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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주요 통신장비가

집중된 시설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전국감시 시설, 국가 행정 운영 및 관리 시설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수행이 불

가능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된 취약점 분석·평가 모델을 제시하였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검증 하였다. 관계

기관은 본 연구를 활용하여 기관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정보통신기반시설, 법제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ABSTRACT As the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had been getting more important,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APICI) was legislated in Korea 2001. Consequently, the major informa-

tion system, nationwide monitering service systems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operation & management systems have

been registered and managed under the APICI. The authorized organizations related to above service and system, perform

vulnerability analysis and evaluation for chie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by themselves or registered agencies. In this

research, we propose an advanced model for vulnerability analysis and evaluation and apply it to the ma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through the case study. We hope each related organization could apply this model for

analysis and evaluation of vulnerability in these infrastructures.

KEYWORDS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legal system, protection plan f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1.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한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방송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등은 활성화 되어 있는 반면, 내·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사이

버 침해행위 발생 시 주요 정보 통신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보

안 대책마련이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중국발 해킹 공격에 의한 국가 주요 시스템의 해킹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피해사고 발생시

2011년 기준 현재까지 악성코드 피해신고 건수(21,751건),

해킹사고 접수처리 건수(11,690건) 등 지속적인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건

수가(122, 215건) 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정보보호를 위

한 대응책이 마련이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에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8조에 따라, 침해행

위로 부터 정보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

부의 노력으로 그동안 취약했던 우리나라 정보보안 관련*SK 인포섹 컨설팅 사업본부 과장(E-mail: masterwg@skinfos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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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활성화 되어 왔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

된 시설에 대해서는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사이버

정보보안을 강화해 왔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침해에 대비한 정보보안체계  구축과 취약점 분석을 위해

정보보안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취약성 점검 및 평가 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

스스로가 사전적인 대비책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화된 취

약성 분석·평가 모델은 아직 일반화 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1개 기관의 실증 사례를 통해 현재 국내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모델을 분석하고, 문제

점을 개선하여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모델을

개선하였다.

2.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모형 

고찰

2.1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개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동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관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 및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다[2].

또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동시에

동일 시설에 내장된 중요 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적 침해행위 등 다양한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위

협요인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침해시

영향(피해규모 및 정도) 및 대책을 식별, 분석, 평가 하도록

하고 있다.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경제적(효과/비용)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수

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효

과적인 분야별 보호계획 수립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1.1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기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위해서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하여 소관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일정 수준이상의 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자체 전담반의 전문

성을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한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전문기관은 법에 의해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

업체,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등이 있으며, 지식경제부에

의해 지정된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 업체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2.1.2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시기

취약점 평가 시기는 관리기관이 2년마다 1번씩 정기적

으로 소관시설에 대하여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는

방식에서 2013년부터는 매년 1번씩 시행하도록 평가 주기를

단축하였다. 새롭게 등장하는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점

점검 항목을 신설 및 확대 적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하도록 관련사항을 신설하였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제도 변경현황은 그림 1과 같다.

2.1.3 기존 취약점 분석·평가 모델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모델은 주

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그림 2와

같은 모델[3]을 적용 할 수 있다. 첫째, 취약점 분석 전담반을

구성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계획에

따라 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선별된 대상에 대한 위협요

인 및 취약점 분석을 실시한다.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반 시설의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및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가 활용하도록 2002년 취약점

분석·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3]. 한국인터넷진흥

원에서 개발한 취약점 분석·평가 모델은 그림 2과 같이

현황분석, 취약점 분석, 위험평가, 대책 권고 순으로 진행

된다.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기관은 KISA가 제공한 취약점 분석·평가 모델, IAM(INFOSEC

Assessment Methodology), OCTAVE (Operationally Critical

Threat, Asse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7], Risk Management

Guide for IT System, IPAK (Information Protection Assessment

Kit)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관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한다.

