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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의 사전예방적보안(Cybersecurity by Design)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ybersecurity by Design of Critical 
Infrastructure

유지연

YOO Jiyeon

요 약 주요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기반시설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며 기반시설 간 상호의존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이버 보안으로는 충

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특히 주요기반시설의 물리적 위험과 논리적 위험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서 전체를 포괄하

는 관점의 위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주요기반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국에서

는 보안내재화(SbD, security by design)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확대된 개념의 사전예방적보안(CSbD,

cybersecurity by design)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예방적보안(CSbD)은 소프트웨어(SW) 안전 설계와 관리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정치 및 기기(HW) 안전성과 사전 예방․차단 조치, 그리고 사이버회복탄력성

(cyber resilience)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안 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기반시설의 보안내재화(SbD) 방안들을 비교분석하고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최적의 보

안내재화(SbD)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사전예방적보안(CSbD), 주요기반기설 보호, 사이버회복탄력성

Abstract Cyber attacks targeting critical infrastructure are on the rise. Critical infrastructure is defined as core 
infrastructures within a country with a high degree of interdependence between the different structur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ufficiently protect it using outdated cybersecurity techniques. In particular,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hysical and logical risks of critical infrastructure is becoming ambiguous; therefore, risk 
management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must be implemented. Accordingly, as a means of further 
actively protecting critical infrastructure, major countries have begun to apply their security and cybersecurity 
systems by design, as a more expanded concept is now being considered. This proactive security approach 
(CSbD, Cybersecurity by Design) includes not only securing the stability of software (SW) safety design and 
management, but also physical politics and device (HW) safety, precautionary and blocking measures, and 
overall resilience. It involves a comprehensive security system.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security by design measures towards critical infrastructure that are 
leading the way in the US, Europe, and Singapore. It reflects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optimal cybersecurity 
solutions for critical infrastructure. I would like to present a plan for applying by Design.

Key words : Cybersecurity by Desig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Cyber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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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주요기반시설(CI, critical infrastructure)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보기술은

주요기반시설과 필수 국가 네트워크, 소비자 장치 등에

대한 사이버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DNI, 2019). 특히

주요기반시설은 정보화, 분산화, 네트워크화(디지털화)

를 통해 주요기반시설 간 상호연결성이 더욱 증가하면

서 악용 가능한 취약점 또한 증가하였다[1]. 특히 주요

기반시설은 영역별 특성으로 인해 위협요인에 따른 영

향의 크기가 다르다. 에너지 영역의 시스템은 온도에

민감하여, 온도가 높아질 경우 발전소의 냉각 시스템의

효율이 감소하여 에너지 생산 및 보급이 어려워진다.

화학 영역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온도변화에 민감하

여 제품의 변질 위험이 있으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 중단 시 제품의 경화현상으로 효용가치를 잃어

버릴 위험이 있다. 또한 통신 영역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제어장치 연결에 문제가 생겨 비

즈니스, 공공안전, 금융, 교통 등의 영역에서 피해가 발

생한다. 이처럼 주요기반시설 대상의 공격은 점자 증가

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이 출현한 이

후로 물리적 센서와 네트워크 센서, 소프트웨어가 통합

되면서 사이버와 물리적 구분이 더욱 모호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기반시설에서 사전예방적 보안

(CSbD, cybersecurity by design)을 적용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하는 지 국가별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안내

재화(SbD, security by design)를 고려한 문서에서 제

시된 항목을 기반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일반 소프트웨어에서 더 나아가 사이버물리시스템

(CPS)에 대한 연구 중 회복력의 개념을 적용하는 연구

[2-3]와 보안내재화(SbD)의 개념을 도입한 연구[4]는

일찍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전예방적보안(CSbD)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사이버회복탄력성(cyber

resilience)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점차 시작되었다

[5-6].

회복탄력성에서 더 나아가 사이버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7-8]. 대부분이 공급망

(supply chain)에 해당 개념을 적용한 논문이며[9-10],

주요기반시설에 사이버회복탄력성을 반영하는 연구는

최근 시작되었다[11].

