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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항공기반시설(공항, 기상 서비스, 항로 항행시설, 항공교육시설)에 한 리 , 물리  그

리고 인 측면과 기술지원 환경  인 라측면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의 응을 한 보안

리체계는 수립단계에서부터 착수하여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 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설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시설에 한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한 항공

기 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한 사  방  정비를 해서도 체계 인 보

안성 평가가 필수 이다. 보안수  평가에는 계획(Plan), 활동(Do), 그리고 평가(Check), 조

치(Action)업무로 이어지는 생명주기(Life Cycle) 구조가 지속 으로 개선되는 순환  

임워크 구조를 가져야 하며, 과거의 사용 는 경험에 따라 세분화된 보안성 평가 요구조건

을 구분하여 용하여야한다. 특히, 항공기반시설에 한 보안성 입증과 안 한 운항을 보장

하기 해서는 실시간 지원체계와 국가  차원의 리가 필요한데, 이는 공공의 안 을 확

보하기 한 것으로서, 민간항공업체는 해당 법규, 표 서  지침 등에 따라 최소한의 보안

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반시설에 한 보안사고 응을 한 

보안 리체계를 해 설정된 보안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분석 등을 

고려하여 종합 인 보안성 평가기법을 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차형 보안 리체계 

임워크 기반 모델에 해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the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the aviation infrastructure 

cannot be overemphasized. What is especially important on the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it is the assessment that is detaild and systematic. This article presents a 

framework based on a Hanulcha-type security management system model for a In-

formation security of the Aviation infrastructure. This system checks, estimates and 

analyzes the goal of security with effect, especially in case of the security-accident 

on the aviation infrastructure because this system model gives the integrate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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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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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에 한 보안활동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 까지 승객  항공기를 보호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으며, 주로 항공사 책

임 심으로 보안활동이 이루어져왔다. 그러

나 재에는 항공보안 활동이 단순히 항공기

나 항공여객만을 보호하는 목 뿐만 아니라 

항공기반시설(공항, 기상 서비스, 항로 항행

시설, 항공교육시설)로 확  용되고 있으며, 

규제와 그 시설들의 표 에 한 권고사항이 

강화되고 있다[3, 7, 12].

기술  규제를 한 규정은 국의 Air Navi-

gation Order, 미국의 Federal Aviation Regula-

tions 등,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체

으로 ICAC의 18개 부속서에서 규정하는 ‘국

제표 과 권고실천안(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에 근거하여 제

정되고 있다. 항공기는 공간을 운항하는 비행

체로서 고속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사

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래하게 되므로 높은 수 의 신뢰성

과 안 성에 따른 보안성이 요구된다. 한 

항공기의 안 한 운항을 해서는 항공기 시

스템은 물론이고, 항공기반시설에 한 안

성 평가  안 리가 필수 이다. 여기서 보

안성(Security)이란 항공기반시설이 험상태

에 이르지 않는 상태 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반시설의 모

든 상을 고려하 다. 항공기반시설의 항공

보안 활동 에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설의 물리 측면의 보안 업무는 보안기술과 

임무수행을 한 성능은 물론이고, 고도의 안

성  신뢰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상시설

의 보안성을 입증하기 한 보안 평가가 수행

되어야 한다[1, 6].

즉 보안성 평가는 보안의 핵심사항으로 수

립단계에서부터 착수하여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 인 평가가 수행되어야하며, 시설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시설에 하여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한 항공기 운용과정

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한 사  

방  정비를 해서도 체계 인 보안성 평

가가 필수 이며 각 단계는 상호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항공기반시설 보안성 평가에는 계획(Plan), 

활동(Do), 그리고 평가(Check), 조치(Action)

업무가 순환  구조로 통합되어 용되며, 과

거의 사용 는 경험에 따라 세분화된 보안

성 평가 요구조건을 구분하여 용한다. 특히 

항공기반시설에 한 보안성 입증과 안 한 

운항을 보장하기 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를 

리하여야 한다. 이는 공공의 안 을 확보하

기 한 것으로서, 민간항공업체는 해당 법

규, 표 서  지침 등에 따라 최소한의 보안

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반시설에 

한 보안성이 설정된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물

리 보안의 임워크를 제시하고 리 , 

인 의 운용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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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항공기반시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시

