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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는 기업의 핵심 기술, 문서, 파일 등의 유출을 차단 또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한다. 내부 유출자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원의 개

인 ID, Password와 사원 PC의 IP, Mac 주소를 통해서 사용자가 접근 가능자인지를 확인한

다. 이 과정에서 3 Way Handshaking 방식을 사용해서 보다 안전한 Client와 Server의 연 

결을 지향한다. 위에서 말한 사용자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사용자가 열람하길 원하는 파

일의 복호화가 진행된다. 복호화가 수행 되었을 때 파일 이동/복사를 방지한다. 파일의 사

용이 끝나면, Server는 파일을 다시 암호화하고 파일 이동/복사 방지를 해제한 후 Client와 

Server간의 연결을 종료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기술 유출 피해 사례를 막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외부 접근자로 인한 피해보다 내부 유출자로 인한 피해가 더 크기 때

문에 이에 집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내부 유출자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파일 암복호화, 이동/복사 방지 기능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 문서 등의 유출

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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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Lock Insider 프로젝트는 Client, Server, UI로 구성된다. UI에서는 사용자의 ID, 

Password, Root Password 정보를 입력 받고, Client에서 사용자 PC의 IP, Mac 주소, Syn, 

Ack를 가져와 Server로 전송한다. Server는 Client로부터 온 정보에 해당하는 사원이 기

존 데이터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 정보가 모두 일치한 지에 대해서도 검사한다. 이 때 

UI와 Client, Client와 Server는 Socket 통신으로 위의 데이터를 String 형식으로 주고 받

는다. 그리고 데이터 송수신 시에 SSH터널링을 사용해서 데이터 이동 간 안전성을 강화

한다. 

사용자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Server에서 Client에 접속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을 

복호화한다. 이 때 파일은 Client PC에 있고, Server에서 원격으로 Client에 접속하여 암

호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암호화 및 복호화는 OpenSSL에서 제공하는 AES-256 알고리즘

을 사용한다. 이후 사용자는 복호화된 파일을 사용할 수 있고, 파일의 이동과 복사는 불

가능하게 제어한다. root권한으로 파일의 암호가 해제되어있는 동안 chattr 명령어를 사

용해서 파일의 이동, 복사를 방지한다. 

파일의 사용자가 업무를 다 마치고 Client UI의 업무 종료 버튼을 누르면, 서버는 파

일을 다시 암호화한 후 이동/복사 불가를 해제 한다. 이로써 파일의 유출을 막고 기술 

유출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그리고나면 Client와 Server간의 연결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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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 내용 

 

- UI 

클라이언트 UI에서 ID와 Password를 입력받는다. ID는 그대로 표시되고, Password는 

보안을 위해 ‘*’ 표시 처리된 상태로 보인다. 사용자의 Root Password를 입력받는 창도 

생성한다. 입력받은 데이터는 한 줄의 String 형태로 Client로 송신한다. 

예를 들어 ID가 abcd1234, Password가 1q2w3e4r, Root Password가 12일 경우 

Client로 “{$}abcd1234{$}1q2w3e4r{$}12”가 송신된다. 이 때 {$}는 구분자로서,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Client는 UI로부터 수신한 이 데이터를 {$} 단위로 끊

어 ID, Password, Root Password 순서대로 인식한다.  

UI와 Client간의 데이터 전송은 Socket 통신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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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  

접속 PC의 IP, Mac 주소를 받아오는 함수를 구현했다. 

Server로 IP, Mac 주소를 소켓 통신으로 송신하는 기능을 완료했다. 

 

공인 IP인 1.209.175.115와 Mac 주소인 cc:3d:82:48:f0:30을 Server에서 전송하고, 정

확하게 수신되었는지 출력을 통해 확인한 화면이다.  

 

Root Password를 변경해주는 코드의 일부분이다. 

Root Password를 변경하고, 해당 Client로 원격 접속해서 파일을 복호화 및 암호화

를 진행하고, 작업을 마친 후에 기존의 Root Password로 다시 변경한다. 이 작업은 

파일 이동,복사 방지를 하기 위하여 권한 설정을 하는 부분이다. Sudoer 파일도 수

정하여야 완벽하게 권한 설정이 되지만 Sudoer 파일 수정부분은 아직 미구현 상태

이다. 

3Way-Handshaking을 하기 위해 패킷을 2가지로 분리하였다. 첫번째 패킷은 ID, 

Password, RootPassword, Syn을 보내고 서버로부터 Syn, Ack를 받아온다. Ack가 맞는

지 확인후 서버가 보내온 Syn에 대한 Ack를 IP, MAC과 함께 전송한다. 

터널링을 이용하여 안전한 통신을 하기 위해 모든 방화벽 포트를 차단시킨 후 22번 

포트만 열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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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er 

1. Arp 스푸핑 방지 

 

위의 캡쳐 화면은 ARP cache Table을 고정하여 Server의 ARP 스푸핑을 방지한다. 

arp cache table은 기본적으로 동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arp –s 를 이용하여 

Server의 IP와 MAC을 고정 시킬 수 있다. 

