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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Digital Signature
Digital Signatures
요약하자면, 누군가의 공개키가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친다.
1. KeyGen(λ) → (𝑝𝑝𝑝𝑝, 𝑠𝑠𝑠𝑠) : 입력 λ로 public key 와 secret key 를 만든다.
2. Sign(𝑠𝑠𝑠𝑠, 𝑀𝑀) → 𝜎𝜎 : secret key 와 메시지 M 을 받아 서명 𝜎𝜎를 만든다.

3. Verify(𝑝𝑝𝑝𝑝, 𝜎𝜎) → 1/0 : public key 와 서명 𝜎𝜎를 받아 1(Accept)/0(Reject)를 반환한다.

서명이 올바르다면 다음의 식을 만족한다.

Verify�𝑝𝑝𝑝𝑝, Sign(𝑠𝑠𝑠𝑠, 𝑀𝑀)� = 1

Security Model
Sigunature scheme 은 보통 게임을 서술하여 공격자가 이길 확률로 안전한 지 확인한다.

도전자 C 와 공격자 A 가 다음과 같은 게임을 한다고 하자.
1. (Setup) 도전자 C 는 KeyGen(λ) → (𝑝𝑝𝑝𝑝, 𝑠𝑠𝑠𝑠) 를 돌려서 공격자 A 에게 pk 를 준다.

2. (Signing Queries) 공격자 A 가 평문 𝑀𝑀𝑖𝑖 를 계속 던지고, 그에 해당하는 Sign(𝑠𝑠𝑠𝑠, 𝑀𝑀) → 𝜎𝜎𝑖𝑖 를 알려준다.
3. (Output) 공격자 A 가 (𝑀𝑀, 𝜎𝜎)를 맞출 때까지 반복한다.

공격자 A 가 위 게임에서 정답을 맞출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Verify�𝑝𝑝𝑝𝑝, (𝑀𝑀, 𝜎𝜎)�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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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Schemes
RSA Signatures
공개키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암호화 방식. 전자서명이 가능한 최초의 알고리즘이다.
키 생성:
1. 큰 소수 𝑝𝑝와 𝑞𝑞를 골라 𝑁𝑁 = 𝑝𝑝𝑝𝑝라 한다.
∗
2. 𝑒𝑒 ∈ ℤ𝜙𝜙(𝑁𝑁)
인 임의의 𝑒𝑒를 고른다.

3. 𝑑𝑑 ∙ 𝑒𝑒 ≡ 1 (𝑚𝑚𝑚𝑚𝑚𝑚 𝜙𝜙(𝑁𝑁)) 를 만족하는 𝑑𝑑를 계산한다.

Sign:

4. 공개키 𝑝𝑝𝑝𝑝 = (𝑁𝑁, 𝑒𝑒) 와 비밀키 𝒔𝒔𝒔𝒔 = 𝒅𝒅

Verify:

메시지 M 이 주어지면, 𝑠𝑠 = 𝑀𝑀𝑑𝑑 (𝑚𝑚𝑚𝑚𝑚𝑚 𝑁𝑁) 를 계산하여 output 𝜎𝜎 = (𝑀𝑀, 𝑠𝑠) 를 구한다.
𝜎𝜎 = (𝑀𝑀, 𝑠𝑠) 이 주어지면, 𝑠𝑠 =? 𝑀𝑀𝑑𝑑 (𝑚𝑚𝑚𝑚𝑚𝑚 𝑁𝑁) 인지 확인한다.