설에 한 유지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고, 사

고가 발생하면 이의 효과가 매우 커서 고

도의 신뢰성과 안 성을 확보하기 한 활동

이 필수 이며, 안 성을 입증하기 해 체계

이고 매우 엄격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 항공기반시설은 항공기나 항공여객만을 

보호하는 목 뿐만 아니라 공항, 기상 서비스, 

항로 항행시설로 확  용되고 있는 만큼, 안

정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하여 보안체계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한 안 성과 신

뢰성의 확보를 목표로 수립되는 항공기반시설

의 보안체계를 하여 요구되는 보안성 평가

는 군용기 는 항공교통 제(ATC, Air Traffic 

Control) 시설 등의 획득  조달에 용되는 

안 성 평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1, 4, 5, 7]. 

항공기반시설에 한 보안성 평가와 입증

에 한 법  요구조건은 두 가지 목표에 따른 

활동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잠재  험요소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거가 불가

능한 험요소의 경우 잔존하는 험수 을 

허용할 수 있는 수  이하로 낮추기 한 활동

이다. 두 가지 모두 시설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하여 여러 가지의 기술과 기법을 응용하게 

되며 이  하나가 보안성 평가(Security Assess-

ment)이다. 보안성 평가에서는 고장이나 재해

의 발생확률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며, 보

안성을 확보하기 한 종합 이고 균형 인 

노력을 PDCA 사이클에 걸쳐서 검토하고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안

성을 입증하는 것은 보안담당자의 의무사항으

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본 으로 고려하

여 용하여야 한다[9, 10, 11, 14].

① 허용할 수 있는 험요소의 수

② 험수 을 낮추기 한 활동의 범

③ 험수 을 낮추기 한 활동의 효율성

④ 해당 법규  기 의 만족 여부

1960년 에서부터 최근까지  세계 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율을 보면 1970년  이

까지 높았던 사고율이 기술과 시스템의 발

으로 인하여 1970년  들어 격히 감소되었

으나, 1970년  반 이후부터 항공기 사고율

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30여 년 동안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항공 운송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체 사고 발생 횟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12년에는 재보다 4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의 

공항당국을 비롯한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항

공안 과 련된 조직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항공기반시설에 한 사고 방을 

한 보안성 평가 기법 개발하여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평가를 한 규정, 기  

는 표  제정에 한 체계  리를 수행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 4, 8, 10, 11]. 

미연방항공청(FAA)은 2007년까지 1994～1996

년 당시 사고율의 80% 수 으로 낮추고, 이를 

지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보안성 확보를 한 

활동을 진행 이다. 유럽연합은 항공기반시

설의 보안 수 을 향상시키고, 유럽 각국에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기 하여 2002년에 유

럽 연합공항당국(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을 구성하 으며, 민간 항공

기에 한 업무를 비롯하여 보안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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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 이다. 특히 유럽의 

항공산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공동 개발  연구를 통해 보안성 

향상에 기여하기 한 목표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유럽 국가의 공항당국과도 력

체계를 확 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지역, 아시아지역의 항

공 보안 체계에 해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

하 다[2].

(1) 미주지역

9.11 테러사건 이 의 미국은 부분 항공

사의 활 하에 물리 인 요소에 해 업무

를 수행하 으나, 9.11사건 이후 교통부 산하

에 정부조직인 교통보안청(TSA : Transporta-

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을 신설하여 항

공보안 활동에 국가의 책임이 증 된 형태로 

변화되었으나, 막 한 국가 산의 소요로 인

한 문제 이 도출됨으로써 민간 탁하는 방안

이 강구되었다.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

하게 정부조직이 직  담당하고 있다.

(2) 유럽지역

국을 표로 보면 공항시설의 보안 리 

업무는 DETR(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s)에 의해 수행하나 불

법행 가 탐지되면 지휘권이 경찰로 이 되

어 수행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모든 업무를 공

항의 운 자가 수행하고 감독업무만 정부가 

수행하는 형태이다.

