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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분의 IT 시스템 사용자들은 해당 IT 시스템의 보안 책에 한 신뢰가 한 수 인

지 단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 이고 통

인 방법이 평가  평가결과에 한 인증이다. 정보기술의 발달  정보화의 진으로 인

해 IT 시스템의 복잡도는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을 설치․운 함

으로써 보안목 을 달성하는 과거의 보안정책은 한계에 도달하 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평가․인증의 상을 IT 시스템 체로 확장할 필

요성과 평가․인증이 필요한 상항목을 식별하고자 한다.

1. 서론

   IT 시스템에서 다루는 정보는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요한 자원이며, 

정보의 비인가된 출, 변경, 손실로부터 생된 문

제 은 경제  손실뿐만 아니라 조직의 지속성 차원

에서도 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부분의 IT 시스템 사용자들은 해당 IT 시스템

의 보안 책에 한 신뢰가 한 수 인지 단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의 근거를 제

공하는 가장 기본 이고 통 인 방법이 평가  

평가결과에 한 인증이다. 

   보안은 모든 부분에서 유사한 수 을 확보하여야 

일정 수 을 유지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보안을 고려하고 있는 조직은 해당 조직이 달성

하고자 하는 보안 목표를 포함한 보안 정책으로부터 

이 목표를 달성하기 해 수행하는 험평가, 보안

책평가, 개발  평가 조건에 한 고려, 그리고 

잔존 험에 한 평가 등 반 인 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이 통합 으로 고려되기 해

서는, 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보호제품에 한 평

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보보호제품은 제품 자체

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한 보증을 제공하기에는 충

분하지만, 정보보호제품이 설치되고 운 되는 환경

을 포함한 체 IT 시스템의 보안을 보증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보보호제품 평가의 한계

를 극복하기 해 IT 시스템 체의 보안을 평가․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IT 시스템 보안 평가․인증의 개념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보보호제품 평가  정보보호

리체계 평가의 개념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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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인증의 필요성

   보안은 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은 보안이 제 로 이루어지

고 있다는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은 보호되

어야 할 자산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분류되

며, 원론 으로는 모든 종류의 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안 분야에서는 악의 인 는 그 밖

의 인  활동과 련이 있는 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요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자산에 가치를 부

여하는 자산 소유자의 책임이다. 실제 는 가상의 

원도 자산에 가치를 부여하지만, 이는 자산 소

유자의 이익과는 반 로 자산을 남용하기 함이다. 

자산 소유자는 자신의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을 

분석하고, 분석의 결과를 험으로 변환하여 보안

책을 선택하여 허용 가능한 수 까지 험을 일 

수 있다. 보안 책은 직  혹은 간 으로 지침을 제

공하여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자산 소유자의 보안 

정책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보안 책

이 용된 후에도 취약성은 여 히 잔존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취약성은 당연히 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 소유자는 다른 제약을 가함으

로써 이러한 험을 최소화하기 해 노력할 것이

다.

   이와 같은 자산소유자와 자산, 원, 보안 책, 

취약성 등의 상 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처럼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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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산을 심으로 한 보안개념  계

   자산 소유자는 자산이 에 노출되기 에 보

안 책이 에 응하는데 하다는 확신을 필

요로 한다. 자산 소유자는 이러한 확신을 얻기 해 

보안 책을 평가하고자 할 것이다. 평가결과는 보안

책이 보호되어야 할 자산의 험을 인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보증을 의미하며, 이러한 보증은 

보안 책을 히 활용하기 한 신뢰의 근거가 된

다. 

   일반 으로 자산 소유자는 자산에 해 책임이 

있으며, 에 자산이 노출되는 험 허용 수 의 

결정에 해서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평

가로부터 도출된 결과가 정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가는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 

반복 이고 객 인 결과를 일 으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아쉽게도 모든 평가의 결과가 보안에 한 보증

을 제공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평가자는 

다양한 이론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가기 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고, 따

라서 평가결과는 항상 유동 이다. 

   이와 같은 유동성과 변화가능성을 이기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인증이다. 평가는 

다양한 평가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사용해서 평가기 을 해석하고 용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

를 검증하여 객 화된 형태로 변환하는 차가 있어

야만 사용자는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결과는 정형화된 문서의 증거 형태로 작성되

지만, 실제로 평가를 통과하 는지를 단하는 것은 

으로 평가자의 능력에 한 문제가 된다. 따

라서 문서화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자가 평가

를 진행하는 동안 객 성과 일 성을 잃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에 해서는 증거를 보완

하도록 하는 인증 과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

다.

   이와 같은 평가와 인증, 그리고 보증의 상 계

를 도식화하면 (그림 2)처럼 표시될 수 있다. 

