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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무기체계 임베디드SW는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유지관리가 진행되지 않아 자체 결함 및 외부
침입에 대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 실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군 내 전문인력·
조직 구축, 품질보증 제도화, SW ILS 제도화 등 유지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S-SLA기반 정보보호 유지보수, 화이트리스트 기법 + TPM 적용 등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핵심어 : 무기체계 임베디드SW, SW 유지보수, 정보보호, S-SLA, Whitelist, TPM

Abstract
S. Korea's weapon systems embedded softwares have some vulnerabilities to their own defects and outer
invasions as a result of the insuffici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system in spite of their growing
importance.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actual outcome of its current operation of management system.
Then we introduce a strategy to improve the current maintenance system such as organization of
professional maintenance divis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W quality assurance and Integrated Logistics
Support(ILS). Lastly, we suggest S-SLA-based security maintenance and Whitelist-based solutions+TPM in
order to develop information security system for the weapon systems embedded SWs.
Keywords : Weapon Systems Embedded SW, SW Maintenance, Information Security, S-SLA, Whitelist, T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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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위협에 따라 군의 무기/비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의 첨단화가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이하

SW)의

유사시

군

주도

유지관리(Maintenance

Management) 능력 확보는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소스코드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개발 이후 진행되지 않은 임베디드(Embedded) SW 유지보수(Maintenance), 낮은 국산화율과
높은 업체 의존도 등의 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체계SW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
해서 국방부는 무기체계 임베디드SW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명주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1],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획득관리 개선에 대한 연구[2],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SW 개발 및 실무지침서 등을 통하여 관리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나[3]
육·해·공군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2013년 금융업체에 대한 DDoS 공격, 최근 한국 수력원자력 원전자료 유출 사고 등을 계
기로 민·관·군 합동 사이버 위기 대응 실전훈련 강화, 사이버 분야 전문 인력 양성 확대, 국가 안
보실 중심의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2015년 초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작전과 신설을
통한 군 사이버작전 중앙통제력 강화 등 범국가적인 사이버방호태세가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유
사시 최고의 성능발휘를 통하여 국가의 안보 일선에서 활용될 무기체계의 임베디드SW는 정보보호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자체 결함 또는 외부 침입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무
기/비무기체계 임베디드SW 보안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평가방법의 연구[4], 소프트웨어 보안정책
구현을 위한 무기체계SW 보안성확보 활동 방안[5], 시큐어코딩을 위한 무기체계 임베디드SW 개발
보안 적용분류체계[6] 등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무기체계 임베디드SW에 적
용 가능한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현실적 대안 및 구체적 활동 계획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현재 관리 실태와 정보보호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특성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군이 보유한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원활한 유지보수 체계를 정착시키고 현실적인 예산 환경 하에서 효율적인 정보보호의 추진에 기여
하기를 기대한다.

2.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현 실태 분석
2.1 유지관리 실태
국방SW는 무기체계SW와 전력지원체계SW로 구분 되며, 무기체계SW는 다시 전장관리체계SW와
무기체계 임베디드SW로 구분된다([그림 1] 참조). 전장관리체계SW는 주로 유사시 지휘통제·전투지
휘·군사정보체계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및 활용에 관련된 SW로서 합동지휘통제시스
템(KJCCS : Korea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육군 전술지휘정보체계(ATCIS: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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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해군 전술C4I시스템(KNCCS : Korea Naval Command
and Control System), 공군 전술C4I시스템(AFCCS : Air Force Command and Control System)
SW가 포함된다. 무기체계 임베디드SW는 무기체계에 내장되어 임무수행에 전용으로 제공되는 SW

로서 감시/정찰·항공·화력·방호·기동 무기체계용 SW를 포함한다. '무기체계'의 범주에서 전장관리
체계SW와 임베디드SW 간에 기술적인 큰 차이는 없으나 전장관리체계SW는 임베디드의 성질과 비

非

( )임베디드 성질의 SW를 두루 포함하는 특성이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전장관리체계SW

는 국산화율이 비교적 높고 관리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 무기체계 임베디드SW는 외산 의존도
가 더 높고 군에 관리조직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으며 정보보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림 1] 국방SW 분류[1]
[Fig. 1] Classific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SW

