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NCW 정보보호 책

권 문 택*

요   약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네트워크 심 (NCW)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해 필요한 정
보보호 책을 제시하기 한 것이다. 책을 도출하기 해 우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NCW가 
구  되었을 때 상되는 투양상을 장기능별로 조명해보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일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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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도출한다면 보다 완벽한 NCW 개념 실 을 한 국방정보보호 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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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ormation security is a critical issue for network centric warfare(NCW). This paper provides 
defense information security guidelines for NCW, especially for ubiquitous network computing envi-
ronmen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dentified changes of battle aspect of tactical level and charac-
teristics of information threats, and finally, the research suggested several information security 
guidelines for NCW. This paper is to intended to help military organization’s planners determine 
practical and implemental plan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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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NCW(NCW：Network Centric Warfare, 네트

워크 심 )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투공간

내의 모든 투원에게 정보공유 능력을 제공하고, 

투공간에 한 공통상황인식과 동시 의사결정력

을 제고함으로서 정보우 를 달성하고 투력의 상

승효과를 유발하도록 하는 정보기술 기반의 쟁”

이라고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유비쿼

터스 네트워킹은 NCW 략 개념을 수행하기 해

서 의심할 나 가 없는 정보통신 인 라이다. 즉, 이

제 단순 인터넷 시 에서 센서 네트워크  Add- 

hoc 네트워크로 표되는 유비퀴터스 인 라 시

가 국방 보통신망으로 체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게 되면 이제 머지않아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을 

통해 음성과 데이터, 그리고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제공 받을 수 있

는 환경이 구축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이른바 NCW 

략 개념이 수행 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NCW 략 개념의 핵심은 정확한 표 정보 획

득  정보의 공유를 통해 다양한 투 기능을 연

결  통합하여 지리 으로 분산된 력을 효율

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이 

원활하게 지원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술제

의 제 기능과 연계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컴퓨터와 통신망에 한 정보보호체계의 구

축이 시 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추세는 기존의 네트워크 개념이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시 로 진화하면서 고정/이

동, 유선/무선이 결합환 모바일 특성이 가미되어 

형 범용 컴퓨터나 PC, 휴 폰,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네비 이션, 카메라, 물체에 부착한 자태

그 등 각종 정보기기나 센서가 연결된 상태로 운

되는 모바일 컴퓨  상황에 이르고 있어 정보보

호의 필요성이 더욱 증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유비쿼터스 환

경에서의 NCW 략 개념이 육군 술제  

장기능 활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분석하

고 이에 한 정보보호 취약 을 도출한 후에 이

를 극복하기 한 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육군 술제  장기능과 투 

양상의 변화

2.1 육군 술제 와 장기능

육군의 술제 는 과 직 인 지상 투를 

수행하여 승리를 획득하기 한 투행 를 수행하

는 군단  이하의 부 를 말한다. 육군에서 사용하

는 야 교범에서는 술제 는 주 임무가 투와 

교 이며, 이를 수행하는 제 는 군단  사단  이

하 제 로 규정하고 있다. 한 술제 의 주요 

장기능은 정보, 기동, 화력, 방호, 투근무지원, 

지휘통제 6개 분야를 지정하고 있다. 

정보기능은 제반 첩보  정보를 시에 제공함

으로서 에 해 정보 우 를 달성함으로서 효율

인 투력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해 정보기능을 수행하는 부  는 부서는 다양한 

감시  정찰 수단을 통합 운용하여 보다 먼  

보고, 의 오 을 유도하기 한 정보작 을 수행

한다.

기동기능은 부 이동  배치를 통해 아군에게 

유리한 지형 여건을 조성하고 의 활동을 방해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에게 불리한 

지형이나 배치를 강요하고 작 의 속도와 템포를 

히 배합하여 결정  시간과 장소에서 상  

투력의 우 를 달성한다. 

화력기능은 의 심장부를 과하기 해 화력을 

집 할 수 있도록 화력 우세를 달성하고 기동부

의 기동이 원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방호기능은 생존성을 증 시키고 기습을 방지하

며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투원의 심리 인 안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NCW 정보보호 책  17

정을 증 시키는 기능이며, 작  보안 활동, 국지 경

계 등을 통하여 생존성을 증 시키고 투역량을 

보존하게 한다.

