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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DB 기반의 국내외 보안취약점 관리체계 분석
An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ecurity Vulnerability Management Systems
based on a 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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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보안취약점(vulnerability)은 보안정책 위반으로 귀결될 수 있는 보안 절차, 설계, 구현 단계에서의 결점

(weakness)으로, 보안사고를 유발하는 근원이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IPTV, 스마트폰 등의 신기술 활용이 일반화
되고 소셜미디어(SNS), 모바일 행정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되어감에 따라, 기술 적용 및 서비스보급
확대 과정에서 새로운 보안취약점들이 나타나고 이들 취약점들을 악용한 개인정보 침해∙도용, 서비스거부 등의 침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국내의 경우 국가 차원의 취약점 분석이나 DB 관리 등의 보안취약점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침해사고에 따른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보안취약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보안취약점 관리체계를 조사 및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보안취약점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 보안취약점, 취약점 DB, 취약점 관리체계, 정보기술, 취약점 분석

Abstract A security vulnerability is a defect or a weakness in system security procedures, design, and
implementation. Violating security policies, it can be the root cause of security attacks. As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services including IPTV, smartphones, social network services (SNS), and mobile
administrative service are rapidly disseminated, the possibility of the proliferation of unknown security
vulnerabilities is increasing, as well as incidents that stem from exploitations of such vulnerabilities, like
information theft, privacy infringement, and denial-of-service attacks. Such incidents can do great damage
to Korea, as a national vulnerability management system has not yet been constructed. To respond to such
incidents and prevent them from occurring in the futur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ecurity vulnerability
management system.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the
European Union, and propose a proper model for Korea.
Keywords: security vulnerability, vulnerability DB, vulnerability management system, information technology,
vulner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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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과 관련하여 OWASP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발표한 10대 리스트를 보면, 기존의 주요 취약점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스마트폰

들도 존재하면서 새로운 취약점들이 추가되는 것

등의 정보기술이 널리 적용되고, 소셜미디어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취약점이 계속 진화하

(SNS: Social Network Service), 모바일 행정

고 있다는 의미이다(OWASP, 2010). 스마트폰에

서비스 등이 확산되면서 보안취약점들로 인한 보

서는 모바일 운영체제, 모바일 웹브라우저, 멀티

안사고가 증가되고 있다. 전자정부 구축 가속화와

미디어 재생 등과 같이 PC와 근접한 수준의 기능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정보기술들이 융

과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PC에서의 취약점

합되고 서비스화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함께

유형들이 대부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모바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7.7

일 악성코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최

DDoS 침해사고’
에 대한 피해가 최소 363억 원이

근에는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라고 발표하였다(차민석, 2009). 또한, 방송통신

SNS 등이 스마트폰과 결합되어 모바일 행정서비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내 개인정보

스와 같은 서비스들이 보급되고, 여러 정보기술들

침해건수가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하였으며,

이 융합됨에 따라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위험성이

2007년 한 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액

더욱 증대될 수 있다(조성제 외, 2010).

은 총 2조 4,56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완, 2009).

위와 같이 보안취약점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되
지만, 국내에는 취약점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이는 RFID, USN(Ubiquitous Sensor

매우 미흡한 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7년도

Network), GIS(Geographic Information

에 국가 차원의 취약점 데이터베이스(DB)인

System), SNS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

NVD(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를 구

술들의 이용 증가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과

궁극적인 피해 원인은 기존 보안취약점의 존재와

2010년에 CWE(Common Weakness Enumeration)

더불어 새로운 취약점들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및 SANS(SysAdmin, Audit, Network,

취약점은 공격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절차나 설계

Security) 명의로 가장 위험한 25개 소프트웨어

상의 결점(flaw), 구현상의 버그(bug)들로, 모든

에러들을 발표하여 취약점 발생 예방에 많은 노력

보안 공격들의 근원이다. 대표적인 취약점으로는

을 기울이고 있다(Christey, 2010).

버퍼 오버플로우(buffer overflow), XSS (Cross

일본은 2003년부터 국가 취약점 DB인 JVN

-Site Scripting), SQL 인젝션(Structured

(Japan Vulnerabilities Notes)과 JVN iPedia

Query Language Injection), 포맷 스트링 문

를 운영하면서 취약점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

제, 경쟁 조건(race condition), 허약한 난수 생

여 보안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성 등이 있다. 공격자들은 이러한 취약점들을 악

및 영국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외산 소프트웨어

용하여 악성코드 유포, 시스템 장악, 개인정보 유

들에 대한 취약점 정보를 관리함과 동시에, 일본

출 등의 공격을 수행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 정보도 공개하여 소

2006; McGraw, 2006).

