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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어플리케이션 또는 네트워크 레벨의 외곽 방어에 의한 보안 기능의 한계로 인하여 운영체제 내

부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시스템상에서의 또는 시스템에 의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차세대 보안솔루션으로 보안 운영체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전

한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보안 요구 사항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다중등급 보안에 의한 윈도우 서

버 보안 강화 기술을 소개하고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현한 보안 커널의 기능을 중심으로 기술

한다. 또한 기존의 전형적인 보안레이블을 확장하여 추가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수정된 보안 

모델을 제시한다. 

 

1. 서론 

정보통신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인터넷 

등 컴퓨터 네크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공격 패

턴에 의한 정보 침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운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보안 결함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방화벽이나 침입탐지 시스템의 

한계로 인하여 중요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 요소들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잘 정의된 보안 정책과 보안 요

구사항을 만족하는 보안 운영체제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1]. 

미국은 보안 및 신뢰성이 입증된 컴퓨터 시스템을

국방성 및 정부기관에 보급하기 위하여 1985 년에 신

뢰성 컴퓨터 평가 기준(TCSEC : Trusted Computer 

System Evaluation Criteria)
[2]
을 7 가지 등급으로 분

류하고 그에 따라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컴퓨터 시

스템을 도입 및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 TCSEC

은 보안정책, 책임성, 보증 및 지속적인 보호 등의 

기본적인 컴퓨터 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

내에서도 정보보안의 제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

기 위하여 보안 운영체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TCSEC B1 급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구현

하는 보안 운영체제는 보안 커널(Security Kernel)을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원에 대한 접근을 효율적으로 제

어하기 위하여 수정된 BLP(Bell & LaPadula) 모델을 

윈도우 커널에 적용하여 다중등급 보안(Multi-Level 

Security) 강제적 접근제어(MAC : Mandatory Access 

Control)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현하였다[3,4]. 추가적으로 보안레이블을 확

장하여 불법적인 실행이나 변조로부터 윈도우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2 장에서 수정된 BLP 모델이 적용된 다

중등급 보안 시스템 설계 및 보안레이블에 대해 설명

하고, 3 장에서는 윈도우 커널에서 보안 커널을 구현

하기 위한 파일시스템 필터 드라이버 구현 기술을 중

심으로 기술한다. 

 

2. 다중등급 보안 

2.1 다중등급 보안의 개요 

다중등급 보안이란 주체(사용자, 프로세스 등)에 

보안등급(Clearance)과 보호범주(Category)를 부여 

하고 보안등급과 보호범주가 부여된 임의의 객체 

(파일, 디렉터리, 레지스터리 등)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방식으로서 보안 권한이 엄격히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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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안 기능이다. 

다중등급 보안 정책은 주체의 다중등급 보안 범위와 

객체의 다중등급 보안 범위간의 관계를 결정한 뒤 

다중등급 보안 접근을 결정하는 BLP 모델의 한 

형태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보안 커널은 모든 

주체와 객체에 대한 보안레이블 부여 및 새로운 

프로세스의 생성에 따른 보안레이블의 자동 상속화, 

수정된 BLP 모델에 따른 강제적 접근제어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2.2 적용된 BLP 접근제어 모델 

BLP 모델은 접근제어 규칙을 기술한 정형화된 보안 

정책 모델의 하나로 시스템 보안을 위한 규칙 준수 

규정과 주체의 객체에 대한 접근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1]. 강제적 접근제어 정책은 객체에 

포함된 정보의 비밀성과 이러한 비밀 정보에 대하여 

주체가 갖는 정형화된 권한에 근거하여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강제적 

접근제어 정책을 적용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객체들은 해당되는 비밀로 분류되어 존재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많은 강제적 접근제어 기법들은 미 

국방성의 다중등급 보안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다중등급 

보안이며, 이를 위하여 연구 개발된 최초의 수학적인 

모델이 BLP 모델이다. BLP 모델은 서로 다른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에서 

불법적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보안 요구 

조건에 대해 다음 그림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림 1) BLP 모델 

① 주체 S 는 객체 O 를 오직 C(S) >= C(O)일 

경우에만 읽을 수 있다. 

② 주체 S 는 객체 O 를 오직 C(S) =< C(O)일 

경우에만 쓸 수 있다. 

기존 BLP 모델은 ②와 같이 C(S) < C(O)일 

경우에도 쓰기 연산을 허용한다. 그러나 낮은 등급의 

주체가 더 높은 등급의 객체에 쓰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보안상 문제가 발생되므로 쓰기 연산을 

제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구현에서는 ②’와 같이 

수정된 BLP 모델을 적용하였다[4]. 