2.1.1 인력 운영적 측면
무기체계는 지금도 여러 체계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므로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유사시
원활한 운영유지가 제한된다. 또한 군이 핵심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 소스
코드를 핸들링 하는 성능개량에 한계가 있다. 즉, 소규모 오류제거는 가능하지만 변경소요가 큰 성
능개량은 제한된다. 위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초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 인력들을 유사시 어
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2.1.2 제도/조직적 측면
무기체계의 하드웨어(이하 HW)부분은 종합군수지원(ILS : Integrated Logistics Support)상에 정
비계획을 구체화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 부각되는 SW 정비계획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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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사시 동원되는 기술인력은 주로 HW와 상용SW 정
비를 위한 인원으로서 개발된 SW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전문인력 동원계획은 정립되지 않았다. 또
한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경우 전장관리체계SW와는 달리 각 군의 개발 이후 유지보수

– 재개

발 - 폐기 관리를 위한 조직 구축이 미흡하고 개발 이후 SW에 대한 유지보수는 진행되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최초 개발 시 장비 및 HW 위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SW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부
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유지보수 및 수명주기 관리를 위
한 임무·교리/교육·제도/조직·인력·환경·예산 등을 포함하는 계획 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고자료 무기체계 임베디드SW에 대한 국산화 향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1]을
발표하여 해결책을 모색 중이나 세부적인 대응계획과 각 군의 역할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2.1.3 환경적 측면
무기체계SW의 중요성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
나 현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무기체계 임베디드SW는 개발 전부터 SW 유지보수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 자체 유지보수를 위한 테스트베드, 시험장비(시뮬레이터 등), 코딩 검증 및 재사
용성을 위한 툴·시설 등 기반여건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

2.1.4 기술적 측면
응용SW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
(예: 한글, 자동제어, 지휘통제, 비행제어, 사격통제 등)

미들웨어

응용SW와 운영체계(OS)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중간 프로그램
(예: DBMS, 통신미들웨어(RTI) 등)

운영체계
(OS)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응용SW가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
(예: Window XP, Linux, VxWorks 등)

[그림 2] 무기체계SW 세부 계층[7]
[Fig. 2] Stratification of Weapon Systems Embedded SW

戰時) 정보체계인 전장관리체계의 기술도 첨단화가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위협에 따라 군의 전시(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전장관리체계·내장형SW를 포함하는 무기체계SW의 유사시 군 주도 유지
관리 능력 확보는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유사시는 평시보다 외주업체 지원을 받는 것이 제
한되므로 군 주도적인 SW 유지관리가 불가피하다. 미군의 경우 국방부 자체 유지보수를 통한 유
사시 SW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강조한 바 있다[8]. 그러나 무기체계 임베디드SW 핵심기술의 업체
의존도는 심화되어 있고 운영체계·미들웨어·응용SW([그림 2] 참조) 모두 외산 의존도가 높지만 유
사시 관리지원 가능한 업체의 동원이나 군 주도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표 1]
과 같은 임베디드SW의 특성은 다른 SW보다 더 전문적이고 업체의존도가 심화된 이유를 말 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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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고신뢰성'은 한 건의 오류가 치명적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대표적 특성으로서 오류 최소화를 위한 신뢰성 시험과 품질관리 테스팅의 제도화 역시 시급함을
유추할 수 있다.
[표 1]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특성[7]
[Table 1] Characteristics of Weapon Systems Embedded SW

∙ 실시간성 : 무기체계 성능발휘를 위해 주어진 시간 내 이벤트 처리 요구
∙ 시험난이성 : 체계별 상이한 SW 내장으로 상호호환 제한
∙ 고신뢰성 : 불안정한 전장환경 속 운용을 위한 고도의 신뢰도/가용도 요구
∙ 목적 한정성 : 특정 무기체계 임무목적에 따른 개발
∙ 개발 난이성 : HW에 따라 개발언어 관련지식이 상이하며 호스트(host)와 타깃(target)으로 구성
된 교차개발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개발
∙ 하드웨어 통합성 : HW와 동시설계 개발되므로 HW SW 통합 가능한 전문지식 요구
·

·

·

2.2 정보보호 실태
전술한 바와 같이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경우 SW에 대한 유지보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배치되어 운용 중인 체계들 중 공군의 항공 관련 일부 체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오
류 수정·신뢰성 보장 및 정보보호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무기체계 SW 개발과정에서 SW
자체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SW개발
보안(시큐어코딩)[9]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시큐어코딩의 미적용 상태에서 적응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SW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경우, ‘SW의 복잡도는 보안의 적’[10]이라는 말처럼 보안에 취
약해 질 수밖에 없다. 임베디드SW의 경우 소프트웨어 변조·소프트웨어 구현·하드웨어 외부·하드웨
어 터미널·하드웨어 컴포넌트 침입·하드웨어 복제·데이터·시각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시스템 접
근·암호구현으로 구분되는 카테고리 안에 59개의 취약성 요소를 포함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3]. 실제로 시스템에 대한 전력분석공격(power analysis attack), 오류주입 공격(fault attack), 전자

