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urity Engineering key point 및 견해

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장 보안 공학이란?

o 전체 시스템을 설계, 구현, 시험하며, 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도구, 프로세스 및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 현 국내 IT 환경은 금융, 국방을 제외하면 보안공학을 고려하여 개발한 시스템이 거의 없
다. 따라서 관점을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보안을 고려한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

2장 보안과 사용자 심리

o 피싱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기술적인 대안과 대책만을 동원하는 것은 근본적
인 해결책이 아니다. 
-> 최근 발생하는 해킹사고의 경우는 대부분 사회공학적인 방식으로 많이 발생한다. 따
라서 사용자에 대한 관리 및 보안정책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4장 보안과 접근통제

o 접근제어는 보안목표의 중심이다.
-> 현재 사이버상의 접근통제는 물리적 접근통제에 비하여 보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한 사이버상의 접근통제를 갖추었더라도 사회공학을 통해 쉽게 무력화 될 수 있다.

5장 보안과 암호학

o 이론적으로 안전한 암호는 1회만 사용하는 난수를 바탕으로 하는, 쓰고 버리는 키를 
사용해서 해독 불가능한 암호를 만들을 경우이다.
-> 최근 슈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에 풀지 못했던 암호도 쉽게 풀리고 있다. 또
한 프로토콜상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Heart Bleed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암
호화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응해야 한다.

7장 보안과 경제학 & 25장 보안과 시스템 경영

o 경제학은 기초적인 원가계산 측면에서 엔지니어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o 보안 담당자는 시스템 실패의 비용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보안의 

실패에만 관심을 집중
o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고, 이윤은 위험 감수에 대한 보상
-> 보안담당자도 CEO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려해야 한다. 손실을 보더라도 매출을 2배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면, CEO는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
리지 못한 중소기업이라면, 보안 투자는 나중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10장 금융과 회계 & 15장 바이오 인식

o 금융 업무는 암호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분야이다.
o 모든 거래 장부는 수입과 지출이 항상 일치해야 하며, 불변 값으로 보존해야 한다.
또한 모든 회계업무 처리는 둘 이상의 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거래 정보는 결코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o 바이오 인증은 개인의 신체적인 특징(손의 형태나 지문 등), 몸으로 습득한 기능이나 
그 밖의 동작적인 특징(서명 등), 아니면 그 두 가지를 조합하여 특정인을 인증
-> 최근 삼성이 출시한 삼성Pay는 바이오 인식(지문)과 금융 분야를 결합을 하여 새로운 
형태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앞으로 바이오 인식을 활용한 금융 결제 기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보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장 감시와 계측 & 20장 통신 시스템 보안

o 보안 과제   - 통신: 서비스 방해 공격(가용성)   - 계량기: 데이터 위·변조 (무결성)
-> 최근 3G , LTE망들이 인터넷 망과 연결되면서, 인터넷 망에서 들어오는 서비스 방해 
공격에 취약하다. 또한 데이터를 무료로 쓰는 연구가 발표됨에 따라 통신사는 이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4장 보안 프린팅과 봉인

o 내부 기밀 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비밀번호에서 진화된 중앙 서버 인증, 전자태그
(RFID) 인증, 데이터 전송 보호, 안면인식 등 다양한 방식의 보안 프린터 등장
-> 최근 내부 기밀 유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DLP와 같은 보안 시스템
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의 에이전트를 고의로 설치하지 않아서 우회 하는 방
법이 존재하며, 이는 2장,4장과 연관 지어서 연구해야 한다. 

19장 전자/정보전

o 정보전은 암호기술을 중심으로 전자전과 컴퓨터 보안이 융합된 형태
-> 최근 북한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3.20 사태 등 여러 공격에 북한이 가담하
고 있다. 한국도 전자/정보전 능력을 향상시켜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3장 최신 기술 동향

o 모바일 결제 및 인터넷 뱅킹 공격 심화
o 공격 대상별 맞춤형 악성코드 유포와 동작 방식의 진화
o POS 시스템 보안 위협 본격화
o 오픈소스 취약점 공격 및 타깃 공격을 통한 정보 유출 가속화
o IoT 보안 위협의 증가

     최근의 공격 기술동향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으며, 단순히 한 가지의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의 융·복합적인 보안을 해야만 중요 자산을 지킬 수 있다.



What is Security Engineering?

(chapter01)

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 소개

Security engineering 란?

- 악의적인, 에러, 실수 등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 전체 시스템을 설계, 구현, 시험하며, 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도구, 프로세시 및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 암호학, 하드웨어 변경방지(tamper resistance)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컴퓨터 보안에서 경제

학, 응용 심리학, 조직론, 법률에 관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분야

2.보안 엔지니어링의 Framework

- 보안 엔지니어들은 상황을 파악하여, 위험과 위협을 상황과 연계시키고

잘못 될 수 있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며, 고객에게 유익하게 조언해야 한다.

3. 예시

- 금융: 회계정보시스템, ATM망, 웹사이트, 메시징 시스템 등

- 국방: 레이더 방해, 이중 암호화, 다중적 물류망, 핵발사 승인절차 등

- 의료: 진료카드의 보안(암호화,인증), 전자 진료카드의 전송 실패(정전) 등

- 가정: 인터넷뱅킹, 자동차 무선키, 스마트 지갑, 셋텁박스, 직불/후불카드 등

Usability and Psychology

(chapter02)

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 Usability

o 사용성은 사용하기 쉽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o 사용성은 보안과 반비례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꼭 반비례는 아니며, 보안과 

사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RE-CAPTCHA 이다. 이는 보안과 편

리성을 높인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이다.

2. Attacks based on Psychology

o 군대나 정보기관은 항상 상대 조직의 staff을 대상으로 심리전 전개

o Pretexting

- 기업을 대상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입수하는 기법

- 고객을 가장해 기업의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구서를 요청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

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획득

- 기업에 위장 취업하여 기업 정보를 탈취

o Phising
- 기업의 직원이 아닌 고객을 대상으로 함

- 모바일까지 확산이 되었으며, 금융 정보를 노리는 목적이 많음

o 아마추어는 기계를 공격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람을 목표로 한다. -Bruce Schneier

3. Insights from Psychology Research

(1) 인간의 두뇌가 컴퓨터보다 못한 점

o 습관화된 행동에 따른 실수: 종료 버튼의 OK와 팝업창의 OK, 위장 URL

o 목적 달성에 따른 실수: ATM에서의 카드 사용

o 기술인지 부족에 따른 오류: 취약점이 공개된 프로그램의 사용

(2) 고정관념과 행동경제학

o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는 것을 더 

무서워 한다. (전망이론)

o 사람들은 손실 보다 이득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인 가능



o 승객으로 자동차를 탈 때보다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

는 상황에 있을 때 덜 무서워 한다.
o 위험의 정도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의 불확실성을 무서워 한다.

☞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도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포 때문에 더 많이 발생

☞ 보안 엔지니어는 보안공격을 막아내는 것 못지않게 사람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3) 인간 정신의 다른 측면

o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이성과 감성의 상호작용으로 간주

o 어린이들은 자기가 본 것을 관찰한 것을 설명하려 할 때, 물리적 현상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중심으로 한다.
o 이것이 힘들어지면 고의적 행동을 통해 현상을 설명한다. 즉, 물질적인 것을

이용 할 수 없을 경우에 감정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경향은 어린 아이들에게

생존의 가치이다.

☞ 피싱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기술적인 대안과 대책만을 동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 ‘우리 은행은 메일을 보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보내지 않을 것이니 우리

이름으로 오는 이메일은 모두 사기입니다’라는 안전한 디폴트가 필요

Protocols

(chapter03)

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 Introduction

(1) 프로토콜(Protocol)
o 외교상의 언어로써 의례나 국가 간에 약속을 의미

o 통신에서는 한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도록 기술적 규약이나 약속을 

의미

(2) 보안 프로토콜(Security Protocol)

o 보안 시스템은 사람, 컴퓨터, 카드 리더와 같은 여러 주체로 구성

o 이런 주체들은 다양한 경로(전화, 이메일, 전파, 적외선 등)를 이용하여 통신

o 보안 프로토콜은 여러 위협으로부터 기밀성 확보를 위해 적용되는 기술 규칙

(3) 보안 프로토콜 설계

o 악의적 행위에 시스템이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o 일반적으로 일정한 위협을 상정하여 설계

(4) 보안 프로토콜 평가 요소

o 위협모델이 현실적인가?

o 프로토콜은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가?

2. Getting Formal

(1) 형식화 기법

o 본래 프로토콜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적합성 검증)
o 프로토콜이 옳다고 증명되더라도, 공격법을 예증해야함

(2) 메시지 의미규칙

o K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A에게 보여 지고, K가 B와의 통신에 적절한 키라면, A는 

그 메시지가 이전에 B가 보낸 것이라고 믿는다.
(3) nonce 검증규칙

o 어떤 주체가 이전에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가 무변조라면, 이 주체는 그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

(4) 관할 규칙

o 어떤 주체가 뭔가를 믿고 있고, 그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면, 이 주체는 신임되어야 한다.



Access Control

(chapter04)

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 Introduction

(1) 접근제어는 보안공학과 컴퓨터 과학의 접점

o 누가 시스템내의 어느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가?

o 어느 파일을 읽을 수 있는가?
o 어느 프로그램을 실행 할 수 있는가?

o 다른 주체와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

(2) 접근제어는 보안목표의 중심

(3) 애플리케이션 접근 통제 메카니즘은 누가 보고, 출력하며, 어떤 데이터를 누가 검색

하는지에 관한 복잡한 규칙과 선택사항을 취급

(4) 미들웨어는 OS 기능과 파일이나 통신포트와 같은 컴포넌트의 자원을 사용하여 접

근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5) OS 접근 통제는 프로세스나 메모리 관리 하드웨어의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프로세

스가 어떤 메모리 어드레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제어

2. Operating System Access Control

o 패스워드나 Kerberos를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고, 인증된 사용자에게 파일, 통신포트,

기타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가

o 접근 권한 매트릭스로 표현

-읽기 권한 : r -쓰기 권한: w
-실행 권한 : x -접근 차단: -

(1) 그룹과 역할: Role-Based Access Control (RBAC)

o 역할 할당

o 역할 권한 부여

o 권한 부여

(2) 접근제어 목록: Access Contorl List (ACL)

o 사용자들이 디렉토리나 파일 등 특정시스템 개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컴퓨터

