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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지휘통제 의사결정 지원을 한 사이버 작 요소 분류  
방책 평가 방안 연구☆

A Study on Cyber Operational Elements Classification and COA 
Evaluation Method for Cyber Command & Control Decision Making 

Support

이 동 환1 윤 석 준1 김 국 진1 오 행 록2 한 인 성2 신 동 규1*

Dong-hwan Lee Suk-joon Yoon Kook-jin Kim Haeng-rok Oh In-sung Han Dong-kyoo Shin

요    약 

최근 육·해·공·우주에 이어 제 5 장 역으로 사이버공간이 인식되면서 본격 으로 사이버공간을 작   임무 역으로 보는 활

동에 심이 집 되었다. 한, 21세기는 4세  쟁방식으로 사이버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작 이 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에서 작  수행은 지휘 의 의사결정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가름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객 성을 높이기 해서 

체계 으로 방책(COA, Course Of Action)을 수립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작  수행에 필요한 작 요소들

을 분류하는 방안을 통하여 방책을 수립하고, 방책의 정량  평가가 가능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작  수행의 
방책이 되는 사이버 작 요소 조합(COES, Cyber Operational Elements Set)을 구성하고 표 개발 과정에서 식별한 사이버 작 요소를 

육하원칙(5W1H Method)을 기 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 스턱스넷(STUXNET) 공격 사례에서 활용된 사이버 작 요소들을 

제시한 분류 방안을 용하여 사이버 작 요소 조합(COES)을 구성해 공격 방책들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수립한 방책의 우선순 를 
부여하고 최 의 방책 선정을 해 방책의 정량  평가를 수행하 다. 

. 

☞ 주제어 : 사이버공간, 사이버작 , 방책, 작 요소, 육하원칙

ABSTRACT

In these days, as cyberspace has been recognized as the fifth battlefield area following the land, sea, air, and space,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activities that view cyberspace as an operational and mission domain in earnest. Also, in the 21st century, cyber operations based 

on cyberspace are being developed as a 4th generation warfare method. In such an environment, the success of the operation is determined 

by the commander's decision.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rationality and objectivity of such decision-making,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stablish and select a course of action (COA). In this study, COA is established by using the method of classifying operational 

elements necessary for cyber operation, and it is intended to suggest a direction for quantitative evaluation of COA. To this end, we propose 

a method of composing the COES (Cyber Operational Elements Set), which becomes the COA of operation, and classifying the cyber 

operational elements identified in the target development process based on the 5W1H Method. In addition, by applying the proposed 

classification method to the cyber operation elements used in the STUXNET attack case, the COES is formed to establish the attack COAs. 

Finally, after prioritizing the established COA,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policy was performed to select the optimal COA.

☞ keyword : Cyberspace, Cyber Operation, Course Of Action, Operational elements, 5W1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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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정보통신 분야의 발 에 따라 사이버공간 인식

이 확 되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사이버공간이 육·해·

공·우주에 이어 제 5 장 역으로 인식되면서 한․미 합

동작 교범에도 사이버작 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 

사이버 작 환경에서 군사작  수행 시에도 지휘 의 의

사결정에 따라 쟁의 승패 는 우세가 결정될 수 있다 

[1,2]. 따라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객 성을 높이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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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차와 요소를 참고하여 사이버공간 상에서 취할 

수 있는 작 요소를 정량화하고 최 의 방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2 에서는 물리  작 의 계획수립 차  

표 순환주기를 참조하여 사이버작  수행의 방책 수립을 

한 체계를 립하기 하여 련 자료  국내외 교범 

등을 조사한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사이버 

작 요소 분류  방책 평가방안을 검증하기 한 사례로

서 공격그래 와 스턱스넷 공격에 하여 서술한다.

3 에서는 사이버 작 요소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이

버작 의 방책이 되는 작 요소의 조합(COES, Cyber 

Operational Elements Set)을 구성하기 해 표 개발 

과정에서 식별한 작 요소를 육하원칙(5W1H Method)

에 기반하여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수립한 다양한 

방책  공격자의 의도에 합한 방책을 선정하기 해 

육하원칙 요소별로 정량 인 평가를 진행하여 방책 수

와 우선순 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지휘통제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 체계(CCCRT- 

DMSS)를 제시하여 작 요소를 식별, 종합, 추천하는 과

정을 거쳐 방책을 수립하는 로세스를 보여 다. 

4 에서는 3 에서 제안한 사이버 작 요소 분류 방

안  정량  방책 평가 방안을 스턱스넷(STUXNET) 사

례를 용하여 최선의 방책 수와 우선순 를 도출한다. 

이를 해 스턱스넷 사례기반 공격그래 를 분석하여 

련 작 요소들을 식별하고 제안한 사이버 작 요소 분류

방안을 용하여 사이버 작 요소 조합과 방책 샘  데

이터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구성한 방책 샘 들을 제안

한 평가방안을 용하여 수  우선순 를 구하고 최

의 방책을 선정한다.

2. 련연구

2.1 합동계획수립 차(JPP, Joint Planning 

Process)

2.1.1 합동계획수립 차(JPP) 개요

합동계획수립 차(JPP)는 물리 인 군사작 에서 상

황을 이해하고 지휘 이 요망하는 최종상태를 구성하여 

해당 상태를 달성하기 한 효과 인 방법을 설계하는 

기술이다 [3]. JPP 로세스는 임무를 분석하고 실행 가

능한 방책을 수립, 분석  비교하여 최선의 방책을 선정

하고 이를 기 로 계획 는 명령을 생산하기 한 일련

의 논리 인 단계로 구성된 체계 이고 분석 인 차를 

가진다.

