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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분석평가연구실

김승주교수 (skim71@korea.ac.kr)

로봇융합관 306호

- Security/Vulnerability Assessment
- Security Evaluation & Security Audit (including CMVP, CC, 

ISMS, C&A, etc.) 
- Security Engineering & SDL(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

연구분야

Security Analysis aNd Evaluation Lab
www.KimLab.net / gss.korea.ac.kr

주요 경력 : 
1990.3~1999.2) 성균관대학교 공학 학사·석사·박사
1998.12~2004.2) KISA 암호기술팀장 및 CC평가1팀장
2004.3~2011.2)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부교수
2011.3~현재)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정보보호대학원 정교수

(사)HARU & SECUINSIDE 설립자 및 등기이사
2018.5~현재) 고신뢰 보안운영체제 연구센터 센터장

前)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前) KBS '명견만리', '장영실쇼', EBS '과학다큐 비욘드' 및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現) 카카오뱅크 정보보호부문 자문교수
現) 육군사관학교 초빙교수
現)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

- '96: Convertible Group Signatures (AsiaCrypt)
- '97: Proxy Signatures, Revisited (ICICS): 700회이상 피인용

* 100회 이상 피인용 논문 건수: 6건
- '06: 국가정보원 암호학술논문공모전 우수상
- '07, '18: 국가정보원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12, '16: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
- '13, '17: Smart TV Security (Black Hat USA 및 Hack In Paris): 삼성 및 LG 스마트TV 해킹(도청∙도촬) 및 해적방송 송출 시연

주요 R&D 성과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국내 최초 프린터복합기 보안 인증 획득 (2008년)

LG전자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 스마트TV 보안 인증 획득 (2015년)

http://sane.korea.ac.kr/
http://gss.korea.ac.kr/


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3

Black Hat USA 2013                                        Hack In Paris 2017 
“Hacking, Surveilling, and deceiving victims on           “Are you watching TV now? Is It real?: Hacking of       
Smart TV”                                                                           smart TV with 0-day Smart TV”

Samsung Smart TV LG Smart TV

스마트TV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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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Newsdesk)

스마트TV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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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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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and MI5 developed “Weeping 
Angel” to infect Samsung Smart TVs.

스마트TV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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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카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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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해킹



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9



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10

Recent suggestions that the fleet is vulnerable have 
sometimes been met with complacency and claims 
that the isolated 'air-gapped' systems cannot be 
penetrated. Whilst we recognise that it is important 
not to be alarmist, these claims ar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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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ware injection during manufacturing(a.k.a
supply chain), mid-life refurbishment or software 
updates and data transmission interception allow 
potential adversaries to conduct long-term cyber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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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 Cyber Weapon(사이버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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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작전수행에 직접 운용되거나 훈련
용으로 운용하는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으로서, 사이버영역의 감시·정찰, 사이버
작전 지휘통제 및 능동적 대응을 위한 장
비·부품·소프트웨어 또는 사이버전 훈련을
위해 운용되는 모의공격체계, 모의훈련모
델, 훈련용 장비·시설 등

(출처 : 국방사이버안보훈령)

[Note] 사이버 무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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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와 연결된 모든 무기체계

 C4I 등의 전술지휘자동화체계, 무인기(UAV : 
Unmanned Aerial Vehicle) 및 군 위성통신체계,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
등과 같은 통신체계, 그리고
전술용전자식교환기, 야전용전화기, 
휴대용·차량용 FM/AM 무전기 등 각종 유·무선
통신장비 및 연습훈련용·분석용· 획득용 워게임
모델 및 전술훈련모의장비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됨.

(출처 : 국방사이버안보훈령의 사이버무기체계 세부분류)

[Note] 다른 말로, 사이버무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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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ysical Security Era

 Communication Security (COMSEC) Era

 Computer Security (COMPUSEC) Era (Early 
1960s~)

 Information Security (INFOSEC) Era 
(1980s~)

 Information Assurance (IA) Era (1998 ~)

 Cybersecutiy Era (2014~)

 Etc : Operational Security (OPSEC)

[Note] 미 국방부의 보안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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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Security (INFOSEC) : 
Ensuring that the primarily electronic 
information is protected from creation to 
destruction

 Information Assurance (IA) : Validating 
that the all types (including non-cyber) 
of information is authentic, trustworthy, 
and accessible

[Note] 미 국방부의 보안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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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bersecutiy : The ability to protect or 
defend the use of cyberspace from 
cyber attacks.