프트웨어의 보안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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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UN 전자정부 참여지수 1위이

을 간단히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고 2009년 5월 기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96%

보안취약점 관리체계를 비교 분석한다. Ⅳ장에서

를 기록하고 있지만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조

는 국내 보안취약점 관리체계 방안을 제안하고,

사한 정보보호순위는 16위에 머물고 있다. 인터넷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에 대

이용자수와 서비스 환경에 비해 정보보호 분야는

해 기술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인 것이다(김성근 외,
2010). 그 결과, 옥션 정보유출, GS 칼텍스 정보

Ⅱ. 국내외 보안취약점 관리체계

유출,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DDoS 등 보안사고
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

1. 미 국

차원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
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국토안전 및 사이버보

취약점 DB는 정보보안의 기초자산으로, 이를

안 주무부처로 2003년 3월 국토안보부(DHS:

근거로 정보보안 제품에 대한 평가 및 인증체계도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

마련할 수 있다(한호현, 2009). 또한, 한글, 알약

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과 알집, 곰플레이어, 게임 프로그램, 게시판 프로

있다. FBI의 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와 상무부의

그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국내에서 자체

주요기반시설보증국 등 기반시설보호를 담당하

개발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은데 이들 소

던 기존 부서들이 국토안보부로 통합되었고, 사

프트웨어 취약점에 대한 체계적인 국내 관리시스

이버보안 정책 추진을 위해 국립표준기술연구소

템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IT 산업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및 기술 현황, 정책과 법, 규정, 전략 등이 서로 다

and Technology), 전 미 과 학 재 단 (NSF:

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취약점 분류나 위험도 평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너지부

가 방법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탐

(DoE: Department of Energy) 등의 타 부처

지한 취약점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및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한국인터

정보보안 서비스와 보안 대응체계의 자립화를 위

넷진흥원, 2009).

해서도 국내 환경에 적합한 보안취약점 관리체계

미국은 체계적인 취약점 관리를 위해 사이버보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산 소프트웨

안 정보공유 프로젝트(CSISP: Cyber Security

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기

Information Sharing Project)를 추진하여 정

위해서도 보안성 증진을 위한 취약점 관리체계 수

부와 민간부문의 정보공유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립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기존에는 침해사고 및 취약점 정보를 CERT/CC

중국, 유럽, 한국의 보안취약점 관리체계와 보안

웹사이트나 전화로 신고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게

취약점 DB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

되어, 긴급한 상황에서는 대응이 지연되는 단점이

내 실정에 맞는 국내 보안취약점 관리체계 방안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참여자들

제안한다.

로 하여금 ArcSight의 보안사고 관리 소프트웨어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국

를 설치하여 공격 등의 보안 관련 정보를 수집할

외 보안취약점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현황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인터넷과 분리된 사이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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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보망(CWIN)을 구축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이루어 NVD를 운영하고 있

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아직 대응책

다(Christey & Zuk, 2000). NVD의 정보가 방

이 마련되지 않은 취약점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

대해지고 NVD 이외의 취약점 DB들이 생겨나자,

하지 않도록 하여 해당 취약점에 의한 피해를 최

미 정부는 한 가지 취약점에 대해 각 취약점 DB

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에서는 사이버보

정보가 상이할 경우에 가져올 혼란을 방지하기 위

안 모니터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규모 웜∙바

해 취 약 점 식 별 자 체 계 인 CVE(Common

이러스 등의 사이버공격의 돌발적 발생을 실시간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를 구축하였

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사고를 즉

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취약점들을 효과적으

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로 분류하기 위한 CWE(Common Weakness

또한 국토안보부의 책임 하에, MITRE社,

Enumeration) 체계를 구축하였다(Martin &

NIST를 중심으로 국가 취약점 DB인 NVD

Barnum, 2006; Martin et al., 2002). CWE는

(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를 운영하여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정식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히 취

것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약점을 수집∙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MITRE와

용어가 기업 및 보안업체마다 달라 이 목록을 용

NIST는 [그림 1]과 같이 보안전문가, 소프트웨어

어 통일에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을

벤 더 , 침 해 사 고 대 응 팀 (CERT: Computer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NVD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시스템

Emergency Response Team) 등 다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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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omeland Security

[그림 1] 미국의 취약점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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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안설정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언어인
OVAL(Open Vulnerability and Assessment
Language), 그리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운영
체제∙응용프로그램 등과 관련 취약점 정보를 식

Vulnerability
Data
Sources

OSVDB
Vulnerability
Database

별하기 위한 공통 플랫폼 목록인 CPE(Common
Platform Enumeration)를 개 발 하 였 다
(Buttner & Ziring, 2009; MITRE, 2006). 이

Vulnerability
Records
Potential
Vulnerabilities

Checked
Vulnerability
Records

들 CVE, CWE, OVAL, CPE 등은 미국 정부가

OSVDB
Vulnerability Processing

추진중인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기술을 자동화하

OSVDB Moderators

고 표준화하기 위한 SCAP(Security Content
Automation Protocol)의 구성요소이다(Quinn

Raw Vulnerabilities

Vulnerability Records

Vulnerability
Bulk Data

Security
Community

OSVDB "Manglers"

et al., 2010).
미국에는 NVD 이외에 몇몇 취약점 DB가 존재
하는데, 그 중‘Secunia’
라는 기업은 취약점 정
보 DB를 구축하여 전세계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림 2] OSVDB 취약점 관리체계

