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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사설망(VPN)은 마치 전용선으로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가상사설망의 
보안성의 품질은 보안감사성, 암호지원, 사용자 데이터의 보호, 접근통제 등에 좌우되며 효율성의 품질은 패킷처리량, 

전송지연, 처리할 수 있는 세션의 수 등에 좌우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사설망의 보안성을 고려한 효율성에 관한 
품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CC(ISO/IEC 15408)와 ISO/IEC 25000 시리즈의 품질평가 표준을 근간으로 평가모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식정보보안 시스템의 하나인 가상사설망의 품질수
준을 CC와 ISO 품질평가 표준에 입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융합 평가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주제어 : 융합, 품질평가 모델, 가상사설망, 보안성, 효율성

Abstract  Virtual Private Network is a method which can use as a private network using private line. The 
quality of security of virtual private network is influenced by security auditability, cryptographic support, user 
data protection, access control, etc., and efficiency is influenced by throughput, latency, the number of cession, 
etc. In this paper, we constructed a evaluation model based on CC(ISO/IEC 15408) and the quality evaluation 
standard ISO/IEC 25000 series to evaluate the quality level about efficiency with security performance of 
virtual private network. We think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construct the system which can evaluate the 
quality of virtual private network based on CC and ISO quality evaluat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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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같은 

공 망을 이용하여 자사의 WAN(Wide Area Network) 

백본처럼 이용하는 네트워크인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1]. 가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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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망은 기업의 통신망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직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값비싼 장비나 소 트웨어

를 구입・ 리할 필요가 없어 비용 감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일반기업에서는 근하기 어려운 정보통신 

련 문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2].

가상사설망은 공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

어나거나 장소를 옮기더라도 유연하게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어 본사와 지사, 지사와 지사간의 자료 공유가 훨씬 

용이해진다. 하지만 가상사설망은 인터넷이라는 공 망

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한 통신속도  역폭의 

보장과, 무엇보다 정보에 한 보안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 큰 단 으로 지 되고 있다.

가상사설망은 정보보호시스템의 일종으로 정보보호

시스템 사용 환경에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한 보안 

요구사항을 국제 공통 평가 기 (Common Criteria : CC) 

[3, 4, 5] 내에서 선택하여 작성한 제품/시스템군별 보안

기능/보안요구사항. 정보보호 제품의 평가를 해 인정

된 보호 로 일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평가를 받거

나, 혹은 개발된 제품의 제원을 보호 로 일로 등록하

고 평가를 받게 된다. IT 제품  시스템별 특성에 맞는 

보안 목 을 효과 으로 표 하기 해 평가 기 의 보

안 기능 요구 사항을 선택하여 보호 로 일(Protection 

Profile)을 작성한다[6].

이러한 공통 평가 기 의 V3.1r2를 근간으로 가상사설

망에 한 보호 로 일이 작성된 바 있다[7].

본 논문에서는 가상사설망의 품질 수 을 평가하기 

해 ‘공통평가기 ’을 기반으로 한 가상사설망에 한 

보호 로 일과 소 트웨어 제품평가에 한 국제표

인 ISO/IEC 9126[8]과 ISO/IEC 12119[9], 그리고 이를 통

합한 체계인 ISO/IEC 25000[10] 시리즈에 정의된 품질특

성 체계를 기반으로 가상사설망의 보안 성능을 고려한 

효율성에 한 품질평가 모델을 구축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가상사설망의 련 동향에 해 

살펴보고 3장과 4장에서는 가상사설망의 품질특성과 이

에 따른 효율성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5장에서 결론과 향

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 다.

2. 가상사설망 기술 동향 및 품질특성

2.1 가상사설망 기술 현황[11]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 VPN)은 구간 

암호화 솔루션으로 트랜젝션 보안이라고도 한다. 가상사

설망 기술은 공 망 인 라를 공유하여 구축된 가상사설

망을 의미한다. 가상사설망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공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경제 이며 안 하고 신뢰할 수 있

는 IP VPN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 표 , 수요 등 여건이 

성숙되었다.