투근무지원 기능은 제반자원  근무를 제공하

여 작  지속능력을 유지하고 무형 력 발휘에 기

여하는 기능으로서 작 에 필요한 제반자원을 제

공하여 요구되는 정 투력을 유지시키고 작  수

행 간 지속 인 투력의 복원을 지원하여 작  지

속능력을 보장하게 한다.

지휘통제기능은 지휘 이 작 을 지휘하고 제 

장기능과 작 요소를 통합하여 의사소통을 가능하

게 하는 기능으로서 장기능의 제요소들과 작

기능을 유기 으로 조, 조정, 통합함으로서 투

력 발휘를 극 화 한다.

2.2 NCW 환경에서의 투양상 변화 

2.2.1 정보기능에서의 변화

술제 에서의 정보기능 주 역할은 정보의 수집

과 이다. 유비쿼터스 시 의 장 정보기능 수

단으로 활용되는 UAV, 외선카메라 등에는 스마

트먼지 등 다양한 형태의 센서가 장착될 것이며, 

이러한 센서들은 재 가시 역내의 장정보를 

성 는 고지 계소를 통해 달하고, 수작업을 

통해 정보화 되는 과정을 사  내장된 통신기능을 

이용해 Ad-hoc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센서가 

원거리에 치하더라도 쉽게 정보를 지휘소까지 

달하고,  탐지와 동시에 내장된 애 리 이션

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한 뒤 별도의 처리 

과정이나 간 제 를 경유하지 않고도 직  송

함으로써, 정보를 필요로 하는 요구자에게 신속히 

제공되므로 시성을 보장할 것이다[7]. 

특히, 험도가 높은 지종심작  투입병력의 

소요를 센서형의 자매개물이 신함으로써 아군

의 험노출 수 을 폭 낮추게 될 것이다. 한 

 근로에 살포해 놓은 착식 스마트 먼지를 이

용한다면 의 근상황을 실시간으로 악할 수 

있고, 유비쿼터스 센서가 내장된 트로이 목마형 디

코이를 에게 고의로 제공하다면 이 정보 분석

을 해 사용하는 치가 식별되므로  결지 

는 지휘소 치를 악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연속 으로 자동화된  근징

후 분석과 조기 경보를 통해 아군의 화력  기동

자산이 효과 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2.2 화력기능에서의 변화

화력분야에 있어서 지상화력 운용의 경우 타격

을 한 표 정보의 획득은 정보에서 제시되고, 타

격수행간 타격제원 산출은 텔 매틱스를 기반으로 

한 표 정보와 자신의 공간정보  기상제원, 장비

에 내장된  장비 마모 특성, 공산 오차율 등이 

결합되어 사격제원 산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최상의 수 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로지 타격 결심

만이 필요한 자동 사격체계를 함정이나 항공기 등

에 비해 상 으로 불안정한 환경인 지상부  

장기반에서도 용 가능토록 할 것이다[7]. 

한 각 화기별 RFID가 부착된 단  포탄을 사

용하게 됨에 따라 일정수  이하의 포탄을 보유하

게 되면 투 간에도 자동 경보를 제공하고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탄약보 소에 달됨으로써 

치 정보와 탄약보유 수 의 원격 악에 의한 최

의 재보  시기와 방법  소요량을 자동 결정하

는 탄약 자동 보 체계를 구성하게 될 것인바 별

도의 검토  분석과정 없이도 자동 출력된 지시

서에 의해 연속 인 탄약 재보 에 의한 지속타격 

능력들 제공할 것이다. 

타격 후 피해결과 단(BDA：Battle Damage 

Assessment)은 재까지 성 상이나 공 정찰 자

산이 제한되어 주로 육안식별을 통해 이루어져 왔

으나, 유비쿼터스 장체계에서는 개별포탄 는 독

립 으로 투발되는 센서에 의해 결과가 수집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사격부   지휘소에 동시 달 됨

으로써 재 사격 는 추가사격 여부를 신속히 결

정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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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기동기능에서의 변화

기동분야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한 용이 상

된다. 재 근거리에서 구두문답 수 에 머물고 있

는 피아 식별은 함정이나 항공기에 용된 IFF(피

아 식별장치)와 유사한 개념의 자동식별로 체되

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후 디지

털 사의 고 형 디스 이를 통해 자동식별을 

제공할 것이다[7]. 

