, Seokhie Hong****

*, ****Korea University(Graduate student,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Professor) ***University of Seoul(Professor)

요 약

좋은 암호학적 성질과 경량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8비트 S-box를 설계하기 위하여 작
은 S-box를 특정 구조를 통해 큰 S-box로 확장하거나 대수적 구조를 이용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일부 암호의 S-box는 LUT(Look Up Table) 형태로만 제시되어
있으며 LUT를 통해 그 구조를 밝혀내는 것은 어려운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LUT
로부터 LAT(Linear Approximation Table)를 생성하고 내부 구조를 추측 및 S-box를
분해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3라운드 Misty, Feistel 구조의 LAT의 모든
엔트리가 4의 배수임을 증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출할 수 있는 bLAT을 이용한 S-box
의 구조 분석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면 임의로 선택한 S-box
와 3, 4라운드 Feistel, Misty, 2, 3라운드 SbP, Lai-massey 구조 등 적은 라운드로 설계
된 S-box의 구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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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경 지식

2.1 정의

정의 1 (S-box). -비트 S-box는 -비트

permutation   
→

이다.

정의 2 (편차). 임의의 boolean function   
→에

대하여 편차는 아래와 같다.

  



∈



정의 3 (선형근사식). mask ∈에 대한 함

수   
→

의 선형근사식   
→을

  ⋅⊕⋅

로 정의한다.

정의 4 (LAT, bLAT). S-box의 LAT는 선형분석
을 위해서 구성해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

이때 는 항상 짝수이며 bLAT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mod

즉, bLAT에서 0은 LAT에서  mod  , 1은
 mod 를 의미한다.

정의 5 (CLF).

CLF(Concatenated Linear Form)는    
×



→은 S-box   과 상수  ∈으
로 이루어진 아래의 함수이다.

   ⋅⊕⋅ ⊕⋅⊕⋅ ⊕⋅ ⊕

 


⊕


⊕⋅ ⊕

정의 6 (High Degree Indicator Matrix)HDIM
[4]). HDIM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이때 는 번째 성분이 1인 벡터이다. 또한, 아래와
같이 HDIM과 입, 출력 마스킹을 곱하여 bLAT를 계
산할 수 있다.

  
××

2.2 보조정리

【보조정리 1】(piling-up lemma). 함수   
→

  
→   

→가   ⊕를 만
족할 경우,   ⋅가 성립한다.

【보조정리 2】⊆
 ≡ mod 인 부분집합

 에 대하여 아래의 식이 성립한다.





∈

≡
∈⊕

 mod 

증명.        ∊        ∊

로 정의하면 아래 관계식에 의해 성립한다.





∈

   


≡

∈⊕
 mod

【보조정리 3】일대일대응 함수   
→

에 대하
여 ≡ mod  이다.

증명.
∈
⊕  

∈
⊕⊕

∈
⊕  이므로

보조정리 2에 의해 ≡ mod  이다.

2.3 확장 S-box 구조

작은 S-box를 확장하여 큰 S-box를 생성할 경우
블록암호의 라운드 함수 구조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Feistel, Misty, SbP, Lai-Massey 구조 등
이 있으며 본 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Feistel 구조. Feistel 구조 S-box는 입력값 -비
트를 좌,우() -비트씩 분리하고 라운드 함수를
적용하는 구조이다. 라운드 함수는 아래와 같다.

 ⊕ 

 

Misty 구조. Misty 구조는 Feistel 구조와 동일하게
입력값 -비트를 좌,우() -비트씩 분리하고
라운드 함수를 적용하는 구조이다. 라운드 함수는 아
래와 같다.

 ⊕

 

SbP 구조. SbP 구조는 입력값 -비트를 좌,우
() -비트씩 분리하고 -비트 S-box와 비트순
column으로 이루어진 라운드 함수를 적용하는 구조
이다. 라운드 함수는 아래와 같다.

    

Lai-Massey 구조. Lai-Massey 구조는 입력값 -
비트를 좌,우() -비트씩 분리하고 3개의 -비
트 S-box를 사용한 아래 식으로 정의된다. 본래는
라운드 함수 구조이나, 본 논문에서는 1라운드만 제
시한다.

 ⊕⊕

 ⊕⊕

각 구조는 다음과 같은 약자를 통해 표기한다.

∙라운드 Feistel 구조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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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Misty 구조 : R

∙라운드 SbP 구조 :  

∙Lai-Massey 구조 : 

∙random permutation : 

III. bLAT의 All-zero column

고정된 에 대하여 ×  이면 bLAT의 

-th column는 0이며, ×≠이면 bLAT의 

-th column에는 0과 1가 절반씩 나오게 된다. 따라
서 0, 1의 개수에 따라 bLAT의 column은 아래와 같
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all-zero column : 0이 개, 이 0개인 column

(가 HDIM의 left kernel의 원소인 경우)

⦁mixed column : 0과 1이 모두 개인 column

이때 출력 마스킹 와 입력 마스킹 는 대칭적이므
로 column을 row로 바꿔도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all-zero column의 수를 통한
S-box의 구조 구별 방법을 제시한다. bLAT 전체의
0, 1의 개수의 합은 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all-zero, mixed column의 개수와 bLAT 전체의 0, 1
의 개수는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all-zero
column은 HDIM의 kernel로 해석함으로써 구조적인
성질 및 확률 분포를 더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IV. 4의 배수 LAT를 갖는 구조

본 장에서는 3라운드 Feistel, Misty 구조의 LAT
가 4의 배수임을 증명한다. 증명을 위해 3라운드
Feistel, Misty 구조 S-box의 선형근사식을 CLF로
변형하고, CLF의 편차가 항상 4의 배수임을 보인다.
즉, 3라운드 Feistel, Misty 구조 S-box의 bLAT에는
all-zero column만 존재한다.

4.1 3라운드 Feistel, Misty 구조와 CLF

3라운드 Feistel 구조. 를 임의의 3개의 -bit
permutations 으로부터 생성된 3 구조로, 입,
출력 마스크를    로 설정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로 치환하면

CLF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 일대일대
응이므로  와  도 일대일대응되어


 ∈×

∙ 와 
∈×

∙는 동일하다.

3라운드 Misty 구조. 를 임의의 3개의 -bit
permutations 으로부터 생성된 3 구조로,
입,출력 마스크를    로 설정하자.

   ⋅ ⊕ ⋅ 

 ⋅⊕⋅⊕⋅⊕⋅

 ⋅⊕⋅⊕⋅⊕  ⊕⋅⊕  ⊕  

 ⋅⊕⊕ ⋅  ⊕⊕ ⋅
⊕⋅  ⊕⋅

 ⊕ 

 ⊕  ⊕⊕   ⊕⋅
 ⊕ 

     ⊕   ⊕      로 치환
하면 CLF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 일
대일대응이므로  와  도 일대일대응되어


 ∈×

∙ 와 
∈×

∙는 동일하다.

4.2 CLF의 편차

  ⋅   ,   ⋅   으로 정
의하자.

   




  ∈


   ⊕   ⊕ ⋅⊕

 


 
⊕∈

 
 ⊕ 

⊕∈

 
⊕ 

 

 
∈

 
⊕  

⊕∈

 
 ⊕ 

 
  


 ⋅



  



 
⊕∈

 
 ⊕ 


 

  각각이 2의 배수이므로 는 4

의 배수이다. 그리고 보조정리 2에 의해 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mod 

≡mod 

따라서 는 2의 배수이고   는 4의 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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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bLAT의 실험적 분석

본 장에서는 random permutation 및 확장 S-box
구조의 bLAT를 랜덤하게 생성하여 all-zero column
의 개수를 실험적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결과를 바탕
으로 all-zero column의 개수로 S-box의 구조를 구
별 가능함을 보인다.

5.1 random permutation의 bLAT 예상

invertible S-box를 random 선택했을 때 자명한
위치(0-column, 0-row)를 제외하고 LAT의 한 entry
의 값이 k일 확률은

Pr    ≠   




 



임이 알려져 있다[7]. 따라서 조합의 성질에 의해
bLAT의 한 entry가 0과 1일 확률은 동일하다.
bLAT의 entry 들은 서로 독립이 아니므로 이로부터
all-zero column 개수의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는 없
으나 임의 permutation의 bLAT에 속한 all-zero
column 수가 적을 것임을 알 수 있다.

5.2 실험 결과 및 해석

8비트 4, 5, 4, 5,   ,  구조와 random
permutation을 각각 500개씩 랜덤하게 선택하고
bLAT를 생성하여 all-zero column의 수를 실험적으
로 측정했다. 표 1은 all-zero column의 개수 별로
각 구조별 S-box의 개수를 나타낸 표이다.

#all-zero
columns 1 2 4 8 16 32 64 128 256

 135 297 63 5 - - - - -

4 - - - - 138 306 56 - -
5 33 256 183 25 3 - - - -
4 - - - - 22 112 267 82 17
5 - 19 159 212 96 11 3 - -   38 200 195 54 11 2 - - -    - - - - - - - - 500

3,3 - - - - - - - - 500*

표 1 구조별 all-zero column 개수의 분포,
*는 Ⅳ장에서 증명한 결과이다.

은 높은 확률로 8개 이하의 all-zero column을
가지며 4, 4 구조는 높은 확률로 16∼128개의
all-zero column을 가졌다. 3, 3 구조는 항상 256
개의 all-zero column을 가짐을 고려하면 ,
{3,3}, {4,4}를 높은 확률로 구별할 수 있다. 이
외에    구조도 모두 all-zero column을 가졌
고 이를 이론적으로 증명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라운드가 증가한 5, 5,   구조부터는
과의 분포 차이가 감소하여 구별 성공 확률이 떨어
질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3라운드 Misty, Feistel 구조의
LAT가 4의 배수임을 증명하고 Feistel, Misty, SbP,
Lai-Massey 구조와 random permutation의 bLAT의
all-zero column의 수를 실험적으로 측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all-zero column의 수로부터
random permutation과 낮은 라운드 Feistel, Misty,
SbP 구조를 높은 확률로 구별할 수 있으며 3, 4라운
드 Feistel 또는 Misty 구조 간의 구별도 가능했다.
이 분석법은 S-box의 구조를 빠르게 추측하는 데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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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RSA, DSA, ECC(타원곡선암호)와 같은 공개키 암
호 알고리즘은 서명, 키교환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으로서 현재 통신계열, 금융계열 등에서 가
장 많이 활용되는 중요 핵심 기술이다. 각 암호의 안
전성은 각각 소인수분해 문제, 이산대수 문제, 타원
곡선 이산대수 문제 등의 어려움에 기반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지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94년에 Peter Shor에 의하여, 양자 컴퓨
터를 이용하였을 때 다항식 시간 안에 이산대수/인수
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이를 Shor’s Algorithm이라 하며, 양자 컴퓨팅 환경
에서는 Shor’s Algorithm에 의해 위의 RSA, DSA,
ECC 등의 고전 암호 알고리즘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Shor’s Algorithm은 2개의 중요한 알고리즘,
quantum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과 quantum
modular exponentiation으로 이루어진다[1]. quantum
modular exponentiation은 많은 ancilla qubit 및
quantum gate를 사용하는 연산이며 핵심 연산으로
controlled ADDER가 사용된다. Controlled ADDER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9-0-00033, 미래컴퓨팅 환경에 대비한 계산 복잡
도 기반 암호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의 성능에 따라 quantum modular exponentiation 및
Shor’s Algorithm의 공간복잡도와 시간복잡도가 결
정되기 때문에, controlled ADDER를 최적화하는 것
은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따라서 ADDER 들 중에서
사용하는 ancilla qubit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하는
CDKM ADDER는 controlled ADDER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ADDER이다. 그러나 아직 controlled CDKM
최적화 구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
므로, 본 논문에서는 controlled CDKM ADDER의
최적화에 관한 기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능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본 논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지식에 관해 설명
한다. 3장에서는 controlled CDKM의 depth 및
ancilla qubit 사용량 측면에서의 최적화 기법을 제안
한다. 4장에서는 최적화 기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
공하고, 앞으로의 연구주제를 제시한다.

II. 배경지식

2.1 Quantum Gates

양자 회로는 reversible한 게이트들로 구성되며,
ADDER에 주로 사용되는 게이트들은 다음과 같다.

1) NOT :   ⊕

2) CNOT :     ⊕

Controlled CDKM 최적화 양자 회로 구현*

전찬호*, 홍석희**

*,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Controlled CDKM Optimization Quantum Circuit Implementation

Chanho Jeon*, Seokhie Hong**

*, **Korea University(Graduate student, Professor)

요 약

본 논문에서는 controlled CDKM ADDER를 depth 측면과 ancilla qubit 사용량 측면에
서 최적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Shor’s Algorithm을 비롯한 여러 quantum algorithm의
공간복잡도 및 시간복잡도와 같은 성능은 내부의 핵심 연산인 controlled ADDER의 성
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controlled ADDER의 최적화 구현은 중요한 연구주제
이다. 본 논문에서는 ancilla qubit 사용량이 가장 적은 CDKM ADDER에 대하여
controlled CDKM 최적화 방안을 2가지 제시하며, 최적화 적용 이전과 이후의 효율성에
관하여 depth 측면, gate cost 측면, ancilla qubit 사용량 측면에서 분석 결과를 확인한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적화 방법을 적용한다면, controlled ADDER가 사용되는 여러
quantum algorithm의 효율성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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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NOT(Toffoli) :       ⊕

4)  NOT :          ⊕

그림 1. NOT gate 그림 2. CNOT gate

그림 3. CCNOT gate
그림 4.  NOT gate

임의의 gate A와 역순 대칭되어 있는 gate A‘이
회로에 동시에 배치되어 있다면, 전체 회로는 아무
gate도 수행하지 않는 회로와 같다(그림 5).

그림 5. 동일 gate를 역순 배치했을 때의 결과

2.2 CDKM ADDER

양자 회로에서 덧셈을 수행하는 adder는 여러 종
류가 존재한다. 그 중 CDKM ADDER는 1 qubit의
ancilla qubit 만을 사용하여 덧셈을 수행하는 adder
로[2], -adder[3]를 제외한 quantum adder 들 중,
가장 적은 수의 ancilla qubit을 사용한다.

CDKM ADDER는 다음 자릿수로 넘길 carry를 계
산하는  gate, 의 역연산과 덧셈을 동시에
수행하는  gate, 2 종류의 gate 를 사용하여 구
성된 ADDER이며, 각각의 gate 들은 NOT gate,
CNOT gate, CCNOT gate 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
체 회로에서 총 개의 CCNOT gate를 사용
하며, depth는 이다(그림 6, 7).

그림 6. MAJ, UMA gate 회로

그림 7. 6 qubit 짜리 CDKM ADDER 회로

2.3 Controlled ADDER

Controlled ADDER는 controlled qubit의 값에 따
라서 ADDER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형한

ADDER이다. 두 값 의 곱셈은  ×× 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의 값에 따라서 × 의 덧셈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곱셈에서 controlled
ADDER가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controlled
ADDER 내부의 모든 gate가 controlled qubit에 영향
을 받아야 하므로  NOT gate 들이 전부  
NOT gate 들로 변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controlled ADDER를 구현한다면 모든
gate가 똑같은 controlled qubit을 참조해야 하므로,
기존의 병렬화 구조를 사용할 수 없어 depth가 증가
한다. 또한  NOT gate 에서  NOT gate 로 변
형됨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ancilla qubit의 양 및
CCNOT gate의 수가 증가하여, 변형 전의 ADDER
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성능저하가 일어나게 된다.
Controlled CDKM의 경우 CCNOT gate의 개수 및
 NOT gate의 개수가 증가하였으며, depth 또한
로 증가하였다(그림 8).

그림 8. 6 qubit controlled CDKM ADDER(최적화 미적용)

III. Controlled CDKM 최적화 기법

본 논문에서는 controlled ADDER 중 CDKM
ADDER에 대하여, 회로 내에서 서로 대칭되는 구조
를 이용하여 controlled qubit을 다수의 gate에서 제
거하는 방법과 gate 간의 재배치 및 조정을 통해
depth 및 필요한 ancilla qubit 양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3.1 대칭구조 최적화

2.3 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일반적으로 controlled
qubit을 이용하여 특정 gate를 controlled gate로 만
들기 위해서는 gate 내의 모든 구성 요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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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d qubit을 추가하면 된다(그림 9).

그림 9. Controlled qubit에 따른 gate의 수행 여부

그림 10. 논리 구성에 따라 동일한 두 개의 gate

그림 9에서는 controlled qubit의 값에 따라서 gate
의 수행 여부를 분류하였다. 이때 아무 gate도 수행
되지 않는 것은 회로 위에 어떠한 gate도 없는 것과
도 같지만, 동일한 gate가 역순으로 대칭되어 배치된
것과도 같다(그림 10).

그림 11. 회로 내 대칭 구조를 이용하여 회로 변경

이를 이용하여 그림 9의  NOT gate 들이 그림
11의 CCNOT gate로 변경할 수 있었듯이, controlled
CDKM 내부에서 대칭구조를 가진 gate 들도
controlled qubit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림 12는 최적화가 적용되지 않은 controlled
CDKM 회로에서 양쪽 대칭 부분 gate 들의
controlled qubit을 제거하는 최적화를 적용한 그림이
다. Controlled qubit을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각
gate 들의 병렬화가 가능해지고 각각의  NOT
gate 들이  NOT gate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전체

gate cost가 감소한다.

그림 12. 대칭구조 최적화를 적용한 controlled CDKM

3.2 Gate 재배치 및 변경을 통한 최적화

3.1절에서는 controlled CDKM 회로 내 대칭구조
에 대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면, 3.2절에서는 이를
제외한 중앙 부분에 대하여 최적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13. Gate 간 순서를 변경 및 그룹으로 묶음

그림 13에서와 같이 controlled CDKM 회로 내의
중앙 부분은 gate 간의 연산순서를 바꿀 수 있으며,
이때 바꾼 순서의 gate 들은 2개의 유형에 따라 분
류할 수 있다.

그림 14. CNOT + CCNOT -> NOT× + CCNOT

그림 13에서 빨간 상자에 해당이 되는 CCNOT +
 NOT gate 조합은 최적화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NOT gate의 수행을 위해서 추가적인 ancilla
qubit 1개 및 CCNOT gate 3개가 사용되어, 총
CCNOT gate 4개에 ancilla qubit 1개를 사용하는
무거운 gate이다. CCNOT gate와  NOT gate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과 같다. 따라서 이를 을 계산하는 CCNOT
gate, 에 을 더하는 CCNOT gate,
을 로 되돌리는 CCNOT gate, 총 3개의
CCNOT gate로 변경이 가능하다(그림 14).

이와 유사하게 그림 13의 파란 상자에 해당하는
CNOT + CCNOT gate 조합은 NOT gate 2개와
CCNOT gate 1개로 바꿀 수 있다(그림 15).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522



그림 15. CCNOT +  NOT -> CCNOT×

그림 15의 경우, NOT gate가 CCNOT gate 양쪽
에 2개가 발생한다. 해당 NOT gate 들은 다른 파란
상자에서 생겨난 NOT gate 들과 위치가 겹치지 않
으므로, 양옆으로 각각 depth 1씩 총 depth 2만에 모
든 NOT gate 들을 수행할 수 있다.

3.1절과 3.2절의 최적화 기법을 전부 적용하였을
때, 나오는 회로는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제안된 기법들을 적용한 controlled CDKM 회로

IV. 결론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controlled CDKM의
최적화 기법에 대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장점에 대하여 서술한다.

3장에서 제시된 최적화 기법을 전부 적용한
CDKM 회로(그림 16)를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한다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7. Controlled CDKM depth, CCNOT gate cost

그림 17에서 양쪽의 빨간 상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에 controlled CDKM 회로 내에서 대칭 구조를
이용하여 최적화한 부분이다. 파란 부분은 대칭 구조
를 제외하고서 남은 부분의 gate를 순서 변경 및 논
리 연산에 따른 gate 변화를 적용하여 최적화를 수
행한 부분에 해당한다.

각각의 depth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  ,
에 해당하며 전체 depth는 이다. 또한 전
체 회로의 gate cost를 결정하는 CCNOT gate 개수
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 , 으로서 전체
CCNOT gate cost는 이다.

기존 CDKM 및 최적화 적용의 전후 비교를 위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depth, gate cost, ancilla qubit
사용량을 적은 표를 작성하였다.

ADDER
( qubit)

Depth #(gates)
Ancilla
qubits

CCNOT  NOT CCNOT  NOT

CDKM


 0 1
 0

C-CDKM
(최적화 X)


  2

 

C-CDKM
(최적화 O)


 0 1

 0

표 1. CDKM, C-CDKM(최적화 X), C-CDKM(최적화 O)
Depth, Gate cost, Ancilla qubit 사용량 비교

최적화를 적용한 controlled CDKM은 적용 전과
비교하여 CCNOT gate cost 측면에서 60%로 감소
한다.  NOT gate가 CCNOT gate 3개인 점을 고
려한다면 전체 CCNOT gate cost는 27.3%까지 절약
할 수 있다. Depth 측면에서도 많은 감소가 이루어짐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적화를 적용한 controlled CDKM은 적용
전과 달리  NOT gate를 사용하지 않는다.  

NOT gate는 추가 ancilla qubit 1개를 필요로 하므
로, 이로 인해 사용하는 ancilla qubit이 1개가 줄어든
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controlled CDKM에 대하여 2가지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적화된 controlled CDKM ADDER를
사용하여 quantum modular multiplication, quantum
modular exponentiation 등에 적용하여 좀 더 효율적
인 연산의 구현 및 복잡도 분석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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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96년 Hoffstein, Pipher, Silverman에 의해 제안
된 NTRU[1]는 격자 기반 암호 중 가장 오래된 방식
의 암호로 NIST가 현재 진행 중인 미연방 표준 양
자 내성 암호 공모전 3라운드에 올라온 암호이다.
NTRU[3]는 NTRU-Encrypt[4]와 NTRU-HRSS-
KEM[5] 두 개의 알고리즘은 양자 내성 암호 공모전
1라운드에서 합쳐졌다. NTRU는 가장 오래된 격자
기반 암호로써 많은 공격에 대해서 저항한 경력을
가져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암호 연산 중간에 발생하는 물리적 정보의
누출로 인해서 비밀정보를 알아내는 부채널 분석에
대한 안전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NIST가 진행 중인
양자 내성 암호 공모전 3라운드에 중요한 쟁점으로
부채널 분석이 떠오르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NTRU 알고리즘의 NTRU-HPS 파
라미터에서의 키 생성 과정 중 중간값 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한 단일파형 전력 분석 공격 시나리오를
통한 키 복구 과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
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소개하며 3장에서는
NTRU-HPS 키 생성 알고리즘에 대한 단일파형 공
격 방안을 서술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한 단일파
형 공격 방안을 입증 후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이 성과는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NRF-2019R1A2C2088960).

II. 배경지식

2.1 NTRU-HPS 키 생성 알고리즘

NTRU는 NIST에서 진행 중인 공모전 3라운드에
서 ntruhps2048509, ntruhps2048677, ntruhps4096821,
ntruhrss701로 4개의 추천 파라미터를 갖고 있으며
각 파라미터는 HPS, HRSS와 와 값으로 크게 나
뉜다. 이중 앞 세 개의 파라미터는 HPS를 담당하며
 값의 쌍은 각각 (2048, 509), (2048, 677), (4096,
821)로 값은 2의 거듭제곱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은 소수 형태이다. Ternary polynomial이란 각 계수
가 –1, 0, 1로 이루어진 다항식이다. 다항식  은

각각   로 정의한다.

NTRU-HPS 키 생성 과정은 알고리즘 1로 1, 2줄
을 통해 다항식  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를 계산한다. 그 이후,   를 개인키, 를

공개키로 사용한다.

알고리즘 1에서  를 생성하는 과정은 각각
Ternary, Fixed_Type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하는데,
이는   모두를 ternary polynomial로 만들면서, 는
개의 1, 개의 -1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
다. Ternary 알고리즘은 다항식의 각 계수를 8bit의
랜덤한 bitstring으로 채운 후에, mod 3을 하여 0, 1,
2를 만들며 그 이후에 각각 0, 1, -1에 대응하는 방
식을 취한다. Fixed_Type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2에
서술한다.

NTRU-HPS 키 생성 알고리즘에 대한 단일파형 기반 전력 분석+

김규상*, 박동준*, 김희석**, 홍석희**

*,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Single Trace Side-Channel Analysis on NTRU-HPS Key Generation
Algorithm

GyuSang Kim*, DongJun Park*, HeeSeok Kim**, Seokhie Hong**

*, **Korea University (Graduate, Professor)

요 약

NTRU는 가장 오래된 격자 기반 암호로써 많은 공격에 저항하며 NIST가 현재 진행
중인 미연방 표준 양자 내성 암호 공모전 3라운드에 올라온 암호이다. 암호 연산 중간에
발생하는 물리적 정보의 누출을 이용하여 비밀정보를 알아내는 부채널 분석에 대한 안
전성도 고려해야 하며 NIST가 공모전 3라운드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채널 분석으로 지
정했다. 본 논문은 NTRU 알고리즘의 NTRU-HPS 파라미터에서 중간값 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한 단일파형 전력 분석 공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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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1. NTRU Keygen
입력:   

출력:   (개인키와 공개키 쌍)
1. ← 

2.  ←_Typeseedg 

3. ←mod 

4.  ←∙∙ mod 

5. ←mod 

6. ←mod 

7. Return  

알고리즘 2. Fixed_Type
입력: ∙길이의 bit string

출력: Polynomial (q/16-1개의 1, q/16-1개의 2)
1. Set        (length  = )
2. While 

2-1.     　
  



      ,  

2-2. End
3. While 

3-1.   
 　

  



      ,  

3-2. End
4. While 

4-1.     　
  



      ,  

4-2. End
5. Sort    //Call crypto_sort in Ref C-code
6.  

7. While 

7-1.     
mod  ,  

7-2. End
8. Return 

알고리즘 2에서는 2, 3, 4번 줄을 통해 배열에

개의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임의의 수,

개의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임의의 수, 그 뒤

자리에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임의의 수들로 채운

다. 그 이후, 5번 줄을 통해 배열을 정렬하게 되며,

7번 줄을 통해 의 모든 수를 4로 나누어 내부에

개의 1, 개의 2, 나머지는 0을 임의의

위치에 배치하게 된다. 후에 ternary polynomial로

사용하기 위해 2를 –1로 대응하여 사용한다.

2.2 키 생성 알고리즘의 단일파형 기반

전력 분석

키 생성 알고리즘이 진행됨에 따라 비밀정보가 누

출된다면 이를 종합하여 개인키에 관련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키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밀정보

를 생성하는 과정은 최대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단

일파형 기반 전력 분석이 적절하다.

프로시저 1. crypto_Sort
인수: int32_t *x(길이 : m), long long m

프로시저 종료 후: x가 정렬된 상태
1. long top, p, q, r, i;
2. top = 1; while(top < m – top) top += top;
3. for(p = top; p > 0; p >>=1){
4.   for(i=0; i < m – p; ++i)
5.     if(!(i & p))
6.       int32_MINMAX(x[i],x[i+p]);
7.   i=0;
8.   for(q=top; q > p; q>>=1){
9.     for(;i < m - q ; ++i){
10       if(!(i & p)){
11         int32_t a = x[i+p];
12         for(r=q; r > p; r>>=1)
13           int32_MINMAX(a,x[i+r]);
14         x[i+p] = a;
15       }
16     }
17   }
18 }

프로시저 2. int32_MINMAX
인수: int32_t a,b

프로시저 종료 후: int32_t a,b (a≦b)
1. int32_t ab = b ^ a;
2. int32_t c = b - a;
3. c ^= ab & (c ^ b);
4. c >>= 31;
5. c &= ab;
6. a^=c;
7. b^=c;

III. NTRU-HPS 키 생성 알고리즘

단일 전력 분석 공격

3.1 Fixed_Type 단일 전력 분석 공격

본 장에서는 중간값 를 생성하는 Fixed_Type 알
고리즘을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알고리
즘 2에서 5번 줄을 부르기 전까지는 의 각 요소에
대한 4로 나눈 나머지를 알 수 있다. NTRU
reference C-code[3]에서 5번 줄은 crypto_sort를 배
열 와 길이 로 호출한다. 프로시저 1에서 6번,
13번 줄을 통해 int32_MINMAX를 호출하는데 해당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과정에서는 배열x 내부의 값과
상관없이 x의 index의 순서쌍(6번 줄: (i, i+p), 13번
줄: (i+p, i+r))이 항상 같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int32_MINMAX(x[0],x[256])을 호출한 후,
int32_MINMAX(x[0],x[128])을 호출하는 경우, x[0]
이 x[256]보다 커서 swap이 된 경우와 x[0]가 x[256]
보다 작아 swap이 되지 않는 경우 모두 파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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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32_MINMAX(x[0],x[128])을 호출하는 시점은 언
제나 동일하다. 만약, int32_MINMAX의 swap 여부
를 알 수 있다면, x 내부의 값이 바뀌는 부분을 알
수 있으므로 기존 배열 가 정렬 후 각 원소가 어떤
위치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초기
에 의 각 요소를 4로 나눈 나머지의 위치를 알고
있었으므로 정렬 후 각 원소의 4로 나눈 나머지를
알 수 있으며 이는 알고리즘 2의 7번 줄을 통해 생
성된 의 값을 알 수 있게 되며 이는 알고리즘 1의
에 해당한다.

3.2 int32_MINMAX 전력 분석 공격

본 장에서는 Fixed_Type 단일 전력 분석 공격과
정에서 나오는 int32_MINMAX 내부에 swap 여부
를 알 방법을 제시한다. 프로시저 1에서는 m=508 기
준으로 6번 줄을 통해 총 2272번, 13번 줄을 통해서
는 7393번 호출한다. 프로시저 2에서 4번 줄에서의
연산 이후의 c는 0 또는 –1만 가능하므로 c가 –1
인 경우, 5번 줄을 통해 c는 a^b가 되며 6, 7번 줄을
통해 swap이 되며 4번 줄에서의 연산 이후의 c가 0
이었다면, 5번 줄에서의 연산 이후에도 c는 0이므로
6, 7번 줄을 통해 a, b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프
로시저 2에서 4번 줄에서의 연산을 통해 바뀌는 c에
따라 swap여부가 판단됨을 알 수 있고, 바뀌는 값은
0 또는 –1로 해밍웨이트가 각각 0, 32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파형에서도 큰 차이가 날 것이며
k-means 알고리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3 키 복구 과정

본 장에서는 3.1장에서 얻은 를 활용하여 개인키
를 생성하는 과정 및 개인키 전부를 복원하는 과정

에 대해서 알아본다. 알고리즘 1에서 얻는 공개키 

는 알 수 있는 값이며, 알고리즘 1의 4번 줄에 의해
서  ∙∙  mod  이므로   ∙∙

mod  를 계산하면 가 복구 가능하며  

로  또한 복구할 수 있다. 남은 개인키 역시
  mod  와   mod   를 계산해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키 전부를 복구할 수 있음
을 확인했다.

IV. 실험

4.1 실험 환경 소개

본 실험에서 사용한 Parameter set은
ntruhps2048509로 NTRU-HPS이며 값은 509, 값
은 2048을 사용한다. 실험에 사용한 장비는
STM32F415 타겟 보드 위에서 LeCroy
waverunner8104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7.37의 동작 주파수로 계산하는 동안 250
 샘플링으로 전력 파형을 수집했다. 저주파 통
과 필터와 dwt(Harr wavelet)을 이용한 4차 압축한
파형을 사용하였다.

4.2 Fixed_Type 단일 전력 분석 실험

본 실험에서 얻은 알고리즘 2의 전체 파형은 그림
1과 같다. 이는 알고리즘 2에서 실제 Reference
C-code에서는 배열 의 모든 요소에 랜덤 값에 4를
곱한 값을 넣는 과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알고리즘
2의 2, 3줄에 나오는 개의 1, 개의 2를
더하는 과정이 뒤이어 나오기 때문에 알고리즘 2의

그림 1 Fixed_Type 전체 파형

그림 2 Fixed_Type 앞 그림 3 Fixed_Type 앞 그림 4 Fixed_Type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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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파형의 앞부분은 그림 2, 그림 3 순서로 진행되
게 된다. 또한 랜덤 값에 4를 곱한 값을 넣는 과정은
실제 반복문에서는 508/4=127번만 반복하기 때문에
127번의 반복되는 파형을 그림 2에서 확인 가능하며,
1을 127번, 2를 127번 더하는 과정을 그림 3에서 차
례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알고리즘 2의 7번 줄을
통해 를 생성하는 508번의 반복 파형까지 그림 4를
통해서 확인한다면, 그림 1에서 그림 2, 3, 4에서 나
오는 파형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의 파형은 프로
시저 1에서의 파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프로시저 1에서 p에 따라 5번 줄의 if문을
통과하는 구간이 달라지며 이는 파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가 128이라면, ≦ ,
≦ 와 같이 총 두 개의 큰 부분에서 프로시
저 1의 6번 줄을 호출하며, p가 64라면,
≦  ≦  ≦  ≦ 와 같이
총 네 개의 큰 부분에서 프로시저 1의 6번 줄을 호
출하며 그림 5, 6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프로시저1 4∼6번줄 p=128 그림 6 프로시저1 4∼6번줄 p=64

그림 7 프로시저 1 6번줄 그림 8 (그림 7 색칠)

그림 9 프로시저 1 13번줄 그림 10 (그림 9 색칠)

위의 과정과 정렬 알고리즘을 통해 프로시저 1에
서의 6번 줄을 통해 호출한 프로시저 2의 파형 2272
개를 모은다면, 그림 7과 같이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개의 파형 그룹이 생긴다. 파형에서 차이가 극심한
부분을 Point of interest 점들로 잡아 2-means
clustering algorithm을 돌려보면 그림 8과 같이 두
개의 그룹으로 극명하게 갈림을 알 수 있다. 변화가
적은 파란색 부분을 swap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며
프로시저 1의 13번 줄을 통해 호출한 프로시저 2의
파형 7393개를 모으면, 그림 9와 같이 극명하게 갈리

는 두 개의 파형 그룹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2-means clustering algorithm을 이
용하여 그림 10과 같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마
찬가지로 변화가 적은 파란색 부분을 swap이 일어나
지 않은 부분이라 를 복구하면, 가 쉽게 복구된다.

V.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NTRU-HPS 키 생성 알고리즘 내
부 Fixed_Type 알고리즘의 단일파형 기반 전력 분석
공격을 제시하며 이를 실험으로 입증하였다. 비록 한
쌍의 키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만 시행하는 key
generation 알고리즘이지만 이에 대한 전력 정보가
누출된다면 본 논문에서와 같이 개인키에 관한 정보
가 노출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단일파형 기반 전력 분석 공
격에 대한 대응책을 후속 연구 방향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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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가 시작된 이후, 빅데이터에 관
련된 기술이 많은 각광을 받고있다. 이 기술은 다
양한 분야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
로 하는데,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클라우드 서비
스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클라우드 서버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 때문에 데
이터에 대한 보안성, 기밀성 등에 대한 우려가 높
아지고 있다.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이 될 경우 주요 데이터, 혹은 개
인정보 등을 유출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공격자가 클라우드 서버
를 공격하여 기업의 기밀 데이터나 개인 데이터 
등을 습득한 후 조작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실제로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는 매 년 증가하고 있으

며, 이와 같은 이유로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하
는 방안 또한 중요시 되고있다.

II.  관련 연구
2.1 동형 암호(HE, Homomorphic Encryption) 

[1]
동형 암호란 암호화된 데이터 대하여 덧셈과 

곱셈의 연산을 가능하게 해주어 메시지의 구조를 
보호하는 암호이다. 동형 암호는 다른 암호와 같
이 Gen, Enc, 그리고 Dec의 세 가지의 주요한 함
수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각각 키생성, 암호화, 그
리고 복호화의 기능을 하며 동형 암호의 평가를 
담당하는 Eval 함수 또한 가지고 있다. 우리가 평
문 메시지{ mi }, 그에 대응하는 암호문 메시지 { 
ci }, 그리고 회로 C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C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암호화된 아웃소싱 데이터에 대한 기술 동향
김원웅*, 강예준*, 이승빈*, 임세진*, 김현지**, 박재훈**, 서화정***†

*한성대학교 (대학생)
**한성대학교 (대학원생)

***한성대학교 (교수)

Trends of techniques for encrypted outsourcing-data
Won-Woong Kim*, Ye-Jun Kang*, Seung-Bin Lee*, Se-jin Lim*, Jae-Hun Park**, Hyun-Ji 

Kim**, Hwa-Jeong Seo***†

 *Hansung University (Undergraduate student)
**Korea University (Graduate student)

***Korea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최근 빅데이터에 관련된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있
어 보안성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러한 빅데이터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법들의 최신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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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sk, Eval(pk, C, c1, …, cn)) = C(m1, …, mn)

동형 암호의 대부분은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다. 
Paillier 암호 시스템과 같이 오직 1개의 연산만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을 부분 동형 암호(PHE, 
Partial Homomorphic Encryption)라고 한다.

이러한 연산의 종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준동형 암호(SHE, Somewhat 
Homomorphic Encryption)이다[2]. 준동형 암호
의Enc 함수에서는 평문을 암호화를 하는 과정에
서 잡음이라고 불리는 m 값이 추가가 되고 암호
문에 약간의 잡음이 생기게 된다. 이때 이 잡음값
이 임계값보다 작게되면 Dec 함수는 올바르게 작
동하게 된다. 이 임계값은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
해 수행될 수 있는 연산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된
다. 만약 객체가 노이즈를 줄이기를 원한다면, 암
호화와 복호화에 비밀키인 sk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비밀키없이 잡음을 
줄이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문제는 2009년 Gentry에 의해 설계된 완전
동형암호(FHE,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에 의해서 해결된다[3]. 완전 동형 암호는 임의의 
깊이를 가진 회로를 지원하는 동형 암호 방식이
다. Gentry는 임의의 깊이의 연산을 다루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소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에서는 비밀키 sk에 대한 접근이 없
이 노이즈의 양을 줄였다. 그러나 완전 동형 암호
는 굉장히 많은 양의 계산 비용이 들었고 프로세
스의 성능 또한 저하되었다. 이러한 한계때문에 
완전 동형 암호는 실용적이지 못하게 되었다.[3].

수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형 암호는 몇 가
지 제약사항을 가지게 된다. 첫 번째로는 메시지 
공간이다. 거의 모든 동형 암호가 정수 상에서 작
동한다. 그러므로 데이터를 암호화 하기전에 정수
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제약사
항은 잡음과 관련이 있다. 각 연산 후에는 암호문 
상에서의 잡음이 증가하게 된다. 곱셈 연산은 덧
셈 연산보다 더 많은 잡음을 증가시키게 된다. 우
리는 항상 미리 정의된 임계값 보다 더 적은 잡음
값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제약
사항은 나눗셈의 부재이다. 요약하자면, 오직 제
한된 수만큼의 덧셈과 곱셈만이 암호화된 데이터
를 가공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신경망에서의 
활성 함수와 같은 복잡한 함수들 동형 암호와 함
께 사용되지 못한다. 

2.2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1]

합성곱 신경망은 딥러닝 모델중 하나로써 이미
지 데이터 학습에 주로 사용된다. CNN에는 각 계
층마다 뉴런들이 존재하며 각 뉴런은 입력값을 
가지고있고, 입력값을 이용해 함수를  계산한 후 
출력값으로 함수의 결과값을 사용한다. 이 함수의 
구조는 뉴런이 속한 계층에 의존한다. 첫 계층인 
입력 계층과 마지막 계층인 출력 계층, 그리고 중
간에 있는 최소 한 개 이상의 은닉층이 존재한다. 
피드-포워드 방식의 신경망에서 각 뉴런들은 다
음 계층의 뉴런들로의 가중치를 지니고 있다. 이
러한 가중치를 더 나은 방향으로 학습하여 분류 
및 회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10].

2.3 Fuzzy 인증[8]
생체정보를 인증하는 과정에는 Noise가 존재하

며 본인거부 에러(FRR)와 오인식 에러(FAR)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증받을 정보와 등록된 생체정
보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Fuzzy 
인증기법은 적당한 거리함수를 사용하여 
Template정보와 인증 대상 정보 사이의 유사도 
분석결과를 도출한다. 이때 유사도 결과는 일치, 
대략 일치, 대략 불일치, 불일치로 나뉜다[6].

2.4 함수 암호
보통의 공개키 암호는 평문을 공개키로 암호화

하고 개인키로 복호화하여 평문을 얻어내는 과정
을 거친다. 하지만 함수암호에서는 평문을 공개키
로 암호화하고 복호화 하지 않은 상태로 함수값
만을 따로 얻어낼 수 있다. 따라서 함수암호는 정
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하고 있다[7].

III.  본론
3.1 CryptoDL[1]
합성곱 신경망 내에서 동형 암호의 제약사항을 

지닌 채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뉴런 내에 있는 연산에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은
닉층 내에 있는 모든 뉴런들의 연산은 덧셈과 곱
셈으로 이루어져야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하여 연
산이 수행될 수 있다. 동형 암호내에서 활성함수
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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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하여 동형 암호와 
호환 가능한 대체 함수를 찾아야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생각은, 동
형 암호 내에서 호환불가능한 함수를 호환 가능
한 형태의 함수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CNN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은 덧셈과 곱셈만을 수행하는 다
항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
다. 그러므로, 활성 함수를 암호화된 데이터를 연
산할 수 있는 다항식으로 변형하여, 암호화된 데
이터를 연산하는 곳에 대체시킬 것이다. CNN에
서 주로 사용되는 활성함수인 ReLU, Sigmoid, 그
리고 Tanh에 대하여 근사 다항식을 조사하고 각
각 활성화 함수에 가장 근접한 것을 선택한다.

고차다항식을 사용하게 되면 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게 되고 훈련 모델에 있어서 더 좋은 성능
을 갖게된다. 그러나, 암호화된 데이터에 있어서 
고차다항식은 매우 느린 연산 속도를 가지게 된
다. 그러므로 동형 암호에 있어서 사용되는 다항
식은 실용성을 위해서는 저차다항식을 사용해야 
된다. 따라서 다항식의 차수와 모델의 성능 사이
의 적절한 수치를 찾아서 가능한 가장 낮은 차수
의 다항식을 사용한다.

ReLU에 대응하는 적절한 다항식을 찾기 위하
여 Numerical Method, Taylor Method, 
Standard Chebyshev, Modified Chebyshev 등의 
다항식을 사용하였을 때 오류 계산과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각각 
56.87%, 40.28%, 68.98%, 그리고 88.53%의 정
확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에 대한 유
도 함수를 고려하는 접근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ReLU의 유도함수는 0에서 미분할 수 없는 함수
이다. 만약 ReLU의 유도함수가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한 형태라면 좀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게 된
다. 그래서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하며 ReLU의 유
도함수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Sigmoid 함
수를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98.52%의 정확도를 
지니게 된다. 또한 가능한 낮은 차수의 다항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2차, 또는 3차 다항식에서만 실
행을 하였다. Sigmoid함수와 Tanh함수에서는 
Chebyshev 다항식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활성 함수인 ReLU, Sigmoid, 그리고 
Tanh를 사용하였을 때는 각각 99.56%, 98.85%, 
그리고 97.27%의 정확도가 나왔고, 각각의 활성 
함수를 대체한 다항식을 사용하였을 때는 
99.52%, 98.94%, 그리고 98.15%의 정확도가 
측정되었다. 따라서 정확도 측면에서는 대체 다
항식을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게된다.

3.2 함수암호를 이용한 인증정보 보호기술[8]
함수암호를 이용한 인증기법은 사전단계, 등록

단계, 인증단계로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또
한 난수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없는 디바이스에 
관한 프로토콜을 제안하며 난수를 안전하게 저장
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먼저 사전단계에서는 인증 시스템에 사용하게 
될 파라미터, 군G, 소수p, 생성원 g를 설정한다. 
또한 마스터 공개키 mpk와 마스터 비밀키 msk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등록 단계에서는 사용자 A에 대하여 
인증정보 X를 추출하고 난수 r을 선택한 후  rX, 
XA를 생성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신분 정보를 나
타내는 ID를 포함하여 안전한 채널을 통해 서버
에 (IDA, rX, gr, XA)를 전달한다. 서는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Keygen 알고리즘을 통해 skf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인증단계에서는 요청단계와 검증단
계 두 가지로 단계가 나뉘어져 있다. 요청단계에
서는 사용자는 자신의 ID를 서버에 송신하게 되
면, 서버는 난수 t를 생성하여 해당 ID에 해당하
는 gr을 이용하여 grt를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전달
하게 된다. 사용자는 해당값을 이용하여 인증정
보 Y를 추출한 후 난수 k를 선택하고 Ct, 그리고 
YA를 생성하여 서버에게 보내게 된다. 서버는 전
달받은 값을 이용하여 검증단계를 거치게 된다. 
검증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인증요청 시에 검증의 
효율성을 위하여 검증테이블을 사용한다. 검증테
이블에서는 인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계값을 
설정한 뒤 거리함수 값이 0과 임계값 사이의 값
을 만족한다면 성공적으로 인증이 완료된다.

만약 난수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Trust 
Zone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인증
단계에서의 grt를 수신하는 과정을 제외하여 설계
하여 효율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증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함수 암
호를 사용하며 Discrete Logarithm Proble과 
Diffie-Hellman Problem의 어려움에 기반을 두
고있기 때문에 반복공격, 위장공격, 비밀키 노출
에 있어서 안정성을 보장한다.

본 프로토콜 에서는 지수연산과 
multi-exponentiation 연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Straus의 Multi-exponentiation 알고리즘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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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게 된다[9].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당 알고리즘의 인증
요청단계에서의 지수승 연산 횟수를 계산하면 
User는 2+l번의 연산과 Server에서는 3+l번의 
연산 횟수가 소요된다.

IV.  결론
최근 빅데이터가 주목 받음에 따라 데이터를 효
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암호화 기술들
을 적용한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안정성을 유
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
를 보호하기 위한 기법이니 만큼 효율적인 기법
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Acknowledgement
이 성과는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20R1F1A1048478)

[참고문헌]
[1] Hesamifard, Ehsan, Hassan Takabi, and 

Mehdi Ghasemi. “Cryptodl: Deep neural 
networks over encrypted data.” arXiv 
preprint arXiv:1711.05189 (2017).

[2] R. RIVEST, L. ADLEMAN, 
M.DERTOUZOS, On data banks and privacy 
homomorphisms. In Foundations on Secure 
Computation, Academia Press (1978), pp. 
169-179.

[3] C. GENTRY, A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Scheme. PhD thesis, Stanford, 
CA, USA, 2009. AAI3382729.

[4] N. DOWLIN, R. GILAD-BACHRACH, K. 
LAINE, K. L. M. NAEHRIG, J. WERNSING, 
Cryptonets: Applying neural networks to 
encrypted data with high throughput and 
accuracy. Tech. Rep. MSR-TR-2016-3, 
2016

[5] T. sHORTELL, A. Shokoufandeh, Secure 
signal processing using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In Advanced Concepts for 

Intelligent Vision Systems -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ACIVS, Catania, 
Italy, October 26-29, Proceedings (2015), 
pp. 93-104.

[6] Fuchun Guo. Willy Susilo anc Yi Mu. 
“Distance-Based Encryption: How to 
Embed Fuzziness in Biometric-Based 
Encryption” IEE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forensics and security. vol. 11. 
no. 2. pp. 247-257. Feb. 2016.

[7] Boneh D., Sahai A., Waters B. (2011) 
Functional Encryption: Definitions and 
Challenges In: Ishai Y. (eds) Theory of 
CRYPTOGRAPHY. TCC 2011.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 6597. 
Springer, Berlin, Heidelberg

[8] 박동희; 박영호. 함수암호를 이용한 인증정보 
Template 보호 기술.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9, 29.6: 1319-1326.

[9] Moller B. (2001) Algorithms for 
Multi-exponentiation. In: Vaudenay S., 
YYoussef A.M. (eds) Selected Areas in 
Cryptography. SAC 2001.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 2259. Springer, 
Berlin, Heidelberg

[10] 김현지; 서화정. IoT 보안 위협에 대한 딥러
닝 기반의 탐지 동향.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0, 27.2: 862-865.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531



I. 서론

기존에 사용 중인 공개키 암호화 및 전자 서명 방
식은 소인수 분해 문제의 어려움 (Integer
factorization problem) 혹은 이산 로그 문제의 어려
움 (Discrete logarithm problem) 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컴퓨터가 개발되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Shor’s Algorithm [1] 에 의해 위 두 문제가 모두 다
항시간에 해결되어, 현재 사용 중인 공개키 암호화
및 전자 서명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도 안전한 공개키 암호인
양자 내성 암호 (post-quantum cryptography, PQC)
가 필요해졌고, NIST에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PQC 표준화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PQC 표준화 공모전은 현재 round 3이 진행 중이
며, round 3에는 키 교환 알고리즘 Classic McEliece
[2], CRYSTALS-Kyber [3] , NTRU [4] , Saber [5]
4종 전자 서명 알고리즘 CRYSTALS-Dilithium [6],
Falcon [7] , Rainbow [8] 3종으로 총 7종의 후보 알

* 본 연구는 고려대 암호기술 특화연구센터를 통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고리즘이 있다. 위 7종의 후보들은 기반 문제에 따라
크게 코드 기반 (Code-based) , 격자 기반 (Lattice-
based) , 다변수 이차식 기반 (Multivariate-based)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코드 기반에는 Classic
McEliece 1종, 다변수 이차식 기반에는 Rainbow 1종
이 있고 CRYSTALS-Kyber, NTRU, Saber,
CRYSTALS-Dilithium,. Falcon 5종은 모두 격자 기
반 암호이다.

한편, PQC 표준화 공모전 round 2에서의 주요 지
표는 알고리즘들의 성능이었다. 해당 지표는 PC 환
경에서 성능 분석이 대부분이며 AVX2
implementation과 같이 PC 환경에서의 최적화 구현
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 하지만, 경량 환경에서의 성
능 분석 지표는 부족한 상황이며 round 3는 현재 부
족했던 경량 환경에서의 성능 분석 및 최적화 구현
에 관련된 연구와 핵심 연산들을 하드웨어로 대체하
여 고속화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량 환경에서의 최적화 구현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개발을 위해 round 3 후
보 알고리즘 7종의 reference implementation을
VS2017의 성능 프로파일링을 이용하여 성능 분석을
진행하고 알고리즘별 핵심 연산들을 구분한다.

VS2017의 성능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NIST PQC Round 3
암호의 성능 분석*

이명훈*, 박동준*, 홍석희**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고려대학교 (교수)

Performance analysis of NIST PQC Round 3 candidates
by using VS2017 profiling

MyeongHoon Lee*, Dongjun Park*, Seokhie Hong**

*Korea University(Graduate student) **Korea University(Professor)

요 약

공개키 암호화 및 전자 서명 방식의 안전성은 소인수 분해 문제의 어려움 혹은 이산
로그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하고 있지만, 양자컴퓨터가 개발되면 Shor’s Algorithm에 의
해 위 두 문제가 다항시간에 해결되어 기존에 사용중인 공개키 암호화 및 전자 서명 방
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NIST에서는 양자 내성 암호 표준화 공모전을 진행 중이며
현재 round 3에 Classic McEliece, CRYSTALS-Kyber, NTRU, Saber 4종의 키 교환 알
고리즘과 CRYSTALS-Dilithium, Falcon, Rainbow 3종의 전자 서명 알고리즘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연구들은 경량 환경에서의 성능 분석 및 최적화
구현에 관련된 연구와 핵심 연산들을 하드웨어로 대체하여 고속화하는 연구이다. 본 논
문에서는 경량 환경에서의 최적화 구현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개발을 위해
round 3 후보 알고리즘 7종의 reference implementation을 Microsoft Visual Studio 2017
(VS2017) 의 성능 프로파일링을 이용하여 성능 분석을 진행하고 알고리즘별 핵심 연산
들을 구분하며 향후 최적화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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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PQC
표준화 공모전 round 3 후보 알고리즘 7종과
VS2017 성능 프로파일링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3
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통해 후보 알고리즘별 핵심
연산을 구분한다. 4장에서는 결론 및 알고리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II. 배경 지식

본 장에서는 PQC 표준화 공모전 round 3 후보 알
고리즘 7종에 대한 설명과 실험에 사용된 VS2017
성능 프로파일링에 대해 소개한다.

2.1 Round 3 알고리즘 7종

Round 3 알고리즘 7종은 키 교환 알고리즘 4종과
전자 서명 알고리즘 3종으로 구분된다.

우선 4종의 키 교환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Ÿ McEliece : 이항 고파코드를 사용하며 선형 코드
를 올바르게 디코딩 하는 것의 어려움에 기반하
는 코드 기반 암호이다. 키 교환 알고리즘이며 공
개키 크기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Ÿ Kyber : 격자 기반 암호이며 LWE (Learning
With Errors) 문제에 대수적 구조를 더한 MLWE
(Module-LWE) 의 어려움에 기반한다. 키 교환
알고리즘이며 키 생성과 암복호화 과정이 빠르다.

Ÿ NTRU : 격자 기반 암호이며 주어진 다항식을
작은 계수의 다항식 2개의 나눗셈으로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에 기반한다. 키 교환 알고리즘이며
1996년에 제안돼 다른 격자 기반 암호에 비해 오
랜 시간 암호학적으로 안전함이 검증되었다.

Ÿ Saber : 격자 기반 암호이며 LWR (Learning
With Rounding) 문제에 대수적 구조를 더한
MLWR (Module-LWR) 의 어려움에 기반한다.
키 교환 알고리즘이며 LWE기반 알고리즘에 비해
요구되는 연산량이 적은 알고리즘이다.

다음은 3종의 전자 서명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Ÿ Dilithium : 격자 기반 암호이며 Kyber와 마찬가
지로 MLWE의 어려움에 기반한다. 전자 서명 알
고리즘이며 Fiat-Shamir with abort방식을 사용
하며 단순한 구현이 가능하고 키 생성, 서명, 검
증과정이 빠르다.

Ÿ Falcon : 격자 기반 암호이며 NTRU격자 위에서
의 SIS (Short Integer Solution)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하고 있다. 전자 서명 알고리즘이며 hash-
and-sign방식을 사용하며 다른 두 서명 알고리즘
에 비해 공개키와 서명 값의 크기 합이 작다.

Ÿ Rainbow : 다변수 이차식 기반 암호이며 UOV
(Unbalanced Oil and Vinegar)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한다. 전자 서명 알고리즘이며 공개키 크기는
크지만 서명의 크기가 작다.

2.2 VS2017 성능 프로파일링

VS2017 성능 프로파일링은 VS2017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링 및 진단도구로 CPU 사용량 분석, 메모리
사용량 측정, 함수별 소요시간, 호출트리 등을 확인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기능은 계측을 통한
함수별 소요시간을 확인하는 프로파일링 기능이다.

III.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알고리즘 7종의 VS2017 성능 프로파
일링을 통한 알고리즘별 내부 함수의 연산 비율을
분석한다.

실험에 사용된 PC의 CPU는 Intel(R) Core(TM)
i7-8700K @ 3.70GHz이며, 운영체제는 Windows 10
Enterprise이고 컴파일러는 Microsoft Visual Studio
2017을 사용했다. 디버깅 옵션은 사용하지 않고 최적
화 옵션은 O2를 사용했다.

실험에 사용된 코드는 NIST PQC round 3에 올라
온 reference implementation이며 사용한 파라미터는
NIST security category I 기준이다. Dilithium에 대
해서는 category I 기준의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아
category II 기준 파라미터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는 표 1부터 표 7까지 총 7개의 표로 나
타냈다. 알고리즘은 프로파일링 한 알고리즘을 의미
하며 과정은 키 생성, 암호화(서명), 복호화(검증) 과
정을 의미한다. 내부 함수는 각 과정에서 연산량이
많은 내부 함수들을 의미하며 비율1은 내부 함수들
의 연산량이 전체 알고리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
타내며, 비율2는 과정들의 연산량이 전체 알고리즘에
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모든 비율의 단위는
퍼센트이다.

3.1 Classic McEliece

알고리즘 과정 내부 함수 비율1 비율2 합

Classic
McEliece

키
생
성

공개키 pk_gen 90.37 90.37

96.56

100
개인키

controlbitsfrom
permutation

4.44

6.19
genpoly_gen 1.71

shake 0.04

암호화 encrypt 0.05 0.05

복호화 decrypt 3.39 3.39

표 1 Classic McEliece 프로파일링 결과

표 1 은 Classic McEliece의 성능 프로파일링 결
과이다. 전체 과정중 키 생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96.56 퍼센트로 암호화, 복호화 과정에 비해 압도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중, 공개키 생성 과
정인 pk_gen 함수의 비중이 대부분인데 pk_gen 함
수는 개인키를 rref형태로 만드는 연산을 수행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 사용한 파라미터는 non-f 파라미
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측정된 경향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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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yber

알고리즘 과정 내부 함수 비율1 비율2 합

Kyber

키
생
성

공개키
gen_a 2.6

21.61

24.86

100

montgomery 19.01

개인키
getnoise_eta 2.51

3.25
ntt 0.74

암호화

gen_a 1.9

31.45
montgomery 27.56

getnoise_eta 1.61

ntt 0.38

복호화
indcpa_enc 34.63

43.69
montgomery 9.06

표 2 Kyber 프로파일링 결과

표 2 는 Kyber의 성능 프로파일링 결과이다. 전체
과정중 복호화 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43.69 퍼센트
로 키 생성, 암호화 과정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다. 그 이유는, Kyber의 키 교환 과정 특성상 복호화
과정에서 암호화를 다시 진행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연산에서 montgomery 부분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위 함수는 행렬 곱셈을 진행하
는 함수이다. NTT를 통해 행렬 곱셈을 고속화 했지
만 전체 알고리즘에서 비중은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으로는, gen_a 와 getnoise_eta 함수로 각각 공개키
로 사용되는 행렬 A를 생성하는 gen_a와 개인키로
사용되는 벡터 s, 그리고 noise e를 생성하는
getnoise_eta의 비중이 높았다.

3.3 NTRU

알고리즘 과정 내부 함수 비율1 비율2 합

NTRU

키
생
성

공개키 Rq_mul 15.31 15.31

85.71

100

개인키
S3_inv 35.84

70.4
Rq_inv 34.56

암호화
randombytes 1.62

4.78
owcpa_enc 3.16

복호화 owcpa_dec 9.51 9.51

표 3 NTRU 프로파일링 결과

표 3 은 NTRU의 성능 프로파일링 결과이다. 전체
과정중 키 생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5.71 퍼센트로
암호화, 복호화 과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중, 개인키 생성 과정인 S3_inv,
Rq_inv 함수의 비중이 70.4 퍼센트로 높은 비율을 차
지하는데 두 연산 모두 다항식의 역원을 구하는 과
정이다. S3_inv 는 NTRU의 개인키를 구하는 과정이
며 Rq_inv는 복호화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공개키
의 역원을 구하는 과정이다.

3.4 Saber

알고리즘 과정 내부 함수 비율1 비율2 합

Saber

키
생
성

공개키

randombytes 3.73

24.65
26.27

100

poly_mul 17.85

shake128 3.07

개인키 GenSecret 1.62 1.62

암호화

shake128 2.72

31.39poly_mul 27.19

GenSecret 1.48

복호화
indcpa_enc 32.6

42.34
poly_mul 9.74

표 4 Saber 프로파일링 결과

표 4 는 Saber의 성능 프로파일링 결과이다. 전체
과정중 복호화 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42.34 퍼센트
로 키 생성, 암호화 과정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다. 그 이유는, Saber의 키 교환 과정 특성상 복호화
과정에서 암호화를 다시 진행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연산에서 poly_mul 부분의 비
중이 가장 높은데 위 함수는 행렬 곱셈을 진행하는
함수이다. Karatsuba 알고리즘을 통해 행렬 곱셈을
고속화 했지만 전체 알고리즘에서 비중은 가장 높았
다. 그 다음으로는, shake128 함수로 공개키 행렬 A
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함수이다.

3.5 Dilithium

알고리즘 과정 내부 함수 비율1 비율2 합

Dilithium

키
생
성

공개키
poly_uniform 14.07

16.65
20.61

100

montgomery 2.58

개인키
uniform_eta 2.56

3.96
ntt 1.4

서명
poly_uniform 14.24

55.7montgomery 23.16
shake256 18.3

검증
poly_uniform 14.07

23.69montgomery 5.36
shake256 4.26

표 5 Dilithium 프로파일링 결과

표 5 는 Dilithium의 성능 프로파일링 결과이다.
전체 과정중 서명 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55.7 퍼센
트로 키 생성, 검증 과정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다. 그 이유는 Dilithium 알고리즘의 특성상 올바른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반복해야하는 서명 과정이 평
균 4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shake256 함수의 비중
과 행렬 곱셈을 수행하는 montgomery 의 비중이 높
다. 또한, Dilithium 알고리즘은 기본 파라미터 크기
가 크기 때문에 공개키로 사용되는 행렬 A를 생성하
는 과정인 poly_uniform의 비중도 높은데 이 함수도
shake256 함수를 이용한다. 따라서, 전체로 보면
shake256 함수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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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Falcon

알고리즘 과정 내부 함수 비율1 비율2 합

Falcon

키
생
성

공개키 mq_div_12289 0.05 0.05
72.02

100

개인키 solve_NTRU 71.97 71.97

서명
do_sign_dyn 15.54

27.97
inner_FFT 12.43

검증 verify_raw 0.01 0.01

표 6 Falcon 프로파일링 결과

표 6 은 Falcon의 성능 프로파일링 결과이다. 전체
과정중 키 생성 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72.02 퍼센
트로 서명, 검증 과정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Falcon 알고리즘의 개인키 성질을 만족하
기 위해서는 NTRU equation을 만족하는 작은 크기
의 다항식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만족시
키는 키를 생성하는 함수가 solve_NTRU이다. 서명
생성 과정은 reference implementation에서는 Falcon
의 문서와 다르게 서명 과정에서 Falcon tree를 생성
하고 생성된 Falcon tree를 통해 ffsampling을 바로
진행하는 do_sign_dyn함수의 비중이 높았다. 마지막
으로, 검증과정은 다른 두 과정에 비해 매우 빠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Falcon의 주 연산은 FFT
연산으로, solve_NTRU 과정과 do_sign_dyn 과정 모
두에서 사용된다.

3.7 Rainbow

알고리즘 과정 내부 함수 비율1 비율2 합

Rainbow

키
생
성

공개키

obfuscate_l1_
polys

17.2

39.46
62.58

100

calculate_Q_
from_F_cyclic

22.26

개인키
calculate_F_
from_Q

23.12 23.12

서명

generate_secretk
ey_cyclic

32.84
33.25

rainbow_sign 0.41

검증 rainbow_verify 4.17 4.17

표 7 Rainbow 프로파일링 결과

표 7 은 Rainbow의 성능 프로파일링 결과이다.
Rainbow 알고리즘의 경우 공개키와 개인키의 크기
가 매우 큰 것이 단점인 알고리즘 이지만
Compressed Rainbow의 경우 개인키의 크기를 줄여
보다 실용화한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ompressed Rainbow의 reference implementation을
선택했다. Compressed Rainbow의 경우 개인키를 압
축한 것이기 때문에, 서명 과정에 generate
_secretkey_cyclic 과정이 추가됐다. 전체 과정중 키
생성 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62.58 퍼센트로 서명,
검증 과정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내부 함수
들의 주된 연산은 행렬 곱셈이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NIST PQC round 3에 올라온 알고
리즘 7종의 reference implementation을 VS2017의
성능 프로파일링을 이용하여 성능 분석을 진행하고
알고리즘별 핵심 연산들을 구분했다.

알고리즘별로 구체적인 핵심 연산들은 모두 다르
지만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곱셈연산, 해쉬함수의 비
중이 높았다.

경량 환경에서의 구현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
합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 연산들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고속화 구현을 진행하
면 더욱 좋은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위 결과들에 더해 메모리 사용량을 추가
로 분석하여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7종의 알고리즘
들의 성능을 정밀 분석 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분
석을 통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알고리즘들의 속도를 개선하는 추가 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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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기존 컴퓨터의 발전이 한계에 이르면서

양자컴퓨터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

존 컴퓨터와 달리 양자컴퓨터는 중첩, 얽힘 등

의 특징을 이용하여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갖

는 큐비트(qubit)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양자 알고

리즘인 Shor 알고리즘은 기존 컴퓨터를 비롯하

여 양자 컴퓨터에서도 작동된다. 이로 인해 수

학적 알고리즘의 복잡성을 이용한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타원곡선암호 등 기존의 암호

방식들을 쉽게 복호화하여 기밀성과 무결성을

파괴한다[1]. 각국에서는 양자컴퓨터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 알고리즘 및 장비와 같은 양자암호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매해 양자암호 기술의

연구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Verified Market Research 사에서

발간한 양자암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양자암호 시장은 2019년 1억 2,186만 달러(약

1,350억 원)에서 2027년 14억 5,700만 달러(약 1

조 6,112억 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5.78%씩 성장함

을 뜻한다[2].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 최근 2년간 29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책정했

고, 양자암호 기술을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3].

양자암호 기술의 시장은 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키 분배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

나 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키 분배 기술을 활

용한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국외

의 경우 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키 분배 기술

을 활용한 연구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국

내의 경우 현재 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키 분

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양자암호 기술의 발전을 위해 양

자 내성 암호와 양자 키 분배를 활용한 기술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PQC와 QKD 기술을 활용한 최신 연구 동향
한찬희*, 최여정*, 이만희**

*한남대학교 (대학원생), **한남대학교 (교수)

Latest research trends utilizing PQC and QKD technologies

Chan-Hee Han*, Yeo-jeong Choi*, Man-Hee Lee**

*Hannam University(Graduate student), **Hannam University(Professor)

요 약

기존 컴퓨터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양자컴퓨터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양

자컴퓨터는 양자물리학적 특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RSA나 ECC처럼 수학적 복잡성을 이용한 기

존의 암호 방식들을 위협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자암호 기술인 양자 내성 암호

(Post-Quantum Cryptography, PQC)와 양자 키 분배(Quantum Key Distribution, QKD)가 주목

받고 있다. 각 기술 개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외를 통틀어 두 기술을 활용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에서 연구 중인 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키 분배 기술을 활용

한 최근 2년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이후 해당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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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키 분배의 표준화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국내외 최근

2년간 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키 분배를 활용

한 연구를 소개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결론과

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키 분배를 활용한 연구

의 시사점을 요약한다.

II. 관련 연구

2.1 양자 내성 암호

양자 내성 암호는 현재 개발된 양자컴퓨터가

복호화하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들을 기반으로

하는 공개키 암호이다. 양자 내성 암호는 코드

기반 암호, 격자 기반 암호, 다변수 기반 암호,

Isogeny 기반 암호, 해시 기반 서명으로 총 5가

지 분야로 개발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NIST가 주관하여 양자 내성 암

호를 분야별로 표준화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4].

1라운드 결과, 총 69개의 양자 내성 암호 알고

리즘이 후보로 제출됐고 그 중 국내 팀은 5개

가 있다. 2라운드 결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26

개의 후보를 선정했고, 2020년 7월 Table 1. 와

같이 3라운드 진출자로 7팀과 후보자 8팀이 채

택됐다.

구분 팀명

Finalists

공개키
암호화/
키 교환

Classic
McEliece,

CRYSTALS-KY
BER, NTRU,
SABER

전자서명

CRYSTALS-DIL
ITHIUM,
FALCON,
Rainbow

Candidates

공개키
암호화/
키 교환

BIKE,
FrodoKEM,
HQC, NTRU
Prime, SIKE

전자서명
GeMSS, Picnic,
SPHINCS+

Table. 1. NIST Quantum Resistant
Cryptography Standardization 3 Round Selection
Results

최종 알고리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양자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공

격을 위한 양자컴퓨터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기

존 암호 표준화에 비해 길어질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양자 내성 암호를 활용한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20년 6월,

서울대 산업수학센터 그리고 크립토랩과 협업

하여 개발한 양자 내성 암호를 광통신 전송 장

비에 적용했다[5]. 또한 2021년 2월, 보안 전문

회사 ICTK 홀딩스와 협약하여 을지대학병원에

의료정보시스템에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했다

[6].

