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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해운 선사 운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연구

Study on security requirements for the web based
operation system of a shipping company

정   업1 문 종 섭1*

Up Chung Jongsub Moon

요    약

해운 선사의 운 시스템은 주 산기를 이용한 단말기 속 환경 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 

많으며, 웹서버  웹 애 리 이션 서버를 이용한 웹 기반 환경으로의 환을 고려하는 해운 선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환 
과정에서, 기존 구성 방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웹 기반 환경의 특성  해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 

다양한 보안상 취약 이 실제 시스템 운  단계에서 드러나게 되고, 이는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를 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웹 기반 환경으로의 환 시에는, 시스템 안 성 확보  보안 련 유지보수 비용 감을 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보안을 
고려한 설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모델링 기법의 특성을 살펴보고, 해운 선사 운 시스템에 합한 모델

링 기법을 선정한 후, 데이터 흐름도와 STRIDE  모델링 기법을 해운 선사 업무에 용하여, 데이터 흐름도의 각 구성 요소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을 공격자 에서 도출하고, 공격 라이 러리 항목과의 매핑을 통해 도출된 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그
리고, 이를 이용하여 공격자가 최종목표 달성을 해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공격 트리로 나타내고, 보안 검 사항

과 련   보안 요구사항을 체크리스트로 구성한 후, 최종 으로 도출된 에 응할 수 있는 23개의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

한다. 기존의 일반 인 보안 요구사항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해운 선사의 실제 업무를 분석한 후, 여기에 
 모델링 기법을 용하여 도출된 해운 업무 특성을 반 한 보안 요구사항이므로, 추후 웹 기반 환경으로의 환을 추진하는 해

운 선사들의 보안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주제어 : 해운 선사,  모델링, STRIDE, 보안 요구사항

ABSTRACT

The operation system of a shipping company is still maintaining the mainframe based terminal access environment or the client/server 

based environment. Nowadays shipping companies that try to migrate it into a web-based environment are increasing. However, in the 

transition, if the design is processed by the old configuration and knowledge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b-based 

environment and shipping business, various security vulnerabilities will be revealed at the actual system operation stage, and system 

maintenance costs to fix them will increase significantly. Therefore, in the transition to a web-based environment, a security design must be 

carried out from the design stage to ensure system safety and to reduce security-related maintenance costs in the future.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threat modeling techniques, selects suitable modeling technique for the operation system of a shipping company, 

applies data flow diagram and STRIDE threat modeling technique to shipping business, derives possible security threats from each component 

of the data flow diagram in the attacker's point of view, validates the derived threats by mapping them with attack library items, represents 

the attack tree having various attack scenarios that attackers can attempt to achieve their final goals, organizes into the checklist that has 

security check items, associated threats and security requirements, and finally presents 23 security requirements that can respond to threats. 

Unlike the existing general security requirements, the security requirements presented in this paper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shipping 

business because they are derived by analyzing the actual business of a shipping company and applying threat modeling technique. Therefore, 

I think that the presented security requirements will be of great help in the security design of shipping companies that are trying to proceed 

with the transition to a web-based environment in the future.

☞ keyword : Shipping company, Threat modeling, STRIDE, 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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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운 선사의 운 시스템은 주 산기를 이용한 단말기 

속 환경 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 많으며, 웹서버  웹 애 리 이션 서

버(web application server, WAS)를 이용한 웹 기반 환경으

로의 환을 고려하는 해운 선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환 과정에서, 기존 구성 방식과 지식을 바탕

으로 웹 기반 환경의 특성  해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 다양한 보안상 취약 이 

실제 시스템 운  단계에서 드러나게 되고, 이는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를 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웹 기

반 환경으로의 환 시에는, 시스템 안 성 확보  보안 

련 유지보수 비용 감을 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

드시 보안을 고려한 설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모델링 기법의 특성을 살

펴보고, 해운 선사 운 시스템에 합한 모델링 기법을 

선정한 후, 데이터 흐름도(data flow diagram, DFD)와 

STRIDE  모델링 기법을 해운 선사 업무에 용하

여, 데이터 흐름도의 각 구성 요소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을 공격자 에서 도출하고, 공격 라이 러리 항목

과의 매핑을 통해 도출된 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그

리고, 이를 이용하여 공격자가 최종목표 달성을 해 시

도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공격 트리로 나타

내고, 보안 검 사항과 련   보안 요구사항을 

체크리스트로 구성한 후, 최종 으로 도출된 에 응

할 수 있는 웹 기반 해운 선사 운 시스템의 설계 단계에

서 고려해야 하는 23개의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해운 선사의 운 시스템은 선하증권(bill of lading)과 

같은 유가 증권의 발행, 운임의 수 , 선박 운항, 세  신

고, 유류  지 , 화주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의 업, 

운 , 회계, 재정 반에 걸친 범 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모든 부분에 한  모델링을 진행하기에

는 분석 범 가 무 넓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모든 

해운 선사에서 공통으로 구 하여야 하는 핵심 기능에 

한  모델링을 진행하며, 이 기능은 해운 업무에서 

가장 심이 되는 선  서류와 련된 부분으로서 선  

요청서(shipping reque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장

(invoice), 송 (remittance),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하목록(manifest), 화물

추 (cargo tracking) 등에 한 리 업무를 의미한다. 

한, 정보기술 인 라(IT infrastructure) 측면에서는, 클라이

언트는 웹 라우 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속하고, 서버

는 Unix 는 Linux 기반의 웹서버  WAS 환경에서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가정하에  모델링을 진행한다.

기존의 일반 인 보안 요구사항과는 달리, 본 논문에

서 제시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해운 선사의 실제 업무를 

분석한 후, 여기에  모델링 기법을 용하여 도출된 

해운 업무 특성을 반 한 보안 요구사항이므로, 추후 웹 

기반 환경으로의 환을 추진하는 해운 선사들의 보안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다양한 

 모델링 기법을 소개하고, 해운 선사 운 시스템에 

합한  모델링 기법을 선정하며, 해운 선사 운 시스

템 보안 련 연구 동향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STRIDE 

 모델링의 일반 인 차를 설명하며, 4장에서는 해

운 선사 운 시스템에  모델링을 용한 단계별 수

행 차  결과를 설명하고 체크리스트를 도출하며, 5

장에서는 웹 기반 해운 선사 운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을 정의하고,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한다.