술 C4I의 일환으로 용이 진행 인 장 

치보고체계는 재 일부부 의 치 확인 수 으로 

이루어지나 디지털 병사가 착용한 장비에 의해 자

동 으로 네트워크 구성  송이 이루어짐에 따

라 모든 병사의 치, 기동방향을 제공하고 디지털 

지도에 표시하여 개인 차원으로까지 확 될 것이

고, 신속한 투 진행  기동속도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낙오자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며, 개별 

병사의 낙오여부를 식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뢰는 오타와 약에 따라 사용이 감소되는 추

세이기는 하나, 지속 사용된다는 제 하에서 개별 

지뢰에는 스마트 먼지와 유사한 형태의 네트워크 

트리거가 내장되어 원격조정 지뢰지 를 구성하고, 

교 이 종료된 후에는 우군  민간인의 피해를 

이기 해 자폭 처리토록 하거나 후속부 에 

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후 제거가 용이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원격 장애물 체계는 지뢰뿐만 

아니라 교량 터 의 거부에도 효과 으로 설치 될 

수 있을 것이다. 

2.2.4 방호기능에서의 변화

방호분야에서는 장 주요지 , 기동장비, 지휘

소 주변에 설치된 다수의 화학 탐지수단은 자동으

로 험 여부  반경을 아군요소에 경보하여 피

해를 방하고, 신속한 제독조 투입을 지시하게 할 

것이다.

 항공기에 한 공경보 한 신속히 개인에

게 까지 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별 공무

기체계에 정착된 소형 디스 이어를 통하여 사격

제원  시기를 제공하여 국지방공의 효과 인 운

용을 가능토록 할 것이다[7]. 

지휘소에는 Ad-hoc 방식의 센서들이 외곽을 연

하여 설치되고, 주요 핵심 시설에는 휴 용 피아식

별장치가 매치되어 형상 는 열감지 등을 통해 1

차 인 인원의 근을 식별하고, 우군 고육의 RFID 

신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  경보를 제

공하여  특수 작 부 의 침투 시 조기포착  

타격토록 하여 안정된 지휘소 운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2.2.5 투근무지원기능에서의 변화

투근무지원은 분야에서는 이라크 쟁 사례에

서 이미 보여 주듯이 모든 기동장비, 렛트, 컨테

이  등에는 RFID가 부착되어 보 품의 황과 이

동 상황을 실시간 식별 가능토록하고, 디지털 병사

의 옷에 부착된 센서는 각각의 병사의 체온, 맥박, 

압 등 신체상황 감지하여 부상여부  부상정도

를 지휘소로 달함으로써 종합된 부  투력 수

  작  한계  달성여부를 단하는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에 따라 구호반  량 사

상자 처리반의 투입 여부에 한 지침을 자동으로 

제공할 것이다[7]. 

특히, 투근무지원 분야는 RFID의 국방 분야 

시범 용이 탄약 리분야인 에서 증명하듯이 국

방분야  유비쿼터스화가 우선 으로 용되어 

장 환경에서도 조기에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2.2.6 지휘통제 기능에서의 변화 

육군은 술제 에서 지휘소를 심으로 제반 

장기능을 통합하여 상황 단과 지휘결심을 하고 화

력 통제를 한다. 이를 해서는 제 장기능에 연

결된 다양한 통신망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향

후에는 유비쿼터스화를 통해 여러 네트워크가 통

합되고 BcN으로 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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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술제 에서 기동을 하면서 지휘소를 이

동하게 되는데 이 때 지휘소 이동 간 지휘통제의 지

속 인 유지가 단히 어려운 과업이고 한 이것

이 잘 못 수행되었을 경우에는 작 수행 에 상황

에 따라 신속한 부 의 재 배치 등의 술  변화

에 치명 인 악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NCW 

상황에서는 격자형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시간과 장

소의 제한없이 통신이 이루어져서 지휘소 이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매우 어들게 될 것이

다. 왜냐하면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는 IPv6 

구조하의 Ad-hoc 네트워크가 구축 될 것이고, 이

는 기본 으로 이동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서 상 

ㆍ하  부  뿐만 아니라 지휘 과 참모가 공간

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이동 상황 속에서

도 체 인 지취통제 기능은 단 없이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7]. 

