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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한 익명성 확보는 네트워크상에서 다 지는 주요 논   하나로서, 오래

부터 연구되어 수많은 기술이 제안되어 왔다. The Amnesic Incognito Live System(이하 Tails) 역시 이 

 하나로, PELD 설계 기반 하에 모든 인터넷 커넥션을 익명화하고 해당 디바이스 디스크에 흔 을 

남기지 않는 강력한 Live OS이다. 이 듯 Tails는 익명화에 있어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으

나, 아직 해당 분야의 연구가 활발치 못해 공격 기법의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문

서는 Tails를 상으로 한 소수의 기존 공격 기법들을 TOR 기반, Memory Analysis 기반, HTTP 
Keepalive 기반 등으로 세분화하여 나열하는 것을 주목 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분석을 바탕으

로 새로운 공격 가능성을 도출해내는 것이 최종 목 이다.

1. 서론

   Tails(The Amnesic Incognito Live System) OS는 

Tor Project에서 부분의 재정을 지원받을 만큼 내실 있

는 시스템이다.[1] 비록 학계에서 련된 연구가 무하고 

문서 한 극히 드문 실정이지만, 통신익명성 확보에 있어 

Tor와 함께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Tails를 상으로 기본 인 Survey Paper의 필요성이 인

지되어, 본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본 문서는 Tails를 상으로 시행되는 공격에 한 문

서들을 분석하여 나열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Threat 

Model을 제시하고, 각 공격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 기능을 

기 으로 카테고리화하여 정리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격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인 

목표이다.

2. 련 용어  연구

2.1. Live Operating System 

   Live OS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  설치가 아닌, 제거 

가능한 장 장치로부터 부 되는 운  체제를 말한다[2]. 

일반 인 경우 운  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하기 해 외부 장소를 통해 운  체제 설치하여 실행

에 필요한 데이터를 하드 드라이 에 송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Live OS는 외부 장장치를 삽입하는 것만으

로 그 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상태에서 운  

체제를 시작한다. 그래서 하드 디스크에 설치된 운  체제

는 하드 드라이 에 일이 장되는 반면, Live OS는 해

당 일을 RAM과 같은 임시 장 메모리로 인식하기 때

문에 하드 드라이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

에 Live OS는 로컬 하드 디스크의 근 없이 임베디드 

시스템의 시스템 리나, 데이터 복구  OS 테스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이는 CD/DVD, flash drive, 혹은 외장 

하드에 모두 구  가능하며, 보편 으로 USB 드라이 가 

Live OS를 사용과 동시에 일을 자체 으로 기록할 수 

있으므로 Live USB 형태로 많이 활용된다.

   Mac OS나 Windows는 물론, 부분의 리 스에서 

Live OS를 ISO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목 을 

가지고 Live OS로만 활용되는 시스템도 다소 존재하고 

있다[3].

2. 2 The Onion Router

   Tor(The Onion Router)는 서킷 기반의 낮은 지연

(low-latency) 익명 통신 서비스로[4], 오버 이 네트워크

를 이용하여 주로 웹사이트의 추 을 피하거나, 지역 인터

넷 제공자가 차단한 인터넷 서비스에 속하는 등 익명성 

확보를 해 사용된다.

(그림 1) Tor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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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r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 인 OP(Onion Proxy), 

서킷을 구성하는 OR(Onion Router), 그리고 Tor 네트워

크  각 OR의 상태 정보를 보유한 디 터리 서버로 구

성되어있다. OR은 디 토리 서버에 장된 자원 노드들 

 임의로 최소 3개까지 선택되어 OP와 서킷을 이루며, 

이는 약 10분마다 주기 으로 교체된다. 각 OR은 자신이 

몇 번째 노드인지 알 수 없으며, 직 인 데이터 교환은 

인 한 노드끼리 순차 으로 이루어진다. 결과 으로 각 

노드는 이  노드와 다음 노드에 한 정보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Source와 Destination을 동시에 알 수 없으며, 인

 노드가 몇 번째 노드인지 단할 근거 역시 없다.