2.1.2 JPP 단계별 세부 수행 차

합동계획수립 차(JPP) 로세스는 그림 1과 같이 계획

착수, 임무분석, 방책수립, 방책분석, 방책비교, 방책승인, 

계획  명령 작성의 7개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4]. 

첫 번째 단계인 계획착수(Initiation) 단계에서는 지휘

, 계획   참모(Staff)가 상황을 이해하고 지휘  

기 계획 지침을 생성할 수 있도록 명령, 지침, 정보  기

타 정보들을 검토  분석한다. 

임무 분석(Mission Analysis) 단계에서는 정보환경의 물

리 , 정보 , 인지  차원에 한 한 을 식별한

다. 임무  지휘  의도를 분석하기 해 명시, 추정, 필

수과업을 결정하고 알려진 사실과 가정,  상황을 결정

하며 합동작 과 련된 제한, 지사항을 식별해 최종상

태  정보작 목표, 효과를 결정한다.

방책 수립(COA Development) 단계에서 기획자는 임무 

기술서, 지휘 의 의도  계획 지침을 사용하여 여러 

COA를 개발한다. 

방책분석(COA analysis) 단계에서 작 참모는 작  환

경하의 합동정보태세 비과정을 통해  방책의 식별 

 아군 방책과 비교를 통해 워 게임(War game)을 실시한

다. 각각의 방책을 분석하여 핵심 결심지  제시  작

과 련된 고가치 표 을 식별하여 정보작 을 한 지

휘  요정보 요구 건의와 우선정보요구 제출을 통해 

참모평가를 수정한다.

방책비교(COA Comparison) 단계는 참모요원들이 각 

방책의 장 과 단 을 분석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우선임무  과업에 기 하여 각각의 방책을 비교한다. 

작 요구와 정보 련 능력의 유용성에 하여 각 방책의 

비교를 통해 우선순 를 설정한다.

방책승인(COA Approval) 단계에서는 작  참모가 임

무 완수를 해 작 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한 

명확한 건의를 지휘 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후 작 참

모는 결정된 COA를 작 개념으로 환할 경우 지휘 이 

고려해야 할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인 계획  명령 작성(Plan or Order 

Development)단계는 방책이 승인된 후 작  참모는 작

계획 는 작 명령의 별첨 문서 형식으로 발 시켜 승

인된 방책으로부터 과업을 세 하게 구분한다. 한 정보

련 능력의 미흡한 부분과 해결방안을 식별하여 정 한 

자료를 시간에 맞게 정상 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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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합동계획수립 차 로세스

(Figure 1) The Joint Planning Process

(그림 2) 물리  작   사이버작  계획수립 차 비교

(Figure 2) Comparison of JPP and JCPP

2.1.3 물리  작  계획수립 차(JPP)와 사이버작  

계획수립 차(JCPP) 비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이버작 에 한 방책 수립과 

평가를 한 기 , 고려사항 등을 악하기 하여 그림 

2와 같이 물리  작 과 사이버작 의 계획수립 차의 

비교해 보았다.

JCPP는 사이버작  상에서  의도를 악하고 좌

시키기 해 표 에 한 우선순 를 부여하고 최선의 

방책을 찾아 공격하는 차이며, 실 에 선택하여 사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방책들이 비되어야 한다. 

한 공세  작  수행을 해 임무 분석부터 방책 비교 단

계까지 자동화 는 생략이 가능한 체계로 구성된다. 그

리고 시간  단축을 해 결과에 한 평가 시뮬 이션

이 자동화된 MOE(Measure of Effectiveness)를 산정해  방

책을 비교한다. 여기서 MOE는 사이버작 의 계획수립 

시 방책을 평가하는 과정으로써, 사 에 상되는 결과를 

비교하기 해 최 한 실 에 가까운 조건을 설정하여 

평가  선정하는 것이 요하다. 한 MOE는 작  수행 

조건이 100%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방책이 제 로 수립

되었는지 평가하는 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 요소 조합(COES)으로 구성

한 방책의 총 수를 MOE로 가정하 다.

2.2 표 처리순환주기(JTC, Joint Targeting Cycle)

2.2.1 표 처리순환주기(JTC) 개요

작 계획장교는 의 표 체계에 한 효과달성 능력

을 평가할 때 표 처리순환주기(JTC, Joint Targeting 

Cycle)를 용한다 [5]. 해당 로세스는 지휘 이 목표

물에 한 기능을 선택하고, 채택한 후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지침이 되는 차이다. JTC는 그림 3과 같이 ‘작

’과 ‘정보’ 두 조직 간의 을 용이하게 하는 총 6단

계로 구성된다. ‘정보’ 로세스는 표 개발 차를 통해 

기능  취약성을 포함한 잠재  표 을 식별하게 되고 

‘작 ’에서는 능력분석 단계에서 표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작 계획자는 표 체

계에 한 잠재 향을 평가할 때, 고유한 모델과 데이터

를 사용하며, 군사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무기결정을 지원

하는데 활용한다.

(그림 3) 표 처리순환주기(JTC) 차

(Figure 3) Joint Targetting Cycle(JTC) Process

2.2.2 표 처리순환주기(JTC)와 JPP 상 계

물리  작 과 사이버작  간 계형성, 고려사항 

검  사이버작 상 의사결정의 기 설정을 하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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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와 같이 작 계획수립 차(JPP)와 표 처리순환주기

(JTC)를 비교하고 상 계를 분석하 다.