기 공격, 그리고 칩 디캡핑(chip de-capping), 마이크로프로빙(micro-probing) 등 물리적 공격의 사
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3]. 유사시 인명손실과 직결된 무기체계의 고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자체
내포된 결함이 식별되지 않고 있거나 외부침입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조속한 조
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3. 개선 전략 도출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현 실태를 극복하고자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육·해·공군 정보
화기획실 중심으로 각 군 및 방위사업청 SW개발자·운영 실무자, 정보보호 담당자,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들이 총 5차례의 실무토의와 연구보고를 통하여 개선 전략을 도출하였다. 즉, [그림 3]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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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재 유지관리 실태와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특성, 그리고 정보보호 실태를 교차 분석하여
유지보수 개선을 위한 과제로서 ‘조직 및 인력 보강’, ‘품질보증 및 개발표준화’, ‘SW ILS 제도화’
를 도출하였으며,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서 ‘S-SLA 적용’, ‘화이트리스트+TPM 기법 적
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이유와 추진 방향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겠다.
유지

군내 전문인력 및 조직 부재

•

관리

개발 이후 SW유지보수 미실시

•

실태

수명주기 관리체계 미구축

•

실시간성

•

시험난이성

•

고신뢰성

•

목적 한정성

•

개발 난이성

•

하드웨어 통합성

•

정보보호체계 미구축
(구축 시 다년 계약 선호)

•

다양한 취약성 내재

•

특성

정보
보호
실태

• 조직 및 인력 보강
유지
• 품질보증 및 개발표준화

보수
개선

• SW ILS 제도화

정보

• S-SLA 유지보수 적용

보호
• 화이트리스트 + TPM 기법
적용

체계
구축

[그림 3] 무기체계 임베디드SW 개선 전략 도출
[Fig. 3] Improvement Strategies Derived for Weapon Systems Embedded SW

3.1 유지보수 개선 방안 도출
수명주기 관리가 미흡한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관리 실태와 실시간성·시험난이성 등 고유의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 및 인력 보강이다. 무엇보다 수명주기관리 전담조직을 국방부와 각 군에 신설해야
하며 그에 따라 교리/교육·제도/조직·인력·예산·관리대상 등 세부계획을 지금부터 작성해야 한다.
또한 SW개발에 참여한 기술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유사시 원활한 SW 유지보수·성능개량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동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그 동안 관리되지 않은 SW 수량이 방대한 만
큼 전투 긴요도와 개발비용이 높고 군이 기술소유권(기술소유권 또는 실시권이 없으면 소스코드
핸들링에 제약이 있다.)을 보유한 SW부터 우선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차근차근 관리 규모를 확
대해야 하겠다. 또한 기술소유권을 미확보한 체계는 유사시 중단 없는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유
지보수 업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품질보증 및 개발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무기체계 특성 상 SW신뢰성
[11]을 확보하고 적시 지원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유형적인 장비·HW 분야는 이미
2014년 초부터 RAM(Reliability·Availability·Maintainability : 신뢰도·가용도·정비도) 분석을 의무화

하여 신뢰성 증대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SW 분야도 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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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SW의 신뢰성 목표값(목표 신뢰도)[12]을 설정하고 수명주기 전 단계에 정적·동적 시험을 포함
한 SW 테스팅을 제도화하는 등 지속적인 신뢰성 및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SW의
잠재된 결함(오류)이 수명주기 전 단계에서 불규칙적으로 생성되는, 즉, 비동차 포아송과정(NHPP:
Non-Homogeneous Poisson Process)을 따르는 모형에 대한 연구[13], 개발단계에서의 SW신뢰성
[14], 운영단계에서의 SW신뢰성[15] 관리에 대하여 연구된 바 있다. 또한, 국방SW통합관리체계
(DESIS)(DEfense Software Information System :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사업관리·품질보증 및 저