3. The Amnesic Incognito Live System 개요

   Tails는 개인 라이버시와 익명성 보장을 해 개발

된 Live System이다. 이는 Debian GNU/Linux 기반으로 

내장된 애 리 이션들을 미리 구성하고 재설정하여 보안

성을 강화한 형태이며, 특수목 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Patched Live Linux로 볼 수 있다.

 Tails에서 제공하는 핵심 인 기능은 크게 아래의 세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 Tor : 모든 소 트웨어는 Tor를 통해 인터넷에 속하

여 익명화 된다.

∙ Amnesic :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나 해당 디스크에 로그

가 남지 않는다.

∙ Cryptographic Tools : 강력한 최신 암호 툴을 제공하

여 데이터를 보호한다.

   이 에서 특히 Tor Connection과 Live OS가 강조되

는 편이며 실제 Tails에 시행되는 공격들은 부분 이를 

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기본 인 시스템은 Privacy Enhancing Live 

Distribution (PELD) 형식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이는 

Tails만의 여러 특징과 보안을 구 하기 해 설계되었다. 

먼 , 인터넷 라이버시 측면에서 PELD는 애 리 이션

에 Tor 네트워크를 덮어 워 커넥션의 익명성을 확보하

고, Tor bridge relay의 사용 상태를 확인할 시 Tor 네트

워크 연결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 다.

(그림 2) In-Memory차원의 Data Wiping

   데이터 리 측면에서는 메모리 리커버리를 막기 해 

host machine에서의 일 시스템이나 swap volume의 

근을 차단하 으며, cold boot attack과 같은 부 채  공격

을 방지하기 해 시스템 종료 시 RAM상의 데이터도 모

두 삭제하도록 설계되었다. 한, 문서 작성을 수행하는 

로그램의 경우 애 리 이션 벨의 공격을 방지하기 

해 EXIF와 같은 metadata는 검되어 다시 구성된다.

   이러한 정책을 기 로 PELD는 Host Machine에 상

없이 개인의 익명성과 라이버시를 유지하도록 디자인되

었다[6].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안 툴들을 추가하여 구

된 것이 Tails OS이라고 볼 수 있다. 재까지 구 된 

것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Tails OS 구  항목

Networking

Tor
stream isolation, the Vidalia,

regular and obfsproxy bridges support

Firefox
TorBrowser patches, Torbutton,

CS Lite, HTTPS Everywhere

NetWorkManager, Pidgin, Claws Mail,

 Liferea, Gobby, Aircrack-ng, I2P

Desktop
Edition

OpenOffice, Gimp, Inkscape, Scribus, Audacity, PiTIVi,

Poedit, Simple Scan, SANE, Brasero, Sound Juicer

Encryption
&

Privacy

LUKS, Palimpsest, GnuPG, TrueCrypt, PWGen,
Shamir’s Secret Sharing(using gfshare/ssss),

Florence, keyloggers, MAT, KeePassX

Additional
features

VirtualBox, customization,

some basic accessibility features

4. Tails OS 상 공격

   Tails OS의 Threat Model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Adversary는 User-Agent 

HTTP header나 IP를 통해 유 의 치를 알아내고, 인터

넷 Activity를 알아내는 것이 목 이다. 그리고 데이터 측

면에서의 Adversary는 Live OS에서 작성되는 문서를 감

청하거나, 머신에 남아있는 메모리를 복원시켜 데이터를 

갈취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 장에선 이러한 Threat Model을 바탕으로 시행되었

던 공격을 주로 다루고, 추후 공격 가능성 역시 다루려고 

한다.

4. 1 Tor Attacks

   PELD의 정책은 모든 네트워크 커넥션에 Tor를 연결

하도록 지정하 기 때문에, Tor를 상으로 실행 가능한 

공격이라면 Tails OS의 네트워크에도 유효하다. 최근 Tor

상 공격 동향에 따르면[7], 진행된 연구 부분 이론 으

로 입/출구 노드를 모두 안다는 제하에 세워진 공격이 

많으며(e.g Cell-Counting Attack[8]), 제반사항이 많아 실

제 인 공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website 

fingerprint 기반 공격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공격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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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Tor를 포함한 Tails 

OS에 한 실제  공격에 가능성을 두고 있다.

