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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second-generation onion routing(Tor)는 전 세계의 Tor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Onion router(OR)
이 되어서 다른 Tor 사용자들의 인터넷 익명성을 보장해 준다. 이때 Tor 는 수 많은 OR 들 중에서 
임의적으로 그리고 일정 기준을 통과한 3 개를 선택하여 Tor circuit 을 생성하게 된다. Tor 를 연구하

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세계 다양한 OR 을 통과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Tor 네트워크를 통
해서 이동하는 패킷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Tor circircuit 구성하는 과정에

서 자신이 지정한 OR 들을 통해 패킷이 이동한다면 Tor 네트워크의 특징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지정한 OR 을 이용하도록 소스코드를 수정해 보았다 

 

1. 서론 

The second-generation Onion Router(Tor)는 인터넷 사
용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

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 나고 있는 상황

에서 Tor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Tor 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용자들 틈에 숨는다는 
기본원리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용자들 틈에 숨어서 자신의 신분

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이다. 이때 Tor 는 수많은 사
용자들 중에서 3 개를 선택하여 그곳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보내게 된다. 이때 
최종 목적지에서 보면 실제 사용자가 아닌 수많은 사
용자중 실제 사용자가 선택한 3 명의 사용자 pc 들 중 
한 개에서 정보를 보낸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기술은 수많은 사용자 기기 중에서 어떤 
것을 거쳐서 정보를 전달 할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Tor 네트워크의 취약점 분석이나 보
통 TCP 의 흐름과 Tor 네트워크의 흐름의 차이점 등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관리하고 패킷을 엿볼 
수 있는 Tor 사설 네트워크 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OR 을 선택 함으로서 
Tor 사설 네트워크 구축 방법에 대해서 연구 하였다. 

 
2. Tor 프로그램 구조 

Tor 는 기본적으로 3 개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실제 사용자인 Onion Proxy(OP) 두 번째는 
OP 가 보낸 정보가 익명성을 보장을 위해서 중간에 
거쳐갈 Onion Router(OR) 이다. OR 은 총 3 개로 구성

된다. 그리고 OP 에게 OR 들의 정보를 알려주고 모든 

활동 중인 OR 들을 관리하는 Directory Server 가 있다. 
이와 같은 3 개의 큰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Tor network 
는 <그림 2-1>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사용자 OP 는 각각의 OR 들과 Diffie-Hellman key 

exchange 방법을 통해서 대칭 키 값을 주고 받는다. 

그리고 OP 또는 OR 들 사이는 TLS 를 맺고 있다. 

OP 에서 web server 에 정보를 보낼 경우 OP 는 세 

가지의 키로 세 번을 암호화 해서 전송하게 되고 

각각의 OR 들을 거칠 때마다 OR 들은 자신의 대칭키로 

복호화를 시키게 된다. 따라서 OR3 에서만 OP 가 보낸 

내용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있다. 

 
 

<그림 2-1> Tor Network 구조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최종목적지에서 보았을 때는 
실제 이용자인 OP 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OR3 에서 
보낸 정보처럼 보이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OR 들은 
인접해있는 요소들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볼 수없는 
상태이다. 즉 OP 는 OR1 만 볼 수 있고 OR1 은 OR2 
와 OR3 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OR 들을 지
날 때 패킷은 OP 와 미리 정한 대칭키(세션키)로 암
호화 되기 때문에 중간에 OR 에서 OP 의 요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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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Tor 는 이러한 원리로 사용자

(OP)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3. OR 지정을 위한 Source code 분석 및 수정 

Tor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circuit 을 생성

하는 것은 circuitbuild.c 라는 C 언어로 작성된 코드에

서 담당한다. Circuitbuild.c 라는 코드에서는 Tor 
network 가 실질적으로 통과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circuit 을 생성하는 모든 것을 담당한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OR 을선택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함수이

다.  
 

choose_good_exit_server_general(), 
choose_good_middle_server(), 
choose_good_entry_server()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각각의 함수는

entry_server(OR1),middle_server(OR2),exit_server(OR3)를 
각각 선택하게 된다. 이 세가지 함수 모두 일정 조건

에 따라 OR 을 선발하게 된다. 
하지만 세 함수 모두 기본적인 선발 원리는 같다. 

자신이 디렉토리 서버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 OR 이라

고 전달받은 약 8000 여개의 후보 OR 들 중에서 각각

의 OR 에 맞는 요구조건에 충족하는 것을 선발하여 
최종 OR 로 선발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함수를 원하는 OR 을 항상 선발하도록 변경하기 
위해서 복잡한 요구조건 검사를 모두 제거하고 수많

은 후보들의 nickname 을 검사하여 자신이 원하는 OR
의 nickname 과 일치하면 그 OR 을 반환하도록 프로

그램을 변경하였다. 변경 한 코드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다. 
 