IP VPN으로 기업은 본사와 지사를 연결하는 인트라

넷(intranet), 력사와 연결되는 익스트라넷(extranet), 

그리고 최근 들어 증하고 있는 이동근무자와 재택근무

자를 회사에 안 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원격 속망 등

을 경제 으로 구축할 수 있다[12].

가상사설망 구 방식은 Gateway to Gateway(GtoG) 

 Gateway to Client(GtoC)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사  지사의 VPN 장비 간 인터넷 망에는 암호화된 패킷

이 송되며, VPN 장비를 거치면서 복호화된 패킷이 본

사 서버  지사 직원에게 달되므로, 본사 서버  지

사 직원은 일상 인 방식의 통신을 진행하면서 인터넷 

망에는 자동으로 에 띄지 않게 암호화된 통신이 송

되는 것이 GtoG VPN의 개념이다[13].

G to C VPN 방식은 VPN장비와 VPN 사용자의 PC간

에 터 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PC에 터 링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 계층에 따라 구분되며, 네트워크 계층에

서 VPN기능을 제공하는 IPSec 과 송계층에서 VPN기

능을 제공하는 SSL 두 가지 로토콜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IPSec의 경우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는 네트워크 드

라이버가 반드시 필요하며 IPSec 련 설정을 개별로 수

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2 효율성 평가 모델의 표준 동향

소 트웨어 품질평가 모델인 ISO/IEC 9126과 

ISO/IEC 12119에서는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의 6개 품질특성  기능성 품질특성

의 부특성으로서 보안성이 속하 으나 ISO/IEC 25010[14]에

서는 [Fig. 1]과 같이 보안성이 별도의 품질특성으로 지

가 격상되었고 효율성의 경우에는 시간효율성(Time 

behaviour)과 자원효율성(Resource Utilization)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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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ystem of Software Product Quality

계상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재 국내에서는 ISO/IEC 9126(SW 품질특성과 메트

릭에 한 국제표 ), ISO/IEC 25051(패키지 SW 품질요

구사항과 시험에 한 국제표 )[15], ISO/IEC 

25041(SW 제품의 특징  평가에 한 국제표 )[16]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표 이 제정되어 있고 국내 련 기

업 소 트웨어 제품의 품질인증에 용하고 있다.

3. 가상사설망의 보안성과 효율성의 

   품질특성

이 에서는 소 트웨어 제품평가에 한 국제표 에 

입각하여 가상사설망의 품질특성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

자 하는 보안 성능을 고려한 효율성에 한 특성을 분류

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3.1 가상사설망의 효율성 품질특성

3.1.1 가상사설망의 시간반응성

가상사설망의 시간반응성(Time Behavior)이란 가상

사설망이 명시된 조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때 한 

반응  처리 시간과 처리율을 제공하는 능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가상사설망의 시간반응성은 다음과 같은 항

목들을 고려해야 한다.

① 가상사설망이 패킷 손실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패킷 

처리량은 규정된 수 이나 명세한 수 을 유지해

야 한다.

② 가상사설망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터  처리량

이 정 수 이거나 제품 제공자가 명세한 수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가상사설망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의 

규정된 수 에서 송지연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가상사설명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최 세션 수

가 정 수 이거나 제품 제공자가 명세한 수 을 

유지하여야 한다.

3.1.2 가상사설망의 자원효율성

가상사설망의 자원효율성이란 가상사설망이 명시된 

조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때 한 양과 종류의 자원

을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상사설망의 자

원효율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할 수 있다.

① 가상사설망의 I/O자원 사용이 정수 이어야 한다.

② 가상사설망 사용시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량이 

정수 이어야 한다.

③ 가상사설망 사용시 데이터 송속도가 정수 이

어야 한다.

