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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1년 미국에서 최 로 소개된 후 기존 보안 기술과 다른 새로운 정보시스템 보호 기술로 Moving 
Target Defense(MTD)가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MTD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뷸규칙 이고 동

으로 변화시켜 공격표면(Attack surface)을 임으로써 외부 공격에 한 보안성을 높인다. 주로 시스

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공격하는 보안 들에 효과 이며 특히 지능형 지속 보안 

(Advanced Persistent Threat), 킬 체인(Kill-Chain) 보안에 뛰어난 성능을 기 할 수 있다. 최근 MTD 시
스템 구   개발로 상용화가 시작되었으나 MTD 활용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보안성  효율성을 가

지는지에 한 성능 평가인증, 시험지침 등이 표 화 되어있지 않아 기 이 모호한 실정이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최근 MTD 이슈에 해 살펴보고 MTD와 연  되어있는 각 분야에 어떤 평가인증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MTD에 어떠한 평가인증 요구사항이 있는지 도출하여 앞

으로 MTD 평가인증 표 화 참고  활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망한다.

1. 서론

 MTD 기술은 2011년 미국 백악 의 “연방정부의 사이

버보안 R&D를 한 략  계획” (Trustworthy 

Cyberspace: Strategic Plan for The Federal Cyber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발표에서 처음 언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처

음 소개 되었다. 2012년부터 시스템 구성요소(SW, Device 

등)에서 MTD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요구사항 도출 연

구로 시작하여 네트워크 기반(Router, Switch, SDN, 

Web) MTD 기술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스

마트그리드, 커넥티드카,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고도화

된 랜덤알고리즘 등 융합기술 분야에서 MTD 서비스모델 

 강화된 보안 모델 연구가 활발하며 국내에서는 한국

자통신연구소, GIST, 국방부 등에서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MTD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MTD는 시스템 구성요소를 동 으로 배치  운 하

여 공격에 한 비용을 크게 높이고 결정  공격 방법 수

를 이며, 시스템 정    동질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격자의 복잡성과 비용을 높이고 취약성과 

공격 기회를 제한하며 시스템 탄력성을 높이기 해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지속 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다 [1]. 

MT는 기존 정보보안의 탐지, 응, 분석 등의 틀을 벗어

나 시스템의 공격표면을 이는  다른 보안 방법으로 

낮은 비용 비 높은 효율을 기 할 수 있다 [2]. 하지만 

해당 분야의 연구가 채 10년이 되지 않아 이슈가 많이 존

재하며 그  시스템 향보고서, 평가인증, 시험지침 등

에 한 연구가 시 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최근 

MTD 이슈에 해 살펴보고 MTD와 연 되어있는 각 분

야의 어떤 평가인증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MTD 평가인증 요구사항 도출하여 표 화 활용  

연구 방향에 해 논의한다.

2. 련연구

본 장에서는 MTD 기술  이슈에 해 설명보고 

MTD 평가인증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해 련 분야의 

평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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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TD 기술

MTD는 공격자가 악용할 수 있는 범 한 공격 표면

을 이기 해 시스템을 지속 으로 변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시스템의 공격 가능한 역은 공격

자가 근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 소 트웨어, 열린 

포트, 구성 요소 취약 을 통해 제공되는 기타 리소스 

등) 포함한다. MTD 시스템의 기본 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3-5]. 

(그림 1) MTD 기본 로세스

첫 번째 단계는 운  환경에서 시스템의 기 배치를 

의미하며 시스템이 실행될 때 MTD 시스템은 시스템 변

화를 수행하기 한 요소를(Adaptation) 선택한다. 선택이 

가능한 요소로는 네트워크, 소 트웨어, 보안에서 사용되

는 정보가 있다. 시스템 변화의 수행의 시 은 고정 이거

나, 임의 이거나, 혹은 시스템에 공 되는 외부 정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모든 운  시스템에는 자원의 제한

이 있으므로, 선택된 구성에 한 배치의 결과는 재 시

스템에서 합한지 유효성에 해 검되어야 한다. 합

하지 않다면, 시스템 변화를 주지 않고 새로운 요소들을 

선택 한다.  

