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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융합 응용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고 지불결제 시스템에서도 스마트

IC카드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무선 이동통신기술과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보안성(security)

역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들과 같은 정보 시스템의 보안성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결함 분석 기법들이 있다. 그러나 IT융합 응용 기술이 확대 발전함에 따라 정보 시스템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단지 하나의 시스템 보안성 평가 방법으로는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보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 결함 분석 기법인

결함 트리 분석(Fault Tree Analysis; FTA) 기법과 치명도(Criticality)기반의 고장모드별 영향 분석(Fault

Modes and Effect Analysis/Criticality; FMEA/C)기법을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서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결함 분석을 수행하여 보안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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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mands of IC card payment system has been increased according to the rapid advancement

of the IT convergence application technologies. Recently IC card payment systems are in demands of

the usage space at anytime and anywhere by developing th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ts related multimedia processing technology. Therefore the security of IC card payment system becomes

more important and necessary. There are many fault analysis methods to evaluate the security and safety

of information system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usages. However, the only assessment

method to evaluate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is not enough to analyse properly on account

of the variou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ystems by the progress of IT convergence and

their application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integrative method of the Fault Tree Analysis (FTA)

and Fault Modes and Effect Analysis/Criticality (FMEA/C) based on criticality to evaluate and improve

the security of IC card payment system as an ill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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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IT융합 (IT Convergence)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내장 소프트웨어 (Embedded Software)의 사용

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 대다수의 하드웨어 시스템

들은 내장 소프트웨어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

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

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 하는지에 대해서 대단

히 민감한 안전과 보안 중심 소프트웨어 시스템들

(Safety and Security-Critical Software Systems)

을 중심으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들

의 보안성 평가와 개선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대다수의 시스템들이 안전과

보안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는

낮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학자들은 이

런 안전 및 보안 중심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을 사고와

재난들로부터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개선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1-4].

안전과 보안 중심 소프트웨어 시스템들 중의 하나

인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IC칩을 사용하고 있는 IC카

드시스템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지불결제 도구로

사용되어 이를 활용한 지불결제 시스템들이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교통 서비스 시스템과 소액결제가

필요한 유통 서비스 시스템을 중심으로 T머니, 마이

비, 하나로 카드 등과 함께 활용되고 있으며 다른 분

야로 점차 확대 사용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보장할 수 있는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공분야 IC카드의 플랫폼 표준화 추진

을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차세대 전자금융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거나 활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

통수단 및 유통산업을 통합하여 지불 결제하는 모델

이 없으며, 사용자들의 보다 폭 넓은 활용요구에 대

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러한 교통수단과 유통산업을 포함한 전 결제시스템

에서 사용가능한 통합 IC카드를 이용한 전자지불결

제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통합 IC카드를 이용한 전자 지불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을 확대하는 데에는 선결과

제가 있다. 이는 안전성과 보안성 평가(Safety and

Security Evaluation)를 통하여 전자 지불결제시스

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의 보증 (Assurance of Safety

and Security)이 그것이다. 만약에 통합 IC카드를 이

용한 통합 전자지불결제 시스템에 안전성과 보안성

이 확보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

여 지불결제를 중심으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심

각한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다.

안전성이란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때 내재해 있는 결함들이나 결

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의 잘못된 입력이

나 운영으로부터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켜 주고, 사고

또는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한 통제 수행 가능성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한 개념

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개념이 분리되는 추

세에 있다. 신뢰성은 특정한 환경 조건에서 준비된

기능이 특정 시간 내에 바르게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안전성은 내부의 잠

복 결함이나 외부에서의 잘못된 입력으로부터 사고

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건과, 계획된 안

전관련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가능성을 말한다[5,6].

이처럼 많은 시스템들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안

전성과 보안성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으

로써 개발되고 있거나, 양도되어지거나, 사용 중인

내장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시스템이 안전성과 보안

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

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과 보안

성에 관련한 결함들을 분석함으로써 안전성과 보안

성을 보증하거나, 발견된 결함을 제거하여 안전성과

보안성을 개선하는 기법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의 실패

는 인간의 생명 또는 사회 시스템의 붕괴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5,6].