JPP와 JTC는 각각 작 계획장교의 입장과 표 장교

의 입장에서 바라본 로세스로써 작  수행에 있어 최

선의 방책을 도출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다. 지휘 의 

목표에 합한 무기를 추천하고 추천된 무기의 효과 평

가를 통해 최선의 방책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JTC는 

합동무기효과교범(JMEM)이라는 수치  해석기법이 

용된 도구를 활용한다.

(그림 4) JTC와 JPP의 상 계

(Figure 4) Correlation between JTC and JPP

2.3 합동무기효과메뉴얼(JMEM/JWS, Joint 

Munitions Effectiveness Manual / Joint 

Weaponeering System)

2.3.1 합동무기효과메뉴얼(JMEM) 개요

1963년 Close Air Support Board의 육군-공군 패

들은 당시 공 지 재래식 폭탄에 한 데이터들이 총체

으로 부정확하고 실과 Gap이 무 커 오폭의 험이 

크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Close Air Support Board는 

부정확한 데이터를 개선하기 해 포 인 표 목록과 

표  공격에 사용하는 공 지 폭탄의 성능 데이터가 담

긴 공식 매뉴얼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 다. 1969년 미 합

동참모본부는 해당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공 지 폭탄에 

한 합동무기효과교범(JMEM, Joint Munitions Effective- 

ness Manual)을 만들었다 [6]. 

AIAA(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에서는 각종 무기체계의 효과도 평가와 련

된 기 자료  표 화된 기법이 수록된 무기체계효과자

료(JMEM)와 무기유형별 분석 도구를 제공하여 군의 분

석능력 함양에 기여하는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 [7]. 해당 

교재를 통해 무장의 피해 메커니즘, 요구 피해 정도, 요망 

피해 수  등 작  계획수립과정  공  공격 등에 필요

한 정량  요소들의 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JMEM과 

같은 수치  해석 기법이 발 함으로써 자동화된 최 의 

무기 배정 로그램(JWS, Joint Weaponeering System)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합동기능에 최 화된 

무기배정  ATO작성에 과학  근 기법을 용할 수 

있었다.

2.3.2 합동무기효과메뉴얼(JMEM) 차

JMEM은 사람이 식별한 표 을 입력받아 무기추천 단

계에서 피해요구도, 피해확률, 력 등을 산출하고, 최  

임무부 가 무엇인지, 최 의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도출

한다. 도출되는 요소들은 무기, 요망피해수 , 효율성, 발

사조건 등 표  제거 산출에 직결되는 데이터로 구성되

며 모두 합리 인 근거에 의해 정량 으로 계산되어 산출

된 값들로 구성된다. 그림 5는 표 처리순환주기(JTC)에서 

JMEM/JWS의 역할과 필요한 작 요소들을 보여 다.

(그림 5) 합동무기효과메뉴얼(JMEM) 로세스

(Figure 5) Joint Munitions Effectiveness Manual 

Process

 

2.4 공격그래 (Attack Graph)

2.4.1 공격그래  개요

방어  공격 작 을 수행하기 해서는 공격자가 표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는 경로

를 연구하는 것이 요하다. 공격 그래 는 공격자가 각 

단계에서 필요한 권한을 얻으면서 네트워크 호스트의 취

약성을 악용하여 원하는 상 호스트에 도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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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방법을 보여 다 [8]. 

2.4.2 공격그래 의 구성

공격 그래  생성의 첫 번째 단계는 네트워크 구성요

소의 연결성을 분석하는 ‘도달 가능성 분석’ 과정을 거친

다. 상 네트워크 토폴로지, 네트워크 호스트에서 실행

되는 애 리 이션, 네트워크에 한 액세스 제어 규칙 

 호스트 간의 신뢰 계에 한 정보를 부 악한 후 

공격 그래 를 모델링 해야 한다. 네트워크의 구성 정보

의 정확성과 완 성은 생성된 공격 그래 의 정확성에 

직 인 향을 미친다. 네트워크의 정보를 모두 악한 

후 공격 그래 를 모델링 하기 때문에 그림 6과 같이 그

래 에서 그려지는 각 노드(Node)와 선(Edge)들은 끊임없

이 연결되어 있다.

(그림 6) 공격그래 의 구성 시

(Figure 6) Attack Graph Example

2.5 스턱스넷(STUXNET) 공격

2.5.1 스턱스넷 공격 개요

이란 SCADA 괴  무력화한 스턱스넷(STUXNET) 

공격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 진 일련의 사이

버공격으로 이란의 나탄즈(Natanz) 핵시설에 치한 원

심분리기가 손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스턱스넷은 국

가  산업의 요 기반시설의 공정을 감시  제어하는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을 상으로 한 극도록 정교하고 군사  수 의 

첫 사이버 무기로 지칭되는 웜(Worm)공격이다 [9,10]. 

해당 공격은 공정설비와 연결된 로그램이 가능한 논리

제어 장치(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상의 

코드에 한 악의  변경을 통해 제어권을 획득한다. 

재는 스턱스넷의 부분의 코드는 공개된 상태며 그 작

동 원리  기능 한 공개된 상태이다.

2.5.2 스턱스넷 공격 원리

스턱스넷은 산업 기반시설의 물리  부분을 통제하기 

해 주로 PLCs(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하

드웨어를 사용한다. PLCs를 감염시켜 PLC 코드블록을 

변조하고 변조 코드는 은닉시켜 Step7이 호출될 경우 감

춰진 변조 코드 블록이 실행되도록 하 다. 이 때 신뢰할

만한 기업들의 인증서를 활용하여 자동감지시스템에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극(Air GaP) 극복을 해 이

동 장 매체인 USB를 공격에 활용하 다. 한 스턱스

넷 제작자는 요 시스템과 인 라에 해 공극 략을 

활용하기 해 악성코드 내에 네트워크 속 없이도 시

스템 간 에 활용할 수 있는 취약 을 포함하 다. 