[Note] 미 국방부의 보안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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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tration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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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esting can identify some 
vulnerabilities for repair. However, 

the failure of any particular 
penetration team to find 

vulnerabilities does not imply their 
absence. It only indicates that the 
team failed to find any. This is the 

reason we need a rigorous 
development process (i.e., Security 

Engineering or SDL). 

(Source: Daniel Jackson et al., "Software for Dependable Systems: Sufficient Evidence?“)

Penetration Testing(모의해킹)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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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해킹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취약
점을 식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모의해킹팀이 취약점을 발견하
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해당 시스
템에 취약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으며, 그것은 단지 그 팀이 아
무 것도 찾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입
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안 공학, SDL 
같은 엄격한 개발 프로세스를 필요

로 하는 이유입니다.

Penetration Testing(모의해킹)의 한계

(Source: Daniel Jackson et al., "Software for Dependable Systems: Sufficient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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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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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Vulnerabilities

 프로그램상의 논리적 결함.

 자동으로 식별하기가 가장 어려움.

Secure Coding ≠ Security b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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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Fail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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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Fail Checklist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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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Fail Checklist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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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Carl E. Landwehr, “Ten Unsolved Problems in Information Assurance” – Usenix 2001)

(A1)
(B2)

미국은 1973년 부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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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73년 부터 이미..

An effort for securing time-sharing system was 
commissioning computer experts, called “Tiger 
Teams”, to test the security robustness of computer 
systems.

However, the conclusions drawn from Tiger Teams 
was the ultimate futility of “penetrate and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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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 of Security Engineering(보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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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Eng.=SW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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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Eng.≠SW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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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nement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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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vs. Refinement

 Goal : develop secure systems by 
stepwise refinement from abstract 
specifications to concrete specifications 
(a.k.a. "top-down design").

 Problem : common formulations of 
security properties are not preserved by 
refinement ("refinement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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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rate (mathematically) well-
founded approaches for security 
analysis and design into practically 
usable (and used) software engineering, 
in order to Increase quality with 
bounded time-to-market and cost.

Security Engineering(보안 공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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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Engineering Process Overview

Product, System
or Service

Engineering Process

Assurance Process Risk Process

Assurance Argument Risk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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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Engineering Process Overview

 Assurance

 Policy (= a set of requirements) Assurance

 Design Assurance

 Implementation Assurance

 Operational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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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Engineering Process Overview

 Assurance

 Policy (= a set of requirements) Assurance

 Design Assurance

 Implementation Assurance

 Operational Assurance

Chain of Evidence
for End-to-End Provabl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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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Engineering Process Overview

 Assurance

 Policy (= a set of requirements) Assurance

 Design Assurance

 Implementation Assurance

 Operational Assurance

Detect and Correct Threats as Early as Possible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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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설계 단계에
서부터 일찍 보안을 고려하는 것. 
(Considering security as early as the 
design phase of the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보안 공학 for 보안 내재화 (좁은 의미)

(Source: Michael Waidner, Michael Backes, Jörn Müller-Quade, “Development of Secure
Software with Security By Design", Fraunhofer SIT Technical Reports, July 2014)



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49

 보안 소프트웨어의 생명주기 전반에 적용
되는 체계적인 프레임워크 (Systematically 
organized and methodically equipped 
framework that is applied over the 
lifecycle of secure software.)

 (e.g.) Embedding of secure SW development 
at governance level, individual security 
processes for the SW's lifecycle phases, and 
security analyses of SW components 
integrated from other manufacturers.

보안 공학 for 보안 내재화 (넓은 의미)

(Source: Michael Waidner, Michael Backes, Jörn Müller-Quade, “Development of Secure
Software with Security By Design", Fraunhofer SIT Technical Reports, Jul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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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이버보안 시험〮평가의 핵심인 RMF 프로세스

 보안계획서  사업보호계획서  사이버 보안 전략  보안평가계획서
 보안평가 보고서  RMF 추진계획 및 일정  보안인가 패키지  인가 결정

RMF 아티팩트

Certification

Accreditation

美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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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사례 분석
1. Risk Management Framework 1단계

• 예시(UABS: Unmanned Aerial Bomber System)

정보 유형
임시 영향 값

정보 담당자
C I A

정보 H H M 정보공동체

날씨 L M M 기상청

군수 M H H 공급조직

인력 L M M 인력조직

항공작전명령 H H H 임무담당자

…

시스템 정보 H H H 시스템담당자

시스템 분류 H H H

Security 
Objectives

정의(FIPS 199)