시스템의 보안성의 결함 분석 기법으로는 상태 기

반 접근법의 Markov 분석, 표 기반 접근법의 고장모

드별 영향 분석(Fault Modes and Effect Analysis;

FMEA), 매개변수 기반 접근법의 결함 및 운영가능

성 분석(Hazard and Operability Studies; HAZOP)

그리고 트리 기반 접근법의 결함 트리 분석(Fault

Tree Analysis; FTA)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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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 IC카드의 구조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보안성 평가를 위해서 결함트

리분석(FTA)을 바탕으로 하여 치명도 (Criticality)

를 중심으로 고려하는 FMEA/Criticality분석 기법

에 대해 초점을 둔다[5,6].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고장모드별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5]에서는 내장된

또는 탑재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크기가 비교적 작

으며, 시스템 제어에 있어서 실시간 반응 시간에 민

감하지 않는 안전중심 시스템들의 소프트웨어 안전

성 평가를 수행하여 FTA와 FMEA를 결합한 소프트

웨어의 결함분석 방안을 제안하고 유비쿼터스 헬스

케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Thomas Maier의 “안전성과 보안성에 핵심을 둔 시

스템에 있어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설계 지

원을 위한 FMEA와 FTA” 연구에서는 FMEA를 통

하여 아주 복잡한 제어 소프트웨어 내부의 가능한

모든 오류를 조직적으로 확인하고, 각각의 소프트웨

어 요구사항의 모든 가능한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이러한 실패는 치유될 수 있고, 결함 트리의 구축을

통하여 완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방법론은 전술

한 목표들을 넘어서 안전 및 보안 필수 시스템의 설

계자들을 위하여 안전성과 관련한 피드백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

분석 기법들이 모든 시스템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안전성과 보안성 관련 부품이나

시스템의 특성과 크기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7-1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내장 소프트웨어들을 사용

하는 IC카드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 전자지불

결제 시스템의 고장 원인과 고장메커니즘의 분류, 결

함 트리 분석 방법의 적용, 보안성 평가를 위한 소프

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치명도 기반 고장 유형 및 영

향 분석 방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종래의 하드웨어

안전성 평가에서 보다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포함

하는 통합시스템의 결함 분석 기법들의 실제적인 결

합 보안성 평가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실험

적인 결과 분석을 수행한다.

2. 스마트 IC카드와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

2.1 스마트 IC카드 및 IC카드 관리 시스템

IC카드(또는 스마트 IC카드)는 내장된 집적회로

를 가진 포켓 크기의 카드를 말한다. IC카드는 그림

1에서처럼 마이크로 프로세스[MPU], RAM, ROM

및 Flash와 같은 휘발성 기억장치들을 포함하고 있

다. 또한 IC카드는 양방향 무선 통신이 가능한 루프

안테나가 운영되어지고 있다.

IC카드는 전기를 생성하는 유도 코일 및 콘덴서가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이다. IC카드 판독기는 항상 IC

카드의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 전파를 보낸다. IC카드

와 IC카드 리더기 사이의 거리가 10cm정도가 되면

전파가 유도 코일에 충분한 전기를 생성 후 콘덴서로

저장할 수 있다. IC카드는 이 전기를 사용하여 IC카

드 판독기에 IC카드 메모리칩의 시리얼 번호를 보낸

다. IC카드는 IC카드 소지자에게 IC카드 관리 시스템

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을 인증하는 보안 자격 증명

때문에, IC카드는 안전한 전자 증명의 기반을 제공하

고, 칩 운영체제(Chip Operating System)아래 각 장

치,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IC카드 관리 시스템은 도둑이나 물리적 손상 등의

손실의 경우 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관

리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IC카드 관리 시스템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는 논리적

