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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안 시스템에서 접근 통제 모델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스템 및 사용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SPR은 보안 시스템의 행위를 유한 상태 기계(FSM) 

기반의 보안모델로 표현한 후, 보안 모델에 대한 초기 상태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초기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전이가 존재할 경우에 그 상태들에 대응하는 모든 상태들에 대해서 보안기준을 만족하는지 검

증하는 도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SPR를 사용하여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Windows 운  체제

의 NTFS에 기반을 둔 보안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서론

   컴퓨터 보안은 악의적인 공격에 의한 가용성의 

손실, 비인가 접근, 또는 데이터의 수정에 대한 컴퓨

터 자원의 보호를 말한다. 악의적인 공격으로 부터 

1) 본 연구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위탁과제로 수행되었음

컴퓨터 자원를 보호하기 위해 운  체제 보호 메카

니즘 그리고 암호화 기술등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

고 있다. 컴퓨터 자원 보호를 위한 모델로는 접근 

통제 모델(access control models)과 정보 흐름 모델

(information flow models)이 있다. 접근 통제 모델

은 임의적 접근 통제(Discretionary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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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강제적 접근 통제(Mandatory Access 

Control), 역할 기반 접근 통제(Role-Based Access 

Control)등이 있다. 임의적 접근 통제는 주체의 접근 

권한에 따라 객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이

다. 강제적 접근 통제는 주체의 보안레이블과 주체

가 접근하고자 하는 객체의 보안레이블을 비교하여 

보안 정책에 합당한 접근 통제 규칙에 의해 접근통

제 하는 방법이다. 임의적 접근 통제는 역할(role)에 

기반을 두고 사용자의 시스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방법이다[1]. 정보 흐름 모델은 Denning의 

모델에서 정보 흐름에 대한 정의를 상태 기계(state 

machines)로 정형화한 것을 말한다[2]. 정형화된 모

델로는 Noninterference[3], Restrictiveness[4], 

Nondeducibility, Separability 등이 있다. 

  접근 통제 모델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목표

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SPR 

도구는 보안모델의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초기 상태의 

안전성을 먼저 검사하고 안전하고 판단한 후 다음 상태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초기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전이가 

존재할 경우 그 상태들에 대응되는 보안 모델의 상태들은 

접근 통제 규칙을 만족해야만 상태가 변할 수 있다고 가

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SPR[5]을 이용하여 보안 시스템의 안전

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SPR의 입력으로 정의된 보안 모

델을 명세하고 NTFS 다중 사용 권한에 대한 보안 기준, 

즉 ‘거부된 사용 권한은 다른 모든 사용 권한보다 우선한

다’와 같은 접근 규칙을 명세, 검증하고 발견된 보안상 결

함을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2.  배경 연구

2.1 상태 기계(State Machine)

2.2.1 유한 상태 기계(FSM)

유한 상태 기계 또는 유한 상태 오토마타는 시스

템을 상태와 이들 상태들간의 전이로 구성된 이론적 

계산모델이다.

일반적 FSM M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K,A,s 0,Q}

- K : 유한한 상태들의 집합이다.

- A : 알파벳 또는 입력 이벤트들의 집합

- s 0  : 시작 상태. 이 시작 상태에서 오토마타가  

          시작하게 된다. 

- Q : 전이 함수 Q:K×A→K. ‘전이’란 알파  벳 

집합 A로부터 선택된 입력 a에 의해 생기

는,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입력 심볼에 따

라 상태는 항상 변할 수 있으며, 원래의 상

태로 다시 돌아가는 전이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FSM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결정적, 비결정적 상태기계가 있고, 또 출력이 전이

와 함께 일어나는 리 머신(mealy machine)이나 

출력이 상태로 표현되는 무어 머신(moore machine)

등이 있으며, 또 여러 개의 시작 상태를 가지는 

FSM도 있다. 

2.2.2 보안 시스템을 위한 FSM

보안 시스템을 FSM으로 표현하고, 만들어진 

FSM을 기반으로 모델화된 시스템이 원하는 안전성

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을 고려한다.

시스템 ∑는 상태기계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Σ= {S
Σ,T,s Σinit,Q}

- S Σ는 시스템 상태들의 집합이다.

