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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재택근무와 같은 비대면 업무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내부 보

안을 위한 VPN 구축 및 사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대면 환경과는 다르게,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는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노출되면, 

VPN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 인증이 무력화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

기 위한 기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VPN 인증 기술에 내재된 보안 취약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사물 환경 인증, HIP 기술, 위치 인증, 상호 인증 기술을 활용한 다중 인증 기반의 제로 트러

스트를 제공하는 VPN 인증 기술을 제안한다. 최종적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을 통하여, 보다 안전

성이 향상된 VPN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VPN(Virtual Private Network), 보안 취약점(Security Vulnerability),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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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20년부터 COVID-19로 인하여, 많은 기업이 원격근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비대면 업무환경이 확대되었으며[1], 특히, 

VPN(Virtual Private Network) 도입 및 구축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 비대면 업무환경이 도입되기 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사원증과 

같이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회사에 출입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증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증이 완료되면, 

자신에게 허가된 권한에 따라 회사 내 자원 및 자산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인가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 업무환경에서는 대면과는 다르게,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실정이며, 특히, 비밀번호 기반 인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노출됨으로써 인증이 무력화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사용자 인증 방식의 취약점뿐만 

아니라, 인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혹은 VPN 자체적인 취약점으로 

인하여, 허가되지 않은 공격자가 외부로부터 기업의 자산에 접근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3], 실제로 최근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사건으로는 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사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VPN 환경에서 보안성이 더욱 향상된 사용자 및 

장치 인증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본 논문에서는 다중 인증을 활용함으

로써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도입한 보안성이 향상된 VPN 인증 기술을 

제안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중 인증을 활용한 제로 트러스트를 제공하

기 위하여, 사물 환경 인증, HIP(Human Interaction Proof) 기술, 

위치 인증, 상호 인증 기술을 활용한다. 제안하는 방안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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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환경에서의 다중 인증과정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Fig. 1. 제안하는 방안을 활용한 VPN 환경에서의 사용자 등록 및 

인증과정

● 사물 환경 인증 기술

사물 환경 인증 기술은 사용자가 지정한 사물이나 환경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특정 사물을 

이미지로 등록하거나 비대면 업무를 위한 전용 공간을 환경 이미지로 

등록하며, 등록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증한다. 사용자가 

VPN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증을 요청하면, 자신이 등록한 

사물이나 환경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인증한다. 

● HIP 기술

HIP 기술은 CAPTCHA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와 같이 컴퓨터와 인간을 

구별하기 위한 기술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등록한 번호와 실시간

으로 요구되는 정보와의 연관성을 검증함으로써 사용자를 인증한다. 

사용자가 등록하는 번호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사용자만이 아는 

정보이며,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숫자를 화면에 출력하고, 

사용자가 등록한 번호와의 계산 결과를 검증함으로써 사용자를 인증한

다. 

● 위치 인증 기술

위치 인증 기술은 사물 환경 인증 기술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환경 

이미지의 위치에 대한 GPS 정보를 저장한다. 저장된 GPS 정보를 

기반으로, 환경 이미지에 해당하는 위치를 검증함으로써 사용자를 

인증한다. 

● 상호 인증 기술

상호 인증 기술은 악의적인 서버가 거짓된 정보를 인증 모듈로 

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 모듈에 서버만의 고유 정보를 

미리 저장하여, 인증 정보를 전달받을 때, 서버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상호 인증을 제공한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은 비대면 업무환경에서의 VPN 보안 위협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증 방법 및 최소한의 인증 권한을 부여하는 

다중 인증을 활용한 제로 트러스트 기반 기술을 제안하였다.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한 기술은 사물 환경 인증 

기술, HIP 기술, 위치 인증, 상호 인증 기술이며, 상기 기술들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노출됨으로써 인증이 무력화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중 인증을 활용한 제로 

트러스트 기반 VPN 인증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한 기술들을 

설계하고 구현함으로써, 기존 VPN과의 보안성과 관련된 성능을 

비교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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