2. 일 본

교육기관 등의 조직뿐만 아니라 CVE, NVD 등과
연계하여 취약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권고용과

일본의 정보보호 체계 및 정책은 총리를 의장으

연구용 두 개의 취약점 DB가 운영되고 있으며 권

로 하는 내각관방의 IT 전략본부 산하의 정보보호

고용 DB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정책회의와 정보보호센터(NISC: National

(Secunia, 2010).

Information Security Center)를 중심으로 구

또 다른 취약점 DB로는 2002년 데프콘 컨퍼런스

성되어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경제산업

에서 설립한 OSVDB(Open Source Vulnerability

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DB)가 있다. OSVDB에 대한 체계는 [그림 2]와

Industry)에서 공식 발표된‘Standards for

같으며 누구나 취약점 정보를 제공하고 수정할 수

Handling Software Vulnerability Information’

있는 공개 형식이다. 공격 가능 위치나 공격 타입

에 의해 IPA(Information-technology Promotion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공개

Agency, Japan)와 JPCERT/CC가 취약점 정보

형식이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존재 가능성이 있

공개∙배포를 위해 각각 취약점 정보 수집∙분석

으며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의 중심기관이면서 대외협력기관으로 지정되었

운영자로는 Data Mangler와 Moderator가 있

다. 즉, [그림 3]과 같이 IPA와 JPCERT/CC를 중

다. Data Mangler는 취약점 정보를 수집하고 수

심으로‘정보보안 조기경보 파트너십(Information

정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Moderator는 DB

Security Early Warning Partnership)’
이 구

의 운용∙유지보수와 취약점 정보를 검증하는 역

축되어 취약점을 관리하며, IPA 내에 중소기업 정

할을 담당한다(Ward & Kouns, 2004).

보보안대책 연구회도 구성되어 있다.
[그림 4]에는 미국과 영국 등의 침해사고 대응
기관들과 국제협력체계가 나타나 있다. 취약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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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ecurity Early Warning Partnership �
Vulnerability Information Distribution Framework

Vulnerability
reports

Coordinate

Software
Developers

Expected Effects

Notification of vulnerability information

Company
Invividual

System
Integrators

Security Promotion Realzing Security
Measures Distribution and others

AIST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nnounce- Users
ment of
countermeasures Government

Vulnerability Information Portal Site

Determine
announcement date,
coordinate with
developers and
overseas agencies

Supporting Analysis

Vulnerability
reports

Website
vulnerabilities

Receive Vulnerability
and Analyze

Pass on
vulnerability
reports

Verify
vulnerability
reports

Discoverer

Software and
other product
vulnerabilities

Aggregate
vulnerability
handling situation,
arrange
announcement
dates

Website operators
verify and
implement
countermeasures

Announce Incidents Involving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1. Promotion of vulnerability countermeasures taken by product developers and website operators
2. Prevention of inadvertent disclosure of vulnerability information and vulnerabilities being neglected
3. Prevention of critical system outage and critical information leak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PA : Information-technology Promotion Agency, Japan
JPCERT/CC : Jap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oordination Center
AIST :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그림 3] 일본의 정보보안 조기경보 파트너십

정보보안 조기경보 파트너십
(Information Security Early Warning Partnership)

보안취약점 대외협력 체계

JVN

미국(USCERT,
CERT/CC)
국내 벤더,
개발자

국내∙외 취약점 별도 관리

JVN
iPedia

영국(CPNI)

IPA,
JPCERT/CC

일본

�JVN#XXXXXXXX

미국
(USCERT, CERT/CC)

�JVNTA XX-XXXX
�JVNVU#XXXXXX

영국
(CPNI)

�CPNI-XXXXXX

[그림 4] 일본의 취약점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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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수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벤더, 일본 국내

중국 CERT Team
(CNVD 운영기관)

개발자, 미국의 NIST와 US-CERT, 영국의 국가
기반시설보호센터(CPNI: Centre for the

CNVD Working
Committe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등과
협력한다. IPA와 JPCERT/CC는 수집된 취약점

CNVD Technical
Cooperation

을 분석하고, 해외기관 및 개발자와 협력하여 공
개시기를 결정하며 일본의 국가 취약점 DB인

CNVD User Support

JVN(Japan Vulnerability Notes)와 JVN
iPedia에 공개한다.
일본 취약점 DB 중의 하나인, JVN는 접수된

[그림 5] 중국의 CNVD 관리체계

취약점에 대해 최대한 빨리 대응책을 수립하여 이
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달리 JVN