④ 가상사설망의 보안기능이 정 수 의 CPU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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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보여야 한다.

3.2 가상사설망의 보안성능 품질특성

가상사설망의 보안성(Security)은 가상사설망이 권한

이 없는 사람이 정보를 읽거나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권

한이 있는 사람이 정보에 근하는 것이 거부되지 않도

록 정보를 보호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보안성능은 그러한 

보안성을 어느 정도 수 에서 달성하는가를 나타내는 특

성이다.

가상사설망의 보안성능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

해야 한다.

① 가상사설망의 보안기능이 보안 반 탐지시 응행

동 리스트를 취하고 규정된 감사데이터를 생성하

며 규칙집합을 용하여 잠재  반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② 가상사설망의 보안기능이 명세된 방식에 따라 암

호키를 생성하고 분배하며 폐기해야 한다.

③ 가상사설망의 보안기능이 보안속성에 따라 정보흐

름을 통제해야 한다.

④ 가상사설망의 보안기능이 인증실패를 탐지하여 

응행동을 수행하며 각 사용자에 해 보안속성 리

스트를 유지해야 한다.

⑤ 가상사설망의 보안기능이 사용자에게 행동을 허용

하기 에 인증하고 식별하여야 한다.

⑥ 가상사설망의 보안기능이 인가된 자에게만 보안기

능과 속성의 리와 식별  인증 데이터의 리를 

제한해야 한다.

⑦ 가상사설망의 보안기능이 데이터  실행코드의 무결

성 검증을 한 자체시험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⑧ 가상사설망의 보안기능이 리자 비활동 시 세션

을 잠가 활동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⑨ 가상사설망시스템이 패킷 손실 없이 처리할 수 있

는 최  트래픽 측정값인 최  패킷 처리량은 규정

된 수  는 제품 제공자가 명세한 수 을 유지해

야 한다.

 가상사설망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터  처리량

이 정 수 이거나 제품 제공자가 명세한 수 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가상사설망의 효율성 평가모델

가상사설망은 지식정보보안 시스템으로서 정보보안

시스템에 한 공통 평가 기 (Common Criteria)이 평가

의 근거가 돼야함과 아울러 소 트웨어로서의 일반 인 

특성도 함께 평가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에서, 본 연구

에서는 ISO/IEC 품질평가 모델과 정보보안시스템에 

한 공통 평가 기 을 함께 고려하여 시간반응성,  자원효

율성 그리고 보안성능을 포함한 평가모델을 구성하 다.

가상사설망의 평가모델은 기반이 되는 품질특성 체계

[8, 9]와 평가를 한 메트릭(평가척도, metrics, measure), 

메트릭의 활용을 한 품질검사표와 검표 그리고 이를 

종합한 시험모듈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사설망의 효율성에 한 품질특성

을 소 트웨어 제품평가에 한 국제표 인 ISO/IEC 

9126과 ISO/IEC 12119의 효율성 품질특성  ISO/IEC 

25000 시리즈의 품질특성을 기반으로 하 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성에 한 특성을 도입하여 가상

사설망의 보안성능을 고려한 효율성 특성을 구성하는데 

용하 다. <Table 1>에 효율성에 한 부특성을 보이

고 있다.

Quality 

Characteri

tics

Quality 

Subcharac

teritics

Concept

Efficiency

Time 

behavior

The capability of the software product to 

provide appropriate response and processing 

times and throughput rates when performing 

tis function, under stated conditions.

Resource 

Utilization

The capability of the software product to use 

appropriate amounts and types of resources 

when the software performs its function 

under stated conditions.

Security 

Performance

The capability of the software product related 

to the attributes of Security.

<Table 1> Quality Characteristics System

시험모듈은 평가 메트릭(척도)에 해 ISO/IEC 14598[9] 

- 부분 6의 형식에 의거하여 평가를 한 제반 사항을 문

서로서 정의하는 체계이다. 시험모듈에 해 기본 인 

사항을 4.1에서 기술한다.

