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고서 ❶

D.N.A.
생태계 강화
차세대보안

목차
03 _ 차세대보안

Ⅰ

표준화 개요 ··············································································································281
1.1. 기술 개요 ··········································································································281
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283
1.3. 중점 표준화 항목 ····························································································286

Ⅱ

국내외 현황분석 ······································································································296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296
2.2. 정책 현황 및 전망 ··························································································297
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301
2.4. IPR 현황 및 전망 ···························································································316
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325
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353

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56
3.1. 표준화 SWOT 분석 ························································································356
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357
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390

[작성위원] ································································································································392
[참고문헌] ································································································································393
[약어] ········································································································································396

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차세대보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ICT 환경에서 위/변조, 유출, 해킹, 서비스거부 등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전달·저장되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물리적 공간에서의 보안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공통기반인 암호기술, 인증기술, 이를 활용하는 물리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평가, 데이터보안과 5G보안으로 구성

¡ (암호기술) 정보보호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그리고 예상 가능한 공격 기술의
발전에 대비한 차세대 암호 알고리즘 및 보안 프로토콜 운용 규격과, 양자 암호기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양자키분배(QKD), 시스템 안전성 시험/평가기술로 구성
¡ (인증기술) 개인정보보호, ID 관리, 분산 ID, 디지털 신분증, PKI 기반 인증, 멀티팩터 인증,
FIDO 인증, 바이오정보 기반 인증, 프라이버시 강화 인증, 비대면 본인확인, 모바일 지불
및 결재 등 디지털 거래 보안,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및 플랫폼 보안기술로 구성
¡ (물리보안)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원격의료서비스, 출입통제서비스에서의 비대면 신원확인
기능강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문·안면·홍채·정맥 등의 바이오정보 보호기술·AI기반의
바이오인식 응용기술·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 등의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 보호강화를 위하여 심전도·심박수·뇌파 등의 생체신호 인증기술·생체신호기반의
의료정보 보호기술·생체신호기반의 반려동물 개체식별 및 헬스모니터링기술 등의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인증기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보안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CCTV
보안기술로 구성
¡ (사이버위협대응)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악성코드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분석 절차
일부를 정형화하여 자동분석 및 대응기술을 고도화하고, 악성코드 수집 및 분석정보 공유를
위한 기술,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자동 대응 및 보안업무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스팸
메시지 식별 및 차단을 위한 보안 기능 및 대응 프레임워크, 자율주행 및 무인 이동체 등의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보안 서비스 기술로 구성
¡ (보안평가) 기존 표준기반의 CC평가·인증제도 및 암호모듈 검증제도 운영을 통해 인식된 새로운
접근의 필요, 추가 요구사항, 이해도 향상 등을 고려한 IT제품 보안성/암호모듈 시험평가를
위한 기준, 운영·관리 및 요소 시험기술로 구성
¡ (데이터보안) 데이터 비식별 보장수준(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정의 및 활용 목적, 비식별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평가, 비식별 데이터 보증을 위한 요구사항, 데이터 이용목적 및 데이터
처리/사용환경 등 데이터 상황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 데이터 위험도 평가 요구사항, 비식별
데이터 이용을 위한 관리적 및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파기 및 재식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구성
¡ (5G보안) 초저지연 통신을 위한 실시간 보안 모니터링 기술, 초저지연 통신을 위한 빠른 액세스
인증과 암호 기술, 5G 통신망 전용 양자암호통신 기술, 오동작 보호 기술(성능, 보안, 프라이버시),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의 통합 보안 관제 기술, 5G 엣지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보안 기술,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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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메커니즘, 종단간 슬라이스의 보안 기술, 분산 사이버공격 방어 기술, 슬라이싱별로
차등화/유연한/확장 가능한 보안 기술, 복잡한 보안 가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로 구성

<차세대보안 기술 개요도>

28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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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차세대보안 기술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주요한 기반기술로서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 주요 보안기술의 상용화 및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 우선 확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차세대보안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선도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도경쟁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디지털 대전환의 기반기술인 데이터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비대면 인증 등의 표준화 추진
· ITU-T, JTC1 등에서 기반이 되는 동형암호, 프라이버시보호 인증기술과 함께 동형암호 활용,
비식별화 요구사항, 반려동물 식별, 핀테크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표준화 추진

∼ 2024년

- 5G/6G 보안, AI 보안, 양자컴퓨터 대응 보안 등 국가 핵심 전략분야에서 국제표준 주도
· 5G 적용확대에 따른 5G보안 표준 추가 확보 및 6G 보안에 대한 사전 확보, AI 보안 연구결과를
표준으로 활용, 양자키분배 및 양자내성 암호 활용에 대한 국제 표준 주도