4. 2 Memory recovery attacks

   

Obtain
Hard Disk
(impossible)

Acquire

Disk Image

Verify

Image

Process

Image

Perform

Investigation

(그림 3) Tails OS에서의 일반  포 식 기법

   Tails OS는 Live OS로서 기본 으로 하드 디스크의 

근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인 포 식 기술로는 데이터의 

복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2011년 Andrew Case의 발표

에 따르면[10], 메모리 분석을 통해 Live CD에서 데이터

에 한 정보가 복구 가능하다는 것이 밝 졌다. 이는 

Tails나 Backtrack 등에서 쓰이는 In-Memory 일시스템

인 AUFS(AnotherUnionFS)을 이용한 공격법이다. aufs는 

유 들에게 멀티 이어를 제공하는 Stackable 일시스템

으로서, 그 구조로 인해 시스템 부트 후 생성된 일들은 

읽기 용 CD의 최상단부에 계속 쌓이게 된다. Tails에서

의 aufs 일 시스템은 유 랜드(User land)에서 확인 가

능하다.

#cat /proc/mounts
  aufs / aufs rw, realtime, si=4ef94245, noxino
  /dev/loop /filesystem.squashfs squashfs
  tmpfs /live/cow tmpfs
  tmpfs /live tmpfs rw, realtime

(그림 4) Tails가 마운트 되는 지

   와 같이 Tails가 마운트되면, aufs는 루트 일시스

템으로서 마운트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dev/loop0은 CD의 일시스템, /live과 /live/cow는 tmpfs 

일시스템으로 마운트 된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 

작업 상황에서의 aufs의 동작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si_

는 aufs 루트 마운트와 같으므로 동일한 작업환경이다.

# cat /sys/fs/aufs/si_4ef94245/br0
/live/cow=rw
# cat /sys/fs/aufs/si_4ef94245/br1
/filesystem.squashfs=rr

(그림 5) Branch 마운트 지

   여기서 /live/cow는 writable, /filesystem.squashfs는 

read only state 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branch의 구분

을 통해 CD의 상단부에 스택하는 상황을 구분하는 근거

가 된다.

   이러한 근거와 함께 추후 디 토리 enumerating을 거

치면,  metadata를 포함한 일시스템 구조나 유 랜드의 

로세스 메모리 정보 등을 알아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삭제된 일을 부분 으로 복구가 가능하다.

4. 3 HTTP keepalive

   Tor wiki의 Live CD Best Practices의 문서에 따르면

[11], Tails의 기본 웹 라우 인 iceweasel에서 HTTP 

session을 지속하기 한 “network.http.kepp–alive“ 설정

으로 인해, 웹사이트로의 연결을 구 으로 유지할 수 있

다고 언 하고 있다. 이는 Tor의 경로가 웹사이트에 계속

으로 남아있다는 뜻으로, 곧 Tails 자체의 익명성에도 

큰 타격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Tor 

로젝트에서는 이 세  값을 FALSE로 변경할 것을 권장

했다. 하지만 Tails에선 이로 인해 생길 커넥션 성능의 

하를 우려하여 keepalive.timeout 수치를 낮추어 Lifetime

을 default 15분에서 2~3분으로 낮추었다. 이로 인해 웹사

이트에서 인식하는 Tor 커넥션은 짧아져 험도가 어들

었지만, 만약 유 가 이 수치를 재조정한다면, HTTP 

keepalive를 이용한 공격에  다시 노출 될 수 있다는 한

계가 있다.

5. 결론

   Tails OS를 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시행되었

으나, Tails 0.7 버  이후 주기 인 업데이트를 통해 

부분 해소된 상태이다. 하지만,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Tor

나 Live OS 구조에 한 취약 은 지 까지도 꾸 히 연

구되고 있는 분야이며, 그 결과에 따라 Tails OS의 보안

요소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재까지 사례는 없으나 바이패스 공격이나 애 리

이션 벨의 공격, 는 소 트웨어의 취약 을 분석하

여 exploit하는 등의 일반 인 공격도 가능성이 있다. 

한, Debian OS 자체의 취약 이나, Bluetooth, IrDA 등 

다른 형식의 네트워크 링크를 지원하는 것 역시 공격의 

기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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