2.2 양자 키 분배

양자 키 분배는 양자의 물리적인 특징을 기

반으로 키를 전달하는 하드웨어 기반 프로토콜

이다. 측정 후 붕괴(Wave function collapse) 성

질, 복제 불가능 정리(No Cloning Theorem) 등

양자의 고유한 특징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확보

한다. 따라서 도청자가 중간에 관측하면 양자의

성질이 왜곡되고 수신기에 도착할 때 수신기는

양자비트 오류율(QBER)이 상승한 것으로 도청

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양자 키 분배는

다음 세 가지 순서로 구성된다.

1) 키 교환(key exchange): 큐비트는 송⦁수
신자 사이에 교환된다. 이때 양자 물리적 특성

을 이용하여 Raw Key를 생성한다. 흔히

RKE(Raw Key Exchange)로 알려져 있다.

2) 키 선별(key sifting): RKE는 키 선별을

거친다. 이때 기존의 키 채널(classical channel)

에서 송⦁수신자 사이의 전송되는 비트 중 일치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동일 길이의 sifting

key를 공유한다.

3) 키 생성(key distillation): 키 선별 시 발생

한 오류를 보정하고 키를 압축하여 도청자가

탈취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인증 과정을 거치

면 비밀 키(secret key)라고 불리는 안전한 비

트열을 생성한다.

양자 키 분배 표준화는 여러 기관에서 표준

화를 진행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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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JTC 1/SC27은 양자 키 분배 표준화

를 승인하고 ISO/IEC 23837로 지정했다[7].

2018년 9월, ITU-T SG13 회의에서 표준화가

시작됐고, KT는 양자 키 분배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을 제안하여 현재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TTA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

고 통신망 기술위원회(TC2)와 정보보호 기술위

원회(TC5)가 주관한다[8].

III. 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키 분배

기술을 활용한 연구

최근 양자 키 분배와 양자 내성 암호를 활용

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국외의 경우, IVAN B.

DJORDJEVIC[9]의 연구에서는 QCN(양자통신

네트워크)에 필요한 parity bit(오류정정 비트)

를 양자 내성 암호로 암호화했다. 기존의 양자

통신 과정의 양자 키 분배는 단일 광자 탐지기

(SPD)에서 하나의 광자를 탐지하면서 raw-key

를 생성한다. 이때 raw-key를 통해 생성되는

비밀 키의 전송 속도는 하나의 광자와 다음 광

자를 탐지할 때의 시간 간격으로 인해 제한된

다. 비밀 키 전송 속도가 제한되면 비밀 키를

저장하는 pool이 비는 경우가 생겨 양자통신에

차질이 생긴다. 또한, 기존의 통신 네트워크는

광섬유, 무선 링크 등 다양한 유형의 채널이 있

는 노드로 구성되는데 QCN은 해당 채널에 대

해 개별적으로는 검증됐지만 여러 유형의 채널

을 결합한 QCN은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

러 유형의 채널을 결합할 시, 안정성을 보증하

기 위해 양자 키 분배 기술과 양자 내성 암호

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했다. 일반적으로 양자

키 분배에서 양자 채널을 통해 raw-key가 전달

된다. 이때 키의 비트 오류를 줄이기 위해

parity bit를 전송하는 정보조정 단계에서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다. 양

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비트의 길

이가 짧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비트의 길이를

늘여주는 LDPC(Low-Density Parity-Check

Code)를 적용하여 장거리 전송에도 오류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통신

채널을 통하여 안전한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Fig 1. 와 같이 QCN의

전송 거리가 1,127km까지 확장된다.

Fig. 1. Comparison of secret key transmission
speed according to distance by quantum key
distribution type

Liu-Jun Wang[10]의 연구에서는 양자 키 분

배 장비에 양자 내성 보안을 갖춘 공개 키 기

반 구조(PKI)와 양자 내성 암호를 바탕으로 하

는 양방향 보안 인증을 구현한다. 구현 방식은

다음과 같다. 양자 키 분배 장비인 A와 B가 있

다고 가정하자. 먼저 A와 B가 서로 인증을 하

기 위해 자신의 인증서와 임의의 값을 서로 교

환한다. 다음 과정으로 인증기관의 공개키를 사

용하여 A와 B 서로에게 인증기관의 공개키가

있는지 검증한다. 이후 양자 내성 암호를 이용

하여 메시지에 해시한 값과 임의의 값을 암호

화하여 전자서명을 생성한다. 이후 다른 쪽의

검증된 공개키를 사용하여 수신된 전자서명인

지를 확인한다. 양자 내성 암호를 통한 인증을

사용하면 양자 키 분배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있는 중계기를 양자 채널이 아닌 광 채널로 대

체하여 원활한 송⦁수신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사용자들과 연결할 때마다 대칭 키를 배포하지

않고 PKI를 통해 만들어진 디지털 인증서만 신

청하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 편리성을

제공한다.

국내의 경우, 2021년 4월 KT는 양자 내성 암

호와 양자 키 분배 기술을 활용한 통신 기술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한다[11]. 이는 양자 보

안기술이 들어있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도 앱만

설치하면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

다. 양자 키 분배에서 양자암호 키를 생성하고

해당 키를 WAN을 통해 분배한다. 분배한 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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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암호키 관리 시스템(QKMS)에 저장되고

양자 내성 암호는 앱과 QKMS 간의 네트워크

구간을 암호화한다. KT에서 사용하는 양자 내

성 암호 알고리즘은 앞서 2장에 소개했던

NIST가 주관하는 표준화 알고리즘 중 유력한

선정 후보이다. 현재 알고리즘의 이름은 공개되

지 않은 상태이다.

IV. 결론 및 시사점

국내외 양자암호 기술은 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키 분배를 중심으로 연구 및 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다. 하지만 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키

분배 기술을 활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을 통해 양자 키 분배 장비에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접목하여 통신의 보안이 강

화된 것을 발견하였다[9]. 또한 양자 키 분배 장

비 간 통신 과정에서 안전한 전자서명을 만들

고 효율적인 보안 인증을 할 수 있다[10]. 하지

만 현재 나와 있는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의

표준화가 확립되지 않았고 수학적 증명을 기반

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진보된 양자

알고리즘에 의해 복호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발

견했다[9, 12]. 또한, 현재 개발된 양자컴퓨터는

상용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양자암호

의 개발 및 상용화가 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

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연구 및 개발을 하지

않으면 현재 개발된 양자암호도 더 이상 안전

하지 않다[8].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양자암호의 대표 기

술로 알려진 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키 분배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을 소개하여 양자암호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그리고 국내에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의 필요성을 제공하여 양자

암호 기술의 선진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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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들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과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두고 발생하는 프라

이버시 문제들에 대한 사회·기술적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정작,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다양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자의 권한을 갖고 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

보보호법을 이용하여,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사

용 동의를 얻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자가 동의

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남게 된다.

1.1 동형암호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

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1-0-00558,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한 국가통계 분석

시스템 개발)

동형암호 기술은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 문제

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기술이다. 이것

이 가능한 이유는 암호문 간에 연산을 가능하

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용

자와 서버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동형암호 모델

[그림 1]에서 사용자는 정해진 보안 레벨()
에 따른 매개변수()를 생성하고, 이를 바

비선형 로그 함수를 사용한 완전동형암호 기법에서
지수 분포의 최대가능도 추정†

유준수* 윤지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Exponential Distribution
in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Scheme
using Nonlinear Logarithm Function

Joon Soo Yoo* Ji Won Yoon*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요 약

암호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동형암호 기술이 있다. 동형암호는 암호문 간에

연산을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여 제삼자로부터 사용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최근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기계학습 방법론을 적용하여 데이터 분석

을 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된 데이터에 통계적인 기법을 적용해본다. 사용

하는 기법으로는 최대가능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이고, 여기서 주어

진 함수는 지수 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이다.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선형 함수

인 로그 함수를 사용하고, 이때 로그 함수는 완전동형암호 기법에 맞춰 설계한 논리 회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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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키를 생성한다(). 여기서 생성하

는 키는 사용자가 복호화할 개인키()와 공개

키()이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공개키를 이용

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임의의 한 개의 데

이터를 바이너리로 나타냈을 때를  ⋯  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각 비트

()에 대해서 LWE(Learning With Error)[1]를

기반으로 하는 동형암호 스킴을 이용하여 암호

화한다.

다음으로 서버는 ∀에 대해서

  를 만족하는 암호문   ⋯  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연산( )을 처리(evaluate,)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버가 사용자

의 키()를 받지 않고 암호문()들에 대해 연

산을 하여 를 얻게 되는데, 이를 복호화()
하면 원하는 결과  ⋯  을 얻게 되는

것이다.

기존 방식의 경우 사용자와 서버가

Diffie-Hellman 키교환 알고리즘을 통하여 개인

키()를 공유한다. 이후 서버는 사용자의 암호

문을 복호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연산( )를
수행한다. 이와 다르게 동형암호는 기존 방식과 연산을 갖고 있는 점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서버는 암호문 간의 연산 회로

(circuit)를 갖고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암호화된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목표는 [그림1] 내의  회로를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연산은 최대가능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동형

암호 스킴은 불(Boolean) 로직 게이트를 이용한

TFHE(Fast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over

the Torus) 라이브러리다[2].

1.2 문제점

서버가 암호화된 최대가능도 추정값을 반환

해주기 위해서는 두 개의 연산회로(로그 또는

거듭제곱)를 갖고 있어야 한다. 완전동형암호의

경우는 연산 숫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두개

의 연산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MLE를 구현하

면 된다. 하지만, 거듭제곱을 사용할 시에는 동

형암호 곱셈을 최대 번 수행(사용자의 입력

데이터 개수가 일 경우)해야 하므로, 속도가

상당히 저하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

는 비선형 함수인 로그를 사용하면,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MLE를 구현할 수 있다. 자세한 문

제점에 대해서 섹션3에서 설명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형암호 스킴을 바탕

으로 서버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면

서 MLE를 연산하고 이를 반환하는 방법을 설

명한다.

II. 완전동형암호, TFHE

2.1 TFHE 논리 회로 속도

TFHE 암호화 스킴은 로직 게이트를 바탕으

로 회로를 구성하는 완전동형암호이다. 또한 로

직 게이트마다 발생하는 잡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로 부트스트랩이 가능하여, Boolean 회

로 접근 방식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다.

TFHE 라이브러리는 14개의 논리 회로

(NAND, AND, OR, MUX)를 제공한다.

본 섹션에서는 TFHE 라이브러리를 기반으

로 구현한 기본 연산들 중 MLE에서 사용하는

연산들의 속도에 대해 간단히 나열한다(표1).

실행시간을 측정한 실험 환경은 AMD

Ryzen 5 3500X 6-Core 3.60 GHz, 8.0 GB

RAM이다. (각각의 연산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은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실수 체계: 고정 소수점 연산

본 논문에서는 실수 데이터를 인코딩할 시에

연산 종류 실행시간(s)
SHIFT 3e-06

2‘s complement 0.40
Large Comparison(≥) 0.55

Addition 1.06
Multiplication 22
Divison 27

[표 1] 동형암호 연산 수행시간(TFHE):

16비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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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정 소수점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입력으로

받는 데이터 길이() 8, 16, 32에 대해 최상위

비트는 부호 비트를 나타내고, 정수 부분은  , 소수 부분은 만큼 할당하여 실수를

표현하였다.

III. 동형암호 최대가능도 추정(MLE)

3.1 최대가능도 추정

최대가능도 추정은 독립 항등분포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   ⋯ 로부터 임의로 추출한

∼에 대해 최대 우도(likelihood)를 갖는 매

개변수()를 찾는 것이다. 여기서 우도( )란,
          이고,  는 의
분포에 해당하며,      ⋯  이다. 즉,

MLE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가능

성 을 최대화하는 매개변수()를 구하는 것

이 목적이다. 간단하게,

  argmax   (1)

로 표현한다.

3.2 지수 분포의 최대가능도 추정

본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지수분포를

갖는 i.i.d. 에 대해서 최대 가능도를 추정하

는 것이다. 여기서 지수 분포는 다음과 같은 분

포를 갖는다.

     ≥     (2)

따라서, 지수 분포에서의 은
          (3)

과 같이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미분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해 로그를 취한) 로그 최대가능도

(log likelihood)는 다음과 같다.

log     log     (4)

에 대해 미분을 하고, 정리하면, 최대가능도

추정 매개변수( )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5)

3.3 암호문 상에서 최대가능도 추정

암호문 상에서 주어진 데이터 에 대한 최대

가능도 추정 모델은 [그림2]와 같다.

[그림 2] 동형암호 최대가능도 추정

모델(를 줄여서 으로 표기)

사용자는 데이터     ⋯  를 암호

화하여   서버에 송신하고, 서버는 암호

화된 데이터  에 대해서   와 log  를 연산()한다. 서버는 다

음과 같이 암호화된 파라미터 값들은 연산한다.

         (5)

log   
 log     (6)

수식(5)에서 * 는 평문과 암호문의 곱셈을 뜻

하고,    는 암호화된 데이터의 덧셈 결과를

평문 1에서 나눠준 값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식(6)에서 비선형 로그를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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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로그를 다항식 근사하는 방법도 있으나,

[4]에서와 같이 암호화된 비트와 게이트를 이용

하여 정확한 로그 값을 구할 수 있다.

3.2 불 논리 회로 기반의 로그 함수

논리 회로와 비트 간의 연산들을 고려한 방

식을 이용하면, 암호화된 상태에서 정확한 로그

값을 구할 수 있다. (단, 고정소수점 방식을 채

택한 암호문 상에서만 사용 가능한 방식이다.)

[그림 3] 불 논리 회로 기반의 로그 함수

IV. 결론

4.1 실험 분석

입력 데이터 16-비트를 기준으로 10개의 임

의의 데이터의 최대가능도 추정법의 수행시간

을 측정하였다.   를 단독으로 반환하

는데 걸리는 시간은 77.624512초가 걸린다. 반

면, 최대가능도 추정값 log  를 연

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81.550927초로 측정되었

다.

log  의 수행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이유는 로그 계산이 병목으로 작용하기 때

문이다. 16-비트 로그 연산 수행시간은 226초이

다.

4.2 Open problem

불 논리 회로를 이용하여 서버가 특정 연산

회로()를 구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례

로 동형암호 뺄셈을 만드는 방법에는 2의 보수

법과 전가산기를 이용하는 것과 XOR 2개,

AND 2개, OR 1개, NOT 2개를 이용하여 뺄셈

회로를 만들 수도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밑단의 함수들에 대한 더 빠른 회로

또는 알고리즘을 찾는 것도 수행시간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동형암호 논리 회로 내에서 병렬 컴퓨

팅을 이용하면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일례로 본 실험에서 10개의 데이터에 대해 한

개씩 더하였지만, 각각을 더하는 병렬 컴퓨팅

방식을 이용한다면 수행시간을 로그 스케일로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수 분포만을 다

뤘지만, 정규 분포, 포아송 분포, 이항 분포 등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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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들어, 데이터 분석 기술은 나날이 발전

하는 반면,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방책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대응 기술

중 하나로 동형암호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동

형암호가 양자 내성 암호로 높은 수준의 보안

[1]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동형암호가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좋은 기

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연산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따

라서, 최근 연구들[2, 3, 4] 중에는 이런 동형암

호의 느린 연산 속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

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병목 구간을 우회하는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

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1-0-00558,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한 국가통계 분석

시스템 개발)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형암호에서 해결해

야 하는 문제점인 속도에 대해서 병렬 컴퓨팅

관점에서 접근한다. 구체적으로, 동형암호 스킴

중에서 부울 회로 기반의 TFHE(Fast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over the Torus)[2]

에 접근하여 이 중 한 가지 예로 암호화된 동

치 연산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동형암호 개요

동형암호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평문 상에

서의 덧셈과 곱셈을 암호문 상으로 옮겨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문 한 비

트  에 대한 암호문을 과 라고 한다면,

동형암호는 다음의 수식(1), (2)을 만족한다.

 ⊕    ⋆ (1)

병렬 컴퓨팅을 이용한 완전 동형암호 논리 회로
연산 시간 개선†

유준수* 윤지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Time Improvement in Evaluation of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Boolean circuit via Parallel Computation

Joon Soo Yoo* Ji Won Yoon*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요 약

동형암호는 양자 내성을 갖고 사용자와 서버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하지

만, 동형암호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

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형암호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한 가지 방법으로 병렬 컴퓨팅을 이용한

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동형암호 스킴은 부울 로직 회로를 기반으로 하는 완전동형암호

TFHE(Fast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over the Torus)이다. 구체적으로, TFHE의 논리

게이트를 이용하여 동형암호 동치 연산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 병렬적으로 처리하여 속도를 올

리는 방법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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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여기서 ⊕와 ∧은 XOR과 AND 로직 게이트를

뜻하며 비트(0과 1)에서의 덧셈과 곱셈을 뜻한

다. 또한, ⋆와 ∗는 암호문 간에 연산으로 평

문에서 덧셈과 곱셈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서, 암호문 간의 연산 결과  ⋆에 대한 복호

화를 하면 ⊕를 얻을 수 있다(마찬가지로,

 ∗). 주의할 것은 암호문 간 연산 ⋆와 ∗
은 평문에서의 연산 ⊕와 ∧에 비해 훨씬 복잡

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동형암호는 사용자와 서버 모델에 적합하며,

[그림1]과 같이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림 1] 동형암호 개요(은 을
의미하고 는 사용자의 공개키)

여기서 는    를 의미하고, 
은 사용자의 암호화된 데이터 과 를 받아

연산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는 [그림1]에서 ⋆
와 ∗을 의미하지만, 완전동형암호(+과 × 연산

과 부트스트랩을 지원하는 동형암호 스킴) 상에

서는 임의의 연산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본인의 로 암호화고 서버가 수

행한 알고리즘 결과인 를 로 복호화하여

원하는 결괏값   를 얻는다.

III. 동형암호 속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동형암호 속도 증가의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제한된 연산

횟수를 기반으로 연산 회로를 설계하는 유한동

형암호(Leveled Homomorphic Encrption, LHE)

가 있다. 동형암호의 모든 스킴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할 때마다 잡음을 넣어 준다. 하지만,

이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인 부트스트랩은 연산

비용이 매우 높으므로, LHE에서는 이를 사용하

지 않고 우회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연산횟수가 명확하게 제시된 연산에 대해 미리

파라미터를 잘 설정하여 부트스트랩 없이 연산

을 수행한다.

두 번째로, 완전동형암호 논리 회로를 이용

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암호화 스킴으로

TFHE가 있다. TFHE는 부트스트랩 기능을 갖

는 기본 동형암호 게이트(NAND, AND, OR,

등등)를 제공한다. TFHE의 부트스트랩은 다른

암호 스킴에 비해 효육적이고 빠른 것이 장점

이나, 부트스트랩을 로직 게이트마다 수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가속화 방식 없이는 일반적으로

CKKS[6], BFV[7] 등의 다른 암호 스킴들에 비

해 속도가 느리다. 반면, 앞선 스킴들과는 다르

게 여러 컴퓨팅 방면을 이용하여, 속도를 개선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기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병렬 컴퓨팅을 도입해

속도를 분석한다.

IV. 동형암호 동치 연산 분석

동형암호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

에서 중요한 점은 평문에서와 달리 입력으로

암호문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입력 값이 0인

지 1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로직 게이트의 특

성을 파악해서 연산을 구축해야 한다.

4.1 동형암호 게이트 속도와 인코딩

우선, 동형암호 동치 연산 설계에 포함하는

부트스트랩 게이트는 bootsXNOR(boots는 부트

스트랩을 의미)와 bootsAND이다. bootsXNOR

의 경우 0.014468초, bootsAND는 0.014482초가

소비된다. 실행시간을 측정한 실험 환경은

AMD Ryzen 5 3500X 6-Core 3.60 GHz, 8.0

GB RAM이다.

평문(  ⋯ )에 대하여(는 한 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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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각각 암호화한 것을 암호문(  ⋯  )
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값을 설정

하고, 숫자 체계가 정수와 실수에 따라서, 비트

할당을 다르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수 숫자

체계를 따르며, int 자료형을 따른다.

4.2 동형암호 동치 연산(비병렬 처리)

병렬 컴퓨팅을 도입하지 않은 동형암호 동치

연산의 회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동형암호 동치 연산(비병렬 처리)

[그림 2]에서 bootsXNOR(   )
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암호문 과 ′에 대해

서 두 암호문이 같은 값을 갖는 경우(둘 다  또는  )는  을 반환하고, 두

암호문이 반대 값을 갖는 경우는  을 반

환한다. 한편, bootsAND(  )는 두 암호

문 과 ′에 대해서 두 암호문이  일 경

우에만  을 반환한다. 따라서,

bootsXNOR를 통해 두 암호문이 같다면 의 결괏값이 나오고, bootsXNOR의 결괏

값들에 대해 bootsAND 연산을 가하면, 같을

때만  이 출력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는 두 암호문이 같을 때만  이 출력되

게 된다.

[그림 2]와 같이 동치 연산회로를 구현할 경

우, 각 논리 회로가 서로 의존하고 맞물려 있어

병렬처리가 제한적이다.

4.3 동형암호 동치 연산(병렬처리)

[그림 2]에서 병렬처리를 도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로직 게이트 1열에

(   ) 있는 bootsXOR 게이트를

동시에 처리한다. 두 번째로, [그림 3]의 2열

( )과 같이 bootsAND 게이트를 쌍으로

묶어서(pairwise)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

이다.

이론적으로, 로직 게이트들을 병렬적으로 동

시 수행한다면, 첫 번째 방법에서는 암호문 개

수()에 대해서 의 시간 복잡도를 으
로 감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에서log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병렬

처리를 통해 전체적으로 에서 log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3] 동형암호 동치 연산(병렬처리)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형암호의 속도 개선 방법

중 병렬 컴퓨팅 기법을 적용해보았다. 부울 회

로 기반의 동형암호는 다른 동형암호 스킴보다

더 많은 곳에서 병렬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다른 연산에

도 적용하면 속도 개선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

로 예상한다.

5.1 향후 연구와 열린 문제

동형암호에 있어서 속도 개선은 아무리 강조

해도 부족함이 없다. 동형암호 부문에서 속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 번

째로, 알고리즘 최적화다. 한 가지 연산()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어 각각 시간을 측정하고 최적의 알고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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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GPU와 하

드웨어 밑단에서 가속화 하는 연구가 있다. 마

지막으로, TFHE 스킴 내에서 부트스트랩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와 다른 동형암호 스킴과의

키메라[4] 형태로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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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물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계산 작업은 점점

더 작고 작은 장치로 내려갔다. 기존의 암호 알

고리즘이 이러한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적합하

지 않다라는 것이 인식되어 왔다. 경량 암호는

이러한 제한된 플랫폼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다.

기존의 경량 블록 암호는 특정 종류의 플랫

폼을 대상으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정

된 블록 크기와 두 종류의 키 크기를 갖는 경향

이 있다. 그로 인해 특정 플랫폼에서 우수한 성

능을 달성할 수 있으나, 다른 플랫폼에서는 성능

이 떨어지는 유연성이 부족한 점이 있다. 다양한

장치들이 통신을 주고받고 있는 현시대에서 유연

성이 부족한 것은 단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

정 플랫폼에 맞춰 설계하는 것보다 간단한 알고

리즘을 만들어 어느 플랫폼에서나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더 낫다. 이를 위해 SIMON과

SPECK 알고리즘은 다양한

블록크기와 세 개의 키 크기를 지원한다[1].

RISC-V는 2010년부터 UC 버클리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컴퓨터 CPU 구조이다. 단지 학술용

이나 연구용이 아닌 산업계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ARM

과 달리 라이선스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어 여러 단체가 RISC-V 컨소시엄에 포

함되어 활동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SIMON과 SPECK 알고리즘을

RISC-V 프로세서 상에서 최적 구현한 결과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RISC-V 프로세서의 구조와

SIMON과 SPECK 알고리즘에 대해 확인한다. 3

장에서는 제안하는 최적 구현 기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II. 관련 연구

2.1 RISC-V 프로세서의 구조 및 명령어

RISC-V 프로세서 상에서의 경량 블록 암호
SIMON과 SPECK 최적 구현

엄시우*, 권혁동*, 김현지*, 서화정**

*한성대학교 IT융합공학부 (대학원생)

**한성대학교 IT융합공학부 (교수)

Implementation of lightweight block cipher SIMON and SPECK on
RISC-V processors

Si-Woo Eum*, Hyeok-Dong Kwon*, Hyun-Ji Kim*, Hwa-Jeong Seo**

*Dept. of IT Convergence Engineering, Hansung University(Graduate student)

*Dept. of IT Convergence Engineering, Hansung University(Professor)

요 약

경량 블록 암호 SIMON과 SPECK은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어느 플랫폼에서나 우수한 성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블록 크기와 키 크기를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RISC-V 프로세서를 대

상으로 Rotation과 Addition 연산의 최적 구현과 레지스터의 복사를 최소화한 최적 구현을 제안

한다. 구현은 32-bit E31 RISC-V 코어가 포함된 HiFive1 Rev B 개발 보드를 대상으로

한다. 그 결과 Reference C 코드 대비 3~5배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Fixslice 기법

이 적용된 AES와 성능 비교하였을 때, SIMON의 경우 0.6배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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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V의 32-bit 구조인 RV32I는 32-bit 레

지스터 32개(x0~x31)를 제공한다. RISC-V 프로

세서 상에서의 레지스터 용도는 [표 1]과 같다.

zero(x0) 레지스터는 다른 값을 넣을 수 없

고 항상 0의 값을 가지고 있다. a0~a7 레지스터

는 함수 인자와 반환 값을 가질 수 있다. sp와

s0~s11 레지스터는 callee saved 레지스터로 레

지스터 사용 전 기존의 값을 보존시켜줘야 한

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RISC-V 프로세서상에서

의 명령어 셋은 [표 2]와 같다.

2.2 SIMON-SPECK알고리즘
경량 블록 암호 SIMON은 경량 블록 암호

SPECK과 함께 발표된 암호로, 2013년 미국 국

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에서

개발하였다. 2018년에는 RFID 에어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선정되어 ISO/29167-21 표준 번호를

보유하고 있다[3]. SIMON과 SPECK은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많은 종류

의 암호 규격을 제공한다.

[그림 1] SIMON Algorithm

[그림 2] SPECK Algorithm

Register Description Saver
zero(x0) zero register
ra(x1) return address
sp(x2) stack pointer callee
gp(x3) global pointer
tp(x4) thread pointer

a0~a7
function arguments

and return value
s0~s11 saved registers callee
t0~t6 temporal registers

[표 1] Registers in RISC-V[2]

Instruction Description
ADD Add
ADDI Add immediate
OR Inclusive or
XOR Exclusive or
SLTU Set less than unsigned
SLLI Shift left logical immediate
SRLI Shift right logical immediate

[표 2] Instruction for RISC-V[2]

Block size(bit)/2n Key Size (bit)/mn
Number of rounds

SIMON SPECK

2 × 16 = 32 64 32 22

2 × 24 = 48
72 36 22

96 36 23

2 × 32 = 64
96 42 26

128 44 27

2 × 48 = 96
96 52 28

144 54 29

2 × 64 = 128

128 68 32

192 69 33

256 72 34

[표 3] Parameters of SIMON and SPECK

SIMON, SPECK은 ARX(Addition, Rotation,

XOR)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SIMON의

경우 Addition 연산 대신 AND 연산을 사용하

여 설계되어 있다. SIMON과 SPECK은 Feistel

구조로, 암·복호화를 할 때 평문을 2개의 블록으

로 나누어 반복적인 라운드 함수를 적용한다. 전

체적인 구조는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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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최적 구현 기법
본 논문에서는 Rotation, Addition 연산의

최적화와 레지스터 간의 복사를 최소화하여 구현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SIMON의 경우 1 round를 지나게 되면 평문

간의 자리를 바꾸는 연산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레지스터간의 값 복사를 최소화하기 위

해 Round 함수를 통과할 때 한번에 2 round를

동시에 진행한다.

3.1 Rotation 구현
SIMON과 SPECK의 라운드 함수에는 각각 3,

2 번의 로테이션 연산을 사용한다. 하지만

RISC-V에서는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SRLI, SLLI, OR 연산을 활용하여

로테이션을 구현해주어야 한다. 로테이션 구현은

[표 4]와 같다.

3.2 Addition 구현
SPECK 알고리즘에서 Addition 연산을 진행

하게 된다. 32-bit의 경우 ADD 명령어를 통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지만, 64-bit의 경우

32-bit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RISC-V에서 하위

32-bit와 상위 32-bit의 ADD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RISC-V에는 하위 32-bit에서

Carry가 발생하였을 때, 상위 32-bit로 전달해

주는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SLTU 명령어를 활

용하여 64-bit Addition을 구현한다. SLTU 명

령어는 op1, op2의 값을 비교하여 op2의 값이

op1의 값보다 작다면 목적지 레지스터에 1을

저장하는 명령을 수행한다.

[표 5]는 64-bit Addition을 구현한 코드이

다. d0에는 PT0(64-bit), PT1(64-bit)의 하위

32-bit ADD 결과 값이 저장된다. 이때 Carry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d0의 값이 ADD에 사용된

pt0_l, pt1_l 둘 중 어느 값과 비교하여도 더 크

고, Carry가 발생했다면 반대로 더 작기 때문에

레지스터간의 크기를 비교 할 수 있는 SLTU

명령어를 활용하여 Carry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IV. 성능 평가
RISC-V 구현은 확장을 사용하지 않고

RV32I 기반 ISA에 의존한다. 성능 측정은

32-bit E31 RISC-V 코어가 포함된 HiFive1

Rev B 개발 보드를 사용하였다.

Fixslice 기법을 적용한 AES[4]와 성능 비교

를 진행한다. SPN 구조를 사용하는 AES와

ARX 구조를 사용하는 SIMON, SPECK을 비교

하는 건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하지만

암호 알고리즘 중에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최

적화가 잘 되어있는 암호 중 하나인 AES와 성

능 비교를 하기에는 충분하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Reference C 코드

보다 모든 부분에서 약 3~5배 정도의 성능 향

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IMON과 SPECK은

AES에 비해 알고리즘이 간단하기 때문에 AES

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였다.

32-Bit Rotation
Rotaion left n Rotation right n

SLLI t0, , n

SRLI t1, pt, 32-n

OR pt, t0, t1

SRLI t0, pt, n

SLLI t1, pt, 32-n

OR pt, t0, t1
64-Bit Rotation

Rotation left n Rotation right n

SLLI d0, pt0, n

SRLI d1, pt1, 32-n

OR d0, d0, d1

SRLI t0, pt0, 32-n

SLLI t1, pt1, n

OR d1, t0, t1

SRLI d0, pt0, n

SLLI d1, pt1, 32-n

OR d0, d0, d1

SLLI t0, pt0, 32-n

SRLI t1, pt1, n

OR d1, t0, t1

[표 4] 32-bit and 64-bit Rotation on RISC-V

(d : destination, pt : plain text, t : temp)

64-Bit Addition
ADD d0, pt0_l, pt1_l //low 32-bit ADD

SLTU t0, d0, pt0_l //Check Carry

ADD d1, pt0_h, pt1_h //high 32-bit ADD

ADD d1, d1, t0 //high 32-bit Carry ADD

[표 5] 64-bit Addition on RISC-V

(d : destination, t : temp, pt : plai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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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C RISC-V
AES-128[4] - 1,468
SIMON-64/96 2,247 681
SIMON-64/128 2,351 712
SIMON-128/128 7,164 2,073
SIMON-128/192 8,770 2,100
SIMON-128/256 7,580 2,193
SPECK-64/96 1,802 368
SPECK-64/128 1,869 381
SPECK-128/128 3,686 788
SPECK-128/192 3,798 812
SPECK-128/256 3,911 835

[표 6] Performance comparison result (Unit: cycles)

SPECK-128의 경우 키 길이와 상관없이

AES-128보다 좋은 성능을 확인 할 수 있다. 하

지만 SIMON-128은 AES-128에 비해 성능이

0.7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IMON의 알고리즘은 간단하지만 ROUND

반복 횟수가 많고, Fixslice 기법이 적용된

AES-128은 Rotaion 연산을 사용하지 않는 반

면 SIMON-128의 경우 Rotation을 408번 정도

연산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성능 차이가 발생했

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Bitslice 기법을 활

용한 AES에서 Rotation 연산을 144번 사용할

때, RISC-V에 Rotation 명령어가 있다는 가정

하에 성능 평가를 하게 되면 기존보다 7%의 성

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5].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RISC-V 상에서 경량 블록

암호 SIMON과 SPECK의 최적 구현을 제안한

다. Rotation, Addition 연산 최적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으며, 결과 Reference C 코드 대

비 3~5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Fixslice 기법이 적용된 AES-128의

비해 SIMON의 성능이 낮게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 과제로 다양한 경량 블록

암호에 대해 RISC-V상에서의 최적 구현을 제

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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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차 산업혁명의 출현으로, IoT (Internet of

Things) 서비스는 사물 간 정보를 연결하며 광

범위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IoT 시대

에서 암호기술의 사용을 위해 암호학적으로 안

전한 난수의 생성은 중요하다. 특히 DRBG(의

사 난수 생성기, Deterministic Random Bit

Generator)란, 원치 않는 복호화를 방지하기 위

해 예측 불가성이 높은 임의의 수(난수)를 생성

하는 난수 생성기로, 암호의 안전한 키 생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DRBG는 광범

위한 네트워크 연결로 많은 비밀키가 필요한

IoT 기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편, IoT 기기는 크기가 작고 기술적 제약

이 많으므로 단순하고 강력한 계산을 사용하는

경량블록 암호를 선호한다. NIST에서는 2019년

부터 저전력 IoT 네트워크에서 높은 효율을 만

족하는 암호 개발을 목표로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경량암호 표준화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에는 경량암호의 최종 후보 10종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도 경량블록 암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최근에

제안된 PIPO (Plug-in Plug-Out)는 라운드 구

조가 단순하고, Sbox를 최적화하였으며,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부채널 분석 공격에도

잘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량블록 암호 PIPO를 이용

하여 CTR_DRBG를 구현하고 그 성능을 확인

한다. PIPO 암호 알고리즘은 속도가 빠르고, 특

히 부채널 공격 대응기법 중 하나인 bit-slice

기법을 적용하기 쉽게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

다. 따라서 제안된 PIPO의 특징을 활용하면 64

비트 변수를 이용하여 8개의 평문을 동시에 처

리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적용한 구현을

PIPO64라 설정한다. DRBG에서의 기존의 암

호, PIPO, PIPO64, 그리고 PIPO64의 64비트를

32비트로 줄인 PIPO32까지 세 암호의 성능을

각각 확인한다. 본 논문의 결과 128비트 난수를

경량 블록암호 PIPO 기반 CTR_DRBG 분석

박서진*, 김수리**

*성신여자대학교 (학부생), ** 성신여자대학교 (조교수)

Analysis of CTR_DRBG using lightweight block cipher, PIPO

Seo-Jin Park*, Suhri Kim**

*Sungshin Women’s University(Undergraduate stud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Assistant Professor)

요 약

4차 산업혁명이 출현하며 IoT 기기에 적합한 경량블록 암호는 국내뿐 아니라 NIST에서도 주

목하고 있는 개발 대상이다. 한편, 보안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부채널 분석 공격에도 대응하는

기술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경량블록 암호 PIPO는

bit-slice 기법을 적용해 부채널 분석 공격 중 하나인 전력 분석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암호 보안에 중요 요소인 CTR_DRBG에 기존 PIPO와 PIPO 의 CTR 모드

에 병렬화 기법을 적용하여 구현한 CTR_DRBG의 성능을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암호의

키 생성을 위한 128비트 난수생성과 RSA-2048 키 생성을 위한 1024 난수생성의 속도를 측정한

다. 본 논문의 결과 128비트 난수를 생성할 때 기존 PIPO 대비 52%의 성능 향상이 있었으며,

1024 난수를 생성할 때 기존 PIPO 대비 66% 성능 향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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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할 때 기존 PIPO 대비 PIPO32의 경우

52% 빠르고, PIPO64의 경우 51% 빠르다. 또

한, 1024비트 난수를 생성할 때 기존 PIPO 대

비 PIPO32의 경우 62% 빠르고, PIPO64의 경

우 66% 빠르다.

II. 배경지식

2.1 PIPO(Plug-In Plug-Out)

PIPO는 김한기 등이 국내에서 개발한 경량블

록 암호이다. PIPO는 64비트 평문을 이용하여

64비트 암호문을 출력하며, 보안 강도에 따라

128비트 혹은 256비트의 비밀키를 사용한다.

128비트 비밀키를 사용할 경우 라운드 수는 13

이며, 256비트 비밀키를 사용할 경우 라운드 수

는 17이다. PIPO는 1라운드에 하나의

S - L a y e r ( S b o x - L a y e r ) 와

R-Layer(Rotation-Layer)를 차례로 거치는 단

순한 구조로 되어있으며 bit-slice 기법을 사용

하기 쉽게 구성되었다 [1]. 본 논문에서는 128비

트의 비밀키 PIPO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한

다.

부채널 분석 공격은 무차별 공격 등의 직접

공격이 아닌, 기기의 전파 분석 등 물리적인 간

접 공격을 통해 암호를 해독하는 공격방법이다.

그중 전력 분석 공격(power analysis attack)은

암호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량을

분석하여 비밀정보를 얻는 공격을 의미한다 [4].

전력 분석 공격은 암호공격 수단 중 가장 실용

적인 방법의 하나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력량과 비밀키

사이의 연관성을 이용하는 DPA(Differential

Power Analysis)나 CPA(Correlation Power

Analysis)의 경우, 마스킹을 적용해 암호 내에

삽입한 랜덤한 값으로 전력 소비와 비밀정보

사이의 연관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5]. Bit-slice 기법은 암호의 각 블록에서

같은 위치의 비트를 모아 또 다른 하나의 블록

으로 구성하는 기법으로,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스킹 또한 효율적으로 적

용할 수 있어 부채널 분석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2.2 CTR_DRBG

DRBG(Deterministic Random Bit Generator)

는 블록 암호 비밀키의 정보를 예측할 수 없도

록 조정하는 난수 생성기이다. DRBG 알고리즘

으로는 CTR_DRBG, HASH_DRBG가 있으며,

그중 CTR_DRBG는 블록 암호를 사용한 난수

발생기다. NIST SP 800-90A에 의하면,

CTR_DRBG는 64비트, 128비트 블록 암호를 사

용할 수 있다 [2].

III. 실험

3.1 PIPO64

PIPO는 bit-slice 기법에 적용이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이 구성되어있다 [1]. 이를 활용하면 효

율적인 병렬화가 가능하다. 기존 PIPO는 8비트

단위로 구현이 되어있으므로, 이를 64비트 변수

를 활용하면 동시에 8개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현을 PIPO64로

부르며, 본 장에서는 이에 관해 설명한다.

기존 PIPO의 경우 64비트 평문이 들어오면,

평문을 8비트씩 분해하여, 하위부터 차례로 모

은 8비트를 X[0], X[1], ..., X[7] 로 하여 연산을

진행한다. 한편, CTR 모드는 각 카운터 값 당

암호화가 병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와

PIPO의 특징을 이용하면 효율적 구현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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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it-slice 기법을 적용한 PIPO 비트열

위 그림과 같이 각 메시지 CTR_1, CTR_2, ... 
, CTR_8은 64비트이다. 따라서 각 CTR_1, 
CTR_2, ..., CTR_8의 하위 8비트를 모은 X[0]는
64비트가 되며, 이는 현재 상용 CPU에서 지원

하는 워드사이즈와 일치한다. 이를 이용해 각

X[i]를 64비트 변수를 사용하여 구현할 경우 8

개의 평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PIPO64의 경우 Sbox는 병렬화 기법에 따른

변형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기존 X[0]^X[1]
은 평문 하나의 X[0]과 X[1]이 XOR된 값인, 8개

의 평문에서, 각 평문의 8비트들을 모은 64비트

의 X[i]를 만든 후에도 결괏값은 정보의 이동

없이 비트 수가 64로 늘어난 것뿐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Pbox의 경우 비트 수의 연장이 아

닌 자리를 옮긴 것이므로 병렬화 기법을 사용

한 X[i]에 따른 변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R,

Key도 다음과 같이 새로 변경하여 저장해야 한

다. PIPO64에서는 비밀키 각 8비트를 1바이트

로 바꾸어 병렬로 나열한 뒤 각 바이트 끝을

하나씩 잘라서 다시 8개의 바이트로 구성한다.

[그림 2] PIPO64의 Key와 R 재구성

3.2 PIPO64_DRBG

CTR_DRBG에서 PIPO가 사용되는 함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Update function: 작동상태 갱신 함수.

- Block_DF(Derivation Function): 유도함수.
- BCC function
Update function은 작동상태를 갱신함으로

써 DRBG의 보안을 유지한다. BCC가 주어진

데이터의 문자열을 PIPO에 해당하는 192비트짜

리 문자열 (키 길이 + 블록길이 )을 출력하면

유도함수가 그를 이용해 Update function의 입

력값에 해당하는 비트열을 생산한다 [2][3].

[그림 3] Update 함수 작동 과정

Update function의 과정은 그림3으로 다음

과 같다. 주어진 문자열은 카운터(V)와 Key(문

자열 가장 왼쪽 128비트)로 구성을 나눈다. 그

리고 카운터 값에서 각 1씩 더한 값이 각각 암

호화를 거친 후, 하나의 문자열로 모여 Update 
function 내의 새로운 Key와 V가 된다[2][3].

이 병렬 방식은 함수의 빠른 계산이 가능하지

만, BCC와 Block_DF의 경우 암호는 연쇄적으

로 작동한다.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BCC
와 Block_DF에 해당하는 작동방식이다.

[그림 4] BCC 함수 작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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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lock_DF 함수 작동 과정

즉, 이전 결괏값이 이후 결괏값에 영향을 주

기 때문에 bit-slice를 이용한 병렬화를 사용하

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bit-slice를

적용한 PIPO64에서도 BCC 함수와 Block_DF
함수는 PIPO64 알고리즘 대신 PIPO를 사용하

기로 한다.

3.3 실험결과

본 장에서는 PIPO를 이용한 CTR_DRBG의
성능을 측정한다. 실험에 사용된 PC의 CPU는
Intel(R) Core(TM) i7-7700 @ 2.10GHz 3.60
GHz이며, 운영체제는 Ubuntu 20.04 LTS, 컴
파일러는 GNU GCC version 9.3.0 를 사용했다.
실험은 128비트 난수와 1024비트 난수를 출력
할 때의 clock cycle과 시간을 측정했으며,
10,000,000회 반복하여 평균 낸 결과이다. 추가
적으로, 128비트 난수를 출력하는데 있어서 내
부 Update function 작동 특성에 따라 4개의
평문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PIPO64와
동일한 아이디어로 된, 32bit 변수를 사용한
PIPO32를 추가로 구현하여 비교하였다.

PIPO PIPO32 PIPO64

128-bit

Clock cycle 51,268 23,752 24,307

ms 0.01469 0.00704 0.00719

kbps 3,489,993 3,373,863 3,380,667

1024-bit

Clock cycle 465,690 172,163 161,946

ms 0.12970 0.04829 0.04347

kbps 3,590,516 3,565,189 3,725,465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28비트 난수를
생성할 때에는 Update function에서 최대 3번
의 카운터가 증가해 PIPO32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였으나, 1024비트 난수를 생성할 때
에는 Update function에서 최대 16번 일어나므
로 동시에 8개의 평문을 처리하는 PIPO64가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PIPO를 사용한 CTR_DRBG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경량블록 암호인 PIPO의

설계적 특성을 활용하여 PIPO32와 PIPO64를

고안하여 CTR_DRBG에 이용해 성능을 비교했

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대칭키 암호의 키로

많이 사용되는 128비트 난수와, RSA-2048 키

생성에 사용되는 소수 생성을 위한 1024비트

난수생성의 속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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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악성코드를 이용한 보안 위협은 꾸준히 증가

해왔지만 대부분 봇넷을 구성하거나 비트코인

과 같은 암호 화폐 채굴에 이용하거나 하는 등

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공격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격의

†교신저자: 박기웅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

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No.2019-0-00426,

50%) 및 한국연구재단(No.NRF-2020R1A2C4002737,

5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대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랜섬웨어

의 경우에 초기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

던 공격에서 이제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돈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업의 정보를 유출

하여 2차 피해까지도 유발하고 있다 [1]. 이런

고도화된 표적 공격은 단순히 탐지된 악성코드

를 제거하는 수준의 대응으로는 공격을 막을

수 없다. 특정한 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의

경우 공격자의 주체 및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는데, 먼저 탐지된 악성코

드를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서 어떤 악성코드인

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해당 악성코드 또

악성코드 분류 기술의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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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악성코드를 이용한 보안 위협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최근에는 특정 기업이나 집단을

목표로 하는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표적 공격은 공격자의 주체 및 특성을 파악

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격에 이용된 악성코드를 분류

하는 작업을 통해서 어떤 악성코드인지 파악하여 공격자를 특정하여 해당 공격자가

수행했던 이전의 공격 정보를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격의 목적과 이후 공

격이 예상되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공격자 파악을 위한 악성코드 분류 기술이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직면

한 문제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분류 방법에서부터 최근에 주목받

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분류 기술까지 악성코드 분류 기술의 동향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악성코드 분류 기술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논의함으로

써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 악성코드, 악성코드 분류, 머신러닝,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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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사한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을 했던 공

격자를 특정할 수 있고, 해당 공격자가 수행했

던 이전의 공격 정보를 같이 종합하여 분석함

으로써 공격의 목적과 이후 예상되는 공격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함께 모니

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악성코드로 인한 보안 위협에

서는 악성코드 분류 기술이 매우 중요하지만,

악성코드로부터 고유한 특성을 추출할 때 전통

적인 악성코드 분석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분석 기술을 이용한

머신러닝 기반의 분류 방법에서부터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분류 기술까지 악성

코드 분류 기술의 동향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악성코드 분류를 위한 새로

운 기술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논의한다. 본 논

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배경지식

으로 악성코드 탐지 및 분석 기술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악성코드 분류 기술을 살펴본다. 4장

에서는 현재 악성코드 분류 기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을 논의한

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으로 악성코드 분류

기술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II. 배경지식

악성코드 분류 기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악성코드 분류/분석/탐지 기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악성코드 분석 기술은 악성코드 탐지와

분류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고, 악성

코드 탐지 기술은 악성코드 분류 기술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분류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2.1 악성코드 탐지 기술

악성코드 탐지 기술은 일반적으로 패턴 기반

탐지와 휴리스틱 기반 탐지로 구분된다 [2]. 패

턴 기반 탐지는 악성코드로부터 추출한 탐지

패턴(전체 악성코드 또는 코드 영역과 같은 특

정 영역의 해시값, 바이트 패턴, 파일의 속성이

나 문자열에서 추출한 특정 패턴)이 검사 대상

파일에 존재하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하지

만 탐지 패턴과 조금만 다르게 변형시켜도 탐

지를 회피할 수 있다. 휴리스틱 기반 탐지는 주

로 악성코드를 에뮬레이터나 가상화된 공간에

서 실행시키고 정보를 수집하여 악성코드가 수

행하는 행위와 일치하는 경우 탐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알려지지 않았거나 난독화 기술을 이

용하는 악성코드도 탐지할 수 있지만, 상당한

오진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개별 단말의 제한된

리소스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VirusTotal [3]

과 같이 악성코드 파일 자체나 추출한 특정 정

보를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클라우드의 대규모

인프라를 활용하여 탐지 성능을 높이는 방식으

로 발전하고 있다.

2.2 전통적인 악성코드 분석 기술

전통적으로 악성코드 분석 기술은 크게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으로 구분한다 [2]. 정적 분석

은 악성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 악성코드 PE

파일에서 메타데이터(해시값이나 바이트 패턴,

파일 속성 정보 등)를 추출하거나, 디컴파일(디

스어셈블) 한 다음 API 호출, 문자열, 제어 흐

름 그래프(CFG), opcode 빈도, 바이트 시퀀스

n-gram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하지

만 최근에 제작되는 악성코드의 상당수는 정적

분석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폐 기술(암호

화, 패킹, 난독화, 폴리몰픽, 메타몰픽 등) [4]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석이 매우 어렵다. 동적 분

석은 실제 악성코드를 실행시키고 행위와 관련

된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술이다.

Cuckoo Sandbox [5]와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

악성코드를 실행시키고 API 호출과 호출 파라

미터 등을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성코드

행위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동적 분석은

정적 분석이 어려운 악성코드도 분석이 가능한

기술이지만, 최근에 제작되는 악성코드의 상당

수는 분석을 위한 환경(가상머신, 샌드박스, 분

석 프로그램이 실행 등)을 판단하여 악성 행위

를 하지 않는 등의 회피 기술 [4]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석이 매우 어렵다.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의 여러 특성을 조합하는 방식의 하이브리

드 분석이나 실행 중인 악성코드의 메모리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메모리 분석, 바이너

리 자체를 이미지로 변환시켜서 분석하는 방법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557



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림 1) 악성코드 분석 기술과 탐지 기술

III. 악성코드 분류 기술

이 장에서는 전통적인 분석 기술을 이용한

머신러닝 기반의 악성코드 분류 기술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딥러닝을 이용한 분류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3.1 머신러닝 기반의 악성코드 분류 기술

머신러닝 기반의 악성코드 분류 기술은 [6]

전통적인 악성코드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추출

한 특성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류

하는 방법으로 악성코드와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특성 추출이 핵

심이다. 전통적인 분석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출하는 특성도 정적 특성과 동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정적 특성에는 문자열, API 호출,

opcode n-gram, 바이트 n-gram, 엔트로피, 바

이너리 이미지, 함수 호출 그래프(FCG), 제어

흐름 그래프(CFG) 등이 있고 동적 특성으로는

레지스터 값, 인스트럭션, 네트워크 트래픽, API

호출 등이 있다. 이렇게 추출한 특성을 정적 특

성의 경우 Support Vector Machine, Random

Forests, Inference Trees, Recursive

Bipartition, Naive Bayes, Artificial Neural

Networks, Decision Trees, Instance-based

Learner, K-Nearest Neighbor, Logistic

Regression, Gradient Boosting, Sequential

Minimal Optimization, Decision Stump,

Random Tree, Voted Perceptron 등의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분류한다. 동적 특성의 경우는

Logistic Regressio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Support Vector Machine 등의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분류한다.

3.2 딥러닝 기반의 악성코드 분류 기술

딥러닝 기술은 주로 컴퓨터 비전 및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사용되어왔고 큰 성과를 나타내

고 있는데, 최근에는 악성코드 분류 영역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딥러닝을 이용한 악성코

드 분류 기술 [6]의 경우에도 대부분 전통적인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특성을 추출하기 때문에

정적 특성과 동적 특성에 기반한 피처 엔지니

어링을 통해서 특성 벡터를 추출하여 이용하거

나 바이너리 이미지, 바이트 시퀀스, 네트워크

트래픽 등을 특성으로 이용한다. 이런 특성들을

딥러닝 알고리즘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esidual Network, Autoencoder,

Recurrent Neural Network, Long Short-Term

Memory Network, Gated Redurrent Unit

Network, Neural Network 등을 이용해서 분류

한다.

(그림 2) 악성코드 분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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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악성코드 분류 기술이 직면한 문

제와 새로운 분류 기술의 필요성

현재의 악성코드 분류 기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n 은폐 및 회피 기술이 적용된 악성코드 특

성 추출의 한계: 악성코드에 적용된 은폐

및 회피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전통적인 분

석 기술로는 악성코드 분류에 필요한 특성

추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는 악성

코드를 제대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

다. 악성코드 분석 전문가가 전문적인 분석

툴을 이용해서 언패킹과 같은 전처리 작업

을 하면 특성 추출이 가능하지만, 이런 작업

은 고도의 전문성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n 전통적인 분석 기술로 인한 딥러닝 기술의

활용 한계: 악성코드 분류 영역에서도 딥러

닝 기술이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은 전통적

인 분류 기술에 사용하던 특성을 딥러닝 기

술에 적용해 보는 수준으로 딥러닝 기술이

큰 성과를 보이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딥러

닝의 강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새로운 분류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n 근본적으로 새로운 특성과 분류 기술 연구

: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은폐 및 회피 기술로

분류에 필요한 특성을 추출하기 어려운 악

성코드를 분류하려면 전통적인 분석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특성과

분류 기술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전통적

인 분석 기술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분석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거나, 특별한 악성코드

분석과정 없이 추출할 수 있으면서도 바이

너리 이미지처럼 시각화를 통해서 분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딥러

닝 기술의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

운 특성과 분류 기술의 연구일 수 있다.

V. 결론

악성코드의 은폐 및 회피 기술의 고도화가

계속되고 특정한 기업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

는 표적 공격이 늘어날수록 공격에 사용되는

악성코드를 얼마나 빨리 분류하여 공격자를 특

정할 수 있는지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분석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악성코드 분류 기술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 분류 기술

의 동향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

보고 악성코드 분류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필

요성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후 연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특성과 분류 기술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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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악성코드의 다양화와 광범위해짐에 따라 분석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악성코드가 단

순한 API들의 목록으로 구성되고 행위별로 Avclass가 구분된다. 본 논문은 이를 이용하여 어려

워진 악성코드 분석을 위해 악성코드를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주요 API를 확인한다. Windows

Malware의 정적 API와 XGBoost 분류 모델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36개의 Avclass로 구분하여

87%의 정확도를 도출했다. 그리고 설명 가능한 AI 모델 XAI 중 하나인 LIME을 사용하여 각

각의 악성코드 별 중요 API를 확인하고 같은 Avclass에 해당하는 악성코드들이 해당 Avclass

로 구분되는데 영향 끼친 API가 일치함을 보인다.

I. 서론

악성코드로 인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

이버 보안 분야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매

년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전의 단순한 악성코

드와 다르게 현재에는 악성코드의 다양성 증가

와 은닉방법의 변화로 인해 악성코드 분석가가

악성코드를 탐지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이전

의 악성코드는 대부분 바이러스를 다운로드 확

산을 통해 지역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터

넷의 보급이 활성화된 이후로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피싱 방법으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외교, 안보, 국방 등의 관계자를 노린 악성

DOC 문서를 이용한 피싱이 행해졌으며,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화폐

플랫폼의 계정을 노린 공격들도 확인되고 있다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9-0-00026, 지능화된 악성코드 위협으로부터 ICT

인프라 보호)

[1]. 또, 다운로더라는 툴을 사용하여 적은 수의

API를 가지고 악성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2]. 이처럼 공격자들은 공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격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복잡한 악성코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악성코드

분석은 머신러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악

성코드가 복잡해짐에 따라 AI 모델도 복잡해지

고 있다. 이로 인해 AI 모델이 내린 결과를 분

석가가 이해하지 못하는 블랙박스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AI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 또한 존

재한다. 이런 AI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XAI(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사용된다. XAI는 AI가 판단한 결과에 대해 영

향을 끼친 feature를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사람

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논문은 XAI

중 LIME(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nations)을 이용하여 AI의 판단 결과에 대

한 이해력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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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연구

악성코드는 일반적으로 출처, 형식, 동작 등

을 나타내는 짧은 tag를 사용하여 data sample

을 그룹화한다. 이러한 Tag는 대규모 악성코드

를 유지 및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며 특성 악성

코드 조사에 도움이 된다. Pirch, Lukas의 연구에

서 TagVet은 71개의 Avclass에 해당하는 동적

악성코드 샘플에서 PE 파일을 추출하고,

VMRay를 이용하여 각 Malware Sample 모니

터링을 했다. Indicator를 feature로 이용했으며,

CNN 모델을 이용해 Tag를 예측하고 LRP를

사용하여 예측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3].

Misheva, Branka Hadji의 연구에서는 AI 모델

에 대한 블랙박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원래

분류기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LIME을 사

용하고, SHAP을 통해 Global 해석을 제공하며

금융 시스템에 AI 모델의 결과에 대한 XAI의

적용 가능성을 보인다[4]. D Garreau는 LIME을

기반 Text 데이터 연구를 진행했다. Text data

를 벡터화하기 위해 IF-IDF를 이용하여

TF(text의 단어 빈도)와 IDF(text의 드문 정도)

를 사용한 후에 LIME을 사용했다[5].

III. 제안모델

3.1 Feature Preprocessing

본 논문은 [그림 1]과 같은 모델을 제안하며

머신러닝 기반 악성코드 그룹분류에 사용하기

위해 악성코드 데이터셋 중 데이터의 수가 많

은 상위 36개의 Avclass를 선정했다. 36개의

Avclass에 해당하는 정적 기반의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를 추출하였

으며 API가 추출되지 않은 데이터 제거를 통해

전처리를 진행했다. count 기반의 TF-IDF

(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사용하여 하나의 악성코드에 자

주 등장하는 API에 더 높은 가중치 부여하여

벡터화한 것을 feature로 사용했다. API는 사용

자 개입 없이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

는 함수로 개발자는 API를 사용하여 단순한 형

태의 코드 작성이 가능하다. 악성코드의

Avclass 별로 행동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악성코드에 등장하는 API에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분류에 영향을 준 API

를 확인하여 Avclass의 주요 API와 연관 지을

수 있다.

[그림 1] Framework of Model

3.2 Proposed Model

악성코드 Avclass 분류는 머신러닝 기법 중

예측 성능을 높게 보이는 XGBoost(Extreme

Gradient Boosting)를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

분류 모델로 사용한 XGBoost는 병렬 지도 학

습이 가능한 모델로 sklearn에서 제공하는 클래

스를 사용했다. 파라미터를 multi:softmax로 지

정하여 36개의 Avclass에 대한 다중분류를 진

행했다. 머신러닝 그룹분류의 예측 결과에 대한

블랙박스 부분에 이해력을 제공하기 위해 XAI

기법 중 Text 기반의 LIME을 사용했다. LIME

은 로컬 해석력을 가져 단일 데이터에 대한 이

해를 도와 각각의 악성코드를 특정한 Avclass

로 분류하게 된 결과에 큰 영향을 준 API를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악성코드 API 중 분류

결과 판단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끼친 API 20

개를 선정했다.

IV. 실험 결과

4.1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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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의 그룹분류를 위해

virustotal[6]을 기반으로 한 36개의 Avclass에

해당하는 5,678개의 학습데이터와 742개의 테스

트 데이터를 사용했다. 학습데이터에서 추출한

API 6,195개를 feature로 사용했다.

4.2 Avclass 분류

36개의 Avclass에 대해 XGBoost 기반 악성

코드 Avclass 분류를 진행한 결과 약 87%의

정확도를 도출했다. [표 1]은 Avclass 별 악성

코드 분류 결과를 보여준다.

Avclass precision recall f1-score

autoit 0.98 1.00 0.99

berbew 1.00 1.00 1.00

clipbanker 1.00 1.00 1.00

dridex 1.00 1.00 1.00

emotet 1.00 1.00 1.00

expiro 1.00 0.93 0.96

gamarue 1.00 0.83 0.91
…

gamehack 1.00 1.00 1.00

gepys 1.00 0.89 0.94

moderate 0.93 0.91 0.92

ramnit 1.00 0.98 0.99

razy 0.87 0.87 0.87

runbooster 1.00 1.00 1.00

[표 1] Avclass 분류 결과

4.3 XAI을 통한 해석

악성코드 그룹분류에 대한 AI의 판단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Local 해석력을 가진 LIME을

사용했다. [표 2]는 expiro로 판단한 악성코드

중 하나에 대한 결과를 LIME 통해 해석한 것

으로 각 API의 영향도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

다. 해당 악성코드가 expiro로 판단하는데 영향

을 끼친 상위 4개의 API는 _commode,

rtlcapturecontext, Getsystemtimeasfiletime,

_xcptfilter이다. expiro은 바이러스 코드를 추가

하여 시스템의 실행 파일에 침투하는 파일 악

성코드 중 하나로 _commode를 통해 파일에 악

성코드를 추가하여 저장소로 전송하며,

Rtlcapturecontext를 통해 감염시킬 실행 파일

레코드를 받아온다. [표 2]는 악성코드 별 AI가

판단한 결과 중 정탐한 데이터들에 대해

Avclass 별 API의 영향도의 평균을 구해 괄호

에 표시하였으며 상위 5개의 Avclass 별 주요

API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API 별 영향도 시각화 예시

[표 2]의 Avclass에 속한 악성코드들의 주요

API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vclass 주요 API

berbew

_fdopen(0.5695), raise(0.2632),

openmutexa(0.1226), winexec(0.0895),

rtlunwind(0.0514)

clipbanker

module32first(0.9495),

Getprocaddress(0.0253),

Closehandle(0.0182), exitprocess(0.0082),

safearrayunaccessdata(0.0070)

dridex

__chkstk (0.8454),

getmodulehandlew(0.5721),

getmodulehandlea (0.3481),

certenumctlsinstore (0.2989),

getbinarytypew (0.2560)
… …

expiro

_commode(0.4657),

Rtlcapturecontext(0.1585),

Getsystemtimeasfiletime(0.1148),

setthreadpreferreduilanguages(0.1121),

_xcptfilter(0.0852)

gamehack

Geticoninfo(0.4952),

getasynckeystate(0.3357),

Messageboxa(0.1110),

getkeystate(0.0757), heaprealloc(0.0625)

ramnit

Createmutexa(0.6583),

Createprocessa(0.1955),

Lstrcpya(0.1413),

Getmodulefilenamea(0.0354),

rpcraiseexception(0.0294)

[표 2] Avclass 별 주요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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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악성코드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

고 있어 악성코드의 변화를 AI를 이용하여 분

석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논

문에서는 XAI 중 AI의 블랙박스에 대한 Local

설명이 가능한 LIME을 사용하여 각각의 악성

코드에 대해 AI의 판단 근거를 도출, 해석 연구

를 진행했다. XGBoost를 이용하여 악성코드의

Avclass를 분류하였으며, LIME을 이용하여 동

일한 Avclass 별 중요한 API가 일치함을 보였

다. Avclass의 주요 동작 과정과 도출된 주요

API의 기능을 매칭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동작 과정에 따른 API의 기능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LIME이 판단한 주요 API를

Avclass 별로 분석하기 위해서 Avclass별 추출

된 feature의 영향도 평균을 구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한 LIME의 경우 지역적인 해

석만 가능하기 때문에 Avclass 별 주요 API를

세밀히 분석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추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Global 해석력을 가진 다른 XAI

기술을 접목하고 Local, Global 해석결과를 비

교, TF-IDF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XAI

에 대한 평가 연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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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프로그램에서 취약점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정보가 문서화되어 공개된다. 그러나 일부 취약

점의 경우 발생한 원인과 그 소스코드를 공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취

약점을 찾기 위해서는 바이너리 수준에서 코드

를 분석해야한다.

프로그램에서 취약점을 검출하기 위해 기준

이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취약점 유형이라

고 불리는 CWE를 확인하는 것이다.

CWE(Common Weakness Enumeration)이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분류하여 열거해놓은 목록이다. 다양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NRF-2019R1A2C2003045).

† 주저자, ehdals6@hanyang.ac.kr
‡ 교신저자, hkoh@hanyang.ac.kr

한 취약점 유형 중에서 Out-of-Bounds(OOB)

취약점은 정해진 버퍼를 벗어난 주소에서 값을

읽거나 쓰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취

약점 중에 하나이다. MITRE에서 2020년 가장

위험한 CWE 순위를 발표하였는데[1], Table 1.

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

약점 유형 상위 5개의 취약점 중에서 3개가

OOB 취약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Rank ID Name
[1] CWE-79 Cross-site Scripting
[2] CWE-787 Out-of-bounds Write

[3] CWE-20
Improper Input
Validation

[4] CWE-125 Out-of-bounds Read

[5] CWE-119

Improper Restriction of
Operation within the
Bounds of a Memory
Buffer

Table 1. The CWE Top 5

OOB 취약점은 일반적으로 매우 많이 발생하

바이너리에서 메모리 경계 복구를 통한

Out-of-bounds 취약점 탐지*

유 동 민,1† 오 희 국,2‡

1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바이오인공지능융합전공, 2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Out-of-bounds vulnerability detection through memory boundary
recovery in binary

Dong-Min Yoo,1† Hee-Kuck Oh2‡

1Major in Bio Artificial Intelligenc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2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요 약

Out-of-bounds 취약점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점 중에서 하나이다. 해당 취약점을 탐

지하는 기존의 정적 도구는 소스코드 기반의 도구들이며, 바이너리에서 탐지하는 도구는 찾기 힘들

다. 바이너리 수준의 탐지는 주로 동적 분석을 이용한 도구로 발표되었다. 바이너리에서

Out-of-bounds를 탐지하기 위한 문제점으로는 컴파일 과정에서 버퍼의 경계영역 정보가 누락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너리 코드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주변 정보를 이용하여 메모리 구조를 모

델링하는 방법으로 Heap, Stack, Global 영역의 Out-of-bounds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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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약점 유형중 하나이다. 현재 바이너리 정

적 분석을 통해 해당 취약점을 탐지하는 도구

는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 동적 분석의 탐지

도구들로 공개되어 있다[2-4].

바이너리에서 Out-of-bounds 취약점 탐지의

문제점은 바이너리에서 변수의 경계 영역이 확

인 되지 않는 것에 있다. 소스 코드에서 바이너

리로 컴파일 될 때 프로그램 내부 정보가 누락

되어 메모리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 예로

Fig. 1.에서 배열 a와 b에 각각 값을 할당하는

경우 바이너리 코드에서는 Stack에서의 주소인

[RBP-0x60]과 [RBP-0x1C] 주소 정보와 할당

값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배열 a와 b 사이의

어떠한 경계 정보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바이너리에서는 Stack에서는 두 배열의 Base

주소는 식별할 수 있지만, 배열의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Buffer의 크기가 넘는 주소에서 값을

읽거나 썼는지 확인해야하는 취약점의 경우 찾

기가 어렵다.

Source Code:

int a[10]; int b[10];

a[0] = 4;

b{5} = 5;

Intermediate Represent in BAP

mem:= mem with [RBP-0x60, el]:u32<-0x4

mem:= mem with [RBP-0x1C, el]:u32<-0x5

Fig. 1. Missing buffer boundary information

Out-of-bounds 탐지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접

근 시에 해당 메모리 영역이 다른 메모리 영역

을 침범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나 바이너리에서는 메모리 경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너리 코드에서는 Stack 영역

의 취약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이너리 코드에

서 메모리 경계를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바이너리에서 메모리 접근 시에 발

생하는 패턴을 식별한 뒤 코드의 주변 정보를

이용하여 변수의 Base 주소와 크기 값을 가지

고 있는 메모리의 경계를 복구한다. 이를 통해

서 OOB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주소와 크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취약점을 탐지한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Heap 영역뿐만 아니라 Stack,

Global영역을 탐지할 수 있다.

II.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바이너리 정적 분석을 이용하

여 메모리 구조를 복구하여 OOB취약점을 탐지

한다. 취약점 탐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우

선 바이너리 코드에서 메모리 주소 접근 시 나

타나는 변수 주소를 식별한 뒤 수집한 주소를

바탕으로 Stack 구조를 복구한다. (2)복구된

Stack 구조를 바탕으로 코드의 주변정보를 활

용하여 해당 변수가 어느 정도의 버퍼 크기를

가질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한다. (3)코드에서

취약한 함수가 식별되면, 수집한 변수 주소와

버퍼 크기 정보를 바탕으로 취약점을 탐지한다.

1. Stack 구조 복구

2. 버퍼의 크기 정보 수집

3. 취약점 탐지

3.1 Stack 구조 복구

일반적으로 코드에서 선언되는 변수들은 코

드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는 선언되는 변수

대부분 Stack내에서 주소를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Stack의 구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메

모리 접근 시에 발생하는 모든 변수 주소를 식

별해야 한다. 코드에서 선언되는 변수들은

Stack 내에서 [RBP –offset]:size형태로 나타난

다. 이러한 변수들은 값이 Load, Store될 때 식

별할 수 있으며, offset과 size를 통해 대략적인

데이터의 위치와 타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앞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Stack의 구

조를 모델링할 수 있다. 우선 수집된 변수 주소

를 정렬한 후 각 주소 간 간격을 계산하여 대

략적인 Stack을 복구한다. Fig. 2.는 Stack 구조

를 복구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준다.