∼ 2026년

- 차세대보안 분야 표준 선도국 진입 및 IPR 수익 창출
· 데이터 보안, 5G/6G 보안, AI 보안, 양자컴퓨팅 대응 보안 등에서 표준 선도국 진입 및 이를
기반으로 IPR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미래 네트워크 및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보안의 핵심기술인 형태보존 암호, 동형 암호 및 활용, 비식별 데이터
보증 수준에 관한 표준 선점
· 차세대 동물등록제에 필요한 비문․홍체인식 등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 제안 등
바이오인식 분야 국제표준화 선도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비식별화 수준에 대한 검증, 다양한 비식별화 기술 제공으로 유럽 GDPR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한 보안제품 개발 환경을 제공하여 국산 보안제품 경쟁력 강화
·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 다양한 사설인증 서비스의 상호운영을 위한 기술 규격을 마련하여
전자거래 전 분야의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 분산 ID 관리(Decentralized Identity Management) 기술의 수요가 핀테크, 모바일 신분증
등 신사업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 마련 및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 암호모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검증 및 시험기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하여, 국내
보안업체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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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6G의 보안성 확보에 중국 등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침해위협에 대응하여 안전한 이동통신 사용환경 제공
· 화상회의, 원격수업, 언택트 결제 등 비대면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신원확인 기술과 원격 의료
서비스 등에서의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등을 이용하여 감염성 질병(COVID-19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안전성 제공
· 양자컴퓨팅 위협에 대비한 양자 암호기술의 보안규격, 시험평가기준 마련하여 조기 실용화
환경을 제공하고, 양자내성암호의 사용환경을 사전에 구축하여 양자컴퓨팅 위협에 안전한
보안인프라 사전 구축
· 사이버 침해정보 분석 및 공유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주요 ICT
인프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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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데이터 활용 및 보안성 강화에 필요한 암호기술, 비대면 시대의 객체 인증을 위한 인증기술,
바이오인식 및 CCTTV 보안을 포함하는 물리보안, 악성코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평가, 데이터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위협 제거를 위한
데이터보안, 5G 안전성 강화를 위한 5G 보안을 ‘차세대보안’으로 설정
<차세대보안 Ver.2022 표준화항목>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암호
알고리즘
표준

차세대보안의 핵심 요소기술인 암호 알고리즘 규격 표준
- 신규 ICT 환경(BIC, 스마트기기, DBMS 등)의 보안을
위한 특화 암호 알고리즘 규격 표준
- 양자내성 암호(PQC) 등 차세대 범용 암호 알고리즘
규격 표준
- 데이터 보안을 위한 동형 암호 알고리즘 규격 표준

JTC1
SC27,
IETF

⑤

O

암호
프로토콜
운용기술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보안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규격 표준
- 주요 암호/인증 프로토콜(TLS, IPsec 등)에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규격 표준
- 암호 키 관리 체계 등 암호 알고리즘 운용 인프라 기술 표준

IETF

⑤

X

양자
암호기술
표준

양자 암호기술 규격 표준
- 양자키분배(QKD) 시스템 안전성
평가기술/기준 표준
- 양자키분배(QKD) 요소기술 규격 표준

ITU-T
SG17,
JTC1 SC27,
ETSI

⑥

O

PKI 기반
기기인증
표준

다양한 IoT 기기를 식별/인증하는 기기인증 분야, 특히
3GPP,
자율협력주행(C-ITS)을 위한 PKI 기반의 차량인증 표준
ETSI,
- 자율주행자동차 V2X 보안 표준
IEEE 802,
- 사물인터넷(IoT) 기기 인증 표준
CAMP

⑤

X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ITU-T
비대면 서비스 환경에서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사용자 인증 및 본인확인 기술과
SG17,
다양한 인증 서비스 간의 상호운영을 위한 기술 표준
JTC1 SC27,
- FIDO 인증 기술
W3C,
FIDO
- 멀티팩터 인증 기술
Alliance
- 비대면 본인확인 기술

⑤

O

ID 관리기술
표준

ITU-T
개체(사용자, 기기, 서비스) 자격증명 및 속성 공유를 위한
SG17,
ID 관리 공통 데이터 포맷 및 상호연동 표준
ISO TC307,
- 통합 ID 관리 서비스
JTC1 SC27,
- 분산 ID(DID, Decentralized Identifier) 관리 서비스
W3C

④

O

표준화 항목

암호
기술

인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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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표준화 항목

물리
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Target
SDOs

표준화 내용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ITU-T
SG17,
ISO TC307,
JTC1 SC27,
ZK Proof,
W3C

⑤

O

ITU-T
SG17,
JTC1
SC27/
SC37

⑤

O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인증 표준
-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기반 인증
- 프라이버시 강화 암호기법을 이용한 인증

바이오인식
응용 서비스
표준

바이오정보 보호기술 및 응용기술 표준
- 위변조 방지, 분산 바이오인식 응용기술 등 바이오정보
보호기술 표준
- AI 딥러닝기반의 바이오인식 응용기술 표준
- 바이오인식기반 반려동물 개체식별 보안인증기술 표준
- 바이오인식기반 반려동물 행동패턴 분석기술 표준
- 반려동물 개체식별 성능시험절차 및 방법 표준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케어 보안기술 표준
- 생체신호 인증메커니즘 보안성 평가표준
- 생체신호 측정 장비 기기인증 및 보안대책
ITU-T
- 생체신호인증기반의 헬스모니터링 분석 표준
SG17,
- 생체신호를 이용한 의료정보 보호기술 표준
ISO TC215
- 생체신호기반 반려동물 개체식별 보안인증기술 표준
- 생체신호기반 반려동물 헬스모니터링기술 표준

⑤

O

지능형
CCTV
보안기술
표준

CCTV 영상분석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민감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해킹, 외부 유출에 의한 영상 오·남용 등 보안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 표준
-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 영상 프라이버시 보호, 영상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경량 영상
암·복호 기술
- 지능형 CCTV 보안 시스템의 상호연동 표준
- 지능형 CCTV 영상보안 분석 및 저장 기술 표준

ITU-T
SG17

⑤

O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악성코드 분석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 포맷 및 전달
메커니즘 표준
- STIX 기반의 악성코드 표현 기법
- 악성코드 데이터 스키마 및 메타 데이터 구조
- TAXII 기반의 악성코드 정보 전달 메커니즘