Correctness:

𝑠𝑠 𝑒𝑒 = (𝑀𝑀𝑑𝑑 )𝑒𝑒 = 𝑀𝑀𝑒𝑒𝑒𝑒 = 𝑀𝑀 𝑠𝑠𝑠𝑠(𝑁𝑁)+1 = 𝑀𝑀 (𝑚𝑚𝑚𝑚𝑚𝑚 𝑁𝑁) (Euler Theorem 에 의하여. 06 장 참고)
알려진 서명 𝑠𝑠를 하나 골라서, 𝑀𝑀 = 𝑠𝑠 𝑒𝑒 (𝑚𝑚𝑚𝑚𝑚𝑚 𝑁𝑁) 를 만족하는 𝑀𝑀을 구하면, 𝜎𝜎 = (𝑀𝑀, 𝑠𝑠)를 계산하여 공격이 가능하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패딩(padding)이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 방법 중 PSS 방식은 아래와 같다.

메시지 M 을 Hash 하여 𝐻𝐻𝐻𝐻𝐻𝐻ℎ(𝑀𝑀) → 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ℎ를 만들고 난수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와 합쳐서 𝑀𝑀′ 로 만든다.

Verify:

𝐸𝐸𝐸𝐸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와 𝐻𝐻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𝑀𝑀′ 으로 만들어지는 𝐻𝐻와 같으면 인증 성공

ElGamal Signatures
이산 대수 문제(DLP)의 어려움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 이걸로 암호화하면 메시지의 길이가 두 배가 되는 특징이 있다.
암호화할 때 난수를 이용하므로 같은 메시지를 암호화해도 서로 다른 암호문을 얻는다.
알려진 공격은 메시지를 복호화하여 서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서 𝑀𝑀 → 𝐻𝐻𝐻𝐻𝐻𝐻ℎ(𝑀𝑀) 로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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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 Signatures
NIST 에서 미국전자서명 표준으로 제안되고 제정된 디지털 서명 규격이다.
ElGamal Signature 을 변형한거라 이산 대수 문제(DLP)의 어려움을 안정성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ElGamal Signature 과 다른점은 서명의 크기도 작고, 작은 그룹에서 난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계산 비용도 적어서 빠르다.

10. Hash Functions and
Message Authentication Codes
Hash Function
Hash 함수란, 어떤 크기의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도 고정된 길이의 출력을 갖는 함수이다.
암호학에서 Hash function 은 고정된 길이의 message digest(정보의 디지털 요약)를 반환하는 데,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
1. 효율적인 계산: 입력으로 𝑚𝑚 이 주어지면, ℎ(𝑚𝑚)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2. 단방향성 또는 pre-image resistant: 𝑦𝑦 가 주어졌을 때, ℎ(𝑚𝑚′ ) = 𝑦𝑦인 𝑚𝑚′ 은 찾을 수 없다.

3. second pre-image resistant: 𝑚𝑚을 알아도 ℎ(𝑚𝑚′ ) = ℎ(𝑚𝑚)를 이용해서 𝑚𝑚′ 을 찾을 수는 없다.
4. Collision resistant: ℎ(𝑚𝑚′ ) = ℎ(𝑚𝑚)인 𝑚𝑚과 𝑚𝑚′ 는 못 찾아야 한다. 즉, 충돌이 없어야 한다.

MD5, SHA-1, SHA-2, SHA-3 등 종류가 많다.

SHA
NIST 에서 개발하였고, 표준 제정과 폐기를 반복하다 현재 SHA-1, SHA-2 과 함께 정식 표준으로 지정되었다.
스펀지 구조 기반으로, 데이터를 흡수해서 결과를 짜내는 모양이다.

해시값의 크기, 내부 상태 크기, 블록의 크기 등에 따라서 SHA-0, SHA-1, SHA-256/224, SHA-512/384 로 나뉘고
SHA-0 과 SHA-1 은 취약점이 발견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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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Authentication Codes (MAC)
Motivation: 메시지의 무결성과 메시지의 인증
예로 Alice 와 Bob 이 주고받은 메시지 x 에 어떤 조작도 없었는지 알고 싶다면, Bob 은 메시지 m 와 공유된
비밀키 k 로 MAC 을 계산한다.

