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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은 다수의 정보자산 내 중요 데이터를 다수의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필요한 만큼 접근하여 열람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이다. 이러한 복잡함 속에서 중요 정보 자산에 대해 허가된 사용자의 접근을 확인하고, 사용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계정

관리 관련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계정을 이용해 중요/민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은 이것이 탈취 당했을 때 공

격자에게 정보 절취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정 소유주의 근태에 기반하여 계정

의 사용 유무를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보안성은 높였고, 편의성 저해도 없는 안전한 계정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

스템은 계정 소유주가 업무 목적으로만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기간 내에 2-Factor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계정 유휴 기간 내 발생할 수도 있는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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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it is an information society where a large number of users access and view important data in a large number

of information assets as needed. In this complexity, techniques related Identify Management are being applied, in order to

verify authorized user access to important information assets and manage of history. But, the ability access to sensitive

information using account has the disadvantage of being able to open the way for information to the attacker when it is

hijacked. Thu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cure Identify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rol the use of accounts

based on the attitude of the account holder, but also enhances the security and does not hinder the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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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은 컴퓨터 등의 정보자산을 이용한 업무처리

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정보화 사회이다. 컴퓨

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용되는 정보자산

의 수도 증가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정보자산에 접속

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사용자 수도 함께 증가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보자산 내 데이터와 같은 자원을

다수 사용자가 공유하고, 보안 등급에 따른 접근 가능

정보들을통제하기위해계정관리(Identity management)

관련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1]. 계정관리는 정보 자산

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확인하고, 사용 이력을 관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정을 이용해 중요/민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은 이것이 탈취 당했을 때

공격자에게 정보 절취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2016년 버라이즌(Verison)에서 발

표한 데이터유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데이터 유출 사

고의 63%가 계정을 활용했다고 지적한 것과 美 국가

안전보장국(NAS) TAO(Tailored Access Operations)

그룹 총 책임자인 롭 조이스(Rob Joyce)가 네트워크

침투 시 계정 탈취를 주로 이용한다고 밝힌 사실은 계

정 관리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을 더욱 잘 인식시켜주

고 있다 하겠다[2].

그러므로 계정은 적법한 사용자가 원할 때는 언제

든지 사용 가능하여야 하지만, 원하지 않거나 탈취 당

했을 때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사용자가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 때를 업무 관점

에서 정의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자동화 지원하여

계정이 비활성화 되어야 하는 시기의 비인가 된 사용

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게 내부 정보를 관리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 계정을 이용한 인

증 외 다른 수단들에 대해 살펴보고, 업무 목적 상 사

용되는 계정의 활성화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정관리 구조

를 제시하고, 4장에서 시나리오를 이용해 제안된 모델

의 실증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에서

의 한계와 향후 계획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관련 연구

2.1 계정관리시스템

증가하는 정보시스템에 따라 사용자 계정 또한 나

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 계정을 본인 스

스로 관리하기 어렵게 되어 계정관리 관련 시스템들이

적용되게 되었다[3]. 더욱이 자동화되지 않은 계정관리

비용이 계정당 51달러에서 147달러까지 이르는 것으로

가트너그룹이 발표했던 바와 같이, 비용 상의 이점과

관리 상의 편의로 인해 정보관리 측면에서 보편화된

시스템으로 인식되며, 그 영역을 넓혀왔다.

이 계정관리시스템은 ID/PW를 저장한 서버에서 단

일인증(Single Sign On) 기능을 제공하며,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업무와 정보에 접근을 허용하는

역할기반(Role-based) 인증체계로 발전해왔다. 이 방

식은 정보 접근자를 식별하고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에

는 좋으나, ID/PW의 분실 또는 절취가 발생하였을 경

우, 악의적 공격자가 원 계정의 소유주와 동일한 권한

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2.2 2-factor identification

ID/PW를 이용한 인증은 사용자에게 수월하게 적용

할 수 있으나, 이용자들이 인증정보를 비슷하게 사용

하고 있는 환경에서 주기적으로 PW를 변경하고 강력

하게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개별 사용자에게 PW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성 강화와 편의성

의 최대화에 기반을 두고, 양방향 이중 인증(two

factor authentication) 방식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4]. 그리고 이중 인증은 보안 수준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5].

