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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 기반 컴퓨터 시스템이 내/외부 침입에 의해 시스템 일부가 손상(Partially Compromised) 
되더라도, 최소한의 필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침입감내시스템(Intrusion 
Tolerance System)의 설계에 요구되는 요소 기술 중의 하나는 정량적 신인도(Dependability)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인도중에서 생존성(Survivability)은 침임감내의 개념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는 
척도(Measure)이므로 침입감내시스템의 설계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가치유

(Self-healing)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주서버와 보조서버가 각 1 대인 Cold-standby 방식의 침입감내시

스템의 상태천이(State Transition)를 표현한 후, 시스템의 가용도 및 생존성을 정의하였다. 또한, 시뮬

레이션을 통해 두가지 취약성 공격 사례에 대한 생존성 변화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신인도 향상 방안

을 기술하였다. 
 

1. 서론 
1침입감내(Intrusion Tolerance)는 기존의 결함허용

(Fault-tolerant) 기술과 최근의 컴퓨터 보안기술(침

입차단, 침입탐지 등)이 결합된 형태로 해당 시스템

이 서비스 거부(DoS:Denial of Service) 공격과 같은 

외부 침입이나 혹은 내부 침입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

상이 되더라도 중요한 임무에(mission-critical) 해

당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개념이다. 즉, 

모든 악의적 공격을 반드시 실패하도록 보증하기보다

는, 침입에 성공한 악의적인 몇몇 공격이 시스템 일

부에 일정 부분의 손상을 가하더라도 신인도

(Dependability: Availability, Survivability 등)를 

갖는 침입 감내구조에 의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

공한다. 이러한 침입 감내구조의 신인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거나 서비스의 품질저하를 방지하면

서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방(Prevention), 감지(Detection)기

                                                           
이 논문은 2004 년도 1 학기 정착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술이 선행되고 최후에 중복 시스템(Redundant 

System), 결함복구(Fault Recovery) 및 재활

(Rejuvenation)과 같은 감내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신인도중에서 생존성(Survivability)은 침입

감내의 개념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는 척도

(Measure)이므로 침입감내시스템의 설계시 중요한 요

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생존성을 분석한 

기존의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생존성 정의에 활

용된 성능척도가 20 가지 이상으로써, 일반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서버와 보

조서버로 구성된 Cold-Standby 침입감내시스템의 상

태 천이 모델에 대해 기존의 가용도(Availability) 

개념이 응용된 생존성 척도를 도입하여 신인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한편, 침입감내시스템의 신인도 향상을 위해 자율

컴퓨팅의 4 가지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자가치유

(Self-healing) 메커니즘을 활용한 접근 방법이 제시

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가치유 메커

니즘의 두 가지 요소(결함모델 및 시스템반응)를 침

입감내시스템의 상태 천이 모델링에 활용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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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시스템의 가용도와 공

격상태에서의 평균잔류시간 비율의 데드라인을 고려

한 생존성을 분석하였으며 취약성(Vulnerability) 공

격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관련 연구 

칩임감내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중에서 [3]의 
HAQUIT(Hierarchical Adaptive Control of Quality of service 
for Intrusion Tolerance) 프로젝트의 경우, 오류 검출과 
시스템 실패(Failure)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성과 다양

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일반 COTS 
(Commercial Off-the-Shelf) 서버들로 비교적 쉽게 구현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침입을 탐지하는 
기능이 미약하고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4]에서는 SITAR(Scalable Intrusion Tolerant 
Architecture)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상태천이도를 바

탕으로 서비스 거부 공격 등 몇 가지 침입 유형별 정
량적 성능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존 COTS 서
버의 변경없이 적용 가능하고 사용자에게도 투명하다

는 장점이 있으나, 대량의 COTS 서버 공격에 대응 
보장 한계와 COTS 서버 이외의 구성 요소들은 공격

의 취약성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5]에서는 생존성 및 가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가용

도와 성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으며, [6]에서는 보안(Security)과 신뢰성을 함께 향상