 
SMARTLIST_FOREACH_BEGIN(the_nodes, node_t *, node) 
{ 
    const int i = node_sl_idx; 
    char *s; 
    s=node->rs->nickname; 
 
    if(strcmp(s,"Appel")==0) 
    { 
       temp=node; 
    } 
    
  } SMARTLIST_FOREACH_END(node); 
   node=temp; 
  if (node) { 
    log_info(LD_CIRC, "Chose exit server '%s'", 
node_describe(node)); 
    return node; 

} 
 

소스코드<4-1> 
 

SMARTLIST_FOREACH_BEGIN 은 자신이 디렉토

리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모든 OR 후보를 검사 할 수 
있게 하는 반복 매크로 함수 이다. 후보 OR 에 대한 
nickname 을 s 라는 문자열에 저장하고 그 문자열이 

사용자가 사용되기 원하는 OR 의 nickname 과 같으면 
그 OR 에 대한 정보를 함수의 반환 값으로 정하는 과
정이다. 이렇게 되면 ‘Appel’이라는 nickname 을 가진 
OR 이 활동중인 상태라면 항상 이 OR 을 반환한다. 
Tor 의 특성상 circuit 을 일정시간 동안 사용하고 다
른 circuit 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함수들은 항상 같은 
OR 을 반환하게 되므로 circuit 이 재생성 될 때도 항
상 같은 OR 들로 이루어진 같은 길을 지나가게 된다. 

 
4. OR 등록 

사설 Tor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PC 를 OR 로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Tor browser 
vidalia 를 통해서 OR 로 등록하는 것이다. . Vidalia 는 
Torproject 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Tor 의 기본 
설정 파일 이라고 할 수 있는 torrc 파일을 직접 수정

하는 방법을 통해서 OR 로 등록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사용방법을 모르고 직접 수정하는 방법은 위험하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vidalia 가 받아서 그에 
맞게 자동적으로 torrc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 Vidalia 를 통해 OR 로서 동작하고 
싶은 사용자의 설정을 완료했지만 아직 다른 사용자

들이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OR 이 된 것은 아니다. 
Directory server 에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OR 이 Tor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서 안정된 상태인지를 확인 받
아야 한다. 그 확인 절차는 OR 의 uptime(동작하고 있
는 시간)이다. 따라서 자신이 등록한 OR 이 다른 사
용자들의 OR 로 실제로 쓰이기 위해서는 uptime 이 
2~3 시간이 되어야만 실제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vidalia 를 통해 OR 설정 후 2~3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른 사용자들이 OR 로 사용한다. 실제 directory 
server 에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나온 소스코드<4-1>에 있는 SMARTLIST_ 

FOREACH_BEGIN 매크로 함수 안에 반복적으로 
검사하는 모든 OR 들의 기본정보를 log 파일에 기록하

도록 하는 log_info(LD_CIRC, “Candidate OR server 
‘$s’”,node_describe(node)); 코드를 삽입하고 실행 하면 
log 파일에 directory server 로부터 받은 모든 OR 들의 
정보가 기록된다. 전세계에 퍼져있는 약 8000 여개의 
모든 OR 정보가 기록되게 된다. 만약 vidalia 를 통해 
등록시킨 OR 이 기준 uptime 을 충족시켜서 정상적으

로 등록이 되었다면 log 파일에서 그 OR 의 nickname
그리고 ip 주소등 OR 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에 자신이 등록한 OR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면 OR 을 성공적으로 등록 시킨 것이다. 

 
5.  결과 확인 

변경된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 패
치된 Tor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패치 된 Tor 는 log 파

일을 기록하는데 이때 log 에 기록되는 circuit 의 OR
들과 키 값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Tor 네트워

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이러한 패
치된 Tor 를 실행 시키고 log 파일을 확인해 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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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항상 같은 circuit 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Tor network 의 모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설 Tor 네트워크가 완성 되었다. 
 
[info] exit circ (length 3, last hop Appel): 

blueberry(open) zeller(open) Appel(open) 

circuit_send_next_onion_skin(): circuit built! 

[notice] Tor has successfully opened a circuit. 

Looks like client functionality is working. 

[notice] Bootstrapped 100%: Done. 
 

<Log file> 

 

Log file 을 확인해보면 exit circ 라는 부분에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OR 들로 이루어진 circuit 이 

완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다음에 새로운 

circuit 을 생성할 때에도 같은 circuit 이 생성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변경한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실제 Tor 브라우저 

에서도 OR3 인 Appel 이라는 nickname 을 가진 

OR(198.98.49.3)에서 통신을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화면을 그림<5-1>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림<5-1> 

 

6. 사설 Tor network 의 중요성 및 결론 

Tor 연구에 있어서 사설 Tor network 는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Tor 는 OP 에서 보내는 패킷이 Tor 네
트워크에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연구원이 제어하는 OR 을 통과한다면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어떤 취
약점이 있는지 연구가 가능하다. 실제 예를 들어 보
면, OP 에서 Tor 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면 OP 에서 
각각의 OR 들과 diffie-hellman key exchange 를 통해서 
세션키를 나누어 갖는다. 이때 세션키들은 log 파일에 
모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이
런 키 값은 OP 만 가지고 있는데 이 key 정보를 모든 
OR 에 적용하여 암호화된 Tor 패킷을 복호화 한다면 
첫 번째,OP 가 보낸 정보를 받은 OR1 은 어떤 형태로 
패킷을 재가공하여 OR2 에게 전달하는지 확인 가능하

다. 이를 통하여 악의적인 사용자가 OR1 으로 선택되

어서 다른 Tor 사용자들의 익명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는 무엇이 있을지 연구 가능하다. 두 번째 OR2 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OR3 는 어떻게 재가공하여 일반 

server 에게 전달하여 정상적인 사용자처럼 위장하는

지 연구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서버 입장에서 Tor 를 
통해 들어오는 사용자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
어오는 사용자를 구분해 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가
능하다. 마지막으로 Tor network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측면에서 Tor flow
에 대해서 구별해 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가능하

다. 이처럼 사설 Tor network 를 통해 다양한 Tor 의 
익명성 연구가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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