Accreditation Service of Conformity

iPedia의 경우 2~4주 동안의 분석과 조사를 통해

Assessment)와 정보보호 관련 제품과 관리 시스

좀 더 정확한 취약점 정보 및 대응정보를 공개하

템을 책임지는 중국정보보안인증센터(ISCCC:

는‘취약점 대응정보 데이터베이스’
의 역할을 한

China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다. 이 JVN과 JVN iPedia는 동시에 운영되며,

Center), 정보보호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JVN에서는 자체적인 취약점 평가 및 분류 체계를

등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중국정보기술보안인증

사용하는데 반해, JVN iPedia은 미국의 취약점

센터(CNITSEC: China Information Technology

분류체계인 CWE와 취약점 위험도 평가 방법인

Security Certification Center) 등의 조직으로

CVSS, 각 취약점에 유일성을 부여하는 번호체계

구성되어 있다.

인 CVE 등을 사용한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취약점에 의한 보안사고

최근 소프트웨어 제품의 국제화로 인해 일본 소

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2009년 CNVD(China

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 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

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라는 이름의

해졌다. 동시에 해외 개발사들로부터의 일본에서

취약점 DB를 구축하고, 2010년 4월부터 약

보유한 취약점 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공유에 대한

27,600개의 취약점 정보를 구축하여 CNVD 정보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IPA와 JPCERT/CC 등 일

를 서비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바로는,

본 침해사고 대응기관에서는 2008년 5월부터

미국의 NVD와 OSVDB를 참고하여 취약점 정보

JVN과 JVN iPedia의 영어 버전을 서비스하고

를 수집하면서 취약점 생명주기에 대한 연구를 병

있다.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와 같이 중국의 침
해사고대응팀인 CENTER/CC를 중심으로

3. 중 국

CNVD 운영위원회(Working Committee), 기술
협력(Technical Cooperation), 사용자 지원

중국의 정보보호 체계는 최상위 기관인 국무원

(User Support) 조직 등이 CNVD를 운영하고

을 중심으로, 인증 및 인가 서비스를 책임지는 중

있다. CNVD에 등록된 취약점은 미국의 NVD,

국국가시험인증위원회(CNAS: China National

일본의 JVN iPedia 등과 유사한 형태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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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지만, CVE, CWE, CVSS 등의 규정

ENISA에서는 유럽조기경보시스템(EWIS:

을 사용하는지와 취약점 수집, 자체 취약점 평가

European Warning and Information System)

기준 등의 관리체계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을 구축하여 각 회원국가의 국가 정보보호 조직,
CERT,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Information

4. 유 럽

Sharing and Analysis Center), 기업의 정보보
호 조직, 통신사업자, 개인 이용자 등을 연결하는

유럽의 취약점 관리체계는 EU의 산하기관인,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기경보체계를 구성함

유럽네트워크정보보안청(ENISA: European

에 있어 여러 정부, 기업, 민간 및 공공기관 등에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개별적인 CERT를 만들어 정보보호 인력을 배치

과 유럽 국가들의 CERT 그룹인 EGC(European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분야별로 대표 CERT 또

Government CERTs Group)를 중심으로 운영

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된다(EGC, 2008; ENISA, 2008). 유럽의 정보

또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

보호에 대한 지식정보교류 허브 역할을 주된 목적

기반구조별로 CERT 및 ISAC을 육성하기도 한

으로 하는 ENISA는 유럽의 정보보호를 전반적으

다. 최근에는 미국의 NIST 등과 연계하여 미국

로 조율하고, 온라인뱅킹, 방송 등 국민들의 생활

NVD 및 CVE 등의 취약점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

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네트

다. 유럽연합이나 영국의 경우, 국가에서 별도로

워크 및 정보보호 문제를 다룬다. EGC는 [그림

운영하는 취약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에 대해

6]과 같이 각 멤버 CERT들이 취약점 및 침해사

서는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어 세부적인 취약점

고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하는 기관이다.

5. 한 국
CSIRTUK
(영국)
SITIC
(스웨덴)

과거 한국의 침해사고 대응체계는 [그림 7]과
같이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
CERT-Bund
(독일)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국방부의
국방정보전대응센터,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

NorCERT
(노르웨이)

보호진흥원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EGC

CERTA
(프랑스)

(KRCERT) 등 삼각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정일
안 외, 2008).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한국정보보호

GOVCERT-NL
(네덜란드)

CERT-FI
(핀란드)

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
흥원이 통합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민간부분의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최
근 전국 시∙도 공공기관의 침해사고가 급증하자

[그림 6] EGC의 구성 국가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 6월 지방전자정부서비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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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침해대응기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NCSC
(국가사이버안전센터)
KN-CERT

KISA/KISC
(한국인터넷진흥원)
KrCERT/CC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DSC
(국방정보전대응센터)
IWRC

정부통합전산센터
시∙도 사이버침해
대응지원센터

국가∙공공분야

민간분야

국방분야

시∙도 지방자치단체

[그림 7] 국내 침해대응기관 구성

스에 대한 보안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시∙도 사이

관리체계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과거 우리

버침해대응지원센터를 16개 시∙도에 구축하였

나라는 미국의 NVD와 같은 국가 취약점 DB인

고,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기

KNVD의 구축을 추진하였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관의 침해대응 업무를 하고 있다(장지영, 2009).