스턱스넷은 웜의 를 해 ① 도우 쉘 LNK 취약

, ② 도우 서버 서비스 NetPathCanonicalize() 취약

, ③ 도우 린터 스풀러 서비스 취약 , ④ 공유 네

트워크 서비스 취약 , ⑤ 지멘스 SIMANTIC WinCC 기

본 패스워드 취약 , ⑥~⑧ 지멘스 SIMANTIC Step7 인

젝션을 한 세 가지의 공격 방식의 총 8가지의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7은 스턱스넷 공격에 사용되는 웜의 버

별 사용 가능한 취약 을 매핑하여 보여 다 [11].

(그림 7) 스턱스넷 버 별 취약  목록

(Figure 7) List of vulnerabilities by Stuxnet version

3. 사이버 작 요소 분류  방책 평가 방안

본 에서는 사이버 작 요소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이

버작 의 방책이 되는 작 요소의 조합을 도출하기 해 

식별한 작 요소를 육하원칙(5W1H Method)에 기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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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류한 후 수립한 다양한 방책 에서 공격자의 의도

에 합한 방책을 선정하기 해 육하원칙 요소별로 정

량 인 평가를 진행하여 방책 수와 우선순 를 결정하

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식별된 표 을 분석하여 

합한 사이버 작  요소들을 종합  추천하는 사이버 지

휘통제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체계(CCCRT-DMSS, 

Cyber Command Control Real Time-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를 제시한다.

3.1 사이버 작 요소 개념  정의

사이버작 은 사이버공간 상에서 군사  목 을 달성

하기 해 사이버 련 능력을 운용하는 작 이다. 사이

버작 의 형태는 크게 방어  사이버작 , 공세  사이버

작 , 네트워크 작 으로 나뉘어지며 이에 필요한 인 , 

물리 , 논리  계층의 환경  요소는 모두 작 요소로 

활용된다[12]. 즉, 사이버 작 요소는 사이버작  수행에 

필요한 인 , 물리 , 논리  계층에 존재하며 작 환경

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로 정의할 수 있다.

3.2 사이버 작 요소 분류 방안

표 개발 과정에서 식별된 사이버 작 요소는 분류 과

정을 거침으로써 사이버 작 요소에 한 데이터 리  

방책의 효과평가를 한 시뮬 이션 근에 용이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책 수립 시 작 요소의 락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명확한 작 요소 조합의 구성을 해 

Who( 가), Where(어디에서), What(무엇을), How(어떻

게), When(언제), Why(왜)의 육하원칙(5W1H Method)

을 기 으로 사이버 작 요소를 분류한다.

Who( 가)에 해당하는 작 요소는 사이버공간상 페

르소나 계층에 존재하는 개인, , 그룹 등과 같은 사이버

작 을 수행할 수 있는 인  요소로 분류된다. 

Where(어디에서)에 해당하는 작 요소는 공격 목표

가 되는 표  자체와 공격 지 과 표  사이의 노드들 즉, 

단말기와 같은 네트워크상 물리  치정보를 포함하는 

요소들로 정의된다. 

What(무엇을)에 해당하는 작 요소는 표 (무엇을)과 

작 요소의 무기나 지원해주는 요소들(무엇으로)로 구성

되며, 공격자의 목표에 맞는 취약 이 매핑된 사이버 공

격체계나 사이버 공격 모듈 등의 사이버 무기 집합이 포

함된다. 

How(어떻게)에 해당하는 작 요소는 표 까지 근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로, 해당 작 요소들  의 

취약 을 가장 잘 이용하면서, 가장 노출 험이 은 방

법을 찾는 것이 요하다.

When(언제)에 해당하는 작 요소는 사이버 작 을 

수행하는 날짜  시간, 조건, 상황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Why(왜)의 경우, 선정된 작 요소 조합이 

사용되어야 하는 근거에 해당하며, 방책의 효과평가

(MOE) 수로 결정된다. 여기서 MOE는 사이버작 의 

기 , 목표에 따라 동 으로 바뀔 수 있다.

육하원칙을 기반으로 분류된 사이버 작 요소들은 각 

요소들이 가지는 고유특성, 차원요소, 연동요소를 작성하

으며 이는 방책의 기 에 따라 동 으로 변환될 수 있

다. 먼  작 요소의 고유특성(Attribute:field)은 작 요

소가 갖는 속성들로 컬럼이 구성된다. 표 1은 작 요소 

별 고유특성을 도출한 시를 보여 다.

작전
요소

인적 요소 물리적 요소 무형체 요소 취약점 요소 ...

고유
특성

주 임무
이름
성별
작전효과 
수행능력치
 ...

IP/MAC
소유자
모델명
OS
 ...

주 임무
주 기능
보조 기능
TTP
크기
 ...

CVSS
해당
플랫폼
 ...

...

(표 1) 고유특성(Attribute:field) 정의

(Table 1) Attribute:field Definition

차원요소(Demansion:View)는 사이버공간의 계층, 

술수 , 6  합동기능 등 6하원칙보다 상 의 (다차

원)에서 작 요소를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표 2는 각 차원요소별 정의되는 값들을 보여 다. 본 논

문에서는 단순화를 해 차원요소는 용하지 않았다. 

