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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비행자료의 상태  흐름을 리하여 내부 혹은 외부의 바이러스의 피해  비행자료 변

조  수정 등의 해킹 발생에서 비행자료 시스템의 가용성, 신뢰성  무결성을 강화시켜 비행자료시

스템 운  시 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다양한 사이버 테 에 응하여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재해를 

복구하는 시스템  그 방법에 한 것이다. 제사가 비행자료 상태  흐름 리함에 있어 비행자료

를 일방향으로 상태를 변경하거나,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 시간동안 비행자료의 시간차를 두어 

상태를 리함으로써 비행자료를 보호하여 시스템을 안 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 을 갖는다.

1. 서론

   비행자료처리시스템은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비행자료

를 통해 처리해야하는 자료가 방 하며, 비행 제에 있어 

핵심이 되고 있다. 특정 다수에 의해 사용되는데 비해 내/

외부의 공격은 다양화, 지능화되어 응용계층 특히, 비행자

료처리 시스템 체에 해 을 증 되고 있는 실정이

다. 특히 기존 시스템인 방화벽, SSL, IDS/IPS, VPN, 보

안 OS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내부 자로부터 자료 /변조에 해 자유롭

지 못하며, 와 같은 네트워크 계층의 보안이라 할지라도 

어 리 이션 계층에서의 은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은 비행자료처리 시스템 체 마비에 따른 

제 서비스 단, 비행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 막 한 비용

의 손실, 국가 공신력  신뢰성 실추, 피해복구에의 손실

등과 같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행자료처리시스템에서 운 되는 비행자료

서버의 가용성, 무결성  신뢰성을 한 실시간 자동 재

해 복구 시스템  그 방법에 한 것으로, 내부 혹은 외

부로 비행자료의 송과 같은 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용성, 신뢰성  무결성을 높여 비행자료처리시스

템 운 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이버테러에 응하여 비행

자료의 /변조 등을 감시하고 자동으로 재해복구를 하는 

방법에 한 것이다. [10]

1)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 항공선진화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

번호# 07항공-항행-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와 같은 문제 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

고자 제안한 것으로, 제석간의 업으로 비행자료를 제

공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이므로 제석간 상호인증을 통

한 안 한 업 계 구축이 더욱 요한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 본다. 

2. 제석 상태/흐름 리

   본 논문에서는 제사와 제석간의 비행자료 상태  

흐름 리뿐만 아니라, 재 제되고 있는 비행자료 사용

에 한 인증과 제 정인 비행자료 인증을 모두 고려

할 수 있는 사용자  비행자료 인증 방법을 이용한 비행

자료 상태  흐름 리 메커니즘에 해 상세히 기술한

다. 본 논문에서의 사용자  비행자료 인증은 SUP 

(Supervisor)가  제사  비행자료에 해 인증하는 방

식을 고려한다. 기존 제에서는 해당 제사만 해당 비행

자료에 해 상태 변경  흐름을 변경하 기 때문에 다

른 제사들이 이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인증은 SUP을 통해 

제사  비행자료의 인증뿐만 아니라, 제사가 특별한 이

유에 의해서 제석의 변경이나, 비행자료의 상태가 변경, 

흐름 제어를 이용하기 한 제석 인증까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SUP가 해당 제사, 제석, 비행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더욱 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행자료 상태  흐름 리 인증 

체계는 기본 으로 계층 인 구조를 따른다. 즉, SU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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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일부 제석에서 제 기능을 하면서, 해당 제석

에 존재하는 비행자료가 있다. SUP는 제석들의 리 

기능만을 하고, 제석이 제 정 혹은 제 인 비행자

료를 리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비행자료는 해당 

제석에 존재하는 하나의 비행자료로써, 다른 비 제 인 

비행자료보다 약간의 권한을 더 많이 갖는다. 비행자료는 

제석내의 비행자료들  상태에 한 변경  흐름을 

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다른 제석들과 련된 정

보들을 장하고 있어야 하므로 외부 공격으로부터 이들 

데이터를 안 하게 보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비행자료

들은 제석에 포함되는 제 비행자료를 의미하는 것으

로, 다른 제석들과의 상태 이동  변경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서 표기되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FD: Flight Device, CFP: Control Flight-data 

Position, SUP: Supervisor,)

· AP : 유효기간(Available Period)

· i: 제석에서 발 한 비행자료

· E*() : *의 키로 암호화

· ID* : *의 Identity 

상태  흐름 리가 가능한 비행자료가 제석으로 입력

되면, 제석을 통해 비행자료를 등록한다. 이때 비행자료 

identity 정보와 제석 인증서 발 에 필요한 여러 정보

들을 입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FD -> CFP : [ID_FD, AP] (1)

제석과 제석 사이에 비행자료 상태를 리하는 서버

에 해당 디바이스의 identity 정보를 송해서 비행자료의 

유효성을 확인한다.(A11)

CFP -> CFP2 : [ID_FD, ID_CFP, AP] (2)

CFP2는 비행자료 identity 정보를 확인해서 자신이 입력

한 비행자료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CFP와 

SUP로 송한다. 

CFP는 SUP에게 해당 비행자료 인증서 발  요청 메시지

를 송한다. 

CFP -> SUP : [ID_FD, ID_CFP, AP] (3)

SUP는 CFP의 비행자료 인증서 발  요청 메시지에 해당

하는 비행자료의 identity 확인 성공 메시지를 기존 CFP2

에게 받은 경우 비행자료 처리 인증서를 발 하고, 그 지 

않다면 비행자료 처리 인증서 발 요청을 거 한다.

SUP -> CFP: Cert_SUP[ID_FD, ID_CFP, AP] (4)

CFP는 SUP에게서 발 받은 비행자료 인증서를 해당 비

행자료와 비교하여 상태를 변경한다.

비행자료가 해당 제석에 존재하고 있다가 흐름 이동이 

발생할 경우 이동 신호를 CFP에게 보낸다.

CFP는 자신의 제 화면에 비행자료 흐름 이동을 알린다. 

한 자신에 속한 체 CFP_N에게 비행자료의 흐름 이동 

정보를 송한다.

CFP -> CFP_N : [ID_FD, E_PK_CFP[ID_FD]] (5)

CFP_N은 CFP로부터 제공받은 인증 정보를 확인하고 비

행자료내에 정보와 비교하여 인증을 허락한다.(B13)

CFP_N: D_SK_CFP[E_PK_CFP[ID_FD]]=ID_FD (6)

CFP_N은 확인을 완료하고 비행자료 상태 변경  흐름 

에 한 인증을 수락한다.

CFP -> FD : [ID_FD || Auth_FD] (7)

3. 결론

   본 논문에서 제석간 인증을 바탕으로, 제사가 다른 

제석으로 이동하 을 때, 다른 제사의 제석과과 기

존 제석간의 인증까지 고려하게 되므로 하나의 제석

에서 리해야 할 키의 개수는 수천, 수만 개 이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공개키를 이용한 제석 인

증  비행자료 상태  흐름 리 방법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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