1) BAP[5]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간언어표현

을 기반으로 코드 상에 나타나는 메모리 접근

패턴을 탐지한다. 2) 이를 파싱하여 변수 주소

를 수집한다. 3)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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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모델링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수를 통해 Stack 구조

를 복구하였지만, 해당 정보만 가지고는 버퍼의

크기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없다. 변수에서 버

퍼의 크기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Stack의 배열일 수 있으며, Malloc을 통해

Heap공간이 할당된 주소 값이 들어올 수도 있

으며, 전역 변수가 들어올 수 도 있다.

1) IR in BAP

mem := mem with [RBP - 0xD] <- 0

RCX := mem[RBP - 0xE8, el]:u64

RAX := low:64[RBP – 0x70]

2) Collected variable address

RBP-0x8:u64, RBP-0xE0, RBP-0x70

RBP-0x7D, RBP-0xE8:u64, RBP-0xD

RBP-0x78:u64

3) Recovered Stack structure

RBP – 0xE8: 8(Byte)
RBP – 0xE0:99(Byte)
RBP – 0x7D: 1(Byte)
RBP – 0x78: 8(Byte)
RBP – 0x70: 99(Byte)
RBP – 0x0D: 1(Byte)
RBP – 0x08: 8(Byte)

Fig. 2. Stack Memory Layout Recovering

3.2 버퍼의 크기 정보 수집

Out-of-bounds Read 취약점은 memcpy,

stncpy와 같은 일부 함수의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Stack, Heap 메

모리에서 버퍼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경곗값 즉 크기를 식별해야한다. 취약 함수의

경우 버퍼 정보를 가져올 때 Fig. 3.와 같이

[Stack, Heap, Global, Dereference] 4가지 형태

로 나타난다.

Stack 영역의 변수일 경우 [RBP – offset]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버퍼의 주소를 식별할

수 있으며, 앞서 복구한 Stack 구조에서 간격을

확인하여 크기를 식별할 수 있다.

Heap의 경우 memory allocation함수인

malloc과 같은 함수의 호출 규약을 확인하여 주

소와 크기를 식별할 수 있다. malloc함수 호출

전 RDI 레지스터를 추적하여 크기를 식별할 수

있으며, malloc 함수 호출 후 RAX 레지스터를

추적하여 Base포인터를 식별할 수 있다.

Global 변수를 사용할 경우 RBP레지스터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아닌 상수 주소를 이

용하여 메모리에 접근한다. 코드에서 declare하

여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Stack과 동일하게 상

수로 되어 있는 주소의 간격 차이를 이용하여

크기를 구하고, malloc을 사용할 경우 Heap영역

과 마찬가지로 malloc의 호출 규약을 확인하여

버퍼의 크기를 구한다.

Dereference의 경우 중간 변수를 통해 배열의

주소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지역 변수

를 통해 버퍼의 주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함수

의 파라미터 또는 다른 함수의 리턴값으로 들

어오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 해당 주소를

역추적하여 변수의 크기를 식별한다.

Fig. 3. Patterns of buffers at source address

3.3 취약점 탐지 방법

memcpy, memmove, strncpy등 일부 함수에

서 발생하는 취약점은 심볼 정보를 이용하여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다. 해당 함수를 호출할

때 발생하는 호출 규약을 확인하여 해당 함수

의 source 주소와 size값을 확인한다.

Fig.4. Out-of-bounds Read

Out-of-bounds Read의 경우 Fig. 4.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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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취약점으로 Buffer Under-read와 Buffer

Over-read가 존재한다. Buffer Under-read의

경우 source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주소 보다

작은 주소를 읽으면 탐지한다. Buffer

Over-read의 경우 source의 주소와 size의 값을

확인하여 해당 주소에서 정해진 버퍼보다 큰

값을 읽으면 탐지한다.

3.3.1 Buffer Under-Read 탐지

취약한 함수에서 Buffer Under-Read를 탐지

하기 위해서는 source의 주소만 추적하면 된다.

Fig. 5.와 같이 버퍼의 크기에 상관없이 source

에서 식별된 변수 주소가 바이너리 연산으로

본래의 주소보다 낮은 주소로 변경이 발생하면

탐지한다.

Fig. 5. Buffer Under-Read Detection Method

3.3.2 Buffer Over-Read 탐지

취약한 함수에서 Buffer Over-Read를 탐지하

기 위해서는 source의 주소와 size를 확인해야

한다. Over_Read의 경우 해당 버퍼의 크기를

기준으로 크기를 넘으면 Buffer Over-Read, 넘

지 않으면 정상적인 접근이기 때문이다. 해당

취약점을 탐지하기 위해서 복구한 Stack구조를

사용한다.

Fig. 6. Buffer Over-Read Detection Method

Fig. 6.와 같이 취약한 함수를 식별한 뒤

source에서 식별되는 버퍼의 주소를 추적하여

해당 버퍼의 크기 정보를 가져온다. 해당 크기

정보와 취약한 함수에서 인자로 들어오는 크기

값을 비교하여 취약점을 탐지한다.

III. 결론

기존의 Out-of-bounds Read를 탐지하기 위

한 도구는 동적 분석을 이용한 탐지 방식이 주

를 이루었다. 동적 분석의 경우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모든 코드를 커버하지 못할 수 있으

며, 프로그램의 크기가 커질수록 분석 시간과

코드 커버리지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동적 분석 도구의 경우 Heap 영역

을 기반으로 한 도구이며 Stack 영역은 탐지하

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바이너리 정적 분석을 이용하여 Heap영역뿐만

아니라 Stack영역의 취약점을 찾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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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사회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무 업무에서부터 정

밀 기계 공정, 의료 기기, 금융 서비스와 같은

핵심적인 기반 서비스까지 크고 복잡한 소프트

웨어 시스템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9년 기

준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14,780억 달러

에 달한다.[1] 하지만, 소프트웨어 품질은 이와

같은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

게 결함(fault)과 취약점(vulnerability)이다. 결

함은 소프트웨어로 인해 사고로 연결될 수 있

는 큰 오류이며, 취약점은 개발자들의 실수로

인해 소프트웨어에 발생할 수 있는 버그로, 공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R1A2C2003045).”

†주 저자: sevenshards@hanyang.ac.kr
‡교신저자: hkoh@hanyang.ac.kr

격자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처

럼 결함이나 취약점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저

해시키고 사용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며, 개발 측에서

는 유지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적 분석

기법인 검사(testing)와 정적 분석 기법인 감사

(auditing)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기법은 소스코드가 있다는 전제하에 수행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보안 검증을 신속하게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애플사의

오픈소스 정책에 의해 소스코드가 늦게 공개되

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소스코드가 없는 상태

에서의 보안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이너

리 단계에서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적 분석 도구를 활용한 바

이너리 분석을 통해 UNIX 커널 기반 File

System의 TOCTOU Race Condition 탐지 방법

을 제안한다.

바이너리 분석을 이용한 UNIX 커널 기반 File
System의 TOCTOU Race Condition 탐지 방법 제안*

*이석원†, **오희국‡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바이오인공지능융합전공

Detecting TOCTOU Race Condition on UNIX Kernel Based File
System

*SeokWon Lee†, **Heekuck Oh‡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Major in Bio Artificial Intelligenc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요 약

Race Condition은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공유 자원에 대해 입력이나 조작이 동시에

일어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취약점이다. 해당 취약점은 서비스 거부 (DoS) 또는 권한

상승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자원에 대한 사용 시점과 검사 시점이 서로 다른 경

우에 발생하는 TOCTOU(Time-Of-Check-to-Time-Of-Use) Race Condition 취약점은 공격 가

능한 Time-Slot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스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

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UNIX 커널 기반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TOUTOU Race Condition 취약점을 바이너리 분석을 통한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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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경지식

2.1 TOCTOU Race Condition

TOCTOU (Time-Of-Check Time-Of-Use)

Race Condition은 소프트웨어에서 특정 자원을

사용하기 전에 자원의 상태를 확인(Check)하는

시점과 사용(Use)하는 시점 사이에 자원을 변

경하여 자원의 상태 확인 결과를 변경하는 방

식으로 우회하여 파일이나 메모리 등의 공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그림 1] TOCTOU Race Condition

2.2 BAP (Binary Analysis Platform)

BAP(Binary Analysis Platform)[2][3]은 오

픈소스 바이너리 분석 도구다. 정적 분석을 지

원하며, 다양한 바이너리 포맷도 지원한다. 취

약점 분석 모듈인 CWE-Checker, BAP-Toolkit

을 추가할 수 있으며, Parsing과 함수 심볼 식

별, 디스어셈블과 CFG 생성을 지원한다.

2.3 중간표현 (Intermediate-Representation)

중간표현(Intermediate-Representation, IR)은

소스코드를 표현하기 위해 컴파일러 또는 가상

의 시스템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구

조, 코드를 뜻한다. IR은 최적화, 번역과 같은

추가적인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정보 손실 없이 소스코드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 언어에 구애받지 않

고 소스코드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III. 관련 연구

File System TOCTOU Race Condition 취약

점을 탐지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과거 File System에서 발생

가능한 TOCTOU Race Condition 탐지 관련

연구를 소개한다.

3.1 Hao Chen et al.

Hao Chen et al.[4]에서는 소스코드 기반의

정적 분석 도구를 제시하였다. Temporal safety

Property를 Finite State Automaton (FSA)을

사용, 소스코드를 PushDown Automation로 모

델링하고 사전에 정의한 FSA와 생성된 모델

검사를 통해 Temporal safety property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취약점을 탐지한다. 하지만,

Data Flow는 거의 고려하지 않으므로 정확성이

떨어진다.

3.3 Brian V. Chess et al.

Brian V. Chess et al.[5]에서는 소스코드 기

반의 정적 분석 도구를 제안하였다. Function

Specific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조건에 맞

지 않는 경우에 취약점이 발생한다고 정의하였

다. 먼저, 소스코드와 Function Specification을

Dijkstra Guarded Command[6]로 변환하고

Verification Condition으로 다시 변환한다. 마지

막으로 Simplify[7]를 통해 검증 여부를 판단하

여 취약점을 탐지한다. 하지만, 충분한 Function

Specification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오탐이 발생할 수 있다.

3.4 Jinpeng Wei et al.

Jinpeng Wei et al.[8]은 동적 분석 기법을 제

안하였으며, 취약점을 유발할 수 있는 함수의

조합을 Check-Use Pair로 정의하며, 이를 모니

터링하여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모든 실행 경로를 고려하지 못하며, Check와

Use가 서로 다른 자원을 참조하더라도 동시에

두 System call이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

오탐이 발생한다.

3.5 CWE-Checker

CWE-Checker[9]는 바이너리 레벨의 정적 분

석을 통해 취약점을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하였

다. TOCTOU Race Condition 외에도 다양한

취약점 탐지가 가능하며, 여러 가지 정적 분석

기법을 제공한다. TOCTOU Race Condition은

CFG를 통해 Check 함수를 Source, Use 함수를

Sink로 하여 도달 가능한 경우를 판단하여 취

약점을 탐지한다. 하지만 단일 함수 내에서 발

생하는 경우만 탐지가 가능하며, 참조하는 자원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569



이 서로 다른 경우와 서로 다른 함수 내에서

발생 가능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탐이 발생한다.

IV. 탐지 방법

기존 연구에서 TOCTOU Race Condition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들은 Linux 환경에

서 소스 코드가 있다는 가정 하에 수행되었다.

따라서 소스 코드가 아닌 바이너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동일한 UNIX 커널 기

반의 운영체제인 Linux나 XNU라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소스 코드가 없는 경우

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실제 XNU 커널 기반의

Mach-O 바이너리를 분석한 결과 메모리 관련

함수 심볼은 ELF 바이너리와 굉장히 다른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논문에서도 대상으

로 하는 File System과 관련된 함수의 심볼 앞

에는 ‘_’가 추가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TOCTOU Race Condition을 탐지하기 위해

BAP를 사용하여 바이너리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분석한 결과를 통해 탐지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4.1 TOCTOU Race Condition 발생 원인

UNIX 커널 기반의 File System 대상의

TOCTOU Race Condition은 특정한 함수의 조

합이 해당 취약점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Check-Use Pair라고 정의하며, 이는

Jinpeng Wei et al.에서 정의하였다.

취약점을 유발하는 함수 Symbol은 Creation,

Remove, NormalUse, Check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부 유형별 취약점을 유

발하는 함수 심볼은 [표 1]로 정의하였다.[8]

유형 함수 Symbol
FileCreationSet {creat, open, fopen, mknod, rename}
LinkCreationSet {link, symlink, rename}
DirCreationSet {mkdir, rename}
FileRemoveSet {unlink, rename}
LinkRemoveSet {unlink, rename}
DirRemoveSet {rmdir, rename}

FileNormalUseSet
{chmod, chown, truncate,

utime, open, fopen, execve}

DirNormalUseSet
{chmod, chown, utime,

mount, chdir, chroot}
CheckSet {stat, lstat, access}

[표 1] 유형별 취약점 유발 함수 심볼

4.2 TOCTOU Race Condition 발생 조합

TOCTOU Race Condition을 유발하는 함수

의 유형을 토대로 조합을 분류하였으며, 크게

명시적으로 Check를 하는 경우와 Check가 이

뤄지지 않는 경우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취약점이 발생하는 Check-Use Pair

의 조합을 정리하였으며, 총 224가지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함수 Pair의 조

합은 [표 2]에 정의하였다.[8]

용례 명시적 Check 묵시적 Check

파일 생성
CheckSet×

FileCreationSet

FileRemoveSet×

FileCreationSet
디렉토리

생성

CheckSet×

DirCreationSet

DirRemoveSet×

DirCreationSet

링크 생성
CheckSet×

LinkCreationSet

LinkRemoveSet ×

LinkCreationSet

파일

읽기/쓰기/

실행/설정

변경

CheckSet×

FileNormalUseSet

(FileCreationSet×

FileNormalUseSet)∪

(LinkCreationSet×

FileNormalUseSet)∪

(FileNormalUseSet

×FileNormalUseSet)

디렉토리

접근/설정

변경

CheckSet×

DirNormalUseSet

(DirCreationSet×

DirNormalUseSet)∪

(LinkCreationSet×

DirNormalUseSet)∪

(DirNormalUseSet×

DirNormalUseSet)

[표 2] 취약점 유발 함수 조합

4.3 취약점 탐지 전략

취약점 탐지 전략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

서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단일 함수 내에서 취

약점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함수 사이에서 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이

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참조하고 있는 자원이 동일한 자원인가 아닌가

에 대한 검증을 통해 취약점을 탐지한다.

취약점 탐지 과정은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진행된다.

[그림 2] 단일 함수 내부의 취약점 탐지 과정

[그림 3] 서로 다른 함수 간 취약점 탐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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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실험 및 평가

사용한 데이터 셋은 NIST에서 제공하는

Juliet Test Suites 1.3[10]을 사용하여 진행하였

다. 해당 샘플은 오탐이 발생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함수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

기 위해 데이터 셋을 일부 변경하였다.

샘플의 유형은 총 5가지로 good, bad1, bad2,

fp1, fp2로 구성된다.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

good과 단일 함수 내에서 취약점이 발생하는

bad1, 추가한 샘플은 bad2, fp1, fp2이다. bad2

는 서로 다른 함수 간 취약점이 발생하는 유형

이며, fp1과 fp2는 취약점 발생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자원을 참조하는 경우이다.

fp1은 단일 함수, fp2는 서로 다른 함수 간에

발생하는 유형이다.

각 데이터 셋은 [표 3]에 정리하였다. 총 180

개의 샘플은 각각 ELF, Mach-O 바이너리로

생성하여 탐지를 수행하였다.

Test Case access/open stat/open
good 18 18
bad1 18 18
bad2 18 18
fp1 18 18
fp2 18 18
Total 90 90

[표 3] CWE-367 실험 데이터 셋

[표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다. ELF, Mach-O 바이너리 각

180개의 샘플 데이터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

으며, bad2와 fp2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일 함수 내에서 서로 다른

자원에 접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fp1에 대해서

도 오탐 없이 정확한 탐지를 수행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Test Case Detection/Set Rate (%)
good 0/72 0
bad1 72/72 100
bad2 72/72 100
fp1 0/72 0
fp2 0/72 0

[표 4] 제안한 방법 성능 평가

VI.결론

본 논문에서는 바이너리 레벨의 분석을 통한

UNIX 커널 기반의 File System TOCTOU

Race Condition 탐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한 탐지 방법을 적용한 도구는 오탐이 없었으

며, 소스코드 없이 취약점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취약

점 탐지를 위해 만들어진 샘플이 아닌 실제 소

프트웨어의 바이너리 분석을 통해 도구를 개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어플리케

이션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의 취약점

발생 유형에 대해서 분석하고 탐지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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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The invalid memory access (taint-style)

vulnerability[1] is a common and critical

vulnerability, which is caused by the lack of

sanitization in the path from the source to

the sensitive sink. For example, an oversize

input from the attacker is propagated to the

memcpy function, and there is no boundary

check (sanitization) in the propagation path,

which will cause a buffer overflow.

The CWE vulnerability website[2] ranks

different types of vulnerabilities each year

based on the number of vulnerabilities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 (NRF-2019R1A 2C20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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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ed and the dangerous level of

vulnerabilities. As shown in Fig.1, the CWE

TOP 15 in 2020, taint-style vulnerabilities

account for the majority.

Figure 1 CWE TOP 15 2020

바이너리에서 Invalid Memory Access 취약점 탐지
기술 동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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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Challenges in Analysis for Invalid Memory Access Vulnerability
Detection in Binary

Wenhui Jin, Heekuck Oh*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Abstract

According to the vulnerability risk rankings calculated by the CWE website,

most of the top vulnerabilities are invalid memory access vulnerabilities such as

out-of-bounds write, use-after-free, null-pointer-dereference, etc. This is because

the characteristic of the memory related vulnerability, which lacks sanitization in a

data flow,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the attackers to exploit. Most of the

vulnerability detection research is based on source code. However, due to many

manufacturers or vendors only provide products but not source code, techniques

that can detect vulnerabilities in the binary is necessary in such situations. While

due to the lack of many types as in high-level languages, such as pointers,

vulnerability detection in binary systems poses many challenges. In this article, we

discuss such challenges for invalid memory access vulnerability detection in b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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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ction approaches for such

taint-style vulnerability can be categorized

into dynamic and static in general. The

advantage of the static detection approach is

that it can analyze all possible execution

paths of the program by constructing the

CFG of the binary. Therefore, static detection

does not require a specific binary format

such as ELF, PE or specific environment

(e.g. x86 PC or embedded device), and is

often used to detect vulnerability in a large

number of programs automatically.

However, the static detection approach

cannot check the register's value or value in

memory space without execution, which leads

to many false positives. On the other hand,

dynamic approach such as DBI (Dynamic

Binary Instrument) based approaches can

exactly get the values in register or memory

to detect vulnerabilities. For the propose of

analyzing binary with various format or

architecture, many of them are

emulation-based approaches. Therefore,

instead of false positives dynamic approach

will miss the vulnerability in general.

Both the dynamic and static approaches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have suitable tasks. In this article, we

will discuss the difficulties for the static

detection approaches to detect the taint-style

vulnerabilities.

II. Related Detection Approach

Because the taint-style vulnerability is

caused by the lack of sanitization in the path

from source to sink. The basic approach of

vulnerability detection is to perform data flow

analysis to detect whether the exist a path

that the tainted data will be propagated to

the sensitive sink finally. If such a path

exists, then check whether there has a

sanitization process of the tainted data in the

propagation process.

Value-set analysis technique[4] can be used

to calculate the possible values of the tainted

data when it is propagated to the sensitive

sink. For the value-set analysis approach, the

sanitization-related statements have already

be used to restrict the boundaries of the

value set. So there only needs a data

violation check before it propagated to the

sink.

Symbolic execution[5] also widely technique

which using the symbol instead of input to

“execute” the program. For the symbolic

execution approach, it maintaining a set of

constraints called path condition which

represent the symbolic expression.

Since many values that can be accurately

judged only at runtime cannot be known in

the statically approach, as the program

becomes more and more complex, the path

becomes longer complicated, the boundary of

Figure 2 an null-pointer-dereference vulnerability example, (a) is the C code, (b) is the

general disassembly code and (c) is the ssa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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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set analysis method will become

infinite, making the analysis becomes

meaningless. Similarly, the complexity of the

path constraints for the symbolic execution

also make it difficult to solve.

On the other hand, the concolic execution

technique[6] is proposed to improve the

limitation of symbolic execution. Concolic

execution approach integrate the concrete

value with symbolic value which randomly

generates a concrete input to execute and

also maintaining the symbolic path constrains.

When meeting the branch statement it will

generate a new concrete value according to

the constraints with the current concrete

value. By this way, it significantly mitigate

the complexity of the constraint solver which

replace the symbolic with concrete value. In

contrast, with the replacement with the

concrete value, it loses the path coverage.

Another dynamic approach is the dynamic

binary instrumentation (DBI) based approach

such as valgrind[7]. DBI-based approach

inserts some binary code garget to monitor

register or memory values to improve the

limitation of the pure static approaches. Due

to the scalability for all platform binaries,

many approaches are emulation-based[3]

which generate inputs randomly to execution

so that propagates the concrete values from

the source to the sensitive sink. Therefore, it

is more accurate than the pure static

approach in this perspective. The only

limitation is due to the emulator which

affects the detection capability for the binary

with various formats such as ELF, PE,

Mach-O, kernel, or firmware.

In this article, we will discuss the

difficulties for the static detection approaches

to detect the taint-style vulnerabilities.

III. Pointer Aliasing

Pointer aliasing is one of the challenges for

the invalid memory access vulnerability

detection. Alias analysis, a technique in

compiler theory, is used to determine if a

memory space can be accessed by more than

one pointer variable. However, binary alias

analysis refers to whether a memory space

can be accessed by more than one register or

stack. The stack address is represented by a

binary operation with a register RBP and an

immediate offset, such as RBP - 0x10. The

value in a register can be represented by the

register directly, while the value in a stack

must be represented by a store or load

statement with a stack address, such as RAX

= load[RBP - 0x10].

Pointer aliasing is one of the main

challenges in data dependency analysis that

can affect the vulnerability detection accuracy

in binary.

As shown in Fig.3, if the detector doesn`t

consider the pointer alias, then the pointer

data will be tainted because assigned as null

at line 9, and it will be dereferenced at line

16. While there exists a null check in the

path between the source to the sensitive sink.

Because of the sanitization, the detector

will untaint the pointer data, and it will be

dereferenced at line 16, then the null pointer

dereference happens.

Figure 3 A false positive example caused by

the pointer aliases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574



The vulnerability happens not because of

the pointer data but the pointer dataptr1,

which is the alias of data. Pointer aliasing is

a difficult but critical problem in binary

analysis for exactly data flow analysis.

In contrast to the single pointer alias in the

case of Alias(RAX, RDI), a multiple pointer

makes the pointer aliasing more difficult in

binary. As shown in Fig. 3, the pointer data

and *dataPtr1 are aliases pointing to the

same memory space. However there is no

such syntax to represent multiple pointers

and multi-dereferencing operations in binary

such deref(RAX.n) and deref(deref(RAX.m)).

A multi-dereferencing operation in binary is

represented by several single dereferencing

statements, which is different from a

statement such as **ptr in the source code.

This makes it impossible to obtain the aliases

of specific pointers directly in binary code.

Consequently, pointer aliasing requires an

extra structure to record and manage

multiple-pointer alias sets at each program

point.

IV. Conclusion

In this article, we discussed the existing

technologies for detecting the taint-style

vulnerabilities in the binary, such as

VSA-based methods, emulator-based

methods, etc. In addition, we discussed some

of the challenges that need to be overcome in

the data dependency analysis for the

taint-style detection process, such as pointer

aliasing.

In addition to binary detection, there are

still other challenges we don`t discuss. For

example, if the detection method is

context-sensitive, the indirect branch is an

important challenge needs to be overcome.

Although taint-style vulnerabilities have

common characteristics, each vulnerability

still has differences, so it is impossible to

detect all vulnerabilities with a specific

method. We need to customize detailed

detection methods for each detailed type of

vulner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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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난독화 기법이란 프로그램 실행 결과는 동일

하지만 내부 코드의 동작을 분석이 어렵게 변

형하는 기법으로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목

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난독화 기법이 적용

되는 경우는 전체 악성코드의 약 31%를 차지하

고 있다 [1]. 실제로 난독화 된 악성코드 중에는

Themida에 의해 보호되는 악성코드가 존재한

다 [2, 3]. Hatching Triage [4]에 보고된

Themida로 난독화 된 악성코드 140개를 대상

으로 직접 분석한 결과, 약 10%의 악성코드에

서 Themida의 대표적인 난독화 기법인 API

Wrapping 기법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

기존 Themida 난독화 기법에 대한 분석 및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 (No.2017-0-00168, 사이버 위

협 대응을 위한 Deep Malware 자동 분석 기술 개발)

역난독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Themid

a의 버전 업데이트로 난독화 기법의 동작 방식

이 크게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역난독

화 방법은 최신 버전의 Themida에서 적용 불

가능한 문제가 있다 [5, 6, 7]. 또한 최신 버전의

Themida를 대상으로 API Wrapping 연구가 진

행되었으나 자동화된 역난독화 방법을 제안하

지 못했다 [8].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PE(Portable Executabl

e) 파일 포맷 중 IMPORT 섹션 내용을 설명하

고, 최신 버전의 Themida API Wrapping 동작

원리에 대한 분석을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The

mida API Wrapping 기법을 자동으로 역난독화

하기 위해 제안한 시스템을 설명한다. Ⅳ장에서

제안 시스템의 성능은 역난독화 된 결과를 가

지고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 논문

의 결론 및 추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Themida API Wrapping 자동 역난독화 시스템

김민호,* 조해현,* 이정현*

*숭실대학교

Automated Deobfuscation System for Themida API Wrapping

Minho Kim,* Haehyun Cho,**Jeong Hyun Yi*

*Soongsil University

요 약

최근 유행하는 악성코드 중 난독화 기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1%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실제 유포된 악성코드 중에는 상용 난독화 도구 중 하나인 Themida에 의해 보호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Themida의 대표적인 난독화 기법은 API Wrapping 기법으로 2019년

Themida의 버전 업데이트가 되어 난독화 기법의 동작 방식이 크게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의 역난독화 기법들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본 논문은 최신 버전의 Themida API

Wrapping 기법이 적용된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역난독화하여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동 역난독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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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E Format.

II. 배경지식

2.1 윈도우 PE 파일 포맷

윈도우 PE 파일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그림 1]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PE 파일 포맷에서 IMPORT 섹션과 관련된

항목은 DATA_DIRECTORY와 idata 섹션이다.

DATA_DIRECTORY의 1, 12번째 인덱스 값은

각각 IDT(IMPORT Directory Table), IAT(IM

ORT Address Table)의 오프셋 값으로 테이블

의 시작 위치를 의미한다 [9]. idata 섹션은 바

이너리가 API를 호출 시 필요한 심볼을 가지고

있다. 다른 DLL의 API를 호출할 때 호출하려

는 API의 정보를 가져올 때 사용한다. 섹션은

DLL과 API 이름이 저장된 Hint/Names 테이블

과 이를 가리키는 INT(IMPORT Name Table),

IAT, IDT로 구성되어 있다. 바인딩 과정에서

위 구성 요소를 참조하여 가져온 API 주소를

IAT에 기록하고, API 호출 시 IAT에 기록된

주소로 분기한다.

2.2 Themida API Wrapping 기법 분석

Themida는 디버거, 가상머신 탐지와 같은 분

석 방지 기법과 String Encryption, API Wrapp

ing과 같은 난독화 기법을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그림 2] Call chain of Normal API Call and

Obfuscated API Call.

분석 방지 및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용 프

로텍터 프로그램이다 [10]. 본 논문에서는 The

mida 3.0.7.0 버전을 기준으로 API Wrapping

기법을 분석했다.

Themida API Wrapping 기법에 의한 난독화

적용 여부에 따른 동작 방식은 [그림 2]와 같다.

난독화가 되지 않은 경우는 IAT에 API 주소가

바인딩 과정에서 기록된다. 그리고 API 호출

시 IAT를 참조하여 기록된 API 주소로 분기한

다. 반면에 난독화가 된 경우는 IAT에 API와 1

대1로 대응하는 Themida 코드 블록의 주소가

기록된다. 이후, API 호출 시 IAT를 참조하여

Themida 코드 블록으로 분기한다. Themida 코

드 블록은 더미 코드와 API 주소를 계산하는

코드가 실행된다. Themida 코드 블록 실행이

종료되면 계산된 API 주소로 분기하는 방식으

로 동작한다.

III.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Themida API Wrappi

ng 역난독화 방법은 Intel PIN [11]을 활용하여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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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roposed Scheme.

3.1 시스템 구조

[그림 3]은 API Wrapping 역난독화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본 논문의 제안 시스템은 크게

PIN을 활용하여 동적으로 바이너리를 분석하는

API Unwrapper 모듈과 API Unwrapper 모듈

에서 생성한 로그를 바탕으로 IMPORT 섹션을

재구성하는 Rebuilder 모듈로 구성된다.

3.2 API Unwrapper

API Unwrapper 모듈은 Intel PIN을 이용하

여 바이너리를 동적으로 분석하는 모듈로, 크게

Binding Observer 모듈과 Flow Modifier 모듈

로 이루어져 있다.

3.2.1 Binding Observer

Binding Observer 모듈은 바이너리를 실행할

때 바이너리와 DLL이 메모리에 로드되는 것을

관찰한다. 바이너리에 Themida 섹션이 존재하

면 Themida 섹션 정보를 기록한다. 그리고

DLL의 API 목록 정보와 다른 DLL로 포워딩되

는 API 목록을 기록한다.

3.2.2 Flow Modifier

Flow Modifier 모듈은 IAT에 기록된 순서대

로 모든 Themida 코드 블록이 실행되도록 실

행 흐름을 변경한다. 실행 중인 바이너리의

IAT를 참조하여 API 호출 루틴을 탐지하면 실

행 흐름을 IAT에 기록된 Themida 코드 블록의

주소로 변경하고 분기한다. Themida 코드 블록

은 종료되기 직전에 해당 Themida 코드 블록

에 대응되는 API 주소가 메모리에 기록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그림 4] Normal PE File IAT List.

메모리에 기록된 값이 API 주소값이면 기록한

다. 그리고 API 주소가 기록된 메모리의 값을

다음 Themida 코드 블록의 주소로 변경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 API 호출 대신 다음

Themida 코드 불록이 호출된다. 이렇게 차례대

로 모든 Themida 코드 블록을 실행시키면 어

떤 API가 난독화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3.3 Rebuilder

Rebuilder 모듈은 API Unwrapper 모듈에서

생성한 로그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

다. API Unwrapper 모듈에서 기록한 로그는

실제 포워딩되어 실행되는 API 정보가 기록되

어 있다. 이 로그를 이용하여 IMPORT 섹션을

구성하면 원본 실행 파일의 IMPORT 섹션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IMPORT 섹션은 포워딩 전

API를 기준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API Unwrap

per 모듈에서 생성한 로그를 수정한다. 이를 통

해, 원본 실행 파일의 IMPORT 섹션과 동일한

IMPORT 섹션을 재구성한다.

IV. 실험 결과

Themida API Wrapping 기법이 적용된 프로

그램을 대상으로 IMPORT 섹션을 재구성하여

제안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검증한다.

[그림 4]는 PEview를 사용하여 원본 프로그

램의 Themida API Wrapping 기법 적용 전

IMPORT 섹션을 분석한 모습이다. [그림 5]는

[그림 4]의 프로그램을 API Wrapping 기법 적

용 후 제안 시스템을 사용하여 역난독화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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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ebuilded API List.

과이다. [그림 4]와 비교했을 때 IMPORT 섹션

재구성 기능이 수행되어 난독화 된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API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악성코드를 보호하기 위한 기법 중 난독화

기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난독화 된

악성코드는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그중, 상

용 난독화 도구인 Themida에 의해 보호되는

악성코드의 사례가 존재한다. Themida API

Wrapping 기법은 기존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

식으로 역난독화 기법이 제시되었으나 Themid

a의 버전 업데이트로 최신 버전에 적용 불가능

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신

버전의 Themida API Wrapping 기법을 분석했

고 IMPORT 섹션에 존재하는 모든 API에 대응

하여 자동으로 역난독화하는 시스템을 제시했

다.

본 논문의 제안 시스템을 통해 악성코드에

적용된 Themida API Wrapping 기능이 무효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제안 시스

템을 사용하면 난독화 된 프로그램의 IMPORT

섹션에 존재하는 모든 API를 대상으로 역난독

화하여 IMPORT 섹션을 복구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모든 Themida 코드 블록을 실

행함으로써 역난독화가 완료되기까지 실행 시

간이 증가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다른 난독화 도구에 대해

분석하고 다양한 난독화 기법을 자동화하여 역

난독화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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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랜섬웨어(Ransomware)는 사용자의 시스템을 잠그거

나 주요 파일을 암호화하여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인질

로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이다. 과거 불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악성 행위를 수행하던 랜섬웨어 공격

자들은 최근 국가나 기업 등 특정 표적을 대상으로 지

능형 지속 위협(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을

수행하고 있다[1]. 공격자들은 악성 행위를 수행하기 전,

특정 공격 대상의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관찰하여

피해 규모를 키운다. 랜섬웨어의 공격은 주요 피해 대상

이던 IT 기업 및 공공기관뿐 아니라, 분야에 상관없이

업무 정지로 인한 피해가 크고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2].

2021년 2월에는 Ronggolawe 랜섬웨어가 에콰도르 재

무부와 에콰도르에서 가장 큰 은행인 Banco Pichincha를

공격하여 웹 사이트를 암호화하고, 신분증 번호 및 비밀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링크를 유출했다

[3]. 같은 해 5월에는 DarkSide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미

국의 가장 큰 연료 운반 시스템 회사인 Colonial Pipeline

+본 논문은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암호이용활성화)의

재원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사업임

의 서비스가 마비되어 석유값이 일시적으로 폭등했으며,

해당 기업은 주요 파일 복구를 위해 공격자에게 비트코

인으로 440만 달러를 지불했다[4]. 특히, 2020년 하반기부

터 2021년 상반기까지 국내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가 다

수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5]. SK하이

닉스 북미 법인은 Maze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내부 전략

회의 내용이 유출되었으며, LG전자 북미지역 법인은

Conti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내부 기업 자료가 해킹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랜드 리테일은 Clop 랜섬웨어의 공격

으로 일부 점포의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LG생활건강의

베트남 법인은 Avaddon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내부 계약

정보 및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랜섬웨어

의 공격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증

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

보보호산업협회에서 진행한 “202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에 따르면 2020년 사업체의 49%는 IT 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을 1% 미만으로 편성했다[6].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정부 및 여러 기관들은

랜섬웨어 감염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다양한 정

책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제안된 랜섬웨어와 관련한 정책 및 가이드의 동향을 분

석하고 이를 통해 랜섬웨어 대응에 대한 지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20년 및 2021년 국내·외 랜섬웨어 대응 정책 동향+

강수진**, 김수빈*, 이민정*, 김소람**, 김종성***

*,**,***국민대학교 (학생, 대학원생, 교수)

Global Ransomeware Detection and Response Policy Trends 2020-2021

Soojin Kang**, Subin Kim*, Minjeong Lee*, Soram Kim**, Jongsung Kim***

*,**,***Kookmin University(Student, Graduate Student, Professor)

요 약

최근 랜섬웨어는 고도화된 공격 방식을 사용하여 특정 표적을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 대상이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

이며, 다수의 국내 기업도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서는 랜섬웨어 및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국내·외 제안된 랜섬웨어 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2020년에 랜섬웨어와 관련하여 제안된 정책을

정리하고, 2021년에 새로 수립된 정책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를 통해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의 동향을 파악하고 추후 관련 정책 수립 시 기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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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2020년에 제

안된 랜섬웨어 대응 정책 및 가이드를 소개하며 3장에

서는 2021년 상반기에 제안된 랜섬웨어 대응 및 예방

정책과 계획을 자세히 살펴본다. 끝으로 4장에서 결론

으로 마무리한다.

II. 2020 랜섬웨어 대응 정책 동향

본 장에서는 2020년에 제안된 국내·외 랜섬웨어 정책

동향을 정리한다[7].

2.1 한국 (한국인터넷진흥원) - 랜섬웨어 대응 가이드

한국인터넷진흥원(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에서는 증가하는 랜섬웨어 감염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2020년 5월,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과

“랜섬웨어 대응 및 백업 가이드”를 제공했다[8]. 데이터 백

업 체계 구축 및 운영 가이드를 제공하고, 주요 시스템 보

안 점검을 권장하여 사이버 공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2.2 호주 (정부) - 사이버 보안 전략

호주 정부는 2020년 8월, 사이버 보안 전략인

“AUSTRALIA’S CYBER SECURITY STRATEGY 2020”

을 발표했다[9]. 호주 정부는 주요 사이버 보안 위협 중 하

나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하, COVID-19) 유행을 악용하

는 사이버 범죄자들의 공격 형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업,

지역사회 별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

동 지침을 제시했다.

2.3 미국 (OFAC) - 랜섬웨어 몸값 지불 권고문

미국의 자산 관리국인 OFAC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는

2020년 10월, 랜섬웨어 몸값 지불과 관련한 권고문을 발행

했다[10]. 피해자가 랜섬웨어 몸값을 지불하여도 데이터 복

구를 보장할 수 없으며, 공격자들의 추가 범죄 활동의 기반

자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몸값을 지불하지 말고 OFAC 및 기타 정부 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2.4 미국 (NIST) - 랜섬웨어 대응 가이드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인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2020년 9월, 랜섬웨어 및

각종 위협으로 인한 감염 사고 발생 시 수행해야 할 조치

와 감염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보안 가이드인 NIST SP

1800-11을 발표했다[11]. 이를 통해 사용자가 운영체제와

파일 등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신속히 복구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같은 해 12월에는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보

안 가이드를 발표했다[12, 13]. NIST SP 1800-25, 26을 통

해 각각 랜섬웨어를 식별하고 탐지하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과 보안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방어 체계 구축 방

안을 제시했다.

III. 2021 랜섬웨어 대응 정책 동향

2021년에도 지속적인 랜섬웨어 공격을 대응하고 사

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외 여러 기관

에서 랜섬웨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3.1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사이버방역추진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1년 2월, “K-사이버 방역

추진전략”을 발표했다[14]. 디지털상 존재하는 여러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주요 기업들과 ‘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의 구축을 계획했다. ‘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

를 통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사용자의 신고에 의존하던 기

존의 방식을 실시간으로 랜섬웨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

로 개선했다. 수집된 정보를 주요 기업, 기관 및 일반 사용

자와 공유하여 랜섬웨어 위협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사이

버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원격 교육 및 화상 회의를 포

함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전

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기기로 사이버 위협 정보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고, 백신 프로그램의 알림창을 통해

사이버 위협 알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메일 및 PC를

통해 알림을 전송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다수의 사용

자가 위협 정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3.2 한국 (한국인터넷진흥원) - 랜섬웨어 예방 체계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인 KISA에서는 랜섬웨어를 포함한 사

이버 위협을 예방하고자 2021년 5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위협 정보 공유 체계 및 예방 시스템의 확

립 계획을 밝혔다[15]. 해당 계획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자들

이 피해자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SNS)와

피해 시기 기업명 피해 내용 랜섬웨어명

2020년 6월 25일 LG전자 테스트 제품 관련 파일, 직원 컴퓨터 이름 Maze

8월 19일 SK하이닉스 반도체 가격 협상 메일, 내부 전략 회의 내용 유출 Maze

11월 18일 한온시스템 - Egregor

12월 2일 이랜드리테일 일부 점포 카드 결제 등 영업 차질 Clop

12월 4일 태성에스엔이 - LockBit

2021년 2월 22일 현대자동차·기아 북미법인 커넥티드카 서비스 및 소비자 포털 마비 DoppelPaymer

4월 11일 CJ셀렉타 브라질법인 - Avaddon

4월 29일 LG생활건강 베트남법인 내부 계약 문건, 고객사 명단 유출 Avaddon

5월 13일 SL코퍼레이션 개인 여권 사본, 신용카드 정보 유출 Avaddon

5월 18일 LG전자 북미법인 - Conti

[표 1] 국내 주요 기업 랜섬웨어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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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등을 통해 보안 위협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빅

데이터를구축한다. 수집된데이터를AI (Artificial Intelligence)

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지능형 보안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한다. AI를기반으로악성도메인을탐지하고차단하며, 분석된

공격과 유사한 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시스템 구

축을 계획했다. 이를 통해 국내 랜섬웨어의 피해를 줄이고 사

이버공격을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

3.3 미국 (CISA) - 랜섬웨어 위협 완화 캠페인

미국의 국토안전부 산하의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인 CISA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에서는 2021년 1월, 랜섬웨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

고 랜섬웨어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랜섬웨어 위협 완화 캠

페인인 “Reduce the Risk of Ransomware Campaign”을 진

행했다[16]. 캠페인에서는 랜섬웨어의 위협으로부터 사용자

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노출

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 및 경고 사항을 제공한다. 랜섬웨어

예방 모법 사례 및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행동 지침을 소

개하며, 인포그래픽(Infographics)1) 제공을 통해 사용자에

게 랜섬웨어의 공격 방식 및 위협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

는다. CISA는 COVID-19 발병 이후 증가한 원격 학습 및

교육 기관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고자, FBI와 협

력하여 안전한 원격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 보안 가이

드 및 교육 영상자료를 제공한다.

3.4 영국 (RUSI) - Emerging Insights

영국의 국제 안보 연구소인 RUSI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는 2021년 3월, 랜섬웨어의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Emerging Insights”를 발표했다[17]. 해당 논

문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과 변화하는 공격 방

식을 소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설명한다. 또한, 랜섬웨어

피해자들의 몸값 지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고, 랜

섬웨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직, 정책 입안자, 법 집행 기관 및 국가 수

준의 사이버 보안 기관의 위협 대응 행동 지침을 설명하고

있으며, 예방, 추구, 보호 및 준비(Prevent, Pursue, Protect

and Prepare)의 4가지 접근방식을제시했다.

3.5 미국 (FBI) - TLP:WHITE flash

미국의 연방수사국인 FBI의 사이버 부서는 2021년 5월,

Conti 랜섬웨어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법 집행 기관, 응급

의료 서비스, 911 파견 센터 및 지방 자치 단체를 포함한

최소 1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FBI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시스템 관리자가 향후 Conti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조직의 네트워크를 방어할 수 있도

록 “TLP:WHITE flash”를 발행했다[18]. 해당 문서에서

Conti 랜섬웨어의 공격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상세히 기술

했다. 또한, 2020년 미국의 자산관리국 OFAC에서 권고된

1) 명확하고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 복잡한 정보를 그래픽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

사항과 같이 몸값 지불은 공격자의 지속적인 공격 및 범죄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몸값을 지불을 권

장하지 않았다. 만일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았다면, FBI의

사이버 침입 방지 및 대응 센터인 Cyber Watch

(CyWatch)로 신고하길 권장하고 있으며 랜섬웨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3.6 미국 (백악관) - FACT SHEET

미국 백악관은 2021년 5월,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의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고 연방 정

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에 서명한 내용을 담은

FACT SHEET를 발표했다[19]. 해당 행정을 통해 IT 서비

스 제공 업체가 정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연

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EDR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를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사이버 보안 안전 검토위원회를 설립을 통해 사이버 보안

사고 이후,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보안 모범 사례를 채

택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표

준화된 계획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V. 결론

랜섬웨어의 공격은 국내 기업을 다수 포함하여 세계적

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공격자들은 고도화된 공격

전략을 통해 피해 규모 또한 늘리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기관에서 랜섬웨어 대응과 관련한 정책 및 가이드

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랜섬웨어의 피

해를 줄이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 제안된 랜섬

웨어와 관련한 정책을 정리했다. 또한, 2021년에 새로 제

안된 국내·외 랜섬웨어 정책을 자세히 소개했다. 2020년과

2021년 제안된 정책을 정리하여 비교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2020년에는 랜섬웨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지침과

같이 사전 대응에 관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며, 2021년

에는 랜섬웨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

서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이 등장했다. 이를 통해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향후 국내에서 랜섬웨어와 관련한 정책 및 가이드

를 설립할 때, 본 논문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랜섬웨어 공격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나라 간의 랜섬웨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공공 및 민관기관이 협력하여 랜섬웨어의 정보 및 복구

도구를 공유하는 노모어랜섬 프로젝트[20]와 같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랜섬웨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국

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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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1년

국가 (기관) 주요 내용 국가 (기관) 주요 내용

한국

(한국인터넷진흥원)
랜섬웨어 예방 가이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랜섬웨어 예방 체계 구축

호주 (정부) 랜섬웨어 예방 가이드
한국

(한국인터넷진흥원)
랜섬웨어 예방 체계 구축

미국 (OFAC) 랜섬웨어 몸값 지불 권고문 미국 (CISA) 랜섬웨어 예방 가이드

미국 (NIST) 랜섬웨어 예방, 대응 가이드 영국 (RUSI) 랜섬웨어 예방 가이드

미국 (FBI) 랜섬웨어 몸값 지불 권고문

미국 (백악관) 랜섬웨어 예방 체계 구축

[표 2] 2020년 및 2021년 제안된 랜섬웨어 대응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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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역공학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수정 및 분석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위협한다. 이

러한 위협은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및 소프트

웨어 복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난독화는 이러한 문제

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난독화란 원본의 기

능성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어렵

게 만드는 변환 프로세스이다. 난독화는 프로그

램에 대한 역공학을 지연시켜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한다. 난독화 기술은 난독화

특성에 따라 데이터 난독화, 레이아웃 난독화,

제어흐름 난독화, 방지 난독화로 분류된다.

* 이 성과는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NRF-2021R1A2C2014428).

MBA 난독화 기술[1]은 데이터 난독화 기법

의 하나로 산술연산 혹은 불연산만으로 이루어

진 수식을 기능성은 유지하면서 두 종류의 연

산이 혼합된 수식으로 변환하여 분석하기 어렵

게 한다. MBA 난독화 기술에 대한 역난독화란

변환된 수식을 단순화하여 원본 수식에 유사한

수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순수 산술연산

수식 혹은 순수 불연산 수식에서만 적용되던

기존 수학 이론은 두 연산을 혼합한 수식에는

적용되지 않아 MBA 난독화에 대한 단순화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2].

Tigress[3]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소스

코드 레벨의 난독화 도구이다. Tigress는 MBA

난독화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난독화 기술을

옵션으로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Tigress에서

제공하는 MBA 난독화 기술의 한계점을 분석하

고 이를 이용하여 Tigress에서 제공하는 MBA

난독화 기술이 적용된 54,240개의 수식에 패턴

매칭 기법을 적용하여 단순화한다.

Tigress 난독화 도구에서 제공하는 MBA 난독화
기술의 한계점*

이지원*, 석재혁**, 이동훈*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삼성 SDS

Limitations of the MBA obfuscation technique from Tigress
obfuscation tool

Jiwon Lee*, Jae Hyuk Suk**, Dong Hoon Lee*

*Korea University(Graduate student) **Samsung SDS

요 약

역공학에 기반한 악의적 소프트웨어 분석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위협한다. 프로

그램의 기능성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난독화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이다. MBA(Mixed Boolean Arithmetic) 난독화 기술은 원본 수식을 의미를 보존

하면서 불연산(예: ∧, ∨, ⊕)과 산술연산(예: , )이 혼합된 분석하기 어려운 수식으로 변형

한다. 변환된 수식으로는 수식이 가진 의미나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MBA 난독화 기술은

비교적 높은 보호 강도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난독화 도구인 Tigress에서 제공하는 MBA 난독화 기술에 대한 한계점을 분

석하고 이를 통해 Tigress의 MBA 난독화 기술이 적용된 수식을 단순화한다. 그 결과 Tigress

의 MBA 난독화 기술이 적용된 54,240개의 수식을 완벽히 원본 수식으로 변환했다. 본 연구 결

과를 개선하여 추후에는 더 강력한 MBA 기술을 설계 및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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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MBA 난독화 기술의 기본 개념을 살펴본다. 3

장에서는 Tigress에서 제공하는 MBA 난독화

기술이 가진 한계점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앞

장의 한계점을 통해 Tigress로 생성한 MBA 수

식에 대한 단순화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MBA 난독화

MBA 난독화 기술은 산술연산 혹은 불연산만

으로 이루어진 수식을 의미를 보존하면서 산술

연산과 불연산이 혼합된 수식으로 변환하는 방

법이다. 이때, 산술연산과 불연산이 혼합된 수

식을 MBA 수식이라고 한다. 변환된 MBA 수

식은 원본 수식보다 복잡한 형태로서 원본 수

식보다 수식이 가진 의미나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다. Fig. 1은 와 같은 기능성을 가지는

MBA 수식을 보여준다.

  ∨∧
 ⊕×∧

Fig. 1. 와 같은 기능성을 가지는 MBA 수식

MBA 수식은 기본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어

렵다고 알려져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순수 산

술연산 수식에 적용되던 수학 이론(예:

Arithmetic Reduction)과 순수 불연산 수식에

적용되던 수학 이론(예: Constraint Solving)이

두 종류의 연산이 혼합된 MBA 수식에서는 적

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MBA 수식은 단순화가

되지 않으면 수식의 의도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MBA 수식의 단순화는 어려우므로

MBA 난독화 기술은 비교적 높은 보호 강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Fig. 2는 산술연산 수식

혹은 불연산 수식에 적용되던 기존 수학 이론

이 MBA 수식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시를 보여

준다.

∧∧ ≠ ∧
×∧×  ≠ ×∧

Fig. 2. 산술연산 혹은 불연산에 적용되던 기존 수학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MBA 수식

높은 보호 강도를 가진다고 알려진 MBA 난

독화를 단순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MBA 수식을 단순화하는 방법으로는 패

턴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한 단순화[3], MBA 수

식을 비트 수준으로 정규화하는 Bit-blasting을

이용한 단순화[4], 동치인 수식을 생성하여 단순

화하는 Program Synthesis[5] 등이 존재한다.

III. Tigress에서 제공하는 MBA 난

독화 기술의 한계점

Tigress에서 제공하는 MBA 난독화 기술은

하나의 원본 수식에 대해 하나의 MBA 수식을

출력한다. 이때, 출력된 MBA 수식은 SEED에

따라 형태가 다를 수 있다. Fig. 3은 동일한 입

력에 대해 서로 다른 SEED를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SEED에 따라 동일한 원본 수식이라

도 출력된 MBA 수식은 다를 수도 같을 수도

있다.

      ⊕∧ ≪ 
      ∨∨⊕
      ⊕∧ ≪ 

Fig. 3. Tigress에 서로 다른 SEED를 적용하여 MBA 난독
화한 결과

Tigress에서 제공하는 MBA 난독화 기술은

원본 수식의 연산자가 적을수록 이를 통하여

변환 가능한 MBA 수식의 종류가 적다. 변환

가능한 MBA 수식의 종류가 적을수록 SEED에

관계없이 중복되는 변환이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변환된 MBA 수식이 고정된 패턴을 보이

기에 MBA 수식에 대한 단순화가 쉬워진다.

Tigress를 통해 하나의 연산자를 가지는 수식 ,  , ×를 각 100,000개의 SEE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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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MBA 수식으로 변환한 결과 Fig. 4처럼

각각 8종류, 6종류, 1종류의 MBA 수식으로만

변환했다.

 ⊕∧∧
∨∧ ∨∨⊕

⊕∧≪ ⊕∨≪
∨≪⊕ ⊕∨∨

(a) Tigress 통해 가 변환 가능한 MBA 수식의 종류

 ∧≪⊕
∧∧ ⊕∧∧

⊕∧≪ ∧∧⊕
(b) Tigress 통해 가 변환 가능한 MBA 수식의 종류

∧×∨∧×∧
(c) Tigress 통해 ×가 변환 가능한 MBA 수식의 종류

Fig. 4. Tigress 통해 하나의 연산자를 가진 수식이 변환할 수
있는 MBA 수식의 종류

Table. 1은 원본 수식의 연산자 개수에 따른

변환 가능한 MBA 수식의 개수를 보여준다. 원

본 수식의 연산자가 곱셈만으로 구성된 경우

연산자의 개수와 SEED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

한 MBA 수식으로 변환했고, 원본 수식의 연산

자가 덧셈만으로 구성된 경우 항상 변환 가능

한 MBA 수식의 종류가 가장 많았다.

원본 수식의

연산자의 개수

변환 가능한 MBA 수식의 개수

최소 평균 최대

1 1 5 8

2 1 25 64

3 1 125 512

4 1 625 4096

Table. 1. 원본 수식의 연산자 개수에 따른 Tigress를 통해
변환 가능한 MBA 수식의 개수

Tigress에서는 두 개 이상의 연산자를 가진

수식의 경우 각 연산자가 변환할 수 있는 MBA

수식들을 합성하여 MBA 수식을 생성한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연산자를 가진 수식이

변환 가능한 모든 MBA 수식은 Fig. 4의

15종류의 MBA 수식의 합성으로 생성된다. Fig.

5는 Tigress를 통해 수식 를 MBA

수식으로 변환한 과정을 나타낸다. Tigress를

통해 2개의 연산자를 가지는 수식  , , ×를 각 100,000개의 SEED에

대해 MBA 수식으로 변환한 결과 각 64종류,

48종류, 8종류의 MBA 수식으로 변환했고

변환된 모든 수식은 Fig. 4의 15종류의 MBA

수식의 합성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때, 하나의

, , × 연산자를 가진 수식이 변환 가능한

MBA 수식의 개수가 각 8개, 6개, 1개이므로 두

개의 을 가진 는 64(8×8)종류,
하나의 과 하나의 을 가진  는
48(8×6)종류, 하나의 과 하나의 ×을 가진×는 48(8×1)종류를 가졌다.

⇓  ∧∧∧  ∧⇓  ∧  ∧
Fig. 5. Tigress를 통해 를 MBA 수식으로 변환하는
과정

IV. Tigress에서 제공하는 MBA 수

식의 단순화

이번 장에서는 앞장의 한계점을 이용하여

Tigress에서 제공하는 MBA 난독화 기술을 통

해 생성한 MBA 수식에 대한 단순화를 과정을

제시한다. 단순화 진행을 위해 최대 4개의 연산

자( ,  , ×)를 사용하는 120개의 수식에 각

100,000개의 SEED를 입력하여 총 54,240개의

MBA 수식을 생성했다. Fig. 6은 생성한 MBA

수식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생성한 54,240개의 MBA 수식을 Fig. 4에서

보여주는 15종류의 MBA 수식만 가지고 패턴

매칭 기법을 이용하여 단순화를 진행했다. 그

결과 54,240개의 MBA 수식 모두 단순화하였으

면 단순화한 결과는 원본 수식과 정확히 일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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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7은 패턴 매칭 기법을 통해 Tigress에

서 제공하는 MBA 난독화 기술이 적용된 MBA

수식에 대한 단순화 과정을 나타낸다.

∧∧⊕
∨ ≪ ∧∧
⊕⊕⊕∧
∧⊕∨ ≪ 
∧∧⊕⊕
∨∧∧
⊕∨ ≪ ∧
∧⊕⊕∨

×⊕∧∧
∧×∨∧
×∧∨⊕
∧∧∧
×∨∧×∧
∧

Fig. 6. Tigress에서 제공하는 MBA 난독화 기술로 생성한
MBA 수식

∧×∨∧×∧⇓ ×   ∧× ∨ ∧× ∧× ⇓      
× 

Fig. 7. 패턴 매칭 기법을 통한 Tigress에서 제공하는 MBA
난독화 기술이 적용된 MBA 수식의 단순화 과정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Tigress에서 제공하는 MBA

난독화 기술이 가진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15종류의 MBA 수식만을 가지고 Tigress

의 MBA 난독화 기술이 적용된 수식을 쉽게 단

순화한다. 그 결과 Tigress의 MBA 난독화 기

술이 적용된 54,240개의 MBA 수식 모두 완벽

히 원본 수식으로 단순화했다.

본 논문을 포함한 기존의 존재하는 MBA 난

독화 기술에 대한 단순화 연구[2, 3, 4, 5]는

MBA 수식이 보여주는 패턴을 혹은 알려진

MBA 수식을 분석하여 단순화한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 MBA 수식 생성에 관한 수학적 매커

니즘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면 추후 더 강령한

MBA 기술을 설계 및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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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Qualcomm Hexagon은 범용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를 위한 아키텍처로, 다양한 스마트폰의 이동

통신에 사용되고 있다. 그 대중성만큼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Hexagon의 보안

성 분석에 필수적인 에뮬레이터의 무결성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Hexagon의

널리 알려진 두 에뮬레이터인 hexagon-sim과 quic/qemu에 대해 차등 테스트를 적용하여,

Hexagon ISA와 다르게 돌아가는 에뮬레이터 상의 버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Hexagon ISA에 존재하는 제약 조건들을 알아보고, 이 조건들을 준수하여 무작위의 명령어들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고안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두 에뮬레이터에서 서로 다른 결과

를 반환하는 명령어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7개의 에뮬레이터 버그를 발견하였다.

I. 서론

*Qualcomm Hexagon은 범용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를 위한 아키텍처로, 높은 성능과 저전

력을 위해서 설계되었다[1]. 2020년, 43%로 가

장 높은 매출 점유율을 가진 Qualcomm의 베이

스밴드 칩은[2] 다양한 스마트폰의 이동통신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격은 이동통신

데이터의 도청 및 위변조로 이어질 수 있다.

Qualcomm 칩의 대중성과 보안의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Hexagon의 보안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이는 Hexagon의 구조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슈퍼스칼라 아키텍처가

아닌 VLIW(Very Long Instruction Word) 아

키텍처이고, 명령어의 배치에서도 많은 제약이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9-0-01343, 융합보

안핵심인재양성)

존재해 역공학 등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Hexagon 보안성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Hexagon의 동작을 모사한 에뮬레

이터들에 대해 분석을 하고자 한다. 현재 이러

한 에뮬레이터들은 Hexagon에서 동작하는 악

성 코드의 행위 분석이나 퍼징과 같은 동적 테

스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에뮬레이터는 ISA(Instruction Set Archi-

tecture)의 정의를 바탕으로 구현된 프로세서와

동일한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뢰할 수 없는 행위 분석 혹은 퍼징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에뮬레이터가 ISA의 정의대로 올바르게 구현했

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있었다[4, 5]. 그러나 해

당 연구들은 IA-32와 같이 자주 쓰이는 아키텍

처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어있고, Hexagon의 에

뮬레이터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Hexagon 에뮬레이터는 Hexagon SDK에서

제공되는 hexagon-sim과 Qualcomm In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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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ion Center(QUIC) 에서 QEMU에 Hexagon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quic/qemu가 있다[3].

본 논문에서는 hexagon-sim과 quic/qemu가

Hexagon ISA의 정의대로 실행하는지 차등 테

스트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작

위 명령어 생성 프로그램을 작성한 뒤, 생성된

명령어를 양쪽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하여 CPU

상태를 비교한다. 만약 비교한 결과가 다르다

면, 두 에뮬레이터 중 하나는 잘못 구현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 에뮬레이터

에서 총 7개의 버그를 찾아낼 수 있었다.

II. 배경

이 장에서는 Hexagon ISA의 구성요소에 대

해서 알아본다. 2.1 절에서는 각 레지스터가 어

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2.2 절에서는 VLIW 구

조에 따른 명령어 패킷과 패킷 내 명령어 배치

에 대한 제약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2.1. 레지스터

Hexagon ISA는 32개의 32-bit 범용 레지스

터(R0~R31)와 32개의 32-bit 컨트롤 레지스터

(C0~C31)를 사용한다.

컨트롤 레지스터 중 눈여겨 봐야 할 것은

C4에 저장되는 4개의 8-bit predicate register

(P0~P3)와 C8에 저장되는 user status register

(USR) 이다. Predicate register는 비교 연산에

대한 결과를 저장하고, user status register는

부동 소수점 연산, saturation overflow 등에 대

한 CPU 상태와 제어 비트를 담고 있다.

2.2. 명령어 패킷과 제약들

Hexagon ISA는 명령어 수준 병렬성을 위해

서 VLIW 방식을 채택한다. 모든 명령어는 병

렬 실행을 위해 VLIW 패킷으로 묶이며, 한 패

킷 내에는 1개에서 4개까지의 명령어가 들어간

다. 패킷 내의 명령어 위치는 0번부터 3번 슬롯

으로 구분되며, 각 명령어는 이 중 한 슬롯에

들어가게 된다. Hexagon 프로세서는 패킷 단위

로 명령어들을 수행하게 된다.

패킷 내의 명령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칙

과 제약이 존재한다. 이 중 명령어들에 대한 제

약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Ÿ Resource constraints: 특정 종류의 명령어는

특정 슬롯에만 들어갈 수 있다. 이는

Hexagon 프로세서가 한정된 숫자의 실행

유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1은 슬롯

마다 가능한 명령어 종류를 나타낸다.

슬롯 명령어 종류

Slot 0

LD 명령어

ALU32 명령어

NV 명령어

SYSTEM 명령어

ST 명령어

MEMOP 명령어

일부 J 명령어

Slot 1
LD 명령어

ALU32 명령어

ST 명령어

일부 J 명령어

Slot 2
XTYPE 명령어

J 명령어

ALU32 명령어

JR 명령어

Slot 3
XTYPE 명령어

J 명령어

ALU32 명령어

CR 명령어

표 1 Hexagon ISA의 명령어 슬롯과 슬롯에 따른

명령어 종류

Ÿ Grouping constraints: 어떤 명령어를 원하는

슬롯에 넣기 위해서는 특정 명령어가 정해

진 슬롯에 존재해야 한다.

Ÿ Dependency constraints: 두 개 이상의 명령

어가 같은 레지스터에 값을 쓸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제어와 분기 처리를

제외한 명령어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여, XTYPE 명령어(32-bit/64-bit 연산), ALU32

명령어(32-bit ALU 연산), 그리고 hardware

loop를 제외한 CR 명령어(Control register 관련

연산)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메모리

제어 및 분기 처리 명령어에 대한 부분은 향후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Dot-new 조건부 명령어

Hexagon에는 다양한 grouping constraint가

존재하지만, 우리의 대상인 XTYPE, ALU32,

그리고 일부 CR 명령어들로 구성된 패킷을 만

들 때는 dot-new 조건부 명령어(dot-new

conditional instruction)만 고려하면 된다.

Dot-new 조건부 명령어는 dot-new predicate

register를 가지며, 같은 명령어 패킷 내에 해당

dot-new predicate register에 값을 쓰는 명령어

가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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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hexagon-sim과 quic/qemu가

Hexagon ISA의 정의대로 실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생성된 명령어 패킷을 두 에뮬

레이터에서 실행한 뒤 CPU 상태를 비교해 동

일한지 검증한다. 만약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둘 중 한 에뮬레이터에서는 명령어를 잘못 구

현했다고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CPU 상태가 서로 다르게 나오게 하는 명령어

패킷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버그를 찾아낸다.

무작위로 생성된 명령어 패킷을 실행하기 위

해서 그림 1과 같은 틀 코드를 작성하였다. 해

당 코드는 무작위로 생성된 레지스터 값을 받

아 설정한 뒤, 무작위로 생성된 명령어 패킷을

실행하고 다시 레지스터값을 읽어와 출력한다.

제약을 준수하는 명령어 패킷을 무작위로 생

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Resource constraints: 슬롯마다 가능한 명령

어를 무작위로 배치한다. 그 뒤 배치된 명령어

에 무작위로 레지스터와 상수를 배정한다.

2. Dependency constraints: 두 개 이상의 명령

어가 같은 레지스터에 값을 쓰는지 확인한다.

그러한 경우 처음으로 돌아간다.

3. Grouping constraints: Dot-new 조건부 명령

어가 있으면, 패킷 내에 해당 명령어의

dot-new predicate register에 값을 쓰는 다른

명령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아닐 경우, 처음으

로 돌아간다.

IV. 결과

해당 방법을 바탕으로 hexagon-sim과

quic/qemu을 테스트해본 결과, 두 에뮬레이터에

서 서로 다른 CPU 상태를 나오게 하는 명령어

들을 찾을 수 있었다. 두 개 이상의 명령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른 CPU 상태를 나오게

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해당 명령어들은

dot-new 조건부 명령어들과 그렇지 않은 명령

어 6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명령어들을 분석한 결과 총 7개의 버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는 표 2에 정리되어 있으며,

void test(unsigned int* registers)

{

print_register(registers);

__asm(

"{ R10 = %0; }"

"{ R0 = memw(R10 + #0);"

// 생략

"R12 = memw(R10 + #44); }“

“{ C4 = R11; } { C8 = R12; }"

"{ 무작위로 생성된 패킷 }"

"{ R11 = C4; } { R12 = C8; }"

"{ memw(R10 + #0) = R0;"

// 생략

"memw(R10 + #44) = R9; }"

: : "r" (registers));

print_register(registers);

}

그림 1 에뮬레이터 실행을 위한 틀 코드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dot-new 조건부 명령어

Predicate register의 진위는 레지스터값이 0

인지 아닌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hexagon-sim

에서는 dot-new predicate register의 least

significant bit 값을 참/거짓의 기준으로 삼아,

0x10과 같이 참이어야 하는 값도 거짓으로 계

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2) Pd=sfcmp.uo(Rs,Rt),

(3) Pd=dfcmp.uo(Rss,Rtt)

두 명령어는 모두 부동 소수점 값을 비교한

뒤 그 결과를 Pd에 저장한다. 그러나 정상적으

로 비교 연산을 해 Pd에 참값을 쓰는 경우에도

USR의 floating-point IEEE invalid sticky flag

를 설정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4) Rd=extractu(Rs,#u5,#U5)

quic/qemu의 경우 #U5 + #u5의 값이 32를

넘어가는 경우 Rd값을 잘못 계산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5) Rxx,Pe=vacsh(Rss,Rtt)

그림 2의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quic/qemu

의 경우 Pe를 계산할 때 Rxx의 이전 값이 아

닌 새로 계산된 값을 사용하여 Pe 값을 잘못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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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령어 에뮬레이터 버그

(1) 모든 dot-new 조건부 명령어 hexagon-sim
새 predicate register 값의 least significant bit 값

만을 통해 true/false 계산

(2) Pd=sfcmp.uo(Rs,Rt) hexagon-sim
정상적으로 비교 연산을 해 true를 반환했음에도

USR의 invalid flag가 설정됨

(3) Pd=dfcmp.uo(Rss,Rtt) hexagon-sim
정상적으로 비교 연산을 해 true를 반환했음에도

USR의 invalid flag가 설정됨

(4) Rd=extractu(Rs,#u5,#U5) quic/qemu #U5+#u5가 32를 넘을 경우 Rd 값을 잘못 계산함

(5) Rxx,Pe=vacsh(Rss,Rtt) quic/qemu Pe 값을 잘못 계산함

(6) Rd=convert_df2uw(Rss):chop hexagon-sim 정상적인 경우에도 USR의 invalid flag가 설정됨

(7) Rd=convert_df2uw(Rss):chop quic/qemu 정상적인 경우에도 USR의 inexcat flag가 설정됨

표 2 버그를 발생시키는 명령어와 버그에 대한 요약

#define fGEN_TCG_A5_ACS(SHORTCODE) \

do { \

gen_helper_vacsh_val(RxxV, cpu_env,

RxxV, RssV, RttV); \

gen_helper_vacsh_pred(PeV, cpu_env,

RxxV, RssV, RttV); \

} while (0)

그림 2 quic/qemu의 Rxx,Pe=vacsh(Rss,Rtt) 계산

코드

(6), (7) Rd=convert_df2uw(Rss):chop

해당 명령어는 주어진 Rss 레지스터값을

double형에서 unsigned word로 변환한다. 그러

나 정상적으로 변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hexagon-sim에서는 floating-point IEEE

invalid sticky flag가, quic/qemu에서는

floating-point IEEE inexact sticky flag가 설정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Hexagon ISA의 제약 조건을

지키면서 무작위로 명령어 패킷을 만드는 방법

을 알아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Hexagon 에뮬레

이터인 hexagon-sim과 quic/qemu를 차등 테스

트하였다. 그 결과, 서로 다른 CPU 상태를 반

환하는 명령어 패킷을 다수 찾았고, 이를 분석

하여 총 7개의 버그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버그들은 실제 동작에 있어서

치명적인 버그들이다. (4)번 버그의 경우 quic/

qemu에서 이 명령어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실행

할 경우, 실제 프로세서에서 실행한 결과와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3) 번 버그인 hexagon-sim에서 Pd=sfcmp.uo

(Rs,Rt)나 Pd=dfcmp.uo(Rss,Rtt) 명령어가 사용

될 경우, 정상적인 비교 연산에서도 invalid

flag가 설정된다. 이는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퍼징을 구현할 경우 의도치 않은 크래시를 발

생시킬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원하는 명령어를 확장하

여 XTYPE, ALU32, CR 명령어뿐만 아니라 메

모리 관련 명령어와 분기 관련 명령어를 모두

테스트하여 버그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뮬레이터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여, 향후 에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한 퍼징

등 다양한 연구로 확장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찾은 버그들은 Qualcomm에 제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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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항공 분야의 신뢰성, 안전성 관련 표준은
DO-178C가 2011년 발표되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항공 분야 보안성 관련 표준은 DO-178에 비하여 늦
은 시기에 발표되었으며, 최초 감항 보안 인증과 관
련된 ED-202A, ED-203A와 지속 감항 보안 인증과
관련된 ED-204A가 있다. ED-202A는 감항 보안 프
로세스 명세에 관한 내용으로 항공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보안과 관련하여 적용해야 할 보안 프로세
스를 정의하고 있다. ED-203A는 감항 보안 방법 및
고려사항에 관련한 내용으로 항공 소프트웨어 개발
에서 적용해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정의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D-204A는 지속적인 감항성
보증을 위한 정보 보안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ED-203A[1]의 Appendix B 보안 보증 가이드[1]에
는 ED-203A에서 제시하는 39개의 항공 소프트웨어
보안 보증 목표와 다른 개발 보증 표준인 ED-79A /
ARP4754A(시스템), ED-12C / DO-178C(소프트웨
어), ED-80 / DO-254(전자하드웨어), 공통평가기준
(Common Criteria)의 추적성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목표에 대응되는 보안 보증 활동도 정의하고 있다.