2. 련 연구

2.1 다양한  모델링 기법

 모델링은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

한 종류의 보안 을 구  단계 이 의 설계 단계에서 

식별하고, 시스템에 미치는 향도를 평가한 후, 요도

에 따라 그것들을 분류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는, 발생 가능한 요 보안 이슈들을 시스템 개발의 

기 단계에서 식별함으로써 구  단계에서의 수정사항을 

최소화하여 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감할 수 있게 한다[1].

표 인 기법으로는, 공격자의 에서 보안 

을 분석하는 STRIDE, 개인정보보호 에서 을 분

석하는 LINDDUN, 험(risk) 리 에서 을 분

석하는 Trike, 험 는 자산 기반하에 을 분석하

는 PASTA, 조직 험 평가 심의 OCTAVE 등의  

모델링 기법들이 있다.

2.1.1 STRIDE

STRIDE는 공격자의 에서 보안 을 검토하고 

장, 변조, 부인, 정보 노출, 서비스 거부, 권한 상승의 

6가지 카테고리로 을 분류한다. STRIDE는 각 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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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의 첫 자를 가져와 만들어진 명칭이며, 그 상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장(spoofing): 공격자가 다른 사용자로 장하는 것

 변조(tempering): 공격자가 데이터 는 코드 등에 

악의 인 변경을 가하는 것

 부인(repudiation): 공격자가 수행한 행동을 부인하

는 것

 정보 유출(information disclosure): 정보에 근할 

권한이 없는 군가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것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유효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성능이 하되도록 하는 것

 권한 상승(elevation of privilege): 한 인증 

차 없이 권한을 상승시키는 것

STRIDE를 이용한  모델링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방식은 다음의 2가지이다. 

 STRIDE-per-Element: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하여 DFD를 작성한 후, DFD에 존재하는 각각의 

요소(element) 별로 STRIDE 에서 어떤 이 

발생 가능한지를 검하는 방법

 STRIDE-per-Interaction: 분석 시스템의 DFD를 

작성한 후, 신뢰 경계(trust boundary)를 넘나드는 

데이터 흐름에 해서 STRIDE 에서 어떤 

이 발생 가능한지를 검하는 방법

STRIDE는 IT 련 에 을 맞추어 설계되었으

며, 다양한 종류의 보안 을 설계 단계에서 식별하여 

발생 가능한 과 취약 을 분류하는데 효과 인 기법

이다. 장 은 쉽게 배우고 실행할 수 있으며 문서화가 잘 

되어있다는 이고, 단 은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의 

수가 격히 증가한다는 이다[2, 21, 22, 23].

2.1.2 LINDDUN

LINDDUN는 다음 카테고리들에 한 을 다루며, 

그 이름은 각 카테고리의 첫 자로 만들어진 약어이다.

 연결성(linkability): 공격자는 데이터 주체의 신원 정

보 없이 두 심 있는 항목을 연결할 수 있다.

 식별성(identifiability): 공격자는 심 항목을 통해 

데이터 주체들의 집합으로부터 데이터 주체를 식별

할 수 있다.

 부인 방지(non-repudiation): 데이터 주체는 수행한 

행 나 송부한 요청에 해 부인할 수 없다.

 탐지 가능성(detectability): 공격자는 그 내용 자체

를 읽을 수 있는 것과 상 없이, 데이터 주체에 한 

심 항목의 존재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정보 유출(disclosure of information): 공격자는 데

이터 주체에 한 심 항목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비인지(unawareness):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 주체

의 개인 데이터 수집, 처리, 장 는 공유에 한 

활동과 그 목 을 알지 못한다.

 미 수(non-compliance): 개인 데이터의 처리, 장 

는 취 이 법률, 규정, 정책을 수하지 않는다.

LINDDUN은 개인정보에 한 을 체계 으로 도

출하고 완화하기 해 설계된 개인정보  모델링 방

법론이며, 구조 인 방법으로  모델링 로세스를 

진행하도록 도움을 다. 장 은 개인정보보호 지식 지

원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 비 문가도 개인정보 

에 하여 추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  완화를 

한 우선순 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이고, 단 은 시스

템이 복잡해지면 의 수가 격히 증가한다는 이다

[3, 21, 22, 23]. 

2.1.3 Trike

Trike는 공격에 한 응책이 주어진 공격의 험에 

해 하고 효율 인지 확인하는 것에 주안 을 두

고, 다음 4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모델을 구성한다.

 시스템 이해당사자의 도움을 받아, 시스템이 각 자산

에 미치는 험을 모든 이해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한다.

 작업의 수행 여부를 말할 수 있게 한다.

 수행한 작업과 결과를 이해당사자에게 달한다.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역 내에서 자신의 행동이 자

신과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은연 에 미칠 수 있는 

험을 이해하고 일 수 있도록 권한을 다.

Trike는 험 리 에서 보안 감사를 진행하기 

해 사용되는 통합된 개념 임워크로, 이해당사자의 

구성 요소(자산, 역할, 행동, 험 노출)에 한 험 측

정에 을 둔다. 장 은  완화를 한 우선순 를 



웹 기반 해운 선사 운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연구

52 2022. 2

지정할 수 있고, 자동화 도구가 제공된다는 이고, 단

은 련 문서가 모호하고 불충분하며, 개발이 완료되지 

않고 단되어 있다는 이다[4, 21, 22, 23].

2.1.4 PASTA

PASTA는 “Prcess for Attack Simulation & Threat 

Analysis”의 약어로서, 다음의 특성을 가진다.

 통합 애 리 이션  분석

 애 리 이션  모델링 방법론

 험 는 자산 기반 근 방식

 비즈니스 통합에 합

PASTA는 애 리 이션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의 

향을 아래의 7단계로 분석한다.

 비즈니스와 보안 목표를 정의한다.

 기술 인 범 를 정의한다.

 애 리 이션을 세분화한다.

 을 분석한다.

 취약 을 분석한다.

 공격을 열거하고 모델링을 수행한다.

 험과 향을 분석한다.

PASTA는 험 심 방법론에 을 맞춘  시뮬

이션 기능을 가진  모델링 임워크로, 비즈니

스 목표와 기술  요구사항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장

은 주요 의사 결정자를 참여시켜 운 , 거버 스, 아키텍

처  개발에 한 보안 입력을 요구함으로써  모델

링 로세스를 략  수 으로 끌어올린다는 과  

완화를 한 우선순 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이고, 단

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범 한 로세스를 요

구한다는 이다[5, 21, 22, 23]. 