𝑦𝑦 = MACk (𝑥𝑥)

Alice 에게 (𝑥𝑥, 𝑦𝑦)를 보낸다. Alice 는 공유된 비밀키 𝑘𝑘와 메시지 𝑥𝑥를 사용해서 𝑦𝑦를 검증한다.

속성:
-

Cryptographic checksum (체크섬; 에러 검출 또는 중복 검사)

-

Symmetric techniques

-

임의의 입력 길이 / 고정된 출력 길이

-

메시지의 무결성

-

메시지의 인증

-

No nonrepudiation. 부인 방지가 안 된다. (즉, 정보를 보낸 사람이 보내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다.)

디지털 서명과 비교:
장점: 빠르다. / 단점: No nonrepudiation.
Design of MAC:
-

Use hash functions (e.g. HMAC)

-

Use block cyphers (e.g. CBC-MAC)

HMAC 은 Hash-absed Message Authentication 로, MAC 에서 MAC Algorithm 에 hash function 을 사용한 것이다.
MACs from block ciphers 1:

1

-

CBC-MAC: Cipher Block Chaining 모드와 결합한 것인데 보통 AES 에서 예제로 사용한다.

-

GMAC(Galois/Counter MAC): Counter (CTR) 모드와 결합한 형태

05 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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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User Authentication
User Authentication
아래의 2 단계로 구성된다.
1. 식별 단계: 보안 시스템에 identifier 를 보여주는 것
2. 검증 단계: entity 와 identifier 가 결합되어있음을 보장하는 인증 정보를 만들거나 보여주는 것
어떤 사용자가 접근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지 확인하는 데 쓰는 게 기본적인 형태

인증 수단들:
-

각자 개인이 알고 있는 어떤 것들 (e.g. password, PIN 등), 정해놓은 질문/답변

-

Token, keycard, physical keys 등의 개인적인 어떤 절차들

-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e.g. 지문, 얼굴 특징 등)

-

각자 개인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e.g. 음성 인식, 글씨체 등)

-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음.


비밀번호를 훔치거나 예측하는 행위가 가능



비밀번호나 token 을 관리하는 비용이 큼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등의 인식 실패가 있을 수 있음

Password-based authentication
가장 폭넓게 쓰이는 방식. 어떤 ID 에 이전에 저장했던 비밀번호랑 비교한다. 시스템에 파일로 관리
비밀번호의 취약성(vulnerability) – 많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Hashed password 와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 값을 사용한다. 𝒔𝒔𝒔𝒔𝒔𝒔𝒔𝒔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한다.
1. 비밀번호를 직접 보더라도 복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2. 오프라인 사전 공격(dictionary attack)이 어려워진다.
3. 둘 이상의 시스템에서 한 사용자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지 확인이 어렵다

UNIX 에서는 다음과 같이 패스워드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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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 Cracking
-

각 패스워드 파일에 대해 가능한 모든 패스워드를 저장한 큰 dictionary 를 구축하는 Dictionary Attack

-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값마다 가능한 패스워드를 모두 저장한 큰 dictionary 를 만드는 Rainbow table

-

장비의 성능도 좋아지고 해커들이 비밀번호 패턴도 알아내면서 password cracking 기술이 발전하는 중

Password File Access Control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을 허용하거나, 비밀번호 파일을 ID 랑 별개로 관리하여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파일”로 관리돼서 허점이 많음. (권한 관리가 안돼있는)백업 장치에 접근하거나 네트워크 트래픽 등

Password Selection Strategies
목표: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없애버리자.
전략:
1. 사용자를 교육시킨다: 문장에서 첫 글자만 따온다. (e.g. “it will be okay” → iwbo)
2. 컴퓨터로 생성된 비밀번호를 쓴다. 단, 기억하기는 매우 어려움. (e.g. asjmx9s0a)
3. 자체 진단: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guessing 해서 찾아지면 그 비밀번호를 지우고 사용자에게 알린다.
4. 복잡한 비밀번호 정책을 쓴다.
- 최소 몇 자 이상에 특수문자는 꼭 포함해야 한다 등 … (그래도 보안이 완벽하지는 않다)
- 사전에 이미 있는 단어는 쓸 수 없도록 한다. (문제점 – 사전을 저장할 공간, 사전에서 검색하는 시간)
- Bloom filter

