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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기술의 발 에 따른 인터넷 보 과 모바일기기의 확산 

등에 따라 정보 시스템에 한 이용과 사고가 동시에 기하

수 으로 증가하며 정보 시스템에 한 의존도가 높아

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정보시스템의 리(IT Risk 

Management)는 매우 요하다[1].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하는 보안 취약  식별 시, 해당 취약 이 체 시스템에 

미치는 향성 평가를 통한 정보시스템  리는 매우 

요하다.

정보보호담당자의 정보보호 능력  수 에 따라 체계 정

보보호 책 수 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안 취약  식별 시, 

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시스템과 운 시스템, 운 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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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운  자산의 요도에 기반한 향성 평가에 따라 

응의 우선순 를 가지며 체 시스템 차원에서 보안 을 

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련 연구

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CVE)[2]는 1999년 

1월 미국 퍼듀 학에서 개최된 "2nd Workshop on Research 

with Security Vulnerability Databases"에서 비 리 법인인 

MITRE의 제안에 의해서 구축 되었으며, 취약  식별 도구 

 취약성 책 정보 제공 서비스에 사용한다.

CVE는 1999년 이후 약 11만 2천개 이상의 취약  정보를 

구축하 고 최근에는 더 빠른 속도로 구축된 취약  정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CVE는 본래 취약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만큼, 간단한 요약과 련 정보 정도만 제공한다.

CVE는 ‘CVE-1999-0067’, ‘CVE-2014-10001’, ‘CV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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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1’과 같이 “CVE-XXXX-XXXX”와 같은 형태의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한다. Fig. 1은 CVE-2017-14012의 검색 결

과[3]이다.

Fig. 1. CVE-2017-14012, Data from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U.S. Department of 

Commerce[3]

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CVSS)[4]는 수많

은 이 기종의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

하는 취약 의 등 을 평가할 때 사용한다.

Fig. 2. CVSS v3.0 Metric Groups, Data from 

FIRST.Org, Inc.[4]

CVSS의 매트릭 그룹은 Fig. 2와 같이 3가지 매트릭 그룹

을 가지고 있다. CVE에 한 CVSS 수는 CVSS의 3가지 

매트릭 그룹인 기본 메트릭 그룹(Base Metric Group), 임시 

메트릭 그룹(Temporal Metric Group), 환경 메트릭 그룹

(Environmental Metric Group)의 3∼6개의 구성되어 있으며, 

CVSS의 환경 메트릭 그룹은 자산에 해 체 시스템 

의 향성 의 평가를 하지 않는다.

Fig. 3. CVSS Metrics and Equations, Data from FIRST.Org, Inc.[4]

CVSS는 Fig. 3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어 0.0에서 10.0 사

이의 값으로 험도 수를 평가한다. 

Fig. 4. The Components of the CVSS Score for 

CVE-2017-14012 Data from FIRST.Org, Inc.[5]

CVSS는 CVE-2017-14012에 해 Fig. 2의 Metric Groups 

에 해 Fig. 3과 같은 방식으로 Fig. 4와 같이 계산되어 취약

 정보 DB인 NVD[6]를 통해 등 이 평가되어 수화 된다.

3. 계층  가  기반의 취약  향성 평가 

스코어링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구성을 분석하여 계층(Layer)을 나

고, 계층 간의 그리고 계층내의 요도에 따른 가 을 통

해, 획일화된 평면  취약  평가 체계에서는 단하지 않는, 

계층과 계층내의 요도 변수에 따른 자산의 요도 기반의 

향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계층  가 기반의 취약  향

성 평가 스코어링 시스템(Layered weight based 

Vulnerability impact assessment Scoring System, LVSS)을 

제안한다. 제안된 LVSS는 Equation (1)과 같다.

자산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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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S1 = 자산계층 1의 총 수, S2 = 자산계층 2의 총 수, SL = 

자산계층 L의 총 수, N1 = 향을 받는 자산계층 1의 수, 

N2 = 향을 받는 자산계층 2의 수, NL = 향을 받는 자

산계층 L의 수, W = 자산계층 2 내의 가 치: 2(High)/ 

1.5(Medium)/1(Low), Xi = 자산계층 2내의 자산분류, α = 

보정계수, L = 자산계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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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은 분석된 시스템 구성상 단계를 의미하는 계층수이며, 

계층을 계층내의 자산의 개수만으로 향성 평가를 계산할 

경우에는 계산식 

 를 사용하고 , 계층내의 자산분류별 

요도에 따라 향성 평가를 계산할 경우에는 계산식 




 



 
 

 을 사용하여 계층내의 자산분류별 

요도에 따라, 가 치를 추가하고 보정계수로 해당 계층의 값

을 자산의 개수만으로 향성을 평가한 계산식과 같은 범

로 보정한다.   는 계산식 내의 자산분류를 의미한다.

4.   용

4.1 용 환경

Table 1과 같이 일반 인 구성인 구성시스템(System)과 

운 시스템(Service), 운 망(Network)으로 구성된 3단계의 

계층으로 설정하 다.

