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2020년 산업보안연구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여하신 학회 회원 및 참여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상명대 박원형 교수 입니다.
최근 COVID-19 확산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하
게 되지만, 많은 학회 회원과 학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인 학술대회 및 창의설계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온라인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산업보안 문화 조성을 위한 학술대회」로서 산업보안 논
문 주제에 따른 세션별 온라인 발표와 산업보안 연구과제와 관련한 초청 강연으로 구
성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앙대, 단국대, 상명대, 극동대, 신한대, 세종대, 차세대보안리더양
성프로그램(BOB), 그린존시큐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시간에 「산업보안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방안 설계」를 주제로 산업보
안 창의설계 대회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보안 창의설계 대회는 단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상명대, 극동대 등 다양한
대학에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중앙대 장항배 회장님, 신한대
김양훈 교수님, 상지대 김다은 교수님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0 온라인 학술대회 논문과 창의설계 대회 작품은 풍성하고
다양한 시상과 수상 특전이 있습니다. 참여 회원과 학생들의 많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학회장 장항배 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무리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여 학회원분들의 쉼 없는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학회원분들의 마음을 모아 올해는 학회 및 논문 규정 개정, 학회 홈페이지 및 논문 평
가시스템 재구축, 온라인 산업보안 세미나(산업보안 워크로드), 산업보안 논문경진대회,
산업보안 정책토론회 등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산업보안 온라인 학술대회 및 창의설계 대회” 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와 함께, 이전의 학회행사에서 담지 못한 다양한 의견들과 함께 특히 신진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내용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접수된 내용들을 보면서 최신의 산업
보안 관련 주제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확인하고, 다가올 2021년도에도 산업
보안 학문의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이 내딛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산하고 불안한 마음을 산업보안 발표내용과 함께 하시면서, 2020년 잘 마무리
하시고, 2021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 장 항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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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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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국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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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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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동계 온라인 학술대회

COVID-19 전자출입명부의
개인정보 보안 인식 강화에 대한 연구
최진혁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e-mail : korea1497@naver.com

A Study on Reinforc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of COVID-19
Electronic Access Register
Jin Hyeok, Choi
Chung-Ang Univ. Industrial Security

요 약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야외활동이 감소하고 자영업자, 항공사 등의 매출이 급락
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양한 방역 대책을 실시하였으나 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방지하는 것에는 어려
움이 있었다. 또한 산업보안의 중요 대상인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미흡하는 등 방역 과
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전자출
입명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개인정보보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안에 대
한 인식을 강화하고 조직의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보안 문화 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
1. 서 론
집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시 정보주
유래없던 COVID-19 팬데믹 상황의 발발로 인하여 각
체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으로 각 조항의 내용은 표1
국은 다양한 방법의 방역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초기에는
과 같다.
수기(手記)출입명부를 통하여 감염 경로를 확인하였다. 그
(표 1)
러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에서 명부 상 인원 중
법 령
내
용
41%만이 실제로 접촉이 가능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IT기술을 사용한 QR코드의 활용을 통해 기존의 수기출입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명부를 대체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였다.[1] 이를 통하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여 수기출입명부 작성에서 문제가 되었던 개인정보의 허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 기재 혹은 작성 거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Washington Examiner에 따르면 정부에서 확진자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것은 고의적인 가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짜 정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2] 따라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상세한 정보공개 및 방역 과정은 감
염병의 예방을 넘어서 소비심리 위측을 방어하는 경제적
이처럼 전자출입명부는 법에 근거하여 QR코드를 통해
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3]
개인정보외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보안의 보호 대상 중 하나인 개인정보에 대
2.2 전자출입명부 사용 절차 및 수집 정보
한 보안 과정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이는 정책을 설립하는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시설에 입장하였을 때 이용자
주체와 이를 사용하는 국민들 모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 스마트폰을 사용해 QR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제시하여
인식이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 개선 과정에서 지
시설관리자가 이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속적으로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전자출입명부
과정에서 네이버 등의 QR발급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시스템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를 사용하여 QR을 생성하여 제공한다. 이를 시설관리자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한 앱을 통하여 인식하면 이용자
의 방문 기록과 시설정보에 대한 위치정보가 사회보장정
2. 현행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특징
보원에 저장된다. 이후 확진자가 해당 시설에 방문하였을
2.1 전자출입명부의 법적 근거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은 역학조사를 위해 저장된 방문기록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7조와 위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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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인정보를 매칭하여 방역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이 과
정에서 수집되는 항목은 표2와 같다.
(표 2)

4.2 개인정보 수집 방식 변경

수 집 항 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성한 QR코드, QR코드를 생성한 시각,
QR코드를 생성한 이용자 식별정보

3. 현행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문제점

3.1 관리/감독 매뉴얼 부재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 이후 약 6개월동안 341,759,391건
의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였으며 235,339,432건을 파기하
고 106,419,959건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
인정보는 전체 국민의 2배 이상으로 해당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전국민의 동선이 공개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할 것이
다. 이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
원회의 점검 당시 관리/감독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아 체
크리스트를 통한 점검만이 이루어진 실정이다.[4] 또한
QR코드를 통해 수집한 이동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
회보장연구원의 보안업무규정의 경우 최종 개정일이
2020.06.04.로 전자출입명부가 시행된 2020.06.10. 이전인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시설관리자에
게 인식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다는 근본적인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보를
개인이 수집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영국의 Wight섬
에서는 COVID-19의 종식을 위하여 앱을 사용하고 있는
데 이는 개인과 15분 이상 접촉한 사람의 정보를 기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5] 이에 착안하
여 시설의 정보를 이용자가 보관한 뒤, 해당 시간대에 시
설에 확진자가 방문하였을 경우 이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저장하지 않
고도 효과적인 방역이 수행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정
보주체의 열람,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에 대한 권리 행
사를 보장할 수 있다.
4.3 보안 문화 조성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향상

동선공개 및 전자출입명부 정책 제작과정에서 개인정보
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직 전반에
보안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트레이닝 및 홍보 활동
을 통하여 보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한 국민들도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자
구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3.2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미비

QR코드를 통하여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
은 NAVER 등의 QR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암호화
되어 분산 보관된다. 이렇게 분산 저장된 정보는 확진자
발생 등의 필요시에만 결합하여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의 분산 저장을 통한 유출 및 재식별
방지 대책으로는 적합한 보안 조치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에 대
한 확인 및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만일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및 방문기록에 대하여 해당 권리를 주장할 경우, QR발급
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관하고 있는 정보가 상이하여
해당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정보
들에 대하여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두 정보의 결
합이 필요한데, QR코드가 어떤 사용자의 개인정보인지
QR코드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결론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밀접 접촉자를 구분하고 격
리하는 것은 COVID-19 방역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이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안 문화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
아 개인정보 공개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주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
므로 정책 제작 과정에서 보안을 염두에 두어 COVID-19
바이러스와 보안에 모두 안전한 정책으로의 개선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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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개선방안

4.1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관리 매뉴얼 제작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이용/제공 및 저장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전자출입명부 방식에서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보호 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한 관리 매
뉴얼을 제작함으로써 방역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실
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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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D 프린터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여 3D 프린터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3D 프린터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면과 같은
산업 기술이 유출되거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등 산업 전반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3D
프린터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3D 프린터의 Attack Vector를 분석하여 체크리스트 “레벨 1” 항목 6종을 설정하고, 이를
세분화한 “레벨 2” 항목을 3D 프린터의 Attack Tree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항목과 KISA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 가이드에서 추출한 항목을 융합함으로써 총
50종 도출했다. 또한, 도출한 체크리스트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3D 프린터 1대의 보안 수준을 점검한
결과 62%의 ‘취약’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 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1. 서 론
위한 3D 프린터의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도출 연구를 수
3D 프린터 시장은 2020 기준 약 20억의 규모이며
행한다. 이를 위해 3D 프린터의 Attack Vector를 분석하
2022년에 약 32억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 3D
여 항목 6종을 설정하고, 이를 세분화한 항목을 도출하기
프린터는 원하는 3D 모델을 출력하는 기기로, 맞춤형
위해 3D 프린터의 Attack Tree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항목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할 수
과 KISA를 통해 추출한 항목을 융합하는 방법론을 사용
있는 점에서 주목받는 기술이다. 특히 세포조직, 임플란트,
한다.[5][6][7] 또한, 도출한 체크리스트의 실효성을 검증하
인공 뼈 등 맞춤형 의료기기 등이 필요한 바이오 분야와
기 위해 국내 제조사의 3D 프린터 보안 수준을 점검하였
다품종 생산과 관련된 제조 분야, 건설 산업 분야 등에서
으며 이를 통해 산업 보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술개발이 증가하고 있다.[1]
하지만, 만약 3D 프린터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2. 3D 프린터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연구
도면과 같은 산업 기술이 유출되거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등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2.1 3D 프린터의 Attack Vector 분석을 통한 레벨 1 항목 설정
군사 무기를 3D 프린터로 제작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일반 사람이 3D 프린터로 불법 총기를 제작하여 유죄
판결이 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2][3] 올해 카네기멜론
대학교의 3D 프린터 네트워크 보안 연구에 따르면, 3D
프린터와 연결된 IoT 기기의 해킹 가능성을 제시했다.[4]
또한, 해킹을 통한 도면 탈취 및 변조로부터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보안의 새로운 공격 벡터이다.
(그림 1) 3D 프린터 Attack Vector
3D 프린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보안 수준을
그림 1과 같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3D 프린터에서는
점검하고 향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지만, 관련 연구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도면 파일을 가공하여 네트워크를
부족한 실정이다.
통해 전송하며, 이외에도 웹 모니터링 기능과 클라우드 기능을
- 3 -