Bloom filter
어떤 원소(비밀번호)가 집합(사전)에 속하는 지 검사하는 확률적 자료 구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이미 있는 비밀번호는 등록 금지
𝑘𝑘개의 서로 다른 hash 함수들을 놓고 비교하는 건데, 가끔 False positive 2 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각 hash 함수를 𝐻𝐻𝑖𝑖 (𝑥𝑥)라 하면

사전에 없는 단어 𝑥𝑥𝑥𝑥%#𝑗𝑗𝑗𝑗 에 대해 𝐻𝐻1 (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 ≠ 𝐻𝐻1 (𝑥𝑥𝑥𝑥%#𝑗𝑗𝑗𝑗) 이지만, 𝐻𝐻2 (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 = 𝐻𝐻2 (𝑥𝑥𝑥𝑥%#𝑗𝑗𝑗𝑗) 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𝑃𝑃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 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

𝑘𝑘

1 𝑘𝑘𝑘𝑘
𝑘𝑘
= �1 − �1 − � � ≈ �1 − 𝑒𝑒 −𝑘𝑘𝑘𝑘/𝑁𝑁 �
𝑁𝑁

Hash 값 길이가 𝑁𝑁 bits 인 함수가 𝑘𝑘개, 사전에 𝐷𝐷개의 단어일 때 확률

Token-based authentication
Token(토큰): 사용자 인증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객체 (앞면에 코드가 적힌 옛날 신용카드, 마그네틱 바를 추가한 요즘 은행 카드 등)
그 외에도
Memory cards: 선불 교통 카드, 호텔 키 등 데이터만 저장하고 처리는 안 이루어짐. 물리적인 접근만으로 사용 가능
Smart cards: 내장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있거나, UI 가 있거나, 컴퓨터와 연결해야 하는 등 인증 프로토콜을 갖는다

2

실제로는 거짓이지만 참이라고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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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tric-based authentication
사용자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얼굴 특징, 지문, 글씨체 등)에 기반한 인증 방법.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다.

Verification & Identification

Remote User authentication
안전하지 않은 통신 채널을 통해 들어온 사용자의 정당성을 원격 서버가 확인하는 방법
원격 서버가 사용자에게 어떤 질문을 제시하면 당사자는 유효한 대답을 해야 한다. (Challenge-response protocol)
Password/token 사용 시 취약점:
Replay attack. 공격자가 사용자의 전송 과정을 캡쳐해서 로그를 그대로 반복한다.
→ Static/Dynamic Biometric Protocol:
인증 과정에 어떤 계산도 포함된다. (e.g. OTP) encrytion scheme 을 공격할 수 있으니 주의

12. Access Control
NIST IR 7298 에 따르면 다음의 특정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
(1) 정보와 관련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처리하는 요청
(2) 특정 시설(장비)에 진입하는 요청
컴퓨터 보안의 중요한 목적은
-

무단 사용자가 자원을 얻거나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

-

합법적인 사용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

-

합법적인 사용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자원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

Access Control Context
Authentication(인증): 사용자의 자격 증명이 유효한 지 검증한다.
Authorization(승인): 시스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Audit(감사): 시스템의 레코드들과 활동들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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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Control Policies
정책은 크게 4 가지로 나뉘는 데,
-

-

Discretionary access control(DAC) : 임의적 접근 제어


해당 자원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관리자와 관계없이) 임의로 권한을 할당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ACL(Access Control List)를 만들어서 관리한다.