의 OS에 알리기 위해 설정한 List

(3) Unix OS 보안

o 머신을 구동할 때 통제 권한을 갖는 프로그램(OS 커널)이 수퍼바이저로 동작하고,

머신 전체에 대해 무제한 접근권한을 가짐

o 다른 프로그램은 모두 사용자로 동작하고, 이러한 접근권한은 수퍼바이저에 의해 

통제

o 접근에 관한 결정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용자ID를 토대로 판정

(4) 애플의 OS/X 보안o FreeBSD 버전의 Unix를 기반으로 Mach 커널 위에서 실행

o BSD 레이어는 메모리 보호 기능을 제공

(5) 윈도우즈 보안

o 모든 사용자가 직접 보안체계를 제어

(6) 권한 통제(Capability)
o 정보를 열(row) 마다 저장

(7) 미들웨어

o DB 접근 통제

- DB 제품들은 자체 접근제어 메커니즘 사용

- 사용자와 객체의 권한을 갖는 일반적인 운영체체 메커니즘과 동일

o ORB(Object Request Brokers)와 정책언어

- 애플리케이션 상의 접근통제를 표준 미들웨어로 처리

- ORB는 객체간의 통신을 중재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CORB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는 업계 표준의 객

체 지향 시스템

(8) Sandbox와 Proof-Carrying Code

o 샌드박스는 외부에 받은 프로그램을 보호된 영역에서 작동시킴으로써 시스

템의 불법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모델

o PCC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코드를 받아(보안 정책) 어플리케이션의 속성을 

검증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체계

(9) 가상화와 신뢰 컴퓨팅

o 하나의 머신을 많은 독립적인 머신으로 에뮬레이트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

는 가상화로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 게스트 운영체제를 실행

o 신뢰 컴퓨팅은 주어진 프로그램이 주어진 규격을 준수한 머신상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PC 아키텍처에 부가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제공



Cryptography

(chapter05)

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 소개

암호학은 Security enginnering 과 수학이 합쳐진 것이다. 암호학은 우리에게 다양한 암호화 

툴과 프로토콜을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컴퓨터 보안과 암호화 커뮤니티는 서로 떨어진 상태로 

발전해왔다.

2. 용어 정리

(1) 암호학(cryptology): 보안과 수학

o 암호기술(cryptography) : 암호를 설계하는 기술 내지는 과학 

o 암호해독(cryptanalysis) : 암호를 해독하는 기술 내지는 과학

(2) 암호의 기본 구성 요소: 알고리즘과 키

o 블록 암호(block cipher)

o 스트림 암호(stream cipher)

o 해시 함수(hash function)

3. 이론적으로 안전한 암호

이론적으로 안전한 암호는 1회만 사용하는 난수를 바탕으로 하는, 쓰고 버리는 키를 사용해서 

해독 불가능한 암호를 만들을 경우이다.
사용하고 버리는 키를 사용할 경우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1949년에 섀넌에 의해서 수

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4. 암호해독이 가능해지는 조건 3가지

(1) 암호화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는 경우

(2) 문자 출현율의 치우침 등 평문에 대해 통계적 성질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

(3) 암호화의 예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5. 디지털 서명

6. 해쉬 함수

해쉬 함수 h(x)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o 압축 : 출력 길이가 작아야 함

o 효율성: 어떤 x에 대해서도 h(x)를 계산하기가 쉬워햐 함

o 단방향:

주어진 y 값에 대해 h(x) = y를 만족하는 x 값을 찾는 것이 어려워야 함

즉 암호화 문자를 가지고 암호화 하기 전 평문 문자를 구할 수 없어야 함

o 충돌 방지:

주어진 x와 h(x)에 대해 h(y) = h(x)를 만족하는 y != x를 찾기 어려워야 함

즉 다른 키로 같은 암호문이 나오면 안됨

o 많은 충돌들이 존재하지만, 찾기가 어려워야 함



Distributed Systems

(chapter06)

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 Introduction

(1) 시스템이 커질수록 규모 보다는 복잡성에 따른 상황 변화가 발생

o 접근 통제, 프로토콜, 암호 메카니즘을 구현한 것만으로 분산시스템의 안전성이 확  

          보된 것이 아님. 

(2) 복잡성 해결을 위해서는 병렬처리, 장애복구, 네이밍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 필요

o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공격으로 병렬처리에 장애 발생

o 데이터 복제는 시스템의 장애대응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기밀성면에서 Risk 발생

o ID 카드와 RFID 보급으로 네이밍의 중요성 제기

2. Concurrency

(1) 병렬처리란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밍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

한 기술적 문제 발생

o 복수 사용자의 조작이 서로 간섭하는 경우를 차단

o 하드웨어에서 사업 환경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의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

(2) 시스템에서의 병렬처리 현상

(3) 보안 상태 변동에 따른 전파 비용

(4) 일관성 없는 업데이트 방지

o 파일시스템 등의 자원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업데이트로 인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수단

o 하나의 문서를 복수 사용자가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 문서의 어느 부분에서도 한 번  

  에 한 사람만이 쓰기를 하도록 해야 함.

(5) 데드락

o 두 개의 시스템이 서로 상대가 먼저 움직여주기를 기다리는 상태

(6) 비융합적 상태 : ACID

o 원자성(Atomicity) - 트랜잭션이 완전히 실행될지, 아니면 전혀 실행되지 않을지 어  

     느 한쪽 상태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복구 용이 

o 일관성(Consistency) - 장부처리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차가 일치하는 것이  

     며, 은행업무시스템의 공통 요건

o 분리성 (Isolation) - 트랜잭션이 서로 같게 보이도록 하는 것

o 지속성 (Durability) - 일단 실행되면 언제까지나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 것 

(7) 시간관리

o 병렬처리에서 보안기술자가 주의해야 할 문제

o Kerberos 등의 인증 프로토콜에 시간을 속이려는 공격 발생

o 절대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Lamport 시각을 채용

-이벤트 A발생시각이 아니라, 이벤트 A가 이벤트 B의 앞에서 발생했는지 아닌  

           지에 주목

3. Naming

(1) 하나의 이름에 너무 많은 기능을 부여하거나, 이름이 특정 시스템, 문화, 법체계의 테두리 

안에서만 통용된다고 상정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

(2)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주체에 유일하고도 전용의 ID를 할당하는 것

(3) 어떠한 이유로 네이밍에 호환성이 없는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합하려 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



Economics

(chapter07)

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 Introduction

(1) 보안 경제학은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학문 분야 

- 보안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상당 부분의 실패는 기술적 오류에 기인하기 보다는 
  잘못된 동기들(incentives)에 기인 

- 경제학은 기초적인 원가계산(cost cccounting) 측면에서 엔지니어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2)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복잡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동기로 인해 보안 엔지니어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중요하고 예민하게 다루고 있음

2. Classical Economics

(1) 1776년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 
- 자유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자기이익(self-interest) 

 
(2) 1948년 애로우(Kenneth Arrow)와 드브로(Gerard Debreu) 

- 시장이 특정 조건을 갖추어졌을 때 효율적인 결과를 초래 
- 컴퓨터 산업이나 보안업 종사자에서 이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많은 경제적 이익은 독점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야기 

(3) 칼 샤피로(Carl Shapiro)와 핼 베리언(Hal Varian)의 ‘정보의 법칙(Information Rules)’ 
- 정보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추가생산에 대한 한계비용이 낮다. 
- 네트워크의 효과는 관계로 부터 나온다. 

(4) 독점 
- 기업의 차별적 정도는 시장 지배력(market power)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 기술 발전은 고객의 정보 비용(cost of information)을 감소시키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약하게 하는 주요 요인

(5) 공공재 
- 시장 실패는 각자의 희망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양의 재화를 갖을 
때 발생 
- 고전적인 예: 공기의 품질(air quality), 국방, 과학연구 등 
- 안전하지 않은 장비를 인터넷에 연결한 사람들은 오염석탄을 태우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처리 비용을 전가 

3. Information Economics

(1) 정보의 가격 
o 네트워크의 가치는 네트워크 사용자 수의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외부효과 
(network externalities)에 있음. 
-> ex) E-mail, SNS, 포털 등

 
o 좋은 상품을 경매에 부치려는 사람은 더 많은 입찰자가 기다리는 큰 경매소를 선호 
->기업들은 리눅스나 맥(Mac)으로 개발할 때보다 훨씬 많은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2) 기술적 고착화(technical lock-in) 
o 소프트웨어 회사가 자사 제품의 플랫폼으로 윈도우즈를 사용하면, 이것을 
  바꾸기가 어렵다. 
o 사용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바꾸게 되면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o 샤피로(Sapiro)와 베이런(Varian) 
-> 소프트웨어 회사의 가치는 그 회사 고객의 총 고착화 정도와 일치

 
(3)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o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앉고 있는 것이 비대칭 정보 
o 레몬시장(market for lemons): 애컬로프(George Akerlof)의 노벨 수상논문 
-> 2,000달러의 질 좋은 중고차와 1,000달러의 일반 중고차의 선택 
o 사용자가 좋은 것을 나쁜 것과 구별하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20달러 짜리 
좋은 제품이 있음에도 10달러 짜리 바이러스 백신을 구입

4. Economics of Security and Dependability

(1) 보안의 경제학과 신뢰성(Dependability) 
- 보안 담당자는 시스템 실패의 비용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보안의 실패에만 관심을 집중 

(2) 가장 취약한 고리(Link)냐 노력의 총합이냐 
- 프로그램의 정확성은 취약성을 유발하는 가장 부주의한 프로그래머의 노력에 
달려있으며, 소프트웨어 취약성 검사는 모든 사람의 노력의 집합이 중요 



- 보안은 최선의 노력(best effort)에 의존 
-> 보안 설계자와 같은 최고 수준의 개인이 취하는 행동이 중요 

(3) 패칭 주기 관리 
- 2006년 Andy Ozment와 Stuart Schechter는 주요 OpenBSD 운영체제의 경우 
공개되는 취약성의 비율이 6년 동안 감소하였다는 것을 발견 
- 이 결과는 취약점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를 CERT에 보고하면, 대응팀이 다시 
보안업체에 통보하고, 패치가 제공된 뒤에 침약점을 공개하는 방식을 지지 
- 보안업체와 고객들 사이에 갈등 
->. 패칭의 주기와 타이밍, 보완자(complementer)와의 문제, 측정 기준의 어려움, 
취약성 정보를 판매하는 아이디펜스(iDefense)나 팁핑포인트(TippingPoint)와 
같은 업체, 버그 보고서(bug report)에 대한 접근 특권을 가진 정보기관이 다른 
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제로데이 탐색 등 

(4) 왜 윈도우즈는 안전하지 않은가? 
- 소비자 입장에서 고착화가 진행된 시장의 경우 새로운 프린터를 39.95달러에 샀는데, 
나중에 이 프린터에 들어갈 카트리지를 두 개를 하나에 19.95달러에 사야 되는 경우 
- 앱 개발자의 경우, 처음에 앱 코딩이 쉽지만, 보안 영역이 증가하며, 이것이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 

(5) 프라이버시의 경제학 
- 사람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와 달리 행동 
- 그러나 사람들이 쇼핑(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쇼핑)할 때 보여주는 행동은 
아주 작은 혜택 때문에 민감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 