비해 취약점 등의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

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사이버공격은 국내외 사

다. 한호현(2009)에 따르면, 십여 년 전에 국내

고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인접 국가에서 발생

취약점 DB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가 있었

하는 사이버공격이 국내에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되

으나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므로 이러한 공격에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국가간

2009년 9월에 발표된 사이버 침해대응 종합전략

상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속한 침해사

등의 국가 중요 정책 내용에도 국가 취약점 DB에

고 공동대응을 위하여 국가 CERT간 협력체계 구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

축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한국 KrCERT는 중국

하지만 최근에 김성근 외(2010)에서‘소프트웨어

CNCERT, 일본 JPCERT 등과 전용망을 이용하

보안취약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
에 대해 다뤄

여 네트워크 공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한∙중∙

진 바 있는데, 이는 미국의 CWE, CVE, CAPEC

일 3국간의 협력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

(Common Attack Pattern Enumeration and

다(정일안 외, 2008).

Classification) 등과 행정안전부의 주요 소프트

최근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장

웨어 특성 및 업계 관련 제품 성능 등을 참고하여

이 위원장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산하에 정

구축되었으며 XML 형식으로 되어 있다. 현재 C

보통신기반보호실무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Java 소스코드 관점에서의 주요 취약점을 망

등이 위치하고, 그 아래에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

라하고 차후 계속 확장될 예정인 본 DB는 정적분

리하는 KT, 산업은행, 한국전력, 국회사무처 등

석 중심으로 소스코드가 있는 상황에 적용할 수

에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

있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취약점 DB가 아니

고 있다. 이는 주요 국가에서 갖추고 있는 취약점

며, 소스코드가 없는 외산 소프트웨어 취약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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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C나 Java 이외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한

기관에서 취약점 정보관리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

취약점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세 번째는 취약점 정보를 활용하는 체계로, 일반
사용자들에게 취약점 정보를 제공하여 보안사고

Ⅲ. 주요 국가들의 보안취약점 관리체계
비교

를 예방하는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외에서 갖추고 있는 취약
점 관리체계를 비교하여 분석한 내용이 [그림 8]

보안취약점에 의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미

에 나타나 있다. 체계적으로 취약점을 관리하고

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크게 대외협력 조직

리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체계, 취약점 통합관리체계, 취약점 정보활용 체

통합 운영하는 취약점 DB가 구축되어 취약점 관

계 등을 잘 구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취약

리의 중복성 개선과 보안취약점에 대해 신속하게

점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응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취약점 관리체계는

CWE/SANS 25대 위험한 프로그래밍 에러들,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대외

OWASP 10대 취약점 등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협력체계로 타국이나 타 기관, 주요 벤더, 보안 전

취약점 리스트를 웹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문기업 등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점 정보

유럽의 경우에는 대외협력체계는 구축되어 있

를 공유한다. 두 번째는 취약점 정보 통합관리체

으나 자체적인 취약점 DB 및 활용 체계를 별도로

계로, 정부 차원에서 취약점을 명명∙분류하고,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의 경

취약점 DB를 생성∙유지∙갱신하는 업무와 연계

우에는 자체적으로 국가적인 취약점 DB를 구축하

되어 있다. 예로, 미국은 NIST 및 US-CERT, 일

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본은 IPA, JPCERT/CC와 같은 취약점 관리 통합

세부적인 취약점 관리체계에 대해 조사하는 데 한

: 통합 취약점 DB

미국

일본

국토안보부,
NIST, US-CERT

경제산업성,
IPA, JPCERT/CC

대외협력
조직체계

CSISP

미국, 영국

CWIN

취약점 통합
관리체계

취약점 정보
활용체계

중국

한국

유럽

통신관리국,
CNCERT/CC,
N&A

정보통신기반보호
위원회 이하
관리체계

ENISA, EGC,
EU 회원국 CERT

정보보호 관련
기관마다 다른
체계 및 정책

미국, 일본

벤더, 개발자

MIIT, CNCERT
등 정보보호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ENISA 중심으로
각국의 CERT 연계체계

SCAP, CWE

정보보안 조기
경보 파트너십

통신관리국 중심의
CNVD 관리체계

?

?

NVD(CVE)

JVN(iPedia)

CNVD

?

?

웹 공개

웹 공개

웹 공개

?

?

SCAP

MyJVN 서비스
Open API

RSS

?

?