3. IT 시스템 보안 평가․인증의 필요성

   IT 시스템의 개념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으며, 부분의 오해는 ‘시스템(Systems)'

의 범 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발생하게 된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념은, 단

 제품으로 구성된 물리  형상을 포함하여, 물리

 구성품을 운 하고 리하기 한 제반 정책, 법

/제도  차 등의 리, 그리고 실제로 시스템을 

운용하는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 인 개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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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의미의 확 는 정보보호의 개념에서 정보

보증의 개념으로 이되는 과정에서 유도되는 것이

다. 

(그림 2) 평가․인증과 보증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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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시스템의 보안을 평가․인증하는 이유는, IT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의 작은 결함이 지속

으로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를 들어, 단  제품에 포함된 하나의 백도어는 

종국에는 체 IT 시스템의 침해로 이루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IT 시스템

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확 되게 된다. 

   하부 제품이나 기술에 포함된 취약 으로 인해 

체 IT 시스템의 험도가 증가하는 개념은 (그림 

3)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3) IT 시스템 수명주기에 따른 험 증가

   최근까지의 정보보호 개념은 완성된 IT 시스템

에 보안 책을 부가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개발, 통합, 운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 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다.

� 취약    요인의 

� 시스템 복잡도 증가에 따른 신규 취약   

의 발생

� 보안수 이 다른 시스템의 통합으로 인한 체 

시스템 보안수  하

� 인력, 운  차 등에 한 리 소홀로 인한 보

안 응 능력 정체

� 변화하는 환경에 의해 수반되는 신규 요소에 

한 응 요구사항 증가

   따라서 해당 IT 시스템의 보안목 을 정확히 달

성하기 해서는 IT 시스템의 개발부터 폐기에 이

르는 체 수명주기에 해 보안을 고려하여야 한

다. 

4. IT 시스템 보안 평가․인증의 범

   IT 시스템에 한 보안 평가․인증 상 범 는 

IT가 사용되고 있는 정도와 IT 구성요소의 능력에 

한 심 수 에 따라 결정되며, 자산이 안 함을 

증명하기 해서는 운 환경의 가장 추상 인 단계

부터 최종 단계까지 모든 보안 련 사항들이 고려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 설계 인 IT 시스템의 경우에는 

기의 개념 정립 단계부터 보안공학(Security 

Engineering)을 목하여 보안요구사항을 함께 고려

하여야 하며, 이미 설치되어 운 되고 있는 IT 시스

템의 경우에는 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

완이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고 이를 반 하여야 한

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IT 시스템의 수명주기에 

비추어 재 상태 이 의 상태에 한 내용은 문서

화되어 있는 증거들에 기반을 두고 필요한 내용들을 

유추할 필요가 있다.

   수명주기의 각 단계들은 해당 단계의 평가결과에 

한 이론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즉, 각 단계의 

표 이 상 단계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표 물 자체

가 완 하고 정확하며 내부 으로 일 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합리 이고 확실하게 논증할 수 있어야 한

다. 인 한 상 단계 표 물과의 일치성을 보이는 

이론  근거는 평가의 정확성을 증명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한 인증을 부

여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한다.

   인증은 평가가 논리 ․객 으로 수행되었고 

평가과정이 일 성을 유지하 음을 보증하여 주는 

것이지만, 부분의 경우에 인증은 평가가 완료되어 

평가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수행하게 된다는 제한 요

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증 과정은 평가결

과를 확실히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되어야 하

며, 경우에 따라서 인증 담당자는 인증을 해 평가

결과의 재 을 요구하거나 재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



위험평가(Risk)

자산평가
(Asset)

영향평가
(Impact)

위협및취약성평가
(Threat/Vulnerability)

보안대책평가(Countermeasure)

운영평가
(Operation)

보안절차평가
(Procedure)

교육 및 훈련평가
(Education/Training)

시스템구성평가
(System Architecture)

물리적환경평가
(Physical Environment)

구성원평가
(Staff/Opreator)

기술평가
(Technology)

접근통제기술평가
(Access Contol)

비밀성기술평가
(Confidentiality)

무결성기술평가
(Integrity)

가용성기술평가
(Availabilty)

부인방지기술평가
(Nonrepudiation)

제품평가
(Producct)

표준적합성평가
(Conformance)

상호운영성평가
(Interoperability)

성능평가
(Performance)

암호평가
(Cryptoraphy)

보안성평가
(Security)

평가기반평가(Evaluation Requirement)

평가장소평가
(Site)

평가도구/지원평가
(Tool/Support)

평가자자격평가(Evaluator)

선발/훈련평가
(Selection/Training)

자격유지평가
(Certification)

보안정책평가
(Policy)

개발환경평가(Development)

개발정책평가
(Development Policy)

개발도구및지원평가
(Tool/Support)

개발장소및인력평가
(Site/Staff)

개발위험평가
(Risk)

개발공정평가
(Process)