다계층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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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o 다계층 보안 
->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며, 데이터의 비밀 등급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열람 가능 
-> 1급 비밀(Top Secret), 2급 비밀(Secret), 3급 비밀/대외비(Confidential) 

2. Security Policy Model

o 보안공학은 주로 위협모델(Threat Model)-보안정책(Security Policy)-보안 메카니즘 
(Security Mechanism)의 형태로 접근 

- 보안정책이란 보안 메카니즘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록한 
        문서화 프로세스 

. 시스템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위협을 어떻게 포착할지에 따라 좌우 

o 문제점 
- 중심적 문제의 회피 
. 「보안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자」를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여러 수준의 다른 선언이 혼재 
. 조직이 승인한 정책은 논리적으로 보안정책을 포괄 
- 메카니즘은 있지만, 상세 내용은 불명확 
. 사원이 따른다는 것은 실제로는 무엇을 하라는 의미인가? 
. 시스템에 강제시킬 지, 아니면 사용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르게 할 것인지? 
- 위반 사실은 어떻게 탐지하고, 누가 그것을 보고하는 것일까? 

o 보안목표(Security Target) 
- 시스템이 구비할 보안 메카니즘과 관리 대상군 간의 관련성을 상세하게 기술 
- 보안목표는 제품을 시험(test)하고 평가할 때의 출발점 
- 보호 프로파일(Protection Profile)과 비슷하지만, 다양한 보안 제품의 평가에 동등 
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표현 



o 정보 흐름 제어 
- NRU(No Read Up): 어느 프로세스도 상위 레벨의 데이터를 읽을 수 없다. 
- NWD(No Write Down): 어느 프로세스도 하위 레벨에 데이터를 써넣을 수 없다. 

3. Alternative Formulations

(1) 규칙, 역할, 신분에 따른 통제 
- 강제 접근 통제(Mandatory Access Control) 
. RBAC(role-based access control) 기법 
. Lattice 기법: 어떤 주체가 어떤 객체에 접근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경계 지정 
- 임의 접근 통제(Descretionary Access Control) 
. 사용자의 ID에 따라 접근 권한 부여 

(2) Biba 모델 
- 하위 데이터가 상위 데이터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것을 차단 

 
4. Future MLS Systems

(1) Vista & Win 10 
- 디렉토리, 파일 및 레지스트리 키 등의 객체에 무결성 수준의 레이블(label)을 설정 

(2) Linux 
- SELinux에 및 Red Hat의 경우는 새로운 필수 액세스 제어 메커니즘에 대한 즉각적인 
목표로 손상의 영향을 최소화 

(3) Linux 
- 사용자들이 원하는 분류의 다른 수준에서 물질 사이에 즉 높은 보증 분리 보안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사용자를 제공 

(4) 임베디드 시스템 
- 의료 장치와 철도 신호 응용프그램 등에서 Biba 모델의 읷부 변수를 사용한 프로 
그램 사용 

 

다원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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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o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원적 보안(multilateral secur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미 
정보기관에서는 compartmented security 혹은 compartmentation이라고 부름. 

- 의료, 첩보에서의 데이터 무결성 혹은 고객, 주민, 환자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주로 사용 

2. Inference Control

(1) 의사는 변호사 보다 정보보호의 영역이 넓다. 
- 변호사는 의뢰주의 비밀정보를 금고에 넣어두고, 외부인에게는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만, 의사는 제3자와의 데이터 공유가 필요함. 

(2) Basic Problems of Inference Control in Medicine 
- 의료정보 보호의 표준 방법은 환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에서 삭제하여 익명화 
하는 것임. 
- 단, 상세한 검색 조건으로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DB라면 환자를 특정 가능 
. 다양한 증상에 대한 정보를 연계시키면 특정 가능성이 향상 
- 유럽과 캐나다의 규제기관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 
PET)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카드나 암호화, 기타 도구와 더불어 범용 프라이버시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도입 
- 미국 의료비 지원국(HCFA)은 환자명과 사회보장번호만이 암호화한 수혜자 암호 
(beneficiary-encypted) 진료기록 운영 

(3) Other Applications of Inference Control 
- 추론제어에 대한 진지한 대책은 국세 조사 정보에서 시작 
- 국세 조사에서는 개인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가 대량으로 수집되고, 통계적으로 
집계되어, 지리적, 행정적인 단위별로 공개 
-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에 사용되지만, 선거구 결정이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부 자금 투입 수준을 결정할 때도 사용 
- 단, 의료 진료기록 문제에 비해 데이터가 한정적으로 표준화 . 연령, 성별, 인종, 소득, 



자녀수, 최종 학력 등 . 
- 익명화의 방법: 인정 수준의 명수당 통계 발생 및 쿼리 조건의 제한 

(4) The Theory of Inference Control 
- Query Set Size Control: 최소의 쿼리 사이즈를 지정 
. 뉴질랜드의 국민보건정보 시스템 DB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응답의 기초가 되는 
환자의 진료기록이 6명분에 미치지 않을 때에는 통계 쿼리 접수를 거부 
. 6명분의 진료기록에 대한 쿼리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사용자 추적 
- Trackers: 특정 목적하의 통계 DB 검색 
. 대학 한 연구소에 여자 정교수가 한 사람밖에 없다. 
. 이 교수의 급여를 알고 싶다면 「교수의 평균 급여」와 「남성 교수의 평균 급여」 
라는 2개의 쿼리를 실행하면 된다. 
- More Sophisticated Query Controls 
. 미국 국세 조사에는 「n 응답자, k 퍼센트 우위」 규칙 적용 
. n개 이하의 값으로 잔체의 k 퍼센트를 차지하는 통계 값은 공표하지 않음. 
. 희귀병 혹은 전염병 환자, 부유층에 대한 통계 조사에 주로 적용 

(5) Audit Based Control 
- 다양한 지식을 조합하여 비밀 통계 데이터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용자가 있을 때, 
그 사용자로부터의 쿼리를 거부 
- 이러한 감사(로그) 기반의 제어를 쿼리 중복 제어(query overlap control)라 함.

 
(6) Randomization: 반올림, 절삭, 특수문자 등 

- 셀 억제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계 DB 보안 메커니즘을 쿼리 제어에만 의존 
하면, 상대적으로 성능이 저하 
- 따라서 쿼리 제어에 랜덤화 기법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 

(7) Limitations of Generic Approaches: Active Attacks 
- 4, 5명의 의사를 모은 셀 중에서 이름을 의사 A, 의사 B 등으로 치환 
- 눈치 빠른 영업 담당자라면 처방 패턴에서 간단히 의사를 특정 가능 
- 의사 B는 분명 Susan Jones 선생일 거야. 저 선생은 1월 세 번째 주에 스키장에 
갔었으니까 처방 건수가 갑자기 감소된 것도 그 때문이다. 
- 의사 C는 아마도 그 사람의 파트너인 Mervyn Smith 선생이겠지. 당연히 Jones 대신 
진료했을 거야」라는 식으로 추정 가능 

금융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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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기(Bookkeeping) 
- 부기는 기원전 8500년 무렵, 신석기시대에 중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 
- 수확한 작물을 저장하고 교환하면서, 어떤 마을사람이 얼마나 공동 창고에 저장 
했는지 기록 
- 십자군 시대 이후 교역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최초 은행이 탄생 

(2) 복식 부기 
- 복식 부기의 개념은 모든 거래를 한쪽은 차변, 다른 한쪽은 대변에 기입 
- 모든 원장(元帳)이 하나의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어 루트 접근권한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기록을 변경하여, 결산 관리수단을 회피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 데이터의 무결성 및 기밀성 확보 필요 

(3) 금융업무 
- 회계장부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예금자의 계좌명세를 기록 
- ATM 네트워크나 은행간 자금이동 시스템 등 트랜잭션 처리를 통해 데이터 발생 
- 트랜잭션 처리시스템은 소액 현금인출에서 수 백만 달러의 송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암호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최초의 어플리케이션 

(4) 모든 거래 장부는 수입과 지출이 항상 일치해야 하며, 불변 값으로 보존해야 한다. 
또한 모든 회계업무 처리는 둘 이상의 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거래 정보는 
결코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2. How Bank Computer Systems Work

(1) 은행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 계정(account) 마스터 파일: 예금자의 현재 잔고와 지난 90일간의 거래가 기록 
- 원장(ledger): 시스템에서의 현금이나 기타 자산의 흐름 파악 
- 분개장(journal): ATM이나 수표 분류장치에서 보고된 것으로 아직 원장에는 입력 
되지 않은 거래 기록 
- 감사추적(audit trail): 어떤 직원이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 



(2) Clark-Wilson 보안 정책 모델 
- 주체/프로그램/객체의 세 부분 관계를 사용한 무결성 보호 모델. 
- 주체는 객체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객체에 접근 
- 각 프로그램은 객체에 대하여 특정한 제한을 가지며 주체의 능력을 제한 
-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작성됨으로써 객체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 
- 감사를 통해 객체에 대한 변경과 접근, 시스템 외부로부터의 입력 추적 

(3) 내부통제 설계 
- 기술적 통제 정책
. 이중 제어: 계좌이체가 일어날 때에 둘 이상의 관리자가 같이 허가 
. 의무의 기능적인 분리: 둘 이상의 관리자가 계좌이체의 과정에서 각각의 업무 관리 
관점에서 처리 

(4)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SWIFT는 금융 업계가 빠르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협동조합 
- 전 세계 208개국 이상의 8,300여개 이상의 은행, 증권사 및 기업 고객들이 SWIFT를 
통해 매일 수백만 개의 표준화 인증된 금융 메시지를 안전하게 통신 
- 비밀보호는 은행과 RGP 노드, RGP 노드와 SWIFT 처리 사이트를 연결하는 회선상의 
암호화 장비에 의존 
- 시스템 구성 요소 중에 동작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는 단일 장애점(single 
point of failure, SPOF)관리가 중요 
- 공개 키 암호를 사용함으로써 MAC 키는 거래 상대 은행 간에 공유되고, 나아가 MAC 
자체가 디지털 서명으로 보호 
- 키 관리 메커니즘은 ISO 11166으로 정착되어 그 외의 시스템에도 사용 

3. Credit Cards

(1) 사기(Fraud): 발행 전 사기(pre-issue fraud) 
- 고객이 수령하지도 않은 카드와 관련된 신용 사기가 증가 . 일방적인 광고물로 
배달되는 많은 양의 ‘사전 승인’된 신용카드의 도난 

(2) 위조(Forgery) 
-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된 가짜 단말기와 단말기 도청 장치는 현금인출용 마그네틱 
카드 복제에 필요한 카드기록과 카드비밀번호를 간단히 기록 

