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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know…





Useless….





It says….

방대한 투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은 매년 반복되고

공격의 심도는 깊어지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확장되고 있고

매년 이 현상은 더 가속화 될 것이다..



반복되는 패턴

1. 피해 사건/사례

2. 선진 대응사례 인용
보안 강화 당위성

3. 후속 조치 지연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

후속적
전문가 중심
수직적 대응

4. 새로운 위협은
지속 증가

서버-클라이언트 시대
사고의 Cliché



• 현실
– 느린 후속 조치속도(10년 간 평균 속도?)

– 보안 강화에 따른 반대급부 논의 미미(多多益善)

– 투자는 항상 부족, 위협은 새롭게 확장

– 사용자 불편은 증가, 생산성 저하 가속

제조업 사고(기술자, 하향식)로
서비스 가치(사용자 중심)를 제공

사이버보안 환경



보안기술 완전성이
새로운 서비스 도입의 조건



Today’s Speech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Today’s Speech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 위험관리의 한계
- 초연결의 기회와 위협



국가이익

Risk

의도

능력

위협강도

취
약
점

위협

생존적
사활적

중요
주변적

대응능력의 Gab

사이버 Risk

이익강도

지난 16년간
식별된 도발



All We had Was 30 Years of This
(Risk Assessment)

Risk= Threat x Weakness X Result

– 주어진 위협출처가 특정 잠재적 취약성을 이용할 가
능성 및 그 부작용의 결과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의 함
수 NIST Publication SP 800

– Event 발생 가능성, 발생에 따른 영향 측정

특정위협이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취약성을 악용 할
가능성, Event발생확률과 그 결과의 조합으로 측정

ISO/IEC 2008



Risk= Threat x Weakness X Result

- 정책 목표: 알려진 취약성을 최소화

- 한계 비용: 운용 원활성과 생산성 저하

적 위협은 단순 표적 피해를 넘어
정책의 비 탄력 및 생산성 저하를 강요





합수단은 지난 9일 한수원 직원 수백명의 사내 메일로 발송된 이메
일을 분석한 결과, 퇴직자 명의로 확인된 계정 55개 외에 다른 이
메일 계정은 제3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수원 이메일 폭탄…유출 기능 없는 '공격용' 악성코드 심어져
악성코드 감염PC 화면 'WHO AM I' 문구…동일범 소행 가능성
정보 유출은 이메일 공격 있던 11월9일 이전부터 이뤄진 듯

또 9일 외에도 추가로 12월10~12일에도 공격성 악성코드가 담긴
메일이 6회에 걸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MBR 파괴 공격의 감염경로(출처: 트렌드마이크로 블로그)

한수원 1차



한수원 2차



Question?

• 무엇을 노렸나?

• 무엇을 얻었나?

사건 발생

환경조건

(정치, 사회,외교……)

여론/조치/결과/

(정치, 사회,외교……)

• 국내외?• 누가?

1차:원전가동중지

2차:   돈



관련업
체
관련업
체관련업
체

관련업체

How many NH?



지난 15년간의 대응

북한의 의도 파악보다는

공격 내용 파악, 피해 회복,

북이 알려준 취약점 보완에 집중

적에 의해 아 역량건설 방향이 결정되고

적은 수시 선공, 효과 관찰 및

빈도와 방향을 조절 중



국방 사이버 임무 변화 방향

사건 대응

의도 대응

원점 대응

안보대응

안전대응



더구나…

• 초연결 (Hyperconnectivity)
–인류가 맞이할 가장 중요 요소

–미래 가치 생산의 기반

– CPS, 프라이버시, 

Service ---- Security



• 기존 Risk 관리로는
– 상호의존적 컴퓨팅 구조 위협대비 요구 충족 한계

(Ganin et al. 2017)

– 잠재적 계단식 영향/피해 평가의 한계

– 예측 불가성, 불확실성, 진화속도 대응에 한계

상호의존적 도메인 위험 대체 위한
새로운 관리적 접근 필요(Linkov 2013)



핵심위험관리전략은
고장에 취약한 시스템 구성요소를

파악한 후
이를 강화시키는 것(Roege et al. 2014).

고립된 사이버시스템 환경

but

위협의 원천을 알 수 없는 경우,
모든 중요 구성요소를 식별하기 어렵고,

모든 유형의 위협에 대해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강화 위해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초래

위험관리 투자 부진 초래, 
새로운 위협대비 부진



사이버시스템의비용대비위험감소개념도
(Bostick et al.2018)



위험감소와 회복력 향상 중 선택 위한
투자전략과 의사결정 모델을 요구



이미…

컴퓨터 숫자
취약성
Risk

정책 탄력성
생산 효율

無所不備 即無所不寡
-孫子-



Design follows Function
Function follows Design

SecurityService 

두 가지 입장



초연결의 문제는?

