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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o 보안 비용을 책임지는 측과 문제 발생의 위험을 책임지는 측간의 이해 
->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CC) 

- 보증(Assurance): 시스템이 정확히 기능하고 있는가? 

- 평가(Evaluation): 제3자에게 이 기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2. Assurance

(1) 보증(assurance)을 현실적으로 정의하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특정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 

(2) 추정의 근거가 되는 요소 

- 시스템의 개발에서 채용한 프로세스 

- 개발측 개인이나 팀의 역량 

- 사용한 평가기술의 수준 

- 경험

3. Project Assurance

(1) 보증이라는 프로세스는 코드 개발이나 문서 작성 프로세스와 유사 
- 코드나 사양서 중에 버그나 실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테스트 
절차 중에도 실수 발생

 
(2) 일회성 프로젝트로 보증을 할 수 있고, 연속 진화형 프로세스로 할 수도 있음. 

- 백신업체는 방대한 컴퓨터 바이러스 DB를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 
하고, 자사 제품을 회귀 테스트 

(3) 보안 테스트 
- White-Box testing: 제품의 문서를 살펴 보고, 코드를 재검토한 후 
몇 가지 테스트를 단계별로 실행 
- Black-Box testing: 설계 문서나 소스코드는 참조하지 않고 제품만 
갖고 테스트 

(4) 형식화 기법 
- 암호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부딪히는 문제는 직관만으로 처리하기에 
는 무리가 있고, 잘 정해진 형식적인 검증 방법이 필요 
- 군관계의 조달에서는 더욱 철저해, 형식화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없음. 

 
4. Process Assurance

(1) 코딩의 품질은 프로그래머에 따라 크게 좌우 

- 최근에는 대상 제품에 주안점을 둔 보증 기준(테스트 등)의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에 

프로세스 측면의 기준(그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누구인가 등)이 중시되고 있음. 

 

(2) 개발 팀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경영의 직접적인 개입 

- 자신이 쓴 코드의 버그를 수정할 책임을 본인에게 부여

(3) ISO 9001 규격 

- 설계, 개발, 테스트, 문서화, 감사, 경영의 각 과정에 대한 문서화

 

(4) 프로세스를 점차 개선해가는 프레임워크 확립 

-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밝히고, 근원이 되는 문서를 거슬러 올라가 

그 원인을 찾고, 수정하고 재발을 막는다는 흐름을 기업이 확립 

- 최악의 경우 체크 항목에 도장을 찍기만 하는 작업에 빠져버릴 가능성도 상존 

 

5. Evolution and Security Assurance

(1) 당사자에 의한 평가 
- 1985년부터 2000년까지 NSA의 National Computer Security Center 
에서 실시되었던 평가방식 
- 미국 정부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한 컴퓨터 보안 제품을 평가할 때에 행해진 것으로, 
「Trusted Computer Systems Evaluation Criteria」, 통칭 「오렌지북」에 근거해 실시 



(2) CC 평가 
- 제품의 보안성이 평가되고 평가방법론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 
- 평가제품의 구매자는 이런 관점에서 제품의 유용성과 용도별 적합성을 별도로 판별 

(3) CC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 
- CLEF(Commercial Licensed Evaluation Facilities)와 부패, 조작, 무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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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