영역으로서 카드 관리 부분, 어플리케이션 관리 부

분, 키 관리 부분으로 구성되어진다. 카드 관리 부분

은 주로 카드 발행자의 필요성과 연관된다. 이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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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집 및 정산 시스템 구성도의 예

드 구조에서 카드의 전체적 기본적 사항과 각각의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어플리케이션 관리 부

분은 카드 상에서 특별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전

체적 어플리케이션 발행자를 지지한다. 키 관리 부분

은 특정한 암호화된 키로 전체적 카드 과정에서 카드

발행자와 어플리케이션 발행자가 모든 카드나 어플

리케이션을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허락하는 부

분이다. 카드 관리 영역의 발행 과정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카드로 적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

서명과 홍채, 지문, 피부를 이용한 생체 인식 시스템

이 있다. 카드 대체 활동은 카드가 이용 가능한 시설

에서 카드의 손실이나 유실의 경우 이루어진다.

2.2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

IC카드를 이용한 통합 전자 지불결제 시스템의 모

듈은 충전과 환불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단위모듈들(서브시스템들)로 개발이 되도록 했다.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은 크게 수집 및 정산 시스

템, 충전 및 환불 시스템, 카드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

되고 각 시스템의 모듈마다 내부연계와 외부연계는

실시간 및 일괄처리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 2는 IC카드 수집 및 정산 시스템의 사례로서

IC카드 이용자가 IC카드 지불결제 단말기에서 이용

한 지불자료인 거래 자료와 사용자충전 거래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지불자료에 대한 분배 정산을 처리하

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즉, 수집 및 정산 시스템은

예를 들어 가맹점인 버스 운수사와 도시 철도 공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신하고 이를 통해 정산시스템을 거

쳐 데이터를 처리한다. 결제가 이루어져 정산이 완료

된 데이터는 타 카드 거래나 해당 통합카드의 거래

별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최종적으로 해당

연계기관인 선불 카드사, 은행, 신용카드사와 VAN

에 자료를 취합하여 전달한다. 해당 연계기관은 수집

및 정산 시스템의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및 대

금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림 3은 IC카드 충전 및 환불

시스템은 충전 및 환불 내역을 관리하며 해당 충전

및 환불 내역에 대한 수수료 지불 내역을 정산 처리

하는 충전환불 시스템이다. 크게 이용자의 충전과 환

불, 충전 거래점과의 충전과 환불 대행사와의 환불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는 충전 거래점에서 충전 및 환

불 시스템에 LSAM 충전을 시행하며 금융기관에 사

용자 충전 거래 자료와 CMS 거래를 요청하여 환불

을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그림 4에서처럼 IC카드 관리시스템은 통합

카드의 전자화폐의 개발 및 각종 PerSAM, LSAM/

PSAM 등의 개발과 KMS(키 관리 시스템)을 통한

HSM의 키 생성, 각종 카드 발급, 거래기록 인증,

LSAM 거래인증의 역할을 수행한다. IC카드 관리 시

스템은 통합 IC 전자지불결제 시스템의 업무담당자

가 카드운용 및 카드재고관리를 위해, 발주 및 입고

처리기능을 수행하고, 요청되는 사용자카드를 위해

발급 및 배포업무를 처리한다.

그림 3. 충전 및 환불 시스템 구성도의 예

3. 보안성 평가를 위한 결함 분석 기법들

FTA는 결함들을 트리 구조에 의해 표현하므로 시

각적으로 우수한 표현 수단이며 FMEA/C에서 얻은

고장유형과 영향을 사용하면 더욱 상세하게 주요 원

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보안성 평가를 위하여 결함 트리 분석(Faul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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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카드 관리 시스템 구성도의 예

기 호 기 호 명 설 명

∙사상(Event)
∙논리 게이트를 통해 사건들의 통합으로 생겨난 사상을 나타

내는 기호

∙기본 사상(Basic Event)
∙더 이상 발달을 요구하지 않는 기본적인 오류 사상을 나타내

는 기호

∙AND 게이트 ∙하위의 사상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논리 게이트

∙OR 게이트 ∙하위의 사상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사용하는 논리 게이트

표 1. 결함 트리의 주요 기호

Analysis; FTA)과 치명도 기반 고장 유형과 영향 분

석(Failure Modes and Effect Analysis/Criticality;

FMEA/C)을 다루고자 한다.