2.2 MTD 이슈

MTD는 2012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아직 연구 기단

계라 볼 수 있으며 발 하기 한 많은 이슈들이 존재한

다. 먼  재 상용화된 MTD 기술은 네트워크 환경 요소

들로 한정 이며 일반 으로 보안 솔루션에서 추가기능으

로 활용되고 있다. 특정 도메인이나 큰 규모의 시스템에서 

활용하기 해서는 단일로 활용 할 수 있는 모델과 이를 

한 복원력 있는 리  제어 메커니즘 개발 등이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다른 이슈로는 MTD의 성능  효율성의 과학  추

론에 한 평가  방법 개발이 있다. MTD를 통해 시스

템에 주는 향력에 한 보고서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

며 불규칙성에 따른 효율성 입증  가치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MTD 성능 평가 기 , 지침, 시

험 운용 모델 등에 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2.3 MTD 련 분야 평가 

MTD 기술에서 상용화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분야

는 네트워크, 소 트웨어, 보안이 있으며 본 에서는 각 

분야별 평가  시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해 살펴본다.

2.3.1 네트워크 평가

 네트워크 성능 평가로는 IEEE.802.11 문서를 기 으로 

국내에서 평가 지침  시험 항목을 용하고 있으며 주

로 네트워크 기능. 서비스, 성능 시험으로 구분된다. 평가 

으로는 SSID 용여부, 인증, 데이터 페이로드, WEP키

설정, RTS  CTS, IBSS, WPA 등 13가지 항목이 있다 

[6]. 이를 참고 하여 홈 게이트웨이, 무선 속 성능평가 

방법, 무선랜 시험규격, 차량 LAN 시험 규격 등 각 분야 

환경  국내 ICT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활용되고 있다

[7-9]. 이 외에 TTA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한 성능 측

정 방법에서 패킷, 트래픽에 따른 처리율과 지연시간 측

정  기 에 해 설명하고 있으며 테스트 환경  방

법을 다루고 있다 [10].

2.3.2 소 트웨어 평가

 소 트웨어의 경우 다양한 실행 환경, 장치, 목  등으

로 개발되기 때문에 타 평가보다 상 으로 더 범 한 

평가인증 지침들이 있다. 각 응용계층 서비스에 히 운

용 될 수 있는 지침, 일반 인 시스템의 소 트웨어 기능 

평가  운용 지침, 소 트웨어 자체 성능 시험 등 이 있

으며 각 평가인증 문서에서 운 체제, 하드웨어성능, 버 , 

소 트웨어 언어별로 분류되어있다. 국내에서 GS 시험인

증, CC평가, 확인  검증시험, 벤치마크테스트 등이 있으

며 일반 으로 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성능효율성, 유지

보수성, 신뢰성, 공 업체지원 항목을 기 으로 평가 한다. 

국내 평가의 주요 용 문서로는 국가표 (KS) 정보기술-

소 트웨어공학-제품 품질 요구사항, 정보기술-소 트웨

어 로세스 평가, 컴퓨터 기반 소 트웨어시스템 측정과 

등 평가 등이 있다 [11-13].

2.3.1 보안 평가

보안 평가의 경우 2018년 4월 18일부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와 력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정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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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기 에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를 진행하고 있

다.  KISA는 2013년 정보보호제품 성능 시험에 한 연

구를 진행 하 으며 국내외 정보보호제품 성능 시험 연구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성능시험 항목  방법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해 CC평가인증, 보안 합성검증의 황  국

외 성능시험 항목을 국내 평가와 비교하여 국내 환경에 

합한 보안 성능시험 검증체계 수립 방향을 논의하 다 

[14]. TTA는 정보보호제품 표  합성 시험 방법을 표

안으로 채택하 다 [15].  표 은 사용자입장, 생산자 

입장, 시험평가자 입장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확장성, 정

확성, 일 성, 응성,효용성으로 항목을 분류하여 정보보

호 표 합성 시험 방법론(Advanced Security 

Conformance Test, ASCT)을 제안하여 정보보호제품 시

험기   차 표 에 해 제시하 다. KS로는 정보 

기술-보안 기술- 보 기술 보안 평가 방법론, 정보기술-보

안기술-정보기술보안 평가기  시리즈에서 보안기술 필

수 요구사항  항목별 평가 방법, 차, 평가 기  등을 

소개하고 있다 [16, 17]. 

3. MTD 평가인증 요구사항

본 장에서는 2.3 에서 살펴본 각 분야별 평가들의 요

구사항 에 MTD와 연 되어있는 평가 항목이  어떤 것

들이 있는지 도출한다. MTD는 시스템의 환경요소를 변화 

시키디 때문에 성능과 한 요소가 요구된다. 따라서 표 

1과 같이 지연시간, 응답속도, 사용율, 처리율 등을 기 으

로 MTD 평가인증을 마련해야 한다. 