- Q는 시스템의 상태 전이를 일으키는 요청   

(request)들의 집합이다. 

- T는 상태 전이 함수이다. T:Q×S
Σ
→S

Σ는 시

스템을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전이 시킨다. 

S Σi에서 요청 q를 받아 S Σi+1의 상태로 전이

되는 것이다 

- S Σinit는 초기 시스템 상태이다. 

   이러한 시스템 Σ= {S
Σ,T,s Σinit,Q}은 FSM이

다. 시스템 ∑에서 상태 S Σ에 도달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 <( q 0, s
Σ
0
),...,( q n, s

Σ
n
)>

이 존재하고, s Σ0  = S Σinit, s
Σ
n
 = s

Σ  이며, 

S Σi+1  = T( q i, s
Σ
i
) (0 ≤ i < n)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보안 상태에 따라 보안 모델을 만들

면 다음과 같다. 보안 모델 M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되는 집합이다. 

M={S,R,C}

- S : 모델에 의해 정의된 시스템의 보안 상태들  

        의 집합이다.        

- R : 접근 통제 규칙의 집합이다. r(s, s')의 형식  

        을 갖고 있으며 s에서 s'로의 전이가 접근  

        통제 모델에 맞는지를 확인한다.

- C : 상태의 보안 기준에 대한 집합이다. c(s)의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상태 s의 보안성을   

        검사한다. 어떤 상태 s∈S 가 안전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c∈C:c( s)= true를      

        만족해야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의 안전성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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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실세계 시스템과 정형보안모델 관계 

Λ= {M,Σ,D }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M : 접근 통제 모델, M={S,R,C}

- Σ  : 시스템, Σ= {S
Σ
,T,s

Σ
init,Q}

-D : 매핑 함수, D:S
Σ
→S  이며 시스템 상태와   

      시스템 보안 상태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제 위에서 정의한 3 가지 정의를 이용하여 시스

템의 안전성 정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모델 M을 구현한 시스템 Σ는 다음 조건을 만족

하면 안전하다:

1. ∀c∈C:c(D(S
Σ
init))= true

2. 

∀s
Σ
i,s

Σ
i+1∈S

Σ
:

s
Σ
i+1 =T(q,s

Σ
i )∃s i=D(s

Σ
i ),s i+1=

D( s
Σ
i+1 )

 

  ∧  ∀r∈R:r( s i,s i+1)= true

 3.  ∀s Σi∈S
Σ:s Σinit로부터 s Σi에 도달 가능, 

   s i=D(s
Σ
i ):∀c∈C:C( s i)= true

세 가지 조건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건은 시스템의 초기상태에서 안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조건은 시스템에서 한 상

태에서 다음 상태로 전이가 존재할 경우 그 상태들

에 대응되는 보안 모델의 상태들은 접근 통제 규칙

에 R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태 

전이를 할 경우 접근 통제 규칙을 만족하며 상태가 

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기 상태에서 도달 가능

한 모든 상태는 항상 보안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3 SPR 도구

  SPR(Safety Problem Resolver)은 프롤로그 기반

의 규칙으로 구성된 보안 모델의 안전성 평가 도구

이다. SPR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안전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첫째, 만일 보안 기준에 대해 주어진 현 

시스템  상태를 평가하기를 원한다면, 시스템 보안 

상태와 보안 기준, 접근 규칙을 SPR에 입력하면 보

안 기준에 따라서 시스템의 안전성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만약 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를 

원한다면, 초기 상태에서 도달 가능한 시스템의 안

전한 상태들을 생성하고 생성된 상태들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그러므로, SPR은 안전성 평가을 위한 보

안 모델을 입력으로 받아 들인다. SPR은 초기 상태

의 안전성/비안전성을 검사하고, 현 상태에서 도달 

가능한 모든 상태를 생성하고 도달 가능한 상태들의 

안전성과 비안전성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림 1에서 실세계 보안 시스템의 정형 보안 모델

을 표현하기 위해, 먼저 현 상태에서 시스템 보안 상

태(system security state)를 추출하고, 안전성을 평가

하기 위한 접근 통제 규칙(access control rules)을 작

성하고, 모델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안 기준

(security criteria)을 명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상

태를 나타내는 시스템 보안 상태, 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정보가 흐르는 것을 접근 통제 규칙으로 기술

하고, 다시 다음 상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보안 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3. SPR를 이용한 보안 모델의 검증

Windows 2000은 자원의 보안과 사용자의 관리에 

있어서 NTFS 파일 시스템 기반의 NTFS 사용 권한

으로 파일과 폴더의 제어 관리를 지원한다. NTFS는 

Windows NT 계열에서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이다. 