시키는 방법을 통해 생존성을 정의하고 있으나, 적용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이 복잡해 질수록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는 두가지 척도를 조합하는 기법의 복
잡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3. 침입감내시스템의 생존성 개념 

자가치유는 외부침입이나 시스템 내부문제에 의해 
발생된 결함이나 오류를 자동적으로 감지, 진단

(Diagnosis) 및 치유(Repair) 함으로써 시스템의 오동작

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시스템의 신인도를 향상시

키는 자율컴퓨팅의 핵심기술이다. 이러한 자가치유 기
술이 완전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4 가지 요소 –  결
함 모델(Fault Model), 시스템 반응(System Response), 시
스템 완전성(System Completeness) 및 디자인 문맥

(Design Context) –  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2].  
결함모델은 시스템이 감내해야 하는 결함의 특성을 

정의하는 것이며, 시스템 반응은 외부침입 등에 의한 
결함의 감지, 결함에 대한 대응방법 및 복구전략에 대
한 세부적인 정의에 해당한다.  
그림 1 은 자가치유 구성 요소중 결함모델 및 시스

템 반응에 관한 세부 항목이 반영된 Cold-standby 침
입감내시스템의 상태천이도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

으로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응하는 결함 모델의 세부

요소와,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 반응(결함감지(Fault 
Detection), 기능퇴화(Degradation), 결함반응(Fault 
Response) 및 결함복구(Fault Recovery) 등)의 세부요소

를 11 가지 상태변화에 표현하였다. 
 
 

 
상태 (주서버, 보조서버)  
V : 취약상태, A : 공격상태, R : 재활상태 
 

(그림 1) 침입감내시스템의 상태천이도 
 
주서버와 보조서버가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

태 (1,1)에서 취약성이 노출되면, 침입 감내시스템은 
(V,1)로 천이된다. 침입감지 모듈이 네트워크 트래픽 
및 IP 주소 분석 등을 통해 모든 취약성 공격을 방어

하면 일정시간 이후 초기상태로 복원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P(A,1)의 확률로 주 서버가 공격 당하는 상

태 (A,1)로 바뀐다. 주서버 공격 상태가 일정시간 지

속되면 시스템 손상이 누적되며, 이때 침입 진단 모

듈이 시스템의 CPU 부하 및 메모리 상태를 분석하여, 

유의할 수준의 성능저하가 1- P(A,1)의 확률로 감지될 
경우 주서버를 재활상태 (R,1)로 전이시키지만, 성능

저하를 감지하지 못할 경우 감지불능(Undetected) 상태

인 (U,1)로 전이되어 최종적으로 보조서버가 주서버 
기능을 대신하도록 (0,1) 상태로 작업전이 된다. 외부 
공격에 의해 주-보조서버가 동시에 다운되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Cold-standby 구성을 채택하였으며, 이 
경우 작업전이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보조

서버가 주서버 역할을 대신하는 (0,1) 상태에서 보조

서버가 다운되는 (0,0) 상태까지의 과정은 초기상태에

서 주 서버가 보조서버로 작업전이 되는 과정과 동일

하다. 
제안된 침입감내시스템의 평형상태(Steady-State) 가

용도를 계산하기 위해 식 (1)의 확률과정을 정의하였

으며, 서비스 시간이 일반적인 분포인 M/G/1 을 적용

한 세미마르코프 프로세스(SMP: Semi-Markov Process) 
분석을 통해 각 상태에 머무는 확률을 계산하였다. 
 

X(t) :  t > 0            (1) 

XS  = { (1,1), (V,1), (A,1), (R,1), (U,1), (0,1), (0,V), (0,A) 
, (0,R), (0,U), (0,0) } 
 

그림 1 에 표시된 모든 상태는 상호 도달 가능하므

로 더 이상 줄일 수 없으며(Irreducible), 주기성을 

갖지 않고 한정된 시간 내에 특정 상태로 회귀할 수 

있으므로 Erogodicity(Aperiodic, Recurrent, 

Nonnull) 특성을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침입감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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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각 상태에 대한 SMP 의 안정상태 확률이 존재하

고 해당 SMP 는 각 상태에서의 전이확률을 이용한 임

베디드(Embedded) 이산 마르코프 체인(DTMC: 

Discrete-time Markov Chain)에 의해 유도할 수 있다.  