ITU-T
SG17,
IEEE SA

④

O

보안관제의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
이션 표준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자동 대응 및 보안업무
오케스트레이션 표준
- 보안관제 프로세스의 자동화
- 다양한 보안솔루션 간의 오케스트레이션
- 보안정책 자동 생성 및 전달

ITU-T
SG17

②

X

스팸대응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스팸메시지 식별 및 차단을 위한 보안 기능 및 대응
프레임워크 표준
- MMS를 이용한 스팸메시지 식별 및 차단 기법
- 기계학습을 이용한 스팸메시지 대응절차 및 보안
프레임워크

ITU-T
SG17

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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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내용

Target
SDOs

그룹 이동을 하는 동안 안전한 그룹핑과 정보 교환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구현 보안 지침
- 그룹 이동 서비스의 보안 위협 식별
- 그룹 이동 서비스의 보안 요구사항 가이드

ITU-T
SG17,
IEEE-SA

②

O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준 표준화
- 평가자 및 평가기관 역량기준 표준화

JTC1
SC27,
CCRA,
CCUF

⑥

O

개인정보보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 가이드 표준
호 관리 및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심사기관 요구사항
운영 표준 - 조직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

ITU-T
SG17,
JTC1 SC27

①

X

JTC1
SC27,
NIST

⑥

O

표준화 항목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보안
평가

데이터
보안

5G
보안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암호모듈
시험평가
기준 표준

암호모듈 시험평가를 위한 기준, 운영 관리 및 요소
시험기술 표준
- 암호모듈 검증 및 시험기준 표준
- 암호모듈 검증기관 자격요건
- 부채널 대응 시험기술 표준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 데이터 비식별화 정의 및 비식별화된 데이터에 대한
ITU-T
적정성 검토
SG17,
-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JTC1 SC27
- 데이터 상태 및 위험도 평가 요구사항 정의
- 비식별화된 데이터 이용 요구사항 정의

②

O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동형암호 기술 활용 표준
- 기계학습의 안전한 추론
- 안전한 데이터 집계
- 동형암호처리 구조
- 비식별 처리

①

O

핀테크
서비스
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
- 핀테크 서비스의 참여자 및 역할 정의
- 핀테크 서비스 참여자별 프라이버시 위험 식별 및 보안 JTC1 SC27
통제 정의
- 핀테크 서비스 참여자별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⑥

O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5G NPN에서 URLLC를 지원하는 버티컬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 5G NPN에서 버티컬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의
대상 정의
- 5G NPN에서 URLLC를 지원하는 버티컬 서비스를 위한
보안 기능 정의
- 5G NPN에서 URLLC를 지원하는 버티컬 서비스를 위한
보안 기능의 요구사항 제안

②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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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7,
JTC1
SC27,
IEEE

ITU-T
SG17,
3GPP,
ETSI,
NGMN/
5G PPP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5G 통신 시스템 및 콤포넌트의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 5G 통신 시스템을 위한 상위 수준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표준
- 5G 네트워크 시스템에 요구되는 하위 레벨의 콤포넌트
등을 정의한 TS 33.501 등을 참조
- 5G 관련 콤포넌트를 정의, 5G 시스템에 대한 위협 및 보안
기능 기술