Mandatory access control(MAC) : 강제적 접근 제어


-

Role-based access control(RBAC) : 역할 기반 접근 제어


-

보안 레이블과 보안 조건을 비교하는 것에 기반

시스템 내에 사용자가 가지는 역할들, 그 역할을 맡은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접근 규칙들 기반

Attributed-based access control(ABAC) : 속성 기반 접근 제어


사용자나 접근할 자원, 현재 환경 조건의 속성에 기반

Access control 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

Subject(주체) :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존재 (크게 소유자 owner/그룹 group/전체 world 로 분류한다)

-

Object(객체) : 접근이 제어되는 자원 (e.g. 레코드, 페이지, 파일, 디렉토리, 프로그램 등)

-

Access right(접근 권한) : Subject(주체)가 Object(객체)에 접근하는 방법 (e.g. 읽기, 쓰기, 실행, 삭제 등)

Discretionary access control (DAC)
← 접근 제어 행렬(Access Control Matrix)로 구성하기도 한다.
어떤 사용자 U 가 어떤 파일 F 에 어떤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는 구조

접근 제어 목록(Access Control List) →
객체를 중심으로 리스트를 만든 것.
사용자를 중심으로 만든 것은 Capability List

UNIX 에서는 파일마다 inode 라는 것을 두고 관리한다. inode 의 일부에 접근권한이 비트로 적혀있다. (rwx/rwx/rwx)
파일 시스템에 전체 파일에 대한 inode 테이블을 만들어두고 파일에 접근할 때 참조하는 방식
Superuser 는 이런 Access control 에서 제외되어있다.
대부분의 UNIX 에서 ACL 을 사용하는 방식:
Step 1. ACL 에서 가장 비슷한 항목을 고른다.
Step 2. 선택된 항목이 (접근하기에)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 확인한다.

Mandatory access control (MAC)
군사 기밀 관리에서 출발한 모델. 그래서 기밀성은 좋음. Windows NT 운영체제에서 쓰이고 있다.
오직 관리자만이 객체와 자원들에 대한 권한을 할당할 수 있고, 사용자 보안 등급으로 접근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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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based access control (RBAC)
사용자의 ID 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할당된 역할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방식
많은 Object(객체)에 비해 몇 안 되는 역할들로 구성이 가능하다.
Access Control Matrix 로 적으면 어떤 유저 U 가 어떤 역할 R 이 있는 지 테이블로 표시 가능

Attribute-based access control (ABAC)
Resource(자원)과 Subject(주체)의 속성을 조건으로 표현하여 권한을 승인(authorize)할 지 결정
장점: 유연성(flexibility)와 표현력(expressive power)
단점: 좋지 못한 성능
세 가지 주요 요소:
1. 속성
- 주체: 주체의 특성과 신원을 정의하는 속성과 연관됨. (e.g. 이름이나 직업 등)
- 객체: 접근 제어의 결정을 돕는 속성.
- 환경: 운영, 기술 또는 정보 접근이 일어나는 상황 등 (e.g. 현재 날짜/시간, 현재 바이러스 등)
2. 정책(policy)
- 환경 조건에서 사용자의 권한과 객체들이 어떻게 보호될 것인지 정의한 관계들의 집합
3. 구조(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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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ntrusion Detection
번역하면 침입 탐지. RFC 2828 에서 정의하기로는
-

Security Intrusion(보안 침입)이란, 침입자가 허가 없이 시스템(또는 시스템의 자원)에 접근하거나 자원을
얻으려는 시도들로 이루어진 보안 이벤트(들)을 말한다.

-

Intrusion Detection(침입 탐지)란, 무단으로 시스템(또는 그 자원)을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의 실시간으로 경고
하거나 그런 것을 찾기 위해 시스템 이벤트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보안 서비스이다.

