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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단위업무시스템별 구성요소의 식별 방법을 노드, 모듈, 그리고 인터페이스로 나타냈다. 단위업무

시스템별 보호대상을 정의하였고, 구성 요소별로 노드, 모듈,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보호대상 정

의 테이블에서 식별된 보호 대상 노드, 모듈은 분석단계에서 정의된 보안 기준에 따라 보안속성 설계 및 상세화를 수

행한다. 그리고 보안 속성 설계 작성 기준은 보호대상과 액세스 허용대상, 접근통제 영역, 식별 및 인증 영역, 그리고 

암호화로 분류하여 각각을 설명하고 예시를 들도록 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method to identify components per unit task system is expressed with node, module, and interface. 
We define security subject per unit task system and explain node, module, and interface per component. According to 
the defined security standard in design phase, we also perform to design and elaborate security attributes for node and 
module as identified security subjects in their defined tables. And then we describe the composition standard for 
security attribute design with some examples, after classifying it into security subject, access subject, access control 
area, identification or verification area, and encryption.

키워드 : 노드, 모듈, 인터페이스, 보안 속성

Key word : node, module, interface, security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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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설계단계의 보안 활동은 분석단계에서 산출된 보안 

요구사항 분석서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버 등의 개발 환경 보안과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설계를 수

행하는 것이다. 설계전체에 대한 보안 활동에 대한 점

검이 이루어지고 반영계획 등이 수립된 후에 구현단계

로 이행되어야 구현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1]. 
DB 보안에서 설계 단계는 DB 접근제어 규칙, DB 작

업결재 규칙 등과 같이 각 기술요소별로 구현을 위 한 

상세 규칙을 정의하고 시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DB 접근제어에 대한 설계 단계의 주요 수행 내용은 접

근제어 규칙 정의로, 여기에는 사용 자 인증, 로그인, 
SQL 통제, 로깅, 경보, SQL 마스킹 등에 대한 상세 규

칙이 정의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지표를 정의하고 상세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DB 암호화에 

대한 설계 단계의 주요 수행 내용은 복호화 권한을 부

여할 대상과 그 권한의 통제 방법 정의, 암호화키 및 알

고리즘의 정의 등이다[2].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보안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 분석 및 설계자가 이를 보완

하여야 한다. 이는 시스템 설계자가 보안 전문가가 아

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

어가 개발되고 설치되어 운영될 고객 기업에 기본적인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여야 한다[3].
본 논문은 2장에서 관련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 단

위업무시스템별 구성요소 식별과 단위업무시스템별 보

호대상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며, 4장에서는 매우 중요

한 보안의 속성 설계와 보호대상과 액세스 허용대상, 
접근통제 영역, 식별 및 인증 영역, 그리고 암호화로 분

류한 보안 속성 설계 작성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5장
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Ⅱ. 관련연구

분석단계의 보안을 위하 관련 연구를 보면, 먼저, 안
전한 S/W  개발을 위하여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

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계 구현하도록 하며 보안관련 법 

제도 및 규정과 그 세부내역들을 제시하였다[4]. [4]에

서는 또한 국내외 해킹 사례를 살펴보았고, S/W 개발 

보안의 주요 이슈도 들었다. 그리고 보안 관련 법 제도 

및 규정의 실례 또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단계에서는 식별 및 인증의 보안요건을 제시하

는데 개별 ID의 유일한 식별 패스워드 길이 제한 및 표

준 조합을 적용과 주기적인 변경, ID/PW 이외의 보다 

강화된 인증 방식 제공 및 인증 프로세스의 보안 요건 

만족 등을 들 수 있다[5].
그리고 암호화에서는 중요 정보의 전송 또는 저장 시 

정보의 기밀성과 무결성 보장과, 감사 로그에서는 부인 

방지를 위해 모든 전자 금융 거래 관련 내역은 로깅 및 

보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6].
업무수행자인 사용자의 역할과 데이터 사용행위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및 권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의 대량 

조회 및 변경 작업은 반드시 사전 결재를 취득해야 가

능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으며,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세션에 대하여 통제를 하는 것은 당

연하다는 것도 제시하였다[7].
그리고 분석단계의 마지막인 취약점 관리에서, 시스

템의 어플리케이션 및 IT 인프라에 대한 취약점 관리는 

식별되어야 하고 개발 단계에서 실행 가능한 취약점 관

리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단계의 과정을 거친 후 다음으로 설계단

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Ⅲ. 보호대상 식별 정의

3.1.  단위업무시스템별 구성요소 식별

모든 독립된 업무시스템에 대해서 보호대상을 개별

적으로 식별한다. 단위업무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업

무시스템이 설치되는 시스템 노드(서버 시스템), 노드

의 특정 디렉토리에 설치되어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 

모듈, 모듈간의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로 구분하여 식

별한다.