3.1 결함 트리 분석 (FTA)

결함 트리 분석 기법은 시스템 안전분석의 대표적

기법으로서 1962년 미국 벨연구소에서 개발되었다.

FTA는 미사일 발사 제어시스템에서의 우발사고의

예측을 하는 기법으로써 후에 보잉사에 의해 컴퓨터

를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항공 우주산업과

원자력산업을 시작으로 산업안전 분야에 넓게 사용

되었다. FTA는 시스템의 고장 원인을 top- down

방식으로 추리해 가는 로직 다이어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성 관련 기능들의 결함들을 결함 트리의

형태로 만들어서 시스템의 고장 확률을 구하고 취약

부분을 찾아내어 시스템의 신뢰도를 개선하는 정량

적인 보안성 평가 기법이다. FTA는 AND와 OR의

두 종류의 논리 게이트 조합에 의해 표현하므로 시각

적으로 표현이 우수하다. 표 1은 결함 트리의 주요

기호들과 그 기능을 요약 설명하고 있다.

3.2 치명도 기반 고장 유형과 영향 분석(FMEA/

Criticality)

치명도 기반 고장 유형과 영향 분석은 FMEA에서

치명도(Criticality)라는 것이 추가되어 FMEA를 치

명도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한 결함 분석 기법이다.

실패가 발생하기 이전에 실패들을 제거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잠재적 실패 요인들을 파악해서

제거해서 시스템의 보안성을 제고하는 기법으로 원

래는 정성적 보안 예측 기법이었다. 이에 따라서

FMEA/C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보안성을 향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FMEA는 프로세스 내의 고객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고장 유형의

형태를 모두 명시하고, 고장과 연계된 특정한 원인에

대한 위험 요소를 추정하는 용도, 고장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현재의 관리 방법을 평가는 용도, 공

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관리 항목을

도출하고 구분 및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FMEA/C의 수행은 모든 가능한 실패 모드를 알아내

는 것으로 시작된다. 결함 모드의 발견에 따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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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범위

치명도(C)

(Criticality)

0≦C<1.0: 치명도가 없음

1.0≦C<3.0: 치명도가 심각하지 않음

3.0≦C<6.0: 치명도가 중함

6.0≦C<9.0: 치명도가 심각함

9.0≦C<10.0: 아주 치명적임

C=10.0: 재앙적임

발생도(O)

(Occurrence)

0≦O<1.0: 발생 가능성 없음

1.0≦O<3.0: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3.0≦O<6.0: 발생 가능성 이따금씩 있음

6.0≦O<9.0: 발생 가능성 높음

9.0≦O<10.0: 발생 가능성 아주 높음

O=10.0: 발생 가능성이 매번 있음

검출도(D)

(Detection)

0≦D<1.0: 검출도가 확실함

1.0≦D<3.0: 거의 검출도가 확실함

3.0≦D<6.0: 검출도가 빈번함

6.0≦D<9.0: 검출도가 조금 있음

9.0≦D<10.0: 검출도가 거의 불확실함

D=10.0: 고장 검출 능력 없음

표 2. FMEA/C의 치명도, 발생도 및 검출도 값의 범위

그림 5. FTA 기준 FMEA/C의 통합 기법

가능한 원인과 결과, 각각의 실패 위험도를 파악하는

단계가 뒤따른다. 이후에 각각의 실패 모드의 위험

우선순위(Risk Priority Number; RPN)를 계산하며

이는 각각의 실패에 대한 치명도(Criticality), 발생도

(Occurrence) 그리고 검출도(Detection)의 곱이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택된 실패 모드에 대해 적절한

개선 지시가 뒤따른다. 다음 표 2는 FMEA/C의 정성

적인 치명도, 발생도, 검출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값의 범위를 설정하였다[5-6].