2020 동계 온라인 학술대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UI(User Interface)와 USB를 통한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해 프린터 조작이 가능하고, 운영체제는 3D

레벨 1 항목

소프트웨어&기타
총합

프린터 내부 환경 설정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3D 프린터 기능
분석을 바탕으로 크게 6개의 Attack Vector를 식별했으며, 이를 표
1과 같이 체크리스트의 레벨 1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레벨 1 항목

웹 어플리케이션
운영체제
네트웨크
프린터 조작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기타

3D 프린터의 웹 모니터링 페이지에서의 취약점
3D 프린터의 계정 관리 및 내부 프로그램 취약점
3D 프린터의 네트워크 통신 과정에서의 취약점
3D 프린터의 동작을 제어하는 부분에서의 취약점
외부 서버에서 출력파일을 클라우드 형태로 가져올 때 취약점
내부 3D 슬라이서 및 어플리케이션과 그 외를 다룬 취약점
(표 1) 레벨 1 항목 설명

2.2 3D 프린터의 Attack Tree 분석을 통한 레벨 2 항목 설정

(그림 2) 3D 프린터 Attack Tree

설정한 3D 프린터의 레벨 1 점검항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취약점을 CVE 등을 분석하여 그림 2와 같이 Attack
Tree로 표현했다. 무결성 확인, 평문 전송, 원격 조작 등의 발생

가능 취약점을 식별했으며, 이를 통해 레벨 1 항목을 세분화한 총
34종의 레벨 2 항목을 설정할 수 있었다.

2.3 체크리스트 융합을 통한 레벨 2 항목 보완

웹 어플리케이션
운영체제
네트워크
프린터 조작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기타
총합

레벨 2 항목
Attack Tree 분석
KISA 가이드 추출

6
11
4
7
0
3
34

15
1
0
0
3
0
16

총합

21
12
4
7
3
3
50

(표 2) 체크리스트 융합을 통한 레벨 2 항목 도출 결과

설정한

34종의

레벨

2

항목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 가이드
항목을 각 분야 항목과 비교, 대조함으로써 16개의 추가적인 레벨
2 점검항목을 식별하였으며, 위의 표 2와 같이 총 50종의

체크리스트를 도출했다.

2.4 체크리스트 검증
레벨 1 항목

웹 어플리케이션
운영체제
네트워크
프린터 조작
클라우드

레벨 2 항목

21
12
4
7
3

3
50

취약한 항목

2
31

(표 3) 체크리스트 검증 결과

설명

레벨 1 항목

레벨 2 항목

취약한 항목

8
9
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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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한 체크리스트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국내 3D 프린터
제조사 A사의 기기를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표 3과 같이
총 50개의 체크리스트 항목에서 31개의 항목이 취약(보안
수준 38%, 취약 항목 62%)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결론

3D 프린터는 제조, 건설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보안사고 발생 시 도면 유출, 생산
중단 등 산업 전반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3D 프린터에 대해 산업에 적용하기 전 적절한
산업 보안성을 검토하고자 총 6종의 레벨 1 항목을
바탕으로 총 50종의 레벨 2 항목을 3D 프린터의 Attack
Tree 및 KISA 가이드의 분석, 융합을 통해 도출했다.
또한, 체크리스트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국내 3D 프린터
제조사인 A사의 기기 1대를 점검하여 50개 항목 중
31개의 ‘취약’ 항목 결과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제조사 A의 3D 프린터기기에 대해
체크리스트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다수의 타 제조사의 3D
프린터 보안 점검으로 실효성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3D 프린터의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포괄적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 및
보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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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랜섬웨어와 관련한 이랜드 사건을 통해 악성코드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악성코드와 관련된 도메인 생성 알고리즘(DGA)을 이용한 유해 사이트의 도메인을 사용되거나 악성코
드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서버를 감염시켜 정보를 탈취 한다. 본 연구는 직접 DGA 생성 알고리즘을
사용해 데이터 셋을 생성하고 AI 기술인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 탐지 모델에 악성 도메인을 학습시켜
기존 혹은 새로운 유형의 악성 도메인을 탐지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 있으며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정상도메인처럼 생긴
1. 서 론
DGA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다.
인터넷 주소로 사용되는 도메인에는 악용되어 불법 사
이트나, 악성 도메인을 이용되는 사이버 공격이 존재한다.
악성 도메인으로 생성된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로그인에 의해 정보
가 유출되는 보안 위협이 급증하였다.
악성도메인을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이 중 DGA(Domain
Generation Algorithnm)는 생성한 도메인 주소로 공격자
가 악성코드를 제어할 수 있게 한다. DGA로 생성되는 도
메인은 계속해서 변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
존 블랙리스트 기법은 실시간적인 악성도메인을 탐지하기
(그림 1) 악성코드 DGA 감염
어렵다. 이러한 악성 도메인을 탐지하기 위해서 AI 기술
을 이용해 악성 도메인 탐지 모델에 악성 도메인과 정상
참고문헌
도메인, 즉 DGA와 non-DGA를 학습시켜 기존 악성 도메
인과 새로운 유형의 악성 도메인도 탐지 가능한 모델을
[1] 남궁주홍. "DGA 도메인 탐지를 위한 효율적인 딥러닝
만들어 탐지한다.
모델." 국내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0. 강원도
[2] Namgoong Juhong. "Efficient Deep Learning Model
2. 관련 연구
for DGA Domain Detection." Graduate School of
2.1 도메인 생성 알고리즘(Domain Generation Algorithn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omestic Master's
도메인 생성 알고리즘이란 계속해서 도메인을 무작위로
Degree Paper, 2020. Gangwon Province
생성해 뱅킹 트로이 목마나 랜섬웨어 사용된다. 아래 [그
[3] Mohan, Arvind, Gaitonde, Datta, 2018/04/24
림 1]은 DGA 동작 과정으로 공격자는 DGA 생성 코드를
A Deep Learning based Approach to Reduced Order
이용하여 동적인 도메인을 생성해, 공격을 위해 사용되는
Modeling for Turbulent Flow Control using LSTM
C&C 서버의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한다. C&C 서버에 접
Neural Networks
속된 멀웨어가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해당 도메인 이름을
[4] Xianglei Zhu, Bofeng Fu, Yaodong Yang, Yu Ma,
IP로 변환하기를 요구하면 DNS 서버가 동작하여 IP를 전
Jianye Hao, Siqi Chen, Shuang Liu, Tiegang Li, Sen
달한 후 이 IP는 연결된 사이트는 C&C 서버의 동적 도메
Liu, Weiming Guo & Zhenyu LiaoAttention-based
인에 의해 보안 시스템의 탐지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recurrent neural network for influenza epidemic
DGA의 종류로는 banjory, necurs, tinba kraken, locky등
predic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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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급증하면서 신규 악성코드 유입,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 핵심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핵심기술을 활용
하는 것이며 그중 핵심 기술인 드론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민들의 삶과 질의 향상과 군 무
기체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시스템은 공격자들의 주 표적으로 이용되어 다양한 취약점
들이 도출되었고, 이를 악용할 시 제어 탈취와 적을 인지하지 못하여 국민들을 공격하는 수준까지 발
생되어 국가안보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Cyber Kill Chain, ATT&CK,
HackRF One 등을 활용하여 시나리오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드론 시스템의 취약점을 도출해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 시나리오 구현과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시나리오 내용을 토대로 Cyber Kill Chain 또는
1. 서 론
ATT&CK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할 것이다. 5장에서는 공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최근 보안관제시스
격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템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감행되고 있
6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는 상황을 빅데이터, AI기반으로 탐지 및 차단, 자동화 분
석, 사후관리 등 4세대 보안관제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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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드론은 군에서도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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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성 방안. 국방과 기술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yber Kill Chain과 전술, 기법
[4] 안병길, 이정륜, (2020). 사이버 전투실험 분석을 위한
및 절차, 활용된 공격 도구, 완화 등이 기반으로 갖춘
MITRE ATT&CK 기반의 시스템 구성 및 방법론 연구.
ATT&CK를 활용하여 드론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도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여 공격시나리오를 구현할 것이며 대응할 수 있는 방안
[5] Myung Kil Ahn, and Yong Hyun Kim,(2016),
을 제안한다.
“Research on System Architecture and Simulation
본 연구의 2장은 Cyber Kill Chain과 MITRE ATT&CK
Environment for Cyber Warrior Training”, Journal of
정의와 구성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공격시나리오의 준비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사항과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에서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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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logy, VOL.26, NO.2, pp. 533-540
[6] MITRE, CVE, Available at http://cve.mitre.org/
[7] MITRE, ATT&CK, Available at https://attack.mit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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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을 이용한 로그 횟수 게임 봇 탐지
최준영
상명대학교 정보보안공학과
e-mail : asgsdg3@naver.com

