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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839정책에 따라 BcN 인 라를 기반으로 통신, 방송, 인터넷망이 융합되고, 폐쇄형망이 던 통신, 방
송망이 개방되고 수직, 수평  로 이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가 출 함에 따라 다양한 공격이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라 사 에 공격을 측하고 응할 수 있는 BcN 정보보호 임워크가 필요

하다. 이는 기존지식을 통합, 체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DB를 설계하고자 한다. 
한 향후 개발이 필요한 신규정보보호기술 과제를 도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1. 서론

   정보통신부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 라를 바

탕으로 다져온 정보통신 강국의 상을 계속 이어나

가기 해 IT839 략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IT839 략의 신규 서비스와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

이 되는 것은 3  인 라이며, 그 에서도 통신․방

송․인터넷이 통합되는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이 핵심인 라이다. 

   폐쇄 인 망으로 운 되었던 공격이 발생할 수 

없었던 통신, 방송망도 BcN 환경이 되면서 더 이상 

안 하지 않다. PSTN은 게이트웨이를 거쳐 VoIP와 

연결되며, 이동통신은 SGSN, GGSN을 거쳐 인터넷

으로 바로 연결된다. 방송망은 DMB, D-TV등을 통

해 IP망을 인 라로 사용하게 된다. 한 2006년 상

용화되는 Wibro와 WCDMA는 IP를 기반으로 무선

환경에서 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

경이 조성, 무선단말에 한 공통 랫폼인 WIPI 규

격, 향후 USN 환경을 고려하면 기존 IP망에서 발생

했던 공격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큰 피해를  것으

로 상되며, 하나의 엑세스망에서의 공격은 모든 

BcN망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서비스  신규서비스에 해 발생가

능한 공격을 미리 측하고, 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신규서비스에 해 아

무 지식없이 분석가능한 것이 아니며, 결국 기존지

식을 집 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BcN 정보보호 임워크 DB를 

설계하고자 한다. 

2. 련연구

   기존 취약  DB는 오래 부터 상용화되었다.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는 

MITRE에 의해 운 되는 비 리기 으로 업체, 기

에 따라 다른 취약 설명을 표 화하는 명목으로 

사용된다. 취약  DB라기보다 일종의 사 이라 할 

수 있다. CERT/CC는 CMU에 의해 운 되는 보안

연구기 으로, 취약 정보는 취약 명, 개요, 설명, 

향, 해결책, 임시조치, 발견자, 참조정보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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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KCVE(Korea 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는 KISA에서 개발완료  운 하고 있

는 데이터베이스로 원격/로컬공격여부, 취약 범주

분류, 험도, 취약한 패키지, 공격시나리오등 다른 

DB가 제공하지 않는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취약  DB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있

는 취약 을 탐지할 수 있지만, 신규 서비스에 한 

취약성 측  검증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응

방안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여기서 설계하고자 하는 BcN 정보보호 임워

크 DB는 신규서비스에서 발생가능한 취약성 측 

 검증을 한 방법을 제시하며, 신규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DB 

스키마 구성으로만 되는것이 아니며, DB에 들어갈 

컨텐츠를 어떻게 분석하냐가 건이다. 따라서 3장

에서는 사용된 취약성 분석방법론을 살펴보고, 4장

에서는 BcN 정보보호 임워크 DB 설계, 5장은 

활용도  향후 작업사항을 정리해본다. 

3. 취약성 분석방법론

   BcN 정보보호 임워크개발을 해서는 BcN을 구성

하는 각 서비스에 한 취약성  정보보호요구사항분석

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방법은 X.805방법론을 사용한다. 

X.805방법론은 특정 상(서비스)에 해 Plane(Management, 

Control, End User), Layer(Infrastructure, Service, 

Application)로 구분하여 보호해야하는 상을 식별하고, 보호

하고자 하는 상의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8개의 Security 

Dimension을 기 으로 취약성을 분석한다. 구체 인 방법론

은 ITU-T X.805(ISO 18028 part2)를 참조하면 된다.  