이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ED-203A에 제시된 표
를 사용하여 보안 보증 목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되
어있으며, 동시에 나열된 참조는 동등하지 않거나 대
체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제시된 보안 보증 목표, 목표별
보안 위험 평가 기준, 공통평가기준 간의 연결 관계
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연결되어있는 공통평가기준은
보안 보증 목표 및 보안 위험 평가 기준 중 일부만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므로 현 상태의 표준을 활용하여 항공 소프
트웨어 보안 인증을 준비하는 경우 일부 보안 보증
목표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D-203A의 보안 보증 목표
및 보안 개발 보증 목표 중 각각 한가지를 선정하여
해당 보안 모증 목표를 만족할 수 있는 공통 평가기
준 클래스를 선정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항공 소프
트웨어 보안 인증을 위한 공통평가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항공 소프트웨어 보안 인
증을 위한 비용, 노력, 시간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항공 소프트웨어 보안 인증을 위한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적용방안 연구

정송희¹*, 윤동환¹, 박영호²

¹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²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A Study on Security Certification of Aviation Software Using
Common Criteria

Song Hee Jeong¹*, Donghwan Yoon¹, Young-Ho Park²

1Sejong Cyber University(Graduate student), 2Sejong Cyber
University(Professor)

요 약

항공 분야는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지 않고 사고에 따른 인명 및 물질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뢰성, 안전성, 보안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루어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 소프트웨어 보안 표준인 ED-202A, ED-203A, ED-204A가 발표

되어 최근 항공기 개발에 활용 및 인증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 ED-203A는 감항 보안

방법 및 고려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항공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적용해야 할 보안 목표를 식별

및 정의하고 있다. 특히 Appendix B 보안 보증 가이드에는 ED-203A에서 제시하는 39개의 항

공 소프트웨어 보안 보증 목표와 다른 개발 보증 표준과의 추적성 표로 제시하고 있고, 각 목표

별 보안 위험 평가 활동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각 보안 목표와 연결된 공통평가기준 클래스

를 살펴보면, 연결된 클래스들은 보안 목표와 추적성이 없거나 적고, 추적성이 있더라도 목표별

보안 위험 평가 활동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보안

목표의 보안 위험 평가 활동을 만족할 수 있는 공통평가기준 클래스를 재정리하여, 항공 소프트

웨어 보안 인증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공통평가기준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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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다.

II. 연구의 필요성

2.1 ED-203A Appendix B 보안 보증 가이드

ED-203A Appendix B 보안 보증 가이드[1]에는
ED-203에서 제시하는 39개의 항공 소프트웨어 보안
보증 목표와 다른 개발 표준인 ED-79A /
ARP4754A, ED-12C / DO-178C, ED-80 / DO-254,
Common Criteria의 추적성이 제시되어 있다.

보안 보증 목표는 크게 보안 명세 보증 목표와 보
안 개발 보증 목표로 나누어진다. O1.1 ~ O5.4는 보
안 명세 보증 목표이며, O6.1 ~ O13.2는 보안 개발
보증 목표이다.

보안 명세 보증의 목표, 보안 개발 보증의 목표 및
개발 보증 표준의 추적성은 [그림 1]의 표에 제시되
어 있으며, 전체 39개의 목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
다.

보안 명세 보증 목표, 보안 개발 보증 목표와 다른
개발 표준의 추적성을 살펴보면 Objective 컬럼에는
O1.1 ~ O13.2까지 39개의 보안 목표가 제시되고,
Common Criteria relates classes 컬럼에는 보안 목
표 준수 여부 입증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평가기준

클래스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보안 명세 보증 목표, 보안 개발 보증
목표의 보안 위험 평가 활동[1]

보안 명세 보증 목표, 보안 개발 보증 목표 39개에
대응되는 보안 위험 평가 활동은 [그림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 제시된 표를 살펴보면 목표 O1.1에 대
응되는 A1.1 ~ A1.5까지의 보안 위험 평가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2.2 Appendix B와 공통평가기준 연결 문제점

2.1절의 보안 명세 보증 목표, 보안 개발 보증 목
표와 다른 개발 표준의 추적성에 제시된 보안 명세
또는 보안 개발의 보증 목표의 Objective 컬럼에 대
응되는 Common Criteria related 컬럼 값을 확인하
여, 보안 위험 평가 활동을 만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
였다. 확인 결과, 현재 연결된 공통평가기준 클래스
는 보안 위험 평가 활동들을 일부만 만족하거나, 전
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다수의 보안 목표들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
완하여 공통평가기준을 적절히 적용하는 방안을 3장
에서 제시한다.

III. 공통평가기준 적용 방안

3.1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ED-203A Appendix B에 제시된
보안 명세 보증 목표 O1.1 및 보안 개발 보증 목표
O6.1에 대하여 각 목표에 대응되는 보안 위험 평가
활동을 분석하여 보안 위험 평가 활동을 만족할 수
있는 공통평가기준 클래스를 선정하고 연결하였다.
공통평가기준 클래스는 CC_V3.1_R5_1부[2], CC_V3.1_R5_2부
[3], CC_v3.1_R5_3부[4], CEM_V3.1_R5[5]에 제시된 클래스를
활용하였다.

3.2 연구 결과

3.2.1 보안 명세 보증 목표 및 공통평가기준 클
래스 추적성 (O1.1 > A1.1 사례 중심으로)

보안 명세 보증의 목표 O1.1은 “The security
scope is established and validated.”이며, 이 목표는
보안 범위가 수립되고 검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1] 보안 명세 보증 목표, 보안 개발 보증
목표와 다른 개발 표준의 추적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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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1 목표에 대한 보안 위험 평가 활동은 A1.1 ~
A1.9까지 9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논문에
서는 A1.1 ~ A1.4의 보안 위험 평가 활동에 연관된
공통평가기준 클래스를 분석하여 연결하였다.

O1.1 보안 명세 보증 목표, 보안 위험 평가 활동
A1.1~A1.4, 연관된 공통평가기준 클래스는 [표 1]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보안 명세 보증 목표 O1.1의 보안 위험 평가 활동
인 A1.1에는 “기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페이
스 및 데이터 흐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도
록 분석 중인 요소를 식별”해야함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통평가기준에서 보안 명세와 관련한 보안
목표명세서 평가 클래스(ASE)에서 A1.1의 활동과
연관된 공통평가기준 클래스를 찾아 연결하였다.

A1.1과 연결된 공통평가기준 클래스의 상세 내용
은 [표 2]에 명시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A1.1 보안
위험 평가 활동과 연관됨을 확인할 수 있다.

3.2.2 보안 개발 보증 목표 및 공통평가기준 클
래스 추적성 (O9.1 > A9.3 사례 중심으로)

보안 개발 보증의 목표 O9.1은 “Security
functional and robustness verification elements are
developed, validated and performed.”이며, 이 목표는
보안 기능 및 견고서 검증 요소가 개발, 검증, 수행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O9.1 목표에 대한 보안 보증
활동은 A9.3 1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논
문에서도 A9.3의 보안 보증 활동에 연관된 공통평가
기준 클래스를 분석하여 연결하였다.

O9.1 보안 개발 보증 목표, 보안 보증 활동 A9.3,
연관된 공통평가기준 클래스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curity Development Assurance

Security Verification Activities. Common Criteria
Class

O9.1 Security functional and robustness verification 
elements are developed, validated and
performed. 

A9.3
The definition of security
planning should address
vulnerability prevention,
vulnerability detection and
treatment.

AVA_VAN.2.1D
AVA_VAN.2.2E
AVA_VAN.2.3E
AVA_VAN.2.4E
AVA_VAN.3.3E
AVA_VAN.3.4E

[표 3] 보안 개발 보증의 보안 목표별 평가 활동 및
공통평가기준 추적성

Security Specific Assurance

Security Risk
Assessment Activities

Common
Criteria Class

O1.1 The security scope is established and validated.

A1.1
The identification of the element
under analysi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unctions, software,
hardware, interfaces and data flows.

ASE_INT.1.1D
ASE_INT.1.1C
ASE_INT.1.3C
ASE_INT.1.5C
ASE_INT.1.6C
ASE_INT.1.7C
ASE_INT.1.8C
ASE_INT.1.1E
ASE_INT.1.2E

A1.2
The definition and validation of the
security perimeter considering its
assets and existing security
architecture.

ASE_INT.1.6C
ASE_INT.1.7C
ASE_INT.1.8C
ASE_INT.1.1E
ASE_SPD.1.1D
ASE_SPD.1.1C
ASE_SPD.1.2C
ASE_SPD.1.3C
ASE_SPD.1.4C
ASE_SPD.1.1E

A1.3
The definition and validation of the
security environment including
threat sources identification.

ASE_SPD.1.1D
ASE_SPD.1.1C
ASE_SPD.1.2C
ASE_SPD.1.4C
ASE_SPD.1.1E
ASE_OBJ.1.1D
ASE_OBJ.1.1C
ASE_OBJ.1.1E

A1.4
The identification of assumptions on
threat sources and existing security
measures.

ASE_SPD.1.4C
ASE_SPD.1.1E
ASE_OBJ.2.3C

[표 1] 보안 명세 보증의 보안 목표별 보안 위험
평가 활동 및 공통평가기준의 추적성 예시

CC Class 상세 내용

ASE_INT.1.1D 개발자는 보안목표명세서 소개를 제
공해야 한다.

ASE_INT.1.1C
보안목표명세서 소개는 보안목표명
세서 참조, T OE 참조, TOE 개요,
TOE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ASE_INT.1.3C TOE 참조는 TOE를 유일하게 식별
해야 한다

ASE_INT.1.5C TOE 개요는 TOE 유형을 식별해야
한다.

ASE_INT.1.6C
TOE 개요는 TOE에서 요구되는 비
-TOE에 해당하는 하드웨어/소프트
웨어/펌웨어를 식별해야 한다.

ASE_INT.1.7C TOE 설명은 TOE의 물리적인 범위
를 서술해야 한다.

ASE_INT.1.8C TOE 설명은 TOE의 논리적인 범위
를 서술해야 한다.

ASE_INT.1.1E
평가자는 제공된 정보가 모든 증거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
다.

ASE_INT.1.2E
평가자는 TOE 참조, TOE 개요,
TOE 설명이 서로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표 2] 보안 위험 평가 활동 A1.1과 연관된
공통평가기준 클래스 및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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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개발 보증 목표 O9.3의 보안 보증 활동인
A9.3에는 :보안 계획의 정의는 취약성 예방, 취약성
탐지 및 치료“해야함이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공통평
가기준에서 개발 개발과 관련한 개발 클래스(ADV)
에서 A9.3의 활동과 연관된 공통평가기준 클래스를
찾아 연결하였다.

A9.3과 연결된 공통평가기준 클래스의 상세 내용
은 [표 4]에 명시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A9.3 보안
위험 평가 활동과 연관됨을 확인할 수 있다.

IV.결론

본 논문에서는 항공 소프트웨어 보안 인증을 위한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적용방안 연구를 수
행하였다.

항공 소프트웨어 보안 표준이자 인증기준으로 활
용되는 EUROCAE ED-203A의 Appendix B 보안 보
증 가이드에 제시된, 보안 명세 보증 목표 및 보안
개발 보증 목표와 각 목표의 보안 위험 평가 활동을
분석하고, 연관된 공통평가기준 클래스를 정리하여
항공 소프트웨어 보안 인증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공통평가기준 적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2가지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다.

(1) ED-203A Appendix B 보안 명세 보증 목표 1개

(2) ED-203A Appendix B 보안 개발 보증 목표 1개

이러한 공통평가기준 적용방안은 추후 국내 항공
기 인증에 보안 요구사항이 도입될 경우, 개발사에서
보안 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
으며, 항공 소프트웨어 보안 인증을 위한 비용, 노력

시간을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에는 ED-203A의 연구되지 않은 보안 보증 기
준과 보안 보증 활동 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 업데이
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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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Class 상세 내용

AVA_VAN.2.1D 개발자는 시험할 TOE를 제공해야
한다.

AVA_VAN.2.2E
평가자는 TOE의 잠재적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해 공개 영역에 대한 조
사를 수행해야 한다.

AVA_VAN.2.3E

평가자는 TOE의 잠재적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해 설명서, 기능명세,
TOE 설계 및 보안 아키텍쳐 설명을
이용하여 독립적인 취약성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AVA_VAN.2.4E

평가자는 TOE가 기본 공격 성공 가
능성을 가진 공격자에 의해 행해지
는 공격에 내성이 있음을 결정하기
위해, 식별된 잠재적 취약성에 근거
하여 침투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AVA_VAN.3.3E

평가자는 TOE의 잠재적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해 설명서, 기능명세,
TOE 설계 및 보안 아키텍쳐 설명,
구현의 표현을 이용하여 집중화된
독립적인 취약성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AVA_VAN.3.4E

평가자는 TOE가 강화된-기본 공격
성공 가능성을 가진 공격자에 의해
행해지는 공격에 내성이 있음을 결
정하기 위해, 식별된 잠재적 취약성
에 근거하여 침투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표 4] 보안 위험 평가 활동 A6.1과 연관된
공통평가기준 클래스 및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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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In recent years, the increasing size and

complexity of software packages has led to

vulnerability discovery techniques gradually

becoming more automatic and intelligent.

Using machine learning to detect

vulnerabilities can greatly reduce the high

false positive rate and false negative rate of

traditional methods.

Training machine learning needs to

express the program as a vector and then

use it as the input of the machine learning

model, but the program cannot be converted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 (No.2020-0-01343,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지원(한양대학교 ERICA)”

† 주저자: icey34@hanyang.ac.kr
‡ 교신 저자: hkoh@hanyang.ac.kr

to a vector at will, because the semantic

information of the program needs to be

preserved, so some method in existing

research are convert the program into an

intermediate representation at first, and

convert the intermediate representation to a

vector [1][4][7]. There are five commonly

used intermediate representation methods:

Text-based, Metrics-based, Token-based,

Tree-based, and Graph-based [8]. Because of

the lack of expression of code syntax and

semantic information, text-based

representation is rarely used to detect or

predict vulnerabilities. Since the code measure

is based on the overall attributes of the

program, it is not strongly related to the

vulnerable code, and the detection ability is

Poor.[2]. Therefore, in this paper, Only

summarize the representative research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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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is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many machine learning

methods have tried to solve the problem of software vulnerability mining. In this

way to reduce the high false positive rate and high false negative rate of

traditional vulnerability mining methods. In order to better preserve the semantic

features of the code,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code into an intermediate

representation, and convert the intermediate representation into a vector for

machine learning. This paper introduce the intermediate representation form as the

classification basis to classify and integrate the existing source code-based

research, find out the challenges in the field of using machine learning to detect

vulnerabilities, and look forward to the development trend of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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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three types of methods.

The rest of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presents the classification
and summary of representation methods.

Section III discusses the challenges and

future works. And section IV concludes the

present paper.

II. Previous Work Categorization

This article mainly discusses three

commonly used code representation forms:

Token sequence, abstract syntax tree and

graph. The comparison of the source of

features, detection speed and detection effect

of the three forms is shown in Table 1.

Table 1 Representation of code

A. Token-based representation

The token-based representation is obtained

by lexical analysis of the source code.

Convert the source code into a token

sequence, and then convert the token

sequence into a vector as the input of the

machine learning model.

In order to reduce the false negative rate

caused by relying on human experts to

defined feature, Li et al. [1] designed and

implemented a deep learning-based

vulnerability detection system VulDeePecker

in 2018. VulDeePecker uses code gadgets

which is a code representation to represent

programs and converts them into vectors as

input to machine learning models. Here, a 
code gadget is composed of a number of 
program statements (i.e., lines of code), 
which are semantically related to each other 
in terms of data dependency or control 
dependency. And these statements can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vulnerability.

The author uses Checkmarx[9] to extract the

library/API function calls and corresponding

program slices. Assembling program slices

into code gadgets, and each library/API

function call corresponds to a code gadgets.

Then divide a code gadget in the symbolic

representation into a sequence of tokens via

lexical analysis, and use work2vec[5] tool to

transform these tokens into vectors as input

to Bi-LSTM.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VulDeePecker is compare with

other vulnerability detection systems. The

results show that the false negative rate of

VulDeePecker is lower. In addition, 4

vulnerabilities are detecte by VulDeePecker

for 3 software (Xen, Seamonkey and Libav)

of which none were reported in NVD. The

method proposed in the paper [1] is an

important milestone.[3]

The token-based representation method has

a good detection effect on code duplication

vulnerabilities at the lexical level, bu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syntax and

semantic information.

B. Graph-based representation

The graph-based representation form can

reflect the richer syntax and semantic

features in the code, and has good detection

capabil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weakness of

VulDeePecker Zhen Li et al.[4] proposed a

new framework to explore methods that can

Representation

of code
Feature source Speed Effect

Token

sequence

L e x i c a l

i n f o rma t i o n ,

p r o g r a m

o p e r a t i o n

information

Faster Good

Abstract

syntax tree

Lexical and

gr amma t i c a l

information

Slower Better

Graph

Grammat i c a l

and semantic

information

Slowest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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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represent programs as vectors, so as

to retain code syntax and semantic

informat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ulnerability. The author uses the

Abstract Syntax Tree (AST) to analyze the
syntax characteristics, and then extracts

Syntax-based Vulnerability Candidates

(SyVCs) based on these syntax

characteristics, after that the author used

program slicing technique convert SyVC to

Semantics-based Vulnerability Candidates

(SeVCs). In order to use the program slicing

technology to transforming SyVC to SeVC,

the program dependency graph (PDF) is

required. And this requires to use data 
dependency and control dependency, which 
are defined over Control Flow Graph (CFG). 
The paper use Word2vec[5] to convert 
SeVC into a fixed-length vector as the 
training input of the neural network. In order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framework, 
experiments are conducted on 420,627 
SyVCs. The Bi-LSTM network obtain an 
average of 86.8% of the F1-measure, which 
is better than their previous work[1]. The 
author also conduct experiments on five 
other neural networks: CNN, DBN, LSTM, 
GRU, and BGRU to compare system 
performance. The best performance of BGRU 
reaches 85.9% of F1-measure.
The graph-based representation form can

contain deeper features in the code compared

to the other three representation forms.

However, the graph generation process is

complex and expensive. Therefore, the

research of graph-based representation form

has a slow detection speed.

C. Tree-based representation

In tree-based representation, trees are used

to represent the syntax structure of variables,

constants, function calls, and other marks in

the source code.

In 2017, Lin et al.[6] proved the feasibility

and potential of learning deep representations

from AST and proxy metrics, using AST

notation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for

vulnerability detection. And advance this

research in 2018 [7].

Specifically, they use "CodeSensor"[10]

which is a robust parser to get the AST.

Then, through depth-first traversal, convert

the AST into an sequence, while retaining

the structural and semantic features. To

perform cross-project detection, the authors

blurred the project-specific AST tokens so

that the left tokens were project-agnostic.

Subsequently, each token within the AST

sequences was converted to integers and was

mapped to a 64-dimensional embedding

vector which was fed to the proposed

Bi-LSTM network and fine-tuned during the

network training.

The tress-based representation takes into

account both code semantics and structural

information. It also cont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nents of the function and

the function-level control flow, so it will be

more comprehensive than the token

representation. However, the generation and

processing process of the tree structure is

more complicated than the token sequence.

Therefore the detection speed is slow.

III.Challenges and Future Works

Intelligent vulnerability detection can better

deal with new types of vulnerabilities, and

can reduce false positives phenomenon.

Therefore, it is a very meaningful work to

adopt intelligent methods to solve the

problem of vulnerability detection.

In the field of machine learning-based

vulnerability detection, although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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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throughs have been made, it still faces

the following challenges.

Data set problem. Machine learning

methods are very dependent on data, but

current researches rely on their own

constructed data sets. In future work, a

unified open source vulnerability data set

covering various types of vulnerabilities

should be constructed, based on a

standardized data set. In order to scientifically

evaluate existing research in an all-round

way, so as to better promote research in this

field.

The graph-based representation form

contains a wealth of grammatical and

semantic information, but the time and space

complexity of the algorithm is too high. In

the existing research, there are few related

studies based on the graph representation

form. In the future work, can make full use

of the advantages of graph representatio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is field.

IV. Conclusion

Machine learning methods have been

successfully applied in many practical

scenarios. In vulnerability mining scenarios,

the use of machine learning can reduce the

high false positive rate and false negative

rate of traditional vulnerability mining

methods. This article uses the representation

form of the code as the classification basis.

Classify and explain the existing

representative research, and compare and

analyze various code representations. Finally,

it summarizes the existing challenges in

existing research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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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기업 및 공

공기관도 클라우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가속
화 되고 있다 다수의 사용자가 물리적인 자원을 . 
공유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구동되기 때문에 복, 
잡한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구조는 잠재적인 보
안 위협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클라우드 인프라. 
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 위협을 탐지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는 클라우드 환경의 

내부 자원을 모니터링하고 보안 위협을 탐지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제공사의 [1-9]. 
서비스마다 제공하는 모니터링 지점과 보안 위

†교신저자 박기웅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 )

본 논문은 부설연구소의 위탁연구과제 의 지ETRI [2021-086]
원 과 년도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재원으로 (50%) 2021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 및 한(No.2019-0-00273, 25%) 
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No.NRF-2020R1A2C4002737, 25%)
아 수행된 연구임.

협에 대한 커버리지는 상이하기 때문에 사용자
는 이를 파악하여 적합한 보안 아키텍처를 수
립하고 능동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위협과 

해당 위협과 관련된 리소스를 분석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의 내부 자원 모니터링과 보안 위
협 탐지 커버리지를 측정 및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클. 2

라우드 보안 위협과 해당 탐지 리소스를 분석한
다 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가 제공하. 3
는 클라우드 보안 위협 탐지 커버리지를 측정 및 
분석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에서 결론을 . 4
도출한다.

II. 클라우드 보안 위협 
클라우드 보안의 범위는 클라우드 환경의 하

드웨어부터 사용자의 데이터까지 이른다 이 장. 
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주요 보안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대상 내부 자원 모니터링 및 보안  
위협 커버리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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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면서 기업 및 공공기관도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클라우드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클라우드는 다수의 사용자가 물리적인 자원을 공유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구동되기 때문에 복잡한 ,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구조는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클라우드 인프라의 안정. 
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위협과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의 모니터링 및 보안 위
협 탐지 기술의 조사를 통해 보안 커버리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도출한 커버리지 분석 결. 
과는 클라우드 사용자와 조직에 적합한 보안 아키텍처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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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책임 Architecture

고객 CSP Appli Info Meta Infra

클
 라
 우
 드
 보
 안
 위
 협

데이터 유출(a) ◦ ◦ ◦ ◦ ◦ ◦
불충분한 액세스 
관리(b) ◦ ◦

잘못된 보안 설정(c) ◦ ◦ ◦ ◦ ◦
내부자 위협(d)
클라우드 사용자( ) ◦ ◦

계정 탈취(e) ◦ ◦ ◦ ◦
클라우드 서비스 
악용(f) ◦ ◦ ◦ ◦ ◦
불안정한 
인터페이스와 API(g) ◦ ◦ ◦ ◦ ◦
내부자 위협(h)
클라우드 제공사( ) ◦ ◦

표 클라우드 보안 위협 분류[ 1] 

위협을 조사하고 해당 위협의 대응 방안과 탐지 
리소스를 분석한다 또한 클라우드 보안 위협 . , 
개념도를 통해서 조사한 위협 지점을 나타낸다.

클라우드 보안 위협과 모니터링 리소스2.1 

데이터 유출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 정(a) : • 
보 신용 정보 등의 민감한 데이터가 외부로 ,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민감한 데이터를 식별. 
하고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며 사용자의 의심스
러운 데이터 접근을 탐지한다.
불충분한 액세스 관리 접근 관리가 미흡(b) : • 
하여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클라우드 리소스
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하지 않는 신. 
원과 접근 권한 작업 종료 및 역할 전환과 같, 
은 자격 변경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접근 권
한을 최소화한다.
잘못된 보안 설정 클라우드 데이터 및 서(c) : • 
비스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안 설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스턴스 설정 변경 로. 
그 보안 설정 로그와 같은 구성 로그와 잘못 , 
설정된 리소스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감시한
다.  
내부자 위협 클라우드 사용자 접근 권한( )(d) : • 
을 가지는 내부자가 악의적이거나 의도하지 않
은 방식으로 조직의 자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 구성된 클라우드 리소스. 
를 감시하고 비정상적인 패턴을 가지는 접속 
등을 모니터링 한다.
계정 탈취 악의적인 외부자가 클라우드 접(e) : • 
근 권한을 가지는 크리덴셜을 탈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정 취약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하고 사용자의 접근 및 활동 로그에 대해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악용 클라우드를 이용하(f) : • 
여 악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 
자의 행위 분석 사용자 정상 동작 정의 후 이, 
상행위 탐지 가상 머신 취약성을 점검한다, .  
불안정한 인터페이스와 클라우드 인API(g) : • 
터페이스와 의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API
보안 위협이다 트래픽을 감시하고 사용자. API 
의 이상 행동을 탐지한다.
내부자 위협 클라우드 제공사 클라우드 ( )(h) : • 
서비스 제공사의 내부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
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인스턴스와 관련된 클. 
라우드 제공사 관리자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
지한다. 
표 은 장에서 조사한 클라우드 보안 위협[ 1] 2

분석을 통해 보안 책임과 위협 대상 아키텍처를 
정리한 표이다 표 과 분석한 보안 위협 [10]. [ 1]
탐지 리소스는 장에서 커버리지 측정 시에 활3
용이 된다.

보안 위협 개념도2.2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위협과 탐지 리
소스 분석을 통해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보안 위
협 개념도를 그림 과 같이 구성하였다 해당 [ 1] . 
개념도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의 커버리지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지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확
장할 수 있다. 

III.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 모니터링 커 
버리지 분석
클라우드 모니터링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와 사용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는 클라우드 환경[11]. 

의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다양
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를 선정하여 각 
제공사의 주요 모니터링과 보안 위협 탐지 서
비스를 조사하고 커버리지를 분석한다 . 

3.1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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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CloudWatch[1] : CPU, Memory,• 
같은 클라우드 리소스와   Disk I/O, Network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AWS 
서비스이다 의 다른 보안 제품과 연동. AWS
하여 로그를 통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리소스의 구성 변경 AWS Config[2] : AWS •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리소스 구성
의 전반적인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리소. 
스는 인스턴스 보안 그룹 등EC2 , , VPC, EBS 
이 있다. 

환경 내의 네Amazon GuardDuty[3] : AWS • 
트워크 활동 데이터 액세스 패턴 및 계정 동, 
작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수집하는 데. 
이터는 로그 계정 활동 로그API , AWS , VPC 

로그 로그 데이터 액세스 로Flow , DNS , S3 
그 등이 있다. 

머신러닝 및 패턴 일치를 Amazon Macie[4] : • 
활용하여 에 저장된 데이터에서 민감 데이S3
터를 식별하고 데이터의 보호 상태를 파악한
다 스캔한 버킷과 객체의 기록과 민감한 데이. 
터 검색 작업의 모든 출력을 버킷으로 자S3 
동 전송한다.

인프라에서 AWS CloudTrail[5] : AWS • 
작업과 호출 기록 Management Console API 

등 계정 활동 로그를 수집하여 리소스 보안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계정 활동을 탐지한다. 

를 기반으로 Amazon Inspector[6] : Agent• 

인스턴스의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보안 EC2 
수준을 진단한다 인스턴스에 대한 외부 . EC2 
액세스 원격 루트 로그인 활성화 또는 취약 ,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 등을 포함한다. 

3.2 Azure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및 Azure Monitor[7] : • 
사용량 인프라, (VM, AKS, Azure Storage, 
등 그리고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한다DB ) . 

클라우드 인프라 Azure Security Center[8] : • 
전체의 통합된 보안 관리를 제공한다 클라우. 
드 보안 태세 관리와 워크로드 보호가 핵심 
요소이며 의 서비스 보안 정책 및 준수 Azure , 
정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서버 및 가상머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포함한
다.

가상머신 데이터Azure Defender[9] : , SQL • 
베이스 컨테이너 등의 각 서비스에 맞춘 보안 ,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토리지의 는 계정에 액세스하거나 Defender
악용하려는 비정상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탐
지한다.

보안 커버리지 분석 3.3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와 가 제AWS Azure
공하는 내부 자원 및 보안 위협 탐지 서비스를 
조사하고 커버리지를 분석했다 표 를 참고하. [ 2]
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클라우드 제공사의  

그림 [ 1 클라우드 보안 위협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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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서비스마다 다른 커버리지를 가지며 클라
우드 사용자 책임의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넓
은 커버리지를 보이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 책임의 내부자 위협에 대해서는 커버리지가 
부족하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위협과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의 모니터링 및 보
안 위협 탐지 기술의 조사를 통해 보안 커버리지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클라우드 제공사의 보. 
안 서비스마다 커버리지가 상이했다 따라서 사. 
용자는 이러한 특징을 파악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안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능동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 사용자 책임의 보. , 
안 위협에 대해서는 넓은 커버리지를 보이지만 
클라우드 제공사 책임의 영역의 위협에는 가시성
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 
자체에 대한 위협을 고려한 제로 트러스트 기반
의 클라우드 보안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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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악성코드 탐지 분야에서 코드 유사도를 이용

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NSDroid는 같은 악성 행위를 하는 애플

리케이션은 비슷한 코드를 공유한다는 전제로

코드로부터 Local Function Call Graphs

(FCGs)의 이웃 시그니처를 추출하여 SVM으로

코드 유사성을 탐지한다 [5].

코드 유사도 탐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의 기본으로. 코드 복제 탐지, 코드 검색

및 재사용, 리팩토링, 버그 탐지에 사용된다 [1].

프로그램 소스를 비교할 수 없는 경우 Binary

Code를 이용하여 유사도 탐지를 수행하며, 악

본 연구는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2020R1A2C2014336, 모

바일 코드 해독을 위한 정적 코드 추출 기술

연구)

성코드 분석과 클러스터링, 코드 패치, 저작권

침해 조사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는 Binary

Code Similarity Detection (BCSD)으로 사용된

다 [2-4].

기존 코드 유사도 탐지 기술들은 코드를 대

표할 수 있는 특징을 활용하여 특정 Distance

Metrics를 적용하는 방법, 코드의 그래프 적 특

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프 적 특성을

활용한 유사도 탐지 방법은 큰 그래프를 대상

으로 탐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 딥 러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코드

유사도 탐지 방법들이 제안되면서 기존 방법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유사도 탐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딥 러닝을 이용하여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코드 유사도 탐지와 BCSD의 연

구 비교를 통해 유사도 탐지의 동향을 알아본

다.

딥 러닝 기반의 코드 유사도 탐지 방법 동향
반영훈*, 조해현*, 이정현*

*숭실대학교

Trend of Code Similarity Detection Approach Based On Deep
Learning

Younghoon Ban*, Haehyun Cho*, and Jeong Hyun Yi*

*Soongsil University

요 약

코드 유사도 탐지는 주로 코드 복제, 검색 및 재사용과 버그 탐지 분야에 사용되며,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 탐지는 악성코드 분석, 코드 패치, 저작권침해조사 같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NSDroid는 코드의 그래프 적 특성을 이용하여 코드 유사도를 탐지함으로써 악성코드 탐지 연

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유사도 탐지 방법은 Distance Matrices와 그래프 매칭 알고리즘을 사

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속도가 느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

라서 딥 러닝을 이용함으로써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코드 유사도 탐지가 가능하다. 본 논문은

딥 러닝을 이용한 코드 유사도와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 탐지를 수행하는 연구의 비교를 통해

코드 유사도 탐지,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 탐지의 동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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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코드 유사도의 기술 동향
DeepSim.[1] 제안한 새로운 인코딩 방법으

로 WALA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Java 바이트

코드를 이용하여 Control Flow Graph (CFG)

에서 Basic Block을 얻고 이를 Data Flow

Graph (DFG) 를 생성한다. 얻어진 CFG와

DFG를 인코딩하기 위해 3가지 Feature로

Variable Features, Basic Block Features, 앞서

생성한 두 Feature의 관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Feature로 생성하여 총 3가지 Feature를 생성한

다. 생성된 Variable Features, Basic Block

Features 사이의 관계 정보를 인코딩하는 3가지

규칙을 정의하여 고차원의 Semantic Matrix A

를 생성한다.

제안한 딥 러닝 모델인 Feed-Forward 모델

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코드를 탐지하는

문제를 이진 분류 문제로 변환하여 해결함으로

써, 매우 다른 구문을 가진 코드지만 기능적으

로 유사한 코드 사이의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

습한다. 다른 3가지 방법과 제안기법을 비교 실

험한다. DeepSim은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기반

으로 한 인코딩 방법과 2개의 Average Pooling

을 사용하는 모델로 인해 3가지 측정 항목에

대해 3가지 비교 방법들보다 월등한 수치를 보

인다고 설명한다.

III. BCSD의 기술 동향

Marastoni et al.[2] 바이너리 코드 시각화

기술에 적용된 Deep Learning을 사용하여 바이

너리 코드 유사도를 수행한다. 바이너리 코드를

시각화하기 위해 바이너리 데이터 셋을 16진수

로 변환 후 픽셀 색상 값으로 변경하여 이미지

를 생성한다. Deep Learning에 이미지를 사용

하기 위해 모든 이미지가 같은 크기를 가져야

하므로 3가지 정규화 형식인 Lower, Upper,

Mean을 구현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은 C 프로그램 난독화 도구인 Tigress를

이용하여 47개 프로그램에 난독화를 적용하여

47개의 라벨을 가지는 9,400개의 난독화된 프로

그램을 분류하는 문제로 해결한다.

모델의 벤치마크를 위해서 이미지 인식 문제

에 사용되는 MNIST 데이터도 사용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MNIST 데이터의 실험 결과는

0.98%의 Accuracy를 보였다. 반면 난독화된 바

접근 방법

분류
제안기법 Feature Model Metric 년도

코드

유사도

코드 기능 유사도 측정을

위해 고차원 추상화

임베딩과 모델설계

CFG, DFG Feed-Forward

Recall,

Precision,

F1-Score

2018

BCSD

바이너리 코드 시각화를

통한 코드 유사도 탐지

이미지화된

바이너리

코드

CNN(5*5)
Accuracy,

Confusion

matrices

2018

NLP 모델과 Siamese

모델을 활용하여 코드

유사성을 탐지

Opcode

Sequence

Word2Vec +

Siamese

(LSTM+CNN)

Accuracy,

Recall,

Precision,

F1-score,

FPR

2021

바이너리 코드의 의미론적

정보를 이용한 코드 유사도

탐지

CFG
BERT +

CNN(3*3)

Accuracy,

Rank 1,

MMR

2020

[표 1] 소스 코드 유사도와 바이너리 소스 코드 유사도의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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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리 코드 이미지를 분류했을 때 앞선 실험

보다 낮은 88%의 Accuracy를 보인다. 이유는

CNN에 입력될 이미지는 고정된 크기를 가져야

하는데, 크기가 큰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이미지

크기를 줄여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난

독화된 바이너리 코드 이미지를 분류하는 실험

에서는 모든 실행 파일을 분류하기 위해 작은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Accuracy를 보인다.

BinDeep.[3] Siamese 신경망을 활용하여 서

로 다른 바이너리 코드의 두 함수 I1, I2가 유사

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BinDeep의 프레임워

크는 3단계로 나눈다.

(1). Feature를 추출하기 위해 IDA Pro를 이

용하여 바이너리 코드를 dissemble 한 다음, 바

이너리 함수에서 명령어 시퀀스를 추출하고,

NLP 모델인 Word2Vec의 skip-gram 모델을

사용하여 명령어 Feature를 벡터화한다. (2). 벡

터화된 Feature와 LSTM 분류기를 이용하여

대상 Binary function의 CPU 구조 및 최적화

수준을 식별한다. (3). Siamese 신경망을 사용

하여 바이너리 코드 유사성을 탐지한다.

Siamese 신경망은 같은 유형의 함수 간의 유

사성 비교를 위해 순차적 Feature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LSTM과 지역적인 Feature를

추출할 수 있는 CNN을 결합하여 Siamese 신

경망을 구성한다.

실험은 3개의 CPU 구조(x86, x86-64, ARM),

4개의 최적화 수준(O0, O1, O2, O3)을 사용하

기 위한 2개의 컴파일러(gcc, clang)를 이용하

여, 총 4,729,140개의 샘플을 얻었고 5가지 카테

고리(cross-compiler, optimization, version,

architecture, and mixed function pairs)로 나눠

서 실험을 진행했다. BinDeep은 다양한 구조,

컴파일러, 최적화 수준에서 평균 98.43%의

Accuracy를 보여준다.

Order Matters.[4] BERT 기반의 개선된

모델을 이용한 구문 인식 모델, 구조 인식 모

델, CFG의 노드 순서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CNN을 이용한 순서 인식 모델. 총 3가지 모델

을 사용한다.

구문 인식 모델은 입력된 CFG로부터

Masked Language Model(MLM)을 사용하여

블록 내부의 의미정보를 추출하고, Adjacency

Node Prediction(ANP)으로 인접한 모든 Basic

Block을 추출하고 같은 그래프에서 여러 Basic

Block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두 Basic Block이

인접한 지 여부를 예측한다. ANP와 유사한 작

업을 하는 Block Inside Graph task(BIG)는 2개

의 노드가 같은 그래프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

며, Basic Block과 그래프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Graph Classification(CG)

은 모델이 different platforms, different

architectures, different optimization options를

분류하도록 만들고 이 4가지 작업을 통해 블록

임베딩을 추출한다.

구조 인식 모델은 Message Passing Neural

Networks(MPNN)를 사용하여 각 CFG의 그래

프 의미 및 구조 임베딩()을 계산한다.

순서 인식 모델은 입력된 CFG를 인접 행렬

로 변환한 후 3*3 커널을 이용한 CNN을 이용

한 ResNet 구조로 CFG의 노드 순서정보를 추

출한다.

같은 소스 코드가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서

로 다른 CFG로 컴파일되면 같은 소스 코드가

다른 코드보다 더 높은 유사성 점수를 부여하

는 Cross platform 바이너리 코드 탐지 실험과

그래프 분류 총 2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두

플랫폼(x86-64, ARM)과 2가지 최적화 옵션

(O2, O3)을 사용하며 gcc로 컴파일한다. Cross

platform 바이너리 코드 탐지는 추천시스템과

유사하므로 측정 항목으로 Rank 1과 Mean

Reciprocal Rank(MRR)를 사용한다.

그래프 분류는 2가지 플랫폼 (x86-64, ARM)

에서 gcc의 O0-O3 옵션을 이용한다. 그래프 임

베딩의 최적화 옵션을 분류하고 Accuracy를 측

정 항목으로 사용하여 모델을 평가한다.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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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바이너리 코드 탐지와 그래프 분류 모

두에서 기존 방법들보다 높은 Rank 1, MMR,

Accuracy를 보인다.

IV. 코드 유사도 및 BCSD 비교
4.1 코드 유사도

DeepSim은 Basic Block 간의 관계를 이용한

임베딩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임베딩 방식의 효

율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고차원의 임베딩을 사

용하기 때문에 모델학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4.2 BCSD

Marastoni et al. 은 시각화 기법을 이용하여

코드 구문이 다를 때도 유사한 동작을 보이는

실행 파일을 인식하는 반면, 고정크기 이미지를

입력받기 때문에 큰 이미지를 대상으로 탐지한

다면 제대로 탐지되지 않을 수 있다. BinDeep

은 추출하는 명령어에서 Opcode 와 피연산자까

지 사용함으로써 높은 Accuracy를 보인다.

Order matters는 BERT를 이용하여 바이너리

코드의 의미론적 정보를 활용한다. 하지만

BinDeep, Order matters는 동일 소스 코드에

다른 컴파일러, 최적화 수준, 구조를 고려한 코

드 유사도를 탐지했기 때문에 다른 소스 코드

끼리의 유사도 측정은 고려하지 않았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딥 러닝을 이용한 코드 유사

도 탐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DeepSim 은

코드 유사도를 탐지하는 문제를 이진 분류 문

제로 변환하여 해결했다. Marastoni et al. 는

유사도 탐지 문제를 이미지 분류 문제로 변환

하여 해결했다. BinDeep은 NLP 모델과 Siames

e 신경망을 이용하여 두 함수 간의 유사도를

측정했다. Order matters는 Cross platform 바

이너리 코드 탐지에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코

드 유사도 탐지 방법은 원본 코드를 확보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고, BCSD는 도구를 사용하

여 바이너리 코드로부터 Feature를 추출해야 하

므로 도구의 성능에 의존적인 한계점이 있다.

프로그램 소스를 비교할 수 없는 경우 Binary

Code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로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같은 악성 행위를 하는 애플리케이션

끼리 악성 행위를 하는 코드가 얼마나 유사한

지 탐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분류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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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여러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공개하고 있

다. 이에 따른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의 중요성

도 강조된다.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사례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픈소

스 보안에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개발자의 효율적인 작업과 관리를 위해

보안 자동화에 대한 연구에도 많은 시간을 할

애하고 있다.

CodeQL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소스 코

드의 취약한 부분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정적

코드 분석 엔진이다. 일반적인 정적 분석과는

다르게 보안상으로 취약한 부분도 쿼리문을 사

용해 찾아낼 수 있다. 이처럼 CodeQL은 보안

작업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II .배 경 지식

1.1 CodeQL의 취약점 분석 방법

CodeQL은 코드를 데이터처럼 취급하여 취약

점을 찾아낸다. 표준 쿼리나 자신이 작성한 쿼

리를 사용해서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소스 코

드에서 오류 및 취약점을 찾을 수 있다.

CodeQL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먼

저, 분석할 코드를 준비하고 CodeQL 데이터베

이스로 생성한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

해 CodeQL 쿼리를 작성하여 실행한다. 마지막

으로 쿼리 결과를 해석한다.

1.2 CodeQL의 데이터베이스 생성 방법

CodeQL 데이터베이스는 코드에서 추출된 쿼

리 가능한 데이터이다. 코드에 직접 쿼리 결과

를 표시하기 위한 소스, 쿼리 결과, 데이터베이

스 생성, 쿼리 실행 및 기타 작업 중에 생성된

로그 파일을 포함한 디렉터리이다.

컴파일된 언어의 경우 소스 코드의 빌드를

관찰한다. 컴파일러가 호출될 때마다 컴파일러

호출이 인터셉트되고 추출기가 호출된다. 추출

기는 소스 코드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 (파일

CodeQL 데이 터베 이스 생성 시 소스 코드 추출 시간
분석

이소연, 윤종희

영남대학교(학부생, 교수)

Analysis of source code extraction time when creating CodeQL
database

So-Yeon LeeJ, Jong-Hee Youn

Yeungnam University(College student, Professor)

요 약

현재 오픈소스의 사용이 늘어남으로 인해 오픈소스 관련 취약점 제보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로데이 공격의 피해 또한 증가

하고 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소스 코드의 취약한 부분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정적 코드

분석 엔진인 CodeQL을 활용한 정적분석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CodeQL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CodeQL의 데이터베이스 생성 시 추출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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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AST 표현, 유형 정보, 전 처리기 작동에

대한 정보 등)를 수집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한다. 인식할 컴파일러가 없는 언어의

경우 추출기는 소스 코드에서 직접 실행하여

유사한 정보를 수집한다[1].

III . 본 론

CodeQL로 소스 코드를 쿼리로 분석하기 위해

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야 한다. 소스 코드

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해당 소스 코드를 분

석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CodeQL의 효율적인 사용과 직관적으로

연결된다.

CodeQL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소스

코드가 추출되는 시간이 소스 코드의 라인 수

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특정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python 소스 코드 파일들을

이용해 실험해 보았다.

약 3,200개의 샘플 python 소스 코드를 사용

해 라인 수별 CodeQL 데이터베이스 생성 시간

에 대해 알아보았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시

생기는 로그 파일에 python 소스 파일 별 추출

시간이 프린트되어 있다. 그 시간을 가져와

python 소스 코드의 라인 수를 50줄 단위로 잘

라 라인 수별 추출 시간을 차트로 만들어본 결

과, [그림1]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소스 코드의 라인 수가 늘어날수록 소스 코

드 추출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라인 수와 관계없이

추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파일들은 import 된

모듈 수가 많은 경우가 다수였다. python에서는

import에 모듈 이름을 지정하면 해당 모듈을 가

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2].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린 파일들을 분석해본 결과 sys 모듈을

import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라인 수와 관

계없이 추출에 시간이 적게 걸린 파일들은

multi line string 으로 소스 코드의 길이가 늘

어난 경우가 다수인것을 확인하였다.

차트에서 500줄 이상의 python 소스 코드에

서는 소스 코드 추출 시간의 평균이 급격히 내

려가거나 일정한 규칙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샘플 개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라인 수별 sample 개수를 차트로 나

타낸 결과는 [그림2]와 같다.

샘플 개 수는 순서대로 596, 1122, 652, 354,

228, 119, 63, 42, 27, 22, 3, 6, 2, 4, 1, 1, 0, 0,

0, 1개 이다. 소스코드가 500줄 이상인 데이터

에서 평균이 의미없이 크게 변동한다. 500줄 이

상의 python 소스코드에서는 샘플의 수가 너무

적어 의미있는 평균 시간을 추출할 수 없었다.

[그림 1] CodeQL 데이터베이스 생성 시 소스

코드 추출에 걸리는 시간 (시간 단위 ms)

[그림 2] 라인 수 별 sample 개 수 (시간 단위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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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odeQL 데이터베이스 생성

시 소스코드 추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소스코드

길이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확인 했다. 길이

가 길수록 import된 모듈이 많거나 소스코드가

복잡할 확률이 높았다. 데이터베이스 생성에서

import 된 모듈의 개수와 소스코드의 복잡도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연구

에서는 CodeQL데이터베이스 생성의 효율성을

높여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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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

전하는 기업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멀티 테넌시, 접근성, 탄

력성과 같은 장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유연

성과 민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 내 IT 인프라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

어버린 클라우드 환경은 분산되고 동적인 특성

으로 인해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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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은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

경에 없었던 새로운 보안 위협 요소를 증가시

킨다. 증가한 보안 위협에 따라, 이를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새로운 보안 기술에 최적화된

보안 접근 전략을 수립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보안 위협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즉 보안 위협

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 논문의 큰 그림은 보안 위협에 대한 가시

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사고들을 하나의 도면에서 표식

및 분류에 특화된 방식으로 분석하기 위한 클

라우드 보안 분류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기존

의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스택[1]이 클라우드에

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설계된 하나의

도면이라면, 클라우드 보안 분류체계를 구성하

는 도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

안 위협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환경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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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위협에 대한 가시성 확보는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필수

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의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보안 사고를 클라우드의

아키텍처와 연관 지어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시성을 확보하

고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사고를 정의 및

분류하고 보안 위협에 대한 모델을 설계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어왔다. 클라우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사고를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의 연관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클라우드 환경의 발생 가능한 기존의 보안 사고를

하나의 도면에서 표식 및 분류에 특화된 방식으로 분석하기 위한 클라우드 보안 분류체계를 제

안하여, 이에 대한 설계를 위해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을 통해 클라우

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사고들을 표식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체계의 설계를 위한 요

구사항을 도출하며, 추후 연구에서 분석된 보안 사고들을 표식하기 위한 아키텍처와의 연관성

분석 및 정형화된 사고의 분류 조사를 통해 표식 및 분류할 수 있는 체계인 클라우드 분류체계

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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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설계한 아키텍처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 가능

한 보안 사고들을 표식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

는 프레임 워크를 설계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2장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사고들이 분류될 수 있는 보안 위협의 요

소들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표

식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도출한다. 4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를 기술한

다.

II. 관련 연구 및 배경 지식

본 장에서는 클라우드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

를 육하 원칙에 따라 정의하기 위해 관련 연구

[2-5]를 통해 배경 지식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보안 사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분

석한다.

2.1 보안 사고를 정의하기 위한 분류

2.1.1 인적 요소 분류

클라우드 환경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

체들이다.

Ÿ Consumer - CSP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

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다.

Ÿ Provider - 이해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이다.

Ÿ Auditor - 서비스, 정보 시스템 운영, 성능

및 보안 등 클라우드 구현의 전반적인 평가

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이다.

Ÿ Broker -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 성능 및

제공을 관리하고 CSP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협상하는 기업이다.

Ÿ Carrier - CSP에서 사용자로의 클라우드 서

비스 연결 및 전송을 제공하는 중개자이다.

2.1.2 표적 요소 분류

[표 1]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공

격 유형을 클라우드의 표적이 되는 구성 요소

기반으로 분류하였다.

Ÿ Virtual Machine -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의 공격 표적으로써 취약한

부분이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나 관리자는 위와 같은 공격

을 수행할 수도 있다.

Ÿ Virtual Machine Monitor - 해커가 VMM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제어중인 VM을 손상시킬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는 일부 공격에 대한 내용은 위와 같

다.

Ÿ Hardware -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호스트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접근 권한을 얻는다

면, 하드웨어에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는 클라우드의 하드웨어 계층을 대상

으로 하드웨어 보안을 침해하고 사용자의

VM 데이터의 무결성 및 개인 정보를 손상

시키는 공격이 가능하다.

Ÿ Storage -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는 동일

한 물리적 스토리지를 공유하고 사용 가능

한 스토리지를 용량에 따라 논리적 단위로

표적 요소 공격 유형

Virtual

Machine

Cross VM side channel , Guest

DoS, Information leakage, VM

Escape, VM Sprawling, Malwa

re Infection, Attacks on web a

pplications hosted on VM
Virtual

Machine

Monitor

VMM DoS, VMM Malware inj

ection, VMM Hyperjacking, V

MM Backdoor

Hardware
DMA Attack, BIOS and SMM

Atack

Storage

Data Ramanence, Data Leakage,

Dumpster diving, Hash Value M

anipulation

Network

VM Traffic spoofing, VM Port

scanning, DoS, VM Traffic sni

ffing

[표 1]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표적 요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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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받는다. 이러한 클라우드의 멀티 테넌시

특징은 클라우드 환경의 스토리지 계층에서

위와 같은 주요 공격을 발생시킬 수 있다.

Ÿ Network - 클라우드 사용자의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주로 고려하여, 네트워크 계층

에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공격 유형들로 분

류하였다.

2.1.3 위협 요소 분류

[표 2]는 CSA에서 발표된 클라우드 위협 보고

서로서,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까지 포괄한 보안 위협을 분류한다. 이를

통해 내부 인력에 의한 의도적인 보안 위협에

대한 분류도 가능하다.

2.2 보안 사고의 정의 도출

인적요소

분류

표적요소

분류

위협요소

분류

Who ○ × △

When × × ×

Where × ○ △

What × ○ ○

How × △ △

Why × × ○

[표 3] 보안 사고 정의를 위한 연구 분류

보안 위협 설명

데이터

유출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

이스나 스토리지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거나 애플리케이션 취약

점으로 공격받아 노출되는 사례

잘못된

구성 및

부적절한

변경 제어

관리자의 잘못된 설정으로 인한

과도한 권한 상승, 표준 보안 제

어 비활성화, 보안되지 않은 스

토리지 및 컨테이너와 같은 경

우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

및 전략

부족

CSP가 제공하는 기능, 서비스에

대한 실제적인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아 클라우드 시스템의

취약점을 초래하는 경우

불충분한

ID,

자격증명

및 접근

관리

중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계

정을 공유하거나 쉬운 패스워드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해 무단

접속을 허용하는 사례

안전하지

않은

인터페이

스와 API

CSP가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나

API 프로그램 자체에 보안 취약

점이 존재하는 경우

계정 도용

해커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사용

자 계정을 통해 클라우드 시스

템에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표 2]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 분류

내부자

위협

중요 시스템의 관리자가 의도하

거나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중

요 정보를 탈취하거나 침해를

하는 경우

데이터

손실

관리자의 실수로 데이터가 삭제

되거나 물리적인 재해로 인해

데이터 센터의 정보 손실이 발

생하는 경우
메타 구조

및 응용

구조의

구현 실패

CSP가 잘못 구현한 애플리케이

션으로 인한 서비스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침해된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남용과

악의적인

사용

자원의 확장이 쉬운 클라우드의

특성을 이용하여 취약한 클라우

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도

구로 이용하는 경우

약한 제어

영역

CSP의 데이터 안정성과 런타임

을 제공하는 데이터 영역을 보

완하는 역할이 실패하는 경우
제한된

클라우드

사용

가시성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

스를 제대로 활용할 능력이 없

어 관리 능력 부족으로 발생하

는 사고의 경우

공유 기술

취약점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클라우

드 서비스에 격리가 안전하게

설계되지 않아 다른 사용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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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우드 보안 분류체계 요구사항

[표 3]은 하나의 보안 사고를, 육하 원칙에 따

른, 분류를 통해 정의하기 위한 관련 연구의 커

버리지이다.

Ÿ Who - 보안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한

자이거나 침해를 받은 자를 ’인적 요소 분류

‘를 통해 정의한다. 이는 ’위협 요소 분류‘를

통해 정의할 수도 있다.

Ÿ When - 보안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대해

분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Ÿ Where - 보안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선

’표적 요소 분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해

당되는 클라우드의 구성 요소로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위협 요소 분류‘를 통해 정의할

수도 있다.

Ÿ What - 보안 사고의 주된 요인이 무엇이었

는지 ’표적 요소 분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면, 해당되는 공격 유형으로서 정의할 수 있

다, 또한 이는 ’위협 요소 분류‘를 통해 정의

할 수 있다.

Ÿ How - 보안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

표적 요소 분류‘와 ’위협 요소 분류‘를 통해

정의할 수 있다.

Ÿ Why - 보안 사고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선 ’

위협 요소 분류‘를 통해 정의할 수 있다.

III. 클라우드 보안 분류체계 설계를

위한 요구사항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한 클라우드 환경에

서 발생 가능한, 분류된 보안 위협들을 기반으

로 클라우드 보안 분류체계의 설계를 위한 요

구사항을 알아본다.

3.1 보안 사고에 대한 데이터 세트 정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를 2장에

서 분석한 관련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육하원

칙을 통해 하나의 데이터 세트를 정의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하나의 보안 사고

에 대한 데이터 세트는 클라우드 보안 분류체

계를 통해 표식 및 분류가 가능하다.

3.2 서비스 스택과 기술 스택의 유기적 연관

관계

3.1을 통해 도출된 보안 사고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보안 분류체계의 설

계도 위에 표식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식

이 가능하기 위한 클라우드 보안 분류체계는

클라우드 서비스 표면을 나타내는 서비스 스택

과 이러한 서비스들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 스

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기적인 연관 관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

로 두 스택 간의 유기적 연관 관계와 가공된

보안 위협 데이터 세트를 상호 대응시키기 위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3 보안 위협 정량화

클라우드 보안 분류체계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

에서 발생한 다양한 보안 사고들에 대한 데이

터를 정형화하여 체계적으로 통계 분석과 같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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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분류체계의 설계도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 어느 곳이 가장 보안 위협에

취약한지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I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사고를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연관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면 보안 위협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제안하는 클

라우드 보안 분류체계의 설계로서, 기존의 발생

가능한 보안 사고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논문

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하나의 보안 사고를

육하원칙에 따른 데이터 세트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안 사고에 대

한 데이터 세트 정의’, ’서비스 스택과 기술 스

택의 유기적 연관 관계’, ’보안 위협 정량화’와

같은 요구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는 클라우드 보안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서비스

스택과 기술 스택 간의 유기적 연관 관계에 대

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가공된 보안

위협 데이터 세트를 삽입하여 설계도에서 클라

우드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 어느 곳이 가장

보안 위협에 취약한지 중요도를 정량화하여 나

타낼 수 있는 프레임 워크를 개발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1] 한국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조합,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스택 v3.0, http://cccr.or.kr/ho

me/, 2017

[2] Hamed Tabrizchi and Marjan Kuchaki Raf

sanjani, A survey on security challenges i

n cloud computing: issues, threats, and so

lutions, The Jounal of Supercomputing, 20

20

[3] Preeti Mishra, Emmanuel S. Pilli, Vijay V

aradharajan and Udaya Tupakula, Intrusio

n detection techniques in cloud environme

nt: A survey, Journal of Network and Co

mputer Applications, 2017

[4] CSA, The Treacherous 12 Cloud Computi

ng Top Threats in 2016, February 2016

[5] CSA, Top Threats to Cloud Computing T

he Egregious 11, April 2020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619



I. 서론

드론은 인공지능(AI) 기술과 5G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점차 민간, 상업, 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연

평균 57.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1].

이처럼 드론의 활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표적인 사고 사

례의 원인은 시스템 구성 요소 오류, LoC(Loss

of Control), 내비게이션 탐색 오류, 터뷸런스 등

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공개된 사고 조사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시스템 구성 요소

오류 및 장비 이상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시스템 구성 요소 오류 또는 장비 이상의 원

†교신저자 : 박기웅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이 논문은 ETRI 부설 연구소의 위탁연구과제 [2021-072]의
지원(50%)과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No.2019-0-00426,
25%) 및 한국연구재단(No.NRF-2020R1A2C4002737,
2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인은 복합적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들의 기술 동향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가가 드론에 관한 사고 원인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한 드론 사고 재현 시스템

디자인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사고 발생 원인 분석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소

개하고 3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관련 연구를 토

대로 드론 사고 분석을 위한 사고 재현 시스템

에 관한 방향성을 간략하게 제안한다. 4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에 관해 기술한다.

II. 기존 연구 및 배경지식
본 장에서는 이상징후 발생 원인 분석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조사 및 분류하고 각

기법에서 제안하는 특성 및 한계점을 간략하

게 정리해보았다.

UAV 사고 원인 분석 기술 동향 및 사고 재현 시스템
디자인 방향성 도출

최기철*, 박기웅†

세종대학교 시스템보안 연구실*,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UAV Accident Cause Investigation Technology Trend and Accident
Reproduction System Design Direction

Gi-Choel Choi*, Ki-Woong Park†

*System Security Laboratory, Sejong University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Sejong University

요 약

드론을 활용하는 서비스 및 활용 분야의 증가에 따라 드론의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사

고 원인 분석을 위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사고 원인 분

석을 위한 기술 동향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사고 재현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식별 및

디자인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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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UAV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한 원인 분석

UAV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한 원인 분석은

시스템 또는 장비의 동작 중 생성된 로그를 분석

하는 과정을 말한다. 해당 기법은 PX4, Ardupilot

등 오픈소스 기반의 UAV 제어 시스템은 로그 형

식이 공개되어 있어 로그에 기반한 문제 진단[A2]

이 가능하나 DJI와 같은 상업용 드론은 로그 형식

이 공개되지 않아 분석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

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렌식 관점에서 로그를

읽어 들이고 분석하기 위한 관련 연구[A1, A3,

A4]들이 존재한다. 이 방법은 관련 연구에서도 확

인할 수 있듯 시스템 내부 구조를 수정하지 않아

도 되기 때문에 시스템 내부 접근 권한 여부에 상

관없이 사고 분석 및 대응을 할 수 있어 자주 활

용되지만, 프로그램 내부의 값들이 어떻게 변경되

는지 알 수 없어 세부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

가 존재한다.

2.3 커버리지 가이드 퍼징을 활용한 원인 분석

UAV 시스템 로그 분석의 한계점인 프로그

램 내부의 값들이 변경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는 자동

차 사고 분석에 활용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장치는 사고 발

생 시점으로부터 5초 전까지의 동작 중인 내부

상태 값을 수집한다[3]. 따라서 계측 기능을 활

용하여 프로그램 내부 값들이 변경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커버리지 가이드 퍼징은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랜덤한 입력값을 생성해 대

입해보며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입력값을 조정하기 위해

계측 기능을 활용하는 커버리지 가이드 퍼징은

계측 기능을 활용해 주변장치가 없는 환경에서

도 주변장치에 접근하는 I/O를 식별하고 가상

으로 처리함으로써 원인 분석에 도움이 되는

연구[B1]와 사전에 삽입된 계측 기능에 의해 생

성된 로그를 분석하는 연구[B2] 및 로그를 토대

로 이상 행위를 재연하는 연구[B3, B4, B5, B6]

가 존재한다. 이 기법은 프로그램 내부의 값들

이 변경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

어 사고 원인 식별 및 재현을 할 수 있어 로그

분석을 통한 원인 분석의 한계점을 해결하였다.

구분 기존 연구 

UAV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한 원인 

분석

[A1], [A2], [A3], [A4]

 커버리지 가이드 

퍼징을 활용한 원인 

분석

[B1], [B2], [B3], [B4],

[B5], [B6]

표 1. 원인 분석 기법에 따른 연구 분류

그림 1. 이상 행위 원인 분석을 위한 사고 재현 시스템 실행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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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상 행위 원인 분석을 위한 사고

재현 시스템 디자인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이상 행위

원인 분석을 위한 사고 재현 시스템의 디자인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1 사고 재현 시스템 실행 흐름

앞서 기존 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시스템 실

행 흐름은 다음과 같이 4개의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사전 조작 단계로 사고가 재현

될 때까지 랜덤한 입력값을 대입해보며 테스트

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부에 계측 모듈을 삽입하

고, 이를 드론과 재현을 위해 사용되는 시뮬레이

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단계

이다.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는 드론을 사

용해 비행하며 이상 행위가 발생하면 계측 모듈

에서 생성한 로그와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로그

를 수집 및 추출한다.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 단

계에서는 추출된 로그를 이상 행위 재연 모듈에

넣어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이를 이상 행위 재연

을 위한 여러 개의 시뮬레이터에 넣어 이상 행

위가 발생할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으로 사고 재

현 시스템은 이와 같은 흐름으로 구성된다.

3.2 사고 재현 시스템 요구사항

앞서 조사 및 분류한 관련 연구들과 실행 흐

름에 따른 사고 재현 시스템 요구사항은 다음

과 같다.

Ÿ 주변장치가 없는 경우 계측 기능을 활용해

주변장치 접근 I/O 식별 및 주변장치 가상

모델링을 통한 주변장치 가상화 기능

Ÿ 계측 기능을 활용해 시스템 내부 동작

과정 로그 생성 기능

Ÿ 시스템 내부 동작 과정 로그를 토대로

이상 행위 재연 기능

Ÿ 다중의 이상 행위 재연 실험을 통해 사

고 원인 식별 시간 단축을 위한 시뮬레

이터 세트

식별된 요구사항 외에도 추가적인 연구를 통

해 새로운 요구사항을 식별할 예정이다.

I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추후 개발하려고 하는 이상

행위 원인 분석을 위한 사고 재현 시스템의 방

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UAV 사고 원인 분석 기

술 동향을 조사하였다. 관련 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로그 분석 기반의 사고 원인 분석은 프로

그램 내부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없어

출력된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유추해야

하지만, 커버리지 가이드 퍼징을 활용한 사고

원인 분석은 계측 기능을 활용해 로그 분석 기

반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커버리지 가이드

퍼징을 통한 원인 분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커버리지 가이드 퍼징을 활용

한 이상 행위 원인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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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디스크 암호화는 하드디스크의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의 일종이다. 대표적인

디스크 암호화 도구는 Windows의 Bitlocker[1]

나 오픈 소스 유틸리티 Veracrypt등이 있다.

일반적인 디스크 암호화 방식은 대표적인 블록

암호 AES[2]를 이용한 XTS 운영모드를 사용

한다[3, 4]. XTS 모드는 평문의 섹터 블록의 주

소와 인덱스의 결합 형태를 사용하여 암호화하

기 때문에, 파일의 위치에 따라 동일 파일이라

도 암호문이 다르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

XTS 모드에서 암호화할 평문 블록은 갈루아

* 이 논문은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No.2021-0-00540,GPU/ASIC

기반 암호알고리즘 고속화 설계 및 구현 기술개발,

50%)과 2021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No.2019R1F1A1058494, 50%)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체에서 정의된 원시근 알파( )에 의해 암호화

되는데, 여기서 는 각자의 블록 번호만큼 거듭

제곱 되어 사용된다.

그런데, 암호화할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의 거듭제곱을 더 진행해야 하므로 연산 부하

가 증가하게 된다. XTS 운영모드를 통해 대량

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암호화하기 위해서는에 대한 거듭제곱 연산을 최적화해야 한다.

대량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

법 중 하나는 병렬 연산에 특화된 그래픽 처리

장치(Graphic Processing Units, GPU)를 연산

에 활용하는 것이지만, 에 대한 거듭제곱 연산

은 이전의 지수승이 먼저 계산되지 않으면 다

음 지수승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병렬 연산

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병렬 작업에 적

합하지 않은 에 대한 거듭제곱 연산을 CPU와

GPU 양측에서 효율적인 연산 방식으로 병렬

중간값 참조 테이블을 활용한 CPU-GPU 하이브리드
AES-XTS 최적화 기법

안상우, 서석충*

국민대학교 (대학원생), 국민대학교 (교수)

CPU-GPU Hybrid AES-XTS Optimization Technique
Using Intermediate Value Look-Up Table

Sang-Woo An, SeogChung Seo*

Kookmin University(Graduate student), Kookmin University(Professor)

요 약

사용자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안 시스템과 암호 알고리즘들이 현재까지도 개발

되고 있으며, 하드디스크의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인

디스크 암호화도 그 일종이다. 일반적인 디스크 암호화 방식은 AES-XTS 모드를 따르며, XTS

모드에서 평문 블록은 갈루아 체 상에서 정의된 원시근에 의해 암호화되는데, 원시근은 각 평문

블록의 섹터 번호만큼 거듭제곱되어 사용된다. 이에 따라 암호화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거듭제곱 연산 부하는 증가한다는 단점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는 GPU를 활용하여

AES-XTS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기법은

XTS 모드에서의 거듭제곱 과정을 참조 테이블과 중간값을 이용하여 CPU와 GPU 양쪽에서 효

율적으로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법을 적용했을 때, RTX 2080ti GPU 기준 기

존 i7-9700K CPU에서 수행되는 암호화 성능보다 최대 25배 빠른 속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GPU에서만 동작하는 구현 결과보다도 약 15배 빠른 성능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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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에 대한 거

듭제곱 연산의 규칙을 파악하여 규칙성을 참조

테이블로 생성하고, 특정 지수승 구간에 대한

중간값을 참조 테이블을 활용하여 CPU에서 계

산한 뒤, GPU에서는 중간값을 활용하여 모든

구간의 거듭제곱 지수승을 병렬적으로 연산하

도록 수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거듭제곱 연산

을 반드시 순차적으로 를 한 번씩 곱해가면서

다음 지수승을 계산해야 했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면 각 중간값

구간으로부터 특정 거듭제곱 지수승 를 계산

할 수 있게 된다.