3.4 FTA와 소프트웨어 FMEA/C의 통합

FMEA/C는 bottom-up 분석 기법으로 소프트웨

어 시스템에서 가능한 소프트웨어 실패 모드의 결과

를 확인하는 기능인 반면에 FTA는 top-down 분석

기법으로 원하지 않은 사건을 유발하는 요소를 찾아

내는 기법이다. FMEA/C는 표 형식의 자료이기 때

문에 소프트웨어 결함의 원인 사이의 논리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FTA는 최

상위 사건의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두 가지 기법을 통합하여서 분석한다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FTA와 FMEA/C를 통

합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그림 5와 같이 FTA

를 기준으로 FMEA/C를 통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

다[8-15].

우선 소프트웨어 결함 트리를 만들기 위한 최상위

사건을 선택한다. 만약 결함 트리에서 부정확성이 나

타나거나 고장 영향의 치명도에 따라 새로운 최상위

사건이 나타난다면 결함 트리를 수정할 수 있다. 그

리고 FMEA/C에 의해 치명도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최상위 사건의 발생 확률은 계산되어 질 수 있다.

FTA 기준 FMEA/C의 통합 기법 수행 순서는 소프

트웨어 보안 요건이나 위험 분석에 따른 최상위 사건

선택과 결함 트리 제작, 해당 사건들을 질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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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

을 통해 확인, 고장 모드에 의한 해당 사건의 FMEA/

C를 형성, 결함트리와 개선 지시 수정하거나 새로운

결함 트리를 만들고 다음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건의 결함 모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7,

14-15].

4.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FTA와 FMEA/

C의 보안성 평가 및 개선

4.1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보안성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기능 영역이 정의되어야 한다. 그림 6은 IC

지불결제 시스템의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IC카

드 지불결제 시스템은 수집 및 정산 시스템, 충전 및

환불 시스템, 카드 관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카드 관리 시스템은 키 관리 서버, 어플리케이션 관

리 서버, 카드 관리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키 관리 서버는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버와 카드

관리 서버를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키들에 대한

프로파일 생성, 관리하는 서버로써 키 값의 정의와

키 프로세스 관리 등을 수행한다.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버는 IC카드에 탑재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서버로 어플리케이션의 정의,

어플리케이션 추가, 제거, 어플리케이션 발급정보 조

회, 발급 요구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카드 관리

서버는 IC카드의 전제적인 주기인 프로세스를 관리

하는 서버로써 카드 발급 프로세스,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카드 형식, 종류의 정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카드 회사에서 카드 발급을 위한 발급 데이터

의 배치 프로세스 스케줄링 등의 기능을 처리하기도

한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버는 다양한 네트워

크인 인터넷이나 무선 랜을 통하여 요청되는 후발급

처리에 대해서 키 관리 서버,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

버, 카드 관리 서버와 연동하여 사용자의 IC카드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동적으로 다운로드 시켜주

는 역할을 수행한다.

4.2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결함 리스트

IC카드 지불 결제 시스템의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

을 사용하여 기능별 결함들을 추출한다. 초반부에는

기능별로 예상 결함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사용하지

만 시험과 운영을 거치면서 보다 자세하고 실제적인

결함 리스트들을 표 3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4.3 FTA에 의한 결함 분석

FTA는 결함 발생의 원인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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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스 템 기 능 기능별 결함

수집 및 정산 시스템

거래 자료 수집 사용자 거래내역 오류

사용자충전 자료 수집 사용자 거래내역 오류

분배 정산 처리 사용자 거래내역 오류

충전 및 환불 시스템
충전 및 환불 내역 관리 사용자 거래내역 오류

수수료 지불 내역 정산 처리 사용자 거래내역 오류

카드

관리

시스템

키 관리

서버

키 값의 정의 사용자 거래 불가, 사용자 거래내역 오류, 사용자 인증 오류

키 프로세스 관리 사용자 거래 불가, 사용자 거래내역 오류, 사용자 인증 오류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버