(3) 사기 범죄 자동탐지 (Automatic Fraud Detection) 
- 정해진 악용패턴을 찾아 연계상점(store chain)을 추적/지불 거절 

(4) 사기 범죄의 경제학 
- VISA 와 Mastercard 카드사가 처리한 모든 국제거래의 신용카드 사기에 의한 실제 
손실 비용은 약 0.15% 
- 국가별 비율은 미국의 1%, 영국의 0.2%, 프랑스와 스페인의 0.1%로 차등 

물리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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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시스템의 공통점 
- 도난예방 자동 경보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조작원들이 
경보 장치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응 

(2) 안전시스템의 설계 기본 조건 
- 군의 메시지 전송 시스템: 기밀성 우선 
- 은행의 회계장부 시스템: 무결성 우선 
- 감시 환경: 가용성 우선 

(3) 안전시스템의 위협 사례 
- 은행 금고의 경보 장치 
. 물리적인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보호되어 있으므로, 센서 파괴처럼 통신을 
이용한 공격만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연구 사례로서는 가장 단순 
- 전력, 가스 계측기 등 
. 사용자 관할 내에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부정확 한 값을 표시되도록 하고픈 
동기가 존재 
. 기기 파괴나 오류 값표기 등의 공격 
- 핵 시설 등 감시시스템 
. 기록 유지 및 접근자 부인방지가 중요 
. 관제시스템 유지 및 DDoS 대응 필수적 

2. Threats and Barriers

(1) 물리적 보안: 악의적인 침입 차단 
- 물리 보안이라 해서 정보보안과 기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음. 
. 위협 분석 및 장비 기반의 시스템 설계 
- 억제(Deter)–> 탐지(detect)–> 경보(alarm)–> 지연(delay)–> 대응(respond) 

(2) 차단(Deterrence) 
- 외곽 경비-> 건물 대지–> 입구·공공장소-> 일반 사무실-> 정보시스템 
- 환경 인식 
. 가시성: 지역, 건물표시, 지역유형, 인구밀도에 따라 주변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함 
. 경계선: 범죄율, 폭동, 테러리즘의 요소와 경찰서, 소방서와의 인접성 
. 접근성: 도로, 공항, 철도 등과의 인접성 
. 자연재해: 홍수, 태풍, 지진 발생 가능성과 적설량, 강우량 등 



(3) 보호벽(Walls and Barriers) 
- 자동문의 기본 값 
. Fail Safe(Fale Open): 인명 우선(전력 공급 중단 시 자동 열림) 
. Fail Secure(Fale Closed): 재산 우선(전력 공급 중단 시 자동 닫힘) 
- 방화벽의 기본 값 
. Fail Soft(Fail Open): 가용성 우선(방화벽 문제시, Port Open) 
. Fail Safe(Fail Closed): 기밀성 우선(방화벽 문제시, Port Closed) 

(4) 잠금 장치 
- Warded Lock 
. 연기에 반응하는 탐지기로 초기 경보장치로 사용 
. 연기 탐지기에는 광전자 장치 이용 
- Thumber Lock 
. 열에 반응하는 탐지기로 미리 설정한 온도 이상 상승 시 경보 발생 
. 온도 증가율 센서와 고정온도 센서로 구성 

(5) 침입탐지 시스템 
- 전기기계식 시스템: 회선 절단이나 변화를 탐지 
- 광전자 시스템: 광선의 변화를 탐지(단, 창문 없는 시스템에만 적용) 
- 수동 적외선 시스템: 설정 구역에서 열파장 변화를 감지 
- 음파 탐지시스템: 바닥, 천정, 벽에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침입소리 탐지 
- 파동 탐지기: 감시하는 파장 주파술ㄹ 감시하여 송수신 주파수의 변화차이 감식 
- 근접 탐지기: 자기장판을 감시하고 방해받는 경우 경보를 울려 특정물체의 보호 

3. Alarms

(1) 물리 보안 설계의 중점 사항 
- 억제 
- 지연 
- 대응 

(2) 물리 보안 기능간의 보완 
- 정전이 되면 많은 곳이 어두워지고, 무 보호 상태가 된다. 
- 따라서 경비 장치를 도입할 때 배터리나 예비 전원도 필요하다. 
- 화재 경보기와 소방도 상호 보완이다. 

(3) Lessons Learned 
  1) 안전시스템 설계에서는 DDoS에 대한 대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2) 그리고 악의적인 사람이 시스템 레벨의 취약성을 충분히 파악해 둔다면, 
  그것이 보안의 중심적 활동이 된다. 
  3) 침입 경보는 응용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르쳐주는 최대 정보원 중 하나이다. 
  4) 시스템 전체(억제, 탐지, 경보, 지연, 대응)를 보아야 한다는 교훈은 폭넓게 
  응용할 수 있다. 

. 분산 시스템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실행하기 어렵다. 
  5) 사람들은 가장 바깥쪽 주변부의 방어에 가장 신뢰를 두고 싶어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방어이다. 

감시와 계측

(chapter12)

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 Introduction

(1) 3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 라디우스(Radius) 프로토콜 
. 네트워크 접근 인증·인가와 이용 사실을 기록하여 과금에도 이용 
- 다이아미터(Diameter) 프로토콜 
. 라디우스 프로토콜이 진화된 형태로서 RFC 3588에서 규정 

(2) 계량(Measuring), 감시(monitoring), 과금(Billing) 
- 공공서비스: 가스, 전력, 수도 등 
- 차량: taxi meter(유럽), bank trucks(미국) 
- 우편물, 소포 등 

(3) 보안 과제 
- 통 신: 서비스 방해 공격(가용성) 
- 계량기: 데이터 위·변조(무결성) 
- 관 제: 증거 추적 및 부인방지(책임성) 

2. Prepayment Meters

(1) How the System Works? 
- 설계 조건 
. 토큰(or 카드)를 위·변조하기 어려워야 한다. 
. 정상 토큰(or 카드)이 위조 계량기에서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 정상 계량기라도 2번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 보안 기술: 토큰의 부당변경 방지 
- 비기술적 업무(실제 사용량과 토큰 사용량의 결산)로 시스템 보안 

(2) What Goes Wrong? 
- 서비스 방해 조건 
. 기온 변동의 폭: 남아연방의 기온 변동은 미국 대륙 전체에 필적 
. 낙뇌 위험: 계량기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길이 3킬로미터의 피뢰침을 장착 효과 
. 프로그램 버그: 약정액 이상의 초과하여 전력을 공급 등 
- 설계시 다양한 전문가가 동원되어야 하며, 장시간에 걸친 현장시험이 필수 
. 위협 모델에는 센서 조작, 서비스 방해, 회계 조작, 규정 위반, 직원 부정 등 포함 



3. What Goes Wrong

(1) How Most Tachograph Manipulation Is Done 
- 유죄로 판결된 사건의 70%는 타코그래프 자체에 대한 위·변조가 아닌 절차상 
약점 악용 
. Time line 조작, 48시간 운행시(4명의 기사 필요) 2명을 5시간씩 중간에서 교체 운행 

(2) Tampering(부당변경) with the Supply 
- 변속 장치 센서의 임펄스를 차단하여 트럭이 정차중인 것으로 위장 
- 타코그래프 내의 퓨즈를 젃단하여 휴식시간으로 처리 

(3) Tampering with the Instrument 
- 타코크래프 장착 기술자에 의뢰하여 계기 기능에 기술적 오류 삽입 

(4) High-Tech Attacks 
- 속도 조작 장치를 타코그래프 케이블에 접속하여. 키홀더형의 리모콘으로 
제어하여 속도 기록 변조 

핵 지휘 및 통제

(chapter13)

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 Introduction

(1) 핵 무기 지휘 통제와 정보보안 
- 핵 무기 사용의 지휘계통 
. 국가/기업 정보보호 체계 
- 핵 시설의 물리적 보안 대책 
. 정보보안의 물리적 대책 
- 핵 무기 사용의 기술적 보안 대책 
. 정보보안의 기밀성, 가용성, 인증, 인가 
- 국비 관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감시 
.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정비 

(2) 핵 개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 미국 에너지성의 산디아, 로렌스 리버모어, 로스아라모스 등 무기 관렦 연구소 
에서는 지난 60여년에 걸쳐 핵 무기나 핵 물질 관리의 안전성을 연구하기 위해 
무제한 연구예산 지원 
. 시나리오에 따른 패스워드 길이 연구 및 패스워드 체계 고도화 등 
. 핵탄두 등 보호 대상 기기는 광섬유를 피복하여 불법으로 이동하는 순간에 
경보 발령 
. 생체인증 중에서 가장 정밀한 홍채인식은 플루토늄 저장고 입실을 관리할 목적 
으로 개발 
. 부당변경 방지 및 탐지 기술은 도난 된 핵 무기나 그 제어 장치가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 

2. The Evolution of Command and Control

(1) The Kennedy Memorandum 
1) 위협요인 
- 이 지역은 구 소련을 견제할 수 있지만 분쟁지역이므로 핵무기 탈취의 가능성 존재 
- 미국 사령관이 허가 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우려도 존재 

2) 케네디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대책각서 제160호 
- 미국의 7,000개 핵무기나 다른 국가의 핵무기가 안정성 보장을 못하면 폐기 지시 
- 미 에너지성의 핵무기 보호 장치 



. 특정 환경요소 중 하나 이상을 감지할 경우에만 핵 탄두를 기폭 가능한 상태로 설정 

. 핵 탄두 속의 안전 잠금장치에 비밀해제 코드를 입력하여 해제 

. 안전 잠금장치의 유지 보수시 해제 코드 유출 우려 

. 핵 미사일 부대별로 그룹 암호 코드를 부여하여 잠금 유지 

. 유사시에는 법률상 정통한 후계자만이 송신할 수 있는 「공통의 잠금해제」 코드로 
기폭 가능한 상태로 전환 

(2) 핵무기 발사의 전제 조건 
1) Authorization 
- 최고 통치권자의 핵 무기 사용 승락 
. 대통령 혹은 법적의 대통령 계승자 
. 4자리 승인 코드 
2) Environment 
- 핵 무기 사령관 등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관한 환경적 요인 감지 
. 6자리 장착 코드와 발사 코드를 두 명의 장교가 각각 입력(미 공군) 
3) Intent: 육· 해·공 지역 단위 부대장의 확실한 발사 명령 

3. What Goes Wrong?

(1) 미국: 설계 및 구현 오류, 부주의에 의한 조작 실수 등의 취약점은 여전히 발생 

(2) 영국 Sellafield의 핵 연료 재처리 시설에서 플루토늄 폐기 정보 위조, 방사능 누출 은폐, 
금지구역 내에서의 비인가 직원 출입 등에서 취약성 확인 