II. 기존 XTS 모드 최적화의 한계

블록 암호 알고리즘 AES와 XTS 운영 모드

에 대한 설명은 NIST SP 800-38E[3] 혹은

IEEE P1619™[4] 표준 문서에서 살펴볼 수 있

다. 블록 암호 운영 모드의 일종인 XTS 모드의

특징은 각 평문 블록을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갈루아 체에서 정의된 원시근 에 대한 거듭제

곱 연산이다. 해당 거듭제곱 연산 횟수는 암호

화하고자 하는 총 평문 블록 수와 같다. 거듭제

곱 연산 과정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거듭제곱 과정은 의 제곱에 대

한 모든 16개의 항이 계산되지 않으면 다음  제곱에 대한 연산을 수행할 수가 없는 순

차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III. CPU-GPU 하이브리드 XTS 최적화기법

그러나, 만약 상수 에 대한 의 제곱 과정

을 한 번의 거듭제곱을 번 반복하는 방식이

아닌 한 번으로 모두 계산할 수 있다면, 한 번

의 단계마다 제곱이 연산되므로 평문 블록의

총 개수 에 대한 까지 도달하기 위한 번의
거듭제곱 연산 횟수를 /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에 대한 한 번의  곱셈 단계에서는 
의 모든 128 비트가 왼쪽으로 1비트 시프트된

다. 이때, 의 최상위 비트가 1이었을 경우 
의 최하위 항에는 135(10000111(2))가 XOR되어

최종적으로  이 계산된다. 에 대한 거듭제

곱을 진행할수록 모든 값은 왼쪽으로 반복해서

시프트될 것이고 최하위 항에는 최상위 비트에

따라 135 XOR이 수행될 것이다. 그런데  
에서 XOR되었어야 할 135는 이후 다음  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처음에 135를 먼저 XOR하

고 왼쪽으로 1비트 시프트하나, 135를 먼저 1비

트 시프트하고 이후 XOR하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확장하면 최상위 비트를 하

나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최상위 비트를 동시

에 8개 판단하여, 최대 8번 XOR되고 왼쪽 시프

트될 135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XOR해도 각 곱

셈 단계에서 XOR하고 시프트하는 연산의 최종

결과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에서는 최상위 8비트가 11111111(2)이었을 경우

에서  까지 연산을 진행했을 때 최종적으

로 최하위 항에 XOR될 값이 7d7d(16)임을 알 수

있다. 최상위 8비트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는 총 가지로, 이를 참조 테이블로 생성하면

[그림 1] 갈루아 체 상의 원시근 에 대한 거듭제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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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상위 8비트에 대한 거듭제곱 연산 결과

 을 8번의   연산 과정으로 반복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테이블 참조로 줄일 수 있다.

적절한 참조 테이블 크기를 위하여 최상위 8

비트에 대해서만 최하위 항에 XOR될 결과를

테이블로 저장했지만, 최상위 비트의 데이터

는 번의 테이블 참조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즉, 의 비트수는 총 128비트이므로 에서의
16번의 테이블 참조를 통해서  에 대한 결

과를 바로 연산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그림 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16개의 8비트

항을 참조 테이블로 입력하고, 해당 입력값들에

대한 16개의 테이블 출력값을 모두 XOR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참조 테이블의 출력값은

16비트기 때문에 최상위 8비트 입력을 통한 16

비트 출력값에는 8비트 캐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캐리값에 대한 추가적인 테이블 참

조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는 17번의 테이

블 참조와 17번의 XOR 연산을 통해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로 계

산되는 중간값들을 총 번의 연산을 통해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평문을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각

구간의 중간값뿐만 아니라 구간 내의 모든 의
거듭제곱 값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후의 과정은

GPU를 활용하여 병렬적으로 의 거듭제곱 값

을 계산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GPU에서는

CPU에서 사전에 계산된 중간값 들을 복사

받아, 이후 각각 독립된 GPU 스레드가 각 중간

값 부터  까지의 연산을 스레드마

다 독립된 번호 에 따라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부터 까지를 모

두 연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최적화 방법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CPU-GPU 통합 AES-XTS 암호화 과정은 [그

림 4]와 같다. 기존의 CPU가 부터 까지를
모두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으로부
터 중간값       을 테이블을 활

용하여 사전 계산한 다음, 평문과 함께 중간값

을 GPU로 전달하게 된다. GPU에서는 전달받

은 중간값을 통해 모든 를 계산한 다음, 각

평문 블록에 맞게 GPU 스레드를 사용하여 병

렬적으로 암호화를 진행하게 된다.

IV.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최적화 기법에 대한

성능 측정에 사용된 실험 환경은 Intel Core

i7-9700K CPU와 Nvidia GeForce RTX 2080ti

GPU이며, 모든 암호화 과정을 CPU로 처리하

였을 경우, GPU로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 그리

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CPU-GPU 통합 최적화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의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

[그림 2] 최상위 8비트가 11111111(2)일 경우

을 수행한 뒤 최종적으로 XOR될 값

[그림 3] 참조 테이블을 활용한

중간값  계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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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능 결과 수치는 1TB 크기의 데이터를 모

두 암호화하기 위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구

현 정확성에 대한 검증은 표준 문서에서 제공

하는 테스트 벡터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제안하는 최적화 기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

는 연산 성능은 다음과 같다. 기존 CPU만을 이

용하여 암호화를 진행하였을 경우 약

3,936,164ms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GPU만을

통해 암호화를 진행하였을 경우 약 2,290,710ms

로, CPU만을 이용하여 진행한 성능 대비 약

72%의 성능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CPU-GPU를 통합하여 암호화를 진행한

결과, CPU에서의 전처리 과정은 약 3,154ms,

GPU에서의 연산 시간은 약 152,308ms로, 총

155,462ms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CPU만을 이용하여 진행한 성능 대비 약

25배 상승한 성능임을 알 수 있으며, GPU만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진행한 결과보다도 약 15배

향상된 성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디스크 암호화에 사용되는 암

호화 방식인 AES-XTS를 효율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을 제시한다. 기존에

AES-XTS에서 병렬적으로 연산하기 어려운 연

산을 CPU에서의 중간값 참조 테이블 기법을

활용하여 전처리하고 병렬 연산에 유리한 GPU

환경에서 암호화 작업을 고속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러한 구현 결과 기존

CPU에서만 수행하는 암호화 성능 대비 약 25

배 향상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최적화

기법이 제안되지 않은 GPU 환경에서의 단순

구현보다도 약 15배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과 결과는 다양한

디스크 암호화 기능에 활용될 수 있으며, 디스

크 암호화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를 암호화에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암호화나 네

트워크 암호화에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블록

암호 AES가 아닌 XTS 운영 모드의 최적화 기

법으로서 특정 알고리즘의 의존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알고리즘의 XTS 모드에

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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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IoT 기기들이 개발 및 발전되고 있다. 이러

한 IoT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통

해 생성되고,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졌

다. IoT 기기에서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 암호화가 필요하다. 게다가

IoT 기기의 환경에 맞게 암호 알고리즘을 효율

적이고 빠르게 동작시키기 위한 연구들도 속도,

메모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암

호 알고리즘 최적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진

* 이 논문은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No.2021-

0-00540,GPU/ASIC 기반 암호알고리즘 고속화

설계 및 구현 기술개발, 50%)과 2021년도 정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o.2019R1F1

A1058494, 50%)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행되고 있지만, IoT 기기에서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도 제안되고 있다.

ICISC 2020에서 8-bit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빠

르게 동작하는 경량 블록 암호 알고리즘인

PIPO[1]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PIPO 알고리

즘은 8-bit 환경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암호

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지만 암호화된 데이터들

은 결과적으로 PC/서버에 저장된다. 그러므로

PIPO 알고리즘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8-bit 환경에서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고려해 PC/서버

환경에서도 최적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OpenCL[2], OpenMP[3] 병렬 처리를 사용해

PIPO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동작시킨다. PIPO

알고리즘 암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평문

64-bit 블록 n개를 병렬 처리 방식을 사용해 동

시에 처리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순차 처리

방식보다 OpenCL, OpenMP는 각각 1623, 6.65

OpenCL, OpenMP 병렬처리를 사용한 PIPO 알고리즘
구현*

박보선, 서석충*

*국민대학교 금융정보보안학과

Implementation of PIPO algorithm using OpenCL and OpenMP
parallel processing

BoSun Park, Seog Chung Seo*

*Department of Financial Information Security,
Kookmin University

요 약

다양한 IoT 기기의 발전함에 따라 IoT (Internet of Things) 기기에서 사용 및 생성되는 데이

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IoT 기기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암호 알

고리즘들이 제안되고 있다. ICISC 2020에서 8-bit 환경에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암호

화, 복호화하기 위해 경량 블록 암호 알고리즘인 PIPO (Plug-In and Plug-Out)가 제안되었다.

PIPO 알고리즘은 8-bit 환경에서 사용되기 위해 제안되었지만 암호화된 데이터들은 최종적으로

PC/서버에 저장된다. 그래서 PC/서버 환경에서 PIPO 알고리즘을 사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

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OpenCL, OpenMP 병렬 처리를 사용한다. OpenCL, OpenMP를

사용해 PIPO 암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64-bit 평문 블록 n개를 병렬 처리를 통해 동시에 암호

화하여 처리한다. OpenCL, OpenMP를 사용하여 기존의 순차 처리 방법보다 각각 평균적으로

약 1623, 6.65배 향상되었으며 OpenCL은 OpenMP보다 약 242배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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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향상을 보이며, OpenCL은 OpenMP보다 약

242배 향상된다.

II. 배경

2.1 OpenCL[2]

OpenCL (Open Computing Language)은 개

방형 범용 병렬 컴퓨팅 프레임워크이다. CPU,

GPU, DSP 등의 프로세서로 이루어진 이종 플

랫폼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해준다. OpenCL은 커널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C99 기반의 언어인 OpenCL C와 플랫폼을 정

의하고 제어하기 위한 API를 포함한다.

OpenCL은 작업 기반 (task-bassed), 데이터 기

반 (data-based) 병렬 컴퓨팅을 제공한다.

2.2 OpenMP[3]

OpenMP (Open Multi-Processing)는 공유 메

모리 다중 처리 프로그래밍 API이다. C, C++,

포트란 언어에서 지원하며, 유닉스,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 플랫폼과 같은 다른 여러 플랫

폼을 지원한다.

2.3 PIPO 암호 알고리즘[1]

PIPO 암호 알고리즘은 128-bit 또는 256-bit

키를 지원하는 경량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다.

8-bit AVR 소프트웨어 구현에서 뛰어난 성능

을 제공하는 byte-oriented, bitsliced 암호이다.

PIPO 알고리즘은 최소한의 비선형 작업을 사용

해 효율적인 마스킹 구현을 허용한다. 또한

8-bit AVR에서 부채널 보호 및 비보호 환경

모두에서 기존의 블록 암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표 1] PIPO 암호 알고리즘 파라미터[1]

[표 2] PIPO Key Schedule[1]

[표 1], [표 2]는 PIPO 암호 알고리즘의 파라

미터와 Key Schedule 과정이다. 사용하는 Key

size에 따라 라운드 횟수와 Round Key 개수가

다르다.

[그림 1] 64-bit 평문 입력값 저장방식[1]

[그림 1]은 64-bit 평문을 암호화하기 위해

8-bit 배열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그림 2] PIPO 암호화 과정[1]

[그림 2]는 PIPO 암호화 과정으로 S-Layer,

R-Layer, Round Key XOR 과정을 한 번의 라

운드로 한다.

[그림 3] S-Layer 연산 과정[1]

Algorithm Key size Round
Round Key

(32-bit)

PIPO-64/128 128-bit 13 28
PIPO-64/256 256-bit 17 36

Algorithm Key Schedule (=64-bit)
PIPO-64/128

128-bit     mod    ∼
PIPO-64/256

256-bit     m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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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S-Layer 연산 과정으로 8-bit 입

력값을 5-bit, 3-bit로 나누어서 연산해 8-bit

결과값을 출력한다.

[그림 4] R-Layer 연산 과정[1]

[그림 4]는 [그림 1]처럼 나누어진 8-bit 평문

배열에서 각각의 배열에 저장된 8-bit값에 대해

Bit단위로 Rotation Left Shift 해주는 과정이다.

III. 최적화 방법

3.1 OpenCL PIPO 알고리즘

[그림 5] OpenCL PIPO 알고리즘

[그림 5]는 OpenCL을 사용해 여러 개의 평문

블록을 PIPO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는 과정이

다. OpenCL을 사용해 스레드를 생성하고 각각

의 스레드가 64-bit 평문 값을 받아와 암호화

후 결과값을 각각의 인덱스에 맞게 다시 암호

문 배열에 저장한다. 그러므로 많은 양의 스레

드를 생성해 각각의 스레드가 global memory에

저장된 대량의 평문 데이터 배열에 접근해

64-bit씩 데이터를 가져와 암호화한다.

3.2 OpenMP PIPO 알고리즘

[그림 6] OpenMP PIPO 알고리즘

[그림 6]은 OpenMP를 사용해 평문 블록들을

PIPO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는 과정이다.

OpenMP를 사용해 64-bit 평문 블록 여러 개를

동시에 암호화한다. 동시에 암호화할 수 있는

평문 블록의 개수는 해당 코드가 동작되는

CPU 코어의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 때

문에 1개의 코어가 한 개의 64-bit 평문 블록을

암호화하기 때문에 한 번에 n개의 코어가 n개

의 평문 블록을 동시에 암호화한다.

IV. 결과

[표 3] 성능 측정 환경292

[표 4] 성능 측정 (50,000,000번 암호화, TLU

: Table Look Up)

[표 3]의 환경에서 Reference C code PIPO,

OpenCL PIPO, OpenMP PIPO에서 각각 TLU

(Table Look Up), Bitslic 방식을 동작시켰다.

결과적으로 OpenCL은 Reference C code보다

TLU, Bitslice에서 각각 약 1995, 1251배 성능

이 향상되었고 OpenMP보다 302, 182배 향상되

었다. OpenMP는 Reference C code보다 6.5,

6.8배 향상되었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OpenCL, OpenMP 병렬 처리를 사용해 여러

개의 64-bit 평문 블록들에 PIPO 알고리즘을

사용해 동시에 암호화시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암호화한다. 향후 병렬 처리 및 스레드

를 사용해 PIPO 알고리즘의 내부 과정을 효율

Operating System Windows 10 Pro

CPU
Intel i7-9700K 3.60 GHz

(8 Core)
GPU NVIDIAGeForce GTX1650
RAM 32.00 GB

API
(1) OpenCL

(2) OpenMP

API PIPO Version Time (ms)
Reference C

code

TLU 21949
Bitslice 2003

OpenCL
TLU 11.2
Bitslice 1.6

OpenMP
TLU 3299
Bitslice 292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630



적으로 연산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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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

echnology)에서는 2016년 국제표준 공개키 암호

를 대체할 키 교환, 전자서명에 대한 양자내성

암호의 표준화 사업(Key Encapsulation, Digital

Signature)[1]을 발표하였다. 최근 3라운드 후보

자가 선정되었으며, 대부분의 후보자(5/7)는 격자

기반 암호이다. 격자기반 암호는 효율적인 연산

처리와 적절한 키 길이를 제공하여 다른 기반의

양자내성 암호보다 자원이 제약적인 임베디드 환

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 논문은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

(No.2021-0-00540,GPU/ASIC 기반 암호알고리

즘 고속화 설계 및 구현 기술개발, 50%)과

2021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

원(No.2019R1F1A1058494, 50%)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격자기반 암호는 LWE(Learning With Error

s), LWR(Learning With Rounding)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제 3라운드 후보자들은 다항식 링을 적

용하여 키 길이를 줄이고, Module 개념을 적용하

여 보안 레벨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Module-L

WE, Module-LWR 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다항

식 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격자기반 암호에서 가

장 연산 부하가 큰 부분은 다항식 곱셈이다. 이

를 처리하기 위해 NTT 곱셈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항식 곱셈을 수행한다. 하지만 여전

히 다항식 곱셈에 대한 성능 부하가 가장 크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NTT 곱셈 최적화 구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2-4], Crystal-D

ilithium에 대한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ARMv8-A Series는 ARM 계열에서 High-en

d MCU로 모바일, 태블릿, 자율주행에서 널리 활

용되고 있다. ARMv8-A Series는 64-bit ARM

프로세서와 병렬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NEON

엔진을 지원한다. NEON 엔진에서는 128-bit 벡

ARMv8-A Series에서 Crystal-Dilithium Round 3의
NTT 곱셈 병렬 구현

송진교, 김영범, 서석충*

국민대학교 금융정보보안학과

P arallel Implementation of NTT Multiplication of
Crystal-Dilithium Round 3 on ARMv8-A Series

JinGyo Song, YoungBeom Kim, Seog Chung Seo*

Deptartment of Financial Information Security, Kookmin University

요 약

양자 컴퓨팅 환경의 발전으로, 기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안전성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양자내

성 암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NIST에서는 2016년부터 양자내성 암호의 표준

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ARMv8-A Series

에서 NIST PQC 3 Round 후보자인 Crystal-Dilithium에서 NTT 곱셈 알고리즘에 대한 병렬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병렬 구현을 통해 NTT, InvNTT 변환, 점별 곱셈 과정에서 4개의 계수

에 대한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였다. 게다가 NTT, InvNTT 변환에서는 레지스터 홀딩 기법을

통해 메모리 접근을 최소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레퍼런스 구현보다 NTT,

InvNTT 변환에서는 약 3배, 점별 곱셈에서는 약 1.1배의 성능 향상을 달성하였다. 제안방법을

통해 Dilithium 3 기준으로 키 생성, 서명, 검증 과정의 성능을 각각 38%, 102%, 34%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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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레지스터가 지원되며, 128-bit 내에서 64-bit,

32-bit, 16-bit, 8-bit 단위로 병렬처리가 가능하

다. 따라서 병렬 구현을 통해 연산 집약적인 암

호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에 매우 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ARMv8-A Series에서 NEO

N 엔진을 활용한 Crystal-Dilithium의 NTT 곱

셈에 대한 병렬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병렬처리

를 통해 4개의 계수를 동시에 처리하며, 메모리

접근을 최소화하는 메모리 홀딩 기법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레퍼런스 구현과 비

교하여 NTT, InvNTT 변환에서는 약 3배의 성

능향상이 있었으며, 점별 곱셈에서는 약 1.1배

의 성능향상을 달성하였다.

II. 관련 연구

2.1 NTT 곱셈

NTT 곱셈은 Ring에서 정의된 FFT의 일반

화로 차 다항식 곱셈 시 복잡도인  에서
이를 의 복잡도로 낮춰 단순 곱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다항식 곱셈 연산을 처리한

다. NTT 곱셈 알고리즘은 NTT 변환, 점별 곱

셈, InvNTT NTT 변환으로 구성되어있다.

NTT 변환은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이용

하여 Ring의 원소인 다항식을 여러 개의 축소

다항식으로 나누는 과정이며, 점별 곱셈 과정은

축소다항식에 대한 곱셈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InvNTT 변환을 통해 결과값을 도

출하는 것으로 NTT 곱셈 연산이 완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Cooley–Tukey(CT) 알고리

즘과 Gentleman–Sande(GS) 알고리즘을 기반

으로 NTT, InvNTT 변환에 대해 접근한다.

2.1.1 NTT, InvNTT 변환

CT 알고리즘은 NTT 구현에서 메모리 접근

을 최소화하고 동일 계열의 연산을 통해 병렬

화가 가능한 알고리즘이다. Butterfly 기반 변환

과정으로도 알려진 이 방법은 Ring의 원소인

다항식을 효율적으로 축소다항식으로 분할 할

수 있다. [그림 1]은 CT 알고리즘의 개요를 보

여준다. Crystal-Dilithium에서 사용하는 255차

의 다항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CT 알고리즘

을 128번만으로 127차 축소다항식 두 개로 나

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마지막

축소다항식까지 분할한다. Crystal-Dilithium에

서는 22-bit 내의 원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

다. 또한, zetas를 곱해주는 연산은 Ring 위의

연산이므로 감산이 요구되며, 감산은 Montgom

ery Reduction을 통해 수행된다.

2.1.2 점별 곱셈

각 다항식에 대한 NTT 변환 과정이 완료되

면, 각 축소다항식을 점별 곱셈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이때에도 Ring 위의 연산이기 때문에

몽고메리 감산을 기반으로 점별 곱셈을 수행한

다.

2.1.3. InvNTT 변환

InvNTT 변환 단계에서는 점별 곱셈 된 결

과값을 다항식 Ring의 원소로 대응시킨다. [그

림 2]는 InvNTT 변환의 일종인 GS 알고리즘

의 개요를 보여준다. 각 축소다항식을 invzetas

를 이용하여 상위 다항식으로 변환한다. GS 알

고리즘도 invzetas 곱셈이 발생하므로 CT 알고

리즘과 마찬가지로 Montgomery Reduction이

필요하다.

2.2 NEON 엔진

NEON 엔진은 ARMv7 이후부터 지원하며,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

집합이다. 병렬처리를 위해 128-bit 벡터 레지

스터 v0-v31을 지원하며, 벡터 레지스터 내에서

는 64-bit, 32-bit, 16-bit, 8-bit 단위로 병렬처

[그림 1] Cooley-Tukey Butterfly

[그림 2] Gentleman-Sande Butter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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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가능하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Crystal-

Dilithium의 NTT 곱셈에서 사용되는 명령어에

대한 설명과 사이클을 보여준다. SMULL, SM

ULL2는 부호가 있는 곱셈을 수행하는 명령어

이다. SMULL은 128-bit 벡터 레지스터에서 U

pper에 해당하는 부호가 있는 곱셈을 수행하며,

SMULL2는 128-bit 벡터 레지스터에서 Lower

에 해당하는 부호가 있는 곱셈을 수행한다. XT

N, XTN2는 128-bit 벡터 레지스터에서 값을

추출하는 명령어이다. XTN은 Upper에 해당하

는 부분을 추출하며, XTN2는 Lower에 해당하

는 부분을 추출한다. SSHR은 산술 시프트 명

령어이다. ADD, SUB는 단순 벡터 덧셈이며,

마지막으로 LD1, ST1은 메모리에서 벡터 레지

스터 로드, 벡터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로 값을

저장하는 명령어이다. 일반적으로 단순 레지스

터 연산처리보다는 메모리 접근 명령어가 더

많은 Cycles를 소모함을 알 수 있다.

2.2 기존 연구의 결과

[3]에서는 NEON을 활용하여 NewHope의 N

TT 곱셈에 대한 병렬 구현을 제안하였다. New

Hope의 NTT 곱셈에서는 모듈러스 Q가 12289

으로 16-bit 내외의 값이다. 따라서 8개의 계수

를 동시에 처리하였다. [4]에서는 NEON을 활용

하여 Crystal-Kyber의 NTT 곱셈에 대한 최적

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찬가지로 Crystal-Ky

ber도 모듈러스 Q가 16-bit 내로 되어있어, 8개

의 계수에 대한 병렬처리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Crystal-Dilithium의 모듈러스 Q는

  로 16-bit보다 크기 때문에 기존의

병렬처리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

다. 병렬 레벨이 달라져 이에 대한 최적화 구현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Crysta

l-Dilithium에서의 NTT 곱셈을 최적화하여 레

퍼런스 구현과 비교해 NTT, InvNTT 변환에서

는 약 3배, 점별 곱셈에서는 1.1배의 성능이 향

상됨을 보인다.

III. NTT 기반 다항식 곱셈 최적화

구현 방안 제안

NEON 엔진에서는 v0-v31까지의 벡터 레지

스터를 지원한다. 또한, Crystal-Dilithium에서의

NTT, InvNTT 변환에서는 모듈러스 Q의 원소

까지 축소다항식의 분할이 수행되며, 모듈러스

Q는     이다. 따라서, NTT, InvNTT
변환 시 메모리 접근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128-bit 벡터 레지스터 내에서 4개의 계수를 병

렬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메모리 접근을 최

소화하는 방법은 [그림 3]과 같다. v0-v31까지의

벡터 레지스터를 지원하므로, 64차 Depth 이후

부터의 변환은 벡터 레지스터 내에 홀딩이 가능

하여 메모리 접근이 발생하지 않는다. NTT,

InvNTT에서는 효율적으로 변환을 수행하는

Butterfly Method를 사용한다. 제안하는

Butterfly Method는 [알고리즘 1]과 같다. 알고

리즘의 In0, In1은 각각 4개의 계수를 저장하고

Instruction Description cycles
SMULL Signed Multiplication (Upper) 2
SMULL2 Signed Multiplication (Lower) 2
XTX Extract Narrow (Upper) 1

XTN2 Extract Narrow (Lower) 1

SSHR Signed Shift Right 1

ADD, SUB Addition, Subtraction 1

LD1, ST1 Load and Store 2

[표 1] NEON 명령어 및 cycles [5]

[그림 3] 제안하는 레지스터 홀딩 방법

[알고리즘 1] Proposed Butterfl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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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Step1-2는 zetas를 곱하는 과정이다.

SMULL 명령어를 통해 상위 64-bit 내에서

32-bit 병렬 곱셈이 수행되며, SMULL2는 나머

지 64-bit 내에서 32-bit 병렬 곱셈이 수행된다.

Step1-2를 통해 두 개의 128-bit 벡터 레지스터

내에 zetas를 곱한 64-bit 결과값 2개씩을 저장

하고 있다. Step 3는 Montgomery Reduction 매

크로 함수를 수행한다. 매크로 함수를 통해 두

개의 벡터 레지스터 내의 값이 32-bit로 감산

된다. Step 4-5는 32-bit로 감산된 결과를 4개의

벡터 레지스터로 합치는 과정이다. Step 6-7 과

정을 통해, in0, in1의 각각 4개의 계수에 대한

Butterfly Method가 완료된다. Butterfly

Method 내부에서 수행되는 Montgomery

Reduction에 대한 매크로 함수는 알고리즘 2와

같다. Step 1-2를 통해, 32-bit 캐스팅을 수행하

여 하나의 벡터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Step 3에

서는 QINV를 곱하는 과정이다. Step 4-5는

SMULL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 상위에 값을

올리는 과정이며, Step 6-11에서는 Q를 곱하고

SUB와 Right Shift #32를 수행된다. 이를 통해

\out0, \out1에 감산이 수행된 32-bit 값 2개씩

저장된다. 점별 곱셈 과정도 마찬가지로 4개의

계수에 대한 병렬처리 및 제안한 Montgomery

Reduction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된다.

IV. 성능 측정 및 결론

성능은 Jetson AGX Xavier Developer Kit

[6]에서 측정하였으며, VScodium 환경에서 arm

-aarch64-gnu-gcc를 사용해 컴파일하였다. 레

퍼런스 구현은 C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파

일 시에 –O3 옵션을 적용한 결과이다. 제안하

는 구현은 어셈블리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NT

T, InvNTT 변환에서는 4개의 계수에 대한 병

렬처리와 레지스터 홀딩 기법을 통해 모두 약

3배 정도의 성능향상을 달성하였다. 점별 곱셈

에서는 4개 계수에 대한 병렬처리를 통해 레퍼

런스 구현보다 약 1.1배의 성능향상을 달성하였

다. 게다가 제안된 방법을 Dilithium 2에 적용하

여 레퍼런스 구현 대비 각각 38%, 102%, 34%

의 성능이 향상을 달성하였다. 향후 연구계획으

로는 Crystal-Dilithium에서 SHA-3, Rejection

Sampling 등 다른 내부 연산에 대해서도 최적

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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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소프트웨어 버그를 악용하여 코드 포인터(Code

Pointer)를 조작하는 공격은 공격자가 애플리케이션의

제어 흐름을 가로챌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제어권을

획득한 공격자는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코드

를 실행할 수 있다[1]. 코드 포인터는 Function Pointer,

Virtual Table Pointer와 같은 Forward-edge와 Return

Address의 Backward-edge로 나눌 수 있다. 특히,

Backward-edge에 대한 공격은 Return-oriented

Programming (ROP)[2, 3]와 같은 실제 시스템 해킹을

위한익스플로잇(Exploit)에 빈번하게사용된다.

리턴 주소(Return Address)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 이 성과는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NRF-2021R1A2C2014428).

보호 기법을 Backward-edge Control-flow Integrity

(Backward-edge CFI)라 하며 보안성 및 효율성 측면

에서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Stack Canary[4],

Shadow Stack[1, 5], Stack Isolation[6, 7], Dynamic

Remote Attestation[8] 와 같은 기법들은 스택 메모리

에 저장되는 리턴 주소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소스 코

드에 보호 기법 코드를 Instrumentation 한다.

Instrumented Code는 별도의 공간에 리턴 주소를 저

장하는 명령어 및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포인터를 조

정하는 명령어 등으로 구성된다. 주로 프로그램 함수

의 프롤로그(Prologue) 및 에필로그(Epilogue)의 시작

부분에 Instrumented Code가 삽입되며, 함수 프롤로그

와 에필로그의 쌍이 맞지 않으면 호환성 문제를 유발

한다. 즉, Instrumented Code의 프롤로그가 실행되었

으면 반드시 에필로그도 실행해야 프로그램의 기능 및

보안상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함수 간 분기를 지원하는

보안성 및 호환성을 위한 Backward-edge Control-flow
Integrity 전용 예외 처리기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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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보안학과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xception Handler Dedicated to
Backward-edge Control-flow Integrity for Security and Compatibility

Hongjoo Jin*, Seon Kwon Kim**, Dong Hoon Lee*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yber Security, Korea University.

요 약

애플리케이션의 제어 흐름을 가로채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코드 포인터를 조작 공격은 공격자가 시스템

에 악영향을 주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 특히, ROP 공격을 활용한 실제 시스템 해킹에는

Backward-edge에 대한 익스플로잇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Backward-edge 보호 기법들은 주로 함수 블록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Code Instrumentation 방식으로 구현된다. Instrumented Code는 해당 함수의 리턴 주

소를 암호화/복호화 하거나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리턴 주소를 저장하는 명령어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예외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호출될 때 함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며,

Instrumented Code는 이러한 불일치를 조정하지 못해 프로그램 충돌을 일으킨다. 본 논문에서는

Backward-edge CFI 기법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예외 처리 과정에서 보안성, 호환성 및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향상된 예외 처리기를 제안한다. 또한, Backward-edge CFI와 함께 사용 가능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C/C++

의 예외 처리기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했다. SPEC CPU2017 벤치마크 프로그램에 제안 프로토타입을 적용하여

호환성과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호환성 문제가 없이 1% 미만의 성능 오버헤드를 부여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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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jmp() 및 longjmp()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과 C++

의 예외 처리기로 사용되는 throw() 및 catch()의 사용

은 함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쌍을 파괴하는 특수한

형태의 제어 흐름을 실행한다. 라이브러리 함수 사용

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Stack Unrolling 기능을

활용하여 함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비대칭을 풀어

준다. 하지만, Instrumented Code의 경우 스택 메모리

의 특수한 움직임과 관련된 예외 처리기가 고려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충돌 등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i)

setjmp(), longjmp() 등의 예외 처리기가 있는 함수

블록에만 Code Instrumentation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

(ii) Instrumented Code를 위한 예외 처리기를 함께 작

성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 성능상의 이점이 있지

만, 보호 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코드 블록이 생기기

때문에 미탐(False Negative)이 발생하며, 후자의 경우

처리 방법에 따라 심각한 성능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탐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Backward-edge 전용 예외 처리기를 제안한다. Code

Instrumentation 과정에서모든스택비대칭유발함수(e.g.,

setjmp(), throw())를찾아제안기법을삽입하며, 기법은효

율적인해시테이블구조설계및backtrace() 시스템콜활

용등으로효율적으로발생예외를처리한다. 구현한프로토

타입을 Backward-edge Control-flow Integrity가

Instrumentation 된 SPEC CPU2017 벤치마크 프로그램에

적용하여호환성및성능을평가하였으며, 프로그램충돌없

이평균 1%미만의성능오버헤드가추가됨을확인하였다.

II. Background

2.1 Backward-edge CFI

리턴 주소를 보호하기 위한 Backward-edge CFI 기

법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 및 구현된다. 리턴 주소가 스

택메모리에 저장될 때 암호화하고 함수 리턴을 실행할

때 복호화하는 암호학적 기법이 있으며, 별도의 안전한

공간에 리턴 주소를 저장하여 보호하는 Shadow Stack

기반 기법이 있다. 이들 기법 모두 함수 블록의 프롤로

그에암호화 또는 안전한 영역에 리턴 주소를 저장하는

명령어들이 필요하고, 에필로그에 복호화 또는 함수 복

귀를 위한 리턴 주소를 로드하는 명령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호 기법 적용을 위해서 함수 블록의 프롤로

그와 에필로그에 Code Instrumentation이 필요하며, 필

요한명령어를추가하여보안기능을수행한다(Fig. 1).

2.2 예외 처리 라이브러리 함수

예외처리라이브러리함수는프로그램실행중코드

작성자가 설정한 예외에 도달하면 해당 지점에서의 실

행을 멈추고 정상적인 실행을 이어가기 위해 사용한다.

타겟 라이브러리 함수는 setjmp()/longjmp() 및

throw()/catch() 이며, 이들 함수는 함수 블록에 진입하

여 예외 발생 시 함수 에필로그를 수행하지 않고 스택

프레임을정리한다(Fig. 2). 이러한동작은 Instrumented

Code의 스택 불일치를 유발하며, 이 불일치가 제대로

처리되지않는경우프로그램충돌을유발한다.

Fig. 1. 실제 함수 블록의 프롤로그 및

에필로그. line 1-5, line 14-18은

Instrumented Code.

Fig. 2. setjmp()/ longjmp() 실행 예. foo() 함수

에 진입한 실행이 longjmp()로 인해 main()함수로

분기하며, foo() 함수의 에필로그 불일치를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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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xception Handler for

Backward-edge CFI

Backward-edge CFI 전용 예외처리기는

setjmp()/longjmp(), throw()/catch()에 대한 스택

메모리 추적을 제공한다. setjmp()/longjmp(),

throw()/catch() 각각에 대한 효율적인 추적 기법을

설계하여 Backward-edge CFI 기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탐을 방지하고, 호환성 문제를 해결한다.

3.1 setjmp() and longjmp()

SPEC CPU2017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x86-64 어
셈블리 코드를 분석하여 setjmp()와 longjmp()가
기계어 코드에서 활용하는 레지스터 및 메모리 저
장 명령어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setjmp()를 수행
하기 전 %rdi 레지스터에 해당 setjmp()에 대응되
는 longjmp()와의 링크 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확인
했다. 이를 이용하여 setjmp()가 수행되는 함수 블
록에서 %rdi 값과 해당 블록의 리턴 주소를 해시
테이블의 형태로 작성하도록 기법을 설계했다. Fig.
3의 예로 모든 setjmp() 호출 이전의 %rdi 값을
해시테이블의 key로 사용하고, 해당 함수 블록의
리턴 주소를 해시 함수를 통과한 해시값과 함께
Set Storage에 저장한다.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함
수 블록에 longjmp()가 있는 모든 지점에서 %rdi
값을 얻어 해시 테이블 서칭을 통해 longjmp()가
수행되어 돌아갈 함수 블록의 리턴 주소로
Instrumented Code가 가진 리턴 주소를 변경해준
다. 해시 테이블 구현된 프로토타입은 setjmp()와
longjmp() 사이의 링크 정보와 리턴 주소는 프로그
램 실행 및 성능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효율적
인 테이블 관리 및 검색을 수행한다(Fig. 4).

Fig. 3. setjmp()/longjmp() 스택 메모리 예외 처리를 위한

해시 테이블 구조. 해시 함수는 %rdi 값을 입력으로 받아

hash += ((%rdi >> 4) & 0xff) 식을 수행하여계산한다.

Fig. 4. 프로세스 메모리 임의의 위치에 해시 테이블을 생성하는 코드(맨 위)로 큰 메모리 공간에 해시테이블의 위치를

숨김. 또한, setjmp() 호출 전에 %rdi 값을 얻어 해시 테이블의 key로 사용하고, 리턴 주소를 저장함(왼쪽 아래). 마지

막으로 longjmp() 호출 시 해시 테이블을 검색하고 저장된 리턴 주소를 Instrumented Code에 전송함(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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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hrow() and catch()

C++의 예외 처리 라이브러리 함수인

throw()/catch()는 %rdi와 같은 레지스터에 링

크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Instrumented Code가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는

기법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backtrace() 시스템 콜을 활용하여 throw()가

호출되는 call depth와 catch()가 호출되는 call

depth의 차이를 구한다. Call depth의 차이 값을

이용해서 catch() 함수에 도달했을 때 현재 리

턴 주소 값을 구한다. 이후, Instrumented Code

가 관리하는 리턴 주소 대신 현재 리턴 주소를

대체하여 호환성 문제를 해결한다.

3.3 Evaluation

Backward-edge CFI 전용 예외 처리기의 프

로토타입을 SPEC CPU2017 벤치마크 프로그램

으로 평가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 중 C/C++ 예

외 처리 함수를 사용하는 6개 프로그램

(500.perlbench_r, 510.parest_r, 511.povray_r

520.omnetpp_r, 523.xalancbmk_r, 526.blender_r)

에 간단한 Backward-edge CFI 기법 코드를

Instrumentation 해서 실험했다. 각각의 프로그

램에 대한 8번의 실행 결과 호환성 문제는 발생

하지 않았고, 평균 1% 미만의 낮은 성능 오버헤

드를 보였다.

IV.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Backward-edge CFI 기법의

호환성 및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용

예외 처리기를 제안한다. 해시 테이블 및

backtrace() 시스템 콜을 활용한 효율적인 예외

처리 기법을 설계하고, 실제 프로세스 메모리에

서 작동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구현했다. 기법의

프로토타입을 SPEC CPU2017 벤치마크 프로그

램에 적용하여 실제 프로그램에서 호환성 문제

를 해결하고, 프로그램 성능에 거의 영향을 미

치지 않는 효율적인 기법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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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 예외 처리 함수인 throw()/catch()를

처리하는 구현 부분. backtrace() 시스템 콜을 활용

및 가공하여 call depth의 차이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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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SS(Open Source Software)는 불특정 다수의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취약점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OpenSSL은 보안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취약점 발생 시, 그 위험성이 더

높다. 따라서 보안을 위해 OpenSSL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비를 도

입하는 기관 및 기업은 자체적으로 OpenSSL 버전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제한된다. 본 논문

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penSSL의 버전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적 분석 기반 도

구인 OVIT(Openssl Version Identification Tool)를 제안한다. OVIT의 평가 결과, 실제 배포된

Ubuntu OS의 5개 버전에 포함된 OpenSSL의 버전을 정확히 식별했다. 따라서 OVIT를 보안

관련 장비를 도입하는 기관 및 기업에서 활용하면 도입처의 보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 서론

OpenSSL은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TLS 및

SSL 프로토콜의 OSS(Open Source Software)

구현이다[1]. 이는 모든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

서 사용할 수 있으며 많은 시스템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4월에 발견된 Heartbleed

(CVE-2014-0160) 취약점은 무분별한 OSS 사

용의 위험성을 보여줬다[2]. 이 취약점은 국내

대부분 웹사이트 및 네트워크 장비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기관에서 즉각적으로 업데이트 권고 조치

를 내린 사례가 있다[3].

이처럼 OSS는 불특정 다수의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취약점을 확산시킬 수 있다. 실제로,

synopsys사의 2020 오픈소스 시큐리티 & 리스

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 대상 소프트웨

어의 99%가 오픈소스를 포함했으며, 이 중

75%는 1개 이상의 취약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

났다[4]. 하지만 이미 제품에 포함되어 배포된

OSS는 자동 업데이트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빠른 주기로 취약점이 공개되기 때문에

제조사도 OSS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이러한 OSS의 특성은 기관 및 기업이 도입

하는 제품의 보증 및 보안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 특히 OpenSSL은 보안과 관련된 직접적

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취약점에 대한 위

험성이 더 높다. 따라서 OpenSSL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비를 도입

하는 기관 및 기업은 자체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

또한 전문적인 분석 도구도 버전 정보를 정

확히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최첨단 펌웨어 분석 도구인 Fact[5]는 문자열

패턴 매칭을 통해 OpenSSL 버전을 식별하지

만, 버전 정보 문자열을 조작하는 것은 매우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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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일이다. 이 밖에도 버전 정보 식별을 어렵게

하는 OpenSSL의 특성상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은

OpenSSL 버전 식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

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1. OpenSSL의 버전 정보는 문자열 조작을 통

해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2. OpenSSL은 동일 버전과 아키텍처라도 컴파

일 옵션에 따라 바이너리가 다르다.

3. OpenSSL은 주로 공유 라이브러리를 참조하

는 형태로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분의 바이

너리만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OpenSSL 버전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분석 대상 OpenSSL 바이

너리에서 함수를 추출한 뒤, 미리 생성한 데이

터베이스에 있는 공식 버전 함수들과 비교하여

버전 정보를 식별한다. 또한 이 기법의 프로토

타입 구현인 OVIT(OpenSSL Version

Identification Tool)를 구현하고 평가한다.

II. 관련 연구

J. Bruska[6] 등은 프로세서에 내장된 특수

레지스터인 HPC(High performance Counters)

를 통해 OpenSSL 버전을 식별하고 버전 다운

그레이드 공격에 대응하는 기법을 제시했다. 이

기법은 OpenSSL 프로세스가 동작할 때 발생하

는 고유한 프로세서 이벤트를 수집하고, 이 변

화를 주기적으로 관측한다. 만약 공격자에 의해

OpenSSL 버전이 다운그레이드 되면 프로세스

의 고유한 이벤트가 변동되므로 즉각 탐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구는 이미 설치되어 있

는 OpenSSL의 버전 정보의 변동만 탐지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OpenSSL 버전을 식별

하는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F. Gröbert[7] 등은 기본 블록 비교 및 휴리

스틱 탐지 기능을 통해 바이너리 프로그램의

내부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를 식별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또한 해당 기법을 통해 악성

코드에 포함된 OpenSSL, Crypto++, Beecrypt

와 같은 암호화 알고리즘의 출처와 버전까지

식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다만, 암호 알고리즘

의 원본을 추적하기 때문에 암호 라이브러리를

포함하지 않는 OpenSSL 버전은 식별할 수 없

는 한계점이 있다.

B. Liu[8] 등은 교차 바이너리간 유사도를 비

교할 수 있는 αDiff를 제안했다. 이는 바이너리

로부터 추출한 제어 흐름 지표들을 DNN(Deep

Neural Network)에 학습시킨다. 이후 해당 모

델을 통해 서로 다른 아키텍처의 바이너리간

유사성을 비교한다. αDiff는 HeartBleed를 비롯

한 유명 취약점의 패치 여부를 효과적으로 식

별해냈다. 다만, 서로 다른 컴파일 최적화 수준

바이너리의 식별 정확도는 최대 48%에 그쳤으

며, 유사한 최적화 수준인 O2와 O3간 비교에서

도 약 57%의 정확도만을 보였다.

III. OVIT 개요

3.1 Feature 선택

일반적으로 배포 버전 소프트웨어는 컴파일

러에 의한 최적화로 인해 원본 소스코드의 의

도와 다른 형태의 바이너리를 생성한다. 따라서

정확한 버전 정보 식별을 위해서는 컴파일러

최적화에 강인한 feature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

서 우리는 정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12개의 후보 지표를 선정했다. 이후 해당 정보

들의 컴파일 최적화 강인함을 측정했다. 실험은

함수 이름(symbol)과 각 후보 feature가 최적화

이후에도 동일한 경우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

으로 진행했다. 실험 대상 바이너리는

OpenSSL 1.0.0a ~ 1.0.0e, 1.0.1a ~ 1.0.1e 버전
이다. 또한 각 버전은 01~03 최적화를 적용하여

생성했다.

Table 1.은 12개 feature 후보에 대한 컴파일

강인성을 실험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data reference의 수를 비롯한 5개

의 상위 feature를 확인했다. 이 결과는 그래프

기반 feature들이 컴파일 최적화에 상대적으로

강인함을 보여준다. 반면, 명령어와 관련된

feature들은 하위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컴파일 최적화에 의해 많은 명령어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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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IT architecture overview

Fig. 2. Example of function comparison

num features
best

match

worst

match
avg

1 n.of data ref. 99.053 95.752 97.656

2 n.of Xref. 98.717 93.436 96.219

3 args 98.275 81.313 89.970

4
n.of end

basic blocks
96.655 64.864 78.913

5 out-degree 92.720 55.598 72.193

~
10 stack size 84.949 9.775 47.054

11 opcode class 86.564 12.820 28.997

12 size 85.544 0.961 28.027

Table. 1. Optimization robustness test

results for compiler (O0 vs O1, O0 vs 03,

O1 vs O2, O2 vs O3)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상위 5개의

feature를 OpenSSL 버전 비교를 위한 시그니처

로 활용한다. 다만, 컴파일 최적화에 강인한

feature만을 사용하면 동일한 수준의 최적화간

비교에서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각

함수가 참조하는 문자열, 고유한 상수 정보,

서브루틴 호출 대상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한

다. 이 정보들은 함수들의 특징 정보를 보존하

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3.2 OVIT 구조 및 동작 과정

Fig 1. 은 OVIT의 동작 방식을 보여준다. (1)

feature generation 단계는 입력된 바이너리를

radare2[9]를 통해 디스어셈블하고, 각 함수의

feature vector를 생성한다. (2) comparison 단

계는 입력 바이너리의 함수 feature와 데이터베

이스에 구성된 OpenSSL 함수들의 feature를 비

교한다. 이때, LCS(Longest Common

Subsequence)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알고리

즘은 두 vector간 가장 긴 공통 수열을 찾을 수

있어 유사도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2) comparison은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a) 단계는 컴파일 최적화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해 우선 그래프 기반 feature 비교를 수행한다.

(b) 단계는 각 함수가 호출하는 서브루틴 대상

을 비교한다. 서브루틴은 동일한 최적화 수준에

서 두 함수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

는 지표이다. (c) 단계는 명령어의 상수를 비교

한다. 여기서 상수는 연산 및 메모리 참조를 위

해 사용되는 고정된 값이다.

(3) result는 비교 결과를 해석하고 유사도 순

위를 계산하여 최종적인 버전 예측을 수행한다.

유사도 순위는 (2)의 (a), (b), (c) 단계에서 얻

은 LCS 유사도 점수들의 평균이다. 비교는 함

수 단위로 수행되므로, 각 비교 단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함수의 버전(label)을 카운트

한다. Fig. 2.는 버전 카운트의 예시이다.

sym.SSL_get_chipher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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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untu 1st 2st 3st DB

1.0.1f_3 1.0.1f_3 1.0.1g_3 1.0.1f_2 O

1.0.2g_3 1.0.2g_3 1.0.1f_3 1.0.1g_3 O

1.1.0g_3 1.1.0a_3 1.1.0i_3 1.1.0a_2 X

1.1.1f_3 1.1.1j_3 1.1.1k_3 1.1.1k_2 X

1.1.1j_3 1.1.1j_3 1.1.1k_3 1.1.1k_2 O

Table. 2. Result of real-world ubuntu

OpenSSL version identification experiment

using OVIT.

있는 1.1.1a 버전의 함수와 가장 유사하다. 따라

서 1.1.1a의 카운트가 1 증가한다. 이후 모든 함

수의 비교가 끝났을 때, 가장 높은 카운트를 받

은 버전이 가장 유사한 버전이다. 다만, OVIT

가 사용하는 feature는 명령어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오탐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

순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IV. 평가

OVIT의 평가는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버전

이 있는 경우와 동일한 버전이 없는 경우로 진

행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에는 OpenSSL

1.0.1a ~ 1.1.1k까지 버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입력했다. 각 버전은 서로 다른 컴파일 최적화

를 적용했으며, 총 62개 바이너리와 45,695개

함수로 구성된다. OVIT에 입력할 OpenSSL 버

전은 5개 버전의 ubuntu 운영체제 배포판에 기

본으로 설치되는 것을 수집했다.

실험 결과,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버전이 포

함된 1.0.1f_O3, 1.0.2g_O3, 1.1.1j_O3 버전을 정

확히 식별했다. 또한 차 순위 버전으로 바로 옆

버전들을 식별하며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다. 데

이터베이스에 동일한 버전이 없는 1.1.0g_03와

1.1.1f_O3 버전은 각각 데이터베이스 내의 가장

유사한 버전인 1.1.0a_O3와 1.1.1j_O3 버전을 매

칭했다. Table. 2는 실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st, 2st, 3st 컬럼은 입력 버전에 대해 OVIT가

예상하는 버전 정보의 순위이며, db 컬럼은 입

력 버전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표기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OpenSSL 버

전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함수 유사도 비교 기

법을 제안했다. 이후 이 기법의 유효성을 판단

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인 OVIT를 구현하고 실

제 ubuntu 운영체제에서 배포되는 OpenSSL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OVIT의 평가 결과, 실제

배포된 ubuntu OS의 5개 버전을 정확히 식별

했다. 따라서 OVIT를 보안 관련 장비를 도입하

는 기관 및 기업의 보안성 강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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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화 된 취약성 감지 접근 방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보안 취약성이 실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 설계의 결함은 예기

치 않은 동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원격 코드 실행 또는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과 같은 취약점으

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에 제한되지 않고 잘못된 동작을 발견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

업이지만, 코드를 상세히 분석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보안

전문가가 취약점을 미리 탐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대부분 기존 취약성 탐지 방식들

은 memory corruption bug를 발견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한되

지 않고 잘못 구현 된 행위로 인한 취약점을 발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unit test case를 활용

하여 시스템의 취약성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test case를 생성한다. 제안기법의 효

과를 입증하기 위해 오픈 소스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ROS에서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I. 서론

시스템 보안의 취약성은 지난 25 년 동안 지

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그 중 memory

corruption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것이 취약점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1].

memory corruption 이외에 다른 유형의 취약점

을 자동으로 탐지 하는 것은 Apache Struts,

Shellshock, Heartbleed의 사례에서 관찰 할 수

있듯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보안 설계 결함은

시스템 자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원격 코드 실행과 같은 심각한 보안 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취약점은 자동

화 된 접근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2020R1A2C2014336, 모

바일 코드 해독을 위한 정적 코드 추출 기술

연구)

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어려운 실정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서 제한되지 않고 잘못 구현 된 동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을 평가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보안 설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unrestricted behavior는 시스템

이 안전하게 제어해야하는 작업을 적절하게 제

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행위라 정의하며,

misimplemented behavior는 보안 관점에서 기

능을 잘못 구현하거나 부적절하게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시스템의 기능에 영

향을 주지 않지만 보안 기능과 관련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한다. 제안기법은

pre-processing, system modeling, test case 생

성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제안 기법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Amazon의 지능형 로봇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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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의 위성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실제 시

스템인 ROS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

과 두 가지 취약점을 발견하였다.

II. 연구 배경

이 절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원격 코

드 실행 및 민감한 정보 유출과 같은 수많은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2.1. Memory Corruption Errors

메모리 손상이라고도 불리며, C와 C++같은

저수준의 언어에서 메모리를 조작하여 buffer

overflow, out-of-bound access, use-after-free

와 같은 악영향을 미치는 보안 취약점이다. 대

부분 프로그래밍 오류로 인해 발생하며 실제

소프트웨어의 크기와 복잡성으로 인해 자주 발

생하게 된다. 취약성을 악용함으로써 공격자는

주소를 변경하여 악성 코드를 실행하거나 메모

리의 민감한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다.

2.2 소프트웨어의 결함

2.2.2 Apache Struts

소프트웨어 설계의 결함으로 인해 가장 큰

위협이 있었던 사례 중 첫 번째로, Apache

Struts 취약점을 예로 들 수 있다. Apache

Struts는 JAVA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

되는 오픈소스 MVC(Model-View-Controller)

프레임워크이다. 2017년에 Apache Struts에서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취약점은 Jakarta 플러그인이 파일 업로드를 처

리할 때 발생되는데 시스템의 행위에 대한 제

한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격자는 HTTP

요청 헤더의 필드 값을 OGNL 표현식을 변조하

여 요청하면 Jakarta 플러그인이 예외가 발생하

여 원격 모드 실행을 할 수 있다.

2.2.2 Shellshock

Shellshock는 임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Unix BashShell에서 발견된 취약점이다. 취약점

이 발생한 부분은 BashShell이 제공하는 함수

선언기능이다. 사용할 수 없어야 하는 환경변수

에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하여 공격자가 무단으

로 액세스하고, 코드 실행을 할 수 있게 허용한

다. Shellshock 취약점과 관련하여 수백만 건의

공격 사례들이 기록되었으며, 취약점 등급

(CVSS) 중 가장 높은 점수인 10점으로 산정되

였다. 또한 영향을 받은 Bash 버전의 첫 번째

릴리즈 이후 취약성이 발견되는 데 22년이 걸

려 보안적인 측면에서 설계 결함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잠재적인 사이버 보안 위

협을 제거하기 위한 필수 작업임을 보여준다.

2.2.3 Heartbleed

Heartbleed는 인터넷 보안에 사용되는 SSL /

TLS 암호화를 제공하는 OpenSSL의 소프트웨

어 라이브러리의 보안 취약점이다. heartbeat는

TLS 및 DTLS 프로토콜에서 매번 연결을 재협

상 하지 않고도 통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서버가 heartbeat에 응답하면 메모리에서

heartbeat 요청 메시지에 포함 된 페이로드와

실제 페이로드 길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요청한 수신 된 페이로드 길이만

큼 반환된다. 최대 64KB 메모리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메모리에 저장된 개인키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이 보안

설계결함은 많은 웹 사이트들을 취약하게 만든

사례이다.

2.3 자동화 된 취약성 평가방법

이 절에서는 기존의 자동화 된 취약점 감지

접근 방식과 취약성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2.3.1 Fuzzing

Fuzzing은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논리 결함

또는 메모리 손상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의 메모

리에 관련된 취약점을 찾는데 유용한 접근 방

식이다. 주어진 입력 값을 무작위로 변경하여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프로

그램 경로의 일부만 살펴볼 수 있어 코드 커버

리지가 낮으며, 초기 입력 값에 크게 좌우된다.

2.3.2 Symbolic Execution

Symbolic execution은 프로그램의 모든 경로

조건을 실행할 수 있는 symbolic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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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방식이다. 복잡한 프로

그램에서도 경로조건에 대한 symbolic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코드 커버리지를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fuzzing으로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크래시를 찾는데 사용된다.

2.3.3 Taint Analysis

Taint analysis는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fy (IMEI), 장치 ID와 같은 민

감한 데이터들의 유출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민

감한 데이터를 읽어오는 싱크에서 부터 데이터

를 내보내는 소스까지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 모든 취약점 중에서 바이너리에 존재

하는 개인 데이터의 유출을 탐지하는 데 중점

을 둔다. Static Taint Analysis(STA)와

Dynamic Taint Analysis(DTA)로 나뉘며 DTA

는 실행 코드를 기반으로 런타임에 데이터 흐

름을 추적하기 때문에 STA에보다 더 정확하게

추적이 가능하지만 STA보다 코드 커버리지가

낮다.

III. 제안기법

이 장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예기치 않

은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자동 접근 방식을 제

안한다. 제안기법은 대상 프로그램의 test case

를 사용하여 시스템 모델링을 통해 취약성 평

가를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보안 설

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 번째로, 시스

템이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에서 요청한 작업을

적절하게 제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동작을

Unrestricted Behavior라 정의한다. 두 번째로,

잘못 구현 되었거나 예상치 못한 동작으로 프

로그램의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예측할

수 없는 동작을 Misimplemented Behavior라

정의한다.

시스템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개발자가 구

현한 test code snippet을 사용하여 시스템 검사

를 위한 test case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설계

한다. [그림1]은 세 단계로 구성된 제안기법의

[그림 1] 제안기법의 개요

개요를 보여준다.

첫 번째로 Pre-processing 단계는 시스템에

대한 basic unit test case를 수집하고, 전처리를

하는 단계이다. code repository에서 대상 시스

템의 unit test case를 수집한다. 시스템 모델링

에 사용될 수 있도록 코드가 위치한 URL, 저장

경로, 코드의 출처에 대한 정보도 수집한다.

unit test case를 수집한 후, 데이터를 클래스,

함수, 변수 및 주석으로 구문을 분석한다. 논리

적 흐름이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직

관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unit test case의 특

징을 수정하여 대상 시스템의 동작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System Modeling

단계는 Pre-processing된 정보를 조합하여 시스

템의 기능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 모

델을 생성한다. 시스템 모델을 구축할 때 대상

시스템의 전체 코드를 분석하지 않고 수집 된

unit test case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unit

test case는 기능이 의도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 구현 된 code

snippet 이다. 각 unit test를 기반으로 시스템

모델을 구성하고 함수 식별자와 주석으로 각

test case의 목적과 각 unit test case에서 사용

된 클래스 및 구조들을 포함하는 간략한 설명

을 통해 모델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시스템 모

델을 사용하여 대상 시스템의 기능과 그 기능

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구성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로 Generating Test Cases 단

계는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test case를 생성

한다. test case를 생성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

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무작위로 생성 된 데이

터 값 및 타입으로 unit test case를 조작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개발자가 구현 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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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test case를 제안기법이 생성한 test case

[그림 2] 무작위로 다양한 함수들이 생성 된

test case

[그림 3] 무작위로 생성 된 인수가 존재하는

test case

로 무작위로 결합하여 예상하지 못한 실행 흐

름으로 대상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다. test

case 생성을 위한 unit test case의 수를 무작위

로 결정하며, 사용자는 test case에 결합 될

unit test case를 결정할 수 있다.

IV. 실험 및 평가

이번 장에서는 제안기법을 구현하고 실제 시

스템 소프트웨어인 ROS(Robot Operating

System)와 비교하여 실제 취약점 탐지가 가능

한지 평가한다. ROS는 로봇 공학을 위한 다양

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가 있는 오픈 소스

메타 운영체제 이며, 현재 ROS는 많은 학술 프

로젝트와 상업용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실험은 3.40GHz IntelSkylake 프로세서와 16GB

RAM이 장착 된 Ubuntu Linux 20.04 64bit 버

전에서 수행하였다. ROS에서 unrestricted

behavior와 misimplemented behavior를 감지하

기 위해 test case를 생성하였다. 먼저 code

repository와 커뮤니티에서 113개의 unit test

case를 수집한 다음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test case를 생성한다. [그림 2]와 [그림 3]는 생

성한 test case의 code snippet을 보여준다. 각

test case에서 모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

한다. 실험 결과 생성 된 test case를 통해

unrestricted behavior 1가지와 misimplemented

behavior 1가지를 식별하여 ROS의 XMLRPC

모듈과 TCPROS모듈에서 두 가지 취약점을 발

견하였다. 또한 ROS의 첫 릴리즈 버전부터 최

신 버전인 noetic 버전까지 취약성이 악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ROS 커뮤니티에 취약점을

보고하였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상 시스템에서 misimplemen

ted behavior와 unrestricted behavior를 기반으

로 취약점을 탐지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은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개발자가

구현 한 unit test case를 활용하여 test case를

생성한다. 제안기법을 통해 ROS (Robot

Operating System)에서 두 가지의 실제 취약점

을 발견하여 커뮤니티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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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디지털 웰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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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택근무의 증가로 현대인들이 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나, 스마

트폰 과의존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관리에 대한 훈련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구글

디지털 웰빙 데이터 및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데이터를 통한 개별 맞춤 시간관리 훈련 서비

스 App을 구현하고 이에 대한 보안 방향을 연구하였다. App이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

보의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증과 코드 난독화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들이 시간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유출 우려 감소를 기대하는 바이다.

I. 서론

최근 COVID-19의 확산으로 다수의 기관 및

기업체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 성

과 및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어진 하루를

효율적으로 보낼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나, 통계

청의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

과」의 "성인(만20~59세) 인터넷 과의존 척도”

에 따르면, 만 20~59세 성인의 29.8%가 스마트

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27.7%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

다 실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간 관리를 위한 도구로써 <시

크릿 라이프>를 제안한다. 이는 시간 관리를

훈련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App이며, 개별 데

이터를 통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개별 맞

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웰빙 및

업무 목록, 일정관리, 일기 데이터를 사용자로

부터 제공받으며, 위 데이터들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발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개정판)」의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기준의 2등급 이상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

사용자가 App에 제공한 개인정보 유출 시,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이 따를 뿐 아니라, 사용자의

App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개별 맞춤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연구의 목표는 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App

구현 및 개인정보보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시간 관리 App인 <시크릿 라이프>의 기능을

기술하고, 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관련 App 현황 조사

본 논문에서 다루는 App은 시간관리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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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App과 관련이 있다. 시간 관리와 일기 기능

을 가지고 있는 그로우 : 나의 성장메이커 App

과 play 스토어의 일기 App 중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세 줄 일기 App에 대해서 간략히 살

펴본다[1][2].

2.1 그로우 : 나의 성장 메이커

목표 관리, 감사일기, 피드 공유를 통한 습관

기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자기관리 App으

로 처음 회원가입 시 수집하는 이메일 주소, 이

름, 단말기 정보 등의 데이터를 개인 정보로 취

급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2.2 세줄 일기

세 줄의 글과 한 장의 사진으로 일기를 기

록하는 App으로 이메일, 단말기 정보, IP

Address,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을 개

인정보 항목으로 취급하며 이용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

여 관리, 수시로 백업하며 침입차단시스템을 활

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

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

지하고 있으며, 암호와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

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

도록 한다.

위 두 가지 App을 통하여 개인정보로 취급하

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Ⅲ. 시간 관리 App 설계

개별 데이터를 통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본 App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안

이 다른 App보다 더 중요하다.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보안 기

술이 적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

호를 위해 여러 정책들이 제안된 바 있다[3].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

여 크게 사용자 인증 부문과 코드 난독화 부문

에서의 보안을 제시한다.

3.1. 사용자 인증 부문

사용자 인증을 통한 App 보안 방안으로는 비

밀번호 잠금 기능과 로그인 잠금 기능이 있다.

본 App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

인이 필요하며 이는 신규 기기 로그인 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 자동로그인 기

능을 통해 사용자는 매번 로그인해야 하는 번

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이후에는 비밀번호 설

정 단계가 진행된다. 사용자는 여섯 자리의 비

밀번호를 통해 App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때

여섯 자리의 비밀번호는 저장하지 않아 사용자

가 App에 접근할 때마다 입력 받도록 하여 해

커에게 수집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다섯 번

이상의 비밀번호 입력 오류 시, 휴대폰 및 이메

일을 통한 본인 인증이 이루어진다. 3개월 당 1

회 씩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며, 사용자의 비밀번호 변경율

의 상승을 위해 공포 소구를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4]. 또한, 사용자가 App에 30분 이상 접속

할 시, App에서 세션 로그아웃을 진행한다.

3.2. 코드 난독화 부문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해킹의 위협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코드 난독화 기술을 적용한다.

본 App은 안드로이드 App으로써,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리버스 엔

지니어링을 통한 해킹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코드 난독화를 적용한다. 본 App은 Android

Gradle 플러그인 3.4.0이상의 환경이므로 R8 컴

파일러를 사용하여 네이밍 난독화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코드 정보의 논리적인 해독을 어렵

게 할 뿐 아니라 App의 크기를 감소시켜 사용

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Ⅳ. 시간 관리 App 구현 결과

본 App의 목적은 프라이버시의 위협을 최소

화하며 개인별 맞춤 시간 관리를 위한 통합적

도구 사용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

에 있다. 이를 위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사용

자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명언 제공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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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시간 그래프인 디지털 웰빙 기

능, 개인 일정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가시성을 높

이기 위해 참고 이미지는 프로토타입으로 대체

한다.

디지털 웰빙 기능 실행을 위해 App을 처음

시행할 때 사용자에게 App 별 사용시간에 관한

권한을 획득한 후 진행한다. [그림 1]에서는 회

원 가입 및 로그인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 인증을 거친다. 회원가입 데이터는 [그

림 2]과 같이 구글의 Firebase서버에 저장하도

록 구축하였다.

[그림 1] 소개화면 및 로그인 화면

[그림 2] Firebase에 데이터가 저장된 화면

[그림 3] 메인화면

[그림 1]에서 로그인을 통해 사용자 인증이

된 경우 [그림 3] 화면으로 이동한다. 메인 화면

에서는 App 사용 시간 그래프과 개인 일정 관

리 기능인 투두 리스트, 하루끝(일기) 메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화면 하단에는 명언이 랜덤

으로 출력되도록 하였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에 대한 훈련을 위한 App을

연구하였다. 특히,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별

데이터를 통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하여 사용자 인증 부문과

코드 난독화 부문의 관점에서의 보안을 제시하

고 있다. 우리는 사용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구글 디지털 웰빙 데이터 및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사용자는 App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시간을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보안 정책을 적용하여 프라

이버시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를 최소화하여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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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택배 회사에서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각 택배 회사마다 웹 서비스

와 애플리케이션으로 배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택배를 보내고 받기 위해서는 발송인

과 수령인의 휴대폰 번호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택배 업체에 제공해야만 택배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송 정보에 저장된 발/수령인의 이름, 집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이 노출된다

면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상위 5곳의 택배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다양한 보안 위협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제시한 공격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내 5곳의 상용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다른 사용자의 이름, 집 주소, 물품, 휴대폰 번호 등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 서론

대부분의 택배 회사들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

기 위해 택배를 조회하고 배송 상태를 조회할 수 있

도록 웹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으로 배송 조회 서비

스를 제공한다. 흔히 운송장 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로 배송 상태를 조회 및 확인한다. 즉, 사용자가 유

효한 운송장 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배

송 조회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송인

또는 수령인, 주소, 물품,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와

함께 현재 배송 상태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A택배 회사에서 제공하는 실제 배송 조회 웹

사이트이다. 해당 웹 사이트에 배송 조회를 원하는

사용자가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웹 사이트는 택배

배송 상태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준다. 하지만 택

배 세부 정보에는 의외로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배

송 정보에는 발/수령인의 주소와 이름, 휴대폰 번호,

주문한 품목 등 개인 정보가 저장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 정보가 노출된다면 다양한 범죄에 악용

될 수 있다. 또한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물량은 지난 2020년 33억개로 지난 2019년 대비

20.9% 증가 했으며 이에 택배 관련 범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2].

[그림 1] 배송 상태 조회(웹 사이트).

예를 들어 유명한 인터넷 방송 BJ는 방송에서 택

배 운송장이 노출되어 악의적인 공격자에게 집 주소

와 휴대폰 번호가 노출된 사건이 있다[2]. 또한 택배

운송장 번호를 이용해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2]. 이처

럼 택배 운송장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문제는 오래

전부터 발생하였다[1,2,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

년 발생하고 있는 택배 관련 보안적인 문제점의 원

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국내 택배 회사 5곳의 택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31, No. 1

656



배 애플리케이션을 분석 및 조사하였다. 분석한 결과

국내 택배 회사 상위 5곳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떠

한 인증 절차 없이 다른 사용자의 운송장 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다른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탈취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택배 애플리케이션

의 전체적인 흐름과 분석과정 대해 설명한다. 4장에

서는 공격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격 시

나리오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제시한 공격 시나리

오에 대한 실험 결과와 실제 사용자의 개인 정보 유

출 사례를 소개한다. 6장에서는 취약점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Woo et al. [4]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택배 회사

(FedEx, DHL, UPS) 대상으로 배송 조회 웹 사이트

를 조사한 결과 FedEx와 DHL의 경우 운송장 번호

를 90% 이상 추측이 가능하며 UPS의 경우 50%에

가깝게 운송장 번호를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웹 서

비스 환경의 배송 조회 사이트에서 마스킹 처리 없

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 노출된 개인 정

보를 활용하여 주소와 사람 검색 서비스 중 하나인

Whitepages [5]를 통해 노출된 주소에 거주하고 있

는 실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Jang et al. [6] 연구에서는 국내 5곳의 택배 회사

웹 서비스 기반 배송 상태 조회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별다른 사용자 인증 없이 다른 사용자의 배송 상태

를 조회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총 4,420,214개의 이

름, 2,527,205개의 휴대폰 번호, 4,467,329개의 주소를

탈취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5,6])와는

달리 웹 서비스 환경이 아닌 각 회사의 애플리케이

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 가능성과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분석하였다.