(3) 아시아지역

홍콩은 AVSECO(Aviation Security Com-

pany)라는 자회사에 아웃소싱하여 수행하고 

포 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일본은 항공보안

에 해 련기 의 공동 력을 통해 리감

독하고 있으며 당국과 운 자의 상호 력을 

해 각 공항에 “공항보안 원회”를 설립하

여 운 하고 있다. 싱가폴은 우리나라의 형태

와 비슷하나 검색 등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형태이다.

3. 항공기반시설 보안체계 로세스

항공기반시설 보안체계 네트워크구조의 주

요 목표는 해당 보안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최소한의 보안성을 보장하기 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 에서 공항, 기상 서비

스, 항로 항행시설이 보안성 평가의 개념이 

용되는 로세스에는 리  보안, 기술  

보안, 물리  보안 검증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로세스에는 상 환경조건에서 검 

결과가 지속 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하

기 한 검 방법  합성 입증을 한 세

부 기법들이 포함된다. 각 로세스는 서로 

다른 분야에 을 맞추어 진행되지만, 궁극

인 목표는 항공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로세스들은 항공기반

시설 로세스 내에서 상 계를 갖고 있으

며 상호 복 되기도 한다. 로세스가 간단하

여 직 인 방법으로 보호체계 수립이 가능

한 경우에는 몇 가지 기본 인 보안성 평가 

기법을 용하는 것만으로도 보안성을 입증

할 수 있지만, 복잡한 경우에는 개별 세부시

설에 한 세부항목을 용하여 체 로세

스에 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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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에 한 목표를 수립하고, 설정된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항공기반시설

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하

을 때 이로 인한 향(손실)을 최소화하기 

한 노력이 체계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

한 로세스의 최종 단계는 더 이상의 검 

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검토, 검

사 는 기타 조치 등을 수행하여 보안 조치

사항에 하여 입증하기 한 조사  련 

활동이 완결되는 시 이다.

(1) 보호체계 수립

보호체계 수립 승인에는 상 시설의 보안

성 확인을 해 용되는 문서화  검 등

의 로세스가 포함되며, 주요 목표는 항공기

반시설에 설정된 범 에서 운용되는 경우, 요

구되는 보안기능을 안 하게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을 입증하기 한 것이다. 한 기반시

설이 하게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

하기 해서도 보호체계 승인이 필요하며, 항

공기반시설의 운용에 있어서 모든 험성이 

최소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하여 수행

된다. 즉, 보호체계 승인은 보호체계 요구조

건에 합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해서, 시설

의 상 수 에 하여 수행되는 평가 로

세스이다. 상 운용 범  결정, 설정된 운용 

범  내에서의 검  조치의 운용을 보증

하기 한 제한사항 설정을 포함한 보호체계 

수립 승인의 기 사항이 이 로세스의 범

이며, 공학  분석, 검사, 설계 검토, 안 성 

평가, 공 업체 승인  시험 등이 이 로세

스에 포함된다. 보호체계 승인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보호체계 수립 요구조건이 개발되

어야 한다. 

(2) 보안성 검증

보안성 검증은 상 시설이 설정된 요구조

건을 만족하는지 단하기 하여 용되는 

로세스로서, 검사, 분석, 실증  시험을 통

해 모든 계약 보안 규격 요구조건을 만족한

다는 것을 입증하기 한 것이다. 보안성 검

증은 계약업체가 계약 요구조건을 만족시켰

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용되는 로세스

이지만, 이 로세스를 통해 도출된 부분 

시설의 보호체계 입증을 해 사용되기도 한

다. 보안성 검증은 시설이 보안 요구조건에 

합하게 작동하는지 포 으로 평가하기 

한 로세스로서, 주로 안 성에 을 두

고 진행되며, 시설의 보안 보안성 보증 부분

에 한 규칙에는 설정된 개별 규칙 항목에 

하여 보안성을 입증하기 한 보안성매트

릭스가 포함된다. 보안성 검증의 범 는 이러

한 보안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서, 

를 들어 세부시설 수 에 한 보안성 검증 

로세스에서는 세부시설 수 에 한 보안 

요구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3) 보호체계 로세스

보호체계 로세스는 보안담당자에 의해 

반  시설에 도출된 보안 요구조건에 합

한지 단하기 하여 사용되는 로세스로 

정의한다. 여기서 기평가는  수립되어 있

는 보호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으로서, 통

상 으로 첫 단계에서는 문서를 상으로 하

는 반면, 장 검 단계에서는 세부시설을 

상으로 하게 된다. 평가의 목표는 기존 수립

된 보호체계를 통하여 이 에 승인된 체계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한 것이다. 