Number of Logs Game Bot Detection Using
Machine learning
Choi Jun Young
SANG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요 약
본고에서는 일반 유저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여 게임의 콘텐츠 부족을 야기하고 있는 게임
봇에 대해 알아보고 게임 봇 즉 AI를 구분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한다.
게임 봇은 현재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블레이드&소울 등 다른 여타 RPG게임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
다. 이러한 게임 봇은 현재 많은 일반 유저들에게 성장욕구와 재미를 저하시키고 심지어 게임 봇을 사
용하는 유저에게 조차 컨텐츠 부족을 야기시키는 것을 [9]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게임 봇을 탐지
하는 것이 가능하며 본고에서는 이 탐지가 기술적으로 어떠한 산업적 위협이 있는 지와 그 탐지 기법
을 살펴본다. 또한 테스트용 탐지기법을 제작하여 그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고 게임 봇에 대한 대응방
안을 알아본다.
들보다 더 쉽고 빠르게 이득을 취하는 부정 사용자들이
1. 서 론
속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특정 게임에서 게임 봇을 찾을 수 있는 기
이런 비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임 봇 사용자에 의해
술들과 상용화된 게임의 취약점 그리고 실제 게임 봇을
발생한 비합리적이거나 부조리한 사건 사고로 게임을 그
탐지하는 기술을 제작해보고 그 기술에 대하여 알아본다.
만 두거나 게임 봇으로 인한 버그 등이 발생하여 서버에
첫 번째로 정보 통신 기술로 인한 게임시장의 급성장은
무리가 가는 등 사용자뿐만이 아닌 컨텐츠 제공자 또한
현재 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 어 올해 모
피해를 보고있는 현실이다.
바일 게임 세계 시장 규모가 내년에 100조원을 돌파 할
다음 같은 게임 봇은 다양한 형태로 RPG게임 말고도 여
전망이며 게임 전문 시장조사기관 뉴주[11]가 추산해보니
러 게임에 관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사냥 혹은 특
애플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게임 매출이 335억달러(40조
정 액션을 우선으로 행동하는 RPG에서의 게임 봇을 대표
660억원),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발생한 매출이 245억달러
적이라고 하겠다.
(29조 3천억원)이었다.[10] 이처럼 현재 게임은 단순한 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정황에 어떤 법적인 처벌
락과 재미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 기반의 고부가
이 없는 가 하면 실제로 2011년 3월 게임 봇 규제를 위한
가치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에 따른 직업 또한 많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12]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
창출되고 있으며 현재 게임 백서에서는 2020년 국내 게임
적인 수단이 미비한 설정이고 처벌 또한 어렵다는 현실이
시장 규모를 약 53210억원(약 5조 3210억원)으로 예상하
다. 부정 사용자에게 게임 봇에 대한 처벌을 하고 싶다면
고 있고 이는 전년대비 2.5%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함으로 분류의 판단과 근거를 명확
여기서 우리가 탐지하고자 하는 게임 분야는 바로
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RPG(role-playing game)게임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세 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게임 봇
이 RPG게임은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에서 주를 이루는
탐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리니지를 제외한 타 RPG에서도
장르로서 수천 혹은 수만명이 동시에 접속하여 같은 공간
로그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게임 봇과 실제 사용자를 정확
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히 구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앞서 말한 게임인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블레이드&소울
을 등등 이 이장르에 속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캐릭터(계
2. 게임 봇 검출
정)가 임무를 수행하거나 몬스터를 사냥하여 경험치를 획
본고에서는 게임 봇을 탐지하는 기존의 연구 중 사용자
득하고 성장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게
의 행동 로그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탐지 방법
임을 정당한 성장 혹은 재력이 아닌 게임 봇을 이용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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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한다.
보통 게임 봇의 궁극적인 목표가 두개 있는데 그건 바로
재화와 성장이다. 비교 타 논문들과 비교 하였을 시 보았
을 앉기, 서기, 달리기 등 이 모든 것이 성장과 재화에 밀
접한 관계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들 또한 일부 수렴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게임 봇의 움직임 하나 하나
에는 모두 의미가 있다고 판단 하에 가능한 한 많은 로그
를 사용하여 특정 로그를 추출하는 타 연구와 달리 높은
성능을 보이는 방법이다. 전체적인 알고리즘 은 이렇다.
첫번째 수령 받은 데이터를 계측 값이 있는 데이터를 통
해 특정 계정들을 추출하고 그 계정들을 주어진 로그 아
이디를 통하여서 새로운 CSV파일로 정제를 해준다. 그리
하면 우리가 기계학습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 모두 마
련 되는 것이다.
3. 실험 결과

이러한 방식으로 정제시킨 데이터셋을 하나의 파일로 추
출하고 다시 그 데이터셋으로 얻은 것은 총 3760개의 제
제 리스트이고 그중 약 10%정도가 실제 게임 봇을 사용
한 유저의 계정이었다. 본고에서 이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모든 모델이 동일하게 학습데이터 70% 테스트 데이터
30%를 주어 고전적인 머신러닝 기법인 Logistic
Regression 모델과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Random
Forest 모델 그리고 Xgboost 모델을 측정한 Accuracy
와 F1-score는 각각 <그림 1> 과 같다.
본고에서는 Xgboost모델 기준 97.7%의 탐지율을 기록했
다.

(그림 1) Confusion matrix

[1] -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게임 봇 탐지 시스템에서 판
단 근거 분석을 위한 기법 - 최수봉, 정영기, 이동훈, 문종
섭
[2] - 행위 시간 간격 기반 게임 봇 탐지 기법 -강용구,
김휘강
[3] - 기계학습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의 재화 로그를 이용
해 게임 봇을 탐지하는 시스템 개발-한종우,김석연,이세종,
이예광,서창진
[4] – 캐릭터 이름을 이용한 MMORPG 봇 탐지 기법-이
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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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업 4.0 시대에 ICT 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이 전통 농업에 도입되고 있다. 스마트농업 사이버 침
해 사고는 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인간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며 주변 산업군으로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을 구성하는 개별 기술 요소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지만 스마트농업 전체의 위협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농업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스마트농업 산업 보
안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술에 대한 R&D를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으며 노지 농업
1. 서 론
에 대한 스마트화와 데이터 라이브러리 축적에 강점이 있
4차 산업 혁명의 물결은 농업 분야에도 예외 없이 변화
다. 네덜란드는 작은 면적의 토지에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를 가져왔다. 인류가 쌓아온 관행 농업의 경험적 지식은
시설원예 농업, 과수, 축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농
디지털화 되고 사람의 노동력은 상당 부분을 자동화된 기
업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한국은 스마트팜 보급 및 확
계가 대체하며 농작업의 무인화 및 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관련 R&D 등 정책적 노력으로 농
있다. 이러한 스마트농업은 세계 식량 안보, 기후 변화 등
업의 스마트화 실현을 꾀하고 있다.
지구촌 문제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2.2 스마트농업 보안 현황
스마트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
스마트농업 시스템은 보안을 고려해서 설계되지 않는 경
결된 각종 IoT 디바이스와 센서들, 디바이스를 운영 및
향이 있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보안의 기본
관리하기 위한 제어시스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적인 스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농업을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AI 등 최첨단 ICT 기술이 고루 사
향한 사이버 공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진행될 수
용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정보통신시설을 향한 사이
있다. 그러나 농업의 특성상 식품 공급망은 주변 산업 분
버 공격이 스마트농업에서 그대로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
야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급망이 타격을 입게 되면 천
한다.
문학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어에 많은 투자를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농업의 가용성, 무결성, 기
해야 한다.
밀성을 해치는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스마
스마트농업은 AI 등 최첨단 ICT 기술이 고루 사용되는
트 농업 보안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집약체이며 상호 연결성과 스마트기술 및 장치의 응용이
증가함에 따라 AAAA(Attacks, Accidents, Acts of
Nature and AI/Autonomous Systems) 위협이 빠르게 증
2. 관련 연구
가하고 있다. IoT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
2.1 스마트농업 시장 동향
와 프로토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토보안부의
전 세계 농업 선진국은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레포트에서는 스마트농업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려해 자국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스마트농업을 전개하
스마트농업 기술적 보안의 핵심이 센서와 네트워크라고
고 있다. 미국은 정밀농업, 빅데이터 등 스마트 농업 관련
설명하고 있다.
Lee

†,

Han-Byeol Ji

Best

of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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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마트농업 네트워크 보안 연구 동향