차원
요소

사이버공간 계층 전술수준 6대 합동기능 ...

Value

물리적 계층
(Physical Layer)
논리적 계층
(Logical Layer)
인적 계층
(Persona Layer)

전략적 수준
작전적 수준
전술적 수준

지휘통제
정보
화력
이동 및 기동
지속지원
방호

...

(표 2) 차원요소(Demansion:View) 정의

(Table 2) Demansion:View Definition

연동요소(Linkage)는 작 요소들 간 서로 연 되거나 

취약 과 같은 작 요소 사이의 계를 표 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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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이다. 를 들어 노트북, 서버, 워크스테이션과 같이 

네트워크상, 노드들 간 연결성이 있을 경우 는 각 노드

와 노드들 간의 경로에 있는 취약 들 한 연동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최종 인 사이버 작 요소 분류 방안을 기 으로 만든 

분류 테이블의 구성 시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사이버 작 요소 분류 테이블 구성의 

(Figure 8) Cyber Operational Elements Classification 

Table Sample

3.3 방책(COA) 수 부여  평가 방안

3.3 의 분류 방안을 통해 분류된 작 요소들은 공격

자의 요구에 맞게 육하원칙별로 추천 과정을 거쳐 하나

의 사이버 작 요소 조합을 구성한다. 이 게 만든 사이

버 작 요소 조합을 토 로 사이버공격 방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공격자가 요망하는 효과가 동일하더라도 

사이버 작 요소 조합과 방책은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

다. 따라서 수립된 방책  사이버작 의 공격 성공률, 효

율성 등을 고려한 정량 인 방책 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 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육하원칙의 왜

(Why)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방책 효과평가(MOE)를 통

해 지휘   공격자가 목표에 근 한 최선의 방책을 추

천할 수 있다. 그림 9는 표 식별 과정부터 방책 효과평

가까지의 수행 차 시를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방책들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방책의 우선순   최선의 방책을 도출하기 한 방안

을 보여 다. 각 요소에 한 효과평가지표  수부여 

체계는 다음과 같다.

Who( 가)에 해당하는 작 요소의 평가를 해 인  

요소들에 한 공격효과 능력치(기만, 조, 변조, 약화, 

와해, 괴), 직 에 따른 근무경력(요원 , 능숙 , 숙련

, 문 , 장  이상)에 한 지표를 만들었다. 능력

치 수는 각각의 능력치에 하여 동일하게 2 을 부여

하 다. 근무경력 수는 각 직 별로 직 이 올라감에 

따라 2 씩 추가 수를 부여하 다. Who 작 요소에 

한 능력치  근무경력 효과평가지표는 표 3과 같다. 해

당 지표는 본 연구의 실험을 하여 임의로 정한 지표로

써, 작 요소의 특성, 성격에 따라 향후 좀 더 객 인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9) 방책(COA) 수립  평가 과정 

(Figure 9) COA establishment and evaluation 

example

인적요소 지표

공격효과 능력치 직급 근무경력

기만 2/12 요원급 2/10

위조 2/12 능숙급 4/10

변조 2/12 숙련급 6/10

약화 2/12 전문급 8/10

와해 2/12 팀장급 10/10

파괴 2/12

(표 3) Who 작 요소 효과평가지표

(Table 3) Who : Operational Elements evaluation 

index

사이버작 에 참여하는 인력에 하여 각 능력치 수

와 근무경력 수를 합산하여 작 요소에 한 수를 

부여한다. 최종 Who에 한 수는 참여 인력의 수의 

합으로 결정된다.

Where(어디에서)의 작 요소는 공격 루트에 포함되는 

단말기들이 가지는 취약 (CVE)을 나열하고 각각의 취

약 에 한 CVSS 수를 합산하여 작 요소에 한 

수를 부여한다. 최종 Where에 한 수는 모든 작 요소

의 CVSS 수 합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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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무엇을)의 작 요소는 실제 사이버작 의 무기

나 모듈이 사용하는 취약 (CVE)의 CVSS 수 합계로 

작 요소에 한 수가 정해지며, 각 작 요소 수의 

합 연산을 통하여 최종 인 What 수가 부여된다.

How(어떻게)의 작 요소는 표 까지의 도달하기 한 

경로상에 존재하는 취약 들의 수로 환산한다. 방책에

서 사용되는 경로(Path) 즉, 취약 의 CVSS 수와 해당 

취약 이 선택된 횟수의 곱연산을 통하여 작 요소별 

수를 부여하고 최종 인 작 요소 수들의 합계를 통하

여 How 수를 부여한다.

When(언제)의 작 요소는 사이버작 의 수행 시간에 

한 요소로써 다음 표 4와 같은 기 에 따라 수를 부

여한다. 공격자의 입장에서 평일보다 휴일, 업무시간보다 

업무 외 시간에 공격을 선호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

여 작성하 다 .해당 지표는 본 연구의 실험을 하여 임

의로 정한 지표로써 추후 조건, 는 상황에 해 분류하

여 수를 부여한다면 더 복잡한 When의 작 요소를 정

량화할 수 있다.

시간요소 지표

시간 업무여부 O.E Score

평일

0:00~07:00 업무 외 (새벽) 10

08:00~18:00 업무시간 5

19:00~23:00 업무 외(야간) 10

휴일/

공휴일

0:00~07:00 업무 외 (새벽) 10

08:00~18:00 업무시간 10

19:00~23:00 업무 외(야간) 10

(표 4) When 작 요소 평가 지표

(Table 4) When : Operational Elements evaluation 

index

최종 방책 수는 5W1H 기 별로 도출된 수의 합

계를 통하여 도출한다. 하지만 단순 합연산만을 용해 

도출할 경우 방책에 포함되는 작 요소의 Scaling이나 

개수에 따라 방책 순 가 높게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단순 합연산으

로 도출된 COA Score를 5W1H의 모든 작  요소가 가

질 수 있는 최  방책 수(COA Max Score)값으로 나

어 정규화(Normalization)한다.