도 로세스는 통상 으로 계획 단계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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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후에 용된다. 이러한 로세스 승인은 

수립 방법  로세스가 승인된 보안의 특

성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해서도 용된다.

승인된 로세스는 상 시설이 해당 로

세스  차에 따라 수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수립된 로세스가 규정된 운용 조건에서 보

안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

로 구성된다. 이러한 로세스의 요한 측면

은 기 계획  승인 차에서 검증된 수

과 동등한 보안성이 검증되도록 차와 수행

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로세스 승인을 한 검증  검 범 는 

보안성 재확인을 한 이 의 승인과정을 재

수행하고 로세스에 한 승인을 한 추가 

검을 수행하는 것이다.

(4) 조치사항 확인

조치사항은 평가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보안성이 취약한 부분에 해 재 검을 운용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조치사항의 확인에 

하여 집 으로 계획, 활동, 평가  조치하

는 로세스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목표에 따라 수행한다. 첫째는 항공기반시

설의 보안 강화일환으로 기반시설이 하

게 보안사고에 한 응력이 갖춰졌는지 확

인하기 한 것이고, 둘째는 기반시설의 요

한 특성을 사 에 악하여, 세부 인 사항까

지의 모든 과정에 하여 리해야 할 사항

을 설정하고 이를 안정화시키기 한 것이다. 

이러한 기반시설에 한 조치확인은 상 시

설에 한 리 수 과 기술  세부 요건의 

수 에 있어서, 기타일반 시설에 한 로세

스와 차이가 있다. 기반시설 보안 로세스에

서 요구되는 검  분석의 범 는 안 한 

비행조건 유지를 해 요한 시설에 한 

보안의 특성을 설정하고, 이러한 특성에 한 

세부내용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반시설에 

한 보안 활동에는 비행 안  특성에 한 수

에서의 조치, 그리고 검활동 범 와 추  

요구조건을 설정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4. 항공기반시설 보안체계 모델 분석

ISO 13335 GMTS, ISO27001, VAF, OCTAVE

와 같은 국제표 과 국내기 인 KISA ISMS, 

행안부 G-ISMS,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안

진단기 에 따라 항공기반시설의 최신 정보

보호 환경 분석과 험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취약 에 해 취약  분석․평가를 한다.

취약성의 유형을 리 , 물리 , 기술 으

로 구분하여 식별하고 보안수 평가를 한다. 

이 보안수 평가를 통해 리  역, 물리  

역, 기술  역(서버, 네트워크, DB, PC, 

노트북)으로 상을 구분하고 취약성에 한 

평가를 GAP분석자료  스캐  검결과, 체

크리스트 검결과, 로그분석결과, 모의해킹

결과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항공기반시설 보안체계의 보안기능은 방

(Protection)과 모니터링(Adit Trail)으로 구분

한다. 방은 유출통제(Responsible Use), 

근통제(Secure Use)로 세분화한다. 세분화한 

기능의 유출통제를 해 메일  메신  등

의 보안시스템을 용한다. 한 근통제는 

DRM과 DB보안, 네트워크 근제어(NAC)를 

용한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보안기능은 

보안 상의 모니터링  필터링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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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의 항공기반시설의 보안체계를 수

립하고 이행, 검, 개선하기 한 로세스

를 정립하기 해 항공시설기반보호 리체계

를 수립한다. 이 체계에서 표 서(정책, 지침, 

차)의 개발과 지속 인 개선을 한 사후

리 로세스를 정립한다. 표 서의 내용에

는 항공기반시설보호 원회를 설치하고 련 

규정을 마련하여 통제  모니터링을 주기

으로 이행되도록 제도 으로 마련한다. 한 

기반시설보호규정 등을 문서화 한다.

항공기반시설 보안체계는 국제표 , 자산

분석, 험분석, 취약성분석, 문서화, 정책수

립, 리체계 정립, 사후 리 등의 순으로 순

환되는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한다. 