NTFS의 특징으로는 대용량 매체 지원, 긴 파일 이름 

지원, 시스템 복원 등을 지원하고 NTFS 사용 권한을 

이용하여 자원의 보안과 사용자 관리에 있어 공유된 

폴더와 파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 개인의 자원까지 관

리가 가능하다. NTFS 파티션에서 파일과 폴더를 안

전하게 관리 하기 위해 NTFS 사용 권한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그룹계정에 NTFS 권한 허용을 사용한다. 

만약 사용자나 사용자가 속한 그룹에 접근 권한을 부

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용자는 자원을 접근할 수 없다.  

NTFS 사용 권한은 자원의 보안과 사용자 관리를 지

원하기 때문에 사용자 개인의 파일과 폴더에 대해 사

용자에게 알맞은 권한 허용을 부여해야 한다. NTFS 

사용 권한은 기본적으로 관리자나 파일 또는 폴더의 

소유자는 모든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NTFS 사용 권

한은 사용자 계정에 부여하고 그룹에도 부여할 수 있

다. 하나의 사용자는 다수의 그룹에 속할 수 있고, 그

룹마다 다른 권한허용이 부여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NTFS 다중 사용 권한에 대하여 보안 기준을 두고 

교수(Profs)와 학생(Students) 그룹에 대한 상태 모델

링을 하고 Windwos 2000의 규칙에 따라 모델의 안전

성을 검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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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객체의 초기 구조

그림 3  읽기/쓰기 권한 부여

그림 4 사용자그룹과 객체의 접근권한 

3.1 보안 모델 구성 예제

객체의 초기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root 폴더에 시

스템 폴더와 시스템 파일, user 폴더와 users 파일, 그

리고 temp 폴더와 reports 파일과 gradesheets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주체(subjects)는 교수 그룹과 학생 그

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 그룹과 객체의 접근 권한에 대하여, 그림 5

에서 사용자 pascal에게 읽기권한(rd)을 부여하고 

pascal이 속한 그룹 profs에는 쓰기권한(wd)을 부여하

면 pascal에게는 다중 사용 권한에 의해 읽기/쓰기 권

한이 부여된다.      

그림 3에서는 학생그룹은 reports에 읽기/쓰기가 부

여되고 gradesheets에는 읽기와 쓰기 거부 권한이 부

여된다. 학생그룹은 temp 폴더에 읽기/쓰기 권한이 부

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gradesheets에는 접근할 수 

없다.      

3.2 접근 통제 규칙과 보안 기준 

접근 통제 규칙의 teststate는 보안 기준의 규칙으로 

보안에 위배되는 규칙을 기술하 다. 보안 기준을 cr

이라고 표현했을때, cri는 해당 시스템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1) cri iff !testState1(_,_)∧...∧!testStateN(_,_)  

(1)의 !testState1(_,_)∧ ... ∧!testStateN(_,_) 에 대

하여 true의 경우 시스템은 안전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다. 보안 범위를 기준으로 검증할 경우 testState1의 

경우 failed의 결과가 STR.REP파일에 출력된다. 

testState4에서는 교수그룹중의 kant를 temp 폴더 안

의 파일에 대하여 읽기/쓰기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기

준을 제시하고 fail이 발생하므로 succeeded 결과가 출

력된다.

4. 결론

접근통제모델을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의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프롤로그(Prolog) 기반의 SPR 도구가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SPR을 이용해서 보안모델

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NTFS 기반의 간단한 보안 모

델에 대한 안전성을 명세하고 검증하 다.  

향후 연구로는 Windows 2000의 시스템을 SPSL로 

명세하고, SPR 도구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다른 운 체제, IDS, Firewall등의 안전성을 검

증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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