한 유비쿼터스 NCW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별 

장비와 주요 공간에 설치된 무인 센서에 의해 수

집된 정보가 즉각 으로 지휘통제센터에 제공되어 

투수행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 질 것이며, 

이러한 지속 인 투수행 과정에서 먼 보고, 먼

결심하고, 먼  타격하는 형태의 작 템포가 축

소되어 승의 기반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울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진행 인 상ㆍ하ㆍ

인 부 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악하여 상

 지휘 과 동일한 수 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므로, 하부  지휘 들에 한 권한 임  

분권화 작 은 더욱 그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NCW 

정보보호 의 특징과 책

3.1 정보보호 의 특징

정보화의 진 , IT와 타 산업의 융합 등에 의한 유

비쿼터스 사회로 발 하면서 네트워크 패러다임도 

BcN, USN 등 인 라가 고도화 되고, RFID, LBS, 

스마트카드 등 새로운 u-IT 기술로 인해 과거보다 

정보의 수집, 송, 통합이 한층 용이해 질 것이다.

특히 국방 투장비들에 이질  장비들이 컴퓨

터 기능을 내장하고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정보보호의 주 상이 과거에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심이었으나 유비쿼터스 헌경에서의 NCW에서는 

정보보호 상이 개별 장비들로 확  될 것이다. 

를 들면 지능형 로 , 무인 정찰기 등 각종 지능형 

장비들은 자체 운 체제  네트워킹 기능을 소유

하고 상황인식, 치기반 정보제공, 자기고장치료 등 

지능기반 기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며 이에 한 

한 정보보호 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NCW 정보보호 

특징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술제 에서의 투 기능 수행에 있어서 

군 투원들이 다양한 신규 u-IT 서비스를 연속

으로 불편없이 사용하기 해서는 정보보호 속성이 

기존 정보보호의 핵심인 기 성, 무결성, 가용성 보

장에서 신뢰성과 개별 장비의 치보호 등으로 확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네트워크의 규모 

 복잡도가 투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과거 ‘Static’ 정보보호에서 주변상황을 

인지하여 그에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Confor-

mable’ 정보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개 될 것이다.

셋째,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정보보호 으

로 인한 피해  손실이 기존의 정보화 환경에서

보다 한층 심화되고, 피해 복구도 이 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 상된다. 특히 유비쿼터스 인 라는 

항만, 력, 교통망 등 사회의 인 라와 히 연

계되어 있어 정보보호의 불비로 인한 피해가 한층 

복잡하게 얽 있고 규모도 클 것이다. 이러한 몇 

개의 특징을 살펴 볼 때 이에 한 포  책은 

다음과 같이 도출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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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NCW 정보보호 책

지 까지의 국방정보보호 기술은 인터넷 망에 

한 유선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 요하게 고려되

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무선 액세스를 기반으로 하

는 센서 네트워크에 한 요구가 늘어나게 될 것

이며, 무선 통신 단말과 사용자에 한 확인 차

와 보호가 필요하게 되고, 기존의 인터넷 인 라 보

호에 더하여 네트워크의 운 성과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까지 정보보호의 역이 확 됨으로서 네트

워크 보호 상과 기술의 수 도 한층 복잡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한 응방향을 요약한다면 다

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국방정보시

스템에 한 보안 서비스를 만족하기 해서는 네

트워크 보안 개념에 한 확장과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실 하기 한 네트워크 보안 기

능도 시스템 벨, 네트워크 벨, 제어 벨 등으

로 역할을 할당하고 이들이 유기 으로 엮어진 개

념으로 네트워크 보안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네트워크의 개념은 단

순히 라우터와 스 치 등의 통신 시스템의 집합만

으로 정의하여 네트워크 보안장비, 트래픽 조  장

비 등에 비 을 두던 것에서 더 나아가 유비쿼터

스 네트워크 장비들로 확 하고 이들을 제어하고, 

리하는 기능 등을 포함하는 체 인 수 으로 

확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보호, 장비 

보호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 벨 뿐만 아니라, 트

래픽 조 , 경로 보호, 네트워크 신뢰성 보장 기술, 

통합보안 리 기술 등이 포함된 종합 인 기능으

로서, 이들 시스템 들이 유기 으로 엮어지는 개념

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네트워크가 진화  

발 함에 따른 취약 이 차 확 되고 이들 취약

간의 연 성과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네

트워크를 보호하기 한 융합 보안 기술의 개발과 

네트워크 보안 임워크 정립이 필요하다. 보안 

임워크에는 네트워크 장비에 한 보호, 통신 

경로에 한 보호, 리 기능에 한 보호, 나아가 

네트워크 제어 차에 한 검증까지 포함된다. 