어플리케이션의 정의 IC카드 사용 오류

어플리케이션 추가 및 제거 IC카드 사용 오류

어플리케이션 발급정보 조회 IC카드 사용 오류, 사용자 거래 불가

발급 요구처리 IC카드 사용 오류, 사용자 거래 불가

카드 관리

서버

카드 발급 프로세스 IC카드 사용자 발급 오류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IC카드 사용자 데이터 오류

카드 형식 및 종류의 정의 IC카드 오류

표 3.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기능별 결함 리스트

그림 7.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최상위 수준에 따른 결함 트리

표현한 순차적인 그래프 모형으로 4.1절과 4.2절에서

구한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기능 블록 다이어그

램과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결함 목록 리스트에

의하여 그림 7과 같이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FTA를 정의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 결함 원인이 파악되어 설계된 시스템을 정성

적으로 정략적으로 분석 가능하다.

4.4 FMEA/C에 의한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보

안 위험 우선순위 계산과 개선 지시

FMEA/C에 의한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보안

위험 분석을 위해서는 적당한 워크시트가 필요하다.

아래의 표 4는 기존의 FMEA/C를 위한 워크시트를

축약 및 변경하여 나타내었다. 고장에 대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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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차수 개선 전후 치명도 발생도 검출도 RPN
개 선 율

개선 전 대비 최초 개선 전 대비

1차 개선
개선 전 7.5 9.3 10.0 697.5

20.9% 20.9%
개선 후 7.5 8.0 9.2 552.0

2차 개선
개선 전 7.5 8.0 9.2 552.0

46.1% 57.4%
개선 후 7.5 6.1 6.5 297.4

3차 개선
개선 전 7.5 6.1 6.5 297.4

61.2% 83.4%
개선 후 7.5 4.4 3.5 115.5

표 4. 개선 지시에 따른 수정 계산된 RPN 값

우선순위(RPN, Risk Priority Number)를 계산하여

RPN이 높은 고장부터 개선 지시 (Corrective Action)

를 수행한다. 결함에 대한 개선 지시 (Corrective

Action)에 의해서 결함은 줄어든다. 치명도(Criti-

cality)는 고장 유형의 치명성의 정도 (0≦C≦10), 발

생도(Occurrence)는 고장 유형의 발생 가능성의 정

도 (0≦O≦10), 검출도(Detection)는 시스템이 사용

자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고장이 검출될 수 있는 가능

성의 정도 (0≦D≦10)을 말한다. RPN의 값은 RPN

= 치명도(Criticality) × 발생도(Occurrence) × 발생

도(Detection)로서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FMEA/

C는 치명도, 발생도, 검출도, RPN의 이해를 돕기 위

한 개선 지시의 1차, 2차, 3차에 따른 RPN이 개선되

는 가상적인 예를 나타낸 것이다. RPN이 개선된 것

은 결함에 대한 치명도, 발생도, 검출도 등을 최대한

탐지하여 개선한 것으로 차수가 높아짐에 따라 결함

이 감소되어 3차 개선에서는 RPN 개선율이 최고

83.4%까지 도달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4에서

치명도의 값이 1차, 2차, 3차에 있어서 동일한 이유는

치명도라는 것은 그 보안성의 위험은 시스템이나 소

프트웨어가 개선됨에 있어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각 소프트웨어 보안성 결함에 있어서 동

일한 수치를 사용했다. 또한 표 4의 예에서는 개선

지시를 3차 까지 수행하였지만 안전성을 보장해야하

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을 때까지 수차에 걸쳐서 개선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4.5 FTA와 FMEA/C의 통합에 의한 IC카드 지불결

제 시스템 결함 분석

본 논문에서는 3.4절의 그림 5와 같이 FTA와

FMEA/C의 통합 방법을 FTA를 기준으로 FMEA/C

를 통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는 FTA를 중점

으로 결함 트리 분석 수행 후 FMEA/C를 통하여 치

명도, 발생도, 검출도, RPN을 계산하여 개선 지시를

통해 보안성을 개선하는 기법이다.