- 경찰 수사결과 해결 건수는 도난 158건 중 17건, 물리 공격 20건 중 3건에 불과 

(3) 구 소련의 경우에는 연방 붕괴 후 핵 불열성 물질이 암시장에 유출 

(4) 핵 무기 감축 협상에서 정보 은닉 
- 1980년대초 핵무기 감축 협상에서 미국이 소련제 센서를 구입하여 1 미사일 당 1 
비트의 유·무 정보를 내장하여 소련측에 확인 요청 제공 
- 미국은 소련제 센서를 사용하여 자국의 미사일 정보를 소련측에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얻으면서 미사일 100개 씩을 트럭에 실어 1,000개의 사이로 
이동시켰으므로 미국의 사일로 위치를 은닉 

 

보안 프린팅과 봉인

(chapter14)

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 Introduction

(1) 보안 프린팅(Security printing) 
- 인쇄업(printing industry)의 업무 영역에서 시작 
- 사기, 위조, 부당 변경 등의 불법행위 차단 
- 지폐(banknote), 수표(check), 여권(passport), 부당변경 증거라벨(tamper- 
evident label), 제품 인증(product authentication, 주권(stock certificates), 
우표(postage stamp), 신분증(identity card) 

(2)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내부 기밀 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비밀번호에서 진화된 
중앙 서버 인증, 전자태그(RFID) 인증, 데이터 전송 보호, 안면인식 등 다양한 
방식의 보안 프린터 등장 

(3)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봉인 제품은 비교적 간단히 파괴 
- 봉인 평가는 제품의 제조에서 재료 관리, 상품 적용, 검사, 최종 폐기까지 전 
수명주기에 걸쳐 수행 
- 중요한 경우에는 적대적 테스트(hostile testing) 필요 

(4) 사례 
- 소프트웨어 제품은 위조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 봉인(seal) 
. 봉인을 제품에서 중간에서 강제로 떼어 내면 기능 손상 
. 아무도 내용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 
- 스마트카드 등의 보안토큰에서는 부당변경 증거(tamper evidence) 기록 
-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저작권 보호기술을 이용 
. 화상처리 소프트웨어로 위조 지폐를 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기술 

2. Security Printing

(1) 凹판 프린팅(intaglio): 잉크가 부풀어 오르는 고품격 프린팅으로 지폐, 여권에 사용 
(2) 凸판 프린팅(letterpress): 프린팅한 후에는 오목한 부분에 잉크가 남으며, 지폐번호는 
보통 이 방법으로 프린팅 
(3) Simultan 프레스(Simultan press): 종이의 앞과 뒤 양쪽에 동시에 프린팅하여 
빛으로 비추면 완벽한 모양 재현 
(4) 워터마크(Water-mark): 종이 제조 과정에서 두께를 변화시켜 반투명한 부분을 구현 
(5) 광학 가변 잉크: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 변화 
(6) 금속박(metal thread and foil): 홀로그램(hologram) 처럼 광학적으로 다채로운 효과 



3. Packaging and Seals

(1) 물질의 특성(Substrate Properties) 
- 워터마크 마그네틱: 랜덤 신호를 고포화 자력으로 카드의 자기 스트랩에 기록 
- 병기 부문에서는 물질의 표면을 재질에 따라 각각 달리하여 표면의 특이성을 
활용한 독자적 패턴을 형성 하여 무기 관리 

(2) 접착제 문제(The Problems of Glue) 
- 대부분의 봉인은 쉽게 혹은 교묘하게 개봉 가능 
- 착색 접착테이프로 뜯으면 「위험」이라듞가 「사용 불가」와 같은 경고문 표식 

(3) PIN Mailers 
- PIN 인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출위협 차단 

4. Systemic Vulnerabilities

(1) 위협 모델의 특이성(Peculiarities of the Threat Model) 
- 봉인에 대한 진위 판정의 어려움 
. 일반 보안에서는 적 혹은 내부자의 협조로 인한 위협이 대부분인데 비하여 
봉인에서는 owner 자신이 허위로 봉인 

(2) 직원의 성실성(Anti-Gundecking Measures) 
- 직원 매수에 의한 불법 봉인이나 부주의에 의한 봉인 결함 

(3) 자연 손상에 의한 영향(The Effect of Random Failure) 
- 봉인의 자연적인 손상에 의한 손해 배상 대응 

(4) 자재 통제(Materials Control) 
- 프린터의 고품질화로 로고가 들어갂 봉투, 원고지, 메모지 등 폐지 

(5) 보안설계의 오류(Not Protecting the Right Things) 
- 식품이나 의약품은 수축 필름이나 발포제 포장을 통해 부정 행위 차단 
- 위협은 위조, 수정, 복제, 모조, 유용, 희석, 대용 등 

(6) 검사 비용과 특성(The Cost and Nature of Inspection) 
- 1차 검사에서는 짂품이 없는 경우 위조 검증에 한계 

5. Evaluation Methodology

(1) 상대방의 악의적 행동의 의도가 무엇인가? 
- 호기심, 위조, 증거 인멸, 상업적 신용에 대한 「PR」 공격 

(2) 시스템이 현장에 도입된 이후 기술이 진보되어 공격이 훨씬 쉬어졌는가? 
(3) 봉인하는 담당자가 부주의하거나 매수되지는 않는가? 
(4) 봉인을 이용하여 제품이 목적하는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가? 
(5) 소음, 진동, 청소, 제조 불량, 폭풍우 노출 등 자연 손상이 생기는가? 
(6) 봉인이 위조되면 이를 발견하는 것은 누구인가? 
(7) 손해 배상 사고 시에 상대방이 의지할만한 전문가는 누구인가? 
(8) 일단 제품이 사용되면 봉인은 어떻게 처분되는가? 

바이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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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바이오 인증 
- 개인의 신체적인 특징(손의 형태나 지문 등), 몸으로 습득한 기능이나 그 밖의 
동작적인 특징(서명 등), 아니면 그 두 가지를 조합하여 특정인을 인증 

2. Face Recognition

(1)얼굴 인식 
- 사람을 얼굴 생김새로 구분하는 방법은 인간의 모든 식별 메커니즘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방법 

(2)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얼굴 인식 실험 
. 대부분의 검사원이 ‘양호/불량’ 사진과 ‘불량/양호’ 사진을 구별하지 못함. 
- 첫 번째(양호/양호): 본인이 최근에 찍은 사진. 
- 두 번째(불량/양호): 본인의 사진이지만 옷도 머리 스타일도 현재와 다르며, 사진 
부착 증명서에 부착 
- 세 번째(양호/불량): 여러 사람의 사진을 100장 가량 무작위로 모아, 그 중에서 
본인과 가장 닮은 사진 부착 
- 네 번째(불량/불량): 성별과 인종만 본인과 같으나, 나머지는 무작위로 고른 사진 

(3) 사진부착 증명서의 최대 장점은 범죄 억제 효과 

3. Fingerprints

(1) 지문 
- 손가락 끝에 있는 땀샘의 입구가 융기한 선(융선)에 따라 만들어지는 모양 
또는 이 융선의 형태를 만드는 모양이 물체의 표면에 부착된 후 만들어진 자취 
- 지문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르고(같을 확률 10억분의 1),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부터 본인 확인 수단으로 주로 사용 

(2) 신원 요구 검증(Verifying Positive or Negative Identity Claims) 
- 지문은 주로 범죄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은행 등 서비스 기관에서는 사용 안함. 
- 지문 인식의 오류율은 평균 2.07% 

(3) 범죄 수사(Crime Scene Forensics) 
-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DB 기록과 대조 
- 지문 마모나 상처 등에 의해 측정 장애 



4. Iris Code

(1) 홍채 
- 태아 3~8개월에 형성되며, 모두 모두 모양이 다르지만, 계측 가능 
- 일란성 쌍생아라도 홍채의 모양은 다르며, 일생동안 변하지 않음.

(2) 홍채 인증에 대한 공격 
- 홍채 코드 비교는 고속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과 사람 연계 시 공격 가능 
- 위장 문제에 대해서는 동공 변동(hippus)을 계측하여 대응 
. 동공 변동이란 약 0.5Hz의 주기로 동공의 직경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 표적이 되는 홍채 모양을 콘택트렌즈에 인쇄? 

5. Voice Recognition

(1) 음성 인식/화자 인식(speaker recognition) 
- 발성에 의핚 음성학적 특성들은 억양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음성 경로, 비강과 
구강의 모양 등에 의존하므로 성대모사와 같은 방법으로 모방할 수 없음. 

(2) 기술적 조건 
- 잡음이 많은 환경, 실시간 인식, 화자의 정확한 인식, 여러 사람 중 화자 식별 

(3) 음성인식 공격 
- 미국 EP03 정찰기 탑재된 음성 인식 시스템은 적기나 지상 관제소에서 도청한 
메시지를 1/4 초씩 단편으로 분할하여 잘라 이어 새로운 위장 메시지 작성 
- 간단한 음성 변환 시스템은 이미 존재하며, 이를 사용하면 외설 전화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남성 목소리로 응답할 수 있음. 

6. What Goes Wrong?

환경 영향 요인 
- 소음, 먼지, 진동, 열악한 조명 등 
- 음성 인식은 음주의 유무나 긴장에 따라 좌우 
- 손가락의 순서를 바꾼 지문을 넘기는 수법 
- 일반인이 자주 접촉하는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 
- 시스템 에러율과 단일 샘플의 에러율 
- 정확한 바이오 인증과 부정확한 바이오 인증의 조합 시 품질 악화 가능 
- 고트에 의한 바이오 인증의 신뢰 감소 
. 고령자나 육체노동자의 지문의 상처나 마모 
. 검은 눈과 커다란 동공을 가짂 사람의 홍채 코드 질 저하 
. 해독핛 수 없는 ‘X 서명’을 서명하는 사람 
- 종교계에 정치적인 적대 세력을 갖을 가능성 

물리적 방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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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 물리적 부당변경 방지 대책 
- 은행 컴퓨터센터 및 ATM, 핵실험 감시 등에는 견고한 구조물 사용 

(2) 부당변경 방지(temper resistant) 도구 
- 스마트 카드 
- 부당변경 방지용 암호 프로세서(ATM 네트워크의 PIN 관리 서버에 장착) 
- 군의 지휘통제용 High-end 장비 

2. High-End Physically Secure Processors

(1) 최초의 보안 모듈(security module) 
. SRAM을 사용하여 조작자가 케이스를 연 경우에는 키 데이터를 재로드 
. 기타 케이스를 여는 경우에는 모두 제로로 클리어 되도록 설계 

(2) 현재의 보안 모듈(security module) 
- 비인가 된 물리적인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물리적인 보안 메커니즘 확보 
. 모듈을 통한 모든 정보의 흐름과 입․출력지점을 정의하는 물리적인 포트와 
논리적인 인터페이스들에 대해 물리적 접근 지점을 제한 
- 암호모듈의 전자기 방해/전자기 호환 
- 전력 소비 분석, 시간량 분석, 오류유도 혹은 TEMPEST 공격에 대응 