②’주체 S 는 객체 O 를 오직 C(S) = C(O)일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즉, 주체 S 는 객체 O 와 등급이 같은 경우에만 

읽기 및 쓰기가 가능하고, 객체보다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등급의 객체를 읽기만 가능하고, 

객체보다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객체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러한 BLP 모델의 

성질을 시스템에 적용하여 더 높은 등급의 정보를 

읽는다거나 더 높은 등급의 주체가 더 낮은 등급의 

객체에 정보를 쓰는 것을 방지하여 정보의 불법적인 

흐름을 차단하였다. 

 

2.3 강제적 접근제어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주체가 어떤 객체를 읽거나 

쓰고자 할 때 그 주체가 그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한다. 

 

(그림 2) 강제적 접근제어 

주체와 객체에 부여되는 보안레이블은 강제적 

접근제어에 필수적인 메커니즘으로 모든 주체와 

객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4]. 주체와 

객체의 보안등급 및 보호범주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 주체의 보안 레이블은 보안 커널 

내부의 각 프로세스의 정보 구조체에 설정하고 

객체의 보안레이블은 윈도우의 NTFS(NT File 

System)내의 모든 파일에 존재하는 확장 파일 속성을 

사용한다. 

 

2.3.1 주체의 보안레이블 

시스템 내에서 주체는 프로세스이다. 프로세스는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컴퓨터에 

로그인한 이후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동작한다. 강제적 접근제어를 위한 프로세스의 

보안레이블은 보안등급과 보호범주로 구성된다. 이 

정보는 보안관리자에 의해 안전하게 등록되어야 하며 

보안 커널 내부에서 획일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음 그림은 프로세스에게 보안레이블을 설정하기 

위해 보안 커널 내부에 구성된 프로세스 정보 

구조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프로세스 보안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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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객체의 보안레이블 

프로세스가 생성한 객체들은 객체가 담고 있는 

정보의 기밀성에 따라 그에 적합한 보안등급과 

보호범주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객체에 

대한 보안레이블 정보를 저장 및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보안레이블의 기억장소가 필요하다. 객체에 

대한 보안레이블은 보안등급을 가진 프로세스가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낼 때 각 프로세스의 

보안등급과 보호범주를 확인하여 윈도우 NTFS 내의 

확장 파일 속성 구조 내에 저장한다. 

다음 그림에서 보이고 있는 마스터 파일 테이블은 

윈도우 NTFS 파일 포맷의 핵심적인 기술이다[5]. 

파일 포맷을 NTFS 로 지정하면 FAT 파일 포맷과는 

달리 NT 볼륨에서의 파일에 대한 정보 파일의 

일부분인 마스터 파일 테이블을 생성한다. 

 

(그림 4) 마스터 파일 테이블 

마스터 파일 테이블은 각 파일과 디렉터리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마스터 파일 테이블의 복사본과 

마스터 파일 테이블 및 복사본의 포인터는 디스크의 

부트 섹터에 저장되며, 부트섹터의 복사본이 

디스크의 논리적 중앙에 보관된다. NTFS 파일 

포맷에서의 객체들은 내용 이외에도 접근 권한, 생성 

시간, 최근 수정한 날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메타 

정보를 갖는다. 다음 그림에서 보이고 있는 확장 

파일 속성은 윈도우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기본적인 

메타 데이터 외에 사용자가 임의로 파일에 메타 

정보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림 5) 확장 파일 속성 

 

2.4 확장된 강제적 접근제어 

  본 논문에서는 전형적인 보안 모델을 수정하여 

보안레이블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바이러스나 웜 등의 공격에 치명적이다. 바이러스나 

웜 혹은 트로이 목마, 백도어 등은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실행되어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특정 실행 파일을 변조하여 차후 공격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러한 공격을 방지하고자 

객체의 보안레이블을 확장하여 전형적인 다중등급 

보안의 보안등급, 보호범주 보안레이블 이외에 

실행인가 및 읽기전용 보안레이블을 추가하였다. 

실행인가 보안레이블은 윈도우 서버에서 실행이 

인가되지 않은 실행파일의 실행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되었다. 즉, 수정된 BLP 모델에 따라 

주체가 특정 실행파일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실행파일의 실행인가 

보안레이블에 실행인가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실행이 차단된다. 

읽기전용 보안레이블은 불법적인 파일 변조로부터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된 보안레이블이다. 