이처럼 지금까지 사이버회복탄력성 또는 주요기반시

설의 사이버회복탄력성를 주제로 한 논문은 다수 발간

되었다. 그러나 아직 CIP를 위해 보안내재화(SbD)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요기

반시설은 온라인 연결성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빠른 회복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이버회복탄력

성의 개념이 포함된, 확장된 보안내재화(SbD)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기반시설의 사전예방적

보안(CSbD) 도입을 위한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의 요구

사항과 관련 기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2. 보안내재화(SbD)

보안내재화(SbD)는 소프트웨어의 안전 설계 중심의

소프트웨어개발생명주기(SDLC)의 차원에서 개념이 출

발하였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이후 보안을 고려 및 적

용하는 수준이다. 이어 사이버 보안에 하드웨어 보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안내재화(SbD)의 개념이 등

장하였다. 이는 물리 시스템을 포함한 사이버물리시스

템(CPS)의 설계 주기 전체에 보안을 고려하여 개발하

는 개념이다.

그림 1. 보안내재화(SbD) 관련 개념 범위
Figure 1. A Conceptual Diagram about Security b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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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 보안내재화(SbD)의 개념이 주요기반시설

에 접목되면서 사전예방적 보안(CSbD)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개념 범위의 확장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

였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서 사이버물리시스템의

보안 내재화, 그리고 사이버 회복탄력성을 고려한 안전

설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주요기반시설의 서

비스를 꾸준히 제공하고자 사이버 회복탄력성을 보장

하는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 설계를 추진함을 의미한다.

즉 주요기반시설의 시스템의 개발 초기부터 사이버 회

복탄력성을 고려한 보안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Ⅲ. 주요국 주요기반시설의
보안내재화(SbD) 추진 현황

현재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주요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보안내재화(SbD)를 고려하여 별도 전략

을 수립 및 개발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주요기반시설

에 보안내재화(SbD)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

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령 21(PPD)

과 NIPP 2013에 기반하여 주요기반시설의 회복력을 논

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 주요기반시

설 회복탄력성 시스템(CIDARS, critical infrastructure

design and adaptive resilient systems) 프로젝트를 진

행하였다. 주요기반시설회복탄력성시스템(CIDARS) 프

로젝트는 주요기반시설 영역에 대한 위험평가에 필요

한 기술 및 분석 도구를 개발하고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및 자원 계획에 따라 확장된 위험방법론의 사용

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표준을 식별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 분석하는 미국의 문헌은 주요기반시설회복탄력

성시스템(CIDARS)을 위한 연구개발 계획으로 하드웨

어/소프트웨어 각각에 대한 평가 및 인증보다 관련 정

책 및 제도의 개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상호연결된(interconnected), 상호의존적

(interdependent) 관계인 주요기반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2018.12)을 개발하였다.

이는 주요기반시설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여 보안내재

화(SbD) 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설계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7년 보안내재화(SbD)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주요기반시설의 시설 구축 프

로세스의 단계별 보안 활동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명

시하였다. 프레임워크에서는 소프트웨어개발생명주기

(SDLC, Software Development Lifecycle)의 모든 단계

에서 보안을 설계 및 구축하여 시스템의 취약점을 최소

화하고 공격 영역을 줄이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 방식으로 보안내재화(SbD)를 정의하였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시스템 수명주기 동안 사이버 보호 고

려사항을 해결하며, 시스템의 사이버 회복탄력성을 강

화하기 위한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 기능을 위한

보안 설계가 포함된다. 또한 모든 시스템 개발 프로젝

트에 적용되며, 시스템은 내부 정보기술, 운영기술, 사

물인터넷(IoT)을 포함한 모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인프

라를 의미한다

유럽은 미국과 싱가포르처럼 주요기반시설의 보안내

재화(SbD)에 대하여 별도의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관련하여 지침 등을 개발하고 있다. 주요기반시설I에