기회
(Opportunities)

위기
(Predicament)

공식적
(Formulaic)

유지
(Maintenance)

Reactive Proactive

발견적
Heuristic

폐쇄적
Algorithmic

문제의 접근방법

문제의 본질

혁신
문제 영역

관리적
문제 영역

창조경영 창의적 리더쉽



Today’s Speech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Today’s Speech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 방산 사이버보안의 현주소
- 정책 시각 전환의 3가지 방향



방산 사이버보안 실태

• 국방보안: 자료, 인원, 시설,보호구역, 망/시스
템 접근/탐지 보호활동
– 사이버보안(정보화법): 국방정보의 기밀/무결/가용보장

– 방산보안업무 훈령(2422):기술보호와 연계

재택 근무 환경 미 고려 된
Old 규정



• 2021년 방산기술보호 시행계획

–실태조사/보안감사 강화(133개 사업장, 각 1주
간), 결과 제안서평가에 반영

–사이버취약점 진단/분석 사업 신규추진

–방산기술보호지침

• 기술보호체계 구축 방법/절차
– 정보보호, 외부망 차단/통제, 

– 관제, 복구, 접근정책, 보호대책, 침해대응

• 개발단계의 보호대상식별 등록, 판정



• Supply Chain 사이버보안

구매전문가 SW개발자

HW개발자

네트웍사업자

시스템책임자
정책입안자

운영자

기술, 사람, 프로세스에 대한
내/외부 위협 대비한

물리/기술/관리적 내부통제 조치 요구

복잡성 & 약한 고리



시각의 전환1

관주도
폐쇄적
통제정책

수요자 중심
현장지향
서비스정책

사이버보안은 서비스업이다
프레임웍, 도구, 서비스 플랫폼 지원

대학, 학회, 기업 협력지원



시각의 전환2

팬더믹 지속은
비대면 환경을

요구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국방 솔루션
불가피

선 보안기술 후 서비스에서
서비스 혁신으로 보안기술 견인

망 분리/관제 차원 극복





정책의 균형 회복

위협 기회

새로운 차원의
기술소요 견인
글로벌 시장 준비



시각의 전환3

사이버보안의 정책 전환

(Protection + Resilience)
국방정보화법 개정



침투 시간을 지연 시키는
Protection은
언젠가 뚫린다.



Risk를 줄이는 비용효과는
점점 감소하며

모두를 막을 수는 없다

Critical Mission, COOP



이미 전장공간은…

적
수
단

적 의지

적 저항능력

수
단

의지

아 저항능력

판단 판단

육

해

공

사

육

해

공

사

육해공
합동

전차원
통합사이버

전장

물리
전장

전장공간의
중첩과 확장

전시
무력
충돌

전평시
비무력
충돌



Cyber Resilience란?

새로운 위협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인정

모든 중단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이 필요

대비, 흡수, 복구 및 적응



군사적 기회와 위협

비살상으로
전쟁목적 달성

저비용
군사혁신

하나에서 전체로
불특정 다수의 적
피아식별 곤란
평시공격 미인지
선후방 후 전방
약점의 진화

작전공간 인식

공격자 방어자

기회 위협

초연결

침해에서 붕괴로



사이버 방어작전

침해대응

재난대응

붕괴대응

방어
부대

수
단

판단

의지
공격
부대

평시 주공

평시 양동
중요/주변적 이익

전시 주공

아취약점 필연적이라 가정

운영 지속성보장이 목표



적 사이버공격 형태

Forces
COOP

Outer Attack Inner Attack

Will Attack

Nuclear
Magnetic
Attack

의지대응

IT 감소 대응

외부 방어대응 내부 방어대응



사이버 공간 붕괴



우리의 사이버공간이 붕괴되면

군은 몇 년 안에, 어떻게

사이버공간 재건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능력을 건설하는 능력이

사이버 능력의 본질이며

개념, 기술, 정책의 투자균형이

사이버 전략의 본질이다.

Capability of Capability Building

결 언



문제는

새로운 서비스의 취약점이 아니라

적 역습 속도보다 느린

아 혁신 속도이다.

Capability of Capability Building



“언제나 그 시대에 맞는

전략이 존재한다”

-B. H. Liddell Hart-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통제의 필요성

논의를 넘어

사용자 중심
사이버 보안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가능성 함께 논의

오늘 논의에 대한 바램

방산 사이버보안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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