윈도우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읽기전용 

속성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지만 읽기전용 보안 

레이블은 인가된 보안 관리자만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실행인가 및 읽기전용 보안레이블이 

확장된 강제적 접근제어 모델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확장된 강제적 접근제어 

 

3. 파일시스템 필터 드라이버 

  윈도우 운영체제 상에서 수정된 BLP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커널 모드에서 동작하는 파일 

시스템 필터 드라이버를 작성하여야 한다. 

윈도우 드라이버 모델(WDM : Windows Driver 

Model)의 계층상 펑션 드라이버는 디바이스의 주된 

기능 및 기초 I/O 연산을 관리한다[6]. 

파일시스템에서의 펑션 드라이버인 파일시스템 

드라이버는 운영체제 내의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드라이버이다. 즉, 파일 읽기, 쓰기, 실행 등 

파일과 디렉터리에 관련된 모든 동작을 수행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펑션 드라이버의 상위 혹은 

하위에 위치하여 표준적인 행동을 변경하는 

드라이버를 필터 드라이버라고 한다. 파일시스템 

상에서의 파일시스템 필터 드라이버는 특정 

드라이버와의 입출력을 감시하거나 지원되지 않는 

기능들을 추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드라이버이다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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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윈도우 드라이버 계층 

실질적으로 다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구현할 

때와 마찬가지로 필터 드라이버를 구현할 때도 

드라이버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출력 요청 

패킷(IRP : Io Request Packet)의 타입들을 제외한 

IRP 의 모든 타입을 위해 디스패치 루틴을 등록해야 

한다. IRP 는 운영체제가 커널 모드 드라이버와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조체이다[6]. 커널 모드 

드라이버가 IRP 를 생성할 때면 해당 IRP 와 조합된 

IO_STACK_LOCATION 구조체가 생성된다. 이 구조체는 

IRP 를 처리할 각각의 드라이버를 위한 스택 공간과 

IRP 를 위한 타입 코드와 매개 변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8) IRP 와 IO_STACK_LOCATION 

그림 8 에서 MajorFunction 은 IRP 와 관련된 주된 

함수 코드이다. 이는 드라이버 객체의 Major 

Function 테이블 안의 디스패치 함수 포인터 중의 

하나와 일치하며 IRP_MJ_CREATE 등과 같은 값을 

갖는다. 이 코드는 특정한 드라이버를 위한 I/O 스택 

공간에 있다. IRP 는 IRP_MJ_CREATE 와 같이 IRP 를 

시작할 수 있고 드라이버의 스택 하위로 진행되면서 

그 밖의 무엇인가로 변형된다고 할 수 있다. 

강제적 접근제어 및 실행, 변조 제어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파일시스템 필터 드라이버의 

핵심이다. 데이터를 파일시스템에 전송하기 전에 

필터링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선처리 

루틴과 파일시스템에서 처리한 IRP 결과를 응용단에 

리턴하는 시점을 필터링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후처리 루틴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응용단에서 

특정 객체를 접근하기 위한 IRP 를 생성하면 선처리 

과정에서 주체 및 객체의 보안레이블을 확인하여 

접근 권한을 체크하여 강제적 접근제어를 실시한다. 

후처리 과정에서는 객체 생성시 주체의 보안 

레이블을 상속하여 객체의 보안레이블을 생성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등급 보안 정책을 적용하여 

강제적 접근제어 윈도우 시스템을 구현하고 기존의 

전형적인 보안레이블을 확장하여 윈도우 서버의 

보안을 강화하였다. 기존의 BLP 모델을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한 BLP 

모델을 적용하였다. 수정된 BLP 모델이 적용된 

강제적 접근제어 시스템에서는 보안레이블이 

부여되지 않은 주체 또는 보안레이블이 맞지 않는 

주체가 보안레이블이 부여되어 있는 객체에 접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 

시스템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체의 

보안레이블이 부여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구현된 

시스템은 커널 모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하위 계층인 커널에서 정보보안의 주요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정보가 존재하는 기억장치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접근제어가 이루어지므로 

시스템의 오버 헤드를 줄일 수 있어 정보보안에 따른 

성능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에 보안레이블을 부여하기 위해 

윈도우 확장 파일 속성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필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안레이블의 사용 

범위가 한정적이거나 다양한 레이블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다른 프로그램에서 같은 필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후 파일 

시스템 변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확장 파일 속성을 

사용하는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즉, 공통된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시스템 성능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강제적 접근제어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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