NCP

[그림 8] 국내외 취약점 관리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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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주요 기관별로 대

Ⅳ. 국내 보안취약점 관리체계 방안

외협력체계나 취약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취약점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대외협력체

본 장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보안취약점 관

계나 취약점 DB 관리체계 등은 갖추고 있지 않다

리체계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9]에 나타나 있듯

고 판단된다.

이 취약점 통합관리기관 산하에 보안취약점 관리

국내 상황에 적합한 국가 차원의 취약점 DB 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취약

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국내 정보보안 의

점 정보와 DB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관을 국가

기초자산 마련, 침해사고의 예방 및 신속 대응, 침

차원에서 설립하여‘보안취약점 관리체계 및 시스

해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취약점 정보에 대한

템’
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점

관리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체계는 보안취약점이 발견되거나 관련 침해

체계적인 취약점 DB 구축은 안전한 정보보안 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

품 개발, 개발된 제품에 대한 평가∙인증, 지속적

록 하기 위한 법과 규정 등도 포함해야 한다.

인 보안 서비스, 정보시스템의 보안체계 구축 등

기존 국내의 취약점 관리는 관련 기관들간의

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한 해에 수많은 악성코

협력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

드가 유포되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IPTV 등 새로

졌기 때문에 동일한 취약점에 대한 중복 관리의

운 제품마다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

위해, 국가 차원의 취약점 통합관리기관의 설립

하는 것이 국내 정보보안 및 관련 산업의 기반이

이 필요하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취약점 정보

된다.

수집, 수집된 취약점 분류 및 위험도 평가, 취약

국내의 경우 현재는 취약점이 발견되면 개인이

점 DB 관리 등으로, 취약점 정보에 대한 중복 관

벤더에게 연락하고 취약점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리를 피하고 취약점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 되길 기대할 뿐이지만, 국가적으로 취약점 DB

것이다.

를 관리할 경우 개인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대신

범정부 차원의 취약점 관리 통합기관 설립이 어

에 취약점 DB 관리기관에서 벤더에 연락하여 체

려울 경우, 각 주요 부서별로라도 통합기관을 설

계적인 취약점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미

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로, 16개 지방

국이나 일본의 취약점 DB 및 관리체계를 그대로

자치단체의 전산시스템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정

이용할 경우 국내 정보보안 관련 정책과 기술이

부통합전산센터를 행정안전부의 취약점 통합관리

외국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기업의 경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정부통합전

우에도 외국 기관의 정보에만 의존하게 되어 산업

산센터가 취약점 통합관리기관이 될 경우, 행정안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국내

전부 산하의 16개 시∙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등의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 취약점 정보를 활용하여 제

정보기술 관련 기관이나 조직은 정부통합전산센터

품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전

로부터 취약점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하고 안전한 정보보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
할 필요가 있다.

취약점 통합관리기관은‘대외협력 조직체계’,
‘보안취약점 통합관리체계’
,‘보안취약점 정보활
용 체계’
로 크게 3가지 체계로 운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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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취약점 통합관리기관

보안취약점 관리시스템

① 대외협력 조직체계

② 취약점 통합관리체계
취약점 수집,
분석 부서

국외 취약점 관리 기관
미국(NVD): NIST
일본(JVN): IPA
중국(CNVD): CNCERT/CC
유럽:ENISA, EGC

기타 취약점 정보 제공
S/W 벤더
보안전문가
침해사고대응팀(CERT)
보안관련 기업

취약점 분석

대외
협력
중앙
부서

통합취약점
DB 관리 부서

취약점 평가
해결책 및 대응방안

분류된
취약점DB

취약점 계층적 분류

③ 취약점 정보활용 체계
자치단체별
침해대응센터
사업 발주/
관리자용

정부
중앙부처

개발자용

지방자치단체

취약점 일반
공개를 위한 분류

개인/기업

공개 가능

웹 공개

공개 불가능

RSS, 기타

부서간 피드백

[그림 9] 국내 보안취약점 관리체계 방안

1. 대외협력 체계

만약, 대외협력 중앙부서를 제외한 다른 경로를
통해 취약점 정보가 수집되거나 피드백될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대외협력체계는 [그림

위험성 높은 취약점 정보가 외부로 무단으로 유출

10]과 같으며, 취약점 수집과 피드백 등의 업무를

되거나 일부 취약점이 중복 관리될 수 있다. 이에

담당한다.