4.1 시험모듈의 체계와 개발 내역

4.1.1 시험모듈의 체계

시험모듈은 품질시험에 한 반 인 사항을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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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서화한 것으로 시험의 개요, 기법, 메트릭에 한 상

세 내용, 용 차, 결과에 한 해석 등을 포함하고 있

으며 품질평가 로세스에 한 국제표 인 ISO/IEC 

14598의 <부분 6>인 평가모듈(evaluation module)의 구

성형식에 근거하여 작성하 다. 품질시험 모듈의 체계는 

<Table 2>와 같다.

Configuration Item Contents

Outline

Concept of 

metric

The basic concept of evaluation 

modules

Measurement 

purposes

what you want to get through the 

measurement of the evaluation module

Metric category where the metric belongs

Term 

Explanation
explanation of related terms

Coverage

application 

target
target such as document or software

Necessary 

resources

Tools/resources required to apply the 

metric

Techniques Testing techniques that can be applied

Considerations
Relevant information to be considered 

when apply evaluation modules

Reference
Related Documents that metrics are 

derived

Metric

Measurement 

items
Data items to be measured

Measurement 

method

specific measure for the measure item 

to configure the metric

Expression
definition of expression using the data 

items

Application Procedures
Description on specific procedures and 

method to perform the test

Results 

interpreta

tion and 

reporting

Mapping of the 

measurements
The range of metric results

Interpretation of 

the 

measurement 

results

Provide guidance about how to 

interpret the measurement results

Reporting 

requirements

items to be reported as a document on 

the measurement results

<Table 2> System of Quality Testing Module

4.1.2 메트릭 개발 내역

본 연구를 통해 <Table 3>에 나타낸 가상사설망의 품

질특성에 련된 메트릭을 개발하 다.

Characteri

tics

Subcharac

teristics
Item Related Items

Efficiency

Time 

behavior

Suitability of 

Mean Response 

Time

to measure mean response 

time for user's input in 

using a fingerprint 

recognition system

Mean 

Processing Rate

to measure mean 

processing throughout to 

be able to do a work within 

the time allowed 

successfully

Suitability of 

Mean 

Processing 

Time

mean processing time to do 

a certain work successfully 

in using a product

… …

Resource 

Utilization

Use Rate of I/O 

Resources

use rate of I/O resources of 

Fingerprint Recognition 

System

Use Rate of 

Memory

Use Rate of Memory of 

Fingerprint Recognition 

System

Data Transfer 

Rate

Data Tranfer Rate of 

Fingerprint Recognition 

System

Use Rate of 

CPU

Use Rate of CPU of 

Fingerprint Recognition 

System

… …

Security 

Performance

Throughput
to measure maximum 

packet throughput

Tunnel 

Throughput

to measure maximum 

packet throughput between 

clint and VPN equipment

Concurrent 

Session

the number of maximum 

session that a product can 

process

Latency

Transmission latency in 

specified percent level of 

process capacity that a 

product can process

persistency rate 

of concurrent 

session

the maximum number of 

session that can be 

maintained concurrently

TCP process 

performance

the maximum TCP 

throughput that VPN 

equipment can process

… …

<Table 3> The contents of test modules about 
Efficiency of Fingerprint Recognition 
System

4.2 품질검사표

소 트웨어의 품질을 평가하기 해서는 품질평가 

장에서 용이하게 용할 수 있도록 ISO/IEC 14598-6의 

평가모듈 구성체계에 따른 품질검사표를 구성하여 용

할 필요가 있다. 품질검사표에는 <Table 4>와 같이 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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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명과 개념, 측정항목, 메트릭의 계산식, 결과의 역, 

결과값, 문제  기술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easure name
How much is the maximum TCP throughput that 