침입자(Intruders)
주로 금전적인 보상을 노리는 개인 또는 어떤 범죄 조직의 구성원이다.
활동은 신원 도용이나 금융 정보 도난, 기업 스파이, 데이터 유출 등이 있다.
실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데,
-

Apprentice(견습생) -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최소한의 기술적인 지식으로 공격 툴을 쓰는 정도

-

Journeyman(숙련자) – 충분한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공격 툴을 개조할 수 있는 정도. 알려진 유형의 취약점을 발견함

-

Master(장인) – 고수준의 기술을 알고 있고 새로운 공격 툴을 만들거나 새로운 유형의 취약점을 발견한다.

침입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침입자의 행동은 합법적인 사용자와 다르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False positive 와 False negative 문제가 생긴다.

침입 탐지 시스템(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원치 않은 조작을 탐지해주며, 매우 많은 종류가 존재한다.
유형으로는 호스트 기반(HIDS), 네트워크 기반(NIDS), 하이브리드 형태가 있다.

IDS 는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있다.
-

Sensors: 네트워크 패킷, 로그 파일, 시스템 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analyzer 에게 넘긴다.

-

Analyzers: 침입인지 아닌 지 평가/구분한다.

-

User Interface: 시스템 상황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거나 시스템 행동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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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침입을 감지할까?
1.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분석한다.
-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인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서, 현재 관찰된 행동이 침입자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Statistical) 시간이나 변화에 따른 움직임을 분석한다.
- 장점: 예상된 행동만 감지하면 돼서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 단점: 적합한 행동을 고르는 게 어렵다.
- (Knowledge-based) 어떤 규칙으로 데이터를 분류한다.
- 장점: 견고하고 유연하다.
- 단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어렵고 개발을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 (Machine-learning)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자동으로 개발한다.
- 장점: 유연성, 적응력
- 단점: 시간과 계산할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
2. 서명이나 휴리스틱으로 감지한다.
- 서명 :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저장된 데이터와 악성 데이터를 비교해서 감지한다. (NIDS 에서 쓰임)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넓게 쓰일 수 있지만, 새로운 유형은 감지하기 힘들다.
- 휴리스틱 : 알려진 약점이나 의심스러운 동작을 식별할 수 있는 규칙을 사용한다. (e.g. SNORT)

Host-Based Intrusion Detection (HIDS)
시스템의 내부를 감시하고 분석하는 데 더 중점을 둔다. 취약하거나 민감한 시스템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추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접근하려는 리소스를 탐지하여 MS 워드 같은 프로그램이 시스템 비밀번호를 못 바꾸게 동작할 수 있다.

Network-Based Intrusion Detection (NIDS)
네트워크 트래픽을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악의적인 동작을 탐지하는 시스템. 센서의 유형은 인라인 센서와 패시브 센서가 있다.
1. 외부 방화벽 안 쪽
-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공격을 보여준다.
- 방화벽의 정책이나 성능에 대한 이슈가 강조된다.
2. 외부 방화벽과 인터넷 사이
-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한다. 공격 유형/횟수 등을 기록
3. 데이터 리소스와 인터넷 서버를 제공하는 LAN
- 인증된 사용자의 이상한(unauthorized) 활동을 탐지한다.
4.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를 제공하는 분리된 LAN 들
- 중요한 시스템이나 리소스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을 탐지한다.
잠재적인 위협이 감지되면 이벤트의 경보 및 로그 정보(경고 유형, 심각한 정도 등)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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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pot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하려고 의도적으로 설치해 둔 유도 시스템
여기서 오래 머물도록 하여 공격자들의 활동 정보를 수집한다.
1. 방화벽 밖에 설치할 수도 있고 (단, 내부는 감지 못함)
2. 외부에서 쓰이는 서비스 네트워크에 설치하거나
3. 완전히 안쪽에 둘 수 있다. (단, 다른 내부를 공격 가능)

SNORT
쉽게 구축할 수 있는 Lightweight(경량화) IDS 이다. 적은 처리 시간과 메모리를 사용하며, 패킷을 실시간으로 캡쳐해서 분석한다.