2.1.5 OCTAVE

OCTAVE는 “Operationally Critical Threat, Asse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의 약어이며, 조직이 다

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다.

 조직의 운  측면의 험 허용치를 설명하는 질  

험 평가 기 을 개발한다.

 조직의 목표에 요한 자산을 식별한다.

 해당 자산에 한 취약   을 식별한다.

 이 실 될 경우, 조직에 미치는 잠재 인 향을 

단하고 평가한다.

OCTAVE는 사이버 보안에 한 험 기반 략  

계획 평가 방법으로, 조직 험 평가에 을 맞추고, 

기술  험을 다루지 않는다. 주요 항목은 운  험, 

보안 행  기술이다. 장 은 험 리에 유용하고, 

반복 으로 일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완화를 

한 우선순 를 지정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하다는 이

고, 단 은 련 문서가 모호하고 방 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기술  험을 다루지 않는다는 이다[6, 21, 

22, 23].

2.2 해운 선사 운 시스템에 합한  모델링 

기법

해운 선사 운 시스템의 선  서류에 련된 부분은 

주로 기업 간의 거래와 련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개

인정보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LINDDUN 기법은 합하지 않다. 한, 선  서

류에 한 해운 선사 공통 기능에 하여 설계 단계에서 

보안 을 식별하고자 하는 이번 논문에서, 기업 조직 

구조  요 자산 등 상 기업의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 

분석이 진행되어야 정확한 결과물을 기 할 수 있는 

Trike, PASTA, OCTAVE 기법은 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을 설계 단

계에서 도출하여 발생 가능한 과 취약 을 효율 으

로 식별할 수 있는 STRIDE 기법을 이용할 것이며, 상

으로 오류가 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STRIDE-per-Element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2.3 해운 선사 운 시스템 보안 련 연구 동향

해운 선사 운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과 련된 선행 

연구는, 항만물류 련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를 해, 정

보보호 리체계를 구축  개선하는 방안에 한 연구

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부분은 기술 인 상세 보안 항

목이 아닌, 리 통제 항목에 한 정의와 정보보호 리

체계 구축  개선 방안이다[7].

다른 선행 연구는, 해운물류 보안 시스템 구축에 련

된 연구로서, 이는 시스템 측면이 아닌 컨테이 의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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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에 련된 부분이며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자 인  X-ray 화물 검색기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8, 9, 10].

선행 연구 조사에서, 해운 선사의 운 시스템에 하

여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

한 기존 연구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정책 인 부분 

 물리 인 보안에 한 연구 사례만이 조사되었다.

3. STRIDE  모델링

STRIDE  모델링은, 먼  데이터 흐름도(data 

flow diagram, DFD)를 그려서 분석하려는 시스템의 범

와 자산을 명확히 식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후, 실

제 발생 가능한 을 악하기 해 공격 라이 러리

(attack library)를 구성하며, 이는 공격자 술/기술 지

식 베이스, 취약  분류 로젝트, 취약  데이터베이스, 

보안 표  인식 문서 등 다양한 소스에서 실제 을 수

집하여 구성한다.

다음으로, STRIDE 기법을 이용하여 DFD의 각 구성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을 공격자 에서 검토

하여 열거하고, 공격 라이 러리 항목과 매핑하여 도출

된 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그리고, STRIDE에서 도

출된 과 공격 라이 러리의 항목을 조합하여, 어떠

한 을 이용하여 공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어떻

게 공격자가 최종목표에 도달하는지에 한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표 한 공격 트리(attack tree)를 작성한다. 

공격 트리에 포함된 공격 시나리오에 하여 DREAD 

기법을 사용하여 험도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나[2], 

이는 주 인 산정이 될 수 있고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추천되지 않으므로 생략한다[1]. 마지막으로, 

에서 도출된 에 하여 검할 사항은 무엇이고, 

연 된 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에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무엇인지를 체크리스트로 표

한다[1, 2].

3.1 DFD

 모델링의 시작은,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범

를 정하고 지켜야 할 자산을 명확히 식별하기 해서 

시스템을 추상화하여 실제 필요한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도식화하는 것이다. 이를 해 DFD를 구성하여, 시스템

의 범 와 자산을 확인하고 데이터 흐름을 악하여 

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식별하여야 한다. 

DFD를 구성할 때는, 하향식으로 근하여야 하며, 체 시스

템을 한 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가장 상 수 인 배경도

(context diagram)에서 시작하여 차 세부 인 상세 항목을 

표 하는 Level 1 diagram과 Level 2 diagram을 작성한다.

3.2 공격 라이 러리(attack library)

공격 라이 러리는 재 분석 인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을 모아 놓은 리스트이며, 시스템에 한 

을 찾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1]. 이러한 공격 

라이 러리는 취약  분류 로젝트, 취약  데이터베이

스, 논문, 컨퍼런스, 기술보고서, 표  문서 등 다양한 소

스로부터 알려진  항목을 수집하여 구성한다.

다음 단계에서 진행되는 STRIDE에 의해 도출되는 

은 매우 추상 이므로 발생 가능한 구체  에 

해 공격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공격 트리(attack tree)를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STRIDE를 이용한 

DFD 구성 요소별  도출 후, 이를 공격 라이 러리의 

항목과 매핑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

을 통해 도출된 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3.3 STRIDE

STRIDE-per-Element 방식을 이용하여, DFD에서 도출된 

구성 요소들에 하여 공격자의 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을 검토하고 장, 변조, 부인, 정보 노출, 서비

스 거부, 권한 상승의 6가지 카테고리로 각각의 을 

분류한다. 이 게 STRIDE-per-Element 방식을 용할 때, 

각 구성 요소 종류별 용 가능한 항목은 차이가 있으며 

이를 Table 1 에 표시하 다[1, 2]. 