III. 택배 애플리케이션 분석 과정

이번 장에서는 실제 사용 중인 상용 택배 애플리

케이션 5곳에 대한 분석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선정

기준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선정한 상위 5곳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1]. 또한 본 논문에서는 실제 애

플리케이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애플리

케이션의 이름을 익명화하고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분석 과정은 애플리케이션 동작 과정, 패킷 분석,

정적 분석 마지막으로 동적 분석으로 크게 총 4단계

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3.1 애플리케이션 동작 과정

[그림 2]는 기본적인 택배 애플리케이션과 서버의

통신 과정이다.

[그림 2] 택배 애플리케이션과 서버의 통신 과정.

사용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휴대

폰 번호 또는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서버로 전송

한다. 서버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전달 받은 휴대폰 번

호 또는 운송장 번호가 유효한지 검사 한 후 유효하

다면 해당 운송장 번호에 저장되어있는 택배 정보를

요청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한다.

3.2 패킷 분석

5곳의 택배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버와 어떤 정보

를 전송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웹 프

록시인 Fiddler[7]를 사용했다. 웹 프록시란 웹 및 애

플리케이션 디버깅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그림 3]

과 [그림 4]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배송 상태를 조회할

때 발생하는 패킷을 캡처한 모습이다. A사에서 발생

한 패킷 [그림 3]에서 "B_PARAM"이라는 파라미터

값에는 암호화된 값으로 서버로 요청한다.

[그림 3] A사에서 발생한 배송 조회 패킷.

[그림 4] B사에서 발생한 배송 조회 패킷.

반면에, B사에서 발생한 패킷 [그림 4]에서 “slip

No" 파라미터에서는 어떠한 암호화 과정 없이 평문

으로 된 운송장 번호로 서버에게 요청을 한다. 또한

서버로부터 오는 응답값 같은 경우에도 A사의 경우

사용자의 데이터에 암호화 과정을 거치지만 B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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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림 5]처럼 JSON 형태의 평문으로 사용자의

개인 정보 애플리케이션에게 제공한다.

[그림 5] 평문으로 된 사용자 개인 정보.

여기에는 수령인의 이름, 집 주소, 물품명, 휴대폰

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존재한다. 국내 택배 회

사 5곳을 패킷 분석한 결과 총 4곳에서 어떠한 암호

화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용자의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도 최소한의 사용자 인증 절차 없이

다른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탈취할 수 있었

다.

3.3 정적 분석

이번 절에서는 3.2절에서 설명한 패킷 분석을 바

탕으로 만약 통신 과정 중 암호화 과정이 존재한다

면 정적 분석을 통해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

하는지, Key와 IV값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등을 분

석하기 위해 APK 파일을 정적 분석하는 과정에 대

해 설명한다.

먼저 국내 택배 5곳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APK extractor [8] 또는 ADB [9] 명령어를

사용하여 APK 파일로 추출한다. 추출한 후 JEB [1

0]와 같은 디-컴파일러를 이용하여 APK 파일을 분

석한다. APK 파일을 정적 분석한 결과 B사의 경우

[그림 6]처럼 암호화 알고리즘과 암호화 과정에서 필

요한 Key 값이 하드코딩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6] B사의 암호화 방식과 Key 값 노출.

[그림 7] 서버로부터 전달 받은 C사의 고정된 Key, IV값.

또한 [그림 7]처럼 C사의 경우 APK 파일 내에

Key와 IV 값이 하드코딩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암호

화 과정에 필요한 Key와 IV 값을 해당 서버에게 요

청하지만 고정된 값을 받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3.4 동적 분석

국내 택배 회사 5곳에 대해 이전 단계인 패킷 분

석과 정적 분석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알고

리즘, Key, IV, 암호화 적용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5곳 중 1곳인 A사에서는 통신 과정 중에서

모두 암호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떤 암호화 알

고리즘을 사용하고 Key, IV,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동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

동적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동적 분석 툴인 Frid

a [11]를 사용하였다. Frida란, Javascript 코드를 프

로세스에 Injection하여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 후킹이

가능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이다. A사를 Frida를 이용

하여 동적 분석한 결과 F사의 보안 솔루션이 탑재되

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사의 보안 솔루션에서

는 기본적으로 Rooting, Hooking, Integrity, Obfusca

tion 등을 탐지하여 악의적인 행위를 탐지한다. 하지

만 F사의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여 분석한 결과 A사

도 다른 4곳과 동일하게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탈취

되었으며 최소한의 인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림 8].

[그림 8] A사에 탑재된 F사의 보안 솔루션 우회한 모습.

IV. 공격 실험 결과

국내 상위 5곳의 택배 애플리케이션을 분석 한

결과[그림 11] 대부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국내 택배 회사 5곳의 취약점을 활용하여 직접 to

ol을 개발하여 휴대폰 번호 또는 운송장 번호를 입력

하면 해당 택배 회사명과 민감한 정보를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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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및 탈취할 수 있었다 [그림 9]. 또한 입력하는

운송장 번호는 [그림 10]처럼 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운송장 번호를 통해 휴대폰 번호도 쉽게 획득이 가

능하다. 하지만 A사와 D사의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

션 기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Jang et al. [6] 연

구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활용한다면 A사와 D사에서

도 다른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하

지만 본 논문에서는 택배 애플리케이션으로만 분석

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림 11]의 Privacy에 △로

표기하였다.

[그림 9] 다른 사용자의 택배 배송 데이터 노출.

[그림 10] 검색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운송장 번호.

[그림 11] 택배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 결과.

V. 취약점 개선방안

국내 택배 회사 상위 5곳 모두 최소한의 사용자

인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용자를 식

별하는 데이터를 변조한다면 사용자 인증 절차 부재

로 5곳 모두 다른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악

의적인 공격자에 의해 모두 탈취되었다. 따라서 사용

자가 배송 상태를 조회할 때 사용자 인증 절차를 추

가하거나 강화하여 다른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에

다른 사용자가 접근을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또한 서버에서 공개키를 사용하여 동적으로 생

성된 Key와 IV 값을 애플리케이션에게 전달한다. 애

플리케이션에서는 공개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

화 과정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인 고정된 Key와 IV

값이 아닌 동적으로 생성된 Key와 IV 값으로 사용

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서버로 전달하여

고정된 Key, IV 사용 문제점을 해결한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상위 택배 회사 5곳의 애플리

케이션에 대한 취약성을 알아보았다. 분석한 결과 5

곳 모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소한의 인증

절차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악의적인 공격

자는 다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탈취할 수 있었으

며 직접 구현한 tool을 사용하여 휴대폰 번호 또는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국내 택배 상위 5

곳에 대한 배송 정보를 수집 및 탈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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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한민국

이 스마트폰 사용 비중 1위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의 편리함이나 사이버 소

통 등을 위해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탈취

하는 악성애플리케이션으로 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2].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는 인

식이 늘고 실천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3].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인격, 명예, 그리고

사회 활동면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불법 계좌이체,

인출에 이용되기도 한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으

로부터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는 고려대 암호기술 특화연구센터를 통

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

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 기

법은 동적 분석, 정적 분석이 있다. 동적 분석

기법은 실행중인 환경에서 소스코드 보다는 실

행과정에서의 다양한 입/출력 데이터의 변화 및

사용자 상호작용에 따른 변화를 점검하는 분석

기법이다. 정적 분석 기법은 소프트웨어의 코드

보안약점을 점검하여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발

생가능한 취약점을 예방하는 기법이다. 기법 중

정적오염분석 기법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 데이터 흐름 및 취약한 영역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탈취 위험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기법이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로직 및 코드를 복잡하게 하는 난독화 기법이

적용되어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난독화 되어있는 애플리케

이션에도 정적오염분석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

록 역난독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적오염분석을 방지하는 난독화 기법과

역난독화 방안
이동호*, 조해현*, 이정현*

*숭실대학교

Deobfuscating Obfuscation Techniques Preventing

the Static Taint Analysis

Dong-Ho Lee*, Haehyun Cho*, Jeong Hyun Yi*

*Soongsil University

요 약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PC 기반 환경에서 모바일기반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들이 개인정보 탈취목적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출되

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석을

방해하고 데이터의 흐름을 위/변조시키는 난독화가 적용된 애플리케이션은 정적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난독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동적으로 실행시켜 원본과 유사한 Data Flow

및 정보를 난독화 되기 이전 상태로 복원시킴으로써 정적분석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난

독화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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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경지식
2.1 난독화 기법

난독화 기법은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적분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애

플리케이션 보호 기법 이다 [4]. 이는 보호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부 구조를 분석하기 어렵게 하여 문자열, 클래

스, API 등을 변형하기도 하며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 데드코드 삽입, 식별자 제거 및 변

환, 코드 난독화, 앱 위변조방지, Java 리플렉션

API 등을 활용한다. 리소스파일 암호화를 적용

하는 난독화는 데이터 암호화 함수를 다른 곳

에 배치하거나 반복 구문을 사용하여 합치고

복사하며 다른 클래스,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등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가의 분석을

방해하는 기법이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강력한

모바일 난독화도구인 DexGuard [5],

DexProtector [6] 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난독

화 기법으로는 문자열 난독화, 클래스 난독화,

API 은닉이 존재한다.

2.2 정적오염분석 도구

FlowDroid [7] 는 정적오염분석 도구의 하나

로 정보 유출(data leaks)을 탐지할 수 있는 도

구이다. FlowDroid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을 위한 Flow Graph, 필드 객체 및 라이프 사

이클을 분석하는 연구로 소스에서 싱크까지 이

어주는 흐름을 추적하고 그 결과로 .xml 파일

을 생성한다. 정확한 정적분석을 실행하고 모델

을 통해 수명주기를 분석하여 안드로이드 프레

임워크에서 호출된 콜백을 사용하여 컨텍스트,

흐름, 필드 객체 민감도를 통해 정보 유출을 찾

아낸다. 하지만 FlowDroid와 다른 정적오염분

석 방법 [8, 9] 은 애플리케이션이 난독화 되었

을 경우 정보 유출을 정확하게 탐지하지 못하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표 1] 은 난독화된 애플리케이션은 정적 오염

분석을 통해 정보 유출을 검출하지 못하는 것

을 보여준다. 난독화된 애플리케이션은 .dex

file이 변형되었거나 데이터 흐름이 숨겨져 있어

정적오염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행적으로

역난독화 과정을 진행하여 원본 데이터 흐름으

로 복구하는 과정 이후에 정적오염분석을 진행

해야 한다.

III. 제안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 [그림 1]은 난독

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정적오염분석을 할 수 있

도록 선행되어야 하는 역난독화하는 과정을 설

명하고 원본과 유사한 Data Flow를 가진 .dex

file을 이용하여 정적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3.1 역난독화 과정

역난독화 과정은 난독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동

적으로 실행시킴으로써 실행 단위를 추출한다.

추출된 코드를 모니터링하여 실행정보를 모으

고, 옵션별로 역난독화를 진행한 결과로 원본과

유사한 Data Flow를 갖는 .dex File을 생성한

다.

3.1.1 클래스 역난독화

클래스 난독화 기법이 적용되면 RootKit 클래

스가 “A” 와 같은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

환하거나 임의의 파일로 저장해 둔 후 동적으

로 복호화시킨 후 로딩시킨다. 역난독화 방법으

로는 실행을 위해 암호화된 클래스가 복호화되

어 동적 로딩 시점에 클래스를 추출하는 방법

으로 진행한다. 실행 시 메모리에 동적 로딩되

String

Encryption

Class

Encryption

API

HIiding

원본 27 27 27

난독화 27 0 0

[표 1] 난독화 되었을 때 검출 되지않는 유출

[그림 1] 제안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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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클래스 파일에 메모리 덤프를 통해 암호화

되기 이전의 원본 정보를 추출하여 역난독화된

.dex File을 생성한다.

3.1.2 문자열 역난독화(String Encryption)

문자열 난독화는 Smali code 상에서 ”const-

string 336-20015-888865”로 존재하던 문자열에

난독화 옵션을 적용하면 “const-string 쎃됳機

□“ 으로 난독화 된다. 난독화가 적용된 경우,

예외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내

의 모든 문자열은 암호화되어 바이트 배열의

형태로 저장한다. 그리고 실행 시 저장된 바이

트 배열과 함께 문자열을 사용하기 위한 클래

스와 함께 복호화되어 사용된다. 저장된 바이트

배열은 메서드를 통해 실행 시 복호화된다. 문

자열 역난독화를 진행하기 위해 동적 분석을

이용하여 return 값이 java.lang.String형인 메서

드의 반환값을 “retStr” 로그로 출력한다. 난독

화된 문자열을 복호화하기 위한 메서드의 호출

을 식별하여 반환되는 문자열 결과값에 “[Decr

ypted]” 시그니처를 붙여 난독화된 Dex파일에

데드 코드 형태로 추가함으로써 “[Decrypted] S

tring 336-20015-888865” 문자열이 삽입된 역난

독화 .dex file을 생성한다.

3.1.3 API 은닉 역난독화

API 은닉(API Hiding) 기법이 적용되면 애플

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메서드의 호출 구조를

Java Reflection API, JNI 등의 방법을 통해 우

회하여 호출하는 것으로 정적 분석을 어렵게

한다. 역난독화하는 방법은 Java Reflection

API의 호출 과정에 드러난 클래스명, 메서드명,

인자 명을 이용하여 실행 흐름을 통해 추출한

로그 상에서 은닉된 API가 무엇인지를 식별한

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Java

Reflection API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API

은닉 시 문자열 난독화를 필수적으로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API 은닉을 역난독화

하기 위해서는 문자열 난독화와 API 은닉의 역

난독화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3.2 정적오염분석 과정

정적분석과정은 역난독화 과정의 결과를 통

해 원본과 유사한 DataFlow를 갖는 .dex File을

이용하여 정적오염분석을 진행한다. Source에서

Sink로 이어지는 흐름 및 Entry-point를 감지하

고 Android Manifest.xml 파일과 Classes.dex

파일, layout.xml 파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첫 번째 라인부터 연속으로

분석하여 Source에서 Sink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한다. 난독화 되어있는 데이

터 흐름은 정적오염분석에서 찾을 수 없는 반

면, 역난독화를 진행한 .dex file은 원본 Data

Flow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FlowDroid는 난독화된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시스템을 통해 정적오염분석을 실행하였을

때 이전 도구보다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는 난독화기법이 적용된 애플리케이

션에서는 정적오염분석 도구로 정보 유출을 확

인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 역난독화를 진행

한 뒤 원본 데이터 흐름과 유사하게 복원한 데

이터를 이용하여 정적오염분석을 진행하기 위

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그림 2] 역난독화된 APK 정적오염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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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문자열 역난독화 결과.

[그림 4] 클래스 역난독화 결과.

[그림 5] API 은닉 역난독화 결과.

IV. 결과

원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경우 파란색으

로 표기하고 난독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는 빨간색, 역난독화된 데이터 결과는 초록색으

로 표기한다. [그림 3]은 문자열 역난독화 결과

로 동적 추출을 통해 복호화 메소드의 리턴값

을 호출부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본 문자열을

복원하였다. [그림 4]는 클래스 역난독화 결과로

실행을 위해 암호화된 클래스가 복호화되어 동

적 로딩 되는 시점에 클래스를 추출함으로 원

본 클래스를 복원하였다. [그림 5]는 API 은닉

역난독화 결과로 java reflection이 적용된 메소

드를 식별 후 동적 추출 값을 통해 원본 메소

드의 원형을 복원하여 원본 메소드를 찾아내었

다.

V. 결론

본 논문은 난독화된 애플리케이션에서 정확

한 정보 유출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정적 오염

분석 도구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난독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문자열,

클래스, API 은닉 역난독화는 잘 수행되었지만

역난독화된 .dex file을 이용한 정적오염 분석

도구를 활용 가능한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향후 역난독화된 .dex file을 이용하여 정적오염

분석 도구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 과정이 적용

되었을 때 난독화된 애플리케이션도 역난독화

과정을 거쳐 정적오염분석을 활용하여 정보 유

출 탐색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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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이다. 2020년 7

월 기준, 안드로이드는 74.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 운영체제

로 자리매김하였다[1].

이러한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누

구나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특징으로 인하여 안드로이드

는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뿐 아니라 악성 애

플리케이션도 쉽게 생성되고 배포될 수 있다.

안드로이드의 성장과 함께 안드로이드의 악성

애플리케이션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대응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

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7-0-00168,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Deep Malware 자동 분석 기술 개발)

하기 위해 악성코드 분석가들은 악성 행위를

분석하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악성

코드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때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

어진 보호 기법들이 악성코드를 보호하기 시작

하면서 악성코드를 분석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

졌다.

일반적으로 악성코드 분석가들이 분석을 수

행할 때, 악성코드가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가상의 환경을 구축하여 분석

을 수행한다. 하지만 분석 방지 기법과 같은 보

호 기술이 적용된 악성코드는, 실행 환경을 탐

지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분석이 되도록 유도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 방지 기법들이

적용되어 분석이 어려운 악성코드를 대상으로

분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동적 애플리케이션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동적 애플리케이션 분석 시스템

신용구*, 이선준*, 조해현*, 이정현*

* 숭실대학교

Dynamic Application Analyzer for Android Malware

Yonggu Shin*, Sunjun Lee*, Haehyun Cho*, Jeong Hyun Yi*

*Soongsil University

요 약

악성 애플리케이션은 모바일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며, 그 피해는 재정적 손실

뿐 아니라 인프라적인 공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악성코드 분석은

향후 분석 및 대응책 개발에 사용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

만 최신 악성코드들은 분석 방지 기법을 사용하여 이를 방해한다. 이로 인하여, 급격

하게 늘어나고 있는 안드로이드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 방지 기법이 적용되어 분석이 어려운 안드로이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동적 애플리케이션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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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경지식

2.1 안드로이드 코드 구성

안드로이드는 APK의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을 배포한다. 이때 APK 안에는 바이트코드와

네이티브 코드 두가지 형태의 코드가 존재한다.

바이트코드는 dalvik executable (.dex) 파일에

저장되고 네이티브 코드는 shared object (.so)

파일로 저장된다. 안드로이드는 두 가지 종류의

코드를 혼용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실행하

기 위해 Java Native Interface (JNI)를 사용한

다. 개발자는 JNI를 사용하기 위해 Native

Development Kit (NDK)를 사용해야 하며, C나

C++로 작성된 코드는 공용 라이브러리 형태의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되어 애플리케이션에

삽입된다.

2.2 분석 방지 기법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의 지적 재산권을 보

호하기 위해 수많은 보호 기술들이 나타났다.

정적 분석으로부터 코드를 보호하기 위한 난독

화[2]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분석 당하고 있음을

탐지하고 비정상적으로 종료하는 분석 방지 기

법 등이 대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분

석 방지 기법 중에서 안드로이드의 환경을 감

지하는 안티-에뮬레이션[3, 4], 안티-디버깅[5,

6]을 대상으로 한다.

안티-에뮬레이션은 현재 실행 환경이 가상

화된 환경인지 실제 기기인지를 탐지하는 기술

이다. 일반적으로 악성코드를 분석하는 경우,

해당 악성코드가 컴퓨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모르기 때문에 가상화 된 환경에서 분석을

진행한다. 안티-에뮬레이션은 이러한 가상화 된

환경을 탐지하여 분석을 어렵게 한다. 가상화된

환경을 탐지하는 방법으로는 정상적인 실제 실

행 환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특성 정보

나 디바이스 특성 정보를 검사하거나, 명령어의

실행 시간을 측정하여 실제 CPU를 통해 실행

하는 것보다 느릴 경우 가상환경이라고 판단하

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림 1] 분석 방지 기법이 적용된 악성코드

분석 실행 흐름도.

안티-디버깅은 디버거를 통한 동적 분석을

방해하는 기술이다. 만약 악성코드가 디버거를

탐지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에러를 발생

시켜 동적 분석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디버깅

여부를 탐지하는 방법으로는 PTRACE 시스템

콜의 호출을 검사하거나, 디버거와 관련된 프로

세스가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스 목록에 있는지

를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는 안드

로이드에서는 포트 스캐닝을 통해 모바일 기기

가 원격으로 디버깅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A n d r o i d M a n i f e s t . x m l 파 일 의

android.debuggable 플래그를 검사하는 방법들

이 있다.

III. 제안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분석 방지 기법

들을 동적으로 무효화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며,

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제안 시스템은 바이

트코드 계측부와 네이티브 코드 계측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계측부에는

Monitor 모듈과 Instrumentator 모듈이 있다.

바이트코드 계측부는 APK안에 들어있는

classes.dex의 바이트코드를, 네이티브 코드 계

측부는 .so 라이브러리들의 네이티브 코드를 계

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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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기법 시그니처
Anti-Emulation “emulator”, “/sys/qemu_trace” ...

Anti-Debugging “TracerPid”, “/proc/.../status” ...

[표 1] 주요 보호기법 시그니처.

3.1 바이트코드 계측부

바이트코드 계측부는 안드로이드 내부의 계

측 모듈을 사용하여 계측을 수행한다. 내부 계

측 모듈은 ART 내부의 인터프리터에서 발생하

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을 모니터링하는 모듈로, 바이트코드 계측부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Just-In-Time (JIT) 컴파

일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도록 한

다. 그 후, 바이트코드 계측부에 있는 Monitor

모듈을 통하여 실행되는 코드들을 관찰하여 분

석 방지 기법들을 탐지하고 의심되는 코드들만

을 Instrumentation 모듈을 통하여 수정한다.

3.2 네이티브코드 계측부

네이티브 코드 계측부는 Valgrind[7]를 사용

하여 계측을 수행한다. Valgrind는 동적 분석

도구를 만들기 위한 오픈 소스 계측 프레임워

크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DBI(Dynamic Binary Instrumentation) 중 하나

이다. Valgrind는 VEX라는 자체적인

IR(Intermediate Representation)을 사용하여 컴

파일된 코드를 사용자가 읽기 쉬운 언어로 추

상화하여 변환하며, 변환된 코드는 실행 이전에

네이티브 코드 계측부의 계측 모듈을 사용하여

계측을 수행할 수 있다. 바이트코드 계측부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내부 모듈에서 실행되는 코

드들을 IR 단계에서 관찰하고 의심되는 코드들

만을 수정한다.

3.3 Monitor 모듈

Monitor 모듈은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실행

되기 이전에 해당 코드에 분석 방지 기법들이

적용되어 있는가를 검사한다. 분석 방지 기법들

의 적용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존 분석 방

지 기법들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시그니처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결과는 [표 1]과 같다.

[그림 2] 바이트코드로 구현된 안티-에뮬레이션

기법의 무효화.

Monitor 모듈은 수집한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정보 및 API의 사용 여부를 통해 분석 방지 기

법을 탐지하며, 이렇게 탐지된 코드는

Instrumentator 모듈로 전달된다.

3.4 Instrumentator 모듈

Intrumentator 모듈은 Monitor 모듈에서 인식

된 분석 방지 기법들을 무효화하기 위해 코드

를 변조 및 삽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바이트코드 계측부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메

서드가 실행될 때 dexcache나 vatble, itftable과

같은 dispatch 테이블을 사용하는 특징을 이용

한다. 무효화 하고자 하는 메서드의 정보를 더

미 메서드로 변환하여 실제 APK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가 아닌, 더미 코드를 실행하도록 하

여 분석 방지 기법을 무효화한다.

네이티브 코드 계측부에서는 VEX의 IR을 수

정하는 것으로 코드의 흐름을 변경할 수 있다.

모든 코드는 실행 이전에 IR로 변환되는데, 무

효화하고자 하는 함수가 실행되는 경우, 해당

함수가 IR로 변환되는 시점에 내부 로직을 변

경한다. 각각의 시그니처를 무효화하기 위해 필

요로 하는 값을 리턴하는 것으로 분석 방지 기

법을 무효화 할 수 있다.

IV. 실험 및 평가

이번 장에서는 제안 시스템을 통해 안티-에

뮬레이션 기법과 안티-디버깅 기법을 무효화

시킴으로써 성공적인 분석이 가능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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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네이티브 코드로 구현되 안티-디버깅

기법의 무효화.

[그림 4] 제안 시스템이 적용되기 전과 후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결과.

실험은 안드로이드 버전 5.1의 Nexus 5 실제

기기와 AVD(Androdi Virtual Machine)를 사용

하였다. 제안 시스템이 분석 방지 기법을 무효

화는 [그림 2]와 같이 바이트코드로 구현된 실

행 환경을 탐지하는 함수를 더미 함수로 교체

하거나, [그림 3]과 같이 네이티브 코드로 구현

된 검사 코드를 무의미한 코드로 변경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그림 4]와 같이 실행되

지 않던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실행됨을

볼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전

체 코드를 계측하여 분석 방지 기법이 적용된

악성코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동적 계측을 통해

분석 방지 기법에 해당하는 코드가 실행되기

이전에 변조하며, 변조된 코드가 실행되더라도

분석 방지 기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제안 시스템은 Android 프레임워크나 분

석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지 않고 애플리

케이션을 분석할 수 있다.

제안 시스템은 효과적인 악성코드 분석 환경

을 제공함으로써 최신 악성코드 분석 및 진단

의 기반 기술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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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모바일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어플리케이

션에서 신용카드정보, 이메일, IMEI와 같은 민

감한 정보의 양은 이미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데

이터 흐름도 함께 증가하였고 이러한 데이터

흐름들은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민감한 데이터 흐름이란 어떤 작업을 처리하

기 위해서 민감한 데이터를 변수 및 함수에 전

달하거나 꺼내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감한 데이

터 흐름들은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충분히 안전

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

션들은 여전히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민

감한 데이터 흐름들을 안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NRF-2021R1A4A1029650).

기존에는 데이터 암호화나 API Hiding 등,

다양한 난독화 기법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 그러나 어플

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암호화된 데이터가 복호

화되고 숨겨진 함수들이 실행되기 때문에 동적

분석에 의해 민감한 데이터 흐름들이 노출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공격자가 안드로이드의 리패

키징 정책을 악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시

키는 원인이 된다. 만약 공격자가 동적 분석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내에 존재하는 민감한 데이

터 흐름들을 식별할 수 있다면, 민감한 정보 유

출은 ReMaCi 공격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ReMaCi 공격에 취약한

지 평가한다. 또한 민감한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화된 정적 분석 방지 도구인

PraDroid를 제안한다.

PraDroid는 민감한 데이터 흐름들을 식별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민감한 데이터 흐름 보호 기법

전거창*, 조해현*, 이정현*

*숭실대학교

Sensitive Dataflow Protection Technique for Preventing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from Android Applications

Geochang Jeon*, Haehyun Cho*, and Jeong Hyun Yi*

*Soongsil University

요 약

어플리케이션 내의 민감한 정보 유출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심각한 이슈이다. 많은 안드로

이드 어플리케이션들은 리패키징 공격으로인해 악성 코드가 삽입되고 재배포되는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리패키징 공격을 통해 사

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려는 위협 모델인 ReMaCi 공격모델을 제시한다. 구글 플레이 스

토어에서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많은 상위 8,546개 어플리케이션들을 분석한 결과, 그 중 약

46%가 ReMaCi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민감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자동화된 정적 분석 방지 도구를 제안한다. PraDroid는 민감한 데이터 흐름을 식

별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드를 분리한다. PraDroid의 효과를 입증

하기 위해 다른 난독화 도구와 비교함으로써 PraDroid의 성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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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코드를 어플리케이

션으로부터 분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격자

는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먼저 위협 모델인 Repackaging

with Malicious Code Injected (ReMaCi) 공격

을 제시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가

장 다운로드 수가 많은 어플리케이션 8,546개

중 46%가 ReMaCi 공격에 취약함을 보여준다.

또한 최신 난독화 도구와 비교 평가함으로써

PraDroid가 얼마나 합리적인 퍼포먼스를 보여

주는지 평가한다.

II. 연구 배경

2.1 민감한 데이터 흐름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fy

(IMEI), 핸드폰 번호, 신용 카드 번호, 이메일과

같은 데이터는 외부에 노출되어서 안되는 민감

한 정보들이다.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에서 전달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흐름으로써 민감한

데이터 흐름을 정의한다.

[그림 1]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부터 다운

로드받은 상업용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동적 분

석 도구를 이용하여 계측한 Smali 코드를 보여

준다 (결제 선생 매니저 어플리케이션,

1.0.15ver). Register 5는 서버로부터 받은 사용

자 정보 조회에 대한 결과를 갖는 것을 보여준

다. 이 Smali 코드는 id, 핸드폰 번호, 이름, 이

메일과 같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로

갖고 있다는 것을 Line 7에서 17에 걸쳐 보여준

다. 이 데이터들은 화면에 보여지기 위해 내부

문자열 객체에 저장된다 (Line 20에서 24).

만약 공격자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민감한 데이터 흐름을 식별한다면, 리패

키징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2.2 ReMaCi 공격

ReMaCi 공격은 공격자가 리패키징 공격을

통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민감한 정

보를 유출을 시도한다고 가정한다. 리패키징 공

격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마켓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원래 어플리케이

션에 악성코드를 삽입한 후에 재배포하는 것이

다.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기 위한 이러한 공격

을 Repackaging with Malicious Code Injected

(ReMaCi) 공격이라고 정의한다.

ReMaCi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공격자는 이

메일이나 핸드폰 번호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

흐름을 식별하고 공격자의 서버로 유출시키는

악성코드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격자는 먼저 동적 분석과 정적 분석을 통해

민감한 데이터의 흐름을 식별한다. 일단 공격자

가 민감한 데이터 흐름을 식별하면, 데이터 흐

름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 민감한 데이터를 유

출시키는 악성코드를 삽입한다. 변조된 어플리

케이션은 공격자의 개인키로 리패키징되고

third-party 마켓에 재배포된다. 이 후에, 잠재

적 희생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사

용할 경우, 이메일이나 이름과 같은 민감한 정

보가 공격에게 유출될 것이다.

III. 디자인
앞서 어플리케이션 내에 존재하는 민감한 데

이터의 흐름을 증명하였고, ReMaCi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그림 1]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결제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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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raDroid의 개요.

ReMaCi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PraDroid제안

한다. [그림 2]는 PraDroid의 개요를 보여준다.

PraDroid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 어플리케이

션을 보호한다.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내에 존

재하는 민감한 데이터 흐름을 모두 식별한다.

두 번째는 식별된 민감한 데이터의 흐름을 갖

는 클래스를 분리한다. 다음으로 분리된 코드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바이트코드를 패칭한다.

3.1 민감한 데이터흐름 식별

ReMaCi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를 디자

인하기 위해 첫 번째로 민감한 데이터 흐름을

식별해야 한다. 민감한 데이터 흐름을 식별하기

위해 정적 오염 분석 도구인 Flowdroid [3]를

사용한다. Flowdroid는 IMEI, serial number와

같은 디바이스 종속적인 민감한 정보를 찾는

함수를 찾고, 이 함수로부터 시작된 데이터의

흐름을 Inter-procedural Control-Flow Graph

(ICFG)를 이용하여 추적한다. Flowdroid가

ReMaCi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적절한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식별한 민감한 데

이터 흐름을 sensitive code라고 부른다.

3.2 Bytecode 분리

어플리케이션의 classes.dex는 user-defined

classes, third-party libraries, android platform

API, 등을 포함하고 있다. PraDroid는 ReMaCi

공격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식별된 sensitive code를 별도의 dex파일로 분

리한다.

[그림 3]는 sensitive code를 어플리케이션으

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Sensitive

code를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먼저 도구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classes.dex 파일을 디컴파일한다. 그런 후, 디

컴파일된 Smali 코드들의 모든 class, method,

field, string들을 획득하고 파싱한다. 그 다음으

로, PraDroid는 획득한 class들 중에서

sensitive code를 찾고 별도의 공간에 복사하여

dex파일로 빌드한다. 어플리케이션은 분리된

dex파일에 정의된 메소드를 호출하고 동적으로

로딩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리된

sensitive code dex 파일에 정의된 메소드를 호

출하기 위해 reflection을 이용하여 호출할 수

있는 bytecode를 패칭한다. 또한 sensitive code

dex파일을 동적으로 로딩하기 위해

DexClassLoader를 사용한다.

이렇게 분리된 Sensitive code는 어플리케이

션 외부에서 어플리케이션과 별도로 관리된다.

sensitive code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는 동적 분석이나 정적 분

석에도 sensitive code를 찾을 수 없다.

IV. 실험 및 평가
이번 장에서는 제안한 PraDroid를 평가한다.

본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로부터 1,870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했다

(4.2와 4.3 절). 또한 구글 픽셀 2XL 디바이스를

사용했으며 2.35GHz * 4 & 1.9GHz * 4 쿼드코

어 프로세서와 4GB 메모리를 사용했다.

4.1 ReMaCi 공격에 취약한 실제 어플리케이

션들에 대한 실험

실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ReMaCi 공격에 취약한지 증명하기 위해, 8,546

개의 가장 다운로드 수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수집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민감한 데

이터 흐름들을 식별했다. [표 1]는 약 50%에 해

당하는 어플리케이션들에서 1개 이상의 민감한

데이터의 흐름이 존재하는 실험 결과를 보여준

다. 또한 23%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들에서

[그림 3] sensitive code를

application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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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이상의 민감한 데이터 흐름들이 존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런타임 성능 평가

다른 도구들과의 비교 평가를 위해 난독화

도구인 Liapp [4], obfuscapk [5], dexprotector

[6]를 이용했다. 각각 code protection,

CallIndirection, class encryption 기능을 사용했

다. [그림 4]은 다른 난독화 도구들과 PraDroid

들 간의 loading time에 대한 overhead를 비교

한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 결과 PraDroid는

Liapp보다 낮고 Obfuscapk와 Dexprotector보다

높은 170%의 overhead를 갖는 것으로 확인했

다. 또한 [그림 5]에서 다른 도구들보다 가장 많

은 CPU overhead를 갖는 것으로 실험 결과 확

인되었다. 그러나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메

모리는 가장 낮은 overhead를 갖는 것으로 확

인했다.

V. 결론

어플리케이션 내에 존재하는 민감한 정보의

흐름을 통해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이 ReMaCi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

다. 또한 ReMaCi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도구

를 제안하였고 PraDroid를 다른 난독화 도구들

과 성능평가를 통해 비교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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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eMaCi 공격에 취약한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의 수.

[그림 4] 다른 난독화 도구들 간의 loading

time에 대한 overhead 비교 결과.
[그림 6] 다른 난독화 도구들간의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overhead 비교 결과.

[그림 5] 다른 난독화 도구들간의 CPU

사용량에 대한 overhead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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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마트폰 시장이 나날이 확대되면서 스마트

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

는 안드로이드의 사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안드

로이드의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또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

사례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1].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보안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보안 연구

분야들 중 하나인 동적 분석을 주로 다룬다. 동

적 분석은 악성코드를 직접 실행시킨 후, 실행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는 분석 기법으로

디버거, 동적 계측 도구, 그리고 에뮬레이팅 기

술을 활용한 샌드박스 테스팅 등이 이에 속한

다. 이러한 동적 분석 연구들이 효과적으로 수

본 연구는 고려대 암호기술 특화연구센터를 통

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

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많은 악성코드를 분석할 수 있어지자, 악성코드

또한 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진화하였다. 최신

악성코드들은 분석을 방해하는 기술들을 사용

하며, 동적 분석을 방해하기 위한 분석 방지 기

법이 적용된 사례 또한 다수 보고되고 있다 [2].

분석 방지 기법이 적용된 악성코드는 분석이

진행되는 것을 탐지하여 악성 행위를 숨기는

등 악성코드임을 분석자가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악성코드에 대한 탐지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게 되고 이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치명적

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안

드로이드 악성코드의 분류와 이를 분석하는 동

적 분석 도구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악성코드

에 적용되어있는 분석방지 기법의 종류와 악성

코드들을 분석하여 실제로 이러한 분석방지 기

법들이 얼마나 적용되어있는지 확인하여 분석

방지 기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인다.

안드로이드 악성코드의 분석을 위한
분석 방지 기법 조사

김벼리* 조해현* 이정현*

*숭실대학교

Survey on Anti-Analysis Techniques of Android Malware

Byeo-Ri Kim* Haehyun Cho* Jeong Hyun Yi*

*Soongsil University

요 약

최신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는 분석 방지 기법을 사용해 악성코드가 스스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하고 분석 당하는 것을 방지한다. 분석 방지 기법은 분석을 완벽

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구현된 방식에 따라 특정 분석 환경 및 분석 도구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악성코드의 유형, 악성코

드의 분석 도구, 그리고 악성코드에 적용되는 분석 방지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유통되는 악성코드에 적용된 분석 방지 기법 적용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악성코드 분석

에 있어서 분석 방지 기법 우회의 중요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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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경지식

2.1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도구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

존 도구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동적

분석 기법을 사용한 도구들을 소개하고자 한

다. 여기서 동적 분석 기법이란 프로그램이 실

행되는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2.1.1 ARTDroid [3]

ARTDroid는 Valerio Costamagna 등이 제

안한 최신 안드로이드 런타임(ART)에서 가상

메소드를 후킹하는 도구로 삼성에서 배포한

ABDI를 사용한다. 안드로이드 시스템과 분석

대상이 되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것을 목표

로 이를 위해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디자

인 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상 환경에서 작동하

는 분석 도구는 악성코드의 Anti-Emulating

기법에 탐지되지만, ATRTDroid는 실제 기기

에서도 지원이 되어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

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2.1.2 DroidScope [4]

DroidScope는 Lok Kwong Yan 등이 제안

한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분석 플랫폼으로

CPU 에뮬레이터 위에 설계되었다. 전체 안드

로이드 시스템을 에뮬레이터 위에서 실행시킨

후 이에 대한 분석을 에뮬레이터의 외부에서

진행한다. 사용자에게 API 셋을 제공하여 사

용자 지정 분석 플러그인을 도구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2.1.3 Happer [5]

Happer는 Lei Xue 등이 제안한 안드로이드

앱 언패킹 도구로 패킹되어있는 안드로이드 어

플리케이션의 행동을 분석하여 언패킹을 위한

접근을 결정한다. Embedded Trace Microcell

(ETM) 방식을 이용하며 하드웨어 레벨에서의

디버깅을 통해 탐지하므로 Anti-Debugging 기

법에 탐지되지 않는다.

2.2 분석 방지 기법

분석 방지 기법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

해 은행 앱 등과 같은 보안이 중요한 상용 어

플리케이션들이 분석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하

던 기술이다. 그러나 악성코드의 작성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백신과 같은 안티 바이러스 프

로그램이 악성코드를 탐지하거나 분석하지 못

하게 한다. 분석 방지 기법이 적용된 코드는

특정 분석이 진행될 때 생기는 특성을 확인하

여 코드실행을 중단시키거나 악성행위를 실행

하지 않도록 하여 악성 행위를 분석할 수 없도

록 만든다.

2.2.1 Anti-Rooting 기법

루팅된 기기에서의 동적 분석을 막는 기법

으로 루팅 애플리케이션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루트 권한을 사용하기 위한 ‘su’ 바이너리의

존재 유무등을 통해 기기의 루팅 여부를 판별

한다. 여기서 루팅이란 사용자가 루트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으로 루트권한

을 가진 사용자는 임의로 애플리케이션이 갖

는 권한 이상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행위를 할

수 있다.

2.2.2 Anti-Emulating 기법

실제 기기가 아닌 가상 환경에서의 동적 분

석을 막는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에뮬레이터

환경을 탐지하는 기법이다. 일반적인 사용자

의 기기와는 다른 기기 속성값이나 시스템 속

성값을 검사하거나, 에뮬레이터에서만 사용되

는 특정 디렉토리의 존재 유무를 통해 가상

환경임을 판별한다.

2.2.3 Anti-Debugging 기법

디버깅 환경에서의 동적 분석을 막는 기법

으로 PC 환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PTRACE 시스템콜의 사용 및 디버깅 프로세

스의 존재 여부를 통해 디버깅 환경을 탐지하

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디버깅을 가

능하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내부 디버깅 플

래그값의 확인을 통해 디버깅 환경을 탐지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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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 분석결과

Argus group [6]으로부터 제공받은 악성코

드 데이터 셋을 대상으로 분석 방지 기법들의

적용 여부의 탐지실험을 진행했으며, 실험은 정

상기기와 분석 방지 기법의 대상이 되는 분석

환경들과의 실행 결과를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Category Anti-Rooting Anti-Emulating Anti-Debugging Not Applied Sub-Total

AndroRAT 0 (0%) 0 (0%) 0 (0%) 30 (100.00%) 30
Minimob 0 (0%) 14 (21.53%) 6 (9.23%) 48 (73.84%) 65
BankBot 0 (0%) 26 (6.87%) 0 (0%) 352 (93.12%) 378
FakeDoc 0 (0%) 0 (0%) 13 (86.66%) 2 (13.33%) 15
Vidro 0 (0%) 14 (77.77%) 11 (61.11%) 3 (16.66%) 18
Nandrobox 0 (0%) 10 (31.25%) 0 (0%) 22 (68.75%) 32
Penetho 0 (0%) 4 (30.76%) 0 (0%) 9 (69.23%) 13
DroidKungFu 0 (0%) 1 (2.00%) 0 (0%) 49 (98.00%) 50
Utchi 0 (0%) 0 (0%) 0 (0%) 10 (100.00%) 10
Svpeng 0 (0%) 1 (25.00%) 0 (0%) 3 (75.00%) 4
Winge 0 (0%) 0 (0%) 0 (0%) 5 (100.00%) 5
GingerMaster 0 (0%) 1 (4.00%) 0 (0%) 24 (96.00%) 25
Mtk 0 (0%) 7 (28.00%) 0 (0%) 18 (72.00%) 25
Lotoor 0 (0%) 61 (66.30%) 5 (5.43%) 26 (28.27%) 92
Jisut 0 (0%) 0 (0%) 0 (0%) 90 (100.00%) 90
SimpleLocker 0 (0%) 0 (0%) 0 (0%) 56 (100.00%) 56
Opfake 0 (0%) 2 (50.00%) 0 (0%) 2 (50.00%) 4
Triada 0 (0%) 1 (3.44%) 0 (0%) 28 (96.55%) 29
Youmi 0 (0%) 86 (22.63%) 0 (0%) 294 (77.37%) 380
Dowgin 0 (0%) 31 (14.48%) 0 (0%) 183 (85.51%) 214
Total 0 (0%) 259 (16.87%) 35 (2.28%) 1,254 (81.69%) 1,535

[표 1] 악성코드 유형에 따른 분석 방지 기법

의 적용률과 그 종류.

3.1 악성코드의 분석 방지 기법 사용률

분류 실험의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전체

1,535개의 악성코드 중 약 281개의 악성코드에

분석 방지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판별되었다.

그 중, Anti-Emulating 기법이 사용된 악성코

드는 259개로 약 16.87%이고 Anti-Debugging

기법이 사용된 악성코드는 35개로 약 2.28%이

다.

[그림 1] 루트 권한을 요구하며 이를

사용하는 악성코드 예시.

그러나, Anti-Rooting 기법이 적용된 악성코

드는 실험군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악성

코드의 분석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분석 방지 기법은 Anti-Emulating 기법과

Anti-Debugging 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ategory Desiring root Anti-Rooting Do not Need Root Sub-Total

AndroRAT 2 (6.66%) 0 (0.00%) 28 (93.33%) 30
Minimob 5 (7.69%) 0 (0.00%) 60 (92.31%) 65
BankBot 0 (0%) 0 (0.00%) 378 (100.00%) 378
FakeDoc 0 (0%) 0 (0.00%) 15 (100.00%) 15
Vidro 0 (0%) 0 (0.00%) 18 (100%) 18
Nandrobox 9 (28.12%) 0 (0.00%) 23 (71.88%) 32
Penetho 2 (15.38%) 0 (0.00%) 11 (84.62%) 13
DroidKungFu 15 (30.00%) 0 (0.00%) 35 (70.00%) 50
Utchi 0 (0%) 0 (0.00%) 10 (100.00%) 10
Svpeng 0 (0%) 0 (0.00%) 4 (100.00%) 4
Winge 0 (0%) 0 (0.00%) 5 (100.00%) 5
GingerMaster 8 (32.00%) 0 (0.00%) 17 (68.00%) 25
Mtk 0 (0%) 0 (0.00%) 25 (100.00%) 25
Lotoor 19 (20.65%) 0 (0.00%) 73 (79.35%) 92
Jisut 5 (5.55%) 0 (0.00%) 85 (94.44%) 90

SimpleLocker 2 (3.57%) 0 (0.00%) 54 (96.42%) 56
Opfake 0 (0%) 0 (0.00%) 4 (100.00%) 4
Triada 1 (3.44%) 0 (0.00%) 28 (96.55%) 29
Youmi 7 (1.84%) 0 (0.00%) 373 (98.16%) 380
Dowgin 2 (0.93%) 0 (0.00%) 212 (99.07%) 214
Total 77 (5.01%) 0 (0.00%) 1,458 (94.99%) 1,535

[표 2] 루트 권한을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악성코드의 비율.

3.2 Anti-Rooting

실험 과정에서 Anti-Rooting 기법이 적용된

악성코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와 유사

한 코드를 갖는 악성코드가 다수 발견되었다.

[그림 1]은 Anti-Rooting과 유사한 코드를 갖

는 악성코드의 예시이다. [그림 1]의 악성코드

는 분명 기기의 루팅 여부를 탐지하고 그에 따

라 악성 행위의 실행 여부가 결정되지만 일반

적으로 알려진 Anti-Rooting과는 달리 루팅

된 기기일 경우에 악성행위를 실행한다. 이는

악성코드가 루팅된 기기의 루트 권한을 악용해

더 강력한 악성 행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어

서 루팅된 기기를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표 2]는 [그림 1]의 악성코드와 같이 루트 권

한을 필요로 하는 악성코드의 수를 집계한 결

과를 보여주며, 약 5.01%인 77개의 악성코드가

루트 권한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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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Emulating Anti-Debugging
ARTDroid O X
DroidScope X O
Happer O O

[표 3] 기존 분석 도구들을 통해 분석 방지

기술이 적용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3.3 기존 연구들의 분석 방지 기법의 대응

[표 3] 현재까지 제안된 악성코드의 동적 분

석을 지원하는 도구들의 분석 방지 기법이 적

용된 악성코드의 분석 가능 여부를 분석 방지

기법의 유형별로 확인한 결과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ARTDroid 같은 분석도구는 같

은 가상의 환경을 통해 동적 분석을 진행하지

만 실제 기기에서도 동작을 지원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다. 그러나 ARTDroid에서 사

용하는 도구인 ABDI는 디버깅을 이용하여 분

석을 진행하므로 Anti-Debugging에 저항하지

못한다. DroidScope 같은 분석 도구는 가상의

환경을 통해 동적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Anti-Emulating에 저항하지 못한다. Happer는

분석 방지 기법을 우회하는 기법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악성코드를 분석할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악성코드에 대한

동적 분석과 이를 막는 분석 방지 기법의 종류

를 파악하고 각 분석 방지 기법의 실제 적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떠한 분석 방지 기법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가 필요한 지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분석한 대로

Anti-Emulating 기법과 Anti-Debugging 기법

에 대한 대응방안을 탐색하고, 각 기법에서 탐

지되지 않는 분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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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멀웨어가 많이 생겨나는 가운데, 2019

년 4분기 기준 모바일 장치를 표적으로 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은 약 3,500만 개로 확인되었

다 [1]. 멀웨어가 많이 생겨남에 따라 Avast,

Kaspersky, McAfee, Norton, Panda 등과 같은

상용화된 백신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상용 백신

들은 멀웨어의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탐지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멀웨어는 탐지할 수 없

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기는 멀웨

어들을 탐지하기 위해 딥 러닝을 사용한 연구

본 연구는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2020R1A2C2014336, 모

바일 코드 해독을 위한 정적 코드 추출 기술

연구)

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2-4].

딥 러닝을 사용하는 경우 높은 정확도로 악

성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할 수 있지만, 많은

feature들을 사용하여 탐지하기 때문에 많은 리

소스가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모바일

장치 및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딥 러닝

을 이용한 멀웨어 탐지 도구들을 상용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알려지지 않은 멀웨어를 탐지

하기 위한 도구들의 리소스를 줄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 애플리케이션 탐지에 사

용되는 딥 러닝의 리소스를 줄이기 위한 기법

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딥 러닝에서 효율적

인 feature를 사용하기 위해서 딥 러닝 시각화

기법인 Grad-CAM [5]을 사용하고, 자카드 유

사도 [6]를 측정하여 멀웨어를 탐지한다. 제안

기법은 MaMaDroid [7]보다 145.8% 빠르게 멀

정적 분석 기반 딥 러닝을 이용한 효율적인 안드로이드
멀웨어 탐지 기법

김진성*, 반영훈*, 고은별*, 조해현*, 이정현*

*숭실대학교

Deep Learning-based Efficient Android Malware Detection with the
Static Taint Analysis

Jinsung Kim*, Younghoon Ban*, Eunbyeol Ko*, Haehyun Cho*,

and Jeong Hyun Yi*

*Soongsil University

요 약

모바일 기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수많은 멀웨어들이 출현하였다. 그 결과 많은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롭게 생겨나는 멀웨어를 탐지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딥 러닝을 이용한 멀웨어 탐지 연구들은 많은 feature를 사용하여 높은 리소스가

발생되어 모바일 장치 등 개인이 사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줄이면서 멀웨어를 탐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정확도와 낮은 리소스로 멀

웨어를 탐지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딥 러닝을 멀웨어 분류기로 사용하지 않

고, feature 추출에만 사용하여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줄인다. 제안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MaMaDroid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알려지지 않은 멀웨어에 대해 제안 기

법은 MaMaDroid보다 약 6% 높은 91%의 정확도로 멀웨어를 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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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를 탐지하였고, 약 10배 낮은 메모리를 사

용하였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멀웨어를

91.27%의 정확도로 탐지했다.

II. 배경 지식

이 장에서는 멀웨어 탐지에 필요한 배경 지

식을 설명한다.

2.1 안드로이드 멀웨어 탐지 방법

정적 분석을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멀웨어를

탐지하는 방법에서 최근에는 딥 러닝을 사용하

여 멀웨어를 탐지한다. 멀웨어 탐지에 사용되는

feature들은 디스크립션, 유저 리뷰, Opcode,

Permission, API, AP Call Graph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의 유출을 파악할 수

있는 API Call Graph를 feature로 사용하여 멀

웨어를 탐지한다.

2.2 딥 러닝 시각화 기법

딥 러닝은 모델을 학습할 때 어떤 feature들

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학습되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딥 러닝에서 사용되는 feature

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딥 러닝 시각화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중 Gradient-weighted

Class Activation Map (Grad-CAM)을 사용하여

중요한 feature를 추출한다.

III. 제안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드로이드 멀웨어 탐

지 기법은 3단계로 진행된다.

3.1 애플리케이션 전처리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taint analysis를

이용하여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API Call Graph를 추출하여 딥 러닝에 필

요한 데이터셋을 생성한다.

3.2 멀웨어 탐지 모델 학습

앞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멀웨

어 탐지에 필요한 모델을 학습한다. Convolution

Neural Networks (CNN)을 사용하여 학습하고,

딥 러닝 시각화 기법인 Grad-CAM을 사용하여

멀웨어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feature를 추출

한다.

3.3 멀웨어 탐지

Grad-CAM으로 추출한 feature를 사용하여

멀웨어를 탐지하기 위해 멀웨어에서 추출한

feature와 Grad-CAM으로 추출한 feature 간의

자카드 유사도를 측정하여 멀웨어를 탐지한다.

IV.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

기 위해 MaMaDroid [7]와 정확도 및 리소스

사용량을 비교한다.

4.1 실험 환경

환경: 실험에 사용된 운영체제는 Ubuntu 18.04

이고, CPU는 20-core, 2.10GHz의 Intel Xeon Gold

6230을 사용하였다. RAM은 128GB, GPU는 NVIDIA

GeForce RTX 2080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셋: 데이터셋은 2018년도에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하였고, VirusShare

[8]에서 10,000개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Google Play Store에서 10,000개의 정상 애플리

[그림 1] 제안 기법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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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을 사용하였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멀

웨어 데이터셋은 2019년도에 만들어진 악성 애

플리케이션 653개를 사용하였다.

Hyper-parameter: 멀웨어 탐지를 위해 딥

러닝에서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설정값은

Embedding layer 64차원, Convolution layer의 filters

는 32, kernel_size는 1, Pooling layer는 max

pooling을 사용하였고, Compile의 optimizer는

‘rmsprop’, loss는 ‘binary_crossentropy’, batch_size

는 500, epochs은 100을 사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악성과 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 각 9,000개씩

을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고, 악성과

정상 애플리케이션 각 1,000개씩을 테스트 데이

터셋으로 사용하여 MaMaDroid와 성능을 평가

하였다. 평가 결과는 [그림 2], [그림 3]과 같다.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 제안 기법은

MaMaDroid + Random Forest (RF)보다 탐지

정확도가 3% 낮지만, RAM은 약 10배 적게, 탐

지 시간은 76.4% 빠르게 멀웨어를 탐지하였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2019년도에 만들어진 멀

웨어 653개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여

MaMaDroid와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측정 결과 제안 기법은 91.27%의 정확도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하였고, MaMaDroid

는 84.99%의 정확도로 탐지하였다. 본 제안 기

법이 알려지지 않은 멀웨어를 MaMaDroid 보다

약 6% 높은 정확도로 탐지하였다.

V. 관련 연구

MaMaDroid [7]는 멀웨어를 탐지하기 위해

taint analysis로 API Call Graph를 추출하고

Markov chain을 사용하여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든다. 이후 머신 러닝 알고리즘인 RF와

k-NN을 사용하여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학습하

고 멀웨어를 탐지한다.

[그림 3] 악성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측정 결과.

[그림 2] 제안 기법과 MaMaDroid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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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Flow [9]와 EveDroid [10]또한 API Call

Graph를 이용하여 멀웨어를 탐지한다. 특히 딥

러닝을 사용함으로써 새롭게 생겨나는 멀웨어

를 탐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멀웨어를 탐지

하기 위한 도구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여 높은 정확도로 멀웨어를 탐

지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멀웨어 탐지에 성능이

좋은 MaMaDroid보다 약 6% 높은 정확도로 알

려지지 않은 멀웨어를 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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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코드를 classes.dex 파일 내에 바이트코드 형태

로 구성하며 네이티브 코드는 네이티브 라이브

러리 형태로 포함할 수 있다 [1, 2].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바이트코드로만 구현되어 있다

는 사실에 맞추어, 많은 분석 기법은 바이트코

드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에는 네이티

브 코드의 비중이 크지 않아 대체로 분석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네이티브 라이

브러리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분석이 어려워지고 있다.

네이티브 코드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시장 점유율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 플레이스토

어로부터 수집한 5만 개의 상용 애플리케이션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

획평가원의 SW중심대학사업의 연구결과로 수

행되었음 (2018-0-00209)

으로 네이티브 코드 존재 여부를 조사하였다.

주요 라이브러리도 파악하고자 수집한 상용 애

플리케이션과 VirusShare를 통해 수집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의 빈도수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안

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정적 분석 도구는 바이

트코드와 네이티브 코드를 대상으로 분석할 필

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더불어, 정적 오염 분

석 기법을 예시로 하여금 네이티브 코드를 통

한 데이터 유출을 감지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II. 연구 배경

2.1 Android 네이티브 코드

C/C++ 언어로 구현된 코드는 애플리케이션의

구현 과정에서 네이티브 개발 도구를 통해 네

이티브 라이브러리 형태로 가공되어 APK 파일

에 동봉된다 [2]. 네이티브 코드는 네이티브 프

로그램 실행,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로딩, 네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들의
네이티브 코드 사용 동향 분석

최민성*, 조해현*, 이정현*

*숭실대학교

Analysis on the Use of Native Code in Android Applications

Minseong Choi*, Haehyun Cho*, Jeong Hyun Yi*

*Soongsil University

요 약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실행 코드가 바이트코드로 구성되어 정적 분

석 또한 바이트코드 대상으로 진행해왔다. 애플리케이션에서 React Native와 같은 네

이티브 코드를 혼용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하면서, 바이트코드 대상의 기존 분석

커버리지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실험을 통해 네이티브 코드를 사용하는 애

플리케이션들을 조사하여 기존의 분석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네이티브 코

드를 사용하는 상용 애플리케이션의 점유율을 파악하고, 상용 및 악성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조사한다. 바이트코드와 네이티브 코드가 통합된 호출 그

래프를 정적 오염 분석 기법에 적용하여 향상된 커버리지의 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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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네이티브 코드 검출 및 수집 과정.

티브 메소드 호출 또는 네이티브 액티비티 호

출을 통해 실행된다 [4]. 이러한 네이티브 코드

의 사용은 기존에 구현된 라이브러리를 재사용

하고 연산을 보다 빠르게 수행함으로써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해준다. 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게임, 물리학 시뮬레이션 카테고리의 애플

리케이션은 네이티브 코드를 많이 기용한다 [2].

2.2 정적 분석 기법

대상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는

기법이다. 분석 대상으로 실행 파일이나 소스코

드를 취급한다. 대상으로부터 제어 흐름이나 데

이터 흐름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결함을 찾는

다. 동적 분석 기법보다 환경을 구축하기가 비

교적 쉽고 분석 범위가 넓지만, 실제 실행 환경

과의 차이로 인해 부정확한 분석 결과가 제공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주로 정적 분석 기법

을 통해 대상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동적 분

석 기법으로 정확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한

다.

2.3 오염 분석 기법

데이터의 유출을 분석하는 기법의 일종이다.

중요한 데이터가 입력되는 호출부를 Source, 프

로세스 외부로 데이터가 유출되는 호출부를

Sink로 규정한다 [3]. Source는 주로 기기의 고

유 정보나 사용자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

를 지정한다. Sink는 대체로 네트워크나 로깅

등의 출력 작업을 지정한다. 지정된 Source부터

경로를 탐색하며 Sink로 도달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한다.

정적 오염 분석 기법은 호출 구조나 데이터

관계 구조를 이용하여 Source 지점으로부터 생

성된 데이터가 Sink 지점에 도달 가능한지 평

[표 1] 네이티브 코드를 포함하는 APK 조사 결과.

가한다. 동적 오염 분석 기법은 Source 지점부

터 직접 실행하여 Sink 지점 도달 여부를 확인

한다.

III. 연구 실험

실험의 데이터셋은 총 50,732개의 상용 애플

리케이션과 총 6,988개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상용 애플리케이션은 구

글 플레이스토어로부터 36개의 카테고리 별 최

다 다운로드 순으로 수집하고, 악성 애플리케이

션은 VirusShare 2019년도 데이터셋을 통해 확

보하였다.

실험은 [그림 1]과 같이 진행한다. APK 파일

로부터 classes.dex를 비롯한 모든 내부 파일을

압축 해제한다. 각 파일의 파일 헤더에서 얻은

정보로 파일 형식을 파악하고, ELF 파일 형식

인지 비교한다. 네이티브 코드는 ELF 파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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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용 애플리케이션의 중복되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상위 5개.

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검출되는 ELF 파일

이 있으면 라이브러리 명칭을 수집한다. 수집한

명칭을 취합하여 분석 결과를 산출한다.

3.1 네이티브 코드 점유율

ELF 파일 검출기를 통해 ELF 파일이 하나라

도 검출되면 네이티브 코드를 보유한 애플리케

이션으로 판단하였다. 상용 애플리케이션 대상

으로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네이

티브 코드를 보유한 APK는 총 25,081개로, 전

체의 49.11%의 비중을 차지한다. GAME 카테

고리는 95.4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수의 애플

리케이션이 네이티브 코드를 실행 코드로 혼용

함을 알 수 있다.

3.2 주로 쓰이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네이티브 코드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대상

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데이터셋은 상용 애플

리케이션 25,081개와 악성 애플리케이션 6,988

개가 해당한다.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수집기를

통해 수집한 라이브러리의 명칭이 중복되는 횟

수를 누적하여 주로 쓰이는 라이브러리를 파악

하였다. [표 2]는 상용 애플리케이션, [표 3]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쓰이는 라이브러

리 상위 5개를 정리한 표다. 악성 애플리케이션

은 “libpl_droidsonroids_gif.so”와 같이 취약한

라이브러리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Alfonso et al.(2016)에서 제시한 1,208,476개

APK 중 37%가 네이티브 코드를 보유한다는

결과를 본 논문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면 네이

티브 코드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표 3] 악성 애플리케이션의 중복되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상위 5개.

IV. 정적 분석 범위 확장

정적 분석 기법 중에 오염 분석 기법을 대상

으로 데이터 유출을 탐지의 분석 범위 확장을

시도한다.

[그림 2]는 네이티브 코드에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는 사례 코드이며, [그림 3]은 해당 사례

의 호출 그래프를 나타낸 그림이다. 바이트코드

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기존 기법의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해 미탐 혹은 오탐이 발생한다. 바이

트코드에서 네이티브 코드를 호출하는 경우를

모두 Sink로 분류할 경우, bar 함수가 없는 프

로그램에 대하여 데이터 유출이 발생한다고 오

탐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bar 함수에서 발

생하는 데이터 유출이 미탐될 여지도 존재한다.

해당 데이터 유출 사례를 탐지하려면 네이티

브 코드를 포함한 분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

존 기법은 주로 데이터 흐름 그래프를 이용하

나, 본 논문에서는 통합된 호출 그래프를 생성

하였다 [3, 7, 8]. 서로 다른 언어로 구현된 코

드로부터 통합된 호출 그래프를 생성하는 과정

이 통합된 데이터 흐름 그래프를 생성하기보다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림 2] 코드로부터

생성된 호출 그래프는 [그림 3]과 같으며, 이후

는 기존 오염 분석 기법의 추적 과정을 이용하

여 데이터 유출을 탐지할 수 있다.

V. 향후 연구

호출 그래프 기반의 분석은 함수 내부의 데

이터 흐름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후속 연구에서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를 기반으로 개선함으로써

비교적 정확한 분석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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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네이티브 코드에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는 코드.

VI. 결론

상용 애플리케이션 5만 개 중 49.11%에 달하

는 애플리케이션이 네이티브 코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 증가할 추세로 보인다. 이는 기존 바

이트코드 대상의 분석 기법이 점점 무력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취약점이 있는 네이티

브 라이브러리 탐지 불가부터 효과적인 소프트

웨어 테스팅이 어려움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적

분석 기법에서 네이티브 코드를 포함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에 따른 예시로 정적 오

염 분석 기법에 바이트코드와 네이티브 코드를

통합한 호출 그래프를 사용함으로써, 네이티브

코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 사례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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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해킹으로 인해 중요한 데이터가 유출된

상황에서 누구나 그 데이터를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 중 암호화가 있다. Android,

iOS 등 각 운영체제 플랫폼에서 개발자에게

암호화 API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2019년

진행된 Rahaman et al. [1]이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안드로이드 앱 6,181개에서 130,845건의

암호화 API 오용을 탐지하였으며 안전하지

않은 해시 알고리즘 사용(약 38.04%), 같은

패턴의 난수 값을 생성하는 함수(약 27.68%),

예측 가능한 키 사용(약 9.52%) 순으로

탐지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암호화 오용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13년, Egele et al. [2]이 선택 평문 공격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9-0-01343,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

(Chosen-Plaintext Attack, CPA) 오용에 다

한 규칙을 최초로 제시하고 이를 탐지하는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후 Android, iOS 등과 같은 모

바일 플랫폼과 IoT 펌웨어 등을 대상으로 오용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모두 CPA와 관련한 탐지

규칙을 사용하였으며 가장 최근 발표된

Rahaman et al. [1]의 연구에서도 현재 선택 암호

문 공격(Chosen-Cipher Attack, CCA) 오용에 대

한 탐지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한, Rahaman et al. [1]이 진행한 가장 최신

연구에서 타 함수로의 탐색할 수 있는 횟수가 적게

설정되어 있어 거짓 음성(false negative)이 다수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문자열이

해당 함수의 입력값으로 들어가서 출력값으로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 코드가 있다고 하면 이

연구는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 함수의 코드를

탐색하지 않고 지나치기 때문에 해당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잠재적인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안드로이드 앱 암호화 API 오용 탐지 연구
이민욱, 김은수, 오상학, 김형식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Security analysis of crypto API misuse in Android apps

Minwook Lee, Eunsoo Kim, Sanghak Oh, Hyoungshick Kim

Sungkyunkwan University,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요 약

암호화는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보안 시스템에서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Android, iOS등과 같은 모바일 플랫폼들은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암호화

API를 제공하며 이는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실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암호화 API가 잘못 사용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오용 탐지 규칙과 안드로이드 앱 내의 암호화 API

오용 탐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실제 안드로이드 앱을 대상으로 탐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오용 탐지 성능 비교 표준인 CryptoAPI-Bench를 이용해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평균 0.9의

높은 F1-Score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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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CA 오용에 대한 탐지

규칙과 안드로이드 앱 내의 암호화 API 오용을

탐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플레이스토어

앱 2,090개를 대상으로 탐지 결과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암호화 API를 기준으로

백워드 슬라이싱(Backward slicing) 기법을

이용하여 슬라이스를 만들고,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함수의 호출 관계에 기반 하여 종합적인

슬라이스를 생성하였다. 또한, 암호화 API가

중복으로 사용될 경우 슬라이싱 결과 또한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슬라이스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API의

중 암호화 API 오용과 관련 없는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암호화 오용 탐지 프레임워크 및 CPA 및 CCA

오용에 대한 탐지 규칙을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수집한 앱을 대상으로 오용을

탐지한 결과를 소개하고, Ⅳ장에서

CryptoAPI-Bench를 이용하여 프레임워크의

탐지 성능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II. 오용 탐지 프레임워크 및 오용 탐

지 규칙

2.1 오용 탐지 프레임워크

CPA 및 CCA 오용을 탐지하는 프레임워크는

크게 슬라이싱 기준 생성기, 슬라이서, 룰

검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1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apk 파일을 입력으로 받아

모든 코드에 대해 함수 간의

호출자(Caller)-피호출자(Callee) 관계를

수립한다. 이 관계를 바탕으로 슬라이싱 기준

생성기는 암호화 API에 대해 호출자를 식별하고,

슬라이싱 정보 리스트를 생성한다.

슬라이서는 슬라이싱 기준 생성기가 전달한

슬라이싱 정보를 바탕으로 백워드

슬라이싱(Backward slicing)을 진행한다. 함수

간의 호출자-피호출자 관계에 따라 호출자

함수로의 슬라이싱이 진행되며, 각 함수의

슬라이싱 결과는 별도로 저장한다. 모든

슬라이싱이 끝나면 호출자-피호출자 관계에

따라 슬라이싱 결과를 연결하여 최종 슬라이스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룰 검사기는 슬라이스 리스트를

전달 받아 각 슬라이스를 대상으로 암호화 API

오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탐지 결과를 출력한다.

그림 1 오용 탐지 프레임워크 흐름도

2.2 오용 탐지 규칙

오용 탐지 규칙은 Egele et al. [2]이 CPA

오용에 대한 탐지 규칙을 최초로 제안하였으며

후속 연구들 [3][4]에서도 이 규칙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가 사용한 오용

탐지 규칙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CPA(규칙

번호 1–6)과 CCA(규칙 번호 7, 8)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CPA만을 탐지할 수 있는 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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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가 진행되었지만 CCA가 CPA보다 강력한

공격모델이기 때문에 CCA에 대한 암호화 API

오용 탐지도 중요하다 [5].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에서는 CPA 오용뿐 아니라 CCA

오용까지 탐지할 수 있는 규칙을 추가하였다.

규칙 번호 규칙 설명

1*
대칭키 암호화 운영 모드로

ECB 모드를 사용해선 안 된다.