작권 관리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개발하였으며 C언어·JAVA·Ada 계열로 개발되는 SW에 적
용 가능한 툴)와 같은 전문적 관리 툴을 활용하여 잠재성 오류 분석·복잡도 분석·유지보수성 분석
등 품질보증을 위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개발된 체계 간 상호운용성·재사용성[16][17]
증대를 위한 개발방법론 등 표준화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셋째, 군 자체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이다. 즉, 유형적인 HW 위주로 작성
되는 종합군수지원(ILS)에 SW 유지보수 항목을 명시하고 준수하도록 제도화해야 하며([표 2] 참
조), 개발 전부터 테스트베드 및 시험장비(시뮬레이터 등)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전·평시
간단없는 결함 식별 및 보완, 신뢰성 유지를 위한 SW 테스팅 등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표 2] SW에 대한 ILS 요소 (예시)[1]
[Table 2] An Example of ILS Factors for SW

ILS 요소
연구/설계 반영
표준화/호환성
정비계획
지원장비
군수인력운용
군수지원교육
기술교범
기술자료관리

세부사항
․
․
․
․
․
․
․
․
․
․
․
․
․
․
․

SW ILS 요소 및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
SW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고려하여 설계
SW 표준화 및 유사체계와 호환성
표준 준수 여부 및 상호운용성 검토
SW 정비지원을 위한 지원요소 분석/개발
소요군 정비능력 확보

정비단계별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확보
SW 정비결과 확인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정비요원, 기술수준에 맞는 인력 충원
소요 주특기 판단
SW 운용자 교육계획
교재/교보재 지원, 체계 소개용 동영상 제작 등
SW 설치 매뉴얼, 소프트웨어 버전기술서
소프트웨어 사용자 및 운용자 설명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체계개발 설계, 구현, 시험관련 자료, 응용 소프
트웨어 소스코드 등

3.2. 정보보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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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S-SLA 유지보수 적용
현재 무기체계 임베디드SW를 제외한 전장관리체계 또는 비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정보
보호 솔루션이 대부분 민간 용역 유지보수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HW와 결합된 접근통제/침입차
단시스템·백신 등은 5 6년 단위 리스 계약과 요율제 유지보수[18]를 병행하고 있으며 보호체계 도
입 시 공통평가기준(CC : Common Criteria)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체계 임베디드
SW의 경우 개발시 시큐어코딩과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진행되지 않으며 다양한 개발언어와 기능,
HW별 플랫폼이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유지보수 방식이 요구된다. 즉,

일반적인 요율제 유지보수보다는 성과중심의 유지보수로 보호수준 강화 과정이 가시화 및 통제되
어야 하며, 보호체계의 미도입에 따라 CC인증 수준의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S-SLA(Security-Service Level Agreement), 즉, 보안 서비스 수준에 따른 계약방법을 대안으로 고려

할 수 있다.
SLA는 보장된 품질 수준에 관련된 측정지표를 기술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들 사이의 공식

적인 계약이다. 일반적인 SLA는 대역폭, 지연, 손실 등과 같은 유지보수에 관련된 측정지표와 보
장수준을 나타낸다[19].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구현되는 SLA는 측정 및 추적될 수 있는 지표에
기초한다. 이와 같은 측정지표로 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서비스
가용성(availability)을 예로 들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보안서비스의 가용도가 99.999%일 때 1년
에 접속 불량 시간 10분 이내의 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19]. 즉, 일반
적으로 요율제 유지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결함 수정이나 기능개선의 분량을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계약 시 선급금으로 50% 이상 지급하고 만료 시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대다수로서 성
과에 대한 평가는 미약한 편이다. 반면, SLA 유지보수는 용역업체가 관리해야 할 영역을 식별하여
목표값을 산정한 후 서비스 수준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목표 미달 시에는 제재(penalty)를, 성과
가 만족스러운 경우는 보상(incentive)을 제공한다. 이는 성과기반 관리방식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군수 분야에서의 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 성과기반 군수관리제도)과 유사하다. PBL은
용역업체에 군수지원요소의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군수공급관리체계의 책임을 업체에 위
임함으로써 군으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며, 재고비용 감소, 공급체계 효율성 증진,
저 신뢰도 부품에 대한 성능 및 가용성 개선을 통한 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표가 있고 성과목표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20]. 즉, S-SLA와 PBL 방식은 군이 더욱 전투에 전념하고 유지
보수 및 정보보호는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는다.
무엇보다 시큐어코딩과 SW 유지보수가 진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전문업체에 의해 보안수준
을 진단하고 요구 수준을 달성하여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성과 위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여
기서 공통 플랫폼이 정립되지 않고 HW에 따라 기능과 언어가 상이한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현
실은 체계별 상이한 보안기능을 요구하므로 서비스 수준과 성과지표가 적절히 등급화 되어야 한
다. 또한, 다음 년도 성과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년도 성과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요율제
유지보수처럼 1년 단위 계약방식보다 다년 단위 계약 방식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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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준과 성과지표를 결정하기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의해 통
신 채널 보호·데이터 보호·암호지원·시스템 접근 보호·물리적 보안·시스템 자체보호·보안감사·구현
안전성·성능 및 가용성의 9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제시되었으며[3], 또한 S-SLA 성과지표의 등
급화를 침입탐지 시스템과 안티바이러스 시스템에 각각 적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19][21]. 즉,
각각의 체계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선택하고 등급화 하여 서비스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등급화는 공통적인 보안기능일수록 하위 등급으로 분류하고 개별적인 기능일수록
상위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19][21], 무기체계 임베디드SW는 아직 정보보호 관련 유지보수 실
적이 없으므로 최소 1년 이상 유지보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S-SLA를 위한 등급화 지
표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표 3]은 서비스 수준을 정의하기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의 예시
이다. 여기서 A등급은 B등급보다 체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안기능이다.
[표 3] 보안기능 요구사항 예시
[Table 3] An Example of Security Function Requirements