Type S T R I D E

External Entity O O

Data Store O ? O O

Data Flow O O O

Process O O O O O O

(표 1) STRIDE-per-Element 용 가능 매핑[1, 2]

(Table 1) Applicable mapping for 

STRIDE-per-Element[1, 2]

STRIDE에 의해 도출된 은 매우 추상 이므로, 

이러한 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각 에 공격 라이 러리의 항목을 매핑하여 구체

화함으로써 도출된 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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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배경도

(Figure 1) Context Diagram

3.4 공격 트리(attack tree)

공격 트리는 트리 구조로 시스템에 한 공격자의 공

격 시나리오를 표 하며, 루트 노드(root node)에 공격자

가 달성하려는 최종목표를 설정하고, 리  노드(leaf 

node)로부터 루트 노드에 도달하는 다양한 공격 경로  

방법을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에 한 시

스템의 보안 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

계 인 방법이다. 공격 트리는 그래픽(graphic)한 트리 형

식이나 폼(form) 형식으로 표 할 수 있으며, STRIDE에

서 도출된 과 공격 라이 러리의 항목을 이용하여 

실제 발생 가능한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작성한다[1].

3.5 체크리스트

STRIDE와 공격 라이 러리를 통해 구체 인 을 

도출하고, 공격 트리를 통해 발생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

를 구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에 

해 검할 사항은 무엇이고, 연 된 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련된 보안 요구사항(이러한 에 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의한 체크리스트(checklist)

를 구성하면 STRIDE  모델링 과정은 완료되고 도출

된 자료를 근거로 시스템에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

의할 수 있다[1].

4. 해운 선사 운 시스템  모델링

이제 3장의 STRIDE  모델링 기법을 해운 선사의 

공통 업무인 선  서류 련 업무에 용하여 웹 기반 해

운 선사 운 시스템에 특화된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자 한다. 

4.1 DFD

선  서류 련 시스템의 범 와 자산을 확인하고, 데

이터 흐름을 악하여, 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정

확히 식별하기 해 DFD를 작성한다.

4.1.1 배경도(context diagram)

선  서류 련 시스템의 반 인 구성을 살펴보기 

해, 4개의 외부 객체(User, Shipper, Customs, Consignee)

와 하나의 로세스(선사 운 시스템)  요 데이터 흐

름을 포함한 배경도를 Figure 1과 같이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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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o. Name Description

External

Entity

E1 User User of the operation system of shipping company

E2 Shipper The person or company that sends goods to the destination

E3 Customs
The government department that deals with taxes 

on goods coming into and leaving a country

E4 Consignee The person or company that will receive goods

Process

P1.1 WAS (Web Application Server) Support dynamic contents like Servlet or JSP.

P1.2 Credential Checking Check the user credential using ID/Password, MFA, etc.

P1.3 Session Management Manage the user session to maintain user's status.

P1.4 Role and Authority Management Control role and authority.

P1.5 Access Control Management Check user access validation.

P2.1 Booking Management Manage booking information.

P2.2 S/R (Shipping Request) Management Manage shipping request information.

P2.3 Loading Result Management Manage Loading result information.

P2.4 B/L (Bill of Lading) Management Manage B/L information.

P2.5
Arrival Notice / Delivery Order 

Management
Manage arrival notice / delivery order information.

P3.1 Account Receivable Management Manage invoice information.

P4.1 EDI Management Manage EDI connection / sending / receiving / log.

Data Flow

F01 Request login with ID/PW Request login process using ID/PW.

F02 Response session ID Return the session ID value.

F03 Request web application with session ID Request web application with session ID value.

Omit

F85 Status return Send status return information.

F86 Send remittance information Send remittance information.

Data Store

D1 Database for user management Database for user information management

D2 Database for operating Database for operating processes

D3 Database for EDI Database for EDI management

(표 2) Level 2 Diagram 상세 항목

(Table 2) Level 2 Diagram Detail Items

4.1.2 Level 1 Diagram

배경도에서 도출된 항목  로세스에 하여, 주요 

기능을 4개의 로세스로 세분화하고(P1. Application 

Management, P2. Shipping Document Management, P3. 

Account Receivable Management, P4.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Management) 데이터 장소 역할을 담당

하는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D1. Database for user 

management, D2. Database for operating, D3. Database for 

EDI)를 추가한 후 데이터 흐름을 좀 더 상세하게 표 하

고 4개의 외부 객체  리 주체가 변경되는 3개의 외부 

객체(E2. Shipper, E3. Customs, E4. Consignee)를 신뢰 경

계로 설정하여 Level 1 diagram을 구성하고, 이를 

Appendix 1 에 추가하 다.

4.1.3 Level 2 Diagram

로세스를 상세 기능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데이터 흐름은 실제 로그램에서 함수(function)에 

응되는 수 으로 상세하게 구성하여, 가능한 데이터 흐

름을 모두 표 하 다. 총 4개의 외부 객체, 12개의 로

세스, 86개의 데이터 흐름, 3개의 데이터 장소를 정의

하고, 이 게 구성된 6개의 상세 Level 2 diagram을 

Appendix 2에서 7에 추가한 후, 핵심 인 사항을 Table 2 

에 표시하고 자세한 기능을 상술하 다.

4.2 공격 라이 러리(attack library)

공격 라이 러리 구성을 해, ATT&CK 공격자 술

/기술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 WASC 취약  분

류 로젝트, CVE 취약  데이터베이스, OWASP Top 

10 보안 표  인식 문서 등을 이용하여 웹 기반 환경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총 436개의 을 수집하고, 이  

서론의 가정에 따라 Unix 는 Linux 서버 환경에서 발

생 가능한 148개의 을 추출하 다[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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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itle Description Author Ref S T R I D E Ex Pr Df Ds

1

Brute Force: 

Password 

Cracking

If an attacker gets authentication information like 

password hashes, password cracking could be used to 

recover available passwords. (The hash value calculation 

using the password that is guessed systematically, 

Rainbow table, ...)

ATT&CK [11] 　 　 　 O 　 　 　 V 　 　

Omit

5 SSI Injection

SSI(Server-side Include) is entered as the value of the 

variable in the HTML document and then processed by 

the server. In this time, malicious injection statements 

that are made by an attacker could be performed and 

server data information could be leaked.

WASC [12] 　 O 　 O 　 O 　 V 　 　

6 SQL Injection

The security vulnerability that allows an attacker to 

view or manipulate information in the database by 

inserting SQL statements into the input data

WASC [12] 　 O 　 O 　 O 　 V 　 V

Omit

108

Brute Force: 

Password 

Guessing

An attacker could repeatedly and systematically enter 

different user names and passwords to fi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ATT&CK [11] 　 　 　 O 　 　 　 V 　 　

Omit

270

Network 

Denial of 

Service: 

Reflection 

Amplification

The attack that causes a large amount of malicious 

network traffic and paralyze the network. When an 

attacker changes the source IP to the target IP and 

sends many requests to third-party servers called 

reflector, much larger responses will be returned to the 

target and the service of the target will be stopped.