Sina Sontowski는 스마트파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트
워크 공격 연구의 일환으로 라즈베리를 이용해 테스트베
드를 구축한 후 wifi deauthentication attack을 통해 DoS
공격이 가능함을 검증했다[1]. Sebastian Lisner는 무선 센
서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을 시연 했다[2].
Idress S. Kocher 는 WSN(Wireless Sensor Network)에
대한 위협 모델링 연구에서 DoS를 비롯한 시빌 공격, 트
래픽 분석 공격, 노드 복제 공격, 물리적 공격 등을 소개
하며 레이어별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3]. Jason West는
스마트 농업의 기술과 기술이 적용된 환경의 공격 취약성
을 평가하기 위한 원칙 기반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네트
워크, 시스템 구조와 법적, SCADA를 따로 분석하고 프레
임 워크를 위해 비정상 행위 탐지, 접근 제어, 암호화을
기본요소로 삼고 최신 공격 기법과 조사하여 PA 시스템
을 CVSS 기반으로 평가했다[4].
3. 스마트농업 위협 시나리오

스마트농업에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자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로 묘종, 작물, 가축과 같이 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일체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
이 된다. 둘째로 품종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 개발한 고유
한 농업 기술 정보, 운영 시스템에서 만들어 지는 제어 정
보, 농장 경영에 관련된 정보도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자
산이 될 수 있다. 셋째, 연구 개발부터 구축까지 많은 투
자가 들어간 고부가 가치 시스템과 장비 자체도 지켜야
할 자산에 속한다. 식별한 자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나리
오를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 측면에서 분류하여 제시한다.
3.1 가용성 위협 시나리오

(제어권 탈취) 원격 제어 시스템의 제어 명령 패킷을 탈
후 위변조 패킷을 전송하여 임의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패스워드 크래킹을 통해 시스템 접근 권한
을 가진 계정을 통째로 탈취할 수도 있다.
(시스템 마비) HVAC, SCADA 시스템에 DoS 공격을 가
하거나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생산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ARP 스푸핑은 DoS 공격 외에도 중간자 공격이나 세션
하이재킹도 활용된다.
(자원고갈) 온라인에 연결된 iot 장비에 봇넷을 감염시켜
크립토재킹을 하거나 농부의 네트워크 또는 제3자 데이터
수집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네트워크에 대한 엑세스 포
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취한

3.2 무결성 위협 시나리오

(모니터링 데이터 오염) 가축용 웨어러블 기기 및 모니터
링 시스템에 이상이 생길 경우 가축이 정해진 구역을 넘
어가도록 방치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동물 질병의 감
지되지 않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 생산을 통해
정보 생태계의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GMO 식품, 제
초체 사용 등을 사회 이슈화 하여 관련 기업과 사업에 비
즈니스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공급망 공유 정보 오염) 식품 자산은 파생상품으로 활용
되므로 금융 시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따. 곡물, 커피, 해
산물과 같은 1차 상품의 공급 흐름에 영향에 가해질 경우,
금융 시스템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
해할 수 있다.
3.3 기밀성 위협 시나리오

(공격 대상 식별) GPS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위치 데이
터는 잘못 노출되면 특정 농장의 구체적인 작물을 공격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
(핵심 정보 유출) DNS 스푸핑을 통해 IP를 변조하여 다
른 국가의 농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유전
공학, 개량종자 및 유기 살충제, 비료 등 고부가가치의 농
업 기술을 도둑맞을 수 있다.
4. 결론

이렇듯 스마트농업에 가해지는 사이버 위협이 어떤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악의적인 공격자가 위협
을 가할 경우 농작물, 농업 비즈니스, 농업인의 안전을 보
장할 수 없으며 유통, 물류와 같은 유기적인 관련 산업에
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농업의 개별 요소에 대한 보안 연구가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이
고 체계적인 보안 점검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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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술적·국제적 우위에 서기 위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세대학교를 기점으로 중앙대학교, 단국대학
교 등에서 산업보안학과가 설립되었으며 정부 소관의 관련 사업 등이 실시되고 각종 세미나 및 학술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처럼 산업보안과 관련된 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학술적인 관점에
서 산업보안 분야의 정체성 확립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
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13년 동안 한국산업보안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연
구 논문을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고 네트워크 분석 툴(Gephi)를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는 산
업보안의 추후 연구 방향 제시와 산업보안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술지의 연평균 발행횟수에 미치지 못하는 3회를 기록하고
1. 서 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복합학 분야 학술지는 2단 포맷의 논
현재 산업계에서는 기술 보호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져
문서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 학술지는 초기 법학 학문에
가는 형국이지만 산업계에 적용되어야 할 산업보안 정책
비교 및 정책 효율성의 실증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
서 출발한 특성상 아직도 1단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술지는 본 학술지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본 학술지는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2019년 등재학술지로 승격하면서 산업보안 관련 연구 분
크게 살펴보면 산업보안 법/제도, 범죄, 기술, 관리, 기타
야의 선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수등재학술지
분야를 비롯하여 새로이 각색한 융합 분야까지 총 여섯
승격을 비롯한 새로운 도약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전략
가지 분야로 분류해보았다.
수립이 필요하기에 기존 게재 논문 현황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산업보안연구」 분석

2.1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 운영 체계, 학술지 게재 논문, 학술
지 저자, 주제어 및 연구자 네트워크 등 다각도에서 체계
적인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학술지 게재 논문은 세부
분야별로 나누어 방사형 그래프로 표현하였고 학술지 주
제어 및 연구자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툴인 Gephi를 사용
하여 시각화하였다. 또한 피인용·열람 횟수는 매트릭스 분
석을 통하여 전략분야, 확산분야, 개선분야로 나타냈다.
2.2 학술지 운영체계 및 게재 논문 분석

본 학술지는 복합학 분야로 2009년 창간한 뒤 2020년 8월
까지 총 119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에서 제공하는 복합학 분야의 연평균 발행횟수를 살펴보
면 평균 3.65회로 나타났지만 본 학술지는 복합학 분야 학

(그림 1) 논문 주제별 분류현황

2.3 학술지 영향력지수 및 저자 기여도 분석

학술지 영향력지수란 특정 기간 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평균 횟수로 동일 분야
의 학술지에서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이다.
복합학 분야에서 본 학술지는 총 107개 중 54위로 상위
49.53%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면
서 이전보다 약 3배 가까이 상승한 순위이다. 자가 인용지
수는 총 107개 중 87위로 7.14%를 기록하였고 2019년 등
재학술지로 선정된 후 1/9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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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술지 저자 기여도를 분석해보면 학회의 주요 회원
들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보안을
주제어로 활동하는 국제 연구자들을 검색한 결과 총 13명
에 불과하였으며 국내 연구자는 단 2명에 불과하였다.
2.4 주제어 및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주제어별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산업보안이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기술유출, 중소기업,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등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산업기술유출, 기술가치, 산업기술보호활동, 국
가핵심기술 등은 산업보안이라는 주제어와 같은 보라색으
로 표시되면서 동일한 커뮤니티에 속해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4) 피인용·열람 매트릭스

3. 「한국산업보안연구」 발전 전략

앞서 작성된 분석 결과를 확인한 뒤 크게 논문 모집 활
성화 전략, 우수 등재학술지 성장 전략, 학술지 글로벌화
전략으로 분배하여 학술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 주제어간의 네트워크

연구자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산업보안이라는 학문 안에서
관리 분야, 법/제도 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만큼 특정 분야에 대한 복수의 저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연구하는 공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다.

(그림 3) 저자 간의 네트워크

·
본 학술지가 인용된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산업보안연구가
62.3%, 시큐리티연구가 11.6%, 융합보안 논문지가 7.2% 순
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제공하고 있
는 지난 2년간의 인용지수 상위 10%가 1.34.로 나타난 것
에 비하면 본 학술지는 0.67로 다소 낮은 부분에 속하였다.
피인용 횟수와 열람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학자
들의 관심이 높아 실제 논문 인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보안, 산업
스파이 관련 연구들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을 전략분야라고
볼 수 있다. 또 피인용 횟수는 높지만 열람 회수가 낮은 분
야는 확산 분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업비밀,
연구보안 등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열람 횟수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피인용 횟수는 낮은 개선 분야는 잠재적인 인
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고 방산보안, 산업보안 활동 등이 있다.
2.5 피인용 열람 매트릭스 분석