3.4 사이버 지휘통제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 체계

(CCCRT-DMSS)

표 개발 과정에서 식별된 작 요소들을 3.2 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작 요소들을 조합하

여 방책을 수립한 후 3.4 의 평가방안에 따라 방책 수 

환산  우선순  도출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체

계로 구성한 것이 사이버 지휘통제 실시간 의사결정 지

원 체계(CCCRT-DMSS)이다. CCCRT-DMSS는 2.2

에서 설명한 JMEM/JWS을 기반으로 구성한 체계이며 그

림 10과 같이 표 개발, 작 요소 종합평가, 임무  지

정, 임무분석의 4단계 차로 구성된다. 표 개발 과정을 

포함한다는 에서 물리  작 의 JMEM/JWS 로세스

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물리  공간의 표 에 비해 사이

버공간의 표 은 작 요원 즉 사람이 직  락 없이 식

별하는 것이 불가하여 로그램화(자동화)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CCCRT-DMSS의 표 식별 단계는 요지 , 취약 , 

우선순  등을 계산해 공격 목표가 되는 표 을 식별한

다. 작 요소 종합평가에서는 식별된 표 의 유형에 맞게 

사이버작 의 화력 무기인 사이버 작 요소들을 추출한

다. 이 게 추출된 작 요소들은 표 에 한 임무 수행

에 직 , 간  향력이 있어야 하며 이는 정량 으로 

측정 가능한 요소로 구성된다. 임무 지정  임무분석 

단계에서는 작 요소 종합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작 요

소들을 기 으로 Who( 가), When(언제), Where(어디

에서), What(무엇을), How(어떻게), Why(왜) 수행해야 

하는지에 한 정보를 포함하는 사이버 작 요소 조합이 

만들어지며, 이는 곧 사이버작  수행을 한 하나의 방

책이 된다.

(그림 10) 사이버 지휘통제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체계

(CCCRT-DMSS)

(Figure 10) Cyber Command&Control Real-Time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CCCRT-DM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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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턱스넷(STUXNET) 사례를 용한 정량

 방책 평가 

4.1 스턱스넷 사례기반 공격 그래  분석

그림 11의 공격 그래 는 스턱스넷 사이버 공격이 일

어날 수 있는 경우  일부가 모델링 되어 있는 공격 그

래 의 하나의 로서, 인  자원 련 모델을 사용하여 

웜(Worm Virus)제작자로 시작하여 사이버 공격을 성공할 

확률 는 내부직원이 시회에서 받은 USB 스틱을 꽂는 

경우(Air-Gap 침투), 그에 따라 스턱스넷 내부 서버로 웜

이 침투하여 최종 으로 표 인 산업공정을 타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델링 하고 있다. [13].

(그림 11) 스턱스넷 사례기반 공격그래

(Figure 11) STUXNET case-based Attack graph

스턱스넷 사이버 공격은 Air-Gap을 극복하기 해 

USB 드라이 에 상당한 부분을 의지한다. 해당 USB 공

격기술은 표 으로의 근경로  통제 권한 등을 사이

트의 네트워크로 가져오기 ㅆ습해서만 사용되었을 것

이다. 일반 으로 스턱스넷은 USB 래시 드라이   

기타 이동식 미디어를 통해 사이트 간 천천히 은 하게 

한다. 그림 12의 그래 와 같이 웜 제작자가 조력자

에게 USB를 달하고 그 USB를 내부직원에게 달하여 

최종 으로 내부직원이 스턱스넷의 단말기에 USB를 삽

입하여 autorun.inf가 활성화되며 USB안에 설치되어있는 

웜을 스턱스넷 도입부에 침투시킬 수 있다.

(그림 12) 스턱스넷 사례기반 공격그래  #1 (Air-Gap 극복)

(Figure 12) STUXNET case-based Attack graph #1 

(Overcoming Air-Gap) 

그림 13은 단말기부터 CAS서버까지의 공격그래 를 

보여 다. 웜이 주입된 3개의 단말기(노트북, 직원 워크

스테이션, 외장 드라이 )에서 ECN 서버로 린터 서버 

취약 , 네트워크 공유, 서버 서비스 취약 , 쉘 LNK 취

약  등의 취약 을 활용하여 웜을 송한다. 그 후 로그 

리자 워크스테이션 혹은 직 으로 CAS 서버

(WinCC 앙 보  서버)로 WinCC Exploit 기술 등을 활

용해 침투하거나 조력자가 CAS 서버에 원격 서버 취약

을 활용하여 직  웜을 투입할 수 있다. 패치되지 않은 

컴퓨터를 통해 웜을 하기 해서 “Conficker” RPC 취

약  한 사용되었다.