적용되는 ‘IoT에 대한 기본 보안 권장사항(Baseline

Security Recommendations for IoT, 2018)’을 발표하였

다. 정책적, 조직적, 기술적 대책으로 구분된 보안 요구

사항 중 정책적 대책에 보안내재화(SbD)의 개념을 적

용한 항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에서

IIoT 보안의 대상에는 IoT와 함께 관련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1. 미국 보안내재화(SbD) 통제 항목

미국은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 회복탄력성을 확보하

고자 주요기반시설회복탄력성시스템(CIDARS) 프로젝

트를 진행하였다(2015년). 주요기반시설회복탄력성시스

템(CIDARS)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기반시설의 상호의

존성(물리적, 사회적, 행동적(behavioral) 의존성을 포함

한)을 기반으로 주요기반시설을 운영하고자 한다. 기존

에 수립한 주요기반시설 보호모델을 통해 주요기반시

설의 서비스, 보안, 회복탄력성에 대한 상호의존성이 가

지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 분류, 검

증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주요기반시설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focal area)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보안내재화(SbD)를 다음과 같은 주제에 따라

구분하여 구성한다.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ybersecurity by Design of Critical Infrastructure

- 677 -

Ÿ 주요기반시설 시스템 및 시스템 역학(dynamics)에 대한

기본 이해: 주요기반시설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상호의존

성, cascading effect(전략적, 국가 차원의 영향력 포함) 사

이의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기반(foundational) 이해를 위

해 기술적, 물리적, 자연적(natural) 시스템에 대한 R&D

로드맵과 프레임워크를 개발 ▷ 주요기반시설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Ÿ 통합 및 확장가능한 위험 평가 및 관리 접근법 개발: 주요

기반시설 커뮤니티 전체에서 전략적 의사결정 시 고려요

인(사이버, 물리적, 도메인, 경제적, 행동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방

법론, 기술·조직·국가 차원에서의 모범 사례를 개발 ▷ 주

요기반시설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위험관리방법 개발

Ÿ 안전하고 탄력적인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예방

적인 기능, 기술, 방법의 개발: 위협·위험을 예측·준비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기능을 식별하여 개발하고, 위험 대응조

치로서 정책, 거버넌스, 구조, 규정을 식별하며, 새로운 기

술과 그에 따라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프로세스 개발 및 설계 ▷ 주요기반시설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 기술 및 프로세스 개발

Ÿ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여 상황인식기능 향상 및 모델링을

통한 분석기능 강화: 데이터 과학을 통해 상황인식에 대한

데이터 수집 네트워크,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요구사항을

특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식별하여 분석하기 위한

모델링 및 R&D 로드맵을 개발하여 분석기능을 강화 ▷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능 및 로드맵 개발

Ÿ CISR R&D 협력의 교차 문화(cross-cutting culture)를 구

축: 주요기반시설 보호 및 회복탄력성의 확보를 위해 R&D

영역에서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시스템, 조직,

도메인에 대하여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교육을 시행하며,

기존의 보안 및 회복탄력성 접근방법에 대한 기술, 규칙

(code), 실무표준 등을 개발 ▷ 주요기반시설 보호 및 회복

탄력성을 위한 실무, 학계, 공공부문과의 협력 추진

2. 싱가포르 보안내재화(SbD) 통제 항목

싱가포르는 보안내재화(Sb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

로 보안내재화(SbD) 라이프사이클을 통해 기존 주요기

반시설의 리뉴얼 또는 새로운 주요기반시설 구축 시 활

용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소프트웨어개발생명주기

(SDLC)에 보안 프로세스를 통합시킴으로써 전체 프로

세스에 보안 관리 활동을 접목한다. 보안내재화(SbD)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Ÿ 보안 계획 및 위험 평가(Security Planning & Risk

Assessment): 보호조치를 수행할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

정, 자산을 식별 및 분류하고, 취약점 및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여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함