ATT&CK [11] 　 　 　 　 O 　 　 　 V V

Omit

302

Phishing: 

Spear Phishing 

Attachment

An attacker could attempt spear phishing by sending 

e-mail having malicious attachment to gain access 

information to the target system.

ATT&CK [11] O 　 　 　 　 　 V 　 　 　

Omit

422
CVE-2020-3535

9

The previous version of Pure-FTPd has the vulnerability 

that allows an adversary to create many connections that 

exceed the limit remotely, which could make the server 

unusable(1.0.48).

CVE [13] 　 　 　 　 O 　 　 V 　 　

Omit

436

Valid 

Accounts: 

Cloud 

Accounts

A cloud account is the account to manage and use 

various resources of cloud service. An attacker could 

acquire these account information and use it for attacks.

ATT&CK [11] O 　 　 　 　 　 V 　 　 　

(표 3) 공격 라이 러리

(Table 3) Attack Library

수집된 공격 라이 러리의 에 하여, 다음 단계

의 STRIDE에서 도출되는 과의 매핑을 쉽게 하도록,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S), 변조(T), 부인(R), 정

보 노출(I), 서비스 거부(D), 권한 상승(E)  해당하는 

한 특성을 단한 후 ‘O’를 표기하여 분류하 고, 이 

이 DFD의 외부 객체(Ex), 로세스(Pr), 데이터 흐

름(Df), 데이터 장소(Ds)  어떤 구성 요소에서 발생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V’로 표기하여 분류한 후, 핵심

인 사항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4.3 STRIDE

DFD level 2 diagram 에 표기된 구성 요소를 살펴보

면(Table 2) 4개의 외부 객체, 12개의 로세스, 86개의 

데이터 흐름, 3개의 데이터 장소가 정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DFD level 2 diagram 의 각 구

성 요소에 STRIDE-per-Element 를 용한 결과, 총 

334개의 이 식별되었으며, 이  핵심 인 사항을 

Table 4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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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ype ID Name STRIDE Threat Description Attack Library
Threat

No.

1
External

Entity
E1 User S

An attacker could spoof "E1. User" to gain 

unauthorized access to "P1.1 WAS (Web 

Application Server)".

21,22,26,34,48,50,51,52,198,25

0,251,261,302,303,304,379,380,

381,398,400,402,430,431,432,4

33,434,435,436

*1

2
External

Entity
E2 Shipper S

An attacker could spoof "E2. Shipper" to gain 

unauthorized access to "P4.1 EDI 

Managementet".

21,22,26,34,48,50,51,52,261,40

2,418,420,425
*2

3
External

Entity
E2 Shipper R

"E2. Shipper" claims that no data was received 

from the process opposite trust boundary.
217,218,237,239,240,242,244 *3

Omit

12  Process P1.1

WAS (Web 

Application 

Server)

E

"P1.1 WAS (Web Application Server)" could 

impersonate the context of other process or 

external entity for additional privileges.

An attacker could pass the data to the process 

to change the program execution flow within 

the process. "E1. User"could execute the code 

for "P4.1 EDI Managementet" remotely.

2,3,4,5,6,7,8,9,13,14,18,19,20,2

3,26,27,29,30,31,32,33,34,35,37

,39,40,41,42,43,44,46,48,49,51,

54,57,89,104,105,111,114,115,1

86,226,228,229,230,314,317,31

8,320,333,336,350,402,429

*12

Omit

288 Data Flow F74
Remittance 

information
I An attacker can sniff the data flowing.

53,82,86,135,136,141,142,165,1

66,189,190,191,194,195,415,41

6,423,425,427

*288

Omit

334 Data Store D3
Database for 

EDI
D

The attack such as resource consumption could 

be difficult to cope with, and it is often 

reasonable to let the database do the job.

119,167,168,169,269,270 *334

(표 4) STRIDE-per-Element 분석 결과

(Table 4) STRIDE-per-Element Analysis Result

이 게 도출된 은 매우 추상 이므로, 이러한 

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각 

에 공격 라이 러리의 항목을 매핑하여 구체화함으로써 

도출된 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Table 4 의 공격 라

이 러리 컬럼에 매핑).

4.4 공격 트리(attack tree)

공격자가 해운 선사 운 시스템에서 시도할 수 있는 

최종목표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1) 정보 유출(information leakage) : 운송하고 있는 화물의 

이동 정보나 화주/선사의 은행 계좌와 같은 재정 정보

를 유출하여 악의 인 목 에 이용

2) 데이터 변조(data tampering) : 운송하고 있는 화물의 

수 는 운임을 변조하거나, 송 액 등의 재정 정보

를 변조하여 악의 인 목 에 이용

3) 서비스 단(service unavailable) : 해운 선사 운 시스

템을 단시켜 직 인 재정 손실 는 평 의 하락

을 래

따라서, 공격 트리를 구성하는 루트 노드는 공격자가 

달성하려는 3가지 최종목표로 설정하 다.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한 간목표는 ATT&CK 공격자 술/기술 

지식 베이스[11]에서 공격자가 해운 선사 운 시스템에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술을 선택하여 22개의 노드

(node)로서 구성하 으며, 리  노드의 경우 구체 인 

을 표 하여야 하므로 공격 라이 러리의  항목을 

사용하여 260개의 리  노드를 구성하 다. 한, 리  

노드에서 시작하여 루트 노드에 도달하는 노드들의 계

에 있어 부모 노드(parent node)와 자식 노드(child node)의 

상호 계에 따라 AND  OR 조건으로 히 연결하

여 공격자의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표 하 다.

공격 라이 러리에서 가능한 많은  항목들을 공

격 트리의 리  노드에 표 하여 다양한 실제 공격 패턴

을 나타내고자 하 으며, 공격 라이 러리의  항목

에 응하는 STRIDE에서 도출된 을 매핑하여 상호 

비교가 가능하게 하 다(Table 5 의  컬럼에 매핑). 

Table 5 는 이 게 구성된 공격 트리의 핵심 인 사항을 

나타내며, 이를 이용하여 해운 선사 운 시스템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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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 Target Threat

1 Information leakage

AND 1.1 The adversary obtains the system access method. 　

　 OR 1.1.1 The adversary obtains initial access information. 　