14. Firewalls and
Intrusion Prevention Systems
Firewall (방화벽)

방화벽은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내부와 외부 사이에 삽입된다.
Goal(목표):
-

내부에서 외부, 또는 외부에서 내부로 가는 트래픽은 모두 방화벽을 거쳐야한다.

-

인증된 트래픽만 통과할 수 있다.

-

방화벽 자체는 공격에 면역이다.

방화벽은 IP 주소 및 프로토콜, 사용자 ID, 네트워크 활동 등의 특징을 사용해서 접근 정책을 결정한다.
방화벽의 한계:
-

방화벽을 우회하는 공격은 보호할 수 없다.

-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협은 보호할 수 없다.

-

외부 네트워크(통신망)에서 감염된 후 내부 네트워크(공유기)를 사용하는 등이 가능하다.

Packet Filtering Firewall
들어오고 나가는 IP 패킷마다 출발지, 도착지, IP 프로토콜 필드 등에 기반한 어떤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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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기본 정책이 있다.
-

Discard: 예외가 없는 한 금지한다. (사용자에겐 보수적으로 보임)

-

Forward: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허용한다. (사용자가 늘어나긴 쉽지만, 보안은 위험해진다)
Example for SMTP Traffic

장점

단점

단순하다.
투명하다.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공격은 못 막는다.
TCP/IP 프로토콜 스택의 공격에 취약하다.

매우 빠르다.

잘못된 설정으로 보안 위반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

Stateful Inspection Firewall
프로토콜의 상태 정보 테이블을 유지하여, 프로토콜 특성에 따른 변화에 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최근엔 거의 이 방식을 사용)

Packet Filtering 과 달리 들어오는 방향을 정하면 나가는 방향의 접근 규칙은 자동으로 생성된다.

Application-Level Gateway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인터넷 사이의 중간 매개체 역할로 있는다.
지정된 트래픽을 가로채어 분석하고, 트래픽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달되도록 하는 정책을
정의한다. 좀 더 안전하지만, 연결마다 추가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오버헤드가 필요하다.

Circuit-Level Gateway
Stateful Inspection Firewall 과 유사하지만 end-to-end TCP 연결은 허용하지 않는다.

Bastion Hosts
외부 방화벽과 내부 방화벽 사이에 위치해있다.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방화벽 기능만 가진 호스트라 외부의 공격에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안전하게 설계해야 한다. (e.g. DNS server, Honeypot, Proxy server)

Host-based Firewall
개별 호스트를 보호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많은 OS 에서 쓸 수 있고, add-on 도 가능하다. 패킷들의 흐름을 필터링하고 제한한다.

필터링 규칙을 호스트 환경에 맞게 바꿀 수 있고, 보호 계층을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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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Based Hosts
PC 와 인터넷(또는 기업망) 사이에서 트래픽을 제어한다. 일반적으로는 PC 에서 소프트웨어로 있다.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근하려는 경우를 막는 게 기본적인 역할

Firewall Configuration
외부 방화벽은 로컬 네트워크의 끝에 배치한다. 외부 방화벽은 DMZ 시스템을 보호하고, 외부에서
접근해야 하는 데 일부 보호가 필요한 시스템은 DMZ 에 둔다.
내부 방화벽은 다음 세 가지 목적으로 쓰인다.
1. 더 엄격한 필터링 기능
2. DMZ 와 관련해서 양방향 보호
3. 내부 방화벽이 여러 개 있으면 내부 네트워크끼리 서로 보호된다.

Virtual Private Networks (VPNs)
여러 곳에 퍼진 컴퓨터들을 잇는 사설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인터넷 네트워크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구축한 것이다.
전용선을 따로 구축하지 않고 공중망(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
하고, 사설망과 인터넷 사이에 허용된 데이터만 통과시키는 방화벽을
구성하는 등으로 외부로부터 보호한다.

Intrusion Prevention System (IPS)
침입 탐지 시스템(IDS)의 확장판. Detection(탐지)이 Prevention(차단)으로 바뀌었다. 탐지된 악성 활동을 차단하는 기능이 추가하였다.