(그림 13) 스턱스넷 사례기반 공격그래  #2 (단말기~CAS 

서버)

(Figure 13) STUXNET case-based Attack graph #2 

(Terminal device ~ CAS server)



사이버 지휘통제 의사결정 지원을 한 사이버 작 요소 분류  방책 평가 방안 연구

108 2021. 12

(그림 16) 스턱스넷 작 요소 구성사항 일부

(Figure 16) STUXNET Operational Elements Configuration Example

그림 14는 CAS서버에서 표 이되는 산업공정까지의 

공격그래 를 보여 다. CAS 서버에서 웹 Nav(Navigation) 

서버로 WinCC 취약 , 네트워크 공유 취약 , 린터 서

버 취약 , 서버 서비스 취약 을 활용하여 웜을 달한 

후 웹 Nav 서버에서 OS(Operator System) 서버, WinCC 서

버, 개발 서버  하나로 웜을 달한다. 웜을 달받은 

서버는 같은 Level에 있는 서버들에게 네트워크 공유를 

통하여 웜을 서로 한다. 그 후, S7-417 Safety PLCs로 

달한 후 I/O modification을 통해 최종 으로 표 인 산

업공정에 웜을 달하여 공격한다.

(그림 14) 스턱스넷 사례기반 공격그래  #3 

(CAS 서버 ~ 산업공정) 

(Figure 14) STUXNET case-based Attack graph #3

(CAS server ~ Industrial process)

4.2 스턱스넷(STUXNET) 사례기반 실험 데이터 

구성

4.2.1 스턱스넷(STUXNET) 작 요소 식별  분류

스턱스넷 사례기반 공격그래 를 참조하여 사이버 공

격을 한 산업공정 시설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만들었

다. 그림 1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Enterprise Control 

Network, Perimeter Network, Process Control Network, 

Control System Network으로 구성되며 Employ 

Workstation, Laptop, Printer Server와 같은 단말기는 여러 

개의 노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2~5개 정도로 구

성하 다.

(그림 15) 스턱스넷 네트워크 토폴로지

(Figure 15) STUXNET Network T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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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스턱스넷 작 요소 분류 테이블 일부

(Figure 17) STUXNET Operational Elements Classification Table Sample

스턱스넷 사례기반 공격그래 와 네트워크 토폴로지

를 기 으로 작 요소를 식별하고 OS, 버 정보, 어 리

이션정보, 취약  등 요소별 세부사항을 그림 16의 표

와 같이 정리하 다. 식별된 스턱스넷 작 요소를 토 로 

3 에서 제안한 육하원칙 기반 사이버 작 요소 분류 방

안을 용하여 그림 17과 같이 스턱스넷 작 요소 분류 

테이블을 만들었다.

4.2.2 스턱스넷(STUXNET) COES  COA 도출

4.2.1 에서 분류한 작 요소에 따라 스턱스넷 공격 시

작 요소 조합(COES) #1

가 Worm 제작자, 조력자

어디에서

Laptop #5, ECN 서버, CAS 서버, 웹 Nav 서버, 

WinCC 서버, 개발 서버, S7-417 Safety PLCs, 산

업공정 
무엇을 Stuxnet 1.1, 

어떻게
도우 쉘 LNK 취약 , 공유 네트워크 서비스 취약 , 

도우 서버 서비스 NetPathCanonicalize() 취약 , 
언제 2008-12-25 17:45, 

(표 5) 스턱스넷 공격 작 요소 조합(COES) #1

(Table 5) STUXNET Attack Operational Elements 

Set #1

나리오의 방책 평가를 해 사이버 작 요소 조합과 방

책을 구성하 다. 육하원칙(5W1H) 분류 기 에 따라 만

들어진 작 요소들의 조합을 통하여 방책을 구성한다. 표 

5는 하나의 작 요소 조합 시를 보여 다.

작 요소 조합(COES) #1을 토 로 그림 18과 같이 

하나의 스턱스넷 공격 방책(COA) #1을 구성하 다. 방

책 #1은 Worm 제작자로부터 시작하여 Target이 되는 

산업공정을 도우 쉘 LNK 취약 , 공유 네트워크 서비

스  도우 서버 서비스 NetPathCanonicalize() 취약

을 활용한 공격방식을 보여 다.

(그림 18) 스턱스넷 공격 방책 #1

(Figure 18) STUXNET Attack Course Of A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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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두 개의 방책 역시 방책 #1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

가에 사용될 작 요소 조합과 방책의 샘 을 도출하 다. 

표 6  그림 19에서 보여주는 공격 방책 #2는 Worm 제

작자로부터 S7 로젝트 일이 포함된 Email을 송하

여 Step 7 인젝션 취약 , 공유 네트워크 서비스 취약 , 

도우 쉘 LNK 취약 을 활용해 S7-315 PLCs를 이용해 

산업공정 시스템을 공격하는 방법이다.

작 요소 조합(COES) #2

가 Worm 제작자, 조력자

어디에서
외장 드라이  #1, ECN 서버, 로그 리자 워크스테이
션, OS 서버, S7-315 PLCs, 산업공정

무엇을 Stuxnet 1.1

어떻게
Step 7 인젝션 취약 , 공유 네트워크 서비스 취약 , 

도우 쉘 LNK 취약
언제 2008-12-28 22:50

(표 6) 스턱스넷 공격 작 요소 조합(COES) #2

(Table 6) STUXNET Attack Operational Elements 

Set #2

(그림 19) 스턱스넷 공격 방책 #2

(Figure 19) STUXNET Attack Course Of Action #2

공격 방책 #3는 Worm 제작자로부터 Target이 되는 산

업공정까지 Step7 인젝션 취약 , 도우 린터 스풀러 

서비스 취약 , 도우 서버 서비스 NetPathCanonicalize(), 

WinCC 기본 패스워드 취약  등을 활용하여 공격하는 

차를 표 7  그림 20에서 보여 다.