ITU-T
SG17

표준화 항목

5G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⑥

X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표준화전략맵 차세대보안 분과에서는 ITU, ISO, JTC1 등
공식표준화 기구 및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와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기술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암호기술]
- (암호 알고리즘 표준) 국내 개발 동형 암호 CKKS가 JTC1 SC27를 통해 표준화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양자 암호기술 표준) 양자키분배(QKD) 시스템을 중심으로 양자 암호 기반의 보안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침 및 시험/평가를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인증기술]
-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화상회의, 원격수업 등의 비대면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인증 절차가 정립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비대면 서비스의 인증 요구사항을 반영한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며, FIDO 기반의 바이오
인증, 멀티팩터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적용한 핀테크, 전자정부 등 서비스에서
상호운영을 위한 요구사항이 있고 W3C, ITU-T SG17 등에서 관련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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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관리 기술 표준) 분산 ID 관리(Decentralized Identity Management) 기술의 수요가
핀테크, 모바일 신분증,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와 W3C, ITU-T SG17, ISO TC307
등에서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중앙화된 신원관리의 정보 오남용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기 정보를 응용서비스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기 주권형 신원관리를
위해서,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기법 기반의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이
W3C, ITU-T SG17, ISO TC307 등은 물론 ZKProof Standards(zkproof.org)에서 활발하게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물리보안]
-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에 지문·얼굴·홍채·정맥인식 등이
적용되어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에 널리 사용되는 추세에 따라 JTC1 SC27/SC37 등에서
비대면 인증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바일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에 대한 활발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지문·홍채인식 등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의
출현으로 ITU-T SG17을 중심으로 관련 국제표준을 한국에서 제안하여 승인·채택되었으며,
추후 동물등록제 개선을 위한 신기술로 활용도가 증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신체외부에 노출된 지문·얼굴·홍채·정맥 등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바이오인식기술에 대한 위변조 보안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뇌파·심전도·심박수
등 위변조에 상대적으로 강인하고 심정지·부정맥 등 건강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식기술이 선진국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개발 중. 2019년 3월에 한국
주도하에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 인식 인증기술이 ITU-T SG17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 향후 안전한 비대면 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방역플랫폼에 관련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반려동물의 심전도 등을 이용한 헬스케어 응용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도 예상되기 때문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지능형 CCTV 보안기술 표준)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CCTV
카메라 및 CCTV 영상통합관제시스템의 설치 운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등에 보안침해사고를 방지, 영상보안시스템간 표준 협업 등을 위해서
ITU-T SG17 Q.6, IEC TC79, ONVIF, PSIA, OSSA를 중심으로 표준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
따라서 지능형 CCTV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영상 오·남용 방지, 해킹 등에 의한 영상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객체 검출, 분석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집된 영상의 저장,
전송, 반출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한 영상형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대한 표준화 추진도 예상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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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 대응]
-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악성코드 분석 정보에 대한 표준이 ITU-T SG17에서
제정되었고, 악성코드 교환 포맷에 대한 표준화 작업(MMDEF: Malware Metadata Exchange
Format Working Group)과 정상파일 메타데이터 교환 표준(CMX: Clean file Metadata eXchange)이
IEEE에서 진행 중.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에 대한 활발한 표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자율 주행 및 이동서비스에 대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드론과 기차 등 그룹 이동체의 무인화와 연결 서비스 환경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그룹화된 이동은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이 요구되며 ITU-T SG17을 중심으로 보안 위협의 식별 및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의
보안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보안평가]
-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IT제품의 보안성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이 21년도
개정되어 발행되고, 유럽연합의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유럽에서 사용되는 IT제품에 대한 보안성
평가로 EUCC와 CCRA의 개정된 국제표준의 채택이 중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IT제품의
패치관리 및 클라우드 환경의 제품, 차량 관련 제품의 평가를 위한 기준에 대해 2021년 신규
과제로 채택되어 추진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암호모듈 시험평가 기준 표준) JTC1 SC27에서 암호모듈 검증기관 자격요건에 대한 표준이
신규 제안되었으며, 기존 암호모듈 검증 및 시험기준의 개정, 요소기술인 부채널 대응기준 개정
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암호모듈 검증 관련 국제표준은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데이터보안]
-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가 각종 이용 환경(예: 누가,
어디서, 어떻게)에 따라 보안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에 대한 보증 요구사항 정의 및
데이터 상황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 데이터 위험도 평가 요구사항 및 비식별 데이터 이용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등 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현재 ITU-T SG17에서 2019년부터 신규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데이터의 분석과
기계학습과 같은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민감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협업 환경 구축을 위한 동형암호 기법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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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서비스 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 각 비즈니스 역할의 법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핀테크 서비스에 특화된 프라이버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보안통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ISO/IEC JTC 1/SC 27/WG 5에서 2021년부터 신규 과제로 채택하여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5G 보안]
-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5G의 Public Network이 일반화되어 이를 활용한
Non-Public Network과의 연계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정부 업무망 등의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가 준비 및 실행되고 있어, 여기에 성능과 보안
요소를 모니터링하는 요구사항이 필요하며, ITU-T SG17에서 2020년부터 신규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Ver.2019의 차세대보안 중 ICT와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융합보안
분야로 별도 분리하고, 물리보안이 정보보안과 별도 항목으로 분류된 것을 고려하여 분야명을
정보·물리보안으로 변경하였으며, Ver.2019의 암호기술, 인증기술, 보안관리/보안평가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포함하였으며, 사이버보안은 사이버보안위협으로 구체화하고,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와 생체신호기술 텔레바이오 인증기술을 물리보안으로 별도 분류하여
포함하였고, 신규 통신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5G 보안,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추가
- Ver.2021(2020년)에서는 Ver.2020의 융합보안이 각 분야별 보안으로 이관됨에 따라,
Ver.2019의 정보·물리보안과 융합보안의 일부 항목을 통합하고 분야명을 Ver.2018 이전의
명칭인 차세대보안으로 복원하였으며, 비대면 사회의 보안을 위하여 인증기술 및 물리보안의
바이오인식 표준을 조정하였으며, 데이터 시대의 보안을 위하여 데이터보안을 추가
- Ver.2022(2021년)에서는 Ver.2021의 항목을 준용한, 암호기술, 인증기술, 사이버위협대응,
보안평가, 물리보안, 데이터보안에 활발한 R&D가 진행되고 있는 5G 보안을 별도 항목으로,
지능형 CCTV 보안을 물리보안의 세부항목으로 추가하였으며,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 되고
있는 데이터보안에는 핀테크 보안을 중점추진 항목으로 추가

29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Ver. 2022 신규항목
구분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Ver.2020

Ver.2021

Ver.2022

암호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 표준

암호 알고리즘 표준

-

양자 암호기술 표준

양자 암호기술 표준

PKI 기반 기기 인증

-

-

ID 관리 기술

ID 관리기술 표준

ID 관리기술 표준

-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

비대면 신원확인 기술
표준

비대면 인증기술 표준*

FIDO 및 응용기술

-

바이오인식 응용 서비스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생체5G 보안
가이드라인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