Layer Classification Detail

1 System
App Server, Gateway Server, DB 

Server and more

2 Service ERP, Web Service and more

3 Network
Internal Network, External Network, 

Region Network and more

Table 1. Detail Information of Layer for Classification

Table 2와 같이 3 계층을 가지며, 구성시스템의 총수는 5

개이며, 운 시스템은 12개이고 운 망의 총수는 4개인 시스

템으로 설정하 다.

Classification No. of Assets

Total No. of Layers 3

Total No. of Systems 5

Total No. of Services 12

Total No. of Networks 4

Table 2. Environments for Simulation Experiments

수체계는 0~10까지로 구분하 으며 이를 해 보정계수 

4를 주어 가정한 LVSS 계산식은 Equation (2)와 같다.

자산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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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C = 향 받는 구성시스템 수, M = 향 받는 운 시스템

의 수, O = 향 받는 운 망의 총 수 

Equation (2)의 
  는 1계층으로, 취약 이 향을 미

치는 구성시스템의 개수 한 가 치를 계산하고, Equation 

(2)의 







 

  는 2계층으로 운 시스템간의 

가 치를 2(High)/1.5(Medium)/1(Low)로 하여, 취약 이 

향을 미치는 운 시스템 각각의 가 치를 계산하며, 

Equation (2)의 
 는 3계층으로 취약 이 향을 미치는 

운 망의 개수 한 가 치를 계산한다. LVSS 로 계산된 값

을 수화 하여 CVE 수와의 차이 에 해 분석하 다.

4.2 CVE-2017-14012 에 해 구성시스템의 개 수와 

운 망의 개수에 차등을  결과 분석

Table 2의 실험 시스템에 해, Table 3과 같이 취약 에 

향을 받는 운 시스템의 수는 10개로 동일하게 하고, 향 

받는 구성시스템과 운 망의 개수를 달리하여 가 을 설정하

여 구성된 시(Case)에 해 LVSS로 계산하여 CVSS 수

와 비교해 보았다.

Case
 No. of 

Systems
No. of Services

No. of 

Networks

1 1 High 10 1

2 1 High 2, Low 8 1

3 3 High 10 2

4 5 High 10 4

Table 3. Detail Information of Simulation Cases for No. of 

Affected Assets on Classification of Sitting Postures

Equation (2)의 스코어링 방식에 따라, 시 1을 계산하면 

Equation (3)과 같다.

≈ 







 
        (3)

Equation (2)의 스코어링 방식에 따라, 시 2를 계산하면 

Equation (4)와 같다. 

≈ 



  



 
    (4)

Equation (2)의 스코어링 방식에 따라, 시 3을 계산하면 

Equation (5)과 같다.

≈ 







 
       (5)

Equation (2)의 스코어링 방식에 따라, 시 4를 계산하면 

Equation (6)과 같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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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분석

CVE-2017-14012의 CVSS 수는 4.6이다. CVE-2017- 

14012에 해, 시 1, 2, 3, 4를 LVSS로 계산한 결과를 정리

한 것과 CVSS값을 비교하면 Table 4와 같다.

Case CVSS Score LVSS Score

1 4.6 4.6

2 4.6 3.3

3 4.6 6.8

4 4.6 9.8

Table 4. Comparison the Scores of CVSS and LVSS 

in Case 1, 2, 3, 4

Table 4의 시 1은 Table 3의 시1과 같이 향을 받는 

구성시스템과 운 망이 하나고 향을 받는 운 시스템이 

High 10개인, CVSS 수와 동일한 향을 받는 시로 

Table 4의 시1과 같이 LVSS는 CVSS의 수는 같다.

Table 3의 시 2와 같이 취약 에 해 향을 받는 운

시스템의 요도가 Table 3의 시 1 보다 낮은 8개가 Low 

시스템인 경우 향성을 반 한 LVSS 수는 Table 4의 

시 2와 같이 CVSS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의 시 3과 같이 운 시스템의 향성은 같고, 

향을 받는 구성시스템과 운 망이 3개와 2개로 늘어날 경우, 

Table 4의 시 3과 같이 CVSS 수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의 시 4와 같이 운 시스템의 향성은 같고, 

향을 받는 구성시스템과 운 망이 5개와 4개로 더 늘어날 경

우 Table 4의 시 4와 같이 CVSS 수보다 매우 높게 나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의 비교 결과와 같이 향성 평가가 반 된 LVSS

는 향 받는 구성시스템의 개수와 운 망의 개수가 다르며, 

운 시스템의 요도가 다를 경우, 향 받는 수와 요도에 

따른 향성 평가에 따라 수가 낮거나 높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체시스템의 구성에 따른 취약 에 해 향을 받는 자

산계층과 분류의 요도에 따라 보안 취약 이 가지는 향

성 평가는 매우 요하다. CVSS 수를 기반으로 취역  자

체의 요도를 평가하고, 제안된 LVSS 수를 통해 향성 

평가를 수행하면 취약 에 해 체 시스템 의 향성 

평가가 가능하며, 우선순 에 기반한 효과 이고 신속한 

응이 가능하다. 제안된 계층  가  기반의 취약  향성 평

가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 효과 인 향성 평가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좀 더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제안

된 방식을 확  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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