4.3 실험 결과

3.3 의 정량  방책 평가  우선순  부여 방안을 

4.2 에서 구성한 방책 시나리오를 토 로 방책 선정을 

한 평가를 진행하 다. 표 8은 방책 #1에 한 정량  

평가를 마친 결과 데이터의 일부를 보여 다. 육하원칙의 

Who, Where, What, How, When 에 한 Score의 합 연산

을 통해 얻어진 값인 300.7가 방책 #1의 COA Score가 되

작 요소 조합(COES) #3

가 Worm 제작자, 조력자, 내부직원

어디에서
직원 워크스테이션 #2, 린터서버 #1, 로그 리자 워
크스테이션, CAS 서버, 웹 Nav 서버, OS 서버, 
S7-315 PLCs, 산업공정

무엇을 Stuxnet 1.0

어떻게
Step7 인젝션 취약 , 도우 린터 스풀러 서비스 취
약 , 도우 서버 서비스 NetPathCanonicalize(), 
WinCC 기본 패스워드 취약  

언제 2008-12-26 09:08

(표 7) 스턱스넷 공격 작 요소 조합(COES) #3

(Table 7) STUXNET Attack Operational Elements 

Set #3

(그림 20) 스턱스넷 공격 방책 #3

(Figure 20) STUXNET Attack Course Of Action #3

며 최종 인 방책 평가 수는 COA Max Score를 통하여 

정규화를 마친 결과인 0.74가 도출되었다.

방책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방책 #2와 방책 #3 수를 

도출한 결과 각각 0.68 , 0.7 이 방책 수로 산정되었

다. 최종 으로 세 가지 방책의 우선순 는 방책 #1 > 방

책 #3 > 방책 #2의 순서가 되며 세 가지 방책  최선의 

방책은 방책 #1로 선정됨을 알 수 있다. 표 9는 세 가지 

방책에 한 평가 결과  우선순 를 보여 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 은 사이버작 의 무기추천과정에서 식

별된 작 요소들을 분류하는 방안을 통해 방책을 수립하

고 방책의 정량  평가가 가능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사이버작  수행의 방책 수립을 하여 물

리  작 과 련된 자료  국내외 교범 조사하 고 이 

조사결과를 통하여 물리  작 과 사이버작 의 수행

차를 비교하 다. 



사이버 지휘통제 의사결정 지원을 한 사이버 작 요소 분류  방책 평가 방안 연구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22권6호) 111

5W1H 작전요소 세부요소 부가요소
OE.

Score
WHO
Score

WHY
COA
Max
Score

COA #1
Score

Normalized 
COA #1 

Score

WHO
작전요원 #1 기만, 변조, 파괴 (6) 숙련급(6) 12

16

414 307.6 0.74

작전요원 #2 위조 (2) 요원급(2) 4

WHERE

작전요소 CVE CVSS
OE.

Score
WHERE

Score

Laptop #5
CVE-2010-2568 9.3

16.4

153.8

CVE-2009-3676 7.1

ECN 서버
CVE-2010-2568 9.3

33.3CVE-2009-3676 7.1
CVE-2008-4250 10.0

... ... ... ...

WHAT

작전요소 CVE CVSS
OE.

Score
WHAT
Score

Stuxnet v1.1
CVE-2010-2568 9.3

63.9 63.9CVE-2008-4250 10.0
... ...

HOW

작전요소 CVSS 경로선택횟수
OE.

Score
HOW
Score

CVE-2010-2568 9.3 2 18.6

63.9
(CVE-2009-3676) 7.1 4 28.4
(CVE-2008-4250) 10 1 10.0
(CVE-2012-3015) 6.9 1 6.9

WHEN
작전요소 시간대 평/휴일

OE.
Score

WHEN
Score

2008-12-25 17:45 (10) 공휴일 10 10

(표 8) 방책 #1 정량  평가 결과 데이터 일부

(Table 8) Part of COA #1 quantitative evaluation result data 

SCORE
COAs

COA Max 
Score

COA 
Score

Normalized
COA Score

Priority

COA #1 414 307.6 0.74 1

COA #2 336 228.1 0.68 3

COA #3 401 280.8 0.7 2

(표 9) 스턱스넷 공격 방책 정량  평가 결과

(Table 9) STUXNET COA quantitative evaluation 

results

사이버작  환경에서 방책을 수립하기 해 사이버 작

요소를 식별, 추천, 조합하여 방책을 평가하기 한 체

계인 CCCRT-DMSS를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작 요소 조합의 구성을 해 육하원칙

을 기 으로 작 요소를 분류 하 으며, 이를 검증하기 

해 스턱스넷(STUXNET) 사례기반 공격그래 를 분석

하여 몇 가지 작 요소를 식별하고 제안한 분류방안을 

용해 분류 테이블을 만들었다. 분류한 사이버 작 요소

들을 기반으로 사이버 작 요소 조합을 만들고 각 조합

을 통하여 스턱스넷 공격 방책 샘 들을 수립하 다. 

한 수립한 공격 방책  최 의 방책을 선정하기 해 육

하원칙별로 수를 환산하고 합 연산과 정규화를 통해 

방책 수를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방책 수를 

통하여 우선순 를 결정한 후 최 의 방책을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의 제시한 방책 평가는 각 육하원칙 요소

별 단순 합 연산만을 하 고 원리  성격의 가상 데이터

로 도출한 결과로써 방책 간의 평가 수 차이가 크지 않

아 분별력이 약한 단 이 있다. 따라서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육하원칙 요소별 가 치, 는 이를 상회 

하는 다차원의 가 치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연

구함으로써 개선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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