　 　 OR 1.1.1.1 The adversary is trying to get into the system. (Initial Access) 　

　 　 　 OR 1.1.1.1.1

[Phishing: Spear Phishing Attachment] An attacker 

could attempt spear phishing by sending e-mail 

having malicious attachment to gain access 

information to the target system.

*1

Omit

　 　 OR 1.1.1.2
The adversary is trying to get ID and password. (Credential 

Access)
　

Omit

　 　 　 OR 1.1.1.2.3

[Brute Force: Password Guessing] An attacker 

could repeatedly and systematically enter different 

user names and passwords to fi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10,*15,*24,*51

Omit

　 OR 1.1.2 The adversary is trying to run malicious code. (Execution) 　

Omit

　 　 OR 1.1.2.12

[SQL Injection] The security vulnerability that allows an 

attacker to view or manipulate information in the database by 

inserting SQL  statements into the input data.

*9,*10,*12,*14,*15,*17,*18,*19,*21,*23,*24,*26,*

27,*28,*30,*32,*33,*35,*36,*37,*39,*41,*42,*44,

*46,*47,*49,*50,*51,*53,*55,*56,*58,*63,*65,*67

,*326,*327,*329,*330,*332,*333

Omit

3 Service unavailable　

OR 3.1 The adversary is trying to interrupt your system. 　

Omit

　 OR 3.1.10

[Network Denial of Service: Reflection Amplification] The attack that 

causes a large amount of malicious network traffic and paralyze the 

network. When an attacker changes the source IP to the target IP and 

sends many requests to third-party servers called reflector,  much larger 

responses will be returned to the target and the service of the target will 

be stopped.

*70,*73,*76,*79,*82,*85,*88,*91,*94,*97,*100,*1

03,*106,*109,*112,*115,*118,*121,*124,*127,*1

30,*133,*136,*139,*142,*145,*148,*151,*154,*1

57,*160,*163,*166,*169,*172,*175,*178,*181,*1

84,*187,*190,*193,*196,*199,*202,*205,*208,*2

11,*214,*217,*220,*223,*226,*229,*232,*235,*2

38,*241,*244,*247,*250,*253,*256,*259,*262,*2

65,*268,*271,*274,*277,*280,*283,*286,*289,*2

92,*295,*298,*301,*304,*307,*310,*313,*316,*3

19,*322,*325,*328,*331,*334

(표 5) 공격 트리

(Table 5) Attack Tree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다[11, 12, 

13, 14].

4.5 체크리스트

해운 선사 운 시스템에 하여, 선  서류 업무의 

DFD를 구성하고 공격 라이 러리와 STRIDE를 통해 구

체 인 을 도출한 후, 공격 트리를 작성하여 발생 가

능한 공격 시나리오를 확인하 다. 이를 기반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에 해 검할 사항은 무엇이고, 연 된 

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련된 보안 요구사항(이러

한 에 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의한 체

크리스트의 핵심 인 사항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11, 

12, 13, 14, 15].

총 51개의 검항목을 정의하 으며, 카테고리는 

NIST cybersecurity 임워크의 카테고리 분류 방식에 

따라 분류하 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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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Category Check Item Related Threat Countermeasure

CL01

Security 

Continuous 

Monitoring

Do you have 

antivirus/antimalware 

software?

*1,*12,*17,*21,*26,*30,*35,*39,*44,*49,*53,*58,*67

You need to use 

antivirus/antimalware 

software.

CL02
Anomalies 

and Events

Do you have 

network intrusion 

prevention system to 

scan and remove 

malicious traffic at 

network boundaries?

*1,*10,*15,*19,*24,*28,*33,*37,*42,*47,*51,*56,*65,*69,*72,*75,*7

8,*81,*84,*87,*90,*93,*96,*99,*102,*105,*108,*111,*114,*117,*120

,*123,*126,*129,*132,*135,*138,*141,*144,*147,*150,*153,*156,*1

59,*162,*165,*168,*171,*174,*177,*180,*183,*186,*189,*192,*195,

*198,*201,*204,*207,*210,*213,*216,*219,*222,*225,*228,*231,*2

34,*237,*240,*243,*246,*249,*252,*255,*258,*261,*264,*267,*270,

*273,*276,*279,*282,*285,*288,*291,*294,*297,*300,*303,*306,*3

09,*312,*315,*318,*321,*324

You need to set up and 

use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CL03
Protective 

Technology

Do you block certain 

websites, 

download/attachments, 

Javascript or restrict 

browser extensions 

that can be used for 

phishing or running 

malicious code?

*1,*8,*12,*17,*21,*26,*30,*35,*39,*44,*49,*53,*58,*67,*69,*72,*75,

*78,*81,*84,*87,*90,*93,*96,*99,*102,*105,*108,*111,*114,*117,*1

20,*123,*126,*129,*132,*135,*138,*141,*144,*147,*150,*153,*156,

*159,*162,*165,*168,*171,*174,*177,*180,*183,*186,*189,*192,*1

95,*198,*201,*204,*207,*210,*213,*216,*219,*222,*225,*228,*231,

*234,*237,*240,*243,*246,*249,*252,*255,*258,*261,*264,*267,*2

70,*273,*276,*279,*282,*285,*288,*291,*294,*297,*300,*303,*306,

*309,*312,*315,*318,*321,*324

You need to restrict 

web-based contents 

properly to block 

malicious items.

Omit

CL11

Identity 

Management 

and Access 

Control

Do you properly 

manage your 

privileged accounts 

and do you use the 

least privileges for 

your service account?

*1,*2,*4,*6,*8,*9,*10,*12,*14,*15,*17,*18,*19,*21,*23,*24,*26,*27,*

28,*30,*32,*33,*35,*36,*37,*39,*41,*42,*44,*46,*47,*49,*50,*51,*5

3,*55,*56,*58,*59,*60,*63,*65,*67,*326,*329,*332

Privileged accounts should 

be strictly managed and 

controlled by the policy, 

and service accounts 

should have the least 

privileges.

Omit

CL51

Information 

Protection 

Processes 

and 

Procedures

Are applications 

protected from 

automated 

submissions?

*11,*16,*20,*25,*29,*34,*38,*43,*48,*52,*57,*66

Secure coding to prevent 

Insufficient 

Anti-automation

- Applications should be 

protected from automated 

submissions.

- You need to have the 

solution like CAPTCHA to 

block automated 

submissions.