3.2. 단위업무시스템별 보호대상 정의

모든 단위업무시스템은 노드(node), 모듈(module), 
그리고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설계하면서 보호대상

을 정의한다. 시스템과 노드, 노드와 모듈, 모듈과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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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위업무시스템별 구성요소

Fig. 1 Components per Unit-specific Business Systems 

Component Explanation

System
Node

It means a physical system with an IP 
address that the application module is 
installed. To identify a particular business 
system, system is included in the business 
and other system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pplication
Module

From the application of modules to be 
installed inside the system, it means the 
application module includes a component 
for the business system.

Interface

It means to cover all the communication 
system for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 application module. 
(ex: FTP, DB-Link, EAI, SOCKET, 
HTTP, rhost)

페이스는 각각 1:N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표 1은 단위

업무시스템별 보호 대상의 예시로서 각각 업무 시스템

과 노드는 1:N의 구조, 노드와 모듈은 1:N의 구조, 모듈

과 인터페이스는 1:N의 구조를 갖는 것을 보여 준다. 표 

2는 단위업무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 모듈, 그리

고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1. 보호대상의 정의 예

Table. 1 Defining Example of Protection Object 

Business System Node Module Interface

Homepage

Web
Server Apache

HTTP
Socket

WAS
Server

Jeus Socket
EAI XML MQ

DB
Server

Contents
DBMS

DB 
Listener

Bis.
DBMS

DB 
Listener

표 2. 업무시스템 구성요소 설명

Table. 2 Component Description of Busines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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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Explanation Ex.

Node
System name of the node in 
the system identified by 
object to access

Web Server,
SSO Server #1

Module
Application or package name 
running on the system 
identified by object to access

Merchandise 
Handling 
 Module, 

EAI Engine

Ⅳ. 보안속성설계

4.1. 보안의 속성 설계

개별 업무시스템별로 보호대상 정의 테이블에서 식

별된 보호 대상 노드, 모듈은 분석단계에서 정의된 보

안 기준에 따라 보안속성을 설계한다. 보호 대상 정의 

테이블에 보안속성 설계를 추가하여 보안속성 설계로 

상세화를 수행한다. 
그림 2는 개별업무시스템의 예를 나타내고, 표 3에서

는 이 개별업무시스템에 3.2에서 정의한 보호대상 정의 

테이블에 보안속성 설계를 추가하여 보안속성 설계로 

상세화한 예이다.

그림 2. 개별업무시스템의 예

Fig. 2 Examples of Individual Business Systems

표 3. 보안속성 설계의 예

Table. 3 Example of Security Attribute Design

① Object to Protect

Node Module File/
Directory Ownership Permission

SSO
/EAM 
Server

SSO/EAM 
Policy 
Server 
Module

sso/
safeagent/

keybd
SSO 755

② Object of  Access Permission

Node Module User

EP SSO Agent SSO

③ Access Control

Network I/F IP Port

SSO I/F(Socket) 191.191.111.200 7030, 2040

④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ID PW Etc.

KEY X C

⑤ Encryption

Data Grade Method

Authenticated Key 1 SSL

4.2. 보안 속성 설계 작성 기준 및 예시

보안 속성 설계 작성 기준은 크게 보호대상과 액세스 

허용대상, 접근통제 영역, 식별 및 인증 영역, 그리고 암

호화로 분류한다. 보호대상은 인증 및 접근 제어를 실

행하는 모듈의 고유한 속성 및 보안설정을 기술하는 것

으로 표 4와 같이 노드, 모듈, 파일/디렉토리, 소유권, 그
리고 퍼미션에 관한 설명과 예시를 들었다.

표 4. 보호대상의 예시

Table. 4 Object to Protect

Attribute Explanation Ex.

Mode
The system name of a node in 
the system identified by the 
protected.

Web Server, 
SSO Server #1

Module
Application or package name 
running on the protected 
system.