-

지능형 CCTV 보안기술
표준*

능동형 사이버보안 침해정보
수집 및 보존 기술

능동형 사이버보안
침해정보 수집 및 보존
기술 표준

-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보안평가

데이터보안

5G보안

블록체인을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

-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

암호모듈 시험평가기준
표준

암호모듈 시험평가기준
표준

비식별 데이터 보증 수준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

비식별 데이터 보증
수준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

-

핀테크 서비스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

5G보안 가이드라인

-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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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차세대보안 기반 스마트헬스 서비스) 직장인 A씨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생체 정보를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업체에 제공하고 그 결과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생체 정보 및 건강 정보는 모두
암호화되어 관리되며, 스마트폰의 생체정보 기반 사용자 인증을 통해 A씨만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회사의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원격 상담을 신청하였다.
의사는 A씨가 암호화하여 전송한 개인건강기록(PHR)과 타 병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전자건강기록(EHR), 그리고 소속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을 전달받아 검토한 후 증상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A씨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였다.
- (차세대보안 기반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직장인 A씨는 전날 퇴근 후 갑자기 잡힌 장기
지방 출장을 위해 자차로 이동하기로 했다. 오전 일찍 집을 나선 A씨는 지문인식으로 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하였다. 보통 이용하던 톨게이트 이동 경로는 갑작스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정체되었지만, 음성인식을 통해 티맵 네비게이션 미정체구간 안내를 통해 우회 경로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큰 문제없이 고속도로로 진입하였다. 출장지에 도착한 A씨는 집안
가전기기가 장시간 켜져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암호화된 통신을
통해 해당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설정한 후, 안심하고 출장 업무를 시작하였다.
- (차세대보안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서비스) LTE, 5G, ADSL을 포함한 전송망 관리업체 A社는 최근
자사 대용량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해 양자키분배 장치를 적용하기로 하고 직원인
B씨에게 도입 및 시험 업무를 배정하였다. B씨는 전문기관의 시험 평가를 통해 인증받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회사 전송망과 제공 서비스에 적합한 제품을 채택하였다. B씨는
서비스 제공 전 연동 시험을 실시하여,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양자키가 전송망 장비에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과 양자키분배 시스템이 구성한 양자채널에 노이즈 주입시 외부에서의 오류 혹은
비정상 접근을 양자키분배 시스템이 경고하며 양자키를 새로 만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문기관의
시험 평가서와 B씨의 연동 시험 결과를 검토한 A社는 자사 전송망 서비스의 보안성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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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보안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A씨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어 저렴하고 빠른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었다. 그러나 많은 블록체인 거래소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ISO 국제표준에 기반한 블록체인 거래소 보안관리 체계
인증이 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최초로 인증받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개시하였다. 각종 스팸이나
사기, 협박 등이 걱정되었던 A씨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더 빠르고 적은 수수료로
생활비와 그때그때 필요한 비용을 송금하였다. 개별 건에 대해서 제 3자는 송수신자의 동일성
추적이 불가능했지만 법 집행기관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 내 금액으로 절세 처리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졌다.
- (차세대보안 기반 5G 보안) A씨는 5G 로컬망으로 구축된 스마트 공장의 관리자이다. 최근
이 공장은 5G 초저지연 IoT 통신기술로 동작 및 제어가 가능한 협동 로봇 설비를 들여와
운영 중이다. 어느날 A씨는 로봇들의 통신 보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특정 로봇에
대한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여 5G 초저지연 제어 및 응답 성능이 열화되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다. 다행히 A씨는 이 5G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당시 이미 5G 보안 모니터링 표준
솔루션을 함께 도입하였기 때문에, 5G 보안 기술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
매뉴얼을 가동하였다. 덕분에 A씨는 빠른 조치를 통해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큰 산업재해
및 인명 피해를 막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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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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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 과기정통부, 모바일 운전 면허증 시범 운영 예정 [2022.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와 관련해 타 법률과 상충시의 관계 및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제한에 관한
내용의 개정, GDPR등 해외 법제와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예고 [2021.5]
- IT보안인증사무국,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제도 개선(안)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2021.5]
- 국정원,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기기의 기본 보안기능을
정하고, '보안 기능 시험'제도와 '국내용 CC인증'제도의 시험 기준으로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 V3.0' 발표 [2021.4]
- 과기정통부,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양자정보통신을 포함한 양자기술
분야의 연구기반 구축 추진계획 발표 [2021.4]
- 과기정통부, 디지털 안심 국가 기반 구축 및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발표 [2021.2]
· 사이버 위협 정보 실시간 수집공유 및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디지털
안심 국가 기반 구축
· 4대 핵심 디지털 융합 인프라(5G MEC, 클라우드, 데이터, 양자내성 암호) 선제적 보안
확보를 통한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 관계부처 합동 5G+ 전략위원회, 공공 중심의 5G 융합서비스 시장 확산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계획 발표 [2021.1]
- 국정원,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보안기능 시험‘제도 개선 공지
[2020.12.30]

한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 (‘20.6.9)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 [2020.12]
- 교육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 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 분야
가명 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2020.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2020.11]
- 보건복지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2020.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2020.9]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양자정보통신분야
정부지원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 [2020.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공공·정부부문 개인정보
(행안부), 민간부문 개인정보(방통위) 관련업무를 이관받아 중앙부처로 승격 [2020.8]
-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시행 [2020.8]
- 과기정통부, ‘제2차 정보보호산업진행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화, 정보보호산업 생테계 강화를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AI기반 물리보안 산업 육성, 5G+ ICT 융합보안
산업 저변 확대 추진 [2020.6]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5G 보안분야 국내외 표준화 활동과 표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5G
보안 포럼 출범 [2020.05]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위한 데이터 3법

D.N.A.생태계 강화 _ 차세대보안 297

구분

주요 현황

-

-

개정(20.2) 및 시행 [2020.8]
과기정통부에서는 민관 합동 DID 협의체 출범 [2020.7]
과기정통부에서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양자정보통신분야
정부지원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 [2020.5]
과기정통부, 양자기술의 중장기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양자정보통신 진흥 종합계획’(가칭)
수립추진 발표 [2019.2]
과기정통부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에 5G/IoT 인프라 보안 강화 목표 수립 [2019.1]
과기정통부, 정보주체 중심의 안전한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 확립 및 선도서비스 발굴, 확산을
위한 ‘본인정보 활용 지원(MyData) 사업’ 추진 [2019]
국정원, 암호모듈시험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추가 지정 [2018.12]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안부 협의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고시(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고시(PIMS)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P)로 통합 시행 [2018.11]
방통위,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공표 [2018.1]
국정원, 암호모듈시험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추가 지정 [2017.11]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 개정 공표 [2017.9]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8]
미래부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확대 계획 등 ‘K-ICT 시큐리티 2020’ 발표 [2016.6]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 데이터 공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2016.6]