중앙 집중식으로 취약점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수집된 취약점 정보를 개인이나 연구

1) 취약점 정보 수집

기관이 아닌, 대외협력 중앙부서라는 국가기관이

취약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보안취약점 통합

벤더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함으로써 취약점

관리기관에 대외협력 중앙부서를 두고 이를 중심

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국

으로 국내외 다양한 취약점 관련 기관 및 조직 등

내에서 보고된 취약점과 미국, 영국 등 타국에서

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미국의 NIST,

제공받은 취약점의 식별자를 다르게 하여 별도 관

US-CERT, 일본의 IPA, JPCERT/CC, 중국의

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개발되어

CNCERT/CC, 유럽의 ENISA, EGC와 같은 국

폭넓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많은데, 국

외 취약점 관리기관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벤더,

외기관에서는 국산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보안취

국내 CERT, 보안전문가, 보안관련 기업 등이 협

약점을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

력체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취약점 수집체계

내와 국외에서 수집되거나 탐지된 취약점들을 별

구축시‘대외협력 중앙부서를 통한 취약점 정보

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집’과‘국내와 국외에서 수집된 취약점 정보의
구분 관리’
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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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수집
: 취약점 피드백

S/W 벤더
A등급

위험도: 높음

대외협력 중앙부서를
통해 취약점 수집

국내 침해사고대응팀(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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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대외협력 조직체계

2) 취약점 정보의 피드백

1) 취약점 분석∙평가∙분류

미국의 CWIN, 일본의 정보보안 조기경보 파트

취약점 분석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취약점 분석

너십 등과 같이, 분석∙평가된 취약점 정보를 공

과 함께 해당 취약점이 시스템개발 생명주기

개하기 전에 대외협력 중앙부서의 책임 하에 협력

(SDLC: System Development Life Cycle)의

기관이나 조직들에게 피드백하고, 취약점에 관련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취약점인지 파악한다. 본

된 보안사고나 영향을 파악하여 취약점 대응방안

논문에서는, SDLC 단계들 중에서 해당 취약점

등을 마련해야 한다. 피드백되는 취약점 정보의

발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단계를 저장할 수 있

단계별 보안 유지를 위해, 취약점 피드백을 위해

도록, 취약점 DB 테이블의 한 항목으로 두어, 구

서는 [그림 10]과 같이 대외협력체계 구성원들을

현단계에서 발생한 취약점인지 또는 설계단계에

몇 단계 등급으로 나누어 그 등급에 따른 취약점

서 발생한 취약점인지에 대해 개발자나 설계자,

정보만을 피드백하는 것을 고려한다.

기술자가 참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취약점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2. 보안취약점 통합관리체계

국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많이 이용되고 국내
환경과 타국 환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타

보안취약점 통합관리체계는 크게 취약점 분

국에서 사용되는 취약점 위험도 산정방식이 적합

석∙평가∙분류에 대한 체계와 통합 취약점 DB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환경을 고려한 각

운영체계로 나눌 수 있다.

취약점 위험도 평가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여 많은 사
업들이 아웃소싱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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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정보기술 관련 사업들이 국가를 중심으로

와 국산제품의 취약점 DB를 구별하여 관리한다.

발주 및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의 CWE

분리 관리를 통해, 외국기관과의 공조 및 호환성

와 같은 취약점 유형별 분류방법과 더불어, 발주

을 유지하면서 국산제품의 취약점 정보를 체계적

자∙관리자, 그리고 기술자∙개발자를 위한 취약

으로 관리할 수 있다. 넷째,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

점 정보를 추가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

기 위해 제품 관리자를 위한 설명과 개발자를 위

존 취약점들은 전문기술자 및 개발자 위주로 표현

한 설명, 일반 사용자(비전문가)를 위한 설명 등으

되어 있는데, 사업발주자 및 관리자를 위해 좀 더

로 구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쉽게 취약점 정보 및 그 영향을 설명하여 취약점

다. 개발자에게는 세부적으로 취약점 관련 위치나

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
을 알려줄 필요가 있으나, 일반 사용자에게는 단

2) 통합 취약점 DB 운영

순한 패치정보만을 알려주면 된다.

미국, 일본, 중국에는 NVD, JVN, CNVD와 같

다섯째는 공개 취약점 정보와 비공개 취약점 정

은 국가 차원의 통합 취약점 DB가 존재하지만,

보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공

국내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격에 악용될 수 있는 공격코드는 공개할 필요가

취약점 DB를 범정부 조직에서 관리하지 않고 서

없으며, 아직 패치가 개발되지 않은 제로데이

로 다른 기관에서 각자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운

(zero-day) 취약점도 패치가 배포될 때까지 공개

영한다면, 취약점 관리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

되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는 DB가 진화할 수 있

지고 동일한 취약점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

도록 설계되어 구축되어야 한다. OWASP 취약점

어 효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우리도 국가

의 경우에 2004년, 2007년, 2010년도 버전으로

차원에서 취약점 DB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업데이트되어 왔다. CWE/SANS 오류도 2009

있다. 주요 국가에서 VDB 구축시 미국의 NVD,

년, 2010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왔다. 즉, 새

CWE, SCAP 등을 참조하고 있으므로, [그림 1]에

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도입되면 새로운 취약점이

나타난 미국의 취약점 관리체계가 국가 차원의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VDB 구축시 필요한 주요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다.