Merchandise 
Handling  
Module,

EAI Engine

File
/Directory

File or directory path where the 
module is installed in the node.

etc/bin,
webroot/

Ownership

Account name that will own 
the file/directory identified as 
protected. In most cases it 
matches the account name.

root,
kis_001

Permission

Written permissions set for 
files/directories you identified 
with protection. Basically, it 
recommends 700, but it records 
when additional authorization 
by special reasons.

800,
740,
666

액세스 허용대상은 보호대상으로 접근을 허용 할 모

듈의 고유한 속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표 5와 같이 노드

(node), 모듈(module), 그리고 사용자(user)에 관한 설명

과 예시를 들었다.

표 5. 액세스 허용 대상의 예시

Table. 5 Object of Access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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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Record dedicated account 
name identified as object to 
protect. Due to the nature of 
modules, if you need to run it 
recorded a non-dedicated 
account (root etc.)

root,
kis_001

접근통제 영역은 액세스 허용대상이 보호대상으로

의 접근 시 사용되는 통신방식과 접근을 제한 할 보안 

속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표 6과 같이 네트워크 I/F, IP, 
port에 대한 설명과 그 예시를 들었다.

표 6. 접근통제 영역의 예시

Table. 6 Access Control Area

Attribute Explanation Ex.

Network
I/F

Network interface scheme of 
the system node/module 
identified by the object to 
protect.

ftp,
http,
xml,
EAI

IP
IP address to be used by the 
nodes identified by the object 
to access.

10.10.10.4, 
unlimited

port

The port number defined to 
allow access from the 
identification module by the 
object to protect.

tcp80,
tcp/udp443, 

tcp3389

식별 및 인증 영역은 액세스 허용 대상이 보호대상으

로의 접근 시 사용되는 인증방식을 기술하는 것으로 표 

7과 같이 ID, PW,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인증 방법(etc.)
에 대한 설명과 그 예시를 들었다.

표 7. 식별 및 인증 영역의 예시

Table. 7 Area of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Attribute Explanation Ex.

ID

All forms of ID acceptable access 
module by approaching object to 
protect or text of ID in the case of 
a fixed ID.

Key File,
ID

PW Whether to perform password 
authentication when accessing. O, X

etc.

In addition to ID, PW certificates, 
when applying an additional 
authentication method, it will be 
described the method in detail.

Certification, 
Token

다음으로는 암호화인데 암호화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형식(암호문)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것이다. 암호문의 

형태로 정보를 기억 장치에 저장하거나 통신 회선을 통

해 전송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표 8에
서는 데이터(data), 등급(grade), 그리고 방식(method)에 

대한 설명과 그 예시를 들었다.

표 8. 암호화의 예시

Table. 8 Encryption

Attribute Explanation Ex.

Data

It displays the data name if 
there is more data than a 
certain rating data is defined 
in the design phase of the data 
stored or processed in the 
module.

ID,
Password,
Account 

Information

Grade Rating of data identified. 1, 2 ,3

Method
Encryption method to be used 
when the data encryption 
compliance.

SSL, hash, 
Field 

Encryption,
Expert 

Encryption

Ⅴ. 결  론

분석단계에서는 보안관련 법 제도 및 규정, 식별 및 

인증의 보안 요건 정의, 암호화에서 보안 요건의 정의, 
그리고 접근통제와 취약점 관리를 위한 보안요건의 정

의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단위업무시스템별 구성요소의 식별 

방법과 노드, 모듈,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설계에 대한 

단위업무시스템별 보호대상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개

별 업무시스템별로 보호 대상 정의 테이블에서 식별된 

보호 대상 노드, 모듈은 분석단계에서 정의된 보안 기

준에 따라 보안속성을 설계한다. 그리고 보안 속성 설

계 작성 기준은 크게 보호대상과 액세스 허용대상, 접
근통제 영역, 식별 및 인증 영역, 그리고 암호화로 분류

하였다. 또한 보호대상과 액세스 허용대상, 접근통제 

영역, 식별 및 인증 영역, 그리고 암호화에 대한 설명과 

예시도 나타냈다.
본 논문은 타 연구처럼 특정 부분이나 한 부분을 묘

사한 것이 아니라 설계단계의 보안에서 보안 속성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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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기술하여 그 특징을 나타내어 

다른 분야의 논문 작성의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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