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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산업혁명과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

‧ “사이버전쟁”

국가 인프라와 무기체계를 교란‧거부 ‧통제 ‧파괴하는 등의사이버공격(Cyber-attack)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달성을위한국가인프라파괴전‧지휘통제전‧군사정보전‧전자전‧미디어심리전‧해킹전

‧경제정보전등 국가와국민의안전에위해(危害)를가하는

물리적 ‧전자적 ‧경제적 ‧정신적 ‧인적전쟁수행을말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결과는

Cyber World - Real World 연

결사회로

산업 Infra-system의 혁신.

결국 Cyber World System. 



발표자 :  박대우 교수 4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으로 인한 피해

사이버

세계

(Cyber-

world)

인프라 ‧교통‧통신‧가스‧전기‧수도‧원자력‧행정망‧국방망‧금융망 등 국가 중요 인프라 마비, 파괴.

산업,

경제

‧생산시스템(SCADA system) 오작동 마비,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으로 국가 산업 파괴.

‧산업기밀정보 유출로 국가의 부 유출과 국제경쟁력 약화.

‧경제‧산업‧금융‧유통체계의 마비 및 불안감 조성으로 경제 파괴.

국방

‧C4I 체계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군사작전 마비 및 파괴로 인한 국가 안보의 위협.

‧EMP 폭탄, 논리 폭탄 등으로 인한 C4I 체계, 전장망, 국방망 네트워크 마비로 물리전의 승패 좌우.

‧무선전파 차단, GPS 교란 등으로 각종 군사 작전의 실패 및 차질.

정치,

외교

‧외교정보 유출, 변경, 삭제 등 가짜 뉴스의 SNS 정보제공으로 국가와 대통령의 외교 정책 변경.

‧정당 및 정치가의 신상정보 조작 및 유언비어 살포로 정치 외교‧역량의 약화.

사회,

문화

‧포털‧전자상거래‧사회‧문화사이트 등의 위‧변조, DDoS공격, 웜‧바이러스 공격 마비.

‧교통‧재난정보‧국가안전 망의 차단이나 송수신 장애로 국가 불안감 심리전 전개.

‧불법적인 해킹, 정보 무단배포, 불법유출, 불법 탈취로 인한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증가.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의피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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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전국가 사이버공격-사이버테러-사이버전쟁의 피해 내용

2017 북한 한국 외교·안보·통일 Watering Hole attack, 가상화폐 피싱공격

2016 북한 한국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의 백신중계서버 해킹공격

2015 중국 미국 연방공무원 2150만명 정보 유출

2014 러시아 미국 백악관 전산망 침입

2014 북한-미국 미국 소니픽처스 공격•정보 유출-북한 노동신문 웹사이트 마비

2013 북한 한국 방송사•금융기관 3.20•6.25 사이버테러 공격

2012 이란 미국 금융회사, 이스라엘 정부 공격

2011 북한 한국 NH농협 전산망 마비

2010 미국 이란 Stuxnet 핵 우라늄 시설 무력화 파괴

2008 러시아 구루지아 홈페이지 변조, DDoS 공격 마비

2007 이스라엘 시리아 방공망 레이더망 무력화

2007 러시아 에스토니아 DDoS 공격 인터넷 마비

2001 미국 이라크 정보체계, 지휘통신망 무력화

1991 미국 이라크 전쟁 정보망, 방공망 교란, 심리전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의피해내용

사이버공격 침해사고 인지

Asia Pacific: 평균 172일,  

Worldwide: 평균 99일

출처: Fire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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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국방망 해킹으로 PC에 악성코드가 감염된 것 확인.

• 국방사이버합동조사팀 조사 결과, 군사비밀을 포함한 군사정보가 유출된 것 확인.

• 북한의 해킹공격으로 추정, 감염 컴퓨터는 3,200대, 2,500대 외부망, 700대는 내부망 용.

국방사이버공격-테러 분석

(출처 :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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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변경 보존 유통 파기

통합관리
체계구축

통합관리
포털

체계간데이터
호환성

유기적데이터
활용

1. 체계별 관리 리소스 투입으로 효율적 운영 필요

2. 데이터 호환 불가로 체계별 일관성 결여

3. 다양한 체계 운영으로 최신 기술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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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파일의 입출력관리

파일유통관리

• 외부제공파일적정성관리

외부제공관리

민감정보파일파기관리

파일파기관리

파일외부유통

외부유통이력관리/추적

이력 관리

파일이력모니터링

• 파일정보유관로그수집

파일 유통 로깅

• 위반행위탐지
• 세부행위조사

이상징후 모니터링

Big Data

파일 통제 가시성 확보 개인정보 통제력 확보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준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E D R 대응D L P 대응

파일생성 / 활용

• 파일생성실시간모니터링

민감 정보 식별

• 민감정보파일암호화
• 민감정보파일접근제한

안전한 활용

• 개인정보저장통제
• 개인정보유통통제

중요정보 통제

파일생성

개인정보식별

파일암호화

국방사이버보안을위한통합체계구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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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 Protocol은 APT-Zero day-Open=Cyber-attack이가능. 

 상용 프로그램은 Malicious code를 이용, 해킹의 취약점 항상 존재.

즉, 사이버테러-사이버전의공격방호 및 사전 예방 어려움. 

 우회된(위·변조된) IP 사용과 중간 공격지 C&C 서버의 사용으로, 사이

버공격의 원점지 확인이 어려움.

 국방부의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제한된 사용자에대한

위조불가, 부인불가, 변경불가, 재사용불가특징(Block chain과다름).

 국방 전용 네트워크와 보안 레벨을 갖춘 사용자를위해, 사이버공격을

분석, 사전 예방 및 실시간 Forensic 증거자료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

국방사이버보안을위한통합체계구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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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망, 국방망은 Secure-confidence IP를 확보.

 Connection Chain에 Secure Routing을 적용, 

Secure-confidence IP에 대한 Mac Address의 match 검증.

 Packet filtering을 적용 침투자 packet을 cutting . 

 내부의 위·변조된 Mac Address와위·변조된 IP packet은 filtering 

검증,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성불가, 재사용불가를 확보.

 신뢰성 IP로 네트워킹 적용, 실시간 공격 Packet을식별하고, 공격

전조 현상을 분석, Forensic Data 증거자료 확보.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공격, 테러를 예방(방어).

국방사이버보안을위한통합체계구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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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국민을 위해 ”

박대우 (prof_pdw@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