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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 보호의 목표는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신뢰성

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기관이나 조직에서 추구하는 사업에 대한 영속성 보장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접근 제어는 정보 보호의 목표인 기밀성, 무결성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

용된다. 즉, 인가받지 않은 주체에게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인가된 주체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

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한다.  그러나 가용성 측면을 무시하고 기밀성

과 무결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이미 과거의 정보가 되어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보 보호의 3 대 목표를 모두 만족하는 접근제어 시

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컴퓨터 및 네트워크 

시스템의 적절한 보안 대책 없이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통 처리되고 있어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해커 등의 불법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 접근제어(Mandatory 

Access Control)[2]가 연구 대상이 되어 여러 가지 

보안 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종래의 유닉스 

운영체제는 사용자 소유의 파일에 대해 허가 

비트(Permission Bit)를 설정하여 그룹 내의 사용자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읽기, 쓰기 및 실행 권한을 

임의적으로 허가하는 제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접근제어 방법을 임의적 접근제어(DAC : 

Discretionary Access Control)[1]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상기와 같은 임의적 접근제어만으로는 

정보 보호가 미약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보안 모델들 중에서 그 보안성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상용화된 보안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BLP(Bell & LaPadula)[2, 4, 5] 보안 모델을 

유닉스 운영체제의 커널에 적용하여 강제적 

접근제어를 구현하였다. 임의적 접근제어는 기존 

유닉스 시스템에서 사용한 접근 허가 비트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강제적 접근제어는 수정된 BLP 모델을 

적용하여 주체와 객체 사이의 보안 속성 관계를 통한 

접근제어를 적용하였다. 구현된 접근제어 시스템이 

임의적 접근제어만을 이용하여 접근제어 한 경우, 

파일시스템에 보안속성을 직접 부여하여 객체에 대한 

접근제어를 수행하는 경우, 파일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접근제어 테이블을 이용하여 접근제어를 수행할 

경우에 대하여 각각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OS(AIX, HP-UX, Linux, 

Solaris, Tru64 등)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인터넷상에 비교적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Solaris 8 x86 Platform 버전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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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접근 제어 

접근제어는 로컬 및 네트워크의 특정자원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지를 검사한 후 접근여부를 결정 

함으로써 불법 침입자에 의한 불법적인 자원 접근 및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 접근제어 정책으로는 DAC 과 

MAC 이 있다. DAC 은 각 주체에 대하여 시스템 

객체들에 부여된 권한을 명시하는 권한부여 규칙을 

요구한다. 접근 요청은 DAC 메커니즘에 의하여 

검사되고 권한부여 규칙이 존재하고 해당접근이 

검증되는 주체에게만 허가된다. (그림 1)은 DAC 의 

개념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DAC 을 통한 접근제어 

 

객체에 포함된 정보의 비밀성(레이블로 표현된 

허용등급)과 이러한 비밀성의 접근 정보에 대하여 

주체가 갖는 정형화된 권한(즉, 접근허가)에 

근거하여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을 

MAC 이라고 한다. MAC 은 하위 비밀등급의 객체로 

정보의 흐름을 방어하기 때문에 흐름-제어 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주체와 

객체가 갖는 보안등급의 정의를 통한 강제적인 

정책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림 2)는 MAC 의 개념적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2) MAC 을 통한 접근제어 

 

  Solaris 는 TCSEC[2, 5] C1 등급의 패스워드와 DAC 

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안상의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TCSEC B1 등급의 특징인 보안레이블을 

통한 강제적 접근제어 기능과 접근제어 목록(ACL)을 

통한 강제적 접근제어 기능을 추가해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강제적 접근제어 시스템 설계 

31. 접근제어 구조 

유닉스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파일을 읽으면 Open 과 

같은 시스템 콜이 호출되면서 파일의 정보가 저장된 

I-Node 를 참조한다. 이 때 Open 시스템 콜에 대하여 

후킹 기법을 이용하여 인터럽트를 동작시킨 다음 

강제적 접근제어에 필요한 조건들을 적용한다. 

 
(그림 3) 유닉스 시스템의 실행 구조 

 
3.2 ACL 테이블 구조 기반의 접근제어 

ACL 테이블 구조는 메모리 혹은 파일에 각각의 

파일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허용 및 거부 정보를 

테이블 형식으로 정의한 뒤 파일에 대한 접근시도가 

발생할 경우 정의된 테이블에서 해당 파일의 강제적 

접근제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한 사용자가 

해당 파일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여 

접근 허용 및 차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림 4) ACL 테이블 구조 기반의 접근제어 구조 

 

3.3 I-Node 레이블 구조 기반의 접근제어  

I-Node 는 유닉스 시스템에서 파일 Open 시 참조 

되는 테이블이다. 이 테이블에는 각각 파일의 크기, 

권한, 소유자, 그룹 등의 다양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파일에 대한 접근시도가 발생할 경우 I-

Node 에서 해당 파일의 등급과 범주를 확인하고 접근 

주체의 등급과 범주를 비교하여 접근 여부를 결정 

한다. 