3. Evaluation

가상 공격자의 수준에 따른 공격 평가 
- 등급 1 공격자: 머리가 좋은 외부 공격자 
. 지적이지만, 시스템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충분하지는 않다 
. 시스템에 새로운 약점을 발견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약점을 이용 
- 등급 2 공격자: 지식이 풍부한 내부자 
.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았으며 경험도 풍부 
. 고도로 세련된 툴이나 분석용 기기를 활용 
- 등급 3 공격자: 재정 기반을 갖춘 조직 
. 자금력이 있으며, 필요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아 팀을 편성 
.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고, 교묘한 공격 방법을 고안해 내며, 최고의 분석 툴 사용 



4. What Goes Wrong?

(1) Security-By-Obscurity 
- 기능의 변화나 전반적인 환경 조건의 변화에 의해 설계의 전제 조건이 붕괴 

(2) Interaction with Policy 
- dotcom 등과 같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시 인증 도구로서의 법적 효력 등 

(3) Function Creep 
- 여권, 폰 뱅킹 등으로 이용 용도 확대 

(4) The Trusted Interface Problem 
- 스마트카드를 디지털 서명용 기기에 채택할 경우 기술 외적 신뢰문제 대두 

(5) Conflicts 
-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하에서 스마트카드를 평가할 때의 보안 target은 
설계의 은폐성 유지에 중점 

(6) The Lemons Market, RiskDumping and Evaluation 
- 불량: 프로토콜 선택 오류 시 보안 모듈에 대한 프로토콜 공격에 취약  

5. So What Should One Protect?

(1) 유용성의 확대 
- 정보처리 결과 수집에 따른 통계 파악 
- 데이터 파괴 일시에 대한 정확한 파악 
- 관리자(사람)에 대핚 의존 감소 
- 계량형 기기에 사용하여 값 측정 
- 독자적인 알고리즘이더라도 법적 소송 발생 가능 

(2) 향후의 과제 
- 보다 성능이 강화되고 저렴한 프로세서 개발 
- 개발 칩에 대핚 공격방지 방법 개선 
-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위한 논리적 설계 연구 

방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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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 전자파 보안(Emsec: Emission Security) 
- 전자 기기에서 발생하는 미약한 전자파에 실려 있는 정보에 대한 보안 
- 미 NSA에서는 전자파 보안을 TEMPEST라고 부름 

(2) 스마트카드 업계의 전력분석(power analysis) 
- 스마트카드가 실행하고 있는 연산 처리(디지털 서명 등)를 위해 CPU에 공급되는 
전류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키를 재구성 

(3) Emsec의 주요 분야 
- 전자환경 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자 기기의 우발적 발생으로 인한 전자파 장해를 적정 수준 이하로 감소 
- 무선 주파수 간섭(RFI: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2. Passive Attacks

(1)전력선/신호 케이블 누설(Leakage Through Power and Signal Cables) 
- 적백 분리(Red/Black Separation) 
. Red 장치(평문 등의 기밀 데이터에 사용하는 장치)와 Black 장치(신호를 외부에서 
직접 송신할 수 있는 장치)의 분리 
- 시간대 공격(Timing Analysis) 
. 공개키 알고리즘의 연산시간을 분석해 중요 정보 추출 
- 전력 분석(Power Analysis) 
. 전원에서 스마트카드로 흐르는 전원을 측정하여 내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산에서 
대량의 정보를 수집 

(2) 무선 주파수 신호 누설(Leakage Through RF Signals) 
- 모니터 연결선과 모니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수집해 화면을 복원 
- 키보드에서 방사된 전파의 변조 상태 분석을 통해 키보드 도청 



3. Active Attacks

(1)템페스트 바이러스(Tempest Viruses) 
- 스펙트럼 확산 변조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표적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비밀 
데이터를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는 무선 수신기에 송신 

(2) 논스톱(Nonstop) 
- 기밀 데이터 처리 장치에서 가까운 곳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휴대폰으로 
전파가 유기되어 재방사(비밀장치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 휴대폰 사용 금지) 

(3) 그릿칭(Glitching) 
- 카드의 클록이나 전원선에 서지 전압을 인가하고, 해독에 도움이 되는 에러를 
일으키는 행위 

(4) 차분 결함 분석(Differential Fault Analysis) 
- 계산 과정에 의도적으로 오류를 끼어 넣어 암호를 발견 

(5) 조합공격(Combination Attacks) 
- 도난된 스마트카드의 PIN을 알기 위해 EEPROM에 에러비트를 적용하여 
소비전력을 분석 

(6) 상업적 이용(Commercial Exploitation) 
- TV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나 유료 TV 미계약 수신자 발견 
- 카 라디오의 전파를 탐지해 고객이 어떤 방송국을 듣고 있는지 조사 

(7) 보안대책(Defenses) 
- 타이밍을 랜덤화하여 그리치가 언제 인가되는지를 판별할 수 없게 만듬 
- 하드웨어 기반 보호대책 
.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클록 주파수 검출을 카드 리셋과 하나의 회로에 통합 

4. How Serious are Emsec Attacks

(1) Emsec은 정부와 민간 모두 기술적인 감시와 보안대책 필요 
- 상용화된 도청기기나 감시 장치의 저렴화 및 고기능화 

(2) 정부의 경우 
- 적대적 국가에 있는 대사관들을 중심으로 Emsec의 위협은 절실 
- 비밀과 관계된 전자 장치에 차폐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현실적으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템페스트 공격은 비현실적 

(3) 민간 기업의 경우 
- 스마트카드에 대한 장해 공격과 전력 공격 발생 
- 클락 주파수는 점점 높아지고, 디지털 무선기기나 네트워크가 도입되어 전자파 
환경 적합성에 지장 초래 
- 소프트웨어 무선(software radio) 
. 신호를 중간 주파수 단계에서 디지털화하여 복조와 그 후의 처리를 모두 소프트 
웨어로 실행 
. 이동통신의 기지국 등으로 용도 확장 

API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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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 Introduction

(1)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페이스 
- 플랫폼으로서의 웹(Web2.0, Mashup 등) 

(2) 신뢰할 수 있는 컴퓨터와 신뢰할 수 없는 컴퓨터간의 문제 
-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의 데이터, 무결성, 가용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격으로 인한 장애로부터 신속하게 회복 
- 제품에 항상 의존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으며, 기대 수준에서 동작 
- 설계와 아키텍처, 구현 등의 모든 측면에서 보안을 고려 

2. API Attacks on Security Modules

(1) 파라미터 값 오류 
- The XOR-To-Null-Key Attack 

(2) 함수 호출 오류 
- The Attack on the 4758 
- Multiparty Computation, and Differential Protocol Attacks 

(3) 설계 상의 오류 
- The EMV Attack 

3. API Attacks on Operating Systems

(1) OS 상의 API에 대한 호출 시에 발생하는 복잡성(Complexity)의 증대 
- 신뢰할 수 있는 S/W와 신뢰할 수 없는 S/W의 충돌 

(2) 웹 API 제공 확대 추세에서도 복잡성이 API 보안의 중심 
- 불완전한 디폴트 설정, 악의적 API 개발자 등의 등장이 변수 



전자 / 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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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 정보전은 암호기술을 중심으로 전자전과 컴퓨터 보안이 융합된 형태 
- 민간 컴퓨터 보안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중심 - 전자전은 서비스 방해, 위장, 정보 
획득 중심 

(2) 정보전의 개념, 이론, 수칙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전에 서는 매우 중요 
- 전자전에서 사용하는 DoS 공격은 민간으로 확대 

2. Basics

(1) 전자 공격(Electronic Attack) 
- 적의 통신이나 레이더에 대한 전파 방해나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사용하여 적의 
장치를 파괴하는 것 등 

(2) 전자 방어(Electronic Protection) 
- 전파 방해에 견딜 수 있는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고출력 마이크로파 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장치를 강화하는 것 
- 대 레이더 미사일을 사용하여 적의 전파 방해 시설을 파괴하는 것까지 포함 

(3) 전자 지원(Electronic Support) 
-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위협 식별 기능 제공 
- 사령부는 전자파 에너지원 탐색, 식별, 위치 특정이 가능 

3. Communications Systems

(1) 현대전에서의 통신보안 
- 통신보안은 상황에 따라 기밀성 및 무결성, 트래픽 해석이나 무선 방향 탐지에 대한 
내성 및 각종 방해에 대한 내성 등의 조합 필요 
- NATO의 「Counter-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C-C3)」작전 계획은 
걸프전에서 첫 성공을 거둠(개전과 동시에 상대 지휘부 파괴) 

(2) 신호 첩보 기법(Signals Intelligence Techniques) 
- 무선신호 잡음이나 전화망, 인터넷 등의 트래픽에서 목적한 정보를 식별하여 수집 
. 무선 방향탐지(radio direction finding: RDF), 트래픽 해석(traffic analysis), 신호 

수집(signals collection) 

(3) 통신시스템 공격(Attacks on Communications) 
- 하드킬 기법: 케이블 파손이나 전화교환국 폭격 
- 소프트킬 기법: 전파 방해 

(4) 방어 기법(Protection Techniques) 
- 암호화만으로는 적의 탐지, 방향 탐지, 전파 방해, 중계국 파괴를 막을 수 없음. 
. 주파수 호핑(Frequency Hopping) 
-> 주파수를 의사랜덤 생성기로 고속으로 대체(호핑) 
. 직접 확산방식의 스펙트럼 확산(DSSS) 
-> 스트림 암호에 고속의 의사랜덤 계열을 곱해 생성 
. 버스트 통신(Burst Communications) 
-> 전송 터이터를 압축하여 적이 예측할 수 없는 간격으로 짧은 버스트로 송신 시간 
호핑(time-hopping)이라고도 함. 
. Combining Covertness and Jam Resistance 
-> 주파수 주사 방해(swept-frequency jamming), 리피터 방해(repeater jamming), 
간섭 상쇄(interference cancellation) 등 

(5) 민·군 겸용(Interaction Between Civil and Military Uses) 
- 전시에도 민간의 위성, 무선회선, 전용선 사용 
- GPS, 선불식 휴대폰, 익명 리메일러(anonymous remailer) 등 사용 

4. Information Warfare

(1) 정보전 정의(Definitions) 
- Edward Waltz: 끝임 없는(uninterrupted) 정보의 흐름을 수집, 처리 및 유포하며, 
적이 같은 일을 행할 능력을 이용 또는 저해할 수 있는 능력 
- 이라크 전이 시작된 1991년 이후 널리 사용 
- 방해 장치나 대레이더 미사일 등의 전자전 기법, 사령부에 대한 순항 미사일 
공격, 특수부대에 의한 케이블 파괴, 컴퓨터나 전화교환국에 바이러스 공격 

