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모바일 단말의 보급과 무선 네트워크의 발전으
로 원격 근무 방식이 보편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RTE(Real-Time Enterprise)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
관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던 각종 정보서비스는 
인터넷 망에 연결되었으며, 업무 효율성 증가를 위
해 인터넷 망에 연결되는 정보 서비스는 더 증가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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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 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역효과도 있
다. 대표적인 역효과는 정보 서비스를 인터넷 망에 
직접 연결하면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의 발생 증가
이다. 

Ⅱ. 관련 연구

2.1 제로 트러스트 모델
경계 기반 접근통제 모델은, 적용되는 보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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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은 갈수록 그 방법이 발전하고 있으며, 보안 위협으로 발생된 빈도와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
도 크다. 이러한 보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제안되었다. 제로 트러스
트 모델은, 정보 자원에 접근하는 주체를 악의적 공격자로 간주한다. 주체는 식별 및 인증 과정을 통해 
검증 후에 정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제안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기본적으로 네트워
크에 집중하고 있어,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대한 보안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파일 시스템으로 확장한 제로 트러스트 기반 접근통제 메커니즘을 제안하였
다. 연구 결과, 제안된 파일 접근통제 메커니즘은 제로 트러스트 모델 구현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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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s the existing zero trust model to the file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file access control mechanism can be applied to implement the zero tru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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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안 솔루션의 효율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많
은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 근무 방
식이 보편화되면서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은 그 한
계점이 지적되었다[1]. 

이에 따라 정보 서비스에 접근하는 모든 주체를 
악의적 공격자로 간주하고 검증된 주체만 최소 권한
만을 허용하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제안되었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John Kindervarg가 제안한 
접근통제 모델로, 정보 서비스에 접근하는 주체의 
보안 환경 수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다. 만약 접
근 주체의 보안 환경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증된 주체라도 접근할 수 없
다[2]. 

2.2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한계
초기 제안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네트워크 환

경에 기반한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조직 내부에 
접근하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 주체 및 단말
의 보안 환경을 검사하고, 인증된 주체 및 단말의 
보안 환경이 충분이 안전할 경우에만 그 접근을 
허용한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된 악성코드는 정보 서비스
에 대한 접근 주체의 보안 환경에 은닉될 수 있다. 
이러한 악성코드는 검증된 사용자 단말을 통해 엔
터프라이즈 환경으로 유입될 수 있다. 

Ⅲ.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확장

3.1 보안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검증된 사용자가 정보 서비스에 접근하였을 때, 

악성코드는 인가되지 않은 데이터에 접근하여 정
보를 유출하거나 변조 할 수 있다[3]. 이처럼 사용
자의 권한을 넘어선 비인가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네트워
크 레벨뿐만 아니라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레벨로 확대해야 한다.

3.2 데이터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에 등록된 파일이나 디렉

토리의 접근에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적용하기 위
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 
적용 방법은 Kernel 레벨에서 접근통제 기능을 제
공하며, 보안 정책에 기반하여 동작한다. 접근통제 
기능에 대한 우회를 차단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
이 LSM Interface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4]. 

Ⅳ. 결  론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분명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의 한계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그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네

트워크 레벨에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적용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로 트러
스트 기반 접근통제 방법을 제안하였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Zero-day attack 기반
의 악성코드에 의한 비인가 파일/디렉토리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확인되었다. 

다만, 각 계층 별 독립적인 운영은 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통합 운영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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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ernel level zero trust based File
       /Directory access control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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