(그림 1) X.805기반 분석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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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Control

Security Objectives
Security 

Dimension

Module 2: Infrastructure Layer, Control Plane

4. BcN 정보보호 임워크 DB 설계

4.1 BcN 정보보호 임워크 DB 개념 구성

   우선 용어정리를 해 Cisco 라우터를 를들어 

취약성, 취약  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취약성, 취약  개념 

취약성 취약

패스워드를 
히 설정하지 

않아서 운 자 
권한이 유출될 

수 있다

enable secret password 미설정 취약

encrypt passwords 미설정 취약

Virtual terminal password 미설정 취약

default enable password 취약

   BcN 정보보호 임워크 DB는 개념 으로 보

면, 크게 취약 DB, 취약성DB, 정보보호요구사항

DB, 정보보호소요기술DB로 구성된다. 취약  DB는 

기존에 사용되는 일반 인 DB이다. 취약성 DB는 

모든 취약성을 체계 으로 분류하는 기 을 만들고, 

각 서비스별 취약성을 여기에 매핑시킨다. 정보보호

요구사항 DB는 8  Dimension의 분류체계에 따라 

안 한 서비스제공을 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보호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정보보호소요기술DB

는 기존의 모든 정보보호기술을 특징에 따라 체계

으로 분류한다. 

(그림 2) BcN 정보보호 임워크DB 개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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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간 Relation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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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DB간 Relation  

주요 내용 주요 효과

취약성 ⇒ 

정보보호요구사항

- 새로 식별된 취약성은 정보보호

요구사항에 바로 반 되어야함

(인과 계)

정보보호요구사항 

⇒ 

정보보호소요기술

- 새로 추가/수정된 정보보호요구사

항은 정보보호소요기술에 반 되

어야함(인과 계)

취약성 ⇒ 

취약

- 취약성은 다수의 취약 과 매핑

될 수 있으며, 취약성 검증을 

해 취약 을 활용할 수 있음

   BcN을 구성하는 각 서비스에 한 취약성 분석

결과에 해 취약성과 매핑되는 취약 을 실제 검증

함으로써 취약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각 

서비스에 한 취약성 분석결과는 곧 안 한 서비스

제공을 한 정보보호요구사항을 도출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정보보호요구사항은 곧 이를 충족시키는 

정보보호소요기술로 매핑 계가 있다. 정보보호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소요기술이 없다면 이는 신규개발

이 필요한 기술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지 까지 

개념 인 DB 구성을 살펴보았고, 각각의 DB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4.2 취약성 DB

   취약성 DB의 의미는 결국 활용도 높은 기 으로 분

류하여 DB를 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분류기 의 

설정은 DB 활용도와 맞물려 있는 매우 요한 변수가 

된다. 합리 인 분류기 을 도출하기 해 실 인 난이

도, 활용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표 4> 취약성 분류기  식별

분류항목 난이도 활용도 우선순 채택여부

BcN 서비스 하 상 1 o

BcN 구성요소 상 하 11 x

Layer(X.805) 6 x

Plane(X.805) 7 x

Dimension

(정보보호요구사항)
상 5 o

정보보호

(Threat)
상 2 o

험도

( 효과)
상 3 o

보호 상 하 4 o

취약성 범주 상 하 8 x

공격유형 상 하 9 x

공격결과 상 하 10 x

   채택된 5개 분류기 에 따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BcN 서비스는 휴 인터넷, DMB, 홈네트워크, 

RFID, W-CDMA, 텔 매틱스,  DTV, VoIP, BcN, 

IPv6, USN로 분류하며, Dimension은 Access 

Control, Authentication, Non-repudiation, Data 

Confidentiality, Communication Flow Security 

,Data Integrity, Availability, Privacy로 분류한다.  

<표 5> Threat 분류체계 

분류  
구분 소 분류  구분

Destruction
( 괴)

-Information Deletion (정보 괴)
-Physical Destruction (물리  괴)

Corruption
(변조)

-Man in the middle attack
-Information Modification (정보 변경)

Removal
(도용)

-Sniffing (훔치기)
-Spoofing (속이기)
-Replay Attack (재연 공격)
-Traffic Monitoring (트래픽 분석)

Disclosure
(유출)

-Impersonation/Masquerade ( 장)
-Bypass Security (보안제품 우회문제)
-Session Hijacking (세션 가로채기)
-Unauthorized Access (불법 속)

Interruption
( 단)

-DoS (서비스 거부 공격)
-VoIP Spam Attack (VoIP 스팸공격)
-Force Reset (강제 리셋)

Miscellaneo
us

(기타)

-Missing Patch (패치 문제)
-Exploits ( 상 취약  악용)
-Malicious Code by Worm/Virus (웜/바이러

스에 의한 악성코드)
-Remote Code Execution (원격 코드 실행)

   Threat에 한 분류체계는 표5와 같다.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작성된 ERD는 그림3과 같다. 