<표 1> MTD 평가 분야별 요구사항

분 류 평가 항목

네트워크
- 패킷 크기 변화에 따른 처리율과 지연시간
- IPv4/IPv6, TCP/UDP, 응용 로토콜 
등 트래픽에 한 처리율과 지연시간

소 트
웨어

- 시간 효율성(실행 반응  수행시간 는 
처리율, 응답 시간 등)

- 자원 효율성(평균 로세서/메모리/장치/
역폭 사용률 등)  

보안

- 액세스 제어 리스트 수에 따른 비트, 패킷 
처리율/ 송률과 지연시간

- 패턴 매칭 규칙 수에 따른 비트/패킷 송
률 과 지연시간

- 시간에 따라 설정된 터  수, 터  생성
률, 해지율 

- 시간에 따른 HTTP 트랜잭션 개수  생
성률

네트워크 성능 평가로는 패킷 크기 변화와 IPv4, IPv6, 

TCP, UDP, 응용계층 트래픽에 한 처리율과 지연 시간

이 있다. 패킷 크기 변화의 경우 각 패킷 크기별 측정된 

패킷, 비트 송률로 평가할 수 있고 주요 성능 측정 변수

는 단일 IPv4, IPv6, 듀얼 스택 설정 등이 있다. IPv4, 

IPv6 트래픽은 구성비에 따른 패킷, 비트 송률과 지연

시간을 측정하고 패킷 크기 변화, 듀얼 스택 등을 고려한

다. TCP, UDP, 응용 로토콜 한 구성비에 따른 패킷, 

비트 송률과 지연시간으로 평가하며 응용계층 트래픽의 

경우 HTTP, FTP, UDP의 구성비를 고려한다. 이외에 

MTD 용 과 후의 QoS, 라우  로토콜과 인  요소 

상태  인 성 변화율 등을 검토 할 수 있다. 

소 트웨어의 경우, 평가 항목  MTD 시스템 운용에

서 가장 여겨볼 항목은 성능 효율성이며 시간 효율성과 

자원 효율성으로 구분한다. 시간 효율성은 시스템에서 요

구되는 기능을 로그램이 수행 할 때의 수행시간과 처리

율의 정도, 응답 시단 등을 평가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시

간 효율성 항목에는 평균응답시간, 응답시간 합성, 평균 

왕복시간, 왕복 시간 합성, 평균처리량이 있다. 자원 효

율성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로그램이 수행 할 

때 필요한 로세서 수행 시간 비율을 의미하며 로세서, 

메모리, 장치, 역폭 등의 평균 사용률을 측정한다. 

MTD 운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보안평가는 솔

루션에 사용되는 비 번호, 키, 토큰, 난수 발생기, 난수 

엔트로피 선택( : 시간) 등의 변화에 따른 보안성능  

효율성 검증과 하다. 처리율, 지연시간, 해지율, 생성

률 등 MTD로 변화된 요소에 따른 보안 솔루션 향은 

기존 보안 평가와 련된 항목을 통해 검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부 공격에 얼마나 MTD가 보안성을 보이는지에 

해서는 신뢰성 있는 모집단과 과학  추론을 고려한 연

구  실험 결과가 필요하며, 결과를 통해 MTD 보안 성

능 시험 방법  지침 등으로 평가인증 요구사항에 추가 

할 수 있다.

4. 결론

 정  시스템의 보안 방안으로 제안된 MTD 기술은 공

격자가 악용할 수 있는 범 한 공격 역을 이기 

해 시스템을 지속 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 공격 

표 을 가지는 보안 의 특정 도메인, 시스템에 효과

인 보안성을 지닌 MTD는 아직 연구 기단계에 불과하

지만 2017년에 상용화 되는 등 개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하지만 아직 MTD 기술 평가에 한 연구는 이슈로 

남아있으며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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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MTD 기술 개요  이슈, 그리고 련 

분야의 평가들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MTD 평가인증 요

구사항을 도출 하 다. MTD는 공격표면을 유동 으로 

만들기 해 환경요소를 변경시키므로 각 요소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보안 향에 따른 평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 평가 기  표  문서를 기반으로 도출 된 요

구사항을 통해 MTD 평가인증 기  마련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며, 련 국제표  조사  분석으로 

더 신뢰성 있고 개선된 기 으로 보완 할 수 있을 것으

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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