셋째, BcN 통합안 리 책을 수립하고 시행

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1) 소부 에까지 보 될 

지능형 휴  단말기기의 보 증가에 따라 증가할 

신종 웜  바이러스 출 에 따른 피해 방지를 

해서 차세  웜  바이러스 방 책이 필요하고, 

2) 소부  단말기기에 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한 보안 API가 마련되어야하며, 정보유출 등 바

이러스로 인한 피해 방지를 한 기능 검토가 요

망되며, 3) BcN 환경의 이상 징후 수집  분석, 침

해사고 진단  측, 실시간 침해사고 응을 

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 할 필요가 있고, 4) 

BcN 일부 서비스의 장애나 침해사고가 발생 할 경

우에 이것이 체망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 침해사고 격리 메카니즘을 개발하되, 장애발

생시 분리가 용이하도록 네트워크별, 제 별 등 그

룹별 IPv6 주소 할당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무인 지능형 장비(UAV, 지능형 로  등)

에 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해야한다. 국방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UAV나 지능형 로  도우미를 

활용하여 선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신속히 하

여 먼 보고, 먼  결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계

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는 이 장비

들에 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여 장착해야 한

다. 이를 해서는 이들 장비들과  네트워크, 

지능형 정보 리 서버, 컨텐츠 서버 등 체 구성

요소  데이터 경로에 한 취약 ,  분석을 

통한 정보보호 임워크가 개발 되어야 한다. 여

기에 더하여 이들 단말기들의 오작동  자  침

해 사고 피해 최소화를 한 안 성 평가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비쿼터스 환경에 합한 인증체계를 

정립 하여야 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다양한 

기기와 사물이 국방네트워크에 연결되어 통신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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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장하고 술상황에 따라 운용되게 된다. 따

라서 인증체계의 정립이 매우 요하다. 지 까지

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신원 확인 정도의 인증에 

을 두었으나 센서, 정보장치, RFID 태그 등 

신종 유비쿼터스 장비들에 한 신뢰성 있는 식별 

방법이 부재한 상태이다. 한 인증 기능을 갖

추지 못한 RFID 등 단말장치들은 주변에 산재한 

태그를 통해 투원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치

정보, 이동상황 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이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ID 도용

을 통해 근 권한을 획득한 은 이 권한을 이용

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이 제공하는 국방 NCW 지

휘통제 심부에 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4. 결론  제언

네트워크 심 (NCW)은 투공간내의 모든 

투원에게 정보공유 능력을 제공하고, 투공간

에 한 공통상황인식과 동시의사결정력을 제고함

으로서 정보우 를 달성하고 투력의 상승효과를 

유발하도록 하는 정보기술 기반의 쟁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원활하게 구 하기 해서는 무

엇보다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컴퓨터

와 통신망에 한 정보보호체계의 구축이 시 이 

요구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최근 수년간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정보보호를 

하여 련 기술  정책에 해 많은 연구와 노력

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NCW 환경이 차 유비쿼터스화 되어가고 있

다는 것이다. 무인 센서, UAV 증 다양한 지능형 

장비들이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최 말단 부  투

원까지 보 되는 정보 단말기는 모바일로 운용되

면서 작  상황에 따라 수시 이동을 하면서 즉시

인 상호 운 성을 보장해야 되는 환경으로 바

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 으로 

두되는 것은 이러한 모바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의 NCW 개념을 원활하게 구 할 수 있는 국방정

보보호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국

방 정보체계 분야에 다년 간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

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NCW 정보보호 책

을 마련하기 한 방안을 제시 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책을 제시하기 하여 우선 유비쿼터스 환

경에서의 투양상 변화와 정보 의 특징을 살

펴보았고,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응 방향을 제

시하 다.

본 연구에서의 미진한 부분은 상기 응방향에 

한 세부 인 추진 과제를 추가 으로 발굴하여 

국방실무자들에게 실질 인 참조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것인바 이에 한 심 있는 연구자들은 향

후 연구 과제로 계속 인 연구를 진행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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