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정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은 계속 발전하
고 있으며, 정보 서비스의 접목 분야도 계속 확장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서비스 환경의 변화만큼, 
정보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내부 보안 위협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

이 제안되었다. 이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서는 다양
한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특히 실시간 모니
터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 서
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은 방대하며, 대
상을 누락없이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도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파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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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계 기반 보안 관리체계는 보안 솔루션 배치가 쉽고, 그 운영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경계 기
반 보안 관리체계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차단하기 적합하지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
협을 차단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안타깝게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은 갈수록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제안되었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서는 
다양한 정보 자원에 접근하는 주체의 행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에 신뢰된 것으로 확인된 주체의 파일 접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파일 접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모니터링 방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 구현 후 목표하는 기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파일에 대한 접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확인되
었다.

ABSTRACT

The boundary-based security architecture has the advantage of easy deployment of security solutions and high 
operational efficiency. The boundary-based security architecture is easy to detect and block externally occurring security 
threats, but is inappropriate to block internally occurring security threats. Unfortunately, internal security threats are 
increasing in frequenc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zero trust model has been proposed. The zero trust model 
requires a real-time monitoring function to analyze the behavior of a subject accessing various information resource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real-time monitoring of file access of a subject confirmed to be trusted in the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monitor user's file access in real time.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onitoring method, the target function was verified after the demonstration implementatio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can monitor access to files in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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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관련 연구

2.1 보안 환경의 변화
정보 서비스는 그 자체로도 많은 변화가 있다. 

정보 서비스 제공 기술이나 운영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정보 서비스를 접목하는 분야도 계속 확대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서비스의 변화만큼 보안 위협도 증
가하고 있다. 보안 위협이 발생하는 경로도 다양해
지고 있으며, 그 도구도 발전하고 있다. 특히 외부
의 보안 위협보다 내부의 보안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1].

2.2 제로 트러스트 모델
이러한 보안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제로 트러스

트 모델이 제안되었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John 
Kindervarg가 제안한 접근통제 모델로, 정보 자원에 
접근하는 주체를 악의적 공격자로 간주하며, 접근 
주체를 충분히 검증하였을 때에만 접근을 허용한
다[2]. 또 접근을 허용했다고 할지라도, 접근 주체
의 비인가 행위를 모니터링하여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3].

Ⅲ. 실시간 파일 접근 모니터링

3.1 파일 접근 모니터링에 대안 현황
파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파일

이 위치하는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를 확
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식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접근하려는 파
일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파일 접근을 확인한 경우, 이를 즉각 모
리터링 시스템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파일 
접근 모니터링 기술은 시스템 파일 등의 중요 파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 모든 파일에 대한 접근을 
모니터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3.2 실시간 파일 접근 모니터링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운영체제에 등록된 파일이나 디

렉토리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를 식별하고, 해당 
사용자가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접근할 때 이에 대
한 주체(사용자 계정)와 객체(파일, 디렉토리)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
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니터링 
시스템은 figure 1  과 같이 Kernel 기반의 모니터
링 기법으로 파일에 대한 접근을 확인하였을 때,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보와 접근 대상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정보를 수집하여 Application으로 전달
한다.

Fig. 1. Real-time file access monitor architecture

Ⅳ. 결  론

악성코드는 사용자의 단말을 경유하여 엔터프라
이즈 환경으로 유입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악성코
드는 대부분 파일이나 디렉토리 단위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Kernel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을 제안하
였다. 

다만 가상화 환경이나 OSMU환경을 위한 모니
터링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는 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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