(그림 5) 문제점과 추진 전략

논문 모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합학 분야에서 평균적
으로 발행하는 발행횟수에 맞추기 위해 단계적인 증가가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 매년 1호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
의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특집호를 개설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또 최근 다른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2단 서식으로
변경하여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도 투고할 수 있는 범용적
인 학술지 포맷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본 학술지의 2년간 인용지수는 복합학 분야의 평균
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므로 그림 4에서 제시한 피인용·
열람 매트릭스에서 제시한 것처럼 전략분야, 확산분야, 개
선분야로 나누어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략분야는
지금 당장 관심이 많은 주제임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피
인용 횟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확산분야는 학계에
폭넓게 소개될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술지의 연구자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선분야는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논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
과정에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본 학술지의 분
야별적 노력이외에도 피인용 횟수가 높은 연구자에게는 종
신회비 면제 등의 보상체계로 학술에 대한 높은 관심에 대
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록되어 있는 2517개의 학술지
중 산업보안과 관련 있는 학술지의 학회와 공동학술대회
를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는
학술지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산업보안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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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많이 인용하게 되어 연구 분야
의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제 연구 동향에 산업보안을 주제어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는 13명에 불과하여 본 학술지 연구자들에게 국제
연구 동향에 연구자 등록을 적극 권장하여 논문 게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공계열 연구자들은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게재하는 경우 많다. 즉, 국내 학술지에 게제
된 논문의 수와 피인용된 수를 산출하는 H-지수가 낮게
산출되기에 국제 연구 동향에 연구자로 등록하고 논문을
게재한다면 연구성과 창출로 산업보안 분야의 세계화 선
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SCI 및 SCIE급 국제학술지에 산업보안을
스페셜 이슈로 추천하여 해외 상위급 저널에 산업보안 학
문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다. 이는 산업보안 학문에 대
한 관심을 이끄는 것은 물론 한국산업보안연구 학술지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

참고문헌
[1] 박준석. “미중 패권경쟁, 최후의 승자는?”, 『경제정보
센터』 339, 2019. pp.56-58.
[2] 융합연구정책센터 홈페이지, https://crpc.kist.re.kr/
[3] 이수상. “연구자 네트워크의 중심성과 연구성과의 연
관성 분석 :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제44권 제3호, 2013. pp.405-428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 편). KnowledgeMatrix
실용화 기술개발. 세종: 미래창조과학부
[5]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홈페이지, http://www.kais.or.kr/
[6]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 https://www.kci.go.kr/
[7] Littell, J. H., Corcoran, J., & Pillai, V. (2011).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정인숙, 전성숙, 황선경, 김동희, 하
주영 역). 서울: 수문사. (원전은 2008에 출판).

4. 결론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학술지는 2009년 창간호를 시작으
로 현재 등재학술지까지 승격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산업보안이라는 학문적 특성
상 융복합 분야에 속해 스펙트럼이 넣어 정체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의 수, 대내외적인 인지도 문제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토대로
다방면에서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보안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연구
들을 분석하였고 세부 분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방향의 연구가 더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앞으로
본 학술지가 우수등재학술지로의 승격과 학술지의 장기적
인 대내외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지금의 연
구보다 더 가치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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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9년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된 이후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과거에는 문자메시지(SMS), 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교류되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MIM)를 통
해 연락하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앱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과 지인과의 개인적인 접촉,
사내 비즈니스, 외부 거래처 서비스 등의 순으로 높았다. 외부 거래처 서비스의 경우 거래처에서 모바
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으로 응대와 업무용 컨퍼런스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업무 특
성상 고객 서비스(응대)에 사용되는 카카오톡 서비스의 경우 DLP가 애플리케이션 실행 정책을 통해
사용되는 카카오톡 서비스을 통제할 수 있지만 업무용으로 허용될 경우 사용되는 카카오톡 서비스 특
성상 내부정보 유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잔재한다. 따라서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
해 내부정보가 유출될 경우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윈도우 아티팩트 분석 기법을 제안 한다.

1. 서 론

톡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한 보

2009년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된 후 전 국민 대다수가

안감사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이

참고문헌

대중화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및 공유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문자메시지(SMS)와 통화, 이메일 등으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던 반면, 오늘날 현재는 모바일 인스
턴트 메신저 서비스(MIM)을 통해 연락하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앱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과 지인들
과의 개인적인 연락, 사내업무, 외부 거래처 응대 등의 순
으로 높았으며, 외부 거래처 응대의 경우 거래처에서 모바
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으로 응대와 업무용 컨
퍼런스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1]. 기업은 영업비밀 등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권리 관리), DLP(Data Loss Prevention, 정보유출
방지), 접근통제솔루션 등 보안솔루션을 도입 및 운용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고객응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스
턴트 메신저 서비스(MIM)의 경우 DLP에서 애플리케이션

[1] 박상진(2015).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제기 후 카카오톡
이용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카카오톡 이용량, 대화 상대
및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 이치석, 김양훈(2014). 보안교육과 보안관리 역량의 상
관관계 분석: 인가된 내부자 기밀유출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전자거래학회지, 20(2), 27-36
[3] 홍정민, 김종현(2013). 디지털 포렌식 도구를 활용한
기업의 대규모 정보감사 적용방안.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3(4), 29-33
[4] 뉴스1 (2016, 08, 14). 기술유출 피해 50조“... 中企보호에 느
긋했던 정부, 1면

실행 정책을 통해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MIM)을 통제
할 수 있지만, 업무상 허용해야 할 경우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MIM)의 특성상 내부정보유출의 잠재적인 위험요
소가 잔재한다. 따라서,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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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며 세계 여러 산업은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투자와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술 유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더불어 보유 기술에 대한 유출 방
지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580건 중 486건이 내부자에 의한 기밀 유출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기
업은 영업 비밀, 핵심 기술 등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DRM, DLP, NAC 등 다양한 보안 솔루
션을 도입하여 운영 중 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장장치 기술의 발달과 함께 대용량 저장장
치를 이용한 내부정보 유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용량 저장장치를 이
용해 내부정보가 유출될 경우 $UsnJrnl을 활용한 보안감사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변경 사항을 기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용량 저장장치를
1. 서 론
이용해 내부정보가 유출될 경우 $UsnJrnl을 활용한 보안감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며 세계 여러 산업은 신기술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발을 위한 R&D투자와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술 유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더불어 보유 기
술에 대한 유출 방지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참고문헌
2020년 6월 ADD(국방과학연구원) 퇴직 연구원에 의한 방산기
[1] 동아일보(2020. 04. 27). “ADD 퇴직연구원, 軍기밀 68
만 건 빼내” 자체조사서 정황 포착 수사 나서
밀자료 유출 사고는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경찰청의
[2] 아시아경제(2019. 10. 02). [2019국감] 최근 5년간 산업
자료에 의하면, ‘14~’18년도 간 적발된 580건의 산업기술 및 영
기술•영업비밀 71건 해외유출
업비밀 유출 건수는 580건으로 내부자에 의한 기밀 유출이
[3] 한국정보기술연구원(2019. 04). 산업 기술유출 방지를
84%(486건)으로 권한 있는 내부자에 의한 기술 유출이 대부분
위한 기술•규모별 보안관리 및 기술유출 대응방안 연구
을 차지한다. 기업은 영업 비밀, 핵심 기술 등 회사의 자산을
[4] Microsoft Docs(2018. 12. 05), USN_RECORD_V2
보호하기 위해 DRM, DLP, NAC 등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다.
Structure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장장치 기술의 발달과 함께 대용
량 저장장치를 이용한 내부정보 유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발생한 기술
유출의 수단으로 '이동식 저장장치(외장하드, USB 등)'가
38.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휴대용 저장장치가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 중일 경우 $UsnJrnl이 모든 파일과 디렉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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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의 문서형 악성코드 탐지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보안 위협 방어
정혜현
윤채은
소
속
상명대학교
서창진

□ 설계 배경
기존의 PDF 악성코드는 샌드박스 형태의 장비를 이용하여 의심되는 파일을 실행해 보는 동적 분석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컴퓨터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적
분석의 방법으로 자바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PDF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자바스크립트의 난독화를 통해 분석이 어렵고, 악성코드 탐지 모델의 성능이 자바스크립트 추출기에 의존되어
결과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는 기존의 보안 기술로는 정확한 탐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APT(지능적 지속 위협)공격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반드시 열
어봐야 할 것 같은 메일과 함께 보낸 문서형 파일(PDF, HWP, DOC, PPT 등)을 실행시키면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악성 및 정
상 PDF 파일의 구조적 차이를 이용하는 악성 PDF 문서 탐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PDF 악성코드
탐지에 관한 연구는 문서형 악성코드의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요소 때문에 악성코드의 구조 및 공격 패턴
이 조금씩 변화함에 따라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
해 악성코드가 변화하더라도 탐지가 가능하도록 PDF 악성코드 탐지 및 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스피어 피싱 메
일 감염 피해 사례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설계 내용
PDF의 키워드와 빈도수를 추출하기 위해서 PDF 분석도구인 PDF-parser를 사용한다. 키워드 중 일부가 압축으
로 인해 추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PDF 파일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기 전 압축을 모두 풀고 키워드를
추출한다. PDF에서 추출된 키워드는 정상 PDF파일과 악성 PDF파일에서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와 빈도수 차이
가 있기 때문에 모든 키워드 정보를 판다스 모듈을 이용해서 피어슨 상관계수로 시각화를 진행한 후 주요한
속성만 사용하여 특징 정보로 사용한다. PDF파일과 키워드 정보, 빈도수 정보를 csv파일 형태로 제작하고 정상
PDF파일의 경우엔 0, 악성 PDF파일의 경우엔 1로 라벨링하여 머신러닝 학습에 이용한다. 라벨링한 정보에서
속성 값과 라벨로 분류하여 학습시킨다. train set과 test set을 7:3 비율로 나눠 학습을 진행한다. 이 경우 모델
을 학습시킬 때 train set에 과적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과적합(Overfitting)이란 기계 학습에서 학습 테이
터를 과하게 학습하는 것을 뜻한다. 과적합이 발생하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지만 테
스트 데이터나 실제 적용 시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차검증(Cross-va
lidation) 방식을 사용한다. 교차 검증 함수는 사이킷런에서 제공하는 cross_val_score() 함수를 사용한다. cross_v
al_score에 들어가는 매개변수 중 하나인 cv를 10으로 설정한다. 매개변수 cv는 폴드(fold)수를 의미한다. 이는
10-겹 교차검증을 하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머신러닝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싸이킷 런에서 지원하는 랜덤포
레스트와 서포트 벡터머신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델을 제작한다. 전체 데이터를 학습과 테스트에 분배해 사
용해서 모델을 훈련시킨다. 정상 pdf 2000개와 악성 pdf 2000개 데이터를 분석해 탐지 모델을 만든 결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97%, 서포트 백터 머신의 경우 98% 이상의 탐지율을 가진 모델을 개발 할 수 있었다.