Ÿ 보안 요구사항 및 평가(Tender Security Requirement and

Security Evaluation): 사이버 보안을 위하여 국제 표준과

조직내부기준,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확보를 위

한 보안 요구사항을 tender의 입찰 요구사항으로 제안하고,

vendor에 대하여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솔루션 및 테스트

등을 통해 보안제어항목을 평가함

Ÿ 주요 보안 설계 검토(Critical Security Design Review): 시

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설계 취약성 및 보안

권장사항을 평가하고 시스템 설계에서 위협 및 취약점 분

석을 기반으로 제안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 통제 항

목을 검토 및 구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Ÿ 소스코드 검토(Perform Source Code Review): 안전하지

않은 코딩이나 악의적인 접근, 코딩 오류로 인한 보안 문

제 탐지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입력 유효성 검사,

인증 및 접근 제어), 보안 기능(암호화, 접근제어)의 취약

점, 백도어, 멀웨어, 알려진 취약점과 알려지지 않은 취약

점 등에 대해 소스코드 단에서 분석하고 조직 내 공급업체

에 대해서도 보안 코딩 표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Ÿ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Application Security Testing):

시스템을 부분부분 분리하여 테스트함으로써 개별 부분이

올바른지 검토하는 테스트로 개발 주기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탐지하고 분리하여 테스트한 결과를 종합적

으로 테스트하여 종합적인 완화계획의 수립 및 완화조치

의 효과를 검증함

Ÿ 시스템 보안 적용 테스트(System Security Acceptance

Testing): 설계된 시스템에 대해 보안 사양 및 기준 표준

과 비교하여 시스템의 구성을 확인하고, 보안 제어 테스트

결과를 검증하여 평가하고, 제3자를 통한 인증 테스트를

수행함

Ÿ 침투 테스트(Penetration Testing): 공격자가 악용할 수 있

는 취약점의 탐색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운영체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결함 및 부적절한 구성 등을 탐지해보는 테스트로 조직의

보안정책, 보안 시스템, 보안 인식, 보안사고 대응능력 등

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함

Ÿ 감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Audit & Continuous

Monitoring): 시스템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보안제어기능이

지속적으로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단계로, 결과에 따라 적

절한 위험완화조치 및 위험의 수용 여부를 판단함

Ÿ 안전한 폐기(Secure Disposal): 시스템 소유자는 정책 및

규정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해당 매체의 특성, 기밀성에 대한 위험 등을 평가하여 위

생 처리 또는 판매, 폐기,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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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보안내재화(SbD) 통제 항목

유럽의 산업사물인터넷(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관련 보안요구사항은 정책적 차원에서 설계 관

리, 자산 관리, 위험 관리를, 조직적 차원에서 최하위단

(end point) 생명주기 및 보안 아키텍처(security

architecture)의 요구사항과 사고 처리 및 취약점 관리

를, 기술적 차원에서 클라우드 보안 및 비즈니스 연속

성 복구, 사물통신(Machine to Machine) 구성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보안내재화(SbD)와 관련한 보

안 요구사항은 정책적 차원 중 5개 항목(PS-01~05)에

해당한다.

Ÿ 시스템 개발 단계(설계, 분석, 구현, 테스트, 운영, 유지보

수 등)를 일방향적 end-to-end 프로세스가 아닌 라이프사

이클로 인식하고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 측면

을 고려

Ÿ 컴퓨터 성능의 한계, 네트워크가 아닌 end-point 단의 기

능 등에 대하여 설계에서의 오류방지 메커니즘을 도입해

사이버 보안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도입

Ÿ 네트워크 장치, 프로토콜, 엔지니어링 툴 등에 대해 보안평

가 및 안전평가를 실행하고 연결된 장치를 식별 및 인증하

는 등 호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여 무단 재구성을 방지함

Ÿ 시스템에 대한 공격 트리에 대해 위협 모델링을 개발하여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 사이버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고, 사