- 보건복지부, HIPAA Privacy Rule을 통해 환자 권한 강화 및 규제 부담 감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칙을 제시하면서, 전문가 판단방식, 세이프하버 방식의 비식별화 기술
조치방법 및 의료정보 활용에 관한 표준 제시 [2020.12]
- NIAP, 'CC평가와 CCEVS 평가내 전용보안컴포넌트(Dedicated Security Components)의
사용 정책'을 발표 [2020.12]

미국

- 정부에 납품하는 IoT 기기의 보안수준 강화를 위하여 “IoT 사이버보안 개선법” 제정 [2020.12]
백악관, 5G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국가전략 발표 [2020.3]
- 국토안보부의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원(CISA)이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새로운 5G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 발표 [2020.8]
- 국무부, 미국 외교 장비에 대한 5G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Clean Path를 요구한 것의 연장선으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 확장계획을 발표 [2020.8]
- 백악관, 국무부의 요청에 따라 전략국제연구소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보안 및 신뢰
기준을 마련 [2020.5]
- 백악관, 사이버 보안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 최상위 사이버보안 R&D 추진전략 발표 [2019.12]
- NIST, 경량 환경 전용 암호 표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주요 암호 알고리즘(인증 암호화, 해시
함수)의 표준화를 위한 공모사업 착수 [2019.4]
- NIST, 암호모듈검증제도(CMVP)의 검증기준인 FIPS 140-3으로 ISO/IEC 19790 승인 [2019.3]
- 의회, 국가 양자이니셔티브(NQI) 법안 승인을 통해 10년간 양자정보과학기술 연구개발
가속화 승인 [2018.12]
- NIST, 미국 연방정부 사용 공개키 암호를 양자 안전성을 가지는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기
위한 양자내성 암호 공모사업 진행 중 [2017.11]
- NIST, 디지털 아이덴터티 가이드라인 800-63-3 공개. 3가지 정책권고 사항으로 구성되며
높은 보장성을 갖는 AAL3 레벨이상의 인증방법 사용 권고(즉 공개키 암호화 방식사용,
개인정보를 디바이스에 저장, 바이오인식과 같은 새로운 인증사용 권고) [2017.6]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 발표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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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미국 국토방위부(DHS)는 자동화 지표 공유(Automated Indicator Sharing, AIS)시스템을 발표
및 적용. 사이버 위협 첩보에 대한 민간 및 공공 부문 보안 담당자들의 원활한 공유 목적
[2016.3]
- NIST, 비식별 처리 관련 가이드라인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발표
[2015.12]
-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NDI)’ 내에 ‘사이버 위협정보
통합센터(Cyber Threat Intelligence Integration Center, CTIIC)’를 설립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 [2015]
- 국회는 ‘사이버 보안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CISA S.754)’ 제정
[2015]
- 국토안보부의 사이버보안 및 통신부서(DHS CS & C: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yber Security and Communications)의 한 부문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및 통합 센터(NCCIC:
National Cyber-security &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 내에서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제어 시스템 환경의 방어를 위한 집중 운영 기능 제공 [2015]

일본

- 일본 총무성은 '사이버 보안 TF'에서 'IoT·5G 보안 종합대책'의 진척상황 및 향후 대응
등에 대해 정리한 'IoT·5G 보안 종합대책프로그램 리포트 2020'을 발표 [2020.6]
-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Society 5.0’으로 정의하고 사이버보안
전략 ‘IoT·5G 보안 종합대책’ 발표 [2019.8]
- 일본수상 직할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 부처(내각부, 문부과학성 등)별로 각각 추진되던
양자기술 확보 전략을 국가차원의 양자기술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수정하여 수립 [2020.1]
- 문부과학성, 양자과학기술의 새로운 전개를 위한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양자기술
4대분야의 연구지원, 국제협력, 인력양성 추진 계획 마련 [2017.2.]
- 내각관방은, ‘사이버보안 기본법’ 제정으로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하여(2014), 기본법을 기반으로
‘사이버보안 전략 2015’ 발표 [2015]
- IPA(일본 정보보안관련 전문기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5대 산업, 45개 참여
기업의 정보공유 체계인 J-CSIP(Initiative for Cyber Security Information sharing Partnership
of Japan)를 2011.10.25부터 발족하여 운영 [2013.12]

유럽

- EU, ENISA는 21년 유럽에서 사용되는 IT제품에 대한 사이버보안인증제도의 후보로 CC를
기반으로하는 EUCC를 발표 [2021.5]
- ENISA, Data Pseudonymisation: Advanced Techniques and Use Case(개인정보 가명처리
–선진기술과 활용사례) 발표 [2021.1]
- EU, 22년 7월부터 UNECE 회원국(유럽, 아시아 등 60 여개국)에 등록되는 자동차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에 대한 인증취득을 요구하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 의무화
법령 제정 [2020. 6]
- ENISA, Pseudonymisation techniques and best practices(가명처리 기법 및 모범사례) 제시
[2019.11]
- EU는 온라인 결제시 강력한 고객인증(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 적용을 2019년 9월부터
시행하며, 이는 30유로 이상의 거래에 있어서 2가지 이상의 인증수단을 사용 [2019.9]
- EU 역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GDPR 발효 [2018.5]
- EU에서는 GDPR에 앞서 2018년 1월부터 유럽은행연합의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2)가
시행. PSD2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 은행권은 타 산업군에 오픈 API 형태로 금융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유럽금융권에서의 FIDO 솔루션의 적용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018.1]
- 스위스 주크(ZUG)시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주민증 서비스를 구축 운영 중이며,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 [2017.11]
- EU, 양자정보통신 협약서(Quantum Manifesto)를 통해 양자 산업 기반마련 및 기술·
산업적 리더십 확보 추진 [2016.5]