(Scope)

<그림 1> 항공기반시설 보안체계 이행 흐름도

5. 보호체계 평가 결과의 반

항공기반시설에 한 보안성 평가 결과는 

지속 으로 보호체계 수립에 반 되어야 하

는데, 이러한 변경은 사고 발생 원인을 완

히 제거하는 것이 이상 이지만, 기술수 , 

환경 제약조건,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불

가능할 경우에는 평가 상의 사고발생 확률 

 심각도 등 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은 우선순 에 따라 용하여야 한다.

(1) 최소 험성 설계

제거가 불가능한 험요소의 경우에는 잔

존하는 험성을 허용수  이하로 낮추기 

한 보호체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허용 가능한 수 은 보안성평가 상에 따라 

리 , 기술 , 물리  단을 바탕으로 설정

되어야 하며, 발생확률을 낮추거나 사고로 인

한 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이에 포함된다. 

(2) 보안장치의 추가 설치

험성을 최소화하기 한 보호체계 수립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안 환경 특성을 반

하거나 자동으로 동작하는 고정식 보안장

치를 추가 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서, 설치

된 보안장치에 해서는 주기 인 보안 검

이 요구되며, 이를 해당 차에 따라 문서화

하여야한다.

(3) 기반시설 경보장치 설치

의 2가지 방안을 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상태를 감지하여 험 발생 조건에 하

여 한 경보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이러한 경보신호  경보장

치는 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보호체계

에 반 하고, 운용상의 오작동  부 한반

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차  훈련과정 개발

의 모든 안이 실  불가능한 경우에 비

상 차를 개발하여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반

복 으로 훈련하는 방안으로서, 심각도가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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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Critical level 등 인 경우 험성을 

감소시키기 하여 차  훈련과정을 개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항당국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6. 하늘차형 보안 리체계 

임워크

항공기반시설을 상으로 보안 리체계를 구

축하는데 있어 에서 도출한 “최소 험성 설

계”, “보안장치의 추가 설치”, “기반시설 경보

장치 설치”, “ 차  훈련과정 개발”에 해 각

각 4단계(범 , Target, Activity, Process)에 

따라 이행되어야 효과 인 운 체계가 된다.

항공기반시설의 규모에 따라 보안 리체계

가 달리 구축되어 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하늘차형 보안 리체계가 유용할 것으로 본다. 

규모에 따라 용되어야할 표 , 자산분석, 

  험분석, 문서화, 정책수립, 리체계 정

립  사후 리를 선택 으로 용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즉, 작은 규모의 항공기반시설인 

경우 표 (a), 문서화(c), 사후 리(d)만으로 효

과 인 보호체계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하늘차형 보안 리체계 임워크

6. 결  론

항공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수립을 해서

는 보안성평가를 수행하고, 상 시설의 세

부 요구조건에 한 보안성이 입증되어야 한

다. 이를 해서는 보안성 평가를 한 모든 

사고가 설정되고, 이러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요사항이 모두 고려되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  리되어야 

한다. 특히, 기반시설과 같은 복잡한 로세

스의 경우에는 차  로세스의 통합으로 

인해 야기되는 추가 인 복잡성  상호의존

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합시설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하여 시설의 한 보안성 

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의 만족 여부를 

단하기 한 보안성 평가를 체 기반시설의 

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기

반시설의 보안성에 미치는 향을 다시 평가

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보안성을 수치  

확률분석만으로 입증하여서는 안 되고, 시설 

보안성 평가를 한 공학  단이 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학  단의 구조는 보호체계 수

립에서 보안성 평가까지 과정을 상 계층 네

트워크구조를 취한 로세스가 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보안성 평가를 한 지속 인 

연구  개선활동이 진행되어야 하며, 상 

시설에 따라 세부 으로 용해야 할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규모에 따라 선택  

보안 리(a～d)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 인 운 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 이고 유연한 

항공기반시설의 보안 리체계를 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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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워크를 제안하 다. 향후, 하늘차형 보안

리체계 임워크의 모형에 해 실증 연

구모형과 각 리체계의 유형에 한 상

계를 분석하여 그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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