이버보안 전문가와 위험 및 위협 분석을 통해 설계 프로세

스 초기부터 필요한 보안 기능을 식별, 시스템이 직면한

위협과 위험을 인지·통찰함

Ÿ 조직의 산업 환경에 따라 최소한의 기능 및 기술 사양에

대해 보안조치를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함. 대상으로 시스

템 아키텍처, 출입통제, 통신보안, 보안정책, 모바일 보안,

클라우드 보안, 백업 및 재해복구 등이 해당함

Ⅳ. 주요국 주요기반시설의
보안내재화(SbD) 추진 분석

1. 보안내재화(SbD) 항목 비교 분석

제3장에서 살펴본 미국, 싱가포르, 유럽의 주요기반

시설의 보안내재화(SbD) 추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미국의 주요기반시설회복탄력성시스템(CIDARS)은

주요기반시설의 상호의존성을 기반하여 부문 간 협력

강화와 위험 및 위협 평가를 중심으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요기반시설의 회복력 중심 연구개발 계획

을 기반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영역별 특성화 및 관

련 지침 및 이니셔티브의 개발을 목적으로 구성된 항목

이 다수 존재하였다.

싱가포르의 보안내재화(SbD) 프레임워크는 전체 시

스템 개발 생애주기를 기반하여 구축한 보안내재화

(SbD) 프로세스의 추진 과정에서 단계별 보안을 적용

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 초기, 자체 검증, 외부 검증, 변

경 관리 등 프로세스에 따른 보안 활동을 중심으로 항

목이 구성되었다. 특히 개발 전, 중, 후 단계별 검증 항

목이 중점적으로 구성되었다.

유럽의 IIoT 보안 내 보안내재화(SbD) 항목은 정책

적 대책 중의 일부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스템 및 데

이터의 처리보다 전반적인 관리적 보안 차원의 항목으

로 구성되었다.

표 2. 주요국 보안내재화(SbD) 항목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SbD items in major countries

Cate-
gory

Components
CI-
DARS
(US)

SbD
FW
(Singa
pore)

IIoT
Security
(Europe)

Soft-
ware
(SW)

Asset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 O X

Risk assessment
and analysis

O O O

Security
requirements

△ O O

Data (information)
management

O O X

System change
management

△ O O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 O O

Physi-
cal
Syste
m
(HW)

Asset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 O X

Risk assessment
and analysis

O O O

Security
requirements

△ O O

System change
management

△ O O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 O O

Resili-
ence

Manpower
management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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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요국에서 추진하는 주요기반시설의 보안내

재화(SbD)의 핵심적인 방향성을 분석한 결과를 그림 2.

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미국은 연구개발 계획 문서에서 제시된 항목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항목은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및 보안조치보다 거진 관련 규정의 수립 및 프로세스

구축 등 환경조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분석한

항목으로 보아 미국 주요기반시설회복탄력성시스템

(CIDARS)는 상호의존성과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사

전예방적 보안(CSbD)를 다루며 보안성과 개별 시스템

에 대한 항목은 적다.

싱가포르는 주요기반시설에 적용된 보안내재화

(SbD) FW에서 제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각 시스템에 따른 보안을 위해 전체적인 관점에

* 명확한기준또는별도의항목이제시된경우 O, 별도의항목으로
정리되지 않고 관련 개념과 의미를 포함하여 다른 항목에서 간접
적으로설명된경우△, 관련하여별도항목이구성되어있지않고
관련 개념과 의미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X로 표기하였다.

서 제시된 항목이 대다수이며, 개별 시스템과 상호의존

성을 고려한 시스템에도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중심의 항목으로 조직 내부 체계 점검을 중점적

으로 다루며,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관련한 내

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유럽은 단독 시스템에 보호 시 요구되는 항목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보호조치 차

원의 항목이 대다수이며,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이

버 회복탄력성을 고려하기 위한 항목의 비중은 낮다.