Host-based IPS (HIPS)와 Network-based IPS (NIPS)가 있다.

15. Internet Security Protocols
and Standards
Pretty Good Privacy (PGP)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전 세계 이메일 보안의 표준.
인증 기관(CA)이 없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신뢰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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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 (S/MIME)

SSL 과 TLS
서로 통신하는 두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데이터 무결성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다. (도청, 위조 등을 방지)
Secure Sockets Layer(SSL)은 Transport Layer Security(TLS)의 옛 이름. (SSL 3.0 → TLS 1.0)

그림에서 위 2 개의 층(여러 프로토콜이랑 Record Protocol)이 TLS 의 구성이다.
Record Protocol 은 기밀성과 메시지의 무결성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Higher-layer 프로토콜을 많이 쓴다.

TLS Handshake Protocol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를 인증해주고, MAC 알고리즘과 암호화 키를 뭘 쓸지 결정한다.
1. 어떤 암호화 방법을 사용할 지 선택(약속)한다.
2. 서버가 인증 정보를 보내고 키를 교환한다.
3. 클라이언트도 인증 정보를 보내고 키를 교환한다.
4. 서로 Cipher Spec 을 주고 받으면서 마무리
Handshake protocol 에서 세션이 생기고, 나중에는 세션으로만 인증을 확인하면 된다.

HTTPS
HTTP + SSL 방식. https:// 생각하면 되고, URL request 부터 헤더, 쿠키 등 거의 암호화. 모든 브라우저에서 내장하고 있다.

Internet Protocol Security (IPSec)
IP-level 에서 구현되는 보안이다. 인터넷에서 보안이 필요한 통신을 가능하게 해서, VPN 에서 대표적으로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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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Internet Authentication
Applications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인증 시스템 또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Kerberos3
MIT 에서 개발했고 구성이 복잡하게 엮인 형태.
“티켓”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인증 암호화 소프트웨어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상호 간의 인증할 수 있게 한다.

신뢰된 Third-Party(인증 기관)의 존재를 전제로 사용한다. 여기서는 그 인증기관이 Kerberos 가 된다.
접근 권한이 확인된 사용자에게만 티켓과 세션 키를 만들어주는 내로남불식 운영.

Public Key Certificate
공개 키 인증서. 다른 말로는 공포의 공인인증서. CA(인증기관)이라고 불리는 신뢰된 Third-Party(제 3 자)에 의해서 공개키에
소유자 정보를 추가한 증명서이다. 그래서 기관의 서명용 개인키로 생성된 정보도 포함된다.

3

저승문을 지키는 머리 3 개 달린 그 케르베로스(kerberos)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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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509
공개 키 인증서를 쓰는 가장 광범위한 형식이다. (*.pem 확장자가 그 예시)
X.509 인증서는 [인증서 정보(버전, 식별자, 발행 정보, 소유자 등) + 인증 서명 알고리즘 + 인증 서명]의 3 단 합체
인증 기관을 인증하는 인증 기관(…)이 있는 트리 형태의 수직적인 구조라서 엄격하다. (최근에는 조금 바뀜)

Certificate Revocation List (CRL)
인증서 폐기 목록. 즉,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의 목록. 정확히는 CA 에서 정한 고유 시리얼 번호만 있다.
당연히 인증서를 사용하기 전에 이 목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Asymmetric Cryptography 로 만들어진 전자 서명들을 생성, 관리, 저장, 배포, 해지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람,
정책, 절차 등의 집합이다.
즉, 공개 키를 안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목적으로 개발된다.

X.509 에서는 인증서 서명을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CA 와 그 공개 키들을 담은 “trust store”라는 PKI 를 사용한다.
그래도 몇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
-

인증서 검증(verify)에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 책임이고

-

“trust store”가 똑 같은 신뢰도로 똑 같이 관리되고 똑 같은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

구현마다 달라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