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에 따라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과 운영기술(OT: Operation Technology)은 
네트워크 기술에 깊이 접목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전력을 개발하고 획득하는 국방분야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로써 무인체계를 이용하기 위해 5G 
기반의 지휘통신체계를 구축을 추진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기술의 발전 방향을 따르는 것이다. 

국방분야에서는 사이버 공간(CS: Cyber Space)을 
제5의 전장으로 인식하면서 새로운 작전 개념으로 
사이버전(CW: Cyber Warfare)을 정립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전자기 스펙트럼(EMS: Electromagnetic Spectrum)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공간, 사이버 공간과 
물리 공간을 다영역 기동(multi-domain mane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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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이버전과 기존의 전자전(EW: 

Electronic Warfare)을 함께 다루는 사이버전자전
(CEW: Cyber - Electromagntic Warfare)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전자전의 개념을 가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참조 모델 중 2계층인 데이터링크 계층의 관점으로 
사이버전자전의 특징을 살펴본다.

II. 데이터링크 계층의 특징 

OSI 참모 모델은 1970년대 인터넷의 탄생과 함께 
만들어졌다. 각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에 필요한 
독립된 기능이 수행된다.

계층별 기능을 고려하여 심층 방어(defense in 
depth) 기법에서는 각 계층별로 적절한 보안통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물리적 접점과 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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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5의 전장인 사이버 공간은 전자기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과 물리 공간 사이에서 다영역 
기동에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은 사이버전과 전자전의 특징을 융합하는 사이버전자전의 주요 개념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OSI 참조 모델을 활용하고, 2계층 데이터링크 계층의 위협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사이버
전자전 개념을 분석한다.

ABSTRACT

The cyberspace, which is the fifth battle field, should be utilized for multi-domain maneuvering between the 
cyberspace and the physical space using an electromagnetic spectrum. This becomes a major concept of cyber 
electronic warfare that combines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warfare and electronic warfar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cyber electronic warfare is analyzed by using the OSI reference model and examining the threats of the two-layer 
data link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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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을 관여하는 2계층(데이터링크 계층)이 침해된 
경우에는 3계층~7계층에 적용된 보안통제가 무력화 
될 수 있다. 이것은 데이터링크 계층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첫째, 데이터링크 계층은 3계층(네트워크 계층)과 
1계층의 중간 연결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IEEE 802.2 표준에서는 LLC(Logical Link Control) 하위 
계층을 정의하고 있다. 상위에 있는 네트워크 계층의 
소프트웨어를 하위 계층의 장치 하드웨어 사이에서 
통신을 담당한다.

둘째, 데이터링크 계층은 사이버 공간의 데이터와 
물리 공간의 신호를 서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예를 들어 IEEE 802 표준에서는 물리공간의 
매체에 따라 다양한 MAC(Medium Access Control) 
하위 계층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더넷(ethernet)은 
802.3, 무선랜은 802.11, 블루투스는 802.15가 대표
적인 사례이다. MAC 하위 계층은 매체에 맞춰 
데이터의 캡슐화(encapsulation)를 담당한다.

그림 1은 데이터링크 계층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이버전자전의 위상을 OSI 참조 모델과 비교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이버공간과 물리공간을 잇는 
기동을 위해 사이버전자전의 기능은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사이버전자전과 무선 네트워크의 위협

OSI 참조 모델에서 사이버전자전의 위상을 보면, 
데이터링크 계층의 위협이 사이버전자전에서 활용
되는 공격 기술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사이버전자전은 사이버공간과 
전자기 스펙트럼 공간을 모두 활용한다. 여기에서 
전자기 스펙트럼은 곧 무선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데이터링크 계층이 무선 매체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 
기술의 위협이 곧 사이버전자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은 무선랜(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의 주요 위협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1과 
표 1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이용하여 물리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다영역 
기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링크 계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짜 접속점(Rogue 
Access Point)를 이용하려면 네트워크에 직접 접속
하거나, 무선의 경우 정상 접속점으로 가장
(spoofing)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네트워크에서 
2계층 접속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서비스 거부 공격(DoS)은 전자전에서 전통
적으로 수행하는 전자전 공격(EA: Electronic 
Attack)과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서비스 거부 공격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은 
각각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주파수 무단 
점유는 전파 분석기를 이용하여 간섭 주파수를 찾아 
방사원을 제거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는 CSMA/ 
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Avoidance)의 
CTS(Clear to Send) 메시지의 악용에 의한 서비스 
거부 공격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공격은 네트워크 
가입시 인증(authentication) 절차와 단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전자전 개념을 가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OSI 참조 모델을 활용하였다. 사이버
전자전은 2계층인 데이터링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개념 분석을 바탕으로 사이버
전자전에 대한 연구를 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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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무선 네트워크의 주요 위협

그림 1. OSI 참조 모델과 사이버전자전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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