 

 
(그림 5) I-Node 레이블 기반의 접근 제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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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 시험 

[표 1] 접근제어 시험용 웹서버 환경  
CPU IBM PC Pentium III 750MHz Dual CPU 

RAM 1024MB 

HDD 20GB 

OS Solaris 8 x86 

 

[표 2] 시험용 웹 클라이언트 환경  
CPU IBM Pentium IV 4.2GHz 

RAM 512MB 

HDD 40GB 

OS Windows 2000 Professional SP4 

 

  본 논문에서는 ①운영체제 보안 제품을 설치하지 

않은 Solaris ②본 논문에서 구현한 ACL 테이블 구조 

기반의 접근 제어 시스템 ③본 논문에서 구현한 

파일시스템 레이블 기반의 접근 제어 시스템을 비교 

평가하였다. [표 1]과 같은 동일한 환경의 시험용 

Solaris 서버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시험 

방법은 aa.html 부터 zz.html 까지 총 676 개의 html 

파일을 저장하여 Apache 웹서버 2.x 를 통하여 

서비스하도록 하였고, Apache 웹서버의 성능 

측정툴인 Apache Bench(이하 ab)를 [표 2]와 같은 

환경의 클라이언트에 설치하여 동시에 1000 세션을 

처리하도록 한 후 그 처리시간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 실험의 목적은 접근 제어 대상이 많고 

적음에 따라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비교 분석 및 

시스템 부하의 선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 

각각의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림 6)에서는 OS 에 Apache 웹서버만 설치 

되어있는 상태에서 ab 를 이용하여 접근제어 대상 

파일들을 순차적으로 Open, Close 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처리하여 응답하는 시간을 누적한 그래프이다. 

OS 의 DAC 만 적용된 상태에서는 평균적으로 56 초가 

소요되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ACL 방식과 I-Node 

방식의 결과값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그림 6) OS 와 Apache 웹서버에서 테스트 결과 

 

(그림 7)에서는 OS 에 Apache 웹서버를 설치한 다음 

강제적 접근제어의 후킹 모듈을 적용하되 강제적 

접근제어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험결과 

평균적으로 61 초가 소요되었다. 후킹 모듈을 

시스템에 추가한 후 5% 정도의 오버헤드가 발생 

하였다. 

 

 
(그림 7) 강제적 접근제어를 탑재후 테스트 결과 

 

(그림 8)에서는 OS 에 Apache 웹서버를 설치한 다음 

서버에 강제적 접근제어의 후킹 모듈을 탑재하고, 

각각의 접근제어 대상 html 파일의 I-Node 에 접근 

제어 속성을 설정한 상태에서의 실험결과 평균적으로 

60 초가 소요되었다. 이 실험 결과 시스템에 단순히 

강제적 접근제어 모듈이 올라간 상태와 거의 같은 

응답시간을 보여준다. 이 경우 접근제어 대상이 많고 

적음과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I-Node 레이블 테스트 결과 

 

(그림 9)에서는 OS 에 Apache 웹서버를 설치한 다음 

서버에 강제적 접근제어의 후킹 모듈을 탑재하고, 

ACL 테이블에 676 개의 html 파일에 대하여 강제적 

접근제어를 등록한 상태에서의 실험결과 평균적으로 

95 초가 소요되었다. 후킹 모듈이 시스템에 추가된 후 

대략 70% 이상의 시스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접근제어 대상 수를 

변경하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그림 9) ACL 테이블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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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에서는 접근제어 대상을 2n(0≦n≦9)개로 

가변하며 각각의 응답 시간을 기록한 그림이다. 

접근제어 대상 파일이 16 개를 넘어서면서 테스트 

응답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대상 파일이 676 개일 

때에는 93 초로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선형성을 

보여야 하는 접근제어 방식이 비선형성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ACL 테이블 구조의 강제적 접근 

제어는 접근 제어 대상이 많을수록 그 응답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3] 제어 대상 파일 수와 응답시간 및 전송률  
제어대상 수 응답시간(Sec) 네트워크 전송률 

0 56.856  139.810 

1 57.462  138.340 

2 57.159  139.075 

4 57.633  137.928 

16 58.207  136.707 

32 59.226  134.577 

64 61.033  130.471 

128 64.597  123.113 

256 71.245  111.676 

676 85.088   93.506 

 

 

(그림 10) ACL 접근제어 파일 수에 따른 응답 비교  

 

4. 결론 

앞서 실험한 각각의 경우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1)과 같다. I-Node 를 

이용한 접근제어방식과 비교하여 볼 때, ACL 테이블 

을 이용한 접근제어 방식은 접근제어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주체와 객체의 강제적 접근제어는 

객체에 직접 접근제어 속성을 기록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강제적 접근제어를 구현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구현된 강제적 접근 

제어는 속도의 향상을 위해 I-Node 를 이용하였다. 

I-Node 를 이용하는 방식은 실제 적용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같은 영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상호 간섭 등의 문제 등으로 

시스템의 안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일부 OS 

에서는 I-Node 영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그림 11) 접근제어방식에 따른 결과 비교 

 

현재 미국 Sun Microsystems 사의 Solaris 의 경우 

강제적 접근제어가 구현된 Trusted Solaris 와 같은 

별도의 OS 가 판매되고 있다. 이는 특정 OS 에 한정된 

것으로 타 상용 OS 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공통된 표준을 마련하고 그를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강력한 강제적 

접근제어 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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