체계/언어

기능

보안기능 요구사항

등급수준

보안감사 데이터 생성
보안감사

보안감사 데이터 접근 통제
보안감사 데이터 무결성

A

보안감사 데이터 저장
감시
정찰
체계
/
C 

관리자 및 시스템 권한 명세
관리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
접근보호

A

연속 인증 실패
사용자 권한 명세
사용자 식별 및 인증

B

세션 잠금 및 종료
：

：

：

3.2.2 화이트리스트+TPM 기법 적용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실시간성 특성 상 무기체계가 주어진 시간 내 이벤트를 처리하고 성능
발휘를 하기 위해서 복잡도가 크고 부담스러운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은 장애가 될 수 있다. 반면
다양한 정보보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침해에 대응 가능한 대책
이 필요하다. 더불어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시험 난이성과 목적 한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영역에 제한된 업무처리, 폐쇄 또는 단독망 형태, 리소스가 많지 않고 전장관리체계에 비해 저사양
이라는 특성은 기존의 방역체계인 블랙리스트 기법과 차별되는 대안을 요구한다. 따라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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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알려지지 않는 악성코드 침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화이트리스트 기법을 적용한 관리체계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표 4],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포함하는 블랙리스트 기법은 위

험성이 입증된 악성코드에 대해서만 유입을 차단하지만 전장관리체계SW에 비해 운영범위가 작은
임베디드SW는 특정 허용된 실행(executable)파일을 제외하고 모두 차단시키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22].
[표 4] 화이트리스트 vs 블랙리스트 기법 비교[22]
[Table 4] Comparison of Whitelist Solutions vs. Blacklist Solutions

구 분

화이트리스트 기법

블랙리스트 기법

처리방식

사전예방

사후처리

프로그램제어

허용된 어플리케이션만 사용

모든 어플리케이션 사용 가능

편의성

제한적 환경

범용적 환경

엔진 사이즈

변경없음

지속적인 증가

리소스 점유율

낮음

높음

보안수준

높음

낮음

업데이트/패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라인 점검 시 스케줄링 가능

실시간 업데이트/패치 적용으로
장애 발생 우려

[표 5] 화이트리스트 기법 특성[22]
[Table 5] Characteristics of Whitelist-Based Solutions

∙ 안전한 것으로 증명된 입력값만 허용, 증명되지 않는 신종 악성 코드 차단 및 Zero-Day
Attack까지 진단 가능
∙ 특정 프로그램만 사용되는 제한적인 환경에 적합
∙ 변화가 적고 운용 프로그램 수가 적은 산업용 기기에 적합
∙ 초기 코드 내 악성코드 내포 시 화이트리스트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무결성 보
장 필요

화이트리스트 기법은 일반적으로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구성요소로 식별하여 화이트리
스팅 정책과 결합시키는 몇 가지 공통된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는 인증서(certificate), 경로
값(path values), 해시값(hash values), 서비스(service) 그리고 시스템 및 사용자 요소(system and
user behavior) 등을 포함한다[23]. 화이트리스트를 활용한 악성코드 설치를 위해 악용되는 웹사이