VPN equipment can process?
TCP process 

performance

Measurem

ent items

A
Maximum TCP throughput specified in the 

VPN system

B
Maximum TCP throughput derived from the 

VPN system

expression TCP process performance = min(1, B/A)

The range of 

results

0 ≤ Maximum Template Size 

≤ 1

result 

value

problem

<Table 4> An example of quality inspection table

품질검사표는 다수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검표

를 통해 측정항목의 값을 도출하고 측정항목으로 구성된 

계산식을 통해 메트릭의 결과값을 도출한다. 결과값의 

범 는 정규화하여 0과 1 사이의 값으로 사상될 수 있도

록 게산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그 지 못할 경우에

는 계산식의 값에 한 범 에 따라 평  수 을 결정하

고 결과값에 해 평가모듈에 정의한 바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4.3 점검표

검표는 품질검사표를 이용하여 측정항목에 한 측

정을 수행하기 해 작성된 테스트 이스의 시험 목록

이다. <Table 5>는 가상사설망의 ‘TCP 처리성능’에 

한 검표의 를 보여주고 있다.

No Test case Test result

1 Test of TCP throughput per second(1st)

2 Test of TCP throughput per second(2nd)

3 Test of TCP throughput per second(3rd)

4 Test of TCP throughput per second(4th)

5 Test of TCP throughput per second(5th)

… … …

Maximum TCP throughput specified in the product A

Maximum TCP throughput derived from the VPN system
B = MAX(TCP 

throughput/sec)

Result min(1, B/A)

<Table 5> Checklist of TCP process performance

4.4 평가모델의 검토

본 연구에서 제안한 효율성 평가모델은 공통 평가 기

(ISO/IEC 15408)에 따른 가상사설망에 한 보호 로

일과 소 트웨어 제품평가에 한 국제표 인 ISO/IEC 

9126과 ISO/IEC 12119를 근간으로 하여 구성하 으며 

ISO/IEC 14598-6에 따라 평가모듈과 품질검사표를 구성

하고 품질검사표의 측정항목을 도출하기 한 검표를 

구성함으로써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 다.

소 트웨어 품질에 한 표 의 최근 추세가 보안과 

련된 특성을 요시한다는 을 고려하여 효율성 모델

을 구축하면서 공통평가 기 에 따른 보안성능을 포함하

여 표 화의 추세를 반 한 효율성 평가 모델을 구축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5. 결론

최근 정보보호의 요성에 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보보호 시스템 사용 환경에서 국제기 에 따른 보안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한 정보보호 제품의 평가를 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보보호 련 제품의 특성에 맞는 보안 목 을 효과

으로 표 하기 해 특정 유형의 정보보호 련 제품

에 한 보호 로 일이 작성되며, 같은 유형의 보안 

련 제품은 련 보호 로 일을 활용하여 평가에 용

할 수 있다.

지 까지 국내 소 트웨어 제품 인증에 한 련 기

반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어 다양한 소 트웨어 제품 유

형에 해 국제표 의 품질특성 체계에 따른 평가 기술

이 개발되어 평가  인증에 용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보보호 제품의 평가에 있어서도 

보호 로 일을 비탕으로 국제표 의 제품평가 표 의 

체계를 도입하여 평가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정보보호 제

품의 특성에 따른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안 제품  가상사설망의 보안

성능을 고려한 효율성에 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모

델을 개발하기 한 연구로서 가상사설망의 보호 로

일에 따른 요구사항과 소 트웨어 제품평가에 한 국제

표 인 ISO/IEC 25000 시리즈의 효율성 품질특성을 기

반으로 평가모델을 구성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 인 소 트웨어 제품평가에 

한 국제표 의 용만으로는 결여될 수 있는 정보보안 

련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에 한 평가를 반 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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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가상사설망의 효율성에 한 평가사례의 구축 

 축 을 통해 객 성과 타당성을 갖춘 평가체계로 발

시키기 한 지속 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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