FTA를 기준으로 FMEA/C를 통합하는 방법을 사

용한 이유는 FMEA를 기준으로 통합한 방법은 FMEA

를 중점으로 소프트웨어의 보안 결함을 분석하는 기

법이기에 소프트웨어의 보안적인 수치 판단의 정량

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또한 FMEA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모든 결함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해야한다. 하지만 FTA를 기준으로

FMEA/C를 통합하는 방법을 통하여 IC카드 지불결

제 시스템을 분석하면 FTA를 기준으로 하기에 최상

위 사건인 전자 교수학습 시스템의 고장을 결과로

선정하여 top-down 방식으로 IC카드 지불결제 시스

템의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의 4.3절에서 정의한 그림 7의 IC카드 지불

결제 시스템의 최상위 수준에 따른 결함 트리에서

FTA를 기준으로 FMEA/C를 통합한 방법에 효율적

으로 적용하기 위해 그림 8-10과 같이 세 가지 부분

을 나누었다. 세 가지 부분은 수집 및 정산 시스템,

충전 및 환불 시스템, IC카드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

된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오늘날 IT융합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내장 소프트

웨어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동작 하는지에 대한 안전 중심 소프트웨어 시스템들

을 중심으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그림 8. 수집 및 정산 시스템의 FTA를 기준으로 FMEA/C를 통합한 분석

그림 9. 충전 및 환불 시스템의 FTA를 기준으로 FMEA/C를 통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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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IC카드 관리 시스템의 FTA를 기준으로 FMEA/C를 통합한 분석

사고 또는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보안성 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IC칩을 사용하고 있는 카드시

스템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불결제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IC카드를 이용하여 지불결제 시스템을 구축하

여 활용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점차 확대 사용되어

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교통수단과 유통을 포함

한 전 결제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통합 전자지불결

제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IC

카드를 이용한 통합 전자 지불결제 시스템을 구축하

여 사용을 확대하는 데에는 이들에 대한 안전성과

보안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성과 보안성의 보증

(Assurance)이 우선이다. 통합 IC카드를 이용한 통

합 전자지불결제 시스템에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

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심각

한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보안성

평가를 위해서 FTA와 FMEA/C를 이용하여 통합적

인 분석을 해보았다.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보안

성 평가를 하나의 기법으로만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가지 기법의 장점을 모두 이용함으로서 더욱 효과적

인 평가를 수행할 수가 있었다. IC카드 지불결제 시

스템의 보안성 평가 방법 중 FTA는 결함 발생의 모

든 원인들의 연결과정을 한눈에 알기 쉽고, FMEA는

시스템의 고장 모드들과 그 영향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시스템의 고장들에 대한

대책 수립을 통해 보안성을 개선할 수가 있다. 따라

서 실제적인 적용 사례에서,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

에서 (1) 먼저 결함들을 기능적으로 정의한 다음, (2)

결함트리분석(FTA)을 수행하여 결함의 구조들을

파악하고, (3) 그에 따른 결함들의 치명성을 중심으

로 발생빈도 및 검출가능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고장모드 및 영향 분석

(FMEA/C) 방법을 수행하며, (4) 그에 따른 보안성

영향평가 수치인 RPN을 계산하여 보안성 개선 지시

및 평가를 수행하는 일련의 정량적인 분석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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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시스템의 결함 분석을 통해서 보안성을 평가하는

많은 기법들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법들의 통합을 통한 시스템 결함 분석과

안전성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프로세스를

실제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시스템의 결함들에

대한 FTA를 기준으로 FMEA/C를 통합한 방법이

IC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의 보안성을 평가하고 개선

하는 데 상호 보완적인 최적 결함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특정 시스템의 보안성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결함 분석 기법들과

그 상호 보완적인 결함 분석 기법들의 조합을 연구하

고 그 조합의 방법들이 더욱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

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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