D.N.A.생태계 강화 _ 차세대보안 299

구분

주요 현황
- 영국은 비식별화 사례를 구현하기 위해 민간조직 UKAN을 설립하고 ‘익명화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 발표 [2016]
- EU의 유럽 연합 대응기구인 ENISA에서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2015]
- EU, Horizon 2020 R&D 프로그램을 통해 ICT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다수의 차세대 암호
기술 개발 프로젝트 출범 [2014]
-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신원증명 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운영(GuardTime,
Inc와 협업) 중이며, ‘전자영주권(e-Residency)’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적과 관계없이 디지털
ID 형태의 신원 증명서 발급 [2014]

중국

- 중국 정부, 중국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Clean
Network“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의 목적으로 "데이터보안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
[2020.9]
- 법무부, 암호법(密码法) 제정을 통해 암호기술 적용 및 관리 체계 제도화 [2019.10]
- 지난시, ‘지난양자밸리’ 조성을 통해, 중국 국방관련 양자산업 클러스터로 활용 계획 발표
[2018.5]
- 과학기술부, 안후이성에 5년간 1000억 위안(약 17조 원)을 투입, 양자정보과학 국가연구소
설립 및 원거리 양자통신, 양자컴퓨터 개발 추진 [2018]
- 국무원, 과학기술부, 과기중대프로젝트 및 과기혁신-2030 실시를 통해 양자통신 연구 강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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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기
술
개
사이버
발 위협 대응
단
계

기술
수준

81.1%
(선도
국가
대비)

보안평가

데이터
보안

5G보안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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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암호기술]
¡ (암호 알고리즘 표준) 국내외 차세대 암호 알고리즘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보안기술
연구소(NSR)는 경량ㆍ고속 암호와 DBMS 적합형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서울대는
동형 암호, 양자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
- NSR

· 신규 ICT 환경에 적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량·고속 블록 암호 LEA, 고속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해시 함수 LSH, 그리고 주민번호 등의 DB 저장 개인정보 보호에 적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형태보존 암호 FEA 개발
- NIMS