개발시보안대응평가
(Response)

잔존위험평가
(Residual Risk)

위험평가(Risk)

자산평가
(Asset)

영향평가
(Impact)

위협및취약성평가
(Threat/Vulnerability)

위험평가(Risk)

자산평가
(Asset)

영향평가
(Impact)

위협및취약성평가
(Threat/Vulnerability)

보안대책평가(Countermeasure)

운영평가
(Operation)

보안절차평가
(Procedure)

교육 및 훈련평가
(Education/Training)

시스템구성평가
(System Architecture)

물리적환경평가
(Physical Environment)

구성원평가
(Staff/Opreator)

보안절차평가
(Procedure)

교육 및 훈련평가
(Education/Training)

시스템구성평가
(System Architecture)

물리적환경평가
(Physical Environment)

구성원평가
(Staff/Opreator)

기술평가
(Technology)

접근통제기술평가
(Access Contol)

비밀성기술평가
(Confidentiality)

무결성기술평가
(Integrity)

가용성기술평가
(Availabilty)

부인방지기술평가
(Nonrepudiation)

접근통제기술평가
(Access Contol)

비밀성기술평가
(Confidentiality)

무결성기술평가
(Integrity)

가용성기술평가
(Availabilty)

부인방지기술평가
(Nonrepudiation)

제품평가
(Producct)

표준적합성평가
(Conformance)

상호운영성평가
(Interoperability)

성능평가
(Performance)

암호평가
(Cryptoraphy)

보안성평가
(Security)

제품평가
(Producct)

표준적합성평가
(Conformance)

상호운영성평가
(Interoperability)

성능평가
(Performance)

암호평가
(Cryptoraphy)

보안성평가
(Security)

표준적합성평가
(Conformance)

상호운영성평가
(Interoperability)

성능평가
(Performance)

암호평가
(Cryptoraphy)

보안성평가
(Security)

평가기반평가(Evaluation Requirement)

평가장소평가
(Site)

평가도구/지원평가
(Tool/Support)

평가기반평가(Evaluation Requirement)

평가장소평가
(Site)

평가도구/지원평가
(Tool/Support)

평가자자격평가(Evaluator)

선발/훈련평가
(Selection/Training)

자격유지평가
(Certification)

평가자자격평가(Evaluator)

선발/훈련평가
(Selection/Training)

자격유지평가
(Certification)

보안정책평가
(Policy)

보안정책평가
(Policy)

개발환경평가(Development)

개발정책평가
(Development Policy)

개발도구및지원평가
(Tool/Support)

개발장소및인력평가
(Site/Staff)

개발위험평가
(Risk)

개발공정평가
(Process)

개발시보안대응평가
(Response)

잔존위험평가
(Residual Risk)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1158

다.

   평가와 인증의 수행을 필요로 하는 궁극 인 목

은 해당 IT 시스템의 보안목표가 충실히 달성되

는지 검증하는 것이며, 해당 IT 시스템을 활용하는 

조직은 평가와 인증의 결과를 통해 조직의 운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평가결과를 통해 해당 IT 시스템의 보안

목표가 수되는지를 직 으로 보이는 이론  근

거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한 보증을 통해 IT 시

스템이 에 응하고 조직의 보안정책을 수행하

는데 합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평가․인증을 통해 구 하고자 하는 목표는 IT 

시스템의 보안 책들이 합리 으로 수립되었다는 것

과 이들 보안 책들이 원래 의도한 목 을 달성하기 

해 정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에 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 게 함으로써 IT 시스템의 안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한 것이다.

   보안 평가․인증의 상 범 는 재 운용 인 

IT 시스템과 향후 구축하고자 하는 IT 시스템 체

이다. 한 수순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한 평가

와 인증을 시행함으로써 IT 시스템에서 생성, 처리, 

소통  장되는 정보가 안 함을 보증하고, 이러

한 과정을 수행하는 물리  시스템  인력․운 ․

조직상의 문제로 인한 보안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IT 시스템의 설치 목   운  방침

을 포함하고 있는 보안정책, IT 시스템을 구성하는 

운  요소(인력  요소 포함), 기술  요소, 제품

 요소 등의 모든 내용들이 보안 평가․인증의 

상이 된다. 

   다음의 (그림 4)는 보안 평가․인증의 상이 되

는 구성요소들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IT 시스템 보안 평가․인증 상

5.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IT 시스템의 보안 평가․인증 필

요성과 범 를 제시하 다. 하지만 구체 으로 시스

템 수명주기에 어떻게 보안 평가․인증 요소가 반

되어야 하는지에 해서는 세부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IT 시스템은 규모가 단히 큰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체계 으로 구성된 한 차에 따라 보안 

평가․인증을 수행하지 않으면 막 한 자원의 낭비

를 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안 평가․인

증 차를 개발하기 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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