(2) 정보전 주의(Doctrine) 
- 물리적인 전력을 행사하지 않고 실행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방해 공격은 
거의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음. 
- 취약성의 존재는 선진국이 훨씬 불리하다. 
- 사이버 공격에 의한 인명 피해는 군사적 공격에 의한 피해와 동등하여 전쟁 범죄

 
(3) 전자전의 교훈(Potentially Useful Lessons from Electronic Warfare) 

- 가드밴드 수신기와 스팸 탐지기에 허니 스팟 개념 적용. 
- 바이러스 식별과 레이더 신호 식별의 유사성: 다형성(ploymorphic) 
- 오경보 비율이 15% 전후를 넘으면 업무 수행 능력 저하 
- 전자전에 필요한 S/W 개발 비용 
- 종심 방어(defence in depth) 
- 비용관점에서의 하드킬과 소프트킬 



통신시스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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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 과거 전화망에서의 보안문제는 인터넷 시대에도 동일한 공격 패턴 양상 전망 
- 많은 분산 시스템들이 여전히 유·무선망에 의존 

(2) 전화망에서의 보안 실패 사례 
- 공짜 전화를 걸려고 하는 마니아(전화 phreak)에 의해 통신회사 공격 
- 경찰의 도청을 피하려는 범죄자에 의해 전화 시스템의 취약성이 악용 
- 유료 전화 정보서비스가 도입으로 대규모 부정행위 동기 유발 
- 통신시장 민영화로 통신회사간의 상대 고객 및 통신회사간 공격 

2. Phone Phreaking

(1) 과금 공격(Attacks on Metering) 
- 클립온(clip-on): 타인의 회선에 전화기를 물리적으로 접속하여 서비스 이용 

(2) 신호 공격(Attacks on Signaling) 
- 블루 박스(blue box): 무료 전화로 연결한 후 상대방 회선을 클리어다운(clear down) 

(3) 교환기 관리프로그램 공격(Attacks on Switching and Configuration) 
- 교환국의 LAN에 접속된 DB 서버의 보수 스케줄링 등 관리 기능 해킹 

(4) 비보안 종단시스템(Insecure End Systems) 
- 다른 사람의 자동응답 전화를 악용하여, 유료 전화정보서비스의 번호로 다이얼 유도 

(5) 기능의 상호작용(Feature Interaction) 
- 단축번호 조작에 의한 수신자 지불 통화, 전화회의 서비스를 이용한 위치 혼란 

3. Mobile Phones

(1) 휴대폰 복제(Mobile Phone Cloning) 
- 2G, 3G 폰은 사업자가 부여한 고유번호(ESN)를 간단히 복제 
- 폰 발신지역과 통화간격을 고려한 속도 불능 통화 등의 보호 대책 

(2) GSM 보안구조(GSM Security Mechanisms) 
- 홈 위치 레지스터(HLR)와 방문자 위치 레지스터(VLR) DB 
- 단말기는 가입자 신분 모듈(SIM)을 사용해 개별화 

(3) Third Generation Mobiles – 3gpp 
- USIM 인증키 K로 암호화하여, 리스폰스 RES, 기밀성 키 CK, 무결성 키 IK 및 
익명성 키 AK를 생성 

(4) 플랫폼 보안(Platform Security) 
- 모바일 OS 벤더들의 보안 구현 취약 
- 링톤 기능 제공 
- 휴대폰 잠금장치 제공 

(5) So Was Mobile Security a Success or a Failure? 
- 통신사업자는 성공, 암호 적용은 실패 

(6) VoIP 
- ALL-IP 환경에서의 IP 데이터/음성/영상의 통합 서비스 제공 
- NAT 및 보안 설정에 따른 QoS 저하 

4. Security Economics of Telecomms

(1) 통신회사 경영구조: 높은 설비투자 비용과 낮은 서비스 수익률 
- 승자 독식 현상 
- 부가 서비스 창출 효과 제로 

(2) 통신회사 사기(Frauds by Phone Companies) 
- E-mail 해킹 피해 
- 거액의 통장 입금 후 반환 요구시 이자 부과 
- 부가 서비스 거절 시 요금 부과 

(3) 과금 체계(Billing Mechanisms) 
- Web 기반 사용자/관리자 Interface 
- 착신통화, 내선간 통화, 발신통화 등의 관리 기능 
- 내선별, 부서별, 시간별, 트렁크별, 발신번호별 조회기능 
- 기존 저장된 Call Data의 삭제, Backup, Restore 등 관리 
- 프로토콜 공격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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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연결성(Connectivity)에 의존한 네트워크 공격의 증가 
- 악성 코드에 감염된 e-mail의 전파 
- 구글 검색엔짂이나 구글 응용 프로그램응 이용핚 구글 해킹 
- 스패머, 피셔들과의 봇넷의 암거래 확산 
- 하나의 domain name에 여러 개의 IP 주소를 할당하는 fast flux 응용기법 사용 

2. Vulnerabilities in Network Protocols

(1) 내부망 공격(Attacks on Local Networks) 
- 공격자가 내부 직원이고, 보안 무방비라면 네트워크에 쉽게 접근 
. 패스워드를 가로채는 패킷 스니퍼를 인스톨 
. 루트의 패스워드 입수 
. 사용자 계정 탈취 
- ARP 스푸핑: 표적이 된 사용자가 로그온 한 것으로 위장 
.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IP 주소와 자신의 MAC 주소로 대응하는 ARP 
메시지 발송 
. 메시지를 받은 장비는 IP 주소를 공격자 MAC 주소로 인식 
. 해당 IP 주소로 보낼 패킷을 공격자에게 전송 
. 공격자는 그 패킷을 원하는 대로 변조 
. 다음 원래 목적지 MAC 주소로 발송

(2)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공격(Attacks Using Internet Protocols and Mechanisms) 
- 서비스 거부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s) 
. 스머프 공격과 발상은 같지만 봇넷을 사용하여 일정 기간 준비 필요 
. 1999년 10월 이후 Amazon.com, Yahoo 등 지명도가 높은 웹사이트가 공격 대상 
- 스팸(Spam) 
. 메일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발송 메일에 가짜 발신자 주소를 사용(스푸핑) 
- DNS 보안과 파밍(DNS Security and Pharming) 
. DNS에 가짜 웹 페이지를 삽입하여, 그 페이지에 접근하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 
. DNS 테이블에 부정한 정보를 넣는 수법을 DNS cache poisoning이라 함.  

(3)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웜, 루트킷(Trojans, Viruses, Worms and Rootkits) 
- 보호대책Countermeasures) 
. 전염 임계치(epidemic threshold): 복제하는 비율이 구제되는 비율을 초과하는 값 
. 방화벽에서 원천 차단 혹은 디폴트의 안전한 설정 
. 바이러스는 같은 파일을 두 번 감염시키지 않으므로 감염된 파일로 위장 패치 
. 스캐너(scanner)로 알려진 바이러스 패턴과 일치하는 바이트 문자열을 검색 
. 체크섬머에서 사용되는 OS 콜을 바이러스가 감시하여 체크가 실행될 때 자신을 
은폐(스텔스) 

3. Defense Against Network Attack

(1) 형상관리와 운영보안(Configur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al Security) 
- 시스템 관리자는 서비스 중단을 원치 않으므로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수준 저하 

(2) 철저한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는 네트워크 보안의 핵심 
- 사내의 모든 컴퓨터에 최신 OS 인스톨 및 최신 패치 적용 
- 제품/서비스 설치 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변경 

(3) 필터링: 침입차단시스텐, 스팸 필터, 센서웨어, 도·감청 
- 패킷 필터링(Packet Filtering) 
. 데이터 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전달되는 패킷의 주소와 서비스 포트를 검색하여 
정의된 보안 규칙에 따라 서비스의 접근 허용 여부 결정 
- 회선 게이트웨이(Circuit Gateways) . 방화벽에서 다른 방화벽까지의 통신을 
암호화하여 블랙리스트에 실려 있는 웹사이트나 뉴스 그룹을 차단 
- 애플리케이션 릴레이(Application Relays) . 하나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 프록시 
기능을 수행하여 강제적인 rule을 적용 
- 수신 대 송신 필터링(Ingress Versus Egress Filtering) 
. 수신 트래픽과 더불어 송신 트래픽도 추적(snitchware 차단 등) 

(4) 구조(Architecture) 
- 기관에 따라서는 복수의 방화벽 사용 
- 초크(choke)라 불리는 패킷 필터를 매개로 하여 차폐된 서브넷과 외부를 접속 
. 서브넷은 DMZ(demilitarized zone)라고 하며, 메인이나 기타 서비스를 필터링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프록시를 설치 
. DMZ는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하는 필터를 경유하여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 
- 내부에는 경계제어 디바이스(부서를 구분하는 펌프 등)를 설치 
. 복수의 통행 허가 레벨을 적용하여 기밀 
정보가 외부 / 아래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 



(4) 침입탐지(Intrusion Detection) 
- 비정상 이벤트가 일정 임계치를 초과했을 때에 경보 발생 
. 로그온 3회 이상 실패, 신용카드 이용액이 평균의 2배 등 

(5) 침입탐지 종류(Types of Intrusion Detection) 
- 오용 탐지(misuse detection) 
. 간단한 명령어만 사용한 이용자 계정에 컴파일러 사용 
. 패스워드 파일의 다운로드 접근 
. 시그니처(signature: 특정 공격의 특징적 패턴) 기반의 탐색 
- 변칙 탐지(Anomaly Detection) 
. Benford의 법칙: 수로 구성된 많은 데이터에서, 첫째 자리 숫자는 고르게 분포 
되어 있지 않음. 