2*

암호화 운영 모드 중 “CBC

(Cipher-Block Chaining)” 모드

사용 시 정적으로 계산된 IV

값을 사용하면 안 된다.

3*
암호화 키를 정적으로 계산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4*

비밀번호 기반 암호화

(Password-Based Encryption)

시 고정된 salt 값을 사용하면

안 된다.

5*
비밀번호 기반 암호화 사용 시

반복 횟수를 1,000회보다 적게

사용해선 안 된다.

6*
랜덤 값을 생성하는 함수 사용

시 seed 값을 고정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7**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시 패딩 없이 사용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패딩을 사용하면

안 된다 [6][7].

8**
비대칭키 생성 시 키 길이는

2,048 비트보다 작으면 안된다

[8].

표 1 CPA*, CCA**오용에 대한 탐지 규칙

III. 탐지 결과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 된 앱 중

2,090개를 랜덤으로 수집하였으며, 총 33개의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다.

규칙 번호 탐지 건수 탐지 비율(%)

1 1,451 10.18

2 5,374 37.69

3 4,202 29.47

4 1,760 12.34

5 393 2.75

6 0 0

7 931 6.53

8 149 1.04

계 14,260 100

표 2 플레이스토어 앱 오용 탐지 결과

총 2,090개의 앱 중 암호화 API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앱의 개수는 478개 이며, 암호화

API를 포함한 1,612개의 앱에서 정적으로

계산된 IV(Initial Vector) 값 사용을 탐지한

건수가 5,374건으로 가장 많이 탐지 되었다. 이

경우, 암호화 시 IV가 매번 같은 값으로

계산되므로 한번 노출 되면 암호화된 데이터에

반복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진다. CCA와 관련한

탐지 건수는 CPA 탐지 규칙에 비해 건수가

작지만 오용이 다수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탐지 성능 분석

Afrose et al. [9]이 오용 탐지 프레임워크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표준으로

CryptoAPI-Bench를 제안하였으며, 새로운 CCA

탐지 규칙인 7, 8번과 관련한 테스트

케이스(Test case)를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탐지 성능을 분석한다.

규칙 번호 TP TN FP FN F1

1 4 1 2 1 0.73

2 7 2 0 0 1.0

3 20 4 0 2 0.95

4 6 1 0 1 0.92

5 6 2 1 0 0.92

6 13 2 0 2 0.93

7 5 0 0 3 0.77

8 11 2 0 1 0.96

표 3 CryptoAPI-Bench를 이용한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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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API-Bench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시

한 프레임워크의 성능 평가 결과, 전체 오용 탐

지 규칙에 대해 평균 0.9의 F1-score 값을 가지

는 높은 탐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CBC 모드 사용에서 정적 IV 값 사용” 규칙이

탐지 정확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

면, “ECB 모드 사용” 및 “비대칭키 암호화 알

고리즘 사용 중 잘못된 패딩 사용” 규칙에 대한

탐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오용 탐지 규칙과 안

드로이드 앱 내의 암호화 API 오용 탐지 프레

임워크를 제시하고, 실제 안드로이드 앱을 대상

으로 탐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CryptoAPI-Bench를 이용해 탐지 성능을 측정

하였으며 평균 0.9의 높은 F1-Score를 보여주

었다. 향후 연구로는 암호화 API 오용을 탐지

규칙을 추가로 생성함으로써 좀 더 넓은 범위

의 암호화 API 오용을 탐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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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사람들은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에는 인증이 필수적이고, 패스워드는 그러

한 인증 과정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밀 개인정보이다. 보안의 관점에서는 각

서비스의 인증마다 다른 패스워드가 사용되어

야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해야하는

패스워드의 양은 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여 증

가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체 인증[9],

휴대폰 기반의 간편 인증[10], OAuth[11] 등 다

양한 인증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아직도 평균적

으로 관리해야하는 패스워드의 개수가 많고 오

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패스워드는 기억하기 어

렵다는 점 때문에 패스워드 관리 어플리케이션

의 이용률 또한 높은 편이다.

따라서, 패스워드 관리 어플리케이션들의 지

속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은 수많은 서비

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해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일이며, 패스워드 관리 기능을 갖고 있는 매우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는 패스워드 로커[5], PasswordManager[6], Hid

ePass[7], 보안카드관리[8] 어플리케이션의 취약

점을 분석하고, 발견된 취약점들이 어떤 보안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한다.

주요 취약점 점검 항목은 ‘내부 저장소에 암

호화되지 않은 중요 정보 저장 여부’, ‘적절한

앱 퍼미션 설정 여부’, ‘안전한 암호화 방식 적

용 여부’이다. 내부 저장소에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 정보 저장 여부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의 설정 정보, 데이터베이스, 소스코드에 중요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점검하였고,

적절한 앱 퍼미션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증

우회 또는 키 재설정과 관련된 액티비티의 퍼

미션 설정 값을 점검하였다. 안전한 암호화 방

식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에서 제외

되거나 최근에 취약점이 발견된 알고리즘이 사

용되었는지 점검하였고, 암호화 키가 소스코드

안드로이드 패스워드 관리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
이주현* 권지연** 홍득조**

*전북대학교 (대학원생) **전북대학교 (학생) ***전북대학교 (교수)

Android Password Management Application Vulnerability Analysis

Juhyun Lee*, Jiyeon Kwon**, Deukjo Ho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tuden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Undergraduat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최근에 생체인식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이 개발되었으나, 패스워드는 여전히 중요한 인증 수단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많은 패스워드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 패스워드 관리 앱의 취

약점은 그것과 연관된 모든 서비스의 보안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논

문에서는 다양한 패스워드 관리 앱에 대해 취약점 분석을 수행하였고, 취약점이 발견된 앱에 대

해 분석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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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말기 내에 저장되어 있는지 점검하였다.

그 결과, 패스워드 로커에서는 적절한 앱 퍼

미션 설정 여부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Passwor

dManager에서는 비밀번호 평문 저장, 적절한

앱 퍼미션 설정 여부 취약점이 있음이 발견되

었다. HidePass에서는 비밀정보의 평문 저장 취

약점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보안카드관리 앱에

서는 적절한 앱 퍼미션 설정 여부, 안전한 암호

화 방식 적용 여부에서 취약점이 있음이 발견

되었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발견된 취약점들에

대한 보완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논의하고,

향후 중요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취약점 항

목을 언급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사용자들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밀한 안전성 검토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II. 본론

패스워드 관리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을

위해 사용한 환경은 NOX Player의 Samsung

Galaxy S10 5G에서 진행하였으며, dex2jar을

이용하여 디컴파일 하는데 사용하였으며, jadx

를 이용하여 소스코드를 분석하였다.

점검한 취약점 리스트는 표 1과 같다.

1.1 내부 저장소에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 정

보 저장 여부

패스워드 관리 앱에서 내부 저장소에 계정

정보와 패스워드, 마스터 패스워드, 암호화 키

등을 평문으로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를 추출하

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이 발생한다.

해당 취약점은 PasswordManager에서 발견되

었다. shared_prefs 폴더에 마지막으로 입력한

계정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그림 1).

그림 1. PasswordManger의 내부저장소에 중요정보 평문 저장

1.2 적절한 앱 퍼미션 설정 여부

AndroidManifest.xml 파일에 앱이 사용하는

중요 액티비티에 위험도가 높은 퍼미션을 사용

하는 경우 해당 액티비티를 인증 없이 강제호

출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해당 취약점은 패스워드 로커, Password Ma

nager, 보안카드 관리 앱에서 발견되었다. 패스

워드 로커와 PasswordManager에서는 비밀번호

변경 액티비티를 호출하면 이전 비밀번호 입력

없이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이 가능했다(그림

2). 또한, 메인 액티비티를 호출하면 인증 없이

계정정보를 그대로 볼 수 있었다.

그림 2. PasswordManger의 비밀번호 재설정 액티비티

보안카드 관리 앱에서는 비밀번호 변경 액티

비티를 호출하면 해당 앱에 등록되어 있는 보

안카드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인증절차가 있었

지만, 보안카드 등록 액티비티 또한 강제 호출

할 수 있어 먼저 임의로 보안카드 정보를 등록

한 후 비밀번호 변경 액티비티를 호출하고 등

록한 보안카드 정보로 인증하여 새로운 비밀번

호로 변경할 수 있었다.

패스워드

로커

Password

Manager
HidePass

보 안 카 드

관리
내부저장소에

중요 정보 노출
O

적절한 앱 퍼미

션 설정 여부
O O O

안전한 암호화

방식 적용 여부
O O

표 1. 패스워드 관리 앱 취약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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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한 암호화 방식 적용 여부

안전한 암호화 방식 적용 여부 취약점은 현

재 표준에서 제외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였

거나 하드코딩 되어 노출된 키로 데이터 복호

화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 취약점은 HidePass, 보안카드관리 앱에

서 발견되었다. HidePass 앱에서는 내부저장소

에 마스터 패스워드가 SHA-256 해시함수를 적

용한 해시값으로 저장되어 있다. 소스코드를 분

석해보면, 계정정보를 AES로 암호화하여 저장

하는데 이때 내부저장소에 저장된 SHA-256 해

시값을 암호화 키로 사용한다. 이로인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계정 정보를 모두 복

호화 가능하다.

그림 3. HidePass에서 암호화 키 노출

보안카드 관리 앱에서는 소스코드에 암호화

키가 하드코딩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암호화된 계정 정보를 추출하여 쉽게 평문으로

복호화가 가능하였다(그림 4). 또한 취약점이

발견되어 현재 국내외 표준에서 제외된 SHA-1

해시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추후 발생할

어떤 보안 위협의 잠재적 요인으로 여겨진다.

그림 4. 보안카드관리 앱에 하드코딩된 암호화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비밀번호 관리 어

플리케이션을 분석하여 계정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취약점을 살펴보았다. 마스터 패스워드 입

력 없이 인증을 우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취

약점과 평문 저장 또는 취약한 암호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계정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취

약점들이 도출되었다.

4개의 어플을 분석한 결과 내부 저장소에 암

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저장 취약점에서 1개,

적절한 앱 퍼미션 설정 여부에서 3개, 안전한

암호화 방식 적용 여부에서 2개가 나타났다. 해

당 취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아래

와 같다.

내부 저장소 내 중요정보 노출 취약점은 파

일 내에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는 안전한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저장함으로써 보완한

다. 적절한 앱 퍼미션 설정 여부 취약점은 And

roidManifest.xml 파일에서 중요 액티비티의 속

성을 exported=true 와 protectionLevel=signatu

re 로 설정하여 강제 호출을 방지하고, 비밀번

호 변경과 같은 중요기능을 하는 액티비티는

인증과정을 추가하여 보완한다. 안전한 암호화

방식 적용 여부 취약점은 표준으로 정의된 암

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암호화키가 앱의 소스

코드 및 단말기 내 저장소에 존재하지 않도록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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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스턴트 메신저는 채팅, 통화 및 파일 공유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현대인의 주

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020년 ‘한

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의하

면 97.1%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다

[1]. 이러한 메신저는 사용자 행위에 따라 다양

한 데이터가 저장되므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점에서 중요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메신저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로 확장되어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

서 메신저에 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Windows 10 환경에서 Pinngle

과 미스리 메신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

다. 2장에서는 Pinngle 메신저 분석결과를 정리

하고, 3장에서는 미스리 메신저 분석결과를 정

리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

다. 분석에 사용한 환경을 정리하면 [표 1]과 같

다. 분석에 사용한 Pinngle 메신저 버전은 1.0.6

이고, 미스리 메신저는 5.6이다.

Category Name and Version
OS Windows 10 Home

Software
MissLee Messenger v5.6,

Pinngle v1.0.4
analysis
Tool

Hex Viewer HxD 2.3.0
SQLite Viewer DB Browser 3.11.2

[표 1] Information of Analysis Environment

II. Pinngle 아티팩트 분석

Pinngle은 2016년 6월에 출시한 전 세계 사용

자를 연결하는 무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다.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에서의 애

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는 1,000만 이상이고,

PC 버전의 Pinngle 메신저는 ‘%AppData%\Pinngle’

하위 경로에 (그림 1)과 같이 메신저 관련 데이

터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된다. 본 장

에서는 Pinngle의 대표적인 기능인 채널, 채팅

과 통화 기능에 따라 획득 가능한 데이터를 분

석하였다.

윈도우 환경에서 Pinngle 및 미스리 메신저 아티팩트 분석
박귀은*, 김수빈*, 김현재*, 이민정*, 옥정수*, 신수민**, 김종성***

*,**,***국민대학교 (학생, 대학원생, 교수)

Artifacts Analysis of Pinngle and MissLee Messenger on Windows

Gwuieun Park*, Subin Kim*, Hyunjae Kim*, Minjeong Lee*, Jeongsoo Oak*,

Sumin Shin**, Jongsung Kim***

*,**,***Kookmin University(Student, Graduate student, Professor)

요 약

메신저는 대화 기능 및 파일 공유 기능과 같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서 현대

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일대일 대화뿐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할 수 있

는 그룹 채팅, 음성 및 화상 채팅과 파일 전송 및 공유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메신저에는 사용자 행위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가 저장된다. 따라서 메신저의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시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

당 메신저에 따른 주요 데이터의 위치를 파악하고 의미를 식별하는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Windows 10 환경에서 Pinngle과 미스리 메신저의 아티팩트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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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inngle 데이터 경로

2.1. 사용자 프로필

로그인하거나 프로필을 수정할 경우, ‘indexed

DB\file__0.indexeddb.leveldb’ 경로 내의 [0-9]

{6}.log 파일에서 사용자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다. 또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통화를 할 경우,

상대방의 정보도 획득할 수 있다. 주요 데이터

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사용자 이름, 핸드

폰 번호 및 차단 여부가 포함된다. 현재 로그인

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전에 해당 PC에서 로

그인한 모든 사용자에 대한 기록도 볼 수 있다.

‘indexedDB\file__0.indexeddb.blob’ 하위에는 본

인과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파일이 확장자 없

이 저장되어 있다. 프로필 사진을 변경해도 이

전의 사진을 해당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Item Content Remark
lastName

User namefirstName
fullName
phone Phone number

blocked Blocked or not
T: Blocked
F: Not blocked

[표 2] User/Friend Profile Artifact in [0-9]{6}.log file

2.2. 채널 기능

채널은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 직접 채널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채널을 팔

로우할 경우, [0-9]{6}.log 파일에서 채널에 대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주요 데이터를 정리

하면 [표 3]과 같다. 채널을 팔로우한 날짜와 시

각, 채널 ID, 생성자 ID 등이 포함된다. 또한,

채널의 게시물에 대한 주요 데이터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게시물을 업로드한 시각, 게시물의

유형 등이 포함된다.

Item Content Remark
createdAt Channel follow time UTC+9
id Channel ID

creator Channel manager ID
public User ID

followersCount
Channel followers

count
name Channel name

description Channel description

[표 3] Channel Information Artifact in [0-9]{6}.log file

Item Content Remark
createdAt Post upload time UTC+9

previousMessageId Post image ID
conversationId Channel ID

creator
Channel creator

ID
public User ID
dislikes Post dislike count
likes Post like count

fileSize
Post image file

size
info Post image URL
text Content

type Post type
TXT, IMAGE,
STREAM_FILE

[표 4] Channel Post Artifact in [0-9]{6}.log file

채널에 업로드한 게시물이 이미지인 경우,

thumbs 디렉터리 내에 원본 파일이 저장된다.

파일명은 이미지 ID, Unix Time으로 표현된 업

로드 시각을 연접한 값이다.

2.3 통화 기능

통화와 관련된 데이터는 [0-9]{6}.log 파일과

pinngle-logfile.log 파일에 저장되며, 각각 주요

데이터를 정리하면 [표 5]와 [표 6]과 같다.

[0-9]{6}.log 파일에는 통화유형, 송·수신자 ID와

통화 시간 등이 포함된다. 통화유형에는 발신,

수신과 부재중이 존재한다. pinngle–logfile.log

파일에는 송·수신자 ID 및 타임스탬프 등이 포

함된다. 이때, 타임스탬프는 통화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뿐만 아니라 통화 중 시각도 기록된다.

Item Content Remark

type Call type
Missed, Incoming,

Outgoing
info Call duration time
creator Sender ID
threadId Receiver ID

[표 5] Calls Artifact in [0-9]{6}.log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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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ontent Remark
to Sender ID
from Receiver ID

candidate IP address
timestamp Timestamp UTC+0

[표 6] Calls Artifact in pinngle-logfile.log file

2.4 채팅 기능

2.4.1 일대일 채팅

사용자가 메시지를 송·수신할 경우, [0-9]{6}.

log 파일에서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주요 데이터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type에는 텍스트, 위치 파일 등과 같이 메시지

유형을 알 수 있으며, 송·수신자 ID와 송신한

시각도 확인할 수 있다. 메시지를 삭제하면 삭

제 여부도 알 수 있고, 파일 내에서 메시지 내

용도 확인 가능하다.

Item Content Remark
text Message content

type Message type

TXT,
LOCATION,
IMAGE, FILE,
STICKER,
VOICE

createdAt Message sent time UTC+9
creator Sender ID
threadId Receiver ID

deleted
Whether to delete

message
T: Deleted
F: Not deleted

delivered
Whether to receive

message
T: Seen
F: Not seen

fileName File name
fileSize File size
fileType File type

[표 7] Personal Chat Artifact in [0-9]{6}.log file

thumbs 디렉터리 내에 메시지로 주고받은 사

진 이미지, 동영상의 썸네일 등이 저장되며,

Cache 디렉터리 내에 다운로드한 스티커, 사용

가능한 이모티콘과 메시지로 주고받은 위치 정

보에 대한 사진 등이 저장된다.

2.4.2 그룹 채팅

그룹 채팅방을 생성한 후 저장된 데이터는

[0-9]{6}.log 파일에서 획득할 수 있다. 주요 데

이터를 정리하면 [표 8]과 같고, 일대일 채팅에

서 언급한 데이터들도 동일하게 저장된다. 그룹

명, 그룹 생성시각과 그룹에 포함되는 멤버 수

등이 포함된다. 이때, 멤버 수는 헥사로 표현된다.

Item Content Remark
threadId Group chat ID

type Group chat type

JOIN_ROOM,
LEAVE_ROOM,
CHANGE_ROOM_
AVATAR

name Group chat name

createdAt
Group chat create

time
UTC+9

membersA
Number of
members

[표 8] Group Chat Artifact in [0-9]{6}.log file

그룹에 포함된 모든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은

file__0.indexeddb.blob 디렉터리 하위에 저장되

어 있고, 파일의 확장자를 변경한 후에 확인할 수

있다.

III. 미스리 메신저 아티팩트 분석

2009년에 PC 버전으로 출시된 비즈니스 통신

용 메신저로, 이후 2010년에 Android와 iOS 버

전도 출시되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구글 플

레이스토어 기준으로 다운로드 수는 10만 명

이상이다. 미스리 메신저는 일대일 채팅, 그룹

채팅, 쪽지, 대화방과 종목 채팅 등 다양한 대

화 형식을 제공한다.

PC버전의 미스리 메신저는 ‘C:\MissleeMesse

nger\Data\[User_id]’ 하위 경로에 (그림 2)와

같다. 해당 경로에는 채팅과 쪽지 관련 데이터

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된다. 채팅의

경우 ‘MiniChat\ChatDate’ 하위에 채팅방 정보

를 저장한다. 채팅방을 개설한 user_id 기준으로

yyyymmddhhmmss.user_id.adb 파일이 저장되

어 있다. 쪽지의 경우 Mbox.adb 파일을 통해

쪽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미스리 메신저 데이터 경로  

3.1 채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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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의 경우 일반 채팅, 화면 캡쳐와 파일 보

내기 등이 가능하고 일대일 채팅 시 화상채팅,

음성채팅이 가능하다. 채팅과 관련된 데이터는

T_CHATDATA 테이블 내에 저장되며, 주요

데이터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메시지 내용,

메시지 송신 시각, 채팅방 생성시각 등이 포함

된다. 파일을 전송한 경우에는 usermessagedecr

ypt 컬럼에 파일명이 저장된다.

Table Column Content Remark

T_CH

ATD

ATA

messageusers
Message

sender·receiver ID

messagetype Message type

1: chat

2: file

3: image

4:

video/voice

chat

messagekey

Message sent

time, Message

sender ID

UTC+9

senduserid
Message sender

ID
usermessaged

ecrypt
Message content

messagereads
Message unread

receiver ID

grouproomkey
Chatroom

creation time
UTC+9

[표 9] Chat Data Artifact

3.2 쪽지 기능

쪽지의 경우 사용자들의 ID를 입력하여 여러

사람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고, 파일, URL 첨

부, 화면 캡쳐, 비밀쪽지, 서명 등이 가능하다.

비밀쪽지는 송신 기록이 남지 않고, 서명은 송·

수신 쪽지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쪽지와 관련된

데이터는 ReceiveMsg와 SendMsg 테이블 내에

저장되며, base64 인코딩되어 저장되므로 디코

딩 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쪽지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쪽지

내용, 쪽지 송·수신 시각 등이 포함된다. 쪽지를

삭제할 경우, 쪽지의 삭제 여부는 확인할 수 있

지만, 내용은 남아있지 않다.

Table Column Content Remark

Receive

/Send

Msg

MSGTYPE
Message

type

0: chat, url,

sign

1: file, image,

video

8: Confirmation

message that

receive

128: secret

message

MSGKEY

Message

received/sent

time

UTC+9

CAPTION
Message

content

RECEIVER
Message

receiver ID

SENDER
Message

sender ID

[표 10] Message Data Artifact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Windows 10 환경에서 Pinngle

과 미스리 메신저의 아티팩트를 분석하였다.

Pinggle은 levelDB 구조고, 미스리 메신저는

SQLite 데이터베이스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Pinngle은 사용자 프로필, 채널, 채팅, 통화의 4

가지 기능에 따라 송·수신자 ID와 프로필 사진,

구독한 채널의 게시물, 메시지 송신 시각 등을

획득할 수 있었다. 미스리 메신저는 채팅과 쪽

지 기능을 기반으로 대화 내용, 메시지 송신 시

각, 송·수신자 관련 정보와 파일 경로 데이터

등을 획득할 수 있었다. Pinngle은 삭제한 메시

지를 log 파일에서 획득할 수 있었고, 미스리

메신저는 쪽지의 경우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 삭제된 채팅방과 쪽지에 관

련된 데이터는 획득할 수 없었다. 본 논문의 내

용을 기반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시 유용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 Internet Usage Surve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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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백업 데이터는 주로 데이터 유실 시 복구를

하거나 기기 간 데이터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 외에도 백업 데이터는 수사 등의

관점에서 스마트폰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상

황(잠금암호과 적용되어 있는 경우 등)에서 데

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

다. Apple 스마트폰 OS인 iOS에는 백업 데이터

를 생성할 수 있는 데몬(backupd)과 프로토콜

이 내장되어 있다. iTunes나 libimobiledevice[1]

에서 backupd를 호출해 백업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백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원본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된다. Apple은 PC에 저

장되는 백업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백업 암

* 이 논문은 2021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 (2020-0-01840, 스마트폰의

내부데이터 접근 및 보호 기술 분석)

호화(Backup Encryption) 기능을 제공한다. 백

업 암호화를 적용할 경우 저장된 암호, 건강 데

이터, Wi-Fi 패스워드, 통화 기록, 웹 사이트

방문 기록과 같은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2]. 데이터 수집 관점에서 백업 암호화

가 적용된 백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백업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효과적이다. 그

러므로 암호화가 적용된 백업 데이터를 분석하

기 위해 백업 암호화 기능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

II. iOS 백업 암호화

2.1 백업 데이터 구성

iOS 백업 시 Info.plist Manifest.plist,

Status.plist Manifest.db 파일과 다수의 백업 파

일들이 생성된다[3]. Info.plist 파일에는 백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기에 대한 정보(백업 생성일

자, 전화번호, 기기 이름, ICCID, IMEI, iOS 버

iOS 백업 암호화 기술 분석*

박찬규*, 장진수*, 류재철*

*충남대학교

Analysis on iOS Backup Encryption

Chan-Kyu Park*, Jinsoo Jang*, Jaecheol Ryo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백업 데이터는 주로 데이터 유실 시 복구를 하거나 기기 간 데이터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활

용되지만, 수사 등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Apple은 PC

에 저장되는 iOS 백업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능을 제공한다. 암호화가 적용된 백업

데이터는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은 백업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iOS 백업 암호화 기술을 분석하고, 최근 3년 내 출시된 iOS를 대상으로 백

업 암호화 적용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백업 파일들을 비교하였다. 비교를 통해 백업

암호화 적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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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등)가 저장된다. Manifest.plist 파일에는 백

업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들이 저장된다. 저장되

는 정보에는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목록과 백업

암호화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Status.plist에

는 백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가 저

장된다. Manifest.db는 생성된 백업 파일에 대

한 정보가 저장되며, 백업 암호화를 적용한 경

우 파일 암호화 키가 포함된다. 백업 파일들은

SHA-1 형태의 파일명을 가지고, ‘(백업 디렉터

리)/(파일명 앞 2글자)/(파일명)’ 에 위치한다.

이 파일명은 Manifest.db 파일에 기록된 해당

백업 파일의 데이터 분류(domain)와 파일 상대

경로 및 파일명(relativePath)를 조합하여 생성

한다.

2.2 백업 암호화

백업 암호화를 적용할 경우 Manifest.db와

백업 파일들 모두가 암호화된다. 본 절에서는

오픈소스 iOS 백업 분석 도구인 ‘iOSBackup[4]’

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백업 암호화 적용

과정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림 1] 백업 파일 암호화

과정(CallHistory.storedata)

[그림 1]은 백업 파일 중 통화 기록이 담긴

파일(CallHistory.storedata)을 암호화하는 구조

를 나타낸 것이다. 각 백업 파일은 서로 다른

파일 암호화 키(AES-256)로 암호화된다. 파일

암호화 키는 Key Wrap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

단계로 Wrap된다. 최종적으로 암호화에 사용되

는 키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백업 패스워드에

의해 보호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Manifest.plist 파일에는 암호화 된 백업데이

터를 복호화 하기 위한 키와 인자들이 저장된

다. 암호화 된 Manifest.db 파일을 복호화하는

키와 Wrap 된 파일 암호화 키를 Unwrap 하기

위한 키백(KeyBag)이 포함되어 있다. 이 키와

키백은 사용자가 입력한 백업 패스워드로부터

유도된(Deriveted) 키에 의해 Wrap 되어 있다.

Manifest.db 파일 복호화 키와 키백을

Unwrap 하는 키는, 백업 패스워드에서

PBKDF2 알고리즘을 두 차례 사용하여 생성된

다. 각 차례별로 다른 인자를 사용하며, 인자

값들은 Manifest.plist에 저장되어 있다. [표 1]

은 각 단계별로 PBKDF2 알고리즘 인자를 정

리한 표이다.

파일 암호화 키는 Manifest.db 파일에 저장되

어 있다. 이 키는 백업 키백에 포함된 클래스

키(Class Key)에 의해 Wrap되어 있다. 파일 복

호화를 수행하기 위해선 키백에 복호화 된 클

래스 키로 파일 암호화 키를 Unwrap 한 다음,

Unwrap된 파일 암호화 키로 백업데이터를

AES256-CBC 모드로 복호화한다.

인자 1단계 2단계
Input 백업 패스워드 1단계 출력값
Psuedo

Random

Function

SHA-256 SHA-1

Iteration

Count
10,000,000 10,000

[표 1] 각 단계별 PBKDF2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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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본 장에서는 백업 데이터 복호화 결과를 제

시하고, 백업 암호화 적용 여부에 따라 생성되

는 백업 데이터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3.1 백업 데이터 복호화

2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암호화 된

백업 데이터를 복호화 하는 코드를 작성하였다.

코드는 백업 암호화가 적용된 백업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 해당 백업 데이터를 복호화 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백업 데이터는 iPhone X(A1901), iOS 14.4.2

기기에서 생성하여 복호화를 수행하였다. [그림

2]는 Manifest.db 파일의 복호화 이전과 복호화

이후 바이너리 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복호화

이후 파일 시그니처(SQLite format 3)가 출력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Manifest.db 파일 복호화 결과 비교

[그림 3]은 CallHistory.storedata 파일

(5a4935c78a5255723f707230a451d79c540d2741)의 복

호화 결과이다. 해당 파일에는 통화 기록이 저

장되며, 백업 암호화가 적용된 백업 데이터에서

확보할 수 있다. 복호화 후 ‘DB Browser for

SQLite[6]’ 도구를 통해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CallHistory.storedata 복호화 결과

3.2 백업데이터 비교

실험은 최근 3년 내 출시된 iOS를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실험을 수행한 기기와 iOS 버전

은 [표 2]와 같다.

백업 암호화를 적용한 경우, 백업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와 비교했을 때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

으로 확보된 주요 파일과 개수는 각각 [표 3]과

[표 4]와 같다.

본 실험을 수행한 결과, 백업 암호화를 적용

한 백업 데이터에서 더 많은 백업 파일들을 확

보할 수 있었다. 또한 최신 버전의 OS 일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추가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iOS 백업 암호화 원리를 분석

하고, 백업 암호화를 적용한 백업 데이터에서

백업 파일들을 추가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존 백업 분석 도구에서

파일 복호화 기능은 단일 파일로만 지원하고

있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모든 백업 데이터

를 복호화 할 수 기능을 구현하였다.

No.
iPhone 기종
(모델명)

iOS 버전
(세부버전)

1
iPhone 6
(A1586)

12
(12.5.2)

2
iPhone 8
(A1905)

13
(13.3.1)

3
iPhone X
(A1901)

14
(14.4.2)

[표 2] iPhone 기기 및 iOS 버전

iOS 버전

12 13 14

생성 파일 개수 22 51 70

[표 3] 백업 암호화 적용 시 추가되는 백업

파일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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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파일경로
iOS 버전

설명
12 13 14

1 Health/healthdb_secure.sqlite O O O 건강데이터

2 Health/healthdb.sqlite O O O 건강데이터

3 Library/CoreDuet/People/interactionC.db O O O Handoff

4 Library/Maps/GeoHistory.mapsdata O O O 지도

5 Library/homed/datastore.sqlite O O O HomeKit

6 Library/Safari/History.db X O O Safari 접속기록

7 Library/Safari/BroserState.db X O O Safari 접속내용

8 Library/CallHistoryDB/CallHistory.storedata X O O 통화기록

9 Library/Maps/GeoCollections.plist X O O 지도

10 Library/Maps/GeoPinnedPlaces.plist X O O 지도

11 Library/PersonalizationPortrait/PPSQLDatabase.db X X O PersonalizationPortrait[6]

12 Health/Client/RelevanceEngine/Model/model.mdl X X O Relevance Engine

[표 4] 백업 암호화 적용 시 추가되는 주요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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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테가노그래피란 이미지나 오디오 등의 미

디어에 정보를 숨겨 관련 없는 사람이 미디어

를 보았을 때, 은닉된 정보의 유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1,2]. 암호와 스테가노그

래피의 차이로, 암호는 숨기려는 정보에 대해

비밀키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스테가노그래피는 정보

자체를 은닉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이 성장하고 있다[2]. 해당

방법은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색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기법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트 스트림을 이미지에 추가하여

특정 방법이 아닌 이상 은닉된 정보를 파악하

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으로는 픽셀의

LSB(Least Significant Bit) 삽입[1]이 있다. 이

미지 픽셀에 정보의 이진 정보를 담은 LSB를

추가하여 정보를 은닉하는 방법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간단하게 숨길 수 있고, 시각

적으로 기존 이미지와 차이가 없도록 하는 방

법이다.

CNN과 적대적 예제를 활용한 스테가노그래

피 기술도 제안되었다[3]. CNN은 이미지의 특

징과 패턴을 학습하여 입력되는 이미지를 특정

클래스로 분류한다. 적대적 예제는 사람의 눈으

로는 관측할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교란 신호

를 입력 이미지에 추가해 CNN이 오분류를 일

으키도록 만든다. [3]에서는 적대적 예제 기법으

로 만든 다수의 이미지 속에 정보를 숨겨 놓으

며, 이미지에 대한 CNN 모델의 출력으로부터

메시지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적대적 예제 기법으로 하나의

이미지에 교란 신호를 추가하여 정보를 은닉하

고, CNN을 통해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는 이미

지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제안한다.

적대적 예제를 이용한 스테가노그래피 이미지

윤영여*, 심준석*, 김호원**

*부산대학교 (대학원생), **부산대학교 (교수)

A steganography image using adversarial examples
Young-Yeo Yun*, Jun-Seok Shim*, Ho-Won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Graduate student), **Pusan National University(Professor)

요 약

스테가노그래피란 이미지에 정보를 숨겨 관련 없는 사람이 이미지를 보았을 때, 정

보가 은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적대적 예제를

활용한 스테가노그래피 이미지 생성 기법을 제안한다. 적대적 예제는 심층신경망을

사용하는 분류 모델이 특정 클래스로 분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점을 스테가노그래

피에 접목하여 이미지를 분리하고 각 이미지에 적대적 예제를 통해 메시지를 숨긴다.

실험을 위해 CNN 모델인 VGG19를 사용하였으며, MS COCO 데이터셋을 사용하였

다. 각 이미지에 대해 4/16/64/256 비트 메시지를 은닉하여, 메시지 크기마다 생성한

스테가노그래피 이미지를 보여 시각적으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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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스테가노그래피 이미지 생성 방법
인공지능 모델을 공격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적대적 예제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스테가노그

래피에 적용하여 이미지에 메시지를 은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적대적 예제에 대한 연구 중

심층신경망을 사용하는 분류 모델을 오동작하

게 하는 방법이 있다. 신중하게 조작한 이미지

를 모델에 입력하였을 때, 분류 모델이 원하는

클래스로 분류하도록 할 수 있다. 이점을 스테

가노그래피에 접목하여 이미지를 미세하게 조

정하고 모델에 입력하면 원하는 메시지 값이

출력되도록 만든다.

스테가노그래피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Algorithm 1과 같다. 높이가  , 너비가 인
이미지 를 가로, 세로 개로 잘라 크기가

 인 이미지 (  )를 개
만든다. 각 이미지 를 모델 에 입력하면 클

래스 도메인 에 속하는 클래스  를 출력한

다.  길이의 메시지 을 이미지 에 은닉하

고자 할 때 를 개로 자른 를 모델 에 입

력하여 각 이미지에 대한 출력 가 와 차이

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를 최적화한다.

그림 1 메시지를 은닉하기 위한 최적화 횟수

III. 실험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를 개로 분리하고

각 이미지에 1비트 정보를 은닉하여 총 비트
의 랜덤 메시지를 숨긴 실험 내용을 제시한다.

실험에서 CNN 모델인 VGG19를 백본 네트워

크로 사용하고 최종 출력을 1비트로 표현하기

위해 크기가 1인 완전 연결층에 시그모이드 활

성화 함수로 구성된 이진 분류기를 사용한다.

실험을 위해 MS COCO 2017 검증 데이터셋

5000장의 이미지 중 무작위로 100장을 사용하

였다. 그리고 COCO 데이터셋은 이미지의 너비,

높이가 145부터 640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

어 잘린 이미지가 VGG19에 입력이 가능하도록

가로세로 비율을 유지하며 최소 크기를 512로

조절하여 실험하였다. 최적화를 위해서 ADAM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학습률은 0.01로 실험하

였다.

3.1 메시지 길이에 따른 스테가노그래피 이미

지 생성에 필요한 최적화 횟수

이미지 크기가 다른 100개의 이미지에 대해

서 비트 메시지를 모두 은닉하기 위한 최적

화 횟수를 비교하였다. 그림 1은 스테가노그래

피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각 epoch마다 CNN 모

델의 출력을 메시지와 비교하여 숨겨진 메시지

의 비율을 이미지 100개에 대해서 평균 계산한

결과이다. 4비트부터 256비트까지 메시지를 전

부 은닉할 수 있었고 메시지 길이가 커짐에 따

라 완전 은닉까지 필요한 최적화 횟수가 커졌

다. 또한 다수의 이미지에 같은 메시지를 은닉

하였을 때 초기 은닉률이 랜덤과 동일한 0.5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메시지 길이에 따른 교란 신호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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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메시지 길이에 따른 교란 신호 크기 변화

이미지 크기가 다른 다양한 이미지에 대해서

4/16/64/256비트 메시지를 은닉하였을 때 원본

이미지에서 추가된 교란 신호의 크기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2는 모든 메시지가 은닉되었

을 때, 이미지 100장에 대해서 각 이미지의 교

란 신호 크기를 평균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2

를 보면 은닉하는 메시지량이 많을수록 더 많

은 변동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3.3 스테가노그래피 이미지 정성 평가

4비트부터 256비트까지 모든 메시지가 은닉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교란 신호의 크기도 제

시하였다. 교란 신호의 크기는 수치로 보았을

때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이미지에 영향을 미

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스테가노그래

피 이미지를 제시한다. 그림 3은 은닉한 메시지

길이에 따른 스테가노그래피 이미지 예시다. 메

시지 길이가 커질수록 이미지의 변화가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적대적 예제 기법을 사용하여

스테가노그래피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4비트부터 256비트까지 메시지를 전

부 1개의 이미지에 은닉할 수 있었고 메시지

크기가 커짐에 따라 최적화 횟수와 교란 신호

의 크기도 커짐을 보였다. 또한, 실제 생성한

스테가노그래피 이미지를 제시하여 메시지를

은닉하기 위해 이미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치는지 보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교란 신호

의 크기를 줄이고 디지털 환경에 더 적합하도

록 이미지의 크기가 변하거나 다른 노이즈가

추가되더라도 메시지를 은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1개의 이미지에 더 많은 메시지

를 은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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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SNS를 활용한 소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일상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한

SNS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는 SNS 애플리케이션 활용

결과 생성된 정보를 디렉터리나 DB 등에

저장하는데, 사용자가 송수신한 메시지, 계정

생성 시 활용한 신상정보 및 민감 정보가

아티팩트 내 평문 형태로 저장된다. 이로 인해

공격자가 물리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획득하였을 경우, 루팅을 통해 아티팩트를

분석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보안 위협이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21R1A2C2011391).

이에 대비하기 위해 포렌식을 통해 아티팩트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안 위협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장 관련 연구에서 아티팩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아티팩트 수집 기법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D사, T사 그리고 I사 SNS

애플리케이션의 아티팩트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2.1 아티팩트

아티팩트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서

생성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디지털 포렌식의

종류 및 대상 기기에 따라 캐시, 쿠키, 로그,

DB, XML(eXensible Markup Language) 등의

파일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아티팩트를

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생성 시 저장된

SNS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 기반 보안 위협 분석
송유래*, 정해선**, 곽진***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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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AI융합네트워크학과, 사이버보안학과

Analysis on Security Threats of SNS Application based on Artifacts

Yu-Rae Song*, Hae-Seon Jeong**, Jin Kwak***

*Department of Cyber Security, Ajou University

**ISAA Lab., Department of AI Convergence Network, 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AI Convergence Network, Department of Cyber Security,
Ajou University

요 약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애플리케이션이 각종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

일상에서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때 애플리케이션 사용 과정에서 모바일 기기는

디렉터리나 DB(DataBase)에 사용 히스토리, 캐시 등 애플리케이션 사용 결과 생성된 다양한

아티팩트를 저장하는데, 이에 따라 아티팩트 내에 저장된 민감 정보나 신상정보를 악용한 보안

위협이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을

활용하여 아티팩트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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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명, 위치 정보, 이메일 등 사용자 행위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 수집 기법

안드로이드 OS(Operating System)

환경에서는 루팅을 통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후에 DB 파일 및 디렉터리 내 각종 파일을

추출함으로써 아티팩트를 수집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파일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아티팩트

내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1].

아티팩트가 정형화된 파일 형태로 저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일 내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인 헥사 뷰어를 통해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

또한, 삭제된 파일의 경우에도 SQLite

레코드 복구 기법, ext4 파일 시스템 비할당

영역 카빙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아티팩트를

수집할 수 있다[1].

본 논문에서는 해당 아티팩트 수집 기법을

활용하여 수집된 SNS 애플리케이션의

아티팩트를 분석한다.

III. SNS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 분석
본 장에서는 안드로이드 OS 환경에서 D사,

T사, I사 애플리케이션의 아티팩트를 분석한다.

3.1 D사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 분석

D사 애플리케이션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로,

동일 채널 사용자 간 각종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한다. D사 애플리케이션의 아티팩트 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개인정보, 메시지 관련

정보, 통신 채널 서버 정보 등의 유의미한

정보를 평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STORE_CHANNELS _PRIVATE_V *

파일에는 연락처에 있는 사용자의 ID가,

STORE_MESSAGE_CACHE_V* 파일에는

발신자 ID, 메시지 내용, 메시지 송수신 시간,

메시지 내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이

저장된다. STORE_GUILDS_V* 파일에는 통신

서버명, 서버 생성 날짜, 서버 위치가 저장되며,

STORE_USERS_ME_V* 파일에는 사용자

이메일 주소, 사용자명이 저장된다. 그리고

com.discord_preferences.xml 파일에는 가입 시

사용된 사용자 이메일 주소와 사용자 ID가

저장되고 prefsSessionDurable.xml 파일에는

사용자 이메일 주소가 저장된다[2].

File File Path Collected Data
STORE_

CHANNELS_

PRIVATE_V*

/data/data/

com.discord/

files

User ID in Contact

STORE_

MESSAGE_

CACHE_V*

Sender ID, Content of

Message,

Time of Message

Sending/Receiving,

Attached URL

STORE_

GUILDS_V*

Communication

Server, Creation Date

of Server, Location of

Server
STORE_

USERS_ME_V*

User Email Address,

User Name
com.discord_

preferences.xml
/data/data/

com.discord/

shared_prefs

User Email Address,

User ID
prefsSession

Durable.xml
User Email Address

<표 1> D사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

3.2 T사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 분석

T사 애플리케이션은 트윗(Tweet)이라는

단문 메시지를 생성하여 유포할 수 있는

메신저로[3], 상대의 활동을 보여주는

팔로우(Follow), DM(Direct Message)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4]. T사 애플리케이션의

아티팩트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사용자

계정 관련 정보, 주고받은 DM 정보, 작성한

트윗 정보 등 사용자의 신상정보 및 민감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userID]-3.db 파일의 users 테이블에는

사용자 계정 정보, 사용자가 올린 트윗 정보

등이 저장된다. message 테이블에는 사용자가

주고받은 DM 관련 정보가 저장되며, statuses

테이블에는 사용자의 트윗 관련 정보가

저장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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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File Path Table Collected Data

[userID]-

3.db

/data/data/

com.twitter.

android/

database/

users

User ID, Nickname,

Location,

Follwer/Following,

Number of Tweets,

Creation Date of

Profile, Updating

Time, Friend’s

Status

message

Content of DM,

Sending Time of

DM

statuses

User ID,

Content of Tweet,

OS Information,

Time of Tweet

<표 2> T사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

3.3 I사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 분석

I사 애플리케이션은 온라인 사진 공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NS로, 해시태그, DM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3]. I사 애플리케이션의

아티팩트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DM 관련

정보, 사용자 활동 정보, 갤러리 정보, 네트워크

정보 등을 평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direct.db 파일에는 다른 사용자들과

송수신한 DM 내용, DM 전송 시각, 송수신자,

사용자의 DM 최종 확인 시간 등 DM 관련

정보가 저장된다.

Cookies 파일에는 통신 시 활용된 세션의

ID인 sessionid, 서버에서 부여받은 사용자 고유

번호인 user_id, 각종 Token 정보 등 통신에

필요한 사용자 정보가 저장된다.

Web data 파일에는 프로필 정보, 이메일,

위치 정보, 핸드폰 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이

저장된다.

cache와 files 디렉터리에는 업로드된 게시물

관련 정보가 저장되며, images 디렉터리에는

애플리케이션 메인에 올린 이미지 파일들이

저장되고, shared_prefs 디렉터리에는 태그

내용, 팔로잉 여부 등의 정보가 XML 파일

형태로 저장된다[5].

File File Path Collected Data

direct.db

/data/data/

com.instagram.android/

databases/direct.db

Content of DM,

Sender,

Receiver,

Sending Time

of DM

Cookies

/data/data/

com.instagram.android/

app_webview/cookies

sessionid,

user_id,

Token

Information

Web

data

/data/data/com.instagram.

android/app_webview/

Web Data

Profile

Information,

Email, Phone

Number

cache
/data/data/com.instagram.

android/cache

Uploaded Image

on Feed

files
/data/data/com.instagram.

android/files

Edited Image,

Temporary

Saved Image

images

/data/data/

com.instagram.android/

images

Profile Image,

Posted Image,

Thumbnail of

Video

shared_

prefs

/data/data/

com.instagram.

android/shared_prefs

Tag,

Following

Status,

Timestamp,

F Company

Account

<표 3> I사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

IV. SNS 애플리케이션 보안 위협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아티팩트를

기반으로 SNS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위협을

분석한다.

4.1 개인정보 유출

SNS 애플리케이션의 아티팩트 분석 결과

평문 형태로 저장된 신상정보 및 민감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격자가 모바일 기기를 획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기기 소유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 아래 <표 4>는 SNS 애플리케이션별

유출 대상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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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Artifact Information

D Company

STORE_MESSAGE_

CACHE_V*

Personal

Information from

Message
STORE_USERS_

ME_V*

Personal

Information

T Company [userID]-3.db

Personal

Information from

DM, User

Account, User

Sensitive

Information

I Company

direct.db

Personal

Information from

DM

Web data

Account,

Personal

Information

shared_prefs
User Sensitive

Information

<표 4> 유출 대상 개인정보

4.2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공격

평문 형태로 저장된 <표 5>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공격자는 피싱, 스미싱 등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Application Artifact Available Data

D Company

com.discord_

preferences.xml
User Name,

User ID, Email

prefsSessionDurable.

xml
STORE_USERS_

ME_V*
T Company [userID]-3.db User ID

I Company
Web data

Email, Location,

Phone Number,

Credit Card

Information
images Profile Image

<표 5> 2차 공격 시 활용 가능 정보

4.3 통신 네트워크 장애

<표 6>과 같이 평문으로 저장된 통신

서버명, sessionid, Token 등을 활용하여

공격자는 통신 서버를 공격하여 서비스의

가용성을 침해하는 DoS(Denial of Service)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sessionid와

Token을 이용하여 Session Hijacking 공격을

수행할 수 있으며, 탈취한 세션의 트래픽을

스니핑 하거나 스푸핑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Application Artifact Available Data

D Company
STORE_

GUILDS_V*

Communication Server,

Creation Date of Server,

Location of Server

I Company Cookies
sessionid,

Token Information

<표 6> 네트워크 공격 시 활용 가능 정보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SNS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D사, T사, I사 애플리케이션의

아티팩트를 기반으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SNS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다. 향후에는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기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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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기능을 제공

함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처리

가능해졌다[1].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에는 사용

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개인 정보 및 사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스마

트폰에 남아있는 데이터 유출 및 수집에 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스마트폰의 보

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숨겨진 공간에 이동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데

이터 은닉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Vault

앱 또는 Locker 앱)의 경우 몰카 범죄 등에 악

용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2]. 은닉된

* 본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1-0-00540, GPU/ASIC 기반 암호알고리즘 고속화

설계 및 구현 기술개발)

데이터는 수사 과정에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

거나 데이터 암호화로 인하여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은닉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은닉 기법에 관한 사전연구가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Vault 앱 중에서

Calculator – Photo Vault & Video Vault hide

Photos(이하 Calculator)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분석한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및 분석 환경을

서술하고, 3장에서는 Calculator 애플리케이션의

암호화 알고리즘 및 자체 제작 알고리즘을 분

석하고 원본 데이터를 획득 방법을 제시하며,

4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II. 관련연구 및 분석 환경

2.1 관련연구

애플리케이션 분석을 통해 암호화된 증거자

료의 원본을 획득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강수진 등은 사진 및 멀티미디어

사진 및 동영상 은닉/암호화 특정 애플리케이션 분석*

최용철*, 김기윤*, 김종성**

국민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Analysis of Photo and Video Hiding/Encryption Specific Application

YongCheol Choi*, GiYoon Kim*, JongSung Kim**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tudent)*, (Professor)**

요 약

사용자 인증을 통해 암호화 및 은닉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범죄에 악

용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암호화 및 은닉 애플리케이션인 Calculator – Photo Vault

& Video Vault hide Photos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했다. Calculator는 고정된 데이터와 자체적으로 제작한 해

시함수를 활용하여 주요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은닉 및 암호화에 관련된 모든 과

정을 밝혀냈으며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은닉 및 암호화된 데이터의 원본데이

터 획득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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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암호화 하고 은닉하는 애플리케이션 사진

잠금, 사진/비디오 숨기기, Safe Gallery/Camera

를 분석한바 있다[3]. 해당 연구에서는 적용된 알

고리즘을 역공학하는 것으로 사용자 입력 비밀번

호 획득 방안을 제시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

호화 했다. 박진성 등도 사진 및 멀티미디어 파

일을 암호화하는 LockMyPix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해 사용자 입력 PIN을 복구 및 데이터 복

호화를 진행했다[4]. 또한, 김종만 등은 이러한

앱들에 의해 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경우를 위

해 애플리케이션 탐지 및 증거자료 수집을 위

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바 있다[5]. 이러한 연

구들은 Vault 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 유사하다.

2.2 분석환경

본 논문에서는 Calculator 애플리케이션의 데

이터베이스 및 동작과정을 분석한다. 저장된 데

이터의 구조 및 실제 값을 확인하기 위해 hex

editor인 HxD[6]을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위해 DB Brower for SQLilte[7]를 사용

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의 동작과정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디컴파일러인 JEB Decompiler[8]

를 통해 분석을 진행했다. 다음 [표 1]은 본 논

문에서 사용한 도구의 정리표다.

Device and
Software

Version

Mi MAX2
(MDE40)

Android 7.1.1

HxD (hex
deitor)

2.4.0.0

DB Browser for
SQLite

3.12.0.0

JEB 3.7.1
Application Package Version

Calculator –
Photo Vault &
Video Vault
hide Photos

com.hld.anzenbokusucal 10.0.7

[표 1] 분석 환경

III. Calculator 분석 및 데이터 복호화

Calculator 애플리케이션은 계산기 애플리케이

션으로 위장되어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진 및

동영상의 은닉 및 암호화 기능을 제공한다. 최초

실행시 사용자 입력 비밀번호를 등록하며, 해당

비밀번호와 ‘=’ 연산자를 입력하기 전까지는 계산

기로써 작동한다. 비밀번호와 ‘=’연산자를 입력한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실제 기능인 은닉 및 암호

화 기능을 사용 가능한 메뉴로 넘어간다. 해당

메뉴에서는 데이터의 은닉 또는 암호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능이 변경된다.

3.1 데이터 암호화 키 및 암호 알고리즘

Calculator 애플리케이션은 Dalvik Executable

파일 및 동적 라이브러리의 다양한 위치에 키를

분리해 저장하고 있다. 분리된 데이터들은 모두

고정 값으로 조합 시 “Rny48Ni8aPjYCnUI”의

16-byte 값이 된다. 해당 값은 암호화 키 용도

외에도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사용된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 암호 알고리즘은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이며

AES/CBC/PKCS#7로 운영모드 및 패딩을 사용

하고 있다. IV의 경우 암호화 키와 동일한 값을

사용한다.

3.1 데이터베이스 분석

Calculator 애플리케이션은 /sdcard 영역 내에

.privacy_safe/ 폴더를 생성하고 그 하위 경로에

privacy_safe.db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은닉및암

호화된 데이터를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는 SQLite3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모듈인 SQLCipher[9]에 의해

암호화 되어있다. SQLCipher의 파라미터는 버전 3

의 default 값 (page size 1,024 bytes, iterations

64,000, hash algorithm SHA1)을 사용하고 있으며,

passphrase의 경우 3.1절의 고정 값을 사용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원본 파일의 형식과 크기,

경로, 데이터 잠금 해제용 패스워드가 저장되

어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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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rivacy_safe.db의 file_info 테이블 내용

은닉 및 암호화된 데이터는 /sdcard/.privacy_safe

경로에 저장된다. 이때 데이터의 파일명은 다음 (그

림 2)과 같은 패턴으로 변경된다.

적용한 옵션 은닉 또는 암호화에 따라 “h-”

또는 “e-”를 구분자로 파일 맨 앞에 붙이며 이

후 random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Random UUID)와 원본 데이터의 확장자에 따

른 해시코드와 특정 문자열을 순차적으로 연접

하여 파일명을 생성한다.

(그림 2) 파일명 구조

원본 파일명과 변경된 파일명은 한 쌍을 이

루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다.

3.2 Shared_pref 분석

Shared_pref는 애플리케이션 설정 및 관련 데

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Calculator는 해당

파일에 사용자 접근 제어를 위한 정보, 상태정

보 그리고 은닉 및 암호화 해제를 위한 패스워

드 복구용 정보 등이 저장되어있다. 각각의 데

이터는 암호화 혹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체 제

작한 해시 함수가 적용되어 있다(그림 3).

(그림 3) 암호화된 share_privacy_safe

자체 알고리즘의 경우,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NULL 값을 AES/CBC/PKCS#7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각각 암호화를 수행한다. 키 값과 IV 값

은 파일 암호화 시 사용된 키와 동일하게 사용

된다. 각각 암호화된 값 16바이트를 연접하여

총 32byte를 만든다. 만들어진 값을 이용하여

특정 연산을 통해 1바이트씩 해시에 사용될 값

을 만들어낸다. 반복을 통하여 총 16바이트의

값을 배열에 저장한 뒤, 마지막으로 AES/CBC/

PKCS#7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한다. 마지막

값을 비교 값으로 사용하며, 접근제어 및 비밀

번호 복구 등에 사용된다. 알고리즘의 흐름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자체 해시 알고리즘 흐름도

3.3 원본파일 획득

Calculator의 데이터 은닉은 확장자를 제거하

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그니처 분석을

통해 원본 데이터의 확장자를 획득하거나,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 확장자를 획득하여 파일명

에 덧붙이는 것으로 복구해낼 수 있다.

암호화된 파일의 경우 3.1절의 암호화 키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복호화 하는 것으로 원본

파일을 획득할 수 있다(그림 5).

(그림 5) 복호화된 원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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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계산기로 위장하여 데이터 은

닉 및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Calculator 애플

리케이션에 대해 분석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확

장자를 제거하여 은닉하거나 하드 코딩된 문자열

을 사용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 원본 데이터 및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모두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되어있었으며,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상

태정보 그리고 비밀번호 복구 정보의 경우 shared

_pref에 저장되어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에 저

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원본 데이터의 획득 방안

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해당 앱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수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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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디지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모

든 업무와 산업이 IT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보안 관리자나 시스템 담당자가

관리해야 할 시스템의 댓수는 많게는 수천대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이나 조직의

규모가 크고 사용하는 시스템이 많을수록 관리

의 편의를 위해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

템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AD(Active Directory)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

제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다수의 윈도우 시스

템을 관리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

서 AD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AD는 관리

와 자원의 활용성 측면에서 편리한 서비스이지

만 계정 및 권한 관리, 외부와의 접점 등 보안

을 위해 신경써야 할 포인트들이 다양하다. 이

러한 관리 및 설정상의 허점을 노린 AD 침해

사고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업의 AD환경에서 발

생한 침해사고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해 AD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해킹 공격조직의 공격 방식에 대해 분석 후 공

격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II. 본론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AD 환경의

침해사고 10여건을 중심으로 사고 사례를 분류

해보았다. 공격자들은 자기 과시나 정치적· 군

사적 목적 등으로 공격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주로 금전적인 목적으로 공격을 수행

한다. AD환경에서의 공격 역시 금전적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랜섬웨어 공격 후 데이터 복

호화 비용을 요구하거나, 기업 내부 정보를 탈

취하여 협박을 하는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최

근에는 랜섬웨어와 정보 유출 두 가지 공격 방

식을 모두 사용하여 이중협박을 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Active Directory 환경에서의 공격 유형 연구

김가영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대학원생)

Types of Attacks in Active Directory Environment

Kayoung Kim*

컴대원 영문, Korea University(Graduate student)

요 약

최근 많은 기업들이 기업 내부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AD(Active

Directory)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AD는 관리와 자원의 활용성 측면에서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계정 및 권한 관리, 외부와의 접점 등 보안을 위해 신경써야 할

포인트들이 다양하며 AD 계정 탈취만으로 공격자가 AD DC를 장악하여 대형 침해사

고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D환경에서 발생한 국내 공격 사례에 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AD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공격조직의 공격 방식에 대하여 연구하여 공격자의

행위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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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D 사고 유형 분석

19년 상반기에는 같은 공격자에 의해 수많은

AD환경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

었으며, 공격 방식은 대부분 동일하였다. 스피

어피싱을 통해 AD에 조인된 PC를 원격제어 악

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계정탈취 도구로 AD계

정을 획득한다. 측면 이동을 통해 내부망을 이

동하다가 AD관리자 계정을 확보하면 거점 서

버에서 파워셸과 SMB를 통해 타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등록하여 랜섬웨어에 감염시키거나 AD

DC의 정책 배포 기능을 통해 랜섬웨어를 배포시

킨다. 이는 18년도 말에 발생했던 침해사고도 같

은 방식으로 발생하였고, 최근에 발생하는 대부

분의 침해사고 역시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20년도에는 DMZ구역에 있는 웹서버가 장악

당한 후 관리자 PC를 감염시켜 이후 측면 이동

을 통해 계정확보 등 같은 방식으로 AD전체가

장악 당한 후 데이터가 유출됐던 사고도 발생

하였다.

AD환경에서 발생하는 공격 사례들을 살펴보

면 공격 목적과 공격 과정에서 사용한 악성코

드, 세부 공격 방식은 다르지만 공격 과정에 있

어서는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과정에서 공격자의 행위들을 9단계로 상세

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보았다.

2.1.1 사고유형 시나리오 분석

분류 설명

정찰

공격자는 APT 공격을 위해서 공격

대상의 정보를 수집한다. 외부에 오

픈되어 있는 직원메일 계정 정보를

수집하거나, 외부로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 등의 정보들을 수집한다.

최초

침투

AD를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에서

확인되었던 최초 침투 방법은 크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스피어피

싱 메일을 발송하여 AD에 조인되

어있는 직원 PC를 감염시키는 방

법이 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다. 또한 DMZ 구간의 취약한 웹

서버, 메일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

약점, RDP 접속 등의 취약점을 이

용하여 기업 내부망의 최초 침투

에 성공한다.

원격

제어

공격자는 내부 시스템에 들키지

않고 원활하게 접속하여 다양한

명령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격

제어 악성코드를 사용한다. 시스템

정보들을 수집하여 명령제어 서버

로 전송하기도 하고 공격에 필요

한 추가 악성코드 및 도구들을 다

운로드한다. 또한 백도어를 심어놓

게 되면 시스템에서 탈취한 계정

정보가 도중에 변경되더라도 공격

을 지속할 수 있어 유용하다.

지속성

확보

공격자는 AD 내부에 거점을 장악

하였더라도 감염 시스템 재부팅으

로 인해 실행 중인 악성코드가 종

료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나 작업 스케쥴러에 등록하

거나 시작 프로그램 설정을 통해

시스템 재부팅 시 악성코드가 다

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수집

공격자는 최초 침투에 성공 후 내

부 네트워크 구조, 조직도 등의 정

보들을 파악하기 위해 망 내부를

스캔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네트워

크 스캐닝 도구를 사용하여 동작

중인 서비스와 오픈된 포트 정보

들을 확인하고 사용 중인 보안 장

비 및 시스템들의 정보를 수집하

며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여 권한

이 많은 관리자 PC나 주요 서버들

을 확인하여 적절한 거점을 찾는

다. 이 과정에서 PC에 텍스트로

저장해 놓은 계정 정보들을 발견

하기도 하고 송수신된 메일을 탈

취하여 정보들을 수집하기도 한다.

자격

증명

확보

AD 환경에서 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선 AD계정 탈취는 반드시 필요

한 과정이다. 공격자는 주로 알려져

있는 패스워드 탈취 도구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저장된 계정 정보(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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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앞에서 AD환경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 시나

리오의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침해

사고 공격 방식은 점차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AD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 시나

리오를 살펴보면 모든 과정이 필연적으로 이루

어져야하는 과정이고 원격 제어, 지속성 확보,

자격증명 확보, 측면 이동 등은 그 방법도 유사

한 방식이 사용된다.

본론에서 정리한 공격 시나리오 분석표는

AD환경에서의 공격 과정을 MITRE ATT&CK

에 나온 전술(tactics)에 따라 과정을 나누어 서

술한 것이다. 단계별 공격 전술 분석을 통해

AD환경에서 발생하는 해킹 사고의 흐름을 이

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AD환경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기업환경에 맞게 보

안 위협을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AD환경의 침해사고

과정에서 남는 단계별 흔적(Artifact)에 대해서

분석 후 분류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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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력이 있거나 서비스 관리용 계

정 등)를 탈취하여 내부 이동에 사용

한다. 수집한 계정이 일반 사용자 계

정일 경우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내

부망을 이동하며 계정 정보들을 수집

하다가 최종적으로 관리자 계정을 획

득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측면

이동

공격자는 앞에서 탈취한 관리자

그룹 계정을 통해 AD에 조인되어

있는 내부 시스템들을 장악해나간

다. RDP를 사용하여 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윈

도우 파일 공유 프로토콜(SMB)

기능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전파

하고 추가 감염시킨다.

타격

공격자는 금전적인 목적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공격 유형이 랜섬웨

어 감염과 데이터 유출이다. 내부망

장악 후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거점 서버를 이용한다. AD

서버의 그룹정책 개체 기능(GPO)을

사용하여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일반 거점 서버를 통해 각 시스템에

배치 파일이나 스케쥴러 등록을 통

해 랜섬웨어에 감염시킨다. 또한 데

이터 유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

SMB 기능을 통해 정보를 거점 서

버로 수집한 후 유출하기도 한다.

방어

회피

공격을 마친 공격자는 공격에
사용하였던 악성코드나 공격 도구,
그리고 이벤트 로그와 같은 공격
흔적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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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보안성 확보 방안 연구

류지선, 윤경환

국방기술품질원

Improving Security for Software in Weapon System

Jiseon Yu, Gyeonghwan Yoon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요 약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확보 방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매뉴얼 상 보안성은 전장관리정보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

질적으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보안성 확보 방안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무기체계 소프트웨

어는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므로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SW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와 같은 일반적인 보안약점 리스트를 적용하여 보안성을 확보하기에는 분명

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보안성 확보의 한계점

을 분석하고, ISO/IEC 25023 표준을 적용하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보안성을 정량적으로 측정

함으로써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I. 서론

국내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획득은 「무기체

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의된 표준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표준 산출물

을 작성한다. 보안성 확보 활동은 매뉴얼 제4장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세스에서 다룬다. 매뉴얼

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보안성 시험”

은 해킹 등 사이버공격의 원인인 보안약점을

개발단계에서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행정안전

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적용하여 개

발하였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말하며 전장관리

정보체계를 대상으로 수행한다[1]. 이와 같이 무

기체계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

하고 있지만 매뉴얼 상 보안성은 전장관리정보

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보안성 확보 방안은 미비

한 상황이다. 현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함을 사전

에 제거할 수 있는 신뢰성 시험을 수행함으로

써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확보에만 집

중하고 있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은 코딩규칙 검증, 취약점 점검 및 소스코드 메

트릭 점검 등의 시험 수행으로 소프트웨어의

잠재적 결함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이러한 활동

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

운 실정이다. 현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보안

성 연구 동향으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활용하여 무

기체계에 RMF(Risk Management Framework)

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와 신뢰성 시

험을 수행하는 단계인 시험평가 단계를 개선하

여 보안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2][3], 현재 무기체계 소프트웨

어에서 보안성과 가장 인접한 항목을 신뢰성

시험 항목 중 취약점 점검으로 보아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보안성에 대한 연구는 취약점 점검

항목 개선 등 신뢰성 시험 개선에 초점이 맞춰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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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보안성

향상을 위해 ISO/IEC 25023 표준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품

질 관점의 보안성 향상 방안을 제안하고 개발

단계에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보안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보인다.

II. 이론적 배경

2.1 현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보안성 확보의

한계점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내에서

가장 보안성과 관련 있는 활동은 신뢰성 시험

중 정적시험의 취약점 점검이다. 취약점 점검이

란 소스 코드가 CWE(Common Weakness

Enumeration) 목록에 정의된 취약점을 포함하

고 있는지 점검하는 활동을 말하며 무기체계

보안성 향상을 위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 취약

점 점검 목록을 개선하는 방향의 연구이다

[4][5].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서 보안약점을 제거하는 기준이 되는 행정안전

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는 현재 전

장관리정보체계를 대상으로 보안성 시험의 기

준이 되고 있지만 이는 네트워크 계층 중 어플

리케이션 계층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약

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

없이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등 특정 기능을 수

행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인 무기체

계 소프트웨어에 적용하여 보안성을 확보하기

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2.2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는 방위사업청 「무기체

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서 정

의하고 있는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

세스는 기본적으로 V 모델의 프로세스를 따르

고 있다. 각 개발 단계에 따라 산출물로 소프트

웨어 기술문서를 작성한다. 개발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산출물로 소프트웨어 기술문서를 작

성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전 단계에서 형상

관리를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무기체계 소프트

웨어 보안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기체계 소프트

웨어 개발 프로세스 중 요구사항단계에서부터

보안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 산출물

에 상세히 기술하고, 이후 설계, 구현 단계 그

리고 규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산

출물 내에서 보안성을 추적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 전 단계에서 보안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정

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준인 ISO/IEC

25023을 적용하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보안성

을 측정하고 정량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무기체

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전 단계에서 보

안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III. ISO/IEC 25023을 활용한 무기체

계 소프트웨어 보안성 확보 방안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소프트웨

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 명확한 신뢰

성 시험 기준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

나 신뢰성 시험으로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어렵

기 때문에 ISO/IEC 25023 시스템 및 소프트웨

어 제품 품질에 정의된 보안성 측정(security

measures)을 활용하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보

안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개발 프로세스 전

단계에서 관리해야 한다.