   SMP 의 각 상태에서의 평균 잔류시간(Mean Sojourn 

Time)을 hi 라 하고, DTMC 평형상태 확률을 di 라 할 

때, SMP 의 각 상태에 대한 평형상태 확률 πi 를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7].  

 

           (2)                        X ji, , S∈=
∑

j
jj

ii
i hd

hd
π  

 

이때, DTMC 의 평형상태 확률 di들은 식 (3)과 식 (4)

의 관계를 갖게 된다. 

 

              
)4(1

)3(

S
i

i Xid

Pdd

∈=

⋅=

∑

rr

 

 

여기서, ),0()1,0()1,()1,()1,()1,()1,1([ VURAV dddddddd =
r

 

])0,0(),0(),0(),0( dddd URA 이며, P 는 그림 1 의 XS 의 

각 상태에서의 전이확률 p(i,j) 에 의해 표현되는 DTMC 

전이확률 행렬(Transition Probability Matrix)이다. 

식(3)과 식(4)로부터 구한 DTMC 평형상태 확률을 식

(2)에 대입하면 궁극적으로 SMP 의 각 상태에 대한 평

형상태 확률 πi 를 구할 수 있으며, 평형상태에서 시

스템의 가용도는 상태천이도상의 XS 각 상태에서 

(U,1), (0,U) 및 (0,0) 상태에 있을 확률을 배제한 

경우로 식 (5)과 같이 정의된다. 
                         

)5()(1 )0,0(),0()1,( πππ ++−= UUtyAvailabili
 

하지만 식 (5)에서는 시스템의 성능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하며, 단지 시스템이 고장상태에 

머무는 경우만을 비가용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즉, 

그림 1 의 상태천이도에서 시스템이 정상구간 및 

침입감내구간내에 머물러 있다면 각 상태에 머무는 

시간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간으로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침입감내구간의 경우 시스템이 취약성에 노출되거나 

외부공격에 의해 성능저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공격상태가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면 

가용상태로 판단하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격상태에서의 잔류시간 비율이 

일정수준(데드라인)을 넘어서는 경우, 비록 

침입감내구간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가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A,1)과 (0,A) 상태에서는 

진단모듈이 시스템의 성능저하를 제한된 시간내에 

감지하지 못할 경우 고장구간으로 즉시 전이되므로 

잔류시간의 정도가 시스템 가용성 및 생존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침입감내시스템의 

상태천이도에서 각 상태에 머무는 잔류시간을 고려한 

생존성 척도가 더욱 현실적인 시스템 성능의 판단 

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존성 척도를 식 

(5)의 가용도 정의를 확장하여 아래와 같이 

유도하였다.  

주서버 및 보조서버 중 한 대가 공격상태에 놓인 

경우((A,1),(0,A)) 시스템이 생존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평균잔류시간 비율(dihi)의 데드라인을 D*라 

할 때 해당 상태에서의 시스템의 생존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 Yi(i = 

(A,1),(0,A))의 값을 다음 기준으로 결정한다. 

 

di hi  ≤ D
*  : Yi = 0, di hi  > D

*  : Yi = 1 

 

위에서 결정된 지시변수를 활용하여 침입감내 

시스템의 생존성 척도를 식(6)과 같이 정의하였다. 
 

)6()( ),0(),0()1,()1,( AAAA YYtyAvailabiliitySurvivabil ππ +−=

 
4. 성능 분석 

침입감내시스템의 SMP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표 1
의 설정값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각 
상태에서의 평균 잔류시간의 경우 일반분포를 따르므

로 해당값은 상대적인 차이로서의 의미만 존재하며, 
상태천이도에 나타난 5 개 분기점에서의 전이확률이 
침입감내시스템의 신인도에 독립적으로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0 과 1 사이의 값을 설정하였다. 한
편, 생존성 분석을 위한 데드라인(D*) 값은 공격상태