트 탐지에 관한 연구[24], 제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과 다양한 오작동 상
황에 대처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연구[25], SW 업데이트 유형별
위협요소와 그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이트리스트 구성방안에 대한 연구[26] 등이 진행된
바 있다. 단, 화이트리스트 기법이 블랙리스트보다 초기 비용소요가 크기 때문에 도입에 장애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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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으나[22] 이는 차후 SLA에 의한 협약과 수명주기 비용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소요비용
을 산정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화이트리스트 기법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전 시스
템의 무결성이 보장되거나 지능적으로 악성코드를 제외한 후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기술
력이 요구된다[22]. 이에 대해 TCG(Trusted Computing Group)의 TPM(Trusted Platform Module)
이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병행 사용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나 기타 보안프로그램은 운영체제가 안전하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사용되는데, 운영체제나
SW의 취약점을 이용한 Zero-Day Attack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HW단계에서 차단하는
TPM 기법이 제기되었다[27]. TPM 기법은 HW 단계에서 자료를 암호화 및 복호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디스크만 추출해서 내부 자료를 탈취하려는 시도 역시 차단가능하다. [표 6]은 이러한 TPM
기법의 특성을 보여준다.
[표 6] TPM 특성[22][27][28]
[Table 6] Characteristics of TPM

∙ Zero-Day Attack 등 알려지지 않는 공격을 HW 단계에서 차단 가능한 칩 형태의 모듈
∙ 암호키 생성 및 암호화 과정을 수행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호
∙ 암호키나 패스워드를 비휘발성 공간에 저장하고 저장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명령어 제공
∙ 원격 호스트의 무결성 검증, 신뢰성 기반 통신, 안전한 통신 채널 제공 등 신뢰성 컴퓨팅 플
랫폼으로서의 기능 수행

무기체계 임베디드SW처럼 제한된 리소스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 상에서 TPM 기법을 이용한 정
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매커니즘 구축[28], TPM 기법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스토리지 환경에서 서버
가 클라이언트 호스트의 플랫폼을 인증하는 방법[27]과 프로그램 카운터 인코딩을 구현하는 방법
[29] 등은 연구된 바 있다. [그림 4]는 화이트리스트 기법의 관리체계를 TPM 등으로 보완하는 방

역체계를 나타낸다.

[그림 4] 무기체계 임베디드SW에 대한 화이트리스트+TPM
[Fig. 4] Application of Whitelist+TPM Solutions to Weapon Systems Embedded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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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가장 이상적인 정보보호체계는 개발 시 시큐어코딩이 적용되고 HW단계에서 TPM이
나 SW단계에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적용하여 무결성이 보장된 후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하여 보
안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단, 일부 운용중인 체계 중 유지보수가 진행되지 않아서 초기상태의
BIOS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섣불리 TPM을 새로 장착하기보다 악성코드 진단PC를 설치하여 대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폐쇄망·단독망으로 구성되는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특성에 따라
망 to 망 연결 시 주로 사용되는 USB 드라이브에 백신을 내장하여 무결성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 시큐어코딩이 미적용 되었기 때문에 SW단계에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으로 악성코드
를 식별하고 삭제할 때 시스템 작동 오류가 예상된다면 default로 재셋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
다. 따라서 아래 [그림 5]와 같이 전력화 예정이거나 신규개발 체계의 경우 시큐어코딩

⇒ BIOS

⇒ 화이트리스트 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운용 중인 SW 중 TPM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악성코드 진단 PC 설치 ⇒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또는 시스템 호스트에서 TPM으로 기기의 무결성 확보

및 화이트리스트 기법을 적용하여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림 5]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층화
[Fig. 5] Stratification for Construction of Security System of Weapon Systems Embedded SW

4. 결론
첨단과학의 발달은 무기체계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초래하였으며 그에 따라 무기체계에 탑재된
SW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무기체계 임베디드SW는 충분한 유지관

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체계는 공군을 제외하고 거의 SW에 집중된 유
지보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보보호 대책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
계 임베디드SW의 관리 실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군내 전문인력을 확보와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각 군에 신설,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고신뢰성 등의 특성
을 고려하여 적합한 품질보증 제도 및 개발표준화 추진, 그리고 SW ILS를 제도화하여 개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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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무기체계 임베디드SW의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성과기반의 정보보호 수
준을 유지 및 보안 품질관리 중심의 수명주기 비용 절감을 위한 S-SLA 기반의 정보보호 유지보수
적용, 블랙리스트 기법보다는 화이트리스트 기법+TPM(또는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등)을 적용하여
무기체계 임베디드SW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제시한 대안들을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된 연구와 블랙리스트 기법과 화
이트리스트 기법의 수명주기 비용 비교 및 최적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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