ISO/IEC 25023은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

품 품질을 ISO/IEC 25010에서 정의된 특성 및

부특성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품

질 측정 항목들을 정의한 것이며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시스템 품질에 관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이다. 보안성 측정

은 제품이나 시스템이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

하여 사람이나 다른 제품 혹은 시스템이 그들

의 유형과 권한 수준에 적합한 데이터 접근을

하도록 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보

안성의 부특성에는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

성, 책임성, 신원 인증성이 있으며 각각의 부특

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품질을 측정하는 항목은

Table 1과 같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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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characteristics

of security

The quality measure

name

Confidentiality

Access controllability

Data encryption

correctness

Strength of cryptographic

algorithms

Integrity

Data integrity

Internal data corruption

prevention

Buffer overflow prevention

Non-repudiation Digital signature usage

Accountability

User audit trail

completeness

System log retention

Authenticity

Authentication mechanism

sufficiency

Authentication rules

conformity

Table 1. The subcharacteristics of security and the

quality measure name according to ISO/IEC 25023

ISO/IEC 25023에서 정의하는 보안성 품질

특성을 활용하여 각각의 부특성을 측정하기 위

해서는 무기체계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여 요구

사항 분석 단계와 구조/상세 설계 단계에서 각

산출물에 무기체계에서 필요한 보안 기능을 도

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특성인 보안성의 부특

성에는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성, 책임성, 신

원 인증성이 있다. 이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 활용하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추적 및 관리한다면 지금처럼 무기체

계 소프트웨어 보안성에 뚜렷한 기준이 없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ISO/25023을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적

용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보안성이 지니는 부특성 중 부인 방지 측정

(non-repudiation measures)은 부인 방지가 요

구되는 사건 중에서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처

리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함수이

다(Table 2). 그러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는 인

증 기능이 없는 단순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펌

웨어(firmware) 등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전자 서명 기능이 탑재된 무기체

계는 극히 드물고 이에 따라 ISO/IEC 25023에

서 정의하는 보안성의 부특성 모두를 측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Digital

signature

usage

X = A/B

A = Number of events that

ensure non-repudiation using

digital signature

B = Number of events requiring

non-repudiation using digital

signature

Table 2. The non-repudiation measures

따라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보안

성의 부특성을 선별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개발 계획

단계부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전 단계

산출물에 수치로써 보안성을 관리하고 이를 시

험하는 방법을 구체화 시켜 나가면 추후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개발보안 가이드로

활용 및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보안성

을 측정 및 시험하는 방안의 부재와 보안성을

확보함에 있어 현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무기체계 소프

트웨어 보안성 확보를 위해 ISO/IEC 25023을

활용하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보안성을 정량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방위사업 품질관리에

참여하여 선제적인 무기체계 품질 확보에 노력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활용하여 무기체

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보안성을 확보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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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ISMS 인증을 위한 핵심 보안 통제 및 축약 보안
통제 진단 가이드 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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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정보보안 위협 이슈로 부터 많은 기업, 기관, 상급학교 및

병원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준비하고,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을 투자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ISMS 인증 제도를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시간, 금전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105가지의 ISMS통제 항목과 영국

의 Cyber Essentials(CES)을 참고하여 7가지 통제 항목으로 새로 축약하였다. 또한 축약

한 간편 ISMS 인증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통제 항목을 점검하기 위해

배치파일 및 스크립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취약한 항목을 자동으로 진단하

도록 구현했다. 이 진단 도구는 향후 간편 ISMS 인증을 위한 핵심 보안 통제 항목 및

진단 가이드 툴 혹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정보보호 관리체

계 이하 ISMS는 중견규모 이상의 기업 및 기

관에 적합한 정보보호 수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인증 취득 및 유지를 위해서 소요 되는 평균

비용과 기간은 각각 2180만원, 5.5 개월 이다.[1]

이에 따라 ISMS 와 영국의 Cyber Essentials

통제 항목들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에게 보다 적

합한 형태로 선별했으며, 위 축약 ISMS를 토대

로 보안 통제 진단 가이드 툴을 제시한다. 위

툴은 윈도우 시스템, 윈도우 서버, DBMS, 자가

진단 이하 4부분의 점검 항목으로 구성되며 중

소기업이 위 툴로 간단하며 효과적인 보안 점

검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본 논문에서는 II장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에 대해서 설명하고, III장에서는 ISMS 축약 참

고 가이드인 CES의 점검 항목과 취약점진단가

이드를 선별 기준과 함께 설명하며 IV장에서 취

약점 진단 가이드 툴의 개발 환경에 대해서 다

루고, 이어서 V장에서는 보안 통제 진단 가이드

툴의 진단 항목과 진단 방식 등을 설명한다. 그

리고 VI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는 KISA에서 ISO의

표준을 참고하여 개발한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

계이다.[2]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기업/기관이 각

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

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를 말한

다.

현재 ISMS는 관리과정과 정보보호 대책으로

구분되고, 각 5단계와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

다. 먼저 관리과정은 ‘정보보호정책 구축 및 범

위설정’, ‘경영진 책임 및 조직구성’, ‘위험 관리’,

‘정보보호대책 구현’, ‘사후관리’ 이하 5단계와

관리과정 12개의 상세 내용으로 구분된다. 정보

보호 대책은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 조직’,

‘외부자 보안’, ‘정보자산 분류’, ‘정보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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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항목 통제 분야 세부 통제 항목

사무실

방화벽 및

인터넷

게이트웨이

접근통제

영역

서버 접근

인터넷 접속

보안 구성 암호 정책 암호 정책 수립

유저 계정

접근권한

관리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사용자 인증

및 식별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

관리자

계정

접근권한

관리

관리자 및 특수

권한 관리

접근통제

영역

인터넷 접속

제한

악성

프로그램

보호

악성코드

관리
악성코드 통제

패치와

업데이트

접근통제

영역

네트워크 접근

데이터 베이스

접근

시스템 및

비스 운영

보안

공개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악성코드

관리
패치 관리

정보보호교

육

교육

프로그램

수립

교육 계획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시행

및 평가

교육 시행 및

평가

‘인적 보안’, ‘물리적 보안’, ‘시스템개발 보안’,

‘암호 통제’, ‘접근통제’, ‘운영보안’, ‘침해사고 관

리’, ‘IT 재해 복구’ 이하 13가지 통제 목적과

92가지의 통제 항목으로 구성된다.

III. 간편 ISMS

3.1 Cyber Essentials[3]

Cyber Essentials 이란 영국의 해킹 방어 센터

인 국립사이버안보센터(NCSC)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보안 인증제도이다. CES는 Cyber

Essentials와 Cyber Essentials Plus로 구성 되

며 Plus는 기술 감사가 추가로 이루어진다.[4]

타 보안제도와 달리 사이버 공격의 규모에 덜

의존적이며 일반적이고, 만연한 사이버 공격을

다룬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이며

복잡하지 않지만 조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정부 지원 제도라는 점이 장점이다.

CES는 12개월의 만료 날짜가 존재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300유로(약 41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보안 통제(control) 항목에는 조직, 보

험, 보안 사업 운영, 접근 제어, 멀웨어 및 기술

침입 이하 5개의 항목과 8개의 하위 항목이 존

재한다.[5] 국내의 ISMS와는 간략한 항목, 간단

한 심사 과정, 비교적 저렴한 취득 가격(ISMS

는 약 2000만원) 과 같은 부분이 다르며 규모가

큰 기업에 적합한 ISMS와는 달리 CES는 비교

적 작은 규모 기업에 적합하다.

3.2 취약점 진단 가이드[6]

국내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라 항목별 점검 방

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발간한 가이드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권고사항과 함께 양호 혹은 취약을 가르는 실

제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 위 기준은 각 주요정

보통신기반시설 현업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되었고, 취

약점 분석·평가 수행자의 최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

3.3 간편 ISMS 인증 기준 제시 근거

점검 항목 선별은 국내의 정보보호체계를 중심

으로 하되 선별 기준점을 CES에 맞춰서 진행

했다. 앞서 설명 했던 바와 같이 국내의 정보보

호체계는 규모가 큰 기업에 적합한 반면에

CES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이

므로 중소기업 대상 보안 점검 항목 면에서 보

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축약된 간편 ISMS

의 대표 통제 항목들은 CES의 통제 항목들을

참고했으며 서브 통제 분야와 그에 따른 세부

통제 내용들을 참고하여 ISMS의 점검 항목들

중 적합한 항목들을 선별해서 제안 했다.

[표 1] 축약된 ISMS 핵심 통제 항목

3.4 축약된 ISMS 핵심 통제 항목[7]

축약된 ISMS는 7개의 통제 항목과 1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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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통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세부적인

통제 항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무실 방화벽 및 인터넷 게이트 웨이’ 통제 항

목의 세부적인 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의 주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독립적으

로 운영되고, 외부 서비스와 개인정보를 제공하

는 웹 또는 DB와 응용프로그램 등은 독립적인

서버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내부 직원의 PC의

외부 악성코드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유

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사무실 보안 통제’ 통제 항목의 세부적인 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PC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이동

식 저장매체 이용 주의와 중요문서 파기대책을

마련 한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PC의 경우

내부 저장장치 보안에 유의하며 암호화 정책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패치와 업데이트 통제’ 통

제 항목의 세부적인 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점검 항목들을 최신

으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중요

정보를 저장하는 DB의 경우 접속내역과 접근

목적을 항시 검토해야 한다. ‘사용자 계정 설정

통제’ 통제 항목의 세부적인 통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조직 내부 모든 시스템에 보안 가이드

에 맞는 패스워드를 사용하며 안전하게 관리되

어야 한다. ‘관리자 계정 통제’ 통제 항목의 세

부적인 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자, 특수

권한 할당은 책임자의 승인과 올바른 절차를

거쳐야하며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별도의 목록

으로 통제 및 관리해야 한다. ‘악성프로그램 보

호 통제’ 통제 항목의 세부적인 통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외부 악성코드로부터 보호를 위해

올바른 절차 및 지침을 수립하고, 백신 프로그

램의 실시간 탐지 및 최신 소프트웨어 유지가

필요하다. ‘정보보호 교육’ 통제 항목의 세부적

인 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 직원의 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정보보

호 교육에는 기본적인 정보보호의 개념, 정보보

호 관리체계 구축과 정보보호 관련 법률, 최신

침해 사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IV. 간편 인증을 위한 보안 통제 진단

툴 구현 결과

4.1 개발환경

보안 통제 진단 가이드 툴을 만들기 위한 개발

환경이다. 먼저 파이썬(python) 편집기는

PyCharm, 파이썬 패키지는 Anaconda3을 사용

했다. 또한 DBMS 진단 부분에서의 DB 보안

통제 진단을 위해 오라클 DB를 사용했다.

[그림 1] 보안 통제 진단 툴 구현 메인 화면

4.2 윈도우 시스템 진단[8]

윈도우 시스템 진단 부분은 축약 ISMS의 ‘유저

계정’, ‘관리자 계정’, ‘악성 프로그램 보호’ 통제

항목과 취약점진단가이드의 W-01 항목의 윈도

우 최상위 관리자 계정 명 변경 여부, W-02 항

목의 guest 계정 상태, W-05 항목의 해독 가능

한 암호화 사용 여부, W-06 항목의 관리자 그

룹 최소한 사용자 설정, W-08 항목의 하드디스

크 기본 공유 제거, W-32 항목의 HOT FIX 적

용 여부 총 6가지 가이드를 활용했다. 현재 6개

항목 전부 개발이 완료 되어 있으며 추후 개선

사항 또한 계속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6가지

진단 항목들은 전부 취약함 판단 기준을 사용

자에게 설명하고, 윈도우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현재 진행 사항과 함께 조치 방법 또한 표시하

며 위 가이드는 배치파일을 이용하여 사용자에

게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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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드디스크 기본 공유 설정 배치파일

4.3 윈도우 서버 진단

윈도우 서버 진단 부분은 축약된 ISMS의 ‘사무

실 방화벽 및 인터넷 게이트 웨이’ 통제 항목의

‘서버 접근’, ‘인터넷 접속’ 세부 항목을 사용했

다. 먼저 서버 접근 항목에서는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독립된 서버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 하고,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PC는

독립된 사용을 위해 로컬 인터넷과 무선 인터

넷 연결을 해제하는 배치파일을 만들었다. 또한

내부직원의 업무용 PC에서 보안에 유해한 사이

트 등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

에 대한 차단 조치를 위해 \etc\hosts 파일에

유해 사이트를 입력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4.4 DBMS 진단[9]

DBMS 취약점 진단 부분은 축약된 ISMS의 ‘패

치와 업데이트’ 보안 통제 항목의 ‘데이터베이스

접근’,’패치관리’,’취약점 점검’ 세부 통제 항목과

취약점진단가이드의 D-01 항목의 기본 계정의

패스워드 및 권한 변경, D-03 항목의 기관 정

책에 따른 패스워드 설정, D-04 항목의 DB 관

리자 권한 설정, D-05 항목의 원격 DB 서버의

접속 제한, D-10 항목의 DB의 최신 보안패치

총 5가지 가이드를 활용했다. 현재는 첫 번째

항목만 실질적으로 개발이 완료 되어 있고, 나

머지 부분은 추후에 계속해서 개발해 나아갈

예정이다. 첫 번째 항목은 데이터베이스 계정의

기본으로 생성되는 디폴트 패스워드의 변경을

권고하는 항목이다. 개발 환경으로 사용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설치 시 생성

되는 기본 디폴트 계정 정보를 안내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된 계정도 사용자에게 보

여준 후 위와 같은 패스워드를 사용할 경우에

는 패스워드 변경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4.5 보안 프로그램 수립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축약된 ISMS 통제

항목 중 ‘정보보호교육’ 항목의 세부 통제 항목

을 이용해서 개발 될 예정이며, 교육 시기, 교

육 대상, 교육 내용 등 사내 직원들의 전반적인

보안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체계와 영

국의 CES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위를 바탕으로

축약한 간편 ISMS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에 적

합한 보안 통제 점검 항목을 제시한다. 축약된

ISMS의 통제 항목 축약 기준과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선별 항목을 설명하며, 보안 통제 진단

가이드 툴을 통해서 툴의 가이드 항목과 사용

자에게 제공되는 방식, 개발 방법을 설명한다.

보안 통제 진단 가이드 툴은 축약된 간편

ISMS와 취약점진단가이드를 참고하여 구현했

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취득 및 유지에 부담

을 느끼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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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개인정

보보호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보안 솔루션 도입

과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

려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보호조치로는 사

람의 행동으로 발생하는 내부자 위협을 대처하

기에 한계가 있다.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내부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정보자

산과는 달리 다양한 환경적인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식별하고 방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내부자는 개인

정보취급자로 정의하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

간제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

로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있으

나, 원칙과 기준에 대한 단순한 전달 교육으로

위협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부

터 발생하는 위협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개인정보 접근 및 권한 제어, 개인정

보보호 모니터링 등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술

적인 보호조치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솔루션으로부터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 호환성,

모니터링 범위 변경 등이 발생하여 관리에 큰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계값을 설정하여 발

생 가능성이 높은 위협을 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관리적인 방법으로는 효과성이 미흡

하며, 기술적인 보호조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개인정보취급자를 식별하고 목

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수준으로만 관리한

다면 내부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큰 잠재적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부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행동위

협을 식별하고, 인적자산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자 위험평가 연구
박선규*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대학원생)

An insider risk assessment study that handles personal information

Seon-Kyu Park*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mputer & Information
Technology(Graduate student)

요 약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라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활동과 수준이 더욱 높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평가는

대부분 정보자산을 위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인적자산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식별 수준

에 그치고 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자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취급자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식별하고 위험평가 범위에 포함하는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처리하

는 개인정보에 따른 영향과 업무 행동 위협 등을 정의하고 이를 지표화 하여 개인정보 취급자

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관리를 위한 내부 인적자산의 위험평

가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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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자 정의

내부자는 내부 네트워크 업무망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중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권한을 부

여 받은 사용자를 의미한다. 임직원을 포함하여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내부자 분류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는

<표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3]

<표 1> 개인정보취급자 정의

개인정보취급자 정의에 따라 인적자산을 식

별함으로써 내부자에 대한 가치분석 기준으로

활용한다. 내부자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의 범

위는 광범위하므로 각 업무 환경과 상황에 따

라 변경하여 구성할 수 있다.

III. 개인정보취급자 위협 식별

정보보안 위협에서 내부자 위협은 가장 대응

하기 어려운 위협에 속한다. 인적자산에 대한

위험분석이 자칫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의심

해야 하는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 대응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내부

자 행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적을 예측하여

위협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방법만이 적절한 대

응방법이 될 수 있다.

3.1. 정책위반 및 업무태만

위반은 내부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통해 발생

시키는 행위와 실수 또는 부주의에 따른 인적

오류로 구분된다.[1] 위반에서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외로 분류한다면 효과적인 위

협을 대처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의 의도를 미

리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책위반과

업무태만의 관점으로 개인정보취급자 행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구분한다.

<표 2> 정책위반 위협 예시

3.2. 행동변화

내부자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개인정보취급자의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 업

무별 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흔적을 활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시스템의 로그 수집 등을 통해 개인정

보취급자 행위에 대한 특징 및 패턴을 추출해

야 한다.[2]

<표 3> 행동변화 위협 예시

내부자 설명

임직원

신분이 보장된 기업 내부자로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인가

된 고용인

시간제

근로자

계약된 시간 동안 근무하는 내부

자로서,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인가된 고용인

파견

근로자

계약된 업무 수행을 위해 일부 개

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고용인

특징 위협

정책위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 도용

비인가 파일 반입, 프로그램 설치

업무 프로세스 우회

업무태만

우발적인 개인정보 공개

(피싱 메일, 악성코드 감염 등)

업무와 무관한 행위 발생

(사무실 촬영, SNS 업로드 등)

잠재적 위험이 큰 사용자 관리

(인사 불만, 부주의한 내부자 등)

특징 위협
업무시간 외

PC 접속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과다 조회
개인정보 대량 유출

권한 외 접속 관리자 권한 탈취

인증실패 비인가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불필요한 인쇄 개인정보 흐름 모니터링 불가

문서 복호화 개인정보 문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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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인정보취급자 위험 평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내

부자(인적자산), 발생 가능성, 위협을 구성요소

로 분석하며, 각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한다. 이는 각 조직의 업무 유형과 목적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4.1. 개인정보취급자 유형 분석

내부자인 개인정보취급자 유형에 대한 등급

을 1에서 3으로 정의했다. 개인정보 데이터의

접근 권한 및 업무 처리 중요도가 높은 사용자

는 3을 부여하고, 낮은 사용 사용자는 1을 부여

한다.

<표 4> 개인정보취급자 유형 분석 예시

4.2. 발생 가능성 분석

동일한 조직에 속해 있어도, 개인정보취급자

의 업무에 따라 위험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

다. 개인정보취급자 유형을 세분화하기 위해 업

무를 기준으로 정책위반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지 발생 가능성을 정의하였다.

<표 5> 발생 가능성 분석 예시

4.3. 행동 위협 분석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책위반, 업무태만, 행동

변화 발생 등 과거 발생한 모든 행동 위협에

대한 위협 값을 발생 건수로 평균값을 계산하

여 가중치로 산정한다. 동일한 행동 위협이 발

생한 경우 중첩하여 위협 값을 부여한다.

<표 6> 행동 위협별 위협 값

4.3.1 행동 위협 가중치 계산 예시

우발적인 개인정보 공개 1건, 업무와 무관한

행위 1건 이력이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인 경우

: (3 + 1) / 2건 = 행동 위협 가중치 2 산정

4.4. 개인정보취급자 위험 평가

위험분석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위험을 평

가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유형과 발생 가능성, 행동 위협의 가중치를 반

영하여 위험도를 산정한다.

No 개인정보취급자 유형
가중치
(1∼3)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3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Admin 2

3 개인정보처리 업무 담당자 1

4
개인정보처리 업무 담당자
(야간 교대 근무자)

2

5
주요 모니터링 대상자
(퇴직 예정자, 진급 누락 등)

3

No 행동 위협 위협 값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 도용 3

2 비인가 파일 반입, 프로그램 설치 3

3 업무 프로세스 우회 시도 3

4 우발적인 개인정보 공개 3

5 업무와 무관한 행위 1

6 잠재적위험이큰사용자대상선정 3

7 업무시간 외 PC 접속 1

8 개인정보 과다 조회 2

9 권한 외 접속 3

10 인증실패 1

11 불필요한 인쇄 2

12 문서 복호화 3

No 발생 가능성
가중치
(1∼3)

1
실물 문서(Hard Copy)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3

2
개인정보 마스킹 해제,

다운로드 권한을 가진 업무
2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업무만 수행(제한된 권한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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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위험 평가 공식

4.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방안

위험 평가 결과 위험도가 임계치 이상인 개

인정보취급자는 BlackList로 선정한다. 개인정

보보호 관리체계나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험을

감수하거나 완화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부

자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BlackList의 위험을 중점 관리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위험도가 낮은 사람으로 교체하여 위

험을 대체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해당

직무에서 면직하여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

으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내부자인 개인정보취급자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도출하고 위험을 평가

하기 위한 요소를 정의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의 기술적인 모니터링이

나 관련 법령에 의거한 관리 활동은 내부자로

부터 발생하는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사람의 행동유형을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유형

과 발생 가능한 행동 위협을 식별하며 접근한

다면 개인정보취급자의 내부자 보안 관리에 최

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효과적인 위험 평가를 지속적으로 유

지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시스템으로부터 로그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자 행위의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

술의 첨단화를 통해 사람의 행동적 특징에 관

한 정보가 고도화 된다면, 개인정보취급자의 대

한 위험평가는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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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규제전문기

관으로서 원자력사업자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Cyber Security Plan, CSP)의 심사 업무를 원자

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기준 KINAC/RS-015 및

KINAC/GR-001 을 발간하여 정보시스템 보안규

정 심사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KINAC/RS-015에 따라 사업자는 필수시스템

(Critical System, CS) 및 필수디지털자산(Critical

Digital Asset, CDA)을 식별하고 자산별 평가를

통해 요구되는 보안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현재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규제 체제는 CDA를 대상

으로 하고 있는 바, 노심손상과 직접 관련된 핵심

디지털자산(Vital Digital Asset, VDA)을 식별하

고 규제 대상에 적용하여 규제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심사체계에 VDA가 추가되

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CSP 변경심사 수요 증대

및 VDA를 포함한 심사 체계 강화를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한다. 현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CSP

변경에 대한 별도의 공개된 지침은 없으므로, 사

이버보안과 유사성이 많고 보다 체계적으로 변경

심사가 진행되는 디지털계측제어시스템(Digital

Instrumentation & Control System, DI&C)에 대

한 변경심사 체계를 분석하여 CSP 심사체계 강화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대상으로 선정한 문서는

NRC DI&C-ISG-06 Licensing Process Interim

Staff Guidance Rev.2 이다. 해당 문서는 정식

발행된 문서는 아니지만, 본 분석의 목적이 가장

최신의 인허가 체계분석이므로 이를 분석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II. DI&C 변경심사 체계
NRC의 DI&C 변경심사는 그림 1과 같은 흐름

을 따르며, 크게 단계(Phase) 0, 1, 2 및 변경심사

미국 NRC의 디지털계측제어시스템 변경심사 과정
분석 및 국내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심사체계 개선

고려사항

장은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원)

A Study on Digital Instrumentation & Control System of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U.S.) for Advanced Regulatory Review

System for Cybersecurity of Nuclear Facility

Eunji Chang*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Researcher)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심디지털자산이 규제체제에 포함될 시에 증대될 심

사 수요에 대비하여 심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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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Post-License Amendment Issuance) 단

계로 구분된다. 동시에 변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기 승인된 특정주제 보고서(Topical

Report)의 활용정도에 따라 티어(tier)1, 2, 3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 승인된 특정주제보고서를 그대

로 적용할 경우 티어 1로 구분하여 심사과정이 간

결해지고, 활용하지 않을 경우 티어 3으로 구분하

여 전체를 심사하게 된다.

[그림 1] NRC DI&C 변경심사 과정

2.1 변경심사 신청 전 단계 – 단계 0

(Pre-Application, Phase 0)

사업자의 변경심사 신청 전, NRC는 사전회의

를 통해 변경사항의 핵심 설계개념, 주요 변경사

항, 심사에 필요한 도구, 변경 범위, 변경심사를

위한 행정적 절차, 문서제출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 회의의 논의사항은 주요 기술사항 외에 원활한

심사를 위한 심사일정 및 현장심사 범위를 포함한

다. 사전회의에 이어 NRC는 논의한 주요 사항을

분석하고 이 과정은 사업자의 설계개념에 대한 사

전평가 및 사전평가에 중요한 부분들을 포함하여

야 한다. 해당 단계는 사업자의 변경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보하고 변경심사 가치가 있는지 확인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본격

적인 심사 전 논의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

소요를 줄여서 심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사체계 개선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2.2 초기 신청 전 단계 – 단계 1(Initial

Application, Phase 1)

단계 0을 통해서 충분히 변경심사를 진행할 준

비가 되었다고 판단할 시, 사업자는 공식적으로

변경신청을 하게 되고 NRC는 “수용여부 판단 절

차(Acceptance Review Procedure)”에 따라 변경

심사 수용여부 심사를 진행한다. 단계 1에서 NRC

심사원은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초안을 작성

하여야 하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답변 요청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RAI)을 진

행하여야 한다. 질의에 대해서 사업자는 다음 단

계(단계 2) 자료 제출 전 까지 답변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확신을 얻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

고 현장을 방문하는 단계 1의 심사활동은 국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NRC는 업무의 각 단계

에서 Nuclear Reactor Regulation Office

Instruction의 문서를 통해 주제별로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 전반에서 이를 참조하고 있다. 이

러한 세부 심사절차는 심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심사 품질 유지 관리를 통

한 심사 효과성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현재 국내

심사에 적용되는 각 활동의 세부절차를 추가적으

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3 계속 심사 단계 – 단계 2(Continued

Review, Phase 2)

사업자는 단계 1의 질의에 대한 답변 후 보충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 2에서는 변경심

사에 대한 최종 판단이 확실해질 때 까지 질의·답

변 과정을 충분히 반복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

장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NRC 심사원은 단계 2

를 통해 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안전성평가결과

를 완결해야 하며, 안전성평가보고서(Safety

Evaluation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단계 2는 심사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

로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활동은 국내와 유사

하다. 단, NRC의 경우 최종 심사결과물인 안전

성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매 단계의 결론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단계 0의 경

우 예비 평가서(preliminary assessment)를, 단

계 1에서는 안전성평가보고서 초안, 단계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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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종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는 사이버보안 심사의 특성 상 정량적인 판단

보다는 정성적 판단에 근거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판단에 대한 충분한 문서화된 근거

를 통해 심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일 것이

다. 따라서 심사 각 단계의 주요 산출물을 미리

정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3 승인 후 단계(Post-License Amendment

Issurance)

변경심사 과정은 수정 면허(License amendment)

가 발급될 시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사업자는 면

허의 수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장비를 설치하거

나, 관련 절차 혹은 기술사양서(Technical

Specification, TS)와 같은 문서를 수정하고, 운영

을 위한 테스트(startup testing)를 수행할 수 있

다. 모든 승인 과정이 끝난 후, 사업자는 품질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사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원자력안

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

책법(방사능방재법)에 따라 규정의 변경승인을 득

한 후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NRC의 경우,

변경심사 후 현장검사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관

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품질관련

법령 및 요구사항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와 다르다. 상기 현장검사 절차 및 품질관련 법령

이 해당 지침의 적용범위는 아니지만, 후속 과정

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심사에서 검사로 이어지

는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의 심사, 검사, 위협평

가, 훈련평가 등 규제활동 연계가 가능한 사항의

지침서에는 연계사항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III. 심사체계 개선 시 고려사항 종합

2절을 통해 NRC DI&C 변경심사의 각 단계

별 요건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국내 심사체계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논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세부절차의 마련과 문서화로 요약할

수 있다. NRC의 경우 각 심사 과정마다 별도의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이는 심사 특

성상 각 항목을 다수의 심사원이 동시에 심사

를 진행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규제체계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NRC 사례에서 보았듯

이,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한 심사 각 단계

에서의 주요 산출물은 미리 정해지고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심사과정의 품질

유지, 진행도 확인, 일관성 확보 등 심사체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심

사체계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을 살펴보았

다. CSP는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방사능방재

법에 따라 사업자가 유일하게 규제기관으로부

터 승인받는 문서이며, 모든 사이버보안 활동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따라서 CSP는 사이버

보안 활동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

요한 문서(key document)이며, 시설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문서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VDA의 규제 반영 이전이

라도 CSP 심사체계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

NRC의 DI&C 변경심사 체계에 대한 연구는 일

반적인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는 물론, 다른 분

야의 심사 과정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심사체계에 관한 연구는

최종적으로 심사의 품질을 높여 방사능방재법

에 따른 목적인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고도

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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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산업환경에서의 데이터 사용이 중요해

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

략을 추진하였다. 이는 데이터를 다른 산업 발

전의 기반 역할로 활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1)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의 효

율적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

롯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던 데이터 3

법이 개정되었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명

1) 김덕현 (2020), 데이터 경제의 범위와 추진전략 고

찰

확히 하였으며,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과정인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하였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의

2호). 또한 특정인으로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

는 가명정보의 처리 시 규정 신설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개인정

보 보호법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활용 확대는 정밀의료 실

현과 제약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

는 가명정보 처리 규정2)은 정보 활용 시 동의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

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의료 공통 데이터 모델 활성화 방안으로써

가명정보 이용에 대한 연구

주세연

고려대학교

The Analysis of Pseudonymization for Invigorating

Medical Common Data Model

Se-Yeon Ju

Korea University

요 약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중 의료분야에

서 의료 빅데이터 산업인 공통 데이터 모델을 이용한 연구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

되는 의료 공통 데이터 모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익명화된 개인정보 처리 방향 및 방법에 대해

분석해보고 한계점을 찾아본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익명정보의 대체제가 존

재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되어 과거보다 개인정보의 활용

이 비교적 수월해졌다. 가명정보의 적용 기준 및 제한을 분석하고, 이후 가명정보가 익명정보

대체 수단으로써 적극적인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본다. 또한 이러한 과정의 도입을 위한 법제

및 기술의 정립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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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정보 주체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과정을

해결할 수 있기에 단기간 내 대규모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을 목표

로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

델(Common Data Model, CDM)로 표준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플

랫폼 구축도 추진하였다.3) 공통데이터모델은 의

료 정보 내 건강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익명화를 통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구조 및 용어를 미리

약속된 데이터 구조 및 용어로 표준을 정해 통

일한 모델이다. 데이터 집합의 표준화는 협동

연구, 대규모 분석 및 연구 방법 공유를 가능하

게 하였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최근 8년에 달

하는 건강정보데이터를 CDM으로 변환을 추진,

이를 활용해 연구 활성화에 나섰다.4)

의료 빅데이터가 산업 및 연구에 제대

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강 등에 대한 정보나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인 민감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안

전한 관리와 활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추가 정

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

의 다)와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

을 알아볼 수 없어 개인정보로 취급을 하지 않

는 정보인 익명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

2)5)의 개념이 도입되고 활용범위가 명시되었으

나, 가명 정보의 경우 아직까지 개인정보로 취

급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재식별 가능성과 정보의 활용 적정성 판

단 기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 때

문에 아직까지 CDM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화

3) 병원별로 쌓여있는 빅데이터, 의료데이터 중심병

원 기반으로 연결-개방-활용 혁신생태계 만든

다.(2020)
4) 이재원 (2020), 건보공단, 8년치 데이터 공통데이

터모델(CDM) 변환 추진
5)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일반적으로 “익명정보”로 칭한다.

보다는 익명화를 원칙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하지만 익명화된 데이터의 경우 그 활

용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DM에서 개인 정보의

익명처리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보고 문제의 해

결 방안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및 법제도 분야에서의 지향점에 대해 제

안해보고자 한다.

II. 의료 공통 데이터 모델의 익명처리

와 한계
CDM은 대상으로 하는 원본 데이터를

데이터 보유 기관에 둔 상태로 식별 불가능하

게 처리를 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식별 불가능하게

처리함이란 익명처리와 가명처리를 모두 포함

하는데, CDM에서는 익명처리 방법을 이용한다.

이후 익명6)처리된 데이터는 다른 연구 기관 등

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분석 결

과는 공유할 수 있되, 개인정보, 특히 특정 환

자의 건강 상태 등이 기록된 민감정보가 유출

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CDM은 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기에 환자의

임상 결과와 같은 개인 민감 정보를 다룰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

보 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때, 익명화

는 특정 개인을 완전히 알아볼 수 없도록 비가

역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재

식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어 적합

하다.

하지만 재식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익명화와 데이터 유용성 사이의 관계에서는 아

쉬운 점이 존재한다. 연구에 제공되는 정보가

원상태에 가까울수록 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도

는 높아지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는 어려워지는

상충되는 관계를 가진다.7) CDM 포맷의 데이터

는 식별 불가능 처리 과정이 필요한 것이 맞지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김성윤 (2020. 11). 신약개발 연구를 위한 의료 가

명정보 이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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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식별 불가능의 처리 정도가 심해질수록 데

이터의 유용성이 낮아지게 된다. 만약 개인 정

보 중에서 나이 정보나 환자의 과거 질환 관련

정보같이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

는데 직결되는 사항에 처리가 발생한다면, 유용

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기본

정보 중 나이 정보가 삭제되면 연령대에 따른

질병 연구가 불가해지며, 과거 병력 정보가 삭

제되면 관련 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연구가

불가해진다. 즉, 익명화는 활용되는 수집 데이

터로부터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조치함으로

써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정량적인 위험성은

낮추었지만, 이 처리 과정 이후의 변형된 데이

터는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활용성이 감소한다

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의료데이터의

활용에 익명화된 정보가 아닌 식별 불가능 조

치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도를 조금 낮춘 가명

처리된 정보의 도입이 가능하다면, 정보 보호와

유용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의 상충관계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에 보다 유용성

있는 정보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내에

서 처음 수집 목적 외 활용이 가능하지만(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 추가 정보의 사용으로 재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익명처리와 구분된

다. 가명정보에는 재식별 가능성이 존재하여 개

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데이터 활용

에 가명 정보의 즉각적 도입보다 해당 법 규정

에 나온 가명처리한 정보의 활용 가능 여부 등

제한 사항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III. 익명처리 대안으로 가명처리 이용

시 고려 사항
가명처리 과정은 데이터 집합에서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의2호). 이러한 가명 처리는 적정성 검

토를 통해 개인의 재식별 가능성을 검사해볼

수 있고 검토를 통해 적절한 절차라고 확인되

면 해당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8). 2020년 9

월 발표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정보의 적정성 검토에서 가명처리가 적절

한 수준으로 되었다고 판단된 후에야 가명정보

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 1월 발

표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의하

면,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있을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변환하여 활용9) 가능하

지만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없을 경우 개발

시까지 가명처리가 유보되어 기존의 수집된 데

이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할 경우에만 가

명정보로 활용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비식별

화 기술 수준을 고려한 가명 처리 적정성 및

안전성 판단의 합리적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

이 나타난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기술 사용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다양한

가명처리 기술이 등장할 여지가 존재하지만10),

적정성 평가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직까지 정형

화된 데이터의 처리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의료 데이터

의 경우 음성, 유전자 정보와 같은 비정형 데이

터가 존재하기에 현재 시행되는 정형데이터 위

주의 일괄적인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가 어렵

고,11) 이 때문에 아직까지 가명처리과정을 거치

지 못하고 동의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구에 사

용해야 하는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는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식별 예방을 위해 가명정보와 그 밖

의 모든 정보를 상호 분리된 시스템 공간에 두

는 것이나 가명정보의 활용 종료 이후 파기와

같은 규정이 존재함에도12) 불구하고, 데이터의

8)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 9)
9)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③ 개인정보처리

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

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0)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p.19 (2020. 9)
1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p.16-19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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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에 따른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증가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도입은 보류

되고 있다는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가명처리의

목적이 개인 식별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 활용 가능성은 남겨두되, 안전

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정성 판단을

재식별의 절대적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목적에

부합한 이용인지, 심각한 개인정보침해로 이어

질 가능성은 없는지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

려한 기준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주어진 데이

터를 비식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적정성을 평

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재식별 위험도 분석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재식별 위험도를 데이터별로 분석하여 추

가 식별자를 감지하는 방법을 적정성 판단 기

준으로 하는 방식을 이용한다면, 축적에 따른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증가를 줄일 수 있

을 것이다. 만약 추가 식별자도 구분하여 적절

한 수준의 가명처리를 하고 그 결과가 적정하

다고 본다면, 이를 활용하는 축적되는 의료 데

이터의 가명정보화 역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인정

보를 활용할 때는 추적분석을 위해 가명정보를

쓰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기존 CDM에서도 가명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

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한계로 지적되었

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최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의료 데이

터 산업에도 적용되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등이 성장하였다. 그 중 의료 공통 데이터 모델

의 경우 익명 처리된 의료 기록 등의 개인 정

12)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

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보를 자원이 되는 데이터로 하였다. 데이터 산

업에 익명 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

호법」 등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의 제약을 받

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연구 자료로써의

활용성을 고려하였을 때는 그 이용에 한계가

존재한다.

만약 가명정보를 데이터 기반 연구에 사용할

경우 그 활용 가능성은 익명정보보다 크다.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은 데이터를 자원

으로 하는 연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

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다양한 목적을 가

진 연구 및 통계 작성에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관련 의료 데이터 산

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가명정보 도입 등에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며 처리 수준 적정성 판단에 관

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

서 유전 정보나 의료 정보 등 민감 정보에 대

해서도 가명정보의 적절한 도입 및 활용이 가

능할 수 있도록 기술과 정부, 기관 및 법률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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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보

이는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거

나 변환하는 등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용되

었으나, 최근에는 자연어나 음성 등의 데이터

생성에도 이용되며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14년, 이안 굿펠로우가 이 모델을 발표한

직후부터 DCGAN, PGGAN, StyleGAN 등 다

양한 버전의 GAN이 발표되었다. NVIDIA에서

발표한 StyleGAN2는 바로 이 GAN의 한 종류

이다. StyleGAN에서 나타나는 artifact를 개선

한 모델로 1024x1024 해상도를 갖는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
기회평가원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
로 수행되었음(2016-0-00022)

본 논문에서는 StyleGAN2 생성 얼굴 이미

지의 탐지를 목표로 한다. GAN으로 생성된 얼

굴 이미지를 탐지하는 기존의 모델은 주로 이

미지 전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주목한다. 하지

만, GAN 생성 얼굴 이미지의 탐지에 얼굴 각

부위에 대한 artifact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StyleGAN2로 생성한 얼굴의 부

위별 artifact를 CNN을 이용하여 학습할 것이

며, 얼굴의 어느 부위에서 StyleGAN2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지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관련 연구

2.1 GAN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1]을

이용하면 매우 사실적이고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GAN은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2

개의 신경망인 생성자(generator)와 판별자

(discriminator)를 동시에 학습하는 구조이다. 생

StyleGAN2로 생성한 얼굴 이미지 탐지
*

윤경은 유하은 이예은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Detection of StyleGAN2-Generated Face Images

Gyung-eun Yun, Ha-eun Yu, Ye-eun Lee, Myuhng-Joo Kim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Seoul Women’s University

요 약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 발전하면서 고화질, 고해상도의 이미지 생

성이 가능해졌다. StyleGAN2는 GAN의 한 종류로 실존하지 않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낸다. 본 논문에서는 StyleGAN2 생성 얼굴 이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지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얼굴 이미지에서 눈, 코, 입, 얼굴을 분리하여 모델을 학습시켰

고, 얼굴의 어느 부위에서 StyleGAN2 생성 이미지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알아

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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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는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여 원본 데이터

와 유사한 샘플을 생성하고, 판별자는 입력된

이미지가 생성자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인지

원본 데이터인지 구분하도록 학습된다. 이런 과

정을 반복하여 생성자가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

성할 수 있도록 한다.

2.2 StyleGAN

StyleGAN[2]은 생성자 중심의 구조로 이미지

로부터 스타일을 학습한다. 이미지로부터 자동

으로 높은 수준의 세부 특징들을 추출하여 학

습하고, 생성된 이미지에 확률적 다양성

(stochastic varianc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확률적 다양성이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

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은 다양

한 측면이 존재한다. 머리카락의 배치, 주근깨

그리고 피부 모공 등 모두 확률로서 무작위로

적용된다. 세부 특징은 파라미터로 작용하며,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림 1> StyleGAN에서 나타나는 water

droplet–like artifact[3]

2.3 StyleGAN2

StyleGAN2[3]는 StyleGAN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StyleGAN에서 나타나는 artifact를 개선

한 모델이다. StyleGAN의 대표적인 artifact는

water droplet이다. 이는 64 x 64 이상의 고품

질의 이미지에서 나타났고, 대부분의 StyleGAN

생성 이미지에서는 물방울 모양의 droplet을 찾

아볼 수 있었다. 연구진들은 그 원인이 AdaIN

의 정규화(normalization) 과정에 있다고 보았

고, 생성기의 정규화 단계를 다시 설계한 결과

해당 artifact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외 phase

artifact를 해결하여 생성기의 구조를 개선하고

생성기에 정규화(regularization)를 더하는 등 모

델의 성능을 높였다.

III. 실험

3.1 데이터셋

연구에서 사용한 fake 이미지는

StyleGAN2[4]에서 제공하는 얼굴 이미지 데이

터셋에서 수집하였다. FlickrFaces-HQ(FFHQ)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StyleGAN2 모델을 통해

생성된 얼굴 이미지들의 이미지 크기는 1024 x

1024이다. 이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StyleGAN2

로 생성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1,000개의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이미지가 백인이었고 동양인

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다양한 인종이 반영

되지 않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이미지

에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의 이목구비가 흐

리게 나타나거나, 손이나 귀 등 사람의 일부 신

체 부위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등의 예외적

인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 현상들은 StyleGAN2

로 생성된 이미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

이 아니었기 때문에 outlier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2> 선정한 fake 이미지 예시[4]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StyleGAN2-ffhq 데

이터셋에서 총 1,500장의 이미지를 직접 수집하

였다. 백인, 흑인, 동양인의 이미지를 각 500장

씩 수집하였고, 각 인종의 성별 또한 같은 비율

로 맞춰주었다. 이는 인종과 성별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모델의 생성을 목적으로, 인종과 성별

에 따른 정확도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실

제로, M.I.T. Media Lab에서 75%가 넘는 남성,

80%가 넘는 백인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이용

하여 안면 인식 AI를 학습한 결과, AI는 백인

남성에 대하여 99%의 정확도를 보였지만 흑인

여성에 대하여 약 35%의 오류를 보였다. 인공

지능의 인식 성공률이 학습에 이용한 데이터셋

의 인종, 성별의 비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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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은 StyleGAN2 얼굴 이미지에서 나타

나는 공통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연구자

의 판단 아래 이상 데이터(outlier)를 판단하여

모두 제외했고, 사람의 얼굴과 유사해 보이는

이미지로 구성했다. <그림2>는 연구자들이 선

정한 fake 이미지의 예시이다.

<그림 3> real과 fake 데이터셋에서 인종과

성별의 비율

이처럼 구성한 1,500장의 fake 데이터셋을 기준

으로, real 데이터셋도 인종과 성별을 같은 비율

로 맞춰주었다. 또한, fake 얼굴 이미지와 해상

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고화질의 선명한

이미지로 구성했다. <그림3>는 연구자들이 수

집한 real과 fake 데이터셋의 인종과 성별 비율

이다.

3.2 CNN Architecture의 선정

본 연구의 목표는 StyleGAN2 생성 얼굴 이

미지를 탐지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CNN

모델로는 Inception-ResNet-v2와 XceptionNet

을 이용하였다. Inception-ResNet-v2는 keras에

서 제공하는 사전학습된 모델을 사용했고,

XceptionNet은 sequential을 이용하여 모델을

직접 쌓아 사용했다. Inception-ResNet-v2[6]는

Inception block에 ResNet의 Residual block을

합친 모델이며, Incdeptionv4와 연산량이 거의

유사하면서 정확도가 더 좋은 모델이다.

XceptionNet[7]은 Inception 모듈의 hypothesis

를 더 강하게 적용한 모델이다.

3.3 실험 내용

StyleGAN2로 생성된 얼굴 이미지는 매우 사

실적이지만, 생성된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

는 몇 가지 단서들(추상적인 배경, 대칭이 맞지

않는 귀걸이 등)이 존재한다. 이 중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i) 속눈썹을 붓

으로 그린 것과 같이 번져있는 현상 (ii) 아랫니

간의 경계가 뭉개져 흐리게 보이는 현상. 이 특

징들은 모두 얼굴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

라서, ROI(Region of Interest)를 얼굴의 각 부

위로 설정했다.

ROI를 얼굴로 한정시킨 또 다른 이유는 배경

의 다양성 때문이다. 사람의 생김새는 모두 다

르지만, 눈, 코, 입의 형태는 유사하다. 반면, 배

경은 사진을 찍는 환경에 따라 장소, 시간 등

변수가 많으므로 공통된 특징을 찾기 어렵다.

더군다나 StyleGAN2는 배경을 정교하게 생성

하지는 못한다. 생성된 배경은 인물이 어디 있

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추상적인 경우도 많았으

므로, ROI에서 배경을 제외한 정해진 영역만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셋은 모두 정면을 보고 있는 고화질의

이미지로 구성된다. dlib[9]를 이용하여 이미지

에서 얼굴을 잘라냈고(crop), mtcnn[10]를 이용

하여 얼굴 영역에서 눈, 코, 입을 잘라냈다. 잘

린 이미지를 XceptionNet, Inception-ResNet-v2

를 이용하여 학습시켰고,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함께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3.4 실험 결과

고화질의 real 이미지 1000장과 훈련 데이터

셋과 겹치지 않은 StyleGAN2-ffhq 이미지

1,000장을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테스트

에 이용한 real 이미지는 훈련에 사용한 이미지

의 화질과 유사한 데이터셋[10]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표 1>과 같다.

XceptionNet과 Inception-ResNet-v2 모두에

서 눈 부위의 학습 정확도가 97%로 가장 높았

다. 눈 부위 다음으로는 Inception-ResNet-v2로

얼굴 전체를 학습시켰을 때와 코 부위를

XceptionNet으로 학습시켰을 때 모두 96%로

정확도가 높았다. 입 부위를 학습한 모델은

XceptionNet과 Inception-ResNet-v2에서 정확

도가 각각 95%와 91%로, StyleGAN2 이미지를

잘 탐지해냈다. Raw 이미지를 이용하여 학습시

켰을 때의 정확도는 XceptionNe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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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ption-ResNet-v2에서 각각 84%와 94%였

다.

Inception-ResNet-v2와 XceptionNet 모델 모

두 눈을 이용하여 학습시켰을 때의 정확도가

타 부위를 학습시켰을 때에 비해 높았다. 코 부

위와 전체 이미지를 학습시켰을 때는 사용한

모델에 따라 정확도가 약 10% 정도 차이가 났

다.

IV. 결론

본 연구는 얼굴의 여러 부위를 이용하여

StyleGAN2 생성 이미지인지 판단하므로 정확

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미지가 정면이

아니거나 저해상도일 경우 탐지율이 떨어진다.

향후 탐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각도의

이미지를 추가하고, 화질의 제약을 보완하는 실

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GAN 모델로

생성된 얼굴 이미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추

가적인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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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evaluation

metrics
eyes nose mouth face raw

XceptionNet

F1-score

of real
96% 95% 94% 92% 84%

F1-score

of fake
97% 96% 96% 94% 85%

Accuracy 97% 96% 95% 93% 84%

Inception

ResnetV2

(pretrained)

F1-score

of real
97% 74% 89% 95% 93%

F1-score

of fake
98% 86% 93% 96% 94%

Accuracy 97% 82% 91% 96% 94%

<표 1> 얼굴 부위별 real 이미지의 F1-score, fake 이미지의 F1-score,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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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부채널 분석(Side-channel Analysis)은 소비

전력, 소요 시간, 전자기파, 소리 등 물리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이다. 프

로파일링 부채널 분석(Profiling Side-channel

Analysis)은 공격 대상 기기와 동일한 테스트

기기를 통해 얻은 부채널 정보를 활용하여 프

로파일링을 생성하고, 이를 실제 공격 파형과

매칭하여 비밀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딥러닝은 컴퓨팅 기술의 발달과 빅 데이터

시대의 시작으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하여 이미

지 분류, 자율 주행, 음성 인식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최근 부채널 분

석 분야에서도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 딥러닝 기반 프로파

일링 부채널 분석은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파일

링 분석과 비교할 때 뛰어난 성능을 가져 강력

한 공격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트 슬라이스 기반 암호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여 다중 신경망을 사용하

는 딥러닝 기반 프로파일링 공격을 제안한다. 
비트 입출력 S-Box를 사용할 때, 공격은 학습

단계와 공격 단계로 나누어 수행된다. 학습 단

계에서는 테스트 기기로부터 수집한 파형을 입

력으로 설정하고, S-Box 출력값의 각 비트를

라벨로 하여 개의 다중 신경망을 구성한다. 공

격 단계에서는 학습된 개의 다중 신경망에 공

격 대상 기기의 전력정보를 입력으로 넣어

S-Box 출력의 전체 비트를 도출한다. 도출한

S-Box 출력값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비밀키

를 복구한다.

비트슬라이스 구조 암호인 PIPO에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 성능을 측정한 결과, 모

든 바이트에서 1∼8개 파형으로 비밀키 복구가

가능하였다. 또한, 단일 신경망을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제안한 다중 신경망을 활용하는 프로

파일링 분석이 더욱 효과적임을 실험적으로 보

였다.

비트슬라이스 블록 암호에 대한
다중 신경망 프로파일링 부채널 분석

Case Study : PIPO

김연재*, 김수진*, 한동국*

*국민대학교 (대학원생, 교수)

Profiling Side-Channel Analysis for Bitslice Block Cipher
Using Multiple Neural Network - Case Study : PIPO

Yeon-Jae Kim*, Soo-Jin Kim*, Dong-Guk Han*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tudent, Professor)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비트슬라이스 기반 블록 암호의 특징을 고려한 딥러닝 기반 프로파일링 부채

널 분석방법을 제안하며 분석 과정은 크게 학습 단계와 공격 단계로 나뉜다. 비트 입출력

S-Box를 사용할 때, 학습 단계에서는 비트슬라이스 구조를 가진 S-Box 출력의 비트별 신경망

학습을 통해 총 개의 학습된 신경망을 구성한다. 공격 단계에서는 학습된 개의 다중 신경망

을 종합하여 S-Box의 출력값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밀키를 복구한다. Chipwhisperer-

Lite로 수집한 PIPO 1라운드 파형에 대해 제안한 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 모든 바이트에서

1∼8개의 파형으로 키 복구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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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IPO

2.1 PIPO 알고리즘

PIPO[1]는 부채널 분석의 대응 기법 중 하나

인 마스킹(Masking)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경량 블록 암호이다. PIPO는

64비트 블록 크기와 128/256비트의 키 길이를

사용하며 키 길이에 따라 13/15라운드로 구성된

다. 한 라운드는 키와 상수를 XOR 하는 부분인

Key addition과 비선형 연산인 S-Layer, 비트

회전 연산인 R-Layer로 이루어져 있다.

2.2 PIPO S-Layer 구조

PIPO의 비선형 연산인 S-Layer는 8번의

S-Box 연산을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비트슬라

이스 구현을 제공한다. 이때, 8비트 단위의

S-Box 입출력 비트들은 다른 레지스터에 저장

되어 병렬적으로 연산하기 때문에 S-Layer 연

산 수행 시 [그림 1]의  에 상응하는 전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비트슬라이스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여 S-Box

출력값의 단일 비트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부

채널 분석방법을 제안한다.

III. 다중 신경망을 사용하는 프로파일

링 부채널 분석

본 장에서는 비트슬라이스 구조의 비트 입

출력 S-Box를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딥러닝 기반 프로파일링 부채널 분석방법을 제

안한다. 이때 분석은 다음과 같이 학습 단계,

공격 단계의 2단계로 나누어서 수행된다.

3.1 학습 단계

학습 단계는 공격 대상 장비와 동일한 장비

로부터 수집한 전력 소비 값을 학습 입력 데이

터로 설정하고, 중간값을 라벨(Label)로 하여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단계이다. 제안하는 방법

에서는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을 위해

선 신경망이 특징을 추출하여 학습할 수 있도

록 적절한 중간값을 라벨로 선택해야 하므로

본 방법에서는 S-Box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

여 S-Box 출력의 단일 비트를 라벨로 설정한

다. 비트 입출력인 S-Box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개의 비트에 대하여 각각 신경망을 학습

시킨다. 따라서 학습결과, 총 개의 학습된 신

경망을 얻는다.

3.2 공격 단계

공격 단계는 공격 파형을 학습 단계를 통해

얻은 신경망에 입력으로 넣어서 중간값을 도출

하고, 이를 통해 키를 복구하는 단계이다. 학습

이 잘 수행되었음을 가정할 때, 학습 단계를 통

해 얻은 개의 신경망의 입력 데이터로 공격

파형을 대입하면 S-Box 출력의 비트를 모두

복구할 수 있다. 따라서 도출한 S-Box 출력값

을 이용하여 S-Box 역연산을 수행하면 최종적

으로 비밀키를 복구할 수 있다.

위의 공격 단계에서 개의 학습된 신경망 중

1개의 신경망을 이용해도 비밀키 복구는 가능

하다. 그러나 단일 신경망을 사용할 경우, 학습

에 사용된 1비트만 복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옳

은 키와 S-Box 출력이 1비트만 같은 다른 후

보 키들도 옳은 키로 판단되므로 적은 수의 파

형으로는 비밀키를 복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파형 수를 줄이기

위해 개의 신경망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을 제

안하고, 4장에서는 단일 신경망과 다중 신경망

을 사용할 때의 분석 성능을 비교한다.

분석의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성공 비율

(Success rate)과 최소 분석 파형 수를 사용한

다. 성공 비율은 공격 단계를 수행할 때 옳은

키의 히팅(Hitting) 수와 옳은 키를 제외한 가장

[그림 1] PIPO S-Layer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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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히팅 수의 비율로 정의한다. 최소 분석 파형

수는 성공 비율이 1.2 이상을 만족하기 위한 최

소의 파형 수로 정의한다.

IV.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3절에서 설명한 딥러닝 기반 프

로파일링 부채널 분석방법을 비트슬라이스 기

반 암호 PIPO에 적용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PIPO는 8비트 입출력 S-Box을 사용하므로

S-Box 출력의 한 바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선

총 8개의 다중 신경망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하

여 비밀키의 한 바이트를 복구할 수 있다.

4.1 신경망 설계 방법

본 방법에서는 다층 퍼셉트론 모델을 사용하

여 신경망을 설계하였다. 학습을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은 Adam, 손실 함수는 categorical_

crossentropy, 학습률은 0.0002, 에폭 수는 200,

배치 크기는 64로 설정하였다. 과적합을 방지하

기 위하여 DropOut을 수행하였고 비율은 0.2∼
0.25로 설정하였다. 자세한 신경망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4.2 학습결과

PIPO의 비밀키의 한 바이트를 복구하기 위해

서 [표 1]의 실험 환경에서 수집한 학습 파형의

S-Layer와 R-Layer 부분만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고, S-Box 출력값의 각 비트를 라벨로

설정하였다. S-Box는 8비트 입출력 함수이므로

총 8개의 비트에 대해 학습을 수행하였다. [그

림 3], [그림 4]는 S-Layer 출력 첫 번째 바이

트의 LSB(0bit)와 MSB(7bit)을 라벨로 설정하

여 학습할 때, 손실값(validation loss)와 정확도

(validation accuracy)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나

머지 비트(1∼6bit)도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수

행하였고, 모든 비트의 평균 손실값은 0.186775,

정확도는 0.922125로 학습이 잘 수행됨을 확인

하였다.

전력 수집 보드 Chipwhisperer-Lite
분석 대상 칩 Atmel XMEGA128
타겟 알고리즘 PIPO 1라운드
샘플링 레이트 29.538 MS/s
파형 수 10,000
포인트 수 1,724

[표 1] 실험환경

[그림 3] 손실값과 정확도 (라벨: LSB)

[그림 4] 손실값과 정확도 (라벨: MSB)

4.3 단일 신경망을 이용한 키 복구

본 절에서는 [표 1]의 실험 환경에서 수집한

공격 파형과 PIPO S-Box 출력의 한 비트에 대

해 학습시킨 단일 신경망을 이용하여 키를 복

구한 결과를 설명한다. 첫 번째 바이트를 분석

한 결과, 비트별로 분석 성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최소 분석 파형 수는 20∼80개가 필요

했다. 가장 키 복구가 잘 된 MSB(7bit)의 경우,

최소 분석 파형 수는 20개였다. [그림 5]은

MSB(7bit)로 학습된 단일 신경망으로 키를 복

구할 때 파형 수 증가에 따른 성공 비율의 변

화를 나타낸다. 20개 이상의 파형에서 성공 비

율이 약 1.4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신경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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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파형 수에 따른 성공 비율(단일 신경망)

4.4 다중 신경망을 이용한 키 복구

본 절에서는 [표 1]의 실험 환경에서 수집한

공격 파형과 학습된 신경망 8개를 모두 이용해

서 PIPO S-Box 출력값 첫 번째 바이트의 모든

비트를 복구한 결과를 설명한다. 첫 번째 바이

트를 분석한 결과, [그림 6]과 같이 3개의 파형

을 사용했을 때 성공비율 2.0을 보이며 비밀키

복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3절에서

단일 신경망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약

6배 적은 수의 파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

림 7]은 파형 수 증가에 따른 성공비율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이는 3개 이상의 파형에서 성공

비율이 2.0 이상을 만족하며, 파형 수가 증가할

수록 성공비율도 증가함을 보인다.

[그림 6] 3개 파형에서 키 후보별 1위 횟수
(다중 신경망)

[그림 7] 파형 수에 따른 성공비율(다중 신경망)

[표 2]는 S-Box 출력의 모든 바이트에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바이트 별 학습결과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든 바이트 결과를 종합했

을 때 1∼8개의 파형 수로 키 복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트슬라이스 기반 암호 알고

리즘의 구조 특성을 고려한 딥러닝 기반 프로

파일링 부채널 분석을 제안하였다. 분석 과정은

비선형 함수 출력값의 각 비트에 대한 학습된

다중 신경망을 구성하는 학습 단계와 학습된

신경망들을 통합하여 키를 복구하는 공격 단계

로 구성된다. 비트슬라이스 기반 암호인 PIPO

에 제안한 방법을 적용했으며, 단일 신경망과

다중 신경망을 사용할 때의 분석 결과를 비교

하였다. 분석 결과, 다중 신경망을 사용할 때

약 2∼6배의 높은 분석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제안한 분석방법을 이용해 더 효율적인 프로파

일링 공격이 가능하다.

[사사]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

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7-0-00520,

SCR-Friendly 대칭키 암호 및 응용모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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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 평균 손실값 평균 정확도
최소분석

파형수
1 0.186775 0.922125 3
2 0.269388 0.87175 1
3 0.285525 0.87175 8
4 0.241563 0.893625 1
5 0.400138 0.811 2
6 0.328413 0.747125 3
7 0.306038 0.8695 2
8 0.13855 0.942375 1

[표 2] 바이트 별 실험결과(다중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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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을 구현하는 핵심 기

술로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블록

체인 합의 프로토콜에는 확장성 문제가 존재

한다.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로는 처리량, 비

용, 용량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들이 개발되고 있다

[1]. 이더리움 2.0이 출시됨에 따라 지분증명

(PoS, Proof-of-Stake)기반 비콘체인(Beacon

Chain)과 메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

랜잭션 블록들을 샤드(Shard)에 병렬적으로 나

누어 처리함으로써 트랜잭션 처리량을 증가시키

는 방법인 샤딩(Sharding) 기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2].

특정 샤드에 트랜잭션이 집중될 경우 로드

(account간의 트랜잭션 분포) 과부하로 인한 트랜

잭션 처리량 감소 및 처리비용, 시간 증가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트랜잭션

을 샤드에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최근 이더리움 샤딩에서의 로드 불균형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Simulated Annealing(SA) 알고

리즘을 사용한 트랜잭션 account 재배치기법이 제

안되었다[3]. 이더리움 샤딩 상에서 SA 알고리즘

을 구현했을 경우 한 샤드에서 다른 샤드로 전송되

는 트랜잭션인 Cross-Shard Transactions(CST)를

적게 발생시킴으로써 처리비용 감소 및 처리속도

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SA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후속 상태와의 단순 비교를 통해 최적

상태를 도출하므로 부정확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Parallel Tabu Search (PTS) 알고리즘은 별

도의 리스트를 통해 기존 SA의 정확도 문제를

해결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더리움 샤딩에서의

최적 상태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상

태 비교 및 탐색을 수행하기 위해 PTS 알고리

즘을 접목한 account 재배치기법을 제안한

다.

이더리움 샤딩 상에서 Parallel Tabu Search를 이용한
account 재배치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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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작업증명 방식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의 전환,

샤딩 기술 등이 존재한다. Okanami 기타 등의 연구에서는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샤

딩 상에서 Simulated Annealing(SA) 알고리즘을 사용해 트랜잭션 처리비용과 속도 문제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SA는 낮은 정확도의 최적 상태를 도출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Parallel Tabu Search(PTS) 알

고리즘은 리스트에 기반한 탐색과 비교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SA보다 정확한 최적 상태를 도출하고

블록체인 epoch 시간 내에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더리움 샤딩에서의 확장성 문제를

개선하고 epoch 시간 내에 정확한 최적 상태를 도출하기 위해 PTS 알고리즘을 접목한 account 재배치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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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경 지식
2.1 Ethereum Sharding

이더리움 샤딩은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트랜

잭션을 나누고 Off-Chain에 존재한 샤드에 분

산시켜 작업을 처리한다. 각 샤드는 분산된 트

랜잭션 검증이 완료되면 각 트랜잭션을 모아

메인체인에 올린다. 다음 <그림 1>은 이더리움

2.0의 샤딩 구조이다. 메인 네트워크에서 발생

한 트랜잭션을 m개의 샤드로 나누고 각 샤드

에는 n개의 이더리움 account가 배정된다(1≤

m, n). Account가 배정된 샤드는 비콘체인에서

분배된 트랜잭션을 병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더리움 처리량에 따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2 휴리스틱(Heuristic)

휴리스틱은 컴퓨터와 인간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관적인 판단이나 일반적인 상식

을 사용해 최적 솔루션을 도출하는 간편 추론법

이다. 이는 불충분한 시간과 정보 상태에서 합리

적 판단이 어렵거나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사용

되며 대표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적용 가능한 상

위 수준인 메타 휴리스틱(Meta heuristic)이 존재

한다. 메타 휴리스틱은 특정 문제에 한정되지 않

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유연

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메타 휴리스틱의 종류로

는 SA, Tabu Search(TS) 등이 존재하며 각 알고

리즘은 의사결정 분야 및 최적화 분야에서 사용된다.

III. 관련 연구
Okanami 기타 등[3]의 연구에서는 이더리움

내에서의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고 트랜잭션 발

생 시 특정 샤드의 account에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SA 알고리즘을 접목한 account

재배치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더리움 상에서 트랜

잭션 비용과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샤

드 간의 로드가 균등하게 배치되어야 하고 적은

양의 CST가 발생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더리

움 상에서 8개의 샤드와 1000개의 account,

1000(sec) epoch 시간 동안 제안된 알고리즘

을 사용했을 경우 트랜잭션 처리비용과

CST 발생빈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account에 대해 epoch이 증가함에 따라 트랜

잭션 비용과 CST 발생빈도가 감소하였다.

Reeves[4]는 분산된 작업을 각 기계에 할당할 경

우 PTS, SA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성능 차이 실험

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은 12그룹의 m대

( ≤  ≤ )의 주 프로세스와 n대( ≤  ≤ )
의 서브 프로세스 환경 상에서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PTS와 SA 알고리즘의 최적 상태를 찾는 시

간에 대한 백분율 차이는 각각 0.54, 1.42로 PTS

의 성능이 근접 이웃을 탐색하는 SA보다 높았다.

Talbi 기타 등[5]의 연구에서는 TS 알고리즘

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중 PTS

알고리즘의 경우 126대의 작업환경(Linux,

Sunos, OSF, Solaris, etc.)으로 구성된 병렬 컴퓨터

환경(16-Alpha process로 구성된 crossbar inter

connection network)에서 무작위탐색을 통해 50개미만

의문제를 해결하기위해 337(sec)의 시간이 소요된다.

Abdelkafi 기타 등[6]의 연구에서는 PTS를 사용

해 Quadratic Assignment Problem(QAP)를 해결하

였다. 이 연구는 Intel Xeon E5-2630 v4, 10

cores/CPU, 256GB RAM, 2x279GB HDD, 10Gbps

이더넷 환경상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10대의 주 프로세스와 350대의 자식 프로세스상에

서 350,000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CPU의 시간은 대

략 376.8(sec)의 시간이 20대의 주 프로세스와 350

대의 자식 프로세스상에서 700,000개의 문제를 해결

하는 데는 388.2(sec)의 시간이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다.

IV. 알고리즘 비교분석
4.1 Simulated Annealing(SA)

<그림 1> 이더리움 2.0 샤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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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는 임의의 상태로부터 점진적으로 변경해

최적 상태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hill climbing을

허용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 다항 시간 동안 상태

에 대해 다대일로 변형하는 과정인 NP-hard 문

제를 해결하는 메타 휴리스틱으로 모든 상태 솔

루션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SA는 사용자가 정의

한 제약 조건 동안 현재와 후속 상태에 대한 솔

루션 단순 비교를 통해 최적 상태 솔루션을 탐색

한다. 현재 상태의 솔루션보다 더 나은 후속 상

태 솔루션이 탐색 되면 항상 전환되며, 제약 조

건 동안 반복 수행한다.

4.2 Parallel Tabu Search(PTS)

PTS는 대규모 병렬 컴퓨팅 환경에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현재 상태에

대한 이웃 탐색과 후속 상태 비교를 동시에 진행

하는 메타 휴리스틱이다. 이는 탐색과 비교를 단독

으로 수행하는 TS 알고리즘의 한계점인 처리시간

과 계산량을 개선한 알고리즘으로 모든 상태 솔루

션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PTS는 현재 상태에 대

한 이웃을 찾기 전 현재와 최적 상태 솔루션을

임의로 선정한다. 이후 무작위로 선택된 이웃과

최적 상태 솔루션과의 비교 및 평가를 동시에 진

행해 tabu list를 업데이트하고 리스트에 존재한

모든 상태의 비교가 끝날 동안 반복 수행한다.

4.3 SA & PTS 비교분석

SA 알고리즘은 제약 조건 동안 현재와 후속

상태에 대한 단순 비교를 통해 최적 솔루션을 탐

색한다. 이는 탐색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부정확

한 결과를 도출한다. 그에 반해 PTS 알고리즘은

별도의 리스트에 탐색한 솔루션을 저장해 후속

상태 탐색과 비교를 병렬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기존 SA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최적 솔루션을 찾

을 수 있지만 저장된 리스트와의 상태 재비교를

통해 많은 계산량이 요구된다.

V. PTS 기반 account 재배치기법
이더리움 샤딩에는 m개의 샤드와 각 샤드 내

에 n개의 account가 존재한다. 트랜잭션은 각

account로 무작위로 분배되며, 특정 account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분산시켜야 한다.

사용자들은 게임 참여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 다음 <그림 2>는

게임의 순서도이다.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사용자

는 일정 시간 동안 모집하는 게임에 참여한다.

신청순서에 따라 최소비용 account가 차례로 분

배되므로 참여순서는 중요하다. 모집 완료된 사

용자들을 대상으로 PTS 기반 최소비용 account

재배치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트랜잭션이

모든 샤드의 account에 분배된다고 가정한다.

5.1 Generalised Assignment Problem(GAP)

GAP은 NP-hard 문제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소비용 솔루션을 찾는 효율적 최적화 문제

이다. 이더리움 샤딩에서의 QAP 문제는 다

음과 같다. 개의 account     와개의 샤드    가 존재할 때, 샤
드에서의 번째 account인 의 비용은 이
다. 를 수행할 수 있는 결정변수는 
()이다. GAP의 최적 솔루션을 도출하려면∈ ∈  이 최솟값이 되어야 한다.

5.2 Account 재배치기법

이더리움 2.0 비콘체인은 블록을 제안하는 기

간과 검증하는 기간이 있다. 블록 제안자가 블록

<그림 2> 게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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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는 기간인 슬롯(Slot)은 약 12초이고 블

록 검증 기간인 epoch은 32개의 슬롯인 6.4분으

로 구성된다. 성공적인 이더리움 샤딩을 수행하

기 위해선 epoch 내에 샤딩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3장의 Talbi 기타 등의 연구에 따르면 126대

의 작업환경으로 구성된 병렬 컴퓨터 환경이 주어

질 경우 PTS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약 50개의

문제 중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은

337초(5분 37초)로 epoch 시간내에 수행할 수 있다.

이더리움 샤딩에서 Talbi 기타 등 또는

Abdelkafi 기타 등의 환경과 동일하게 구축할 경

우 최소비용 account 탐색을 위해 PTS 알고리즘

을 적용한 재배치기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

다. <그림 3>의 는 이더리움 상에서 account 재배
치를 수행하는 제한시간이고,  은 로 부터
무작위로 선택된 이웃 집합이다. 은  에
존재하지 않은 솔루션으로  집합 원소이다. 은 의 최적 솔루션을 저장하고 과
비교를 통해 최종 솔루션을 결정한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SA, PTS 알고리즘 비교분석

을 수행하고 선행연구와 다른 접근 방식을 통

해 이더리움 샤딩 상에서 PTS 알고리즘을 접

목한 트랜잭션 account 재배치기법을 제안했

다. 본 알고리즘은 무작위로 선택된 후속 상태

탐색과 비교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최소비용

account를 찾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균등한

account 재분배가 가능하다.

향후 연구로는 실제 이더리움 샤딩 상에서

Generalised Assignment Problem(GAP)에 대

한 PT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경우, 발생한 트

랜잭션 비용 및 CST 발생 수치 비교분석을 진

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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