이중 인증에서는 SMS를 이용한 방법이 많이 활용

되고 있다[6]. 이것은 사용자가 미리 등록해둔 전화번

호로 메시지를 보내 사용자가 그에 맞는 값을 입력하

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한 번 더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 인증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매번 추가 인증을 실시해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물리적으로 스마트폰 등

이중 인증에 사용되는 장치의 도난, 이중 인증 관련 메



근태관리 중심으로 보안성을 향상시킨 2-Factor 인증 계정관리시스템 73

시지의 절취 등에 취약한 문제점도 있다.

(그림1) SMS를 이용한 2-Factor 계정관리의 예

이에 대해 3-Factor 인증이 제안되기도 하는데[7],

이는 다중 방어 측면에서 좋기는 하나, 인증 단계 증가

로 인한 시간 소요와 사용자 불편도 함께 증가한다는

단점도 있다.

2.3 근태관리를 이용한 업무 관련 사용계정 확인

인증 단계의 증가가 보안성을 강화시키기는 하나,

사용자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여 규정을 어길 유인을

가져온다는 사실 하에,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 조직 또는 기업 내부에서 진행하는 인증을 추가적

으로 계정관리에 적용한다면, 별도의 사용자 행위가

없더라도 계정에 대한 2-factor 인증이 가능하다. 즉,

출입 허가 시 네트워크접근통제도 함께 수행하는 것처

럼[8], 하나의 인증 정보를 다른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으며, 이중 인증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때, 2-factor 인증은 가진 것, 아

는 것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는 특징인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야 하며[9], 각기 다른 요소로 2가지가 적용되

어야 한다. 그리고 기반으로 사용하는 인증 정보는 생

체 정보와 같이 강력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보

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자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계정을 사용하기 전 작동하는 시스템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출입통제와 근태관리의 예를 들 수 있다.

출입통제시스템은 사용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조직 또

는 기업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근태관리는 계정 소유주의 업무 추진 현황을 알 수 있

게 해준다. 따라서 출입통제와 근태관리의 정보로 계

정 소유주의 계정 사용 필요성을 미리 파악해 둔다면,

이를 이용해 계정의 업무 관련으로 인한 사용 예정 유

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계정 소유주가 가진 것 또는

소유주의 특징적인 것으로 인해 2-Factor 인증 시행이

가능하다.

3. 제안하는 2-Factor 인증 기반의

계정관리모델

3.1 제안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2-Factor 인증 기반의 계

정관리모델은 다음 (그림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정이사용예약되어언제든지활성화가가능한상태인

Pre-monitoring, 계정이 사용 중인 Using-monitoring

그리고 계정의 사용이 끝나 추후에 사용될 것을 대기

하는 Post-monitoring으로 크게 3계층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국면 별로 계정의 활성화와 사용이 다르게 이

루어진다.

(그림2) 제안시스템의 3계층 구조

여기서 활성화된 계정이란 사용 예약이 된 계정 및

사용 중인 계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 상

Log-in과 Log-out으로의 상태 변화가 허용된 것을 의

미한다. 만약, 계정 소유주가 업무 추진 예정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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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계정은 비활성화 되어

Log-in 시도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능 수행을 위해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담은 데이터

베이스를 분할하여 별도의 테이블로 계정들을 관리하

게 된다.

(그림3) 로그인 정보의 분리된 관리

계정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계정의 소유주가 업무

목적 상 계정을 사용한다고 보고하는 근태관리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계정 소유주가 조직 또는 기업 내부

에 출입하였을 때 진행된다. 즉, 계정 소유주가 계정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정을 사용할 장소에 도달하였

을 때에만 계정이 활성화되어 Log-in/out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 중 또는 종료 후 사용 예정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정은 비활성화 상

태가 된다. 이때, 출입관리시스템은 사용자가 가진

RFID, 또는 사용자를 의미하는 지문, 얼굴인식 등으로

동작하여 2-Factor 인증을 만족하게 된다.