에서의 평균 잔류시간 비율의 평균값(AMSTR : 

Average of Mean Sojourn Time Ratio)인 
(d(A,1)h(A,1)+d(0,A)h(0,A))/2 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입력변수 설정값 

평균  

잔류시간 

h(1,1)=50, h(V,1)=30, h(A,1)=25, h(U,1)=50,
h(R,1)=20, h(0,1)=50,h(0,V)=30, h(0,A)=25,
h(0,R)=20, h(0,U)=50, h(0,0)=50 

전이확률 0<P(V,1),P(A,1),P(0,1),P(0,V),P(0,A)<1 
데드라인 AMSTR/3< D*< AMSTR 

 

그림 2 는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상황에서 주서버와 

보조서버가 각각 취약성을 감지 못하고 공격을 당하

면서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는 과정에 따른 시스템

의 가용도 및 생존성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주

서버에 관한 전이확률인 P(V,1)과 P(A,1)이 동시에 증가하

거나 마찬가지로 보조서버에 관련된 P(0,V)와 P(0,A)가 

증가하면서 가용도 및 생존성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이확률이 0.2 보다 작은 구간

에서는 가용도와 생존성의 차이가 미미하나, 0.2 이상

의 구간에서는 그 차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전이확률이 모두 1 인 경우에 약 1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서버와 보조서버가 공격에 노

출된 상태에서의 잔류시간 비율이 증가하여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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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서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가용도에 비해 생존

성 척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생존성 감소를 방지하기 의해 외부공격이 진행되

는 상황에서 (A,1)와 (0,A) 상태에서의 잔류시간 비

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침입감내시스템의 진단성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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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이확률 변화에 따른 신인도 분석 
 

한편, 침입감내시스템의 기본 SMP 모델을 [8]에서 

제시한 실제 공격 유형인 Active Server Page(ASP) 

취약성 채택하여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ASP 

취약성은 Internet Information Server 의 파일 

중에서 showcode.asp 파일이 악의적인 공격자에게 

노출되는 경우 발생되는 취약성 공격 유형이다. 이 

경우 주-보조서버가 각각 공격상태에서 진단모듈에 

의해 침입을 능동적으로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활상태로 진입할 수 없게 되므로 P(A,1)과 P(0,A)가 

1 인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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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SP 취약성에 대한 생존성 분석 

 

그림 3 은 ASP 취약성 경우에 대해 SMP 모델 적용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P(A,1) 과 P(0,A)를 1 로 고정시킨 

후 P(V,1)과 P(0,1)의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시스템의 생

존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그림 2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보조서버가 각각 공

격상황 및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기 전의 초기상태에

서 시스템의 이상거동을 감지할수록 생존성이 극대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 에서 생존성

의 최소값은 기본 SMP 모델의 경우에 비하여 P(V,1)=1
과 P(0,1) =0 일 때 약 10% 정도 더 작아지게 된다. 그 

이유는 주-보조서버가 각각 (R,1) 상태 및 (0,R) 상

태를 통한 침입감내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

해 야기되는 생존성 척도의 손실치라 판단된다. 한편, 

그림 3 의 3 차원 곡면상에 불연속면이 발생되는 것은 

잔류시간 비율의 데드라인이 침입감내구간내의 공격

상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침입감내시스템의 신인도 분석을 위
해 자율컴퓨팅의 핵심 기술인 자가치유 메커니즘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서버와 보조서버로 
구성된 Cold-standby 방식의 침입감내시스템을 11 가지 
상태로 정의한 후 SMP 평형 상태 확률을 계산하여 
일반적인 시스템의 가용도를 정의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평균잔류시간 비율의 평균값에 데드라인을 적용한 
시스템의 생존성을 정의하여 시뮬레이션 및 취약성 
공격 사례 분석을 통해 생존성 향상 방안을 기술하였

다. 향후, 자가치유 메커니즘의 구성요소 중 시스템 
완전성 및 디자인 문맥 등을 함께 고려한 모델링을 
통해 침입감내시스템의 신인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스템의 생존성 분석를 위
해 가용도 이외에 시스템의 고유특성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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