는 취약점 정보를 국문 및 영문으로 서비스해 주

국내 취약점 DB를 구축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어야 한다. 특히, 국산 제품이면서 수출되는 제품

요구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취약점 분류체계를

에 대한 취약점 정보에 대해서는 영문으로 서비스

수립해야 한다. 미국의 CWE를 그대로 수용할 것

하여 정보공유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인지, 아니면 다른 취약점 분류체계를 도입할 것
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분류법

3. 보안취약점 정보활용 체계

을 따를 경우에, 국산 제품들의 취약점을 분류하
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둘째, 취약점 DB에 유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에서 취약점 정보를 사용

지할 정보는 미국의 NVD, CVE, CWE를 참조하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체계로, 기업 대상의 취약

여 결정한다. 즉, 취약점 ID, 제목, 개요, 날짜, 영

점 정보 제공과 정부의 IT 사업을 위한 취약점 활

향, 위험도, 취약한 제품 및 버전, 대응책 등을 포

용체계로 나누어 제안한다.

함한다. 셋째, 기본적으로 외산제품의 취약점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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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부분 대상 취약점 정보 공개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 취약점 DB의 취약점 정보를 민간 또는 기

미국의 NCP, 일본의 MyJVN 서비스처럼 취약점

업 등에 공개하는 구조로 [그림 11]과 같은 과정을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에서 PC, 서버 등의 보안설

제안한다.

정이나, 위험한 버전의 S/W 제품이 존재하는지

통합 취약점 DB에는 해커들이 악용할 수 있는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필
요할 경우, 공개 취약점과 비공개 취약점으로 나

2) 정부 사업을 위한 취약점 정보 활용

누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 취약점은 관

정부 사업을 위한 취약점 정보활용 체계는 [그

리자, 개발자, 일반 사용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림 12]와 같다. 본 장의 2절 취약점 통합관리체계

로 구성되며, 예로는 패치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부분에서 취약점 정보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비공개 취약점은 제로데이 취약점과 같이 아직 패

‘사업발주자∙관리자용’
과‘개발자∙기술자용’
으

치가 개발되지 않은 취약점이나 보안취약점 통합

로 정보를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취약점

관리기관에서 취약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판

의 개요 및 영향 관련 내용은 주로 정부 관련 사업

단한 취약점 등이 속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취

의‘사업발주자∙관리자용’
으로 사용하고, 세부적

약점의 악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인 취약점 정보는‘개발자∙기술자용’
으로 활용하

공개 가능한 보안취약점의 경우 사용자들이 최

여 취약점 DB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서비스해야 한다.

정부 사업의 발주자 및 관리자는 해당 관련 사

NVD, JVN, CNVD와 같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

업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취약점들이 존재하는

개하고, RSS를 통해 새로 업데이트된 취약점들을

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해당 취약점이 악용되

사용자가 손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었을 경우의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으면 충분하

한 일본과 같이 Open API를 이용하여 취약점 정

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하지

보를 다양한 곳에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만 개발자와 기술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개발해야

웹사이트

RSS
비공개 보안취약점
S/W 취약 버전 점검도구
통합 취약점 DB

해결 및 대응방안
존재 여부

Open API
공개 보안취약점
취약점 정보 공개

[그림 11] 민간, 기업 대상의 취약점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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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정보 요청
: 취약점 정보 제공

보안취약점 통합관리기관

통합 취약점 DB

사업발주자/관리자용

개발자/기술자용

자치단체별
침해대응센터

정부

사업 발주/
관리자용

중앙부처

개발자/기술자용

지방자치단체

[그림 12] 정부 사업을 위한 취약점 정보 활용

하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 정보

안하였다. 제안한 체계는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체계, NVD, JVN 등 국외의 기존 취약점 DB들

제공되는 취약점 정보가 너무 방대하다면 사람
들은 보안조치들을 꺼려하게 되고 그 실효성이 떨

과의 호환성, 취약점 정보의 중복관리 개선, 분류
된 취약점 정보의 활용성 증대 등을 고려하였다.

어지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미국처럼 당해 연도

새로운 정보기술 및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와 관

또는 이번 분기에 가장 유의해야 할 10대 취약점

련된 새로운 취약점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따

또는 20대 취약점 정보, 그리고 그 방어책을 웹을

라서 취약점 정보 수집∙분석, 취약점 DB의 유

통해 병행 제공하는 것도 좋다.

지∙갱신 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취약점 DB를 중심으로

Ⅴ. 결 론

새로운 취약점을 조사하고 이들의 영향이나 중요
도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보안사고를 예방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신규 정보서비스의 확산으

방안에 대해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점

로 새로운 취약점들이 나타나면서, 이들 취약점들

DB를 보안성 평가 및 보증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

을 악용한 개인정보 침해 및 악성코드 유포 등의

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보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증대되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정보기술들의 보안취약점에 대해 체계
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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