Confidentiality 기밀성 손실은 정보의 무단 유출

Integrity 무결성 손실은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파괴

Availability
가용성 손실은 정보 또는 정보 시스템의 사용과 접
근 중단

임시 영향 값 정의

LOW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손실로 인해
제한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Moderate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손실로 인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High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손실로 인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2

3

FIPS :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연방정보처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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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sk Management Framework 2단계

• 예시(UABS: Unmanned Aerial Bomber System)식별자 패밀리

AC(25) 접근 통제

AT(5) 의식제고와 훈련

AU(16) 감사 및 책임성

CA(9) 보안 평가 및 인가

CM(11) 구성 관리

CP(13) 비상계획 수립

IA(11) 식별 및 인가

IR(10) 보안사고 대응

MA(6) 유지보수

MP(8) 매체 보호

PE(20) 물리적 환경적 보호

PL(9) 계획 수립

PS(8) 인적 보안

RA(6) 리스크 평가

SA(22) 시스템 및 서비스 획득

SC(44) 시스템 및 통신 보호

SI(15) 시스템 및 정보 무결성

PM(16) 사업 관리

PE: 물리적 접근 인가(2), 물리적 접근 통제(3), 전송 미디어 접근 통제(4), 출력
기기 접근 통제(5), 물리적 접근 모니터링(6), 방문자 접근 모니터링(8), 비상
종료(10), 비상 전력(11), 비상 조명(12), 화재 보호(13), 침수 보호(15)
AC: 로그인 실패(7), 시스템 사용 알림(8), 세션 잠금(11), 세션 종료(12), 원격
접근(17), 무선 접근(18),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컨텐츠(22)

[지상 대기중]
PE: 물리적 접근 인가(2), 물리적 접근
통제(3), 물리적 접근 모니터링(6), 
방문자 접근 모니터링(8), 화재 보호(13)
AC: 접근 통제 정책 및 절차(1), 계정
관리(2), 원격 접근(17) 

UABS가 지상에 있을 경우와 비행 중일 때 보안통제항목은 상이함
즉, 운영 환경에 따라 적용되는 보안통제항목은 구분되어야 함

1. 공통통제항목 식별

[비행중]
PE: 해당사항 없음
SC: 암호 키 설정 및 관리(12)

2. 보안통제항목 식별

각 단계별로 보안통제항목을 식별 후, 오버레이 및 정교화를 통해
대상 시스템에 적합한 보안통제항목 선정

美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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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sk Management Framework 3단계

• 예시(UABS: Unmanned Aerial Bomber System)

보안통제항목 구현

인증 관련 보안 기능을 시스템에
구현하기 위해 암호화 기능을
수행하는 점대점 무선 링크를
적용함

 그 외 보안통제항목 구현지침을 참조할 것을 권장함

SRG : Security Requirements Guide (보안요구지침) 
STIG: Security Technical Implementation Guide (보안기술구현지침)

암호화
무선 통신

STIG, SRG 등

보안공학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1

美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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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isk Management Framework 4단계

보안통제항목
• CP-2 비상 계획 수립
• SC-12 암호 키 설정 및 관리

…
• AC-17 원격 접근

보안통제항목의 평가 목적,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개발

CP-2 비상 계획 수립
• 평가목표 :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오
• (i) 조직은 정보 시스템을 위한 비상 계획 수립

- 비상 사태 관련한 역할, 책임, 연락처
정보가 있는 개인 지정

- 복구 목표, 복원 우선 순위를 제공
…

보안통제항목 평가

보안평가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수행

2

평가 준비

보안통제항목 평가를 위한 평가 계획 수립

1

NIST 800-53A

해당 문서에 포함된 평가 절차를 참고

美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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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isk Management Framework 5단계

추진계획 및 일정

설계 및 개발기간 동안 특정 보안통제항목이 구현되지 않거나 보안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POA&M(추진 계획 및 일정) 작성을 통해 해당 항목을 보완 일정을 계획함

1

보안 인가 패키지

보안 계획, 보안 평가 보고서, 리스크 평가보고서, POA&M(추진 계획 및 일정)으로 구성된 보안
인가 패키지와 3단계에서 문서화한 보안통제항목 문서에 언급된 모든 문서를 포함하여 보안
인가 패키지를 구성하고 이를 AO(인가책임자)에게 제출함