  

4.3 취약  DB

   취약 은 취약성이 구체화되어 특정장비, 특정운

체제에서 발견  발표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약성과 취약 은 인과 계에 있으며, 특정 취약성

과 련있는 취약 들을 매핑지을 수 있다. 물론 특

정 취약성과 련있는 취약 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 취약성과 련있는 취약 이 발

견되면, 그동안 측으로만 존재했던 취약성은 검증

이 된다. 따라서 취약  DB는 분석한 취약성의 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취약  DB는 향후 발생가능한 취약   표 하

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의 취

약  DB  비교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스

키마를 제시하는 KCVE를 사용하고, 취약성 DB와 

연결시킨다. 그림3의 ERD에서 KCVE와 Relation을 

갖는 테이블이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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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취약성 DB ERD 

4.4 정보보호요구사항, 정보보호소요기술 DB

   정보보호요구사항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온 히 제공하기 해 보호되어야 하는 요구사항목

록이다. 이는 결국 각 서비스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

성에 기반하여 도출될 수 있다. 취약성이 있기 때문

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필요한 것이다. 

한 이러한 정보보호요구사항은 정보보호소요기술

로 매핑되어야 한다. 

RFID 태그와 RFID 리더기 사이의 인증은 제조회사 기타 다른 제약 사항이 있으면 안된다.

RFID 태그와 RFID 리더기 사이의 인증
상

보안기술

적용환경

중

상

중요도

RFID 태그에 물품에 대한 코드 번호 및 가격등과 같은 중요 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높은 보안 강도를 요구한다.

RFID 태그는 특성상 저전력, 저성능을 가진다. 

RFID 태크와 리더사이의 인증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RFID 인증 소요기술 도출

보안요구
강도

적용대상
성능

RFID 태그와 RFID 리더기 사이의 인증은 제조회사 기타 다른 제약 사항이 있으면 안된다.

RFID 태그와 RFID 리더기 사이의 인증
상

보안기술

적용환경

중

상

중요도

RFID 태그에 물품에 대한 코드 번호 및 가격등과 같은 중요 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높은 보안 강도를 요구한다.

RFID 태그는 특성상 저전력, 저성능을 가진다. 

RFID 태크와 리더사이의 인증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RFID 인증 소요기술 도출

보안요구
강도

적용대상
성능

RFID 태그와 RFID 리더기 사이에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야 한다. 

전송된 결과와 비교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보안 기술
제약사항

보안 기술 비용이 적게 든다.(연산속도 및 인증 시간이
짧다)

보안 기술 성능이 중간 이다.

Challenge and Response

보안 기술 비용이 적게 든다.(연산속도 및 인증 시간이 짧다)

보안 기술 성능이 매우 낮다.

One time password

보안 기술

비용

보안 기술
성능

RFID 태그와 RFID 리더기 사이에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야 한다. 

전송된 결과와 비교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보안 기술
제약사항

보안 기술 비용이 적게 든다.(연산속도 및 인증 시간이
짧다)

보안 기술 성능이 중간 이다.

Challenge and Response

보안 기술 비용이 적게 든다.(연산속도 및 인증 시간이 짧다)

보안 기술 성능이 매우 낮다.

One time password

보안 기술

비용

보안 기술
성능

    그림은 정보보호요구사항과 정보보호소요기술

과의 연결 계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 다. 우선 

정보보호요구사항은 8  Dimension별로 작성하고, 

각 Dimension별 요구사항은 정보보호소요기술과 연

결되어야 한다. 각 Dimension에 있는 요구사항에 성

능, 비용, 용환경에 한 정보를 추가하여 작성하

고, 정보보호소요기술 역시 같은 기 으로 작성하면 

매핑 계를 연결할 수 있다. 

5 . 결  론 

   

   BcN 정보보호 임워크는 각 분류기 에 따른 

검색과 같은 기본기능 외에, 신규서비스와 기존서비

스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취약성을 측할 

수 있으며, 해당 취약 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한 요구사항이 식별되었으나 이를 만족하는 정보보

호소요기술이 없다면 이는 신규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이 내용에 따라 8 서비스  3 인 라를 

분석하여 취약성분석, 련된 취약  도출  검증, 

취약성기반으로 요구사항도출, 요구사항기반으로 정

보보호소요기술 계를 도출하고 있으나, 진행 이

므로 결과물의 형태를 가시 으로 보여주고 있지 못

하지만, 조만간 이 작업이 추가되어 모든 내용이 포

함된 BcN 정보보호 임워크 DB가 개발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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