표 1. 지식보안 컨설팅 전문 업체 현황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URL

SK 인포섹 http://www.skinfosec.com/

안철수 연구소 http://www.ahnlab.com

시큐아이닷컴 http://www.secui.com/

A3 Security http://www.a3security.com/

인젠 http://www.inzen.com

롯데정보통신 http://www.ldcc.co.kr

STG 시큐리티컨설팅 http://www.stgsecur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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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기존 취약점 분석·평가 모델의 적절성 검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매년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 하여 추진할 보호조치를

차기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에 반영한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는 보호대책서에

정의한 바에 따르게 되며 기반시설 및 관리기관 특성에

맞게 적합한 모델을 통해 잘 수행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로서 품질을 좌우하게 된다.

3. 취약점 분석·평가 절차 모델의 개선 방안

기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모델의

경우 관리기관의 규모와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

고, 일반적인 품질 수준이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분류가

미흡하고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이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기존 모델과 국·내외 취약점 분석·평가 모델의 공통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모델을 그림 3와 같이

도출하였다. 

3.1 단계별 수행내역

3.1.1 현황 파악 및 범위 설정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사전단계로 기업 및 기관

환경에 적합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현황 파악은 고객의

요구사항(Needs)을 파악하고 조직의 역할 및 정의, 업무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위해서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

하여 점검항목, 절차,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의 구성 및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평가 범

위를 확인한다. 그림 4는 평가범위에 따른 현황분석 결과이다.

그림 2. 기존 취약성 분석·평가 모델

그림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제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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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취약점 점검 및 관리체계 수립

취약점 분석 및 평가와 이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이 필

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세부자산을 선별하여 자산

목록 및 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위

협요인을 식별하고, 각 위협요인 별 발생원인, 빈도와 침해

시 영향 등을 분석한다.

식별된 취약점 별로 그 존재 여부 및 취약성 정도를 확

인한다.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보호 팀이 담당하거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개발한 취약점 탐지도구를 이용

하여 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취약점을 탐지하고, 기관의

관리적, 물리적 체계 등의 취약점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3.1.3 보호계획 수립

또한 위협요인, 취약점에 대한 기존 보호대책의 적정성,

효율성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위협요인과

취약점과의 상관관계, 침해사고 발생가능성, 침해사고 발생시

조직에 미치는 영향, 새로이 필요하거나 보안되어야 할

보호대책의 도출, 기존대책과의 연계성 등을 평가한다. 

3.1.4 보호계획에 따른 대책 수립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또는 자체점검에 따른 보호대책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채택한다. 각 항목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

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우선 주요과제에 대한 개략적인

카테고리(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IT 인프라 보안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 분류(classification) 작업을 수행 후

각 카테고리 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각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별지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추

진방법, 일정계획, 비용 등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실현

가능한 형태로 작성한다.

4. 결론 및 시사점

현재 취약점 분석·평가 절차 모델 개념 자체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으며, 이론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그 추진 방

그림 3. 개선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모델

그림 4. 정보보안 현황분석 결과
그림 5 관리적·기술적 취약점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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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수단에 대한 실무적 연구결과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안대책은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제정 이후 보호시설로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추

진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초

창기 정보보호 시장 형성 시 전문기관별로 자체적인 취약점

분석·평가 모델의 적용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취약성

분석·평가를 위한 기존 모델의 구성이 유사하고 전문기관 별

경쟁력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표준화 된

모델의 정립은 아직 미비한 상태인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 및 정보보호 영역과 연계 할 수 있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절차 모델을 제시

함으로써 본 연구 모델의 개념을 둘러싼 오류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명한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보호

영역과 연계하여 실행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그림 6. 보호대책 과제 도출

그림 7. 대책수립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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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절차 모델은 특정 방법론이나 기법에 고착되지 않는

포괄적 방안으로서, 조직은 이러한 모델을 토대로 자신들의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노력을 점검, 조명, 설계, 추

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정성적 분석방법에 의한 모델의 검

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객관성 확보 및 일

반화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기

관을 대상으로 개선된 취약점 분석·평가 모델을 토대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검증 대상의 수가 적고 분야가

한정적인 면을 고려 해 볼 때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전술한 본 연구의 한계

점을 보완해서 추가적인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본 연구

모델을 진화시키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분야 별

대상을 선정하여 유형별로 사례분석을 해보는 것도 매우

시사점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담반에 의한 취

약점 분석 평가 수행 또는 외부 컨설팅 기관을 이용한 취

약점 분석·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취약점 분석·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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