Arp –a 명령어를 이용하여 현재 arp cache table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위 그림

을 보면 ip주소 : 10.30.112.184에 cc:b0:da:7b:a7:49에 할당된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그림은 스푸핑 구도를 설명한 그림이다. ARP 스푸핑에서는 MAC 주소를 속이기 위

하여 공격자가 서버와 클라이언트에게 가짜 MAC 주소를 알리고 중간에 패킷을 가로채서 

주고받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Dynamic으로 설정된 MAC 주소를 Static으로 설정하여 고

정시킨다. Static으로 고정되면 ARP 스푸핑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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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 이동/복사 방지 

 

        < 파일 이동 방지 > 

 

        < 파일 복사 방지 > 

client에서 root권한을 변경하여서 chattr 메서드 a옵션을 이용하여 파일 이동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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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 하였다. 또 chmod로 파일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제어 하였다. 

Client로부터 IP, Mac 주소를 소켓 통신으로 수신하는 기능을 완료하였다. 

또한, 파일을 암호화, 복호화하는 기능을 완료하였다. 

 

<원본 파일> 

 

<암호화 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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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 터널링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안하였다. 

 

SSH 터널링 장점 

SSH 터널링에서는 기본적으로 RSA, DSA  등 공개키 방식의 인증 방법을 지원

하여 처음 접속한 서버의 키를 저장함으로써 서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판

별할 수 있다. 

일반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의 접속과 달리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누군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다. 3DES, blowfish 등의 대칭키 방식의 암호

화 방식을 제공하고 새로운 암호화 기법을 추가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SSH 클라이언트/서버 사이에서 데

이터를 보내기 전에 압축하고 이를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 복

호화한 후 압축을 해제하여 구현하게 된다. 

SSH 터널링을 이용하여 공격을 막고 ARP watch를 이용하여 스니퍼 탐지도 모

니터링 하게 된다. ARP watch는 MAC 주소와 IP 주소의 매칭 값을 초기에 저장하고 

ARP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변하게 하는 패킷이 감지되면 관리자에게 메일

로 알려주게 된다. 대부분의 공격 기법이 위조된 ARP를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탐지

할 수 있다. 

  

SSH 터널링 작동원리 

 방화벽으로 22번 포트를 열고 나머지는 모두 차단한다. 클라이언트의 소켓에서 

loopback 하여 22번 포트로 tcp 통신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22번 포트에서 터

널링된 서버의 22번 포트로 접속하게 된다. 이때 터널링 된 포트로 22번포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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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back을 하여 tcp 통신을 하게 된다. Loopback 포워딩은 자바에서 private을 get

을 통하여 불러오는 것과 유사한 원리이다.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기존에는 Mobile App을 개발하여 OTP로 사용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용자 명단

을 실시간으로 열람해서 사용자들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1차 중간 발표에서 파일 접근의 권한을 부여하면, 내부 감

시자 발생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시스템 구조에서 Mobile 부분이 제외되었다. 

중간 보고까지는 Client에서 Server로 1차 전송 때 송신하는 데이터가 ID, Password, IP, 

Mac 주소 총 4가지로 개발했다. 이 부분에서 Client와 Server간의 안전한 연결을 위해  

TCP 통신 중 3 Way Handshaking 방식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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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에서는 사용자의 ID, Password 정보를 입력 받는다. Client에서는 위의 정보와 함

께 사용자 PC의 Root 비밀번호, SYN 패킷을 보낸다. 1차 정보를 송신한 Client는 

SYN-Sent 상태가 된다. Server는 Listen 상태에서 Client가 보낸 정보를 수신한다. 그

리고 Client가 보낸 SYN 패킷에 대한 응답으로 ACK 패킷과 함께 SYN 패킷을 같이 

송신한다. 이후 Server는 Client IP에 대해 SYN-Received 상태로 전환된다. Server로부

터 SYN, ACK 패킷을 받으면, Client는 Established 상태가 된다. 마지막으로 Client에서 

Server로 사용자 PC의 Global IP, Mac 주소, ACK 패킷을 전송한다. Server가 이 데이터

를 받고 ESTABLISHED 상태가 되면 데이터 송〮수신 과정이 완료된다.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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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Server 

- 다수의 Client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1개의 Client와 Server에서만 작동하게 개발했다. 추가로 여러 개의 Client를 관

리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  

4.1.2  Client 

- Client와 Server의 완전한 연동을 해야 한다. 

Server내의 기능을 부분적으로만 Client와 연동을 한 상태이다. Server 전체와 Client의 

완전한 연결을 하고 프로그램 실행 간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 

 

4.1.3  UI 

- UI의 디자인을 수정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 및 연동에만 집중해서 UI 디자인을 수정하지 못 했다. 상용화된 프로그

램의 형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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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1.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즉 Server가 Client의 파일을 복호화해주고 사용자가 파일

을 사용하는 중에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프로그램 상으로는 인

터넷 연결이 끊길 경우 파일이 복호화된 채로 Client와 Server의 통신이 종료된다. 그

래서 파일의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  

2. 1번과 유사한 것으로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할 경우 파일이 복호화 된 채로 클라이

언트가 종료된다. 이것을 막는 방안을 찾아봤지만 아직 해결하지는 못 했다. 

3. 휴대폰, 카메라 등의 기기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유출에 대해서는 해결책

을 찾지 못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