3.2 제안시스템 동작 절차

근태관리에 기반하여 계정의 활동성 유무가 결정되

는 본 제안시스템에서는 계정 소유주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시간 이외에도 야근 또는 휴일 근무 등에도 계정

활성화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계획된 업무 외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현실의 상황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스마트워킹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원격에서의 계정 사용 시, 계정

소유주가 가진 기기를 토대로 인증을 수행하여

2-Factor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림4) 제안시스템 동작 절차

상기 (그림4)에 표현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시스템의 동작절차는 계정소유주가 자신의 업

무 주기를 토대로 계정 사용 예정 시간을 입력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사항에 대해 관리자가 승인을

하면 계정소유주가 업무를 위해 조직 내 들어왔을 때,

해당 계정이 로그인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때, 계정소유주가 업무 목적이 아닌 내방이라면 계

정이 활성화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이는 계정소유주가 외부에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계정

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계정소유주가 업무 목적 상 내부 네트워

크를 사용하는 시간대가 아니라면, 해당 계정이 활성

화되지 않아 계정 탈취가 발생하더라도 공격자가 해당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 불법적인

자료 절취가 발생할 가능성을 한층 낮출 수 있는 방법

이 된다.

그리고 계정소유주의 업무가 종료되면, 해당 계정

역시 로그인이 불가능한 비활성화 상태로 되돌아가며,

계정소유주의 업무 시간이 다시 도래하여야만 로그인

가능한 상태가 된다.

3.3 제안 모델 평가

3.3.1 기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계정관리시스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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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계정 소유주가 소지하고 있는 것 또는 계정 소

유주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2-Factor 인증을 수행

하기 때문에 기존 계정관리시스템의 기능들을 모두 수

행하면서도, 사용이 예정되지 않은 계정들에 대한 잠

금장치를 제공하는 보안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것은 권한 없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열람

을 제한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기능으로, 계정이 사용

불가능하도록 비활성화 되기 때문에 특정 계정의 절취

로 인한 악의적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3.3.2 보안성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 목적으로의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계

정은 잠금 상태가 되어 내외부에서 이를 이용한 정보

자산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이

는 계정 소유주의 비의도된 계정의 분실, 도난 등으로

부터 조직 또는 기업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하며, 계정 소유주들의 실제 계정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내부적인 보안관리

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예로, 업무 목적 내

방이 아닐 경우 불필요하게 계정이 사용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등록된 업무 추진 시간

내 미사용 계정을 식별하여 사용자의 안전한 계정 관

리 실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며 보안 교육에 반영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계정 소유주가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는 이중 로그인을 방지하여, 계정 탈취자의 악의적 접

근을 차단할 수 있다. 단 시간 내에 서로 다른 지역에

서 로그인되는 것을 탐지한다거나, 불확실한 지역에서

의 로그인 시도, 로그인 된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로그

인 시도 등의 위협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계정의 유휴시간과 사용시간 모두 로그인 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할 수 있으며, 계정 소유주의 추가적

인 인증 절차 수행이 없어 편리함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자의 업무 목적 외 내부 출입을 확

인할 수 있어, 계획된 업무 수행 외의 비정상 행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들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계정 소유주의 근태에 기반하여 계

정의 사용 유무를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보안성은 높

였고, 편의성 저해도 없는 안전한 계정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출입통제보다 근태관리에 주

안점을 둔 이유는 보고 또는 지정된 업무 수행 외의

정보 자산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켜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업무 목적 외 내방도 가능

하고, 정보 자산의 사용이 없는 업무 처리 기간에는 계

정을 비활성화 시켜 악의적 공격자에 의한 로그인 시

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다른 정보 또는

보안시스템에서의 인증 절차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것

보다 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거나 편리하다면 개선을

위해 적용 가능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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