그림 2. 주요국 보안내재화(SbD) 추진 비교 분석*

Figure 2. Comparative analysis of security by design in
major countries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국가별 주요기반시설에 있어

보안내재화(SbD)를 논의하는 수준을 독립성(단독 시스

템 대상)과 상호의존성(보안성과 회복탄력성, 적용 시

공통적인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2. 보안 요구사항 관련 참조 문서

전술한 바와 같이 주요기반시설에서의 사전예방적

보안(CSbD)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개발생명주기(SDLC)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을 참조하여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미국 NIST는 시스템 개발 생애주기에 따른 보

안 요구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며(NIST

800-64), 국토안보부(DHS)는 주요기반시설의 보안과

* 상기 그림은 각 국가 및 관련 문헌에서 보안내재화(SbD)에 대해
중점적으로생각하는요인을상대적으로표현한것이다. 회복탄력
성를중심으로보안내재화(SbD)를 수행하더라도 Security를 포함
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주요국 보안내재화(SbD) 항목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SbD items in major countries

Cate-
gory

Components
CI-
DARS
(US)

SbD
FW
(Singa
pore)

IIoT
Security
(Europe)

(selection of
personnel in
charge)

Risk assessment
and analysis

O O O

Security
requirements

　 　 　

Inside the
organization

O O O

Service, supplier △ O O

Configuration
management

O O O

Cooperation 　 　 　

Inside the
organization

O O △

Between
organizations

O △ X

Cross country O X X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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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에 대한 가이드라인(2019.11)을 발간하여 주요기

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정리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주요기반시설의 공통 위험과 영역별

위험을 식별하고 주요기반시설의 보안내재화(SbD)를

구축하여 그에 따른 단계별 보안 항목을 적용할 수 있

다. 아울러, 보안내재화(SbD)의 보안 제어 기능과 강력

한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결합하기 위해 ISO 31000과

결합된 COBiT 또는 NIST 1800-5b와 같은 입증된 프

레임워크의 제어항목을 참조하여 구상할 수 있다.

3. 소결

이처럼 국제적으로 주요기반시설에 사전예방적 보안

(CSbD)를 적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노력을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각 국가는 주요기반시설의 사전예방적 보안

(CSbD)에 대한 논의 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분

없이 전체 시스템을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

다. 이를 미루어 보아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보안

(SBD, Secure by Design)의 수준보다 사이버물리시스

템(CPS)를 포함하는 Security by Design의 개념까지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내재화(SbD)의 개념을 기반

으로 대분류를 설정하고 중·소분류로 설계 프로세스의

단계를 설정하여 비교한 결과, 미국은 회복탄력성에, 싱

가포르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유럽은 소프트웨어/하드

웨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예방적보안(CSbD)의 충족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기준인 사이버 회복탄력성의 보장은 국가별로

각기 다른 핵심 추진 영역(focusing area)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상

호의존성과 회복탄력성을, 싱가포르는 개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유럽은 시스템의 보안성을 중심으로 관련 항

목을 설정하였다.

Ⅴ. 결 론

주요기반시설의 보안내재화(SbD) 적용은 최근 논의

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관련 지

침 및 가이드라인, 규정 등이 개발되고 있다. 주요기반

시설에서의 보안내재화(SbD) 적용은 다각적으로 논의

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주요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만큼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주요기반시설에 보안내재화(SbD)

적용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것처럼, 주요기반시설의 시스

템은 리뉴얼 또는 설계 시부터 종합적인 위험관리 차원

에서 보안성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때 설계 계획, 시행,

점검 등의 체계를 통해 사이버회복탄력성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 영역과 물리 영역의 기반

시설 관계부처와 공공, 민간의 주요기반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력을 기반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이버회복탄력성의 강화를 위한 관점에

서 국제적으로 진행된 논의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

과로 최근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물리시스템(CPS) 개

발 라이프사이클의 초기부터 보안이 적용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국내에서도 주요기반시설 관련 논의 진행

과정에서 주요기반시설의 사전예방적 보안(CSbD)를 적

용할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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