(6) 침입탐지의 일반적 한계(General Limitations of Intrusion Detection) 
- 오류를 일으키는 침해와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 침해 
- 침입탐지 시스텐의 기능에 대한 정의 
- 침입탐지 오보에 의한 손실 측정: 모독률과 기만률 
- 상용 침해탐지 시스템에서의 레드 라이닝(redlining) 처리 

(7) 네트워크 공격 탐지 문제(Specific Problems Detecting Network Attacks) 
- 침입탐지시스템에서는 공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네트워크 일일 이용 통계 
조사에서는 이상 징후 포착 
- 인터넷에는 불량 패킷, 유해 콘텐츠 등 다양핚 Noise가 존재 
. Noise의 과다로 인해 의미없는 경보율이 증가 
- 대부분의 네트워크 공격은 특정 버전의 소프트웨어에 집중 
. 구 버전의 공격 시그니처를 라이브러리에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 SSL 등의 암호화된 트래픽은 악성 코드 탐색에 필요한 콘텐츠 분석이나 필터링 
대상 추출에 장애 

저작권과 D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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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 Introduction

(1)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동질성 
- 18세기에 발생한 신문 검열 등 정부에 의한 정보 지배 
- 자국과 경쟁국과의 사이에서 정보공간의 지배를 둘러싼 지식전쟁 
- 문화, 영화, 음악의 저작권에 따른 부의 생산 
- 프라이버시도 메일 교환 상대와 내용, 그리고 권한있는 자의 숫적 제한 

(2)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차별성 
- 암호화된 이메일 
- 온라인 상에서의 가명의 사용
- 익명 리메일러(remailers)의 네트워크 

2. Copyright

(1) 소프트웨어(Software) 
- 초기에는 IBM 등이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고, 기술지원 
- 1970년대 중반 이후 주문형 시스템이 패키지로 제공 
.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공유화로 불법 사용 확대 
- 1980년 초부터 기술지원이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 제품 보급 
. 법적 대응, 온라인 판매, 유·무상 판매 분리 

.  공개 소프트웨의 등장: 컨설팅, 기술지원, 웹사이트 광고로 수입 충당 

(2) General Platforms 
- 윈도우 미디어 DRM(Windows Media DRM) 
. 윈도우 미디어에 대한 디지털 권리 관리 
. IP 네트워크에서 PC나 기타 재생기로 음성/영상물을 안전하게 전송 
- iPot, Quicktime, Open Mobile Alliance(OMA) 등 
- P2P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 및 기술적 방해 공격 

(3) 반도체 지적재산 관리(Rights Management of Semiconductor IP) 
- 주문형반도체(ASIC)에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s)를 이용하여 
회로 라이선스 등록 



(4) 정보 은닉(Information Hiding) 
- Watermarks and Copy Generation Management 

. 주로 시리얼 번호로 삽입하여 복제 관리 

. 「복제불가」나 「한번만 복제가능」의 마킹 삽입 
 - 정보은닉 기법(General Information Hiding Techniques) 

. 정보 은닉은 위장(camouflage)을 목적으로 시작 

. 저작권 마킹(스테가노그래피의 임베디드 텍스트)을 커버 텍스트(cover-text)에 
삽입하여, 마킹된 텍스트(marked text) 생성(스테가노그래피의 스테고텍스트).

 . 이 프로세스에 마킹 키(marking key)나 스테고 키(stego-key)를 적용 
. 마킹 또는 임베디드 텍스트를 찾아내는 기능 삽입 

- 저작권 마킹 공격(Attacks on Copyright Marking Schemes) 
. 마스터 패스워드의 추측 또는 마킹 작성 소프트웨어를 개조하여 덮어 쓰기 
. 비디오의 모든 프레임에 같은 마킹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평균화 처리에 의해 
마킹을 골라내어 삭제 
. 오디오의 마킹은 음성 표본치의 랜덤한 중복이나 삭제에 의해 가청한계 이하의 
지터(Jitter)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소거 

- 저작권 마킹 응용(Applications of Copyright Marking Schemes) 
- 마킹 기술은 DVD나 온라인 배포 외에 조폐, 방송 등에서도 사용 
- 방송국이 계약한 빈도대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지 여부를 자동적으로 점검 
- 위조지폐를 검출하기 위해 미국내에 칼라 복사기에는 복사의 비트 패턴에 알아 
볼 수 없도록 그 기계의 제조번호를 삽입 

3. Policy and Accessory Control

(1) 정찰(Policy) 
- IP 로비단체(The IP Lobby) 

.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 유럽의 제약업계, 음악 및 영화산업계, 명품업계, 
소프트웨어연맹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 
. 196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과 1994년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측면에 
관한 협정(TRIPS) 중심 
. 저작권 보호와 CCL(Creative Common License)법 

- 이익의 수혜자(Who Benefits?) 
. 구글의 핼 배리안(Hal Varian) DRM의 수혜자 연구 
. 집중된 산업이 분산된 산업보다 수혜(예: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사 등) 

(2) 보조적 통제(Accessory Control) 
- 프린터 카트리지의 재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칩 제작 

. 제록스 N24, HP BusinessJet 2200C 등 

최신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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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1. Introduction

(1) 취약점 공격의 증가 
- Windows나 Symbian 등 플랫폼 취약점 공격 
-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앱 취약점 공격 
- 봇넷을 사용한 공격 

(2) 새로운 공격 유형 
- 온라인 게임, 경매, 소셜 네트워킹, 검색 웹 애플리케이션, 개인정보 보호 기술, 
전자 투표(election) 등 
- 게임과 웹 2.0이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서의 진정한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으로 등장 

. 클릭 사기(click fraud), 스팸, 새롭게 진화된 새로운 스팸 등 

(3) 익명 시스템(Anonymity system)의 문제 
-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경우 가명 등을 사용 
- 전자투표: 선거는 사회적 컴퓨팅(social computing)과 권력(power) 사이의 
핵심 접점 

2. Computer Games

(1) 속임수의 형태(Types of Cheating) 
- 최초 게임의 취약성이 온라인 상에서 퍼지면서 악화 
- 출시부터 게임에 고객 관리를 위한 악성코드 삽입 
- 컴퓨터 게임의 특성에다 현실과 다른 속임수 기술 적용 

(2) 에임봇과 비인가 소프트웨어(Aimbots and Other Unauthorized Software) 
- 취급설명서나 사양서에 없는 명령어, 조작어 사용 
- 게임 서버에서 부적절한 소프트웨어 실행 

(3) 가상세계, 가상경제(Virtual Worlds, Virtual Economies) 
- 상품 경매소 등 Gray Market의 등장 
- 탈취한 개인정보로 계정을 만들어 돈세탁 창구로 악용 



3. Web Applications

(1) eBay 
- eBay와 PayPal은 보안 엔지니어들의 관심 대상 
- 피싱의 주요 공격 목표이고, 옛날 사기방식이 시도되는 플랫폼 

. 성실한 판매로 신용을 얻은 후 사기 도피 

.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한 사기 건수 급증 

. 사기 에스크로(제3자 중재/Escrow) 사이트 운영 

(2) Google 
- 클릭 수에 따른 수입 배분 

. 경쟁자가 클릭 사기(click fraud)로 다른 곳의 광고 예산 소진 

. 서비스 거부 공격인 임프레션 스팸(impression spam) 이용하여 클릭률 차단 

. 값싼 광고를 구매한 뒤 더 비싼 광고로 유인하는 토픽(topic)을 페이지에 게재 
- 개인정보의 보호 

. 인가 받지 않은 데이터에 접근 

. 국가간의 개인정보 이용문화 차이 

. 국가기관에 의한 합법적 접근 

(3) Social Networking Sites 
-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집한 가입자 정보는 Google보다도 더 좋은 목표광고(targeted 
ad)로 활용 
- 우정 네트워크(friendship network)로 인해 대규모의 고착화(lock-in) 가능 

(4)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설계시의 고려사항 
- 정보 노출로 인한 부작용 

. 부모 허락 없이 가출하는 18세 이하의 가출자 다소 증가 
- 회원 가입 연령의 제한 여부 

. 페이스북은 청소년 이상 
- 프로필 정보의 제한 여부 
- 제한 정보가 연결계정에 의해 노출 
- 피싱 등 거짓정보에 의한 피해 

보안과 정치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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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 정치적 문제: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사회의 개방성 

(2) 경제적 문제: 사고예방에 따른 방대한 예산 사용 

(3) 산업적 문제: 첨단 기술에 의한 민주사회 발전 

(4) 기술적 문제: 사건 해결을 위한 기술적 조건의 한계 

(5) 정책적 문제: 도청, 감시, 수출통제 등 민간 규제 

2. Terror

(1) 정치적 소요의 원인 
- 불만(불평등의 심화, 정치권력의 상실, 윤리/종교 갈등) 
- 경제적인 탐욕 

(2) 정치적 소요의 심리학 
- 종교적 결속, 배타심리 심화, 애국주의 

(3) 제도적 기득권의 행사 
- 정치(공공선택론): 정치가나 관료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 
- 언론(이기주의):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이 팔린다. 

(4) 공포심의 의도적 확산과 민주적 응답 
- 공포심의 의도적인 확산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익 

- 대부분의 유권자는 결과를 끝까지 의도를 지켜보므로 손실 발생 가능

 



3. Surveillance

(1) 국가에 의한 도청의 역사 
- 국가의 지도자들은 탄생 초기부터 통신수단을 통제 
- 통신사업의 국유화, 도청의 합법화 -> 미국 통신사업 민영화의 우위성 입증 

(2) 미국 1994년 법 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CALEA) 제정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하루에 실시된 도청은 평균 173건 
- 서방국가 중에서도 도청 건수는 나라나 주에 따라 크게 다름 

(3) 트래픽 분석의 법적 논쟁 주제 
- 법적 감시 데이터의 불법적인 민간 사용 
- 위치정보의 사용 
- 데이터 마이닝 
- ISP 감시 
- 외국 정부에 대한 통신 첩도 활동 

(4) 암호에 관한 논쟁 
- 20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간의 암호 사용 금지 
- IT 발전으로 정부의 암호기술 독점은 금융업계 등 민간 사용자의 불편 초래 
- DES 암호방식의 공개 및 수출통제 완화를 통한 민간의 암호 이용확산 

4. Censorship

(1) 정권에 의한 검열 
- 국제 관문국 차단 
- 온라인상에서의 자율규제 
- 네트워크 중립성 
-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2) 검열의 지지요인 
- P2P 
- 악성 댓글, 허위 정보 유포
- 아동 포르노 

5. Privacy and Data Protection

(1)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개인정보가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의미 
- 개인 정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개인에 관한 데이터 

-> 데이터 주체(data subject)라고 불리움 

(2) 개인정보 보호 방법 
- 본인의 데이터 수집 동의/ 강제 동의(coercive consent) 
- 자신에 대해 보관되어 있는 개인 데이터를 감사할 권리 
- 그 중에서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정을 요구할 권리, 
- 그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 권리로서 
- 본인의 동의 없이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권리 

(3) 프라이버시에 관한 미국과 서유럽의 문화 차이 
- 미국: 민간의 자율적 규제 
- 유럽: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규정 준수 

 
(4) 유럽사회의 기술 공포증 

-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이드라인 제정 
- 1981년 1월 Council of Europe(유럽의회)에서 데이터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제정 및 1985년 10월 발효 
- 1990년대에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국가간 견해 차이 해소를 위하여 
1995년에 새로운 유럽지령 Data Protection Directive를 다시 제정 



보안과 시스템 경영

(chapte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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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과 품질공학

(chapter26)

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조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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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lation 공식화 multilateral 다각적인
inference 추론 residual 잔여의, 남은
leger 거래 내역을 적은 원장 journal 신문, 학술지
wholesale 도매의, 대량의 fraud 사기
Forgery 위조 barrier 장벽, 장애물
tachograph 운행기록계 evolution 진화, 발전적인
iris 홍채 surveilance 감시
countermeasure 대책, 보호정책 emsec 방사 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