□ 기대 효과
PDF 파일 안에 계층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객체들이 속하는 키워드의 빈도수를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기 때
문에 특정 키워드의 변화는 미비할 것이다. 따라서 바이트 시퀀스를 사용하는 등의 다른 특징 추출 방법들에
비해 PDF 악성코드의 유형 변화에도 높은 성능을 보인다. 또한, 직접 PDF 파일을 열지 않고 키워드를 추출하
는 정적분석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악성 PDF에 적용 돼 있는 압축, 난독화 현상에도 문제없이 특징을 추
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간편함에 비해 정확성이 높고 오래도록 사용 가능한 탐지모델이다. 이는 APT공격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 위험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신뢰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사용자에게 수신된 피싱 메일을
탐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서형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 방안이자 산업에 위협이 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계속 변화하는 신종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분석하여 대
응하기에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피싱 메일 탐지시스템은 회사 내에서 업무 관련으
로 전송되어지는 메신저나 메일, 카카오톡 등에도 활용 되어 질 수 있고, V3나 알약 등 컴퓨터 백신의 한 모듈
로써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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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환경에서 보안을 강화한 가상근무환경 제공
유영천, 허정현

소

속

단국대학교

이환수

□ 설계 배경
o 산업보안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방안 설계 배경
- 올 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른바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 10곳 중
5곳이 재택근무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음.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기술 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비대면 업무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어
보안 위협에 더 노출되고 있음. 일부 기업은 재정상의 문제로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
용하기도 하며 재택근무에 주로 개인용 PC, 노트북을 이용함에 따라 보안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증가하는 비대면 업무의 효
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지원 및 보안 서비스를 통합한 플랫폼을 설계하고자함.

□ 설계 내용
o 형태 및 접속방법
- 포터블 형태로 사용자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USB로 보안이 인증된 기기에서만 활용할 수 있음.
- 보안이 인증된 기기는 최대 3개로 기기에 부착하여 ID/PW로 1차 인증 후 지문으로 2차 본인 확인.
- 사전에 SVRD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의 고유번호인 MAC주소를 입력하여 3개 이외의 기기에서는 사용이 불
가하도록 설정함.
- 회사 자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VM환경은 SVRD가 부착되어 있는 기기에서만 가능함.
＊ Encase 동글과 마찬가지로 SVRD를 사용해야만 VM환경으로 접속이 가능함.
o 제공 시스템
- 보안 로그인(지문인증 포함)을 비롯한 오피스 도구, 그룹웨어, e-mail, 전자결제, 원격 화상회의, 문서 보안(클
라우드로 백업 가능), VM 환경에서의 로그를 클라우드로 자동 전송, EDR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복원이 가능
함.
o 작동 내용
- 작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업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기기에 SVRD를 부착하고 이중인증을 통과하여
야 함.
- 이중인증을 통과하면 회사 자체 네트워크와 연결이 가능한 VM환경으로 접속이 가능함.
- 접속 후 VM환경에서는 각 업무별 망분리가 되어있어 기술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ZOOM과 같이 웹을 이용한 화상회의가 아닌 P2P 방식으로 개인과 개인이 소유한 기기의 캠으로 화상회의가
가능하여 중간 매개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의 가능성이 사라짐.
- VM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문서들은 모두 클라우드로 즉시 백업이 가능하며 VM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은 모두 클라우드로 자동 전송되어 비이상적인 접근 발견시 자동으로 차단됨.
- EDR 기술의 활용으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고 바이러스 감염 시 감염 이전의 단계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함.

□ 기대 효과
o 학계, 산업계 발전 방향
- IT분야는 현재 산업보안 분야와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임. 즉, 산업계에서 기술 보호에 대한 니즈가 커져
가는 형국에 IT 및 보안 분야의 인력은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학교 실습실의 경우 HDD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만큼 다양한 경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학기가 끝난 후 매번 학교 실습실의 모든 PC를 포맷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함.
- 따라서 본 솔루션을 교내 실습에 이용한다면 많은 학생이 대용량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 자료를 보호함과 동시에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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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택근무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대부분 개인용 PC이므로 외부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 바이러스에 감
염될 우려가 큼. 가상화 원격근무 통합 솔루션(SVRD)을 사용할 경우 보안성을 향상시켜 안전한 업무가 가능함.
이는 재택근무의 보안 취약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o 사회적 문제 해결
- 가상화 원격근무 통합 솔루션은 재택근무 인프라를 각각 구매하여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자
금력 부족으로 체계적 보안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중소기업
의 경쟁력 강화로 선순환될 것임.
- SVRD는 편리성뿐만 아니라 가상화 기술을 접목시켜 보안성을 강화한 것으로서 이는 나날이 지능화되는 기
술 유출 사고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안이 강화된 환경에서 작업함으로써 인력들의 보안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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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문서공유시스템
이채율, 조건휘

소

속

단국대학교

이환수

□ 설계 배경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회사에서 근무 시 활용하였던 인트라넷을 사용할 수 없게되어
집, 카페 등 외부 통신망을 이용해 문서 등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었음.
또한, 회사 차원의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는 회사PC와는 달리 개인PC의 경우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가 미비
한 경우가 많음. 최근 한 정보보안업체에서 실시한 재택근무 보안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 시 사용하
는 개인PC에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은 비율이 20%, 회사에서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은
비율이 54%로 개인PC의 보안이 취약한 점을 알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근무시에도 강력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문서공유시스템을 구상하였음.

□ 설계 내용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네트워크와 달리 참여자 개개인에게 분산되어 모든 데이터가 공
유됨. 따라서 모든 참가자의 동의를 통해서만 블록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데이터의 임의적인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함. 즉,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정보보안의 3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충족하며 여기에 투
명성까지 제공하게 됨. 회사 내부에서 사원 간 문서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
용하게 되며, 이 경우 제한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어 문서 및 데이터 공유 보안에 효과적이며, 전자문서
의 원본인증에도 활용할 수 있음.
문서가 블록체인 원장에 저장되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그 보안을 유지하려면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데
이터구조를 활용해야함. 스마트계약이란 블록체인 내에서의 계약 합의 및 실행과정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화한 것으로, 방대한 정보가 개입되는 계약과정을 자동화하여 계약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술임.

다음 구조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권 전자문서 신뢰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분산원장에 공유된 전자문서의 신뢰를 검증하는 시스템 구조도임. 전자문서가 분산원장
에 업로드될 경우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 존재하는 4개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노드를 기반으로 프라이빗 블록체
인을 구성하여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원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이러한 구조도를 참고하여 회사
인트라넷을 대체할 수 있는 문서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재택근무시에도 안전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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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이러한 블록체인 문서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종국적으로 이 기술이 기존 인트라넷을 대체하게 될 경우, 기존
인트라넷에서 발생하던 정보탈취 또는 기업 주요문서 유출을 목적으로 발생하던 지능형 지속위협 해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문서공유시스템을 통해 개인PC에서도 보안유지가 가능하며, 분산
원장에 업로드되므로 문서공유에 드는 시간과 비용 또한 절감될 수 있음. 또한, 분산원장의 특성상 데이터의
임의적인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고, 승인된 사용자만이 참가하여 문서의 기밀성 유지에 용이하여 효과적으
로 문서 및 데이터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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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

명

AR(증강현실)기술 기반 기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Security Glasses
오정주, 박현애