(표 6) 체크리스트

(Table 6) Checklist

5. 웹 기반 해운 선사 운 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정의  

4장에서 DFD Level 2 diagram을 작성하고, 공격 라

이 러리를 구성한 후, DFD의 구성 요소에 STRIDE 

 모델링 기법을 용하여 을 도출하고, 공격 트리

를 작성하여 발생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를 표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에 한 검 

사항과 연 된   련된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 다.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웹 

기반 해운 선사 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보안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5.1 인 라 측면

체크리스트(checklist, CL) 상의 의 개수가 실제 

의 험도와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개별 조치를 

통하여 응할 수 있는 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한 의미가 있다. 다음은 인 라 측면의 보안 요구사항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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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10 (212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네트워크의 섹션을 분할

하여 요 시스템, 기능, 자원을 격리하는 것이며, 이

를 해서는 네트워크 장비의 물리  분리 는 가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논리  분리를 통해 요 시스

템의 네트워크에 별도의 정책을 용하고, 역할에 따

라 론트 엔드(front-end), 백엔드(back-end)로 네트워

크를 분리하며, 필요하다면 요 시스템에 추가 방화

벽을 구성하여 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한다.

2) CL30 (200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설

치하여 송수신 트래픽을 필터링하고 로토콜 기반 

필터링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해서는 애 리

이션 계층에서 동작이 가능한 3세  방화벽의 도입이 

필요하다[17].

3) CL03 (100개  항목), CL09 (28개  항목)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웹 기반 컨텐츠를 제한하

는 것이며, 이를 해서는 애 리 이션에서 조건을 

추가하거나, 웹서버 는 WAS에 설정을 추가하는 것

이 가능하나, 이보다는 포 으로 웹 공격을 탐지/방

어할 수 있는 web application firewall(WAF)를 설치하

여 웹 애 리 이션을 상치 못한 으로부터 방

어하는 것이 필요하다[18].

4) CL02 (99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침입 방지 시스템(intrusion 

prevention system)을 설치하여 시그니처(signature) 기

반 는 이상(anomaly) 기반으로 네트워크에서 악의

인 트래픽을 검출하고 차단하는 것이다[19].

5) CL31 (86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SSL/TLS 암호화 트래픽을 

검사하여 악의 인 트래픽을 검출하는 것이며, 이를 

해서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화하여야 한다. 보

안 강화를 해 부분의 트래픽이 암호화되고 이

에 비해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등장하는 추세에

서, 기존 장비에 부하를 주지 않고 효율 으로 복호화 

과정을 진행하기 해서는 SSL/TLS 용 복호화 장

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인 라 구성을 통해 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항목

은 6개이고, 련된 보안 요구 사항은 5개이며, 가장 많

은 과 연 되는 부분이다. 이를 해 한 보안 장

비 도입  구성이 필요하며,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

으로 쉽고 빠르게 용할 수 있다. 다만, 기 투자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 감을 해서는 성능이 다소 

하되나 여러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포함하고 있는 

unified threat management(UTM)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20].

만일,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 환경

에 구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장비들이 

부분 클라우드 컴퓨 의 제품  서비스로 구 되어 있

으므로, 기 투자 없이 사용량에 근거하여 비용을 지불

하는 방식으로 인 라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

우, 기 투자비는 감되나 운  비용이 증가하여 3년 

이상의 총 소유 비용은 온 미스(on-premise) 환경에

서의 장비 도입과 비교해 더 증가할 수 있다.

5.2 보안 정책(security policy) 측면

보안 정책 측면의 보안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CL23 (126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디 터리  일의 엄격

한 근 권한 리를 해, 실제 필요한 사용자만 자

원에 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시스템 일의 경우 

최소 권한만을 부여한 후, 주기 으로 이에 한 감사

(audit)를 진행하는 것이다.

2) CL24 (115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요한 정보에 하여 강

력한 암호화 키(key)  알고리즘을 용하여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3) CL06 (59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주기 인 패치 차와 정

책을 수립하여 서버와 시스템에 보안 패치를 용하

는 것이며, 이를 해서는 매월 정기 인 보안 패치 

일자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단시키고 패치를 진행하

는 것을 정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CL11 (46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높은 권한을 가진 계정

(privileged account)에 하여 엄격한 리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를 하여 이러한 권한이 부여된 계정을 목

록으로 작성하여 리하고, 주기 인 감사를 통해 

리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CL22 (46개  항목), CL04 (45개  항목)

응하는 보안 요구 사항은, 운 체제 는 소 트웨

어의 잘못된 설정(misconfiguration)을 최소화하는 것

이며, 이를 해 설치/설정 가이드 문서를 작성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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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여 따르게 함으로써 담당자의 실수를 방지하고, 

주기 인 감사를 통해 정상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차가 필요하다.

6) CL20 (27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 사항은, 사용자 계정의 생성, 변

경, 사용, 권한 부여와 련된 차를 엄격히 리하

는 것이며, 이를 해서는 사용자 계정의 리 차를 

명시하고 정책화하여야 한다.

7) CL01 (13개  항목), CL27 (12개의  항목)

응하는 보안 요구 사항은, 서버와 사용자 PC에 안

티 바이러스/안티 맬웨어(antivirus/antimalware) 소 트

웨어를 설치하는 것이다.

8) CL14 (13개), CL25 (13개), CL26 (12개)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서버의 경우에는 설치/설

정 가이드 문서를 통해 불필요한 소 트웨어의 설치 

 실행을 통제하는 것이고, 사용자 PC의 경우 어드

민 권한을 제거하고 사용자 권한만 부여한 후 도메인

에 참여(join)하여 도메인 컨트롤러의 정책을 통해 소

트웨어의 설치  실행을 통제하거나, 사용자 PC 

리에 특화된 소 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불필요한 

소 트웨어의 설치  실행을 통제하는 것이다.

9) CL32 (12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 사항은, 서버와 사용자 PC의 백

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를 해 서버의 경우 일/월/

구 백업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필요시 재해 복

구 계획(disaster recovery plan)을 수립한 후, 최소 

30km 이상의 거리에 disaster recovery(DR) 센터를 구

축하여 재해 상황에 비할 수 있다. 백업의 경우 랜

섬웨어에 한 거의 유일한 처 방법이므로 사용자 

PC에 해서도 주기 인 백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

를 원격 장소에 보 하여야 한다.