2

리스크 판단 및 수용

AO(인가책임자)는 전달받은 보안 인가 패키지를 통해 시스템이 가진 리스크가 현재 수용 가능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이후 시스템 운용 인가를 결정함

3

美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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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isk Management Framework 6단계

• 예시(UABS: Unmanned Aerial Bomber System)

시스템 작전 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폭격기와 관제탑
사이 통신의 복호화

알고리즘 개발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시스템의

보안 강도를 평가

시스템의 암호시스템에 대한
정정 조치를 수행하고 보안

인가 패키지에 반영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암호시스템의 사용 지속 여부

판단

평가 내용과 보안 인가
패키지를 시스템

운용 및 인가 책임자에게 보고

1

2 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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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Bill Gates’ memo : “Trustworthy 
Computing”

 2002) Unix-based graphical OS,    
macOS (Mac OS X or OS X)

SDL (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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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Bill Gates’ memo : “Trustworthy 
Computing”

 2002) Unix-based graphical OS,    
macOS (Mac OS X or OS X)

The term Trustworthy Computing (TwC) has been 
applied to computing systems that are inherently 
secure, available, and reliable. It is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the Microsoft initiative of the same 
name, launched in 2002.

- WIKIPEDIA -

SDL (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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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Microsoft Senior Leadership 
Team은 모든 제품군에 SDL(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을 적용키로
결정.

 2007) Window Vista : Full SDL 사이클을
적용한 첫번째 OS

SDL (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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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 (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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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 (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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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 (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

(Source: Steve Lipner, "SDL That Won't Break the Bank", Black Hat US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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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Smart TV Security Solution
(received CC EAL1 certification)

LG Smart TV Application Security Solution
(received CC EAL2 certification)

LG Smart TV Samsung Smart TV

Common Criteria (국제공통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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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to-
End Proof

High-Assurance
Cyber System

Scope, Depth,
Rigor

Evaluation Assurance Level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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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ISSP #11 Guidance  IA & IA-Enabled Products

NSA Involvement in
Product Evaluation

NSA Evaluated Product List

NIAP - Certified
CCTL Evaluations

FIPS evaluated
under CMVP

(FIPS 140-1 or 140-2)

Validated Product List
http://csrc.nist.gov/cryptval

Type 1 Crypto
for Classified

L
e
ve

l 
1

L
e
ve

l 
2

L
e
ve

l 
3

L
e
ve

l 
4

EAL

Basic
robustness
products

Medium
robustness
products

High
robustness
products

4

7

6

5

3

2

1

0

4+

CMVP Labs
• Atlan
• Cygnacom (CEAL)
• CoACT
• EWA
• Domus
• InfoGard

NIAP Labs
• Booz Allen 

Hamilton
• Cable & Wireless
• CoACT
• Criterian

Levels Of
Robustness

Crypto Modules and Algorithms

• CSC
• Cygnacom
• InfoGard
• SAIC

IT Products and PP

Evaluation Assurance Level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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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Level of Detail?

 A) Should meet “Traceability”

 Security functions are traced from the 
definition in the Security Target done to the 
source code in the following steps :

 Security function definition (Security Target)

 Functional specification

 High-level design

 Low-level design

 Implementation (source code)

Traceability (추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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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급 Secure OS 개발 현황

분야 분류 제품 명 검증 대상
검증 방법

EAL
F H L I

산업용

실시간
운영체제

INTEGRITY-
178B

Low-level
model

√ √ √
EAL 6+ 
획득

마이크로커널 PikeOS
High-level

model
√ √ △

EAL 6+
획득예정

실시간
운영체제

VxWorks
scheduler

High-level
model

√ √
EAL 5
획득

마이크로
프로세서

AAMP7
Low-level 
model

√ √ √ EAL 7

연구용

마이크로커널 seL4 Source Code √ √ √ √ > EAL 7

마이크로커널 mCertiKOS Source Code √ √ √ √ > EAL 7

F: Function specification  H: High-level design L: Low-level design  I: Implementation (sourc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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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Assurance Cyber Militar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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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Composition of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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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Composition of Components

Horizon 2020

- Europe2020 전략 가운데 R&D 투자증대를 목적으
로 계획된 프로그램

- 예산 : 총 770억 유로 (100조)
- 기간 : 2014년 ~ 2020년 (7년)
- 주제 : Excellent Science Pillar / Industrial 

Leadership Pillar / Social Challenge Pi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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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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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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