지도교수

소

속

단국대학교

이환수

□ 설계 배경
o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근무환경의 변화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실시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72.13%이며, 자택 외 장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약 25%로 나타남
- 사외의 업무환경은 기업의 직접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격·재택근무 환경을 노린 침해
·정보 유출 사고 등의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에서는 문서암호화(DRM), 정보유출방지(DLP), 문서중앙화,
VPN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기업의 기밀정보는 캡쳐, 촬영, 엿보기 등에 여전히 취약함
-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R(증강현실)기술을 접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Security Glasses를
구상하였음
- 근무자는 Security Glasses를 착용한 후 기업 내 기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캡쳐, 촬영, 엿보기 등
으로부터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기밀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o AR(증강현실)기술의 발전
- 과거 Google Glasses의 경우, 배터리 수명, 무게, 돌출된 카메라, 차별화된 기능의 부재로 실패한
기술이라는 오명을 받았으나 AR Glasses는 웨어러블(Wearable‧착용가능한) 기기로서 향후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서는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AR Glasses 사업
에 주력하고 있음
- 국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2020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투자계획을 세워 AR기술사업을 지원
하고 있으며 삼성, LG 등에서도 AR Glasses를 개발 추진 중
- AR Glasses는 미래 IT 시장을 이끌어갈 기술이며, 점차 발전하고 있으므로 Security Glasses 또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존의 AR Glasses의 사용 목적이 콘텐츠 단순 감상인 것에 반해 Security Glasses는 기업 내 기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

□ 설계 내용
o 제품 도안
- 인증을 위한 QR코드 인식 센서, AR(증강현실)기술을 위한 라이다 센서, 충전을 위한 USB 포트, 사용자
코 보호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Water Marking기술을 접목하여 제품을 설계

[그림 1] 제품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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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품 정보
-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100g 이하의 안경형으로 제품을 제작
- 현재 시중에 출시된 AR GLASSES의 가격을 참고하여 약 70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
[표 1] 제품 정보
형 태

안경형

가 격

약 70만 원 추정

무 게

100g 이하

사용법

제품별로 보안인증을 받은 후 Glasses를 착용하여 QR코드 확인

동작시간

2~3시간

충전방법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내장
USB 포트를 이용하여 유선 충전 또는 무선 충전 패드로 충전

해상도

1,920 X 1,080

o 작동 원리

[그림 2] 작동 원리

□ 기대 효과
o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근무 시 물리적 보안 위협 제거
- 사용자는 자택 또는 카페 등 외부 환경에서 원격근무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의도적 또는 비의도
적으로 기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사용자가 기밀정보가 노출된 모니터 자체를 캡처 및 촬영하거나
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켜놓고 자리를 비웠을 때 엿보는 등의 행위)
- 사용자는 원격근무 상황에서 Security Glasses를 착용하여 기밀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기밀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기업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도 물리적 보안 위협으로부터 기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
o 원격근무 활성화 및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전염병,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원격근무를 시행해야 하거나, 임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격근무를 확대하고자 하지만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개인정보 취급기업과 같은 기업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어 원격근무 시행을 망설일 수 있음
-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개인정보 취급기업은 Security Glasses를 통해 기밀정보 유출을 방지
함으로써 원격근무를 탄력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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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

명

지도교수

바이오 시그니처 컴퓨터 시스템
송인옥, 고혜정

소

속

단국대학교

이광재

□ 설계 배경
코로나19로 재택, 원격 등의 언택트(Untact·비대면) 근무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보안관리에 대한 문제
점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안관리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
고 있어 보안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IT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원인증’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
는 현행 시스템은 보안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간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입하여온 보안 토큰,
OTP 생성기 등 역시 보안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보안을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홍체인식기
와 연계된 원격인증 장치를 활용하는 등 신원 인증 절차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여 이러한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설계 내용
저희 아이디어의 기술컨셉은 이메일 열람 및 각종 기업의 중요 문서 다운로드와 화면공유 시에 홍
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인증용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중요 문서 다운로드 시 핸드폰에서는 생체인식을
통해 인증 후 다운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노트북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 되
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바이오 시그니처 컴퓨터 시스템은 각 노트북에 기본적으로 설치 되어있는 카
메라에 보안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중요문서 잠금장치와 화면공유 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의 홍
체정보를 사용 및 검증하여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할 방안입니다.
그 예로 회사 이메일 계정 이용 시 일반 메일과 중요 메일이 구분 없이 함께 리스트에 노출되고 있
습니다. 이때 중요 이메일을 오픈해야할 경우 발신자는 수신자의 생체인식을 통하여 이메일이 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생체인식 lock을 걸어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수신자는 목록에서 (생체인식
필요)아이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중요문서인지 확인이 가능하게끔 만든 후 이메일을 열 때 생체인
식을 통해 lock을 풀고 이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는 회사 외부에서 중요문서 다운로드 및 화
상회의 화면공유 시 생체인식(홍체인식, 지문인식 등)의 인증을 거친 후 문서의 다운 및 회의의 화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도 도입할 생각입니다.

□ 기대 효과
현재 컴퓨터에는 지문인식을 통한 보안장치는 마련되어 상용화되고 있지만 매번 손가락을 가져다
대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홍체인식의 경우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눈동자에서 카메
라가 자동인식하기 때문에 지문인식보다 용이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기업체는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보안관련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
황 속에서 ‘바이오 시그니처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체의 중요 자산인 정보들을 안전한
보안체제 환경에서 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전송하거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원 역시
제3자로부터의 해킹을 통해 중요문서가 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보안의 정도를 높일 수 있
으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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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성

목
명

지도교수

구해줘! 우리의 초상권
김두영, 김진하, 이수빈,
서수빈, 최수민
이광재

소

속

상명대학교

□ 설계 배경
현재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한 미디어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영상이나
사진이 SNS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에 찍혀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SNS의 경우 게시글을 올릴 때 사람들은 초상권 침해에 무감각해 타인의 얼굴이 노출되더라도 게시글
을 무분별하게 올리기도 한다. 또한,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이 일상화되면서 길거리에서 영상, VLOG
를 촬영하는 사람이 늘어나 얼굴이 영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기도 한다. 이로써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
는 초상권 침해는 점차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설계하
게 되었다.

□ 설계 내용

이 프로그램에서는 세 가지의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첫 번째로, 초상권 침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 영상에서 보행자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인 HOG를 사용했다. HOG란 픽셀의 변화
량의 각도와 크기를 고려하여 히스토그램 형태의 Feature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두 번째로, 앞서 지정
한 초상권 침해의 대상을 삭제하기 위해 검출한 보행자를 삭제하는 알고리즘인 Image Inpaint 기술을
사용했다. Image Inpaint란 이미지에서 지우고 싶은 잡음 또는 객체를 지우고, 주변 픽셀이 가지는 색
상으로 지워진 부분을 채우는 기술이다. 세 번째로, 영상의 당사자의 얼굴을 검출하여, 당사자를 제외
한 사람의 얼굴을 삭제하기 위해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인 Face Detection을 사용했다. Fac
e Detection이란 컴퓨터 비전의 한 분야로 영상에서 얼굴이 존재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기술이다.
이 세 가지의 기술들을 사용하여 영상 당사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초상권 침해의 대상이 되어 삭제
될 보행자를 인식한 후 당사자를 제외한 보행자들만 삭제하여 기존에 있던 배경과 비슷하게 만들어
당사자만 영상에 출력되게 하여 초상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 기대 효과

우리 팀이 제안하는 “구해줘! 우리의 초상권”은 영상을 찍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의 발생으로 겪게 되는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영상,
사진의 당사자를 제외하고 초상권 침해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을 삭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관심
이 집중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CCTV 영상의 경우 1시간당 모자이크 비용은 60만 원 정도라고 한다. 하루 평균 8시간씩 2개월 분
량의 CCTV 영상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한다면 약 2억 원이 드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제안하는 프로
그램으로 대체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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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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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비밀취급인가 인증체계 시스템
김수현, 김영제