10) CL29 (16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침입 탐지 로그 데이터 

등 요 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기 해, 효과 으로 

제어가 가능한 원격 장소에 이러한 정보들을 장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격자가 로컬 시스템에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고 조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11) CL05 (13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주기 인 보안 인식 교

육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보안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다.

12) CL17 (13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계정에 한 안 한 패

스워드 정책을 강제하는 것이며, 패스워드 길이, 조

합, 사용기간 등의 정책을 상세히 설정하여야 한다.

13) CL19 (11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보안 강화를 해 

multi-factor authentication(MFA)를 용하는 것이며, 

시스템의 요 기능  리메뉴에 속하는 경우 

MFA 인증을 통해 보안 수 을 높여야 한다. MFA는 

공격자가 유효한 계정정보를 취득한 후 시스템에 

속할 때도 이에 처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된다.

14) CL18 (4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일정 회수의 로그인 실

패 후 계정 잠  정책을 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암호를 추측하여 계정에 근하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를 악용하여 특정 회수 이상 

계정에 로그인 시도를 하여 계정을 잠기게 하는 공

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보안 정책 용을 통해 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항

목은 18개이고, 련된 보안 요구 사항은 14개이다. 

요한 부분은 정책 수립 후 이를 시행하고 감사하고 문제

이 발생하면 응하는 차가 주기 으로 계속 진행되

어야 한다는 이다.

5.3 개발(development) 측면

개발 측면의 보안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CL35 (51개  항목과 연 ),

CL44(51개) ,CL47(51개) ,CL36(42개) ,CL33(36

개),CL34(36개),CL37(36개),CL40(36개),CL42(36

개),CL43(36개),CL48(36개),CL49(36개),CL41(24

개),CL46(19개),CL45(15개),CL38(12개),CL39(12

개),CL51(12개),CL50(4개)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애 리 이션의 자체의 

취약 을 제거하는 시큐어 코딩(secure coding)을 개발

과정에 포함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며, 이를 해 개발자들에게 개발 보안 가이드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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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하여 보안을 고려한 코딩이 진행되도록 하고, 이

에 한 리, 검증  테스트가 정책에 따라 진행되

도록 하여야 한다.

2) CL07 (28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소스 코드를 검토하여 보

안 취약 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탐지할 수 있는 

도구를 도입하는 것이며, 일정 주기로 도구를 실행하

여 소스 코드의 안 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발 로세스 개선을 통해 응할 수 있는 체크리스

트 항목은 20개이고, 련된 보안 요구 사항은 2개이다. 

시스템 개발 시, Spring과 같은 임워크를 이용할 경

우, 코드상 취약 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상당수 감소

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발 임워크 도입을 고려

해야 한다.

5.4 솔루션(solution) 도입 측면

솔루션 도입 측면의 보안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CL21 (27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시스

템이나 네트워크의 잘못된 권한설정, 안 하지 않은 

소 트웨어 항목, 안 하지 못한 구성 등의 취약 을 

스캔하여 보고하는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수작업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을 주기 으로 감사하는 정책과 

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 은 신속하게 

확인되고 보고되어야 하므로 자동화된 솔루션을 도입

하는 것이 수작업에 의한 검에 비해 안 성을 높일 

수 있다.

2) CL51 (12개  항목과 연 )

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자동화된 소 트웨어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고, 이를 해서는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n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 

(CAPTCHA)와 같은 솔루션을 도입하여야 한다.

솔루션 도입을 통해 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항목

은 2개이고, 련된 보안 요구 사항은 2개이다. 취약

에 한 자동화된 검출은 시스템 안 성 유지에 매우 

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보안 수 을 높일 수 있다.

6. 결   론

시스템을 새로운 웹 기반 환경으로 환하는 경우 가

장 요한 부분은 설계 과정이며, 시스템 안 성 확보  

보안 련 유지보수 비용 감을 해 반드시 보안을 고

려한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기존 구성 방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설계가 진행되고, 이에 기반하여 시스

템이 구성될 경우, 실제 시스템 운  시 치명 인 보안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큰 비

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

생한다면, 내 인 손실뿐 아니라 외 인 회사의 평

에도 나쁜 향을 미치게 된다. 일부 해운 선사의 경우 

보안 취약 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 운

이 일정 기간 단된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천문학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 다. 

본 논문에서는 웹 기반 해운 선사 운 시스템의 보안 

설계를 해, STRIDE 모델링 기법으로 선  서류 

업무를 분석하여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공격 라이

러리의 항목과 매핑하여 구체화한 후, 공격 트리를 구

성하여 발생 가능한 과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검

토하고,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에 

한 검 사항과 연 된   이에 응할 수 있는 

보안 요구사항을 정리한 후, 최종 으로 인 라 측면의 

보안 요구사항 5개, 보안 정책 측면의 보안 요구사항 14

개, 개발 측면의 보안 요구사항 2개, 솔루션 도입 측면의 

보안 요구사항 2개, 총 23개의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

고 상술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보안 요구사항은 하향식으로 제

시된 기존의 일반 인 보안 요구사항이 아닌, 해운 선사 

업무에 하여 애 리 이션 함수 수 의 세부 기능을 

분석한 DFD에서 시작하여 STRIDE  모델링 기법을 

용하여 도출된 웹 기반 해운 선사 운 시스템에 특화

된 보안 요구사항이므로, 어떤 보안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떤 업무와 련된 시스템에 보안 취약

이 발생할 수 있는지 쉽게 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웹 기반 환경의 특성  해운 업무의 특성

을 고려한 본 논문의 보안 요구사항들은 웹 기반 환경으

로의 시스템 환을 고려하는 해운 선사들의 보안 설계

에 올바른 지침을 제공하고, 실제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이는 데 많은 도움을  것으로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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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논문은 해운 선사의 체 업무가 아닌 선

 서류와 련된 일부 핵심 업무만을 상으로 하여 작

성되었고, Unix 는 Linux 기반의 웹서버  WAS 환

경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운임의 수 , 선박 

운항, 세  신고, 유류  지 , 화주 서비스 제공 등 

나머지 해운 선사 업무에 한 분석을 진행하고, 

Windows 기반 환경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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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appendix)

1. Level 1 diagram

2. Level 2 diagram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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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vel 2 diagram - B

4. Level 2 diagram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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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evel 2 diagram – D

6. Level 2 diagram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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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evel 2 diagram -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