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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 Managing a Security Project

(1) 요건공학: 보안 프로젝트 관리자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 
- 위험과 보상의 적절한 이해가 중요 

(2) 사례 
- 의뢰기업의 매출이 1,000만 달러, 이익이 100만 달러, 도난에 의한 손실이 15 
만 달러라고 하자. 
- 이 경우 보안 컨설턴트는 「이렇게 하면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15% 향상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꺼낼지도 모르지만, 주주가 요구하는 것은 손실이 45만 달러가 

되더라도, 매출을 2,000만 달러로 배증시키는 것 

2. Risk Management

o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고, 이윤은 위험 감수에 대한 보상 
- 보안 정책은 기업의 위험 관리 메커니즘에서 출발 
- 보안 엔지니어, 화재와 피해자 서비스, 보험업자, 교통안전 산업, 변호사 

3. Organizational Issues

(1) 주기적인 「기강」 해이와 위험 조절장치 부재 
- 통계적으로 7년을 주기로 기강이 해이해지는 문제가 발생 

(2) 신뢰성과의 관련 
- 보안 시스템에 채택된 기술이 기간경과로 노화 

(3) 엉뚱한 문제 제기 
- 보안 관리자의 예산 증가 방편으로 발생확률이 낮은 보안사고 
방지책을 선호 

(4) 조직개편 등에 의한 보안 전문가의 부서 이동 
- 보안 관리자의 경쟁력 부족이나 경험 부족 

(5) 도덕적 해이 
- 기업이 보안 시스템을 설계할 때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 

4. Methodology

(1) 케오푸스(Cheops) 왕의 법칙 
- 대규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당초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경비는 예산을 
초과하며, 예상 이상으로 버그가 많이 발생 

(2) 복잡성의 경영 
- 부적절한 프로그래밍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차적인 복잡성(incidental complexity) 

-> 어셈블리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 
- 매우 복잡한 문제의 대응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복잡성(intrinsic complexity) 

-> 은행 등 대규모 조직에서 사용하는 업무 코딩의 스텝 수 등 

(3) Safety Critical System의 교훈 
- Safety Critical System이란 특정 종류의 장애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 반드시 막아야하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세이프티 크리티컬, 비즈니스 크리티컬, 
보안 크리티컬, 환경 크리티컬 등으로 구분 

-> 항공관제 시스템이나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 등 

(4) 위험요인의 배제라는 개념은 보안 공학에서도 유용 
-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다음 단계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장애를 파악 
- Fault Tree Analysis: 문제를 일으킬 원인을 탑다운식으로 특정 

5. Security Requirements Engineering

(1) 네트워크 경제(Network Economy) 
- 사용자수가 많은 네트워크 일수록 사용자의 이용 가치가 높아진다. 

-> 보안 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 일반 사용자의 대부분은 자기 PC에 적절한 보안을 실시하지 않는다. 

-> 보안 환경의 황폐화 

(2) 요건 공학의 중요성: 복수 프로세스의 동시 진행 
- 가장 곤란한 기술적 문제 
- 가장 치열한 관료적 권력싸움 
- 가장 집요한 책임 회피 

(3) 리스크 경영의 필요성 
- 새롭게 고안된 보안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기여하는지 판별 
- 공격이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를 계속 예측 



(4) 진화형 보안 요건의 경영 
- 감시(monitoring), 복원(repair), 배포(distribution), 공지(reassurance) 

-> 버그 수정 
-> 시스템 성능 강화 
->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조직의 개편이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부록 – 단어 정리

malice 악의 undermine 약화시키다.
discipline 훈련 perception 인식, 지각
evolve 서서히 발전 dependable 믿을 수 있는
expertise 전문적 기술 composite 혼성,혼합
major 보다 중요한 fraud 사기
viability 생존능력 deception 사기
asymmerty 어울리지 않음,비대칭 surge 급상승
pretext 구실, 핑계 compromise 절충, 타협
pretexting 위장 eavesdropping 도청, 엿듣기
rest 휴식, 나머지 forgery 위조죄, 위조된 물건
turnstile 회전문 uptake 활용, 흡수
antecedent 선행 사건, 선조 delegation 위임, 대표단
suppressing 진압하다 physiology 생리학
dozen 다수, 여러개 intuition 직관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