소

속

단국대학교

이환수

□ 설계 배경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대부분 기업체 및 연구기관은 방대한 양의 기밀자료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태블릿 및 PC등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에
전문 산업스파이나 기업 내부인이 외장하드 등 저장장치를 통해 기밀자료를 복사하여 유출하는 행위
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유출 행위는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부분 기업체 및 연구기관은 기밀자료를 보안하기 위해 패스워드 암호방식을 이용하는데 이
역시 해킹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음과 동시에 접근자가 누구인지 신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기밀자
료가 유출되어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비밀취급인가 인증체계 시스템’을 통해 기밀자료가 부정한 접근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법한 접근에 의해 부정한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그 접근자의
신분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산업보안을 강화함과 산업생태계
를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동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있어 전용 단말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기존 스마
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편의성과 상용성을 높여 산업보안의 확산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 설계 내용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비밀취급인가 인증체계 시스템’은 디지털 파일을 QR코드로 암호화함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파일의 열람을 원할 경우 파일당 매회 생성되는 QR코드를 스마트폰 등 사용자 단말기
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촬영함으로써 사용자 본인임을 1차적으로 인증하고, 그 후 단말
기에 탑재된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2차 인증을 완료하면 파일이
열람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인증서버와, 사용자 단말기를 필요로 한다. 이
때 사용자 인증서버의 주요 구성요소는 QR코드 잠금모듈, 인증식별 모듈, 정보관리 모듈로 이루어진
다.
- QR코드 잠금모듈은 파일 비밀취급인가 인증을 위한 일회용 QR코드를 생성하여 1차 인증 잠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는 패스워드를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1차 인증 잠금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증식별 모듈은 사용자의 지문, 홍채 및 얼굴인식 정보 등 생체정보를 통해 2차 인증 잠금을 해
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생체 정보가 과거 수집한 정보와 수차례 다
를 시 수 분(分)간 잠금을 걸어 해제를 시도할 수 없도록 한다.
- 정보관리 모듈은 사용자 단말기의 정보(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P주소, 사용자 이름 및 주소 등), 인
증 요청 파일의 정보, 인증 요청 일시의 정보 등 파일을 열람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 단말기는 디지털 파일의 QR코드를 인식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용자는 해당 단말기에 QR코드
를 인식할 수 있는 상기 시스템과 서버가 연동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받아야 하며, 이는 사
전에 기관의 허가 권한을 받은 자만 설치 후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QR코드를 인식하여 1차 인증을 완료할 수 있고, 단말기에 탑재되어 있는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2차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기 시스템의 인증체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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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지털 파일 비밀취급인가 인증을 위한 일회용 QR코드를 식별 후 1차 인증 잠금 해제,
② 사용자 생체정보(지문, 홍채, 얼굴인식 등) 식별 후 2차 인증 잠금 해제,
③ 사용자의 동작과 관련된 행동패턴 특징 추출 후 이를 기반으로 파일 비밀취급인가 인증
이러한 보안체계를 통하여 중요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보안클라우드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보호하는 포괄절인 보안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접근권한을 세분화하고, 실시간 로그를
기록하며, 이동식 저장장치를 차단하고, 워터마크 등을 이용하여 외부유출도 방지하겠습니다. 나아가
자동백업, 실시간 알림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보안성과 업무효율성의 조화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대 효과
이와 같은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비밀취급인가 인증체계 시스템’은 디지털화된 기밀 자료를 단순
패스워드 암호 방식이 아닌 매회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통해 간단하게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편
의성이 높고, 스마트폰의 생체 인식 기능을 통한 2차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부정한 접근을 예방하는
데 효율적이다. 더하여 접근자의 평소 행동 패턴 특징을 기반으로 통계를 산출한 결과 값 외 특이상
황이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학계, 산업계의 발전에 있어 각 기관들이 막대한 비용
과 시간을 투자해 획득한 기밀자료를 유출당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의 균형
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보안에 따로 투자할 자금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시스템의 사용할 시 보안 인력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리고 정보보안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법한 접근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기밀자료를 유출하더라도 기존 패스워드 암호 방식과 다
르게 서버에 접근 정보의 기기 및 접근자 인적 정보 등의 로그기록을 남겨 기밀유출의 발생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함으로써 최소한의 피해에 한하고, 이러한 로그기
록은 추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유출자의 범행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피
해자는 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에 영업비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 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더 수월하게 인정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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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불가능한 QR코드 본인인증 시스템
유호균, 김수현, 권희정
김선화, 김유진, 임찬미
소
속
상명대학교
장윤희
이광재

□ 설계 배경
최근, 코로나19가 집단 감염으로 인해 역학조사도 따라잡기 힘든 수준까지 가속화되어 다시 심각
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 (KI-Pass :
Korea Internet – Pass) 사업을 도입했으나 이름/전화번호/거주지를 비롯한 개인정보 200만 건이 유
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를 도입하였으나 실제 역학조사에서는 업주에게 방문자 수 등을 재차 요구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QR코드와 인쇄물 및 PC 화면 속 QR코드를 구분하지 못해 악용이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QR code를 활용해도 편의성 결여, 실질
적 활용의 의문, 악용 가능성 및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여 ‘복제 불가능한 QR코드 본인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 설계 내용

복제 불가능한 QR코드 본인인증 시스템은 본인인증을 위한 QR코드 생성 앱과 QR코드를 인식하
는 리더기로 구성되어 있다. QR코드 생성 앱을 실행시켜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하여 회원 정보의
유무를 확인한다. 회원 정보가 있다면 로그인에 성공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랜덤하게 배열하고 GPS
정보, 현재 날짜와 시간 정보를 AES 대칭키로 암호화하여 3개의 서로 다른 QR코드를 생성한다. 정
보가 없을 시 회원 가입을 절차를 거쳐 로그인 후 동일한 방식으로 QR코드를 생성한다. 생성된 QR
코드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캡처 방지 기능과 셔플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
된 QR코드를 스캐너에 입력시키면 스캐너 창에서 3개의 QR코드의 정보를 받아와서 복호화 및 전
처리를 진행한다. 이 정보들은 상호검증 단계를 거쳐 사용자의 개인정보, GPS 정보, 시간 정보의 일
치 여부를 확인한다. 인증 절차를 거치면서 복호화된 개인정보가 출력되고 본인인증이 성공되면
SUCCESS가 출력되고, 본인인증이 실패되면 FAIL이 출력되게 된다.

□ 기대 효과

복제 불가능한 QR코드 본인인증 시스템은 식당이나 기타 공공시설의 출입 시 출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더 편리하게 확진자들의 동선을 조사함으로써 현 코로나 시대
에 많은 활용도가 있다. 코로나 관련뿐만이 아니라 본인인증이 필요한 곳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의 기대 효과는 첫 번째로 AES 대칭키를 통한 암호화를 이용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 가능하다는 점, 세 번째
로 시설 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의 부담이 축소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랜덤 정보와 셔플 기능 활
용을 통해 인증 정보의 복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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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인없는 인증서 시대, 사용자 인증환경 변화와 위협 대응방안

성

명

박창민

지도교수

국광호

소

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설계 배경
정보기술의 융합과 발전으로 금융 및 공공 등 여러 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전자서명과 사용자 인증 수단으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널
리 활용되어 왔으나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20.12)에 따라 공인·사설인증서 간 구분 없는 경쟁 촉진이 예상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설 인증서 등장 및 확산, 기존 인증서 갱신 및 전환 혼란 속을 틈타 다양한 사회 공학적
해킹 시도들이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 등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
으로 피싱 및 스미싱 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금융사기 같은 위협은 점차 더 지능적으로 발전하여 많은
피해를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제안은 최근 사용자 인증환경 변화와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보안 문제를 함께 다루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통한 보안사고 예방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건전
하고 안전한 산업보안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설계 내용
금융 및 공공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악용하여 상대
적으로 정보 접근에 취약한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안 위협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대응방안
으로 사용자 교육 및 환경 제공, 인증서비스 본연의 기능만을 제공하도록 안내하여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시나리오]
1) 정보 소외계층 대상 공인인증서 폐지를 빌미로 한 악성코드 또는 악성앱 설치 유도
- 해커는 악성코드 또는 악성앱 설치 유도를 위해 SNS, 메신저,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
- PC에 악성코드 설치 또는 모바일 기기에 악성앱 설치 후 개인정보 탈취 및 금전 피해
2) 인증 플랫폼의 인증 서비스 이외 탑재된 서비스에 대한 위협
- 최근 제공되는 사설 인증서앱에서 인증서비스 이외에 각종 부가 서비스들이 함께 제공
- 사용자가 원치 않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게 되거나 악의적 콘텐츠 탑재로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 제시
[대응방안]
1) 사용자 교육 강화 및 인지보안 환경 구현
- 기술적 구현을 통한 보안 통제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보안위협 인지 또한 중요하므로 보안 관련 콘텐츠
노출 강화와 UI/UX적 인지환경 제공에 대한 사례를 제공
2) 인증서비스 본연의 기능으로만 제공
- 최근 사설 인증서앱의 서비스 구조를 도식화 하여 제시하고, 이에 따른 보안 우려사항을 다루며 발생 가
능한 보안 위협에 대처

□ 기대 효과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매년 지속 향상되고 있으나 기술 및 서비스 발전 속도가 더 빠르
게 앞서가고 있다. 본 제안은 학계, 산업계에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인지 가능한 보안
환경 마련 및 보안 교육 강화 제안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사회 공학적 해킹 사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정보 소외계층 관심과 보안 교육 강화
- 디지털에 익숙한 20·30대가 아닌 정보 소외계층 존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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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속 사용이 점차 확대되는 인증서의 사용 방법과 디지털 기반 사고사례(보이스피싱, 피싱앱 유도 개
인정보 탈취) 등 지속적 교육과 노출로 피해예방 및 인지능력 확산
2) 정보 소외계층을 배려한 인지보안 환경 제안
-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사용자 시각 및 인지능력에 따른 맞춤 설정 고려
-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에서 정보 소외계층 보안을 고려한 UI/UX 구성
- 정보 소외계층이 보안위협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여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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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IoT 보안관제 모델 설계

성

명

김진원

지도교수

이용준

소

속

극동대학교

□ 설계 배경

o 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대응 가능한 IoT 환경에서의 보안관제 수행방안 모델 설계

□ 설계 내용

o 맞춤형 디바이스 보안기술
o IoT 네트워크 및 플랫폼 보안
o IoT Gateway를 통해 하나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부감독 보안관제 시스템

□ 기대 효과

o IoT Device의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
o 무선공유기의 취약점을 해결
o 공공 안전의 중대한 위협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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