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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해킹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을 제안

한다. 서버 측에는 기존의 웹 서버를 클라이언트 측으로 내려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데이터 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웹 

공격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서버가 해킹을 당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서버의 데이터를 

해킹하는 문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음은 물론 클라이언트 PC에 악성코드가 감염되어도 서버에는 여향을 미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이언트 측에 USB형태의 BBS(Big Bad Stick) 하드웨어를 통하여 제안하는 

환경을 검증하고 서버 측의 보안장비와의 암호화 통신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됨을 증명하여 본 연구가 새로운 보안성을 

갖춘 시스템임을 보인다.

키워드: 고가치자산(High Value Asset), CCN(Centext Centric Network), BBS(Big Bad 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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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까지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환경은 전통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웹브라우

저를 통해 서버의 웹서버에 접근하여 서비스를 받는 환경을 사용해왔

다. 하지만 이러한 서버에서의 서비스 방식으로 인해 해커는 서버의 

취약점을 기반으로 해킹을 수행하고 악성코를 심어 놓음으로 인해 

해킹된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는 2차적으로 감염되어 좀비PC화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버 

앞단에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해킹을 막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조치 또한 새로운 공격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실제 운영환경에서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웹서버)를 클라이언트에 위치시키는 구조적인 변경

을 제안하고자 한다. Fig.1과 같이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클라이언트 

측에 하드웨어를 설치하여 해당 하드웨어에 웹서비스를 올린후 클라이

언트가 접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하드웨어를 

본 논문에서는 BBS(Big Bad Stick)이라고 한다. 이 BBS는 기존의 

아두이노(Arduino)나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와 같은 미니 컴퓨

터 형태로 본 논문에서 사용된 BBS에는 Linux 운영체제와 아파치 

웹서버를 탑재하였다.

이처럼 서버에는 웹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에 웹서비

스가 존재하며 데이터를 처리한 후 서버에 필요한 데이터 즉, 클라이언

트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을 암호화하여 서버에 전달하고 서버 

앞단에 보안장비가 이를 복호화하여 뒷단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전달하는 구조를 갖는다.

Fig. 1. Proposed New System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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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 

구성은 해킹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아무리 많은 보안장비를 서버 앞에 설치를 하더라도 취약점이 

발생하면 해킹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해킹을 원천차단하고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Fig.1과 같은 구조를 사용할 경우 크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게 된다.

1. 서버 해킹 불가능

서버에는 Fig.2와 같이 웹서버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데이터만을 

전달하는 서버 즉, HVA서버만 존재한다. 이 HVA서버로의 접근은 

웹서버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

Fig. 2. Eliminate Web Server in Server Part

2. HVA와 외부 클라이언트 통신의 암호화

HVA서버는 외부에서 요구되는 데이터만 특정 키로 암호화하여 

전달한다. Fig. 3과 같이 외부의 해커는 이 데이터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다. 특히 CCN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달할 경우 기존의 

TCP/IP 프로토콜이 아니므로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Fig. 3. Packet Encapsulation

III. Conclusions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서비스의 구조를 변경하고 특정 

프로토콜을 통해 암호화 통신을 수행할 경우 기존의 해킹방법으로는 

해킹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한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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