· 양자내성 암호 HiMQ 개발
- 서울대

· 양자내성 암호 Lizard 개발, 근사계산 동형 암호 CKKS 및 응용 적용기술 개발
- 서울대, 조선대, 삼성전자, 삼성SDS

· 동형 암호 알고리즘 성능 개선 및 응용 적용기술 개발
¡ (양자 암호기술 표준) 산업계의 유선 양자키분배(QKD) 개발 주도와 함께, 출연연 중심의
양자키분배(QKD) 소형화 기반기술 및 무선 양자키분배(QKD) 핵심기술 개발
- SKT, KT
· 유선 양자키분배(QKD) 시스템 개발 및 자사망, KOREN망 등에 시험적용 등 신뢰성 시험
진행
· SKT는 유선 양자키분배(QKD) 시스템을 5G 백본 구간인 서울-대전 구간에 시범운용 중
· KT는 KIST와 일대다 양자키분배(QKD) 시험을 자사망에서 시험 완료
- ETRI
· 100 m급 무선 양자키분배(QKD) 시스템 개발 및 주야간 시험 성공
- ETRI, KIST
· GHz급 광원, 검출기 등이 적용되는 양자키분배(QKD) 칩/모듈 개발 착수
- POSTECH, KAIST, ETRI, KIST
· 양자중계기 핵심 요소기술인 얽힘광원 개발 착수
- KRISS, NSR
· 20 km 양자 시험 통신망 구축 및 양자직접통신 기술 구현 성공
[인증기술]
¡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2020년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및 인증을 위한 서비스가
웹플랫폼 기업, 통신사, 금융권을 중심으로 확대 재편되는 중
- 카카오
· 2020년 카카오는 ‘카카오톡 지갑’을 개발하여 간편 로그인, 인증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무인점포를 비롯한 오프라인 사용처에 입장하는 등 활용 확대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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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 2021년 네이버는 ‘네이버 Na’를 개발하여 인증서, 간편결제, QR체크인 등 서비스 제공
- SKT, KT, lGU+
· 2019년 개발된 통신 3사 인증플랫폼 ‘PASS’는 본인확인 서비스 외, 인증서, QR출입증,
모바일운전면허증, 간편결제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 중
- 금융결제원
· 2020년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 은행공동 인증 서비스 ‘뱅크사인’에 개인 증명서를
보관하고 디지털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금융권 공용 DID 서비스를 2022년 8월까지
구축하는 계획 발표
- ETRI
· 2020년 비대면 O2O 서비스를 위한 무자각 인증 및 블록체인 ID 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비씨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필요 없는 무매체 간편결제 실증 서비스 구축
- 삼성전자
· 2021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생체인증 서비스인 ‘삼성 패스‘를 통해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하고 본인인증이 가능한 서비스 구축
¡ (ID 관리 기술 표준) 메시지 변조 방지(tamper-evidence) 등 분산원장 기술 또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자신원증명 기능이 있는 분산형 ID 관리기술이 라온시큐어, LG CNS,
아이콘루프, 드림시큐리티, SKT, 고려대, 성신여대, 질병관리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활발히 개발 중
- 라온시큐어, LG CNS
· 국내 최초의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 사업(행정안전부-한국조폐공사
발주)’을 수주하고 금융 비대면 실명확인과 다양한 민간 온 오프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서비스에 적용 예정
- SKT
· 전화번호를 통하여 별도의 가입 또는 ID 통합 절차 없이 개인 신원과 권한, 소유권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개발
- 드림시큐리티, 라온시큐어, 아이콘루프
· 드림시큐리티 매직DID, 라온시큐어 OMNIONE, 아이콘루프 MyID 등의 분산신원인증(DID)의
솔루션 시범 서비스 개발
- 고려대, 성신여대
· 블록체인 데이터의 소유권 증명 및 접근 제어를 제공하는 디지털 신분증의 코어
암호인증기술 연구 및 표준화 추진
- 질병관리청
·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활용하여 백신여권 'COOV(COrona OVercome)'을
민간 블록체인기업 '블록체인 랩스'와 협력해 개발.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위 변조 방지 및 진위 여부 확인 기능 제공. 이더리움, 하이퍼렛저 등 50개 수준의
퍼블릭·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의 DID와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ETRI
· 분산ID의 기반기술인 DID 관리기술과 신원자격(Verifiable Credential) 검증 기술 등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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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며, 다중 도메인을 위한 분산 ID 서비스 간 상호연동, 신원정보 은닉 및 자격위임, 플랫폼
독립적 신원지갑 보안을 위한 자기통제형 분산 디지털 신원관리기술 연구 중
- 순천향대
· ITU-T SG17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역추적 기술 활용 사례 표준 개발, 비식별화
처리된 데이터 결합을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 개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한 보안 보증 프레임워크 신규 워크 아이템
제안 등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표준 제안
¡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양대, 성신여대 등은 분산형 ID관리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등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호형 인증
원천 기술을 개발 중
- SKT
· Hyperledger 오픈소스 등을 이용한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 서비스 개발
- 제나
· 사용자 건강(Healthcare) 마이데이터(My Data)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영지식 증명
기반 크리덴셜 기법 개발 중
- 한양대
· 암호 특화 SNARK(Succinct Non-
Interactive Argument of Knowledge) 기술을 개발 중.
사설 국제표준화 단체인 ZKProof Community에서 Working Group 멤버로 활동 표준화
추진 중
- 성신여대
· BBS+ 서명 구조를 확장하여 다양한 산술연산을 영지식 증명할 수 있는 익명 크리덴셜
(anonymous credential) 암호 원천 기술과 임의 시점 크리덴셜 폐기 프로토콜 개발 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 ISO/IEC 20008-2 표준 그룹서명을 기반으로 선택적 노출이 가능한 검증가능 크리덴셜
기법 개발 중
- 삼성전자
· 개인정보, 크리덴셜, 가상 자산 등의 저장이 가능한 블록체인 월렛인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개발. 블록체인 월렛에 외장 하드웨어 월렛 연결을 지원하여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라온시큐어, LG CNS
·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 사업(행정안전부-한국조폐공사 발주)’을
수주하고 프라이버시 강화 인증을 포함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2022년 1월에 시범서비스 개시
예정
[물리보안]
¡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 등은 모바일 바이오인식제품의 성능
시험기술, 바이오인식 제시형 공격탐지 시험기술을 개발
- 슈프리마
· 모바일 환경에서 지문·안면인식 등 사용자 고유 생체정보의 성능시험기술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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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A
· KISA K-NBTC에서는 모바일 지문인식제품 성능시험기술과 위조지문 공격탐지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시험서비스

진행,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비문·안면인식

등

바이오인식기반의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을 연구와 함께 행안부 도전한국의 “춘천시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및 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
· 조달청 지문보안토큰의 위조지문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시험서비스 진행
- 유니온커뮤니티, 파이리코, 아이싸이랩
· 반려동물 비문인식 접촉식(유니온커뮤니티)·비접촉식(파이리코, 아이싸이랩) 센서기술 및
개체식별 인증알고리즘 개발 중
¡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KISA에서는 심전도 등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인증기술을 개발완료하였으며,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모니터링 분석기술을 연구 중
-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 2018년

12월말에

스페인

마드리드대와

미국의 Telebiometrics

민간기업 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심전도·지문 등 다중 생체신호 인증플랫폼을 개발완료 하였으며,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을 위하여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모니터링 분석기술을 연구 중
-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탑스동물메디컬센터, 유파인스, 파이리코, 아이싸이랩
· 반려동물에 대한 심전도·심박수 등 생체신호기반의 센서·인증기술 및 헬스모니터링 분석
기술 연구 중
¡ (지능형 CCTV 보안기술 표준)

ETRI, KETI 등은 지능형 CCTV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

영상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스킹, 암·복호 기술, 지능형 영상분석을 위한 메타데이터, 다중
VMS/CCTV간 실시간 협업/제어 프로토콜 표준화 기술을 연구 중
- ETRI
· CCTV 등 원영상 복원가능한 프라이버시 마스킹, 오프라인 프라이버시 마스킹, 객체 재식별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연구를 진행 중
- KETI
· 5G기반 지능형 CCTV 서비스 환경에서 다중 VMS, 5G 지능형 CCTV 엣지, 지능형 CCTV
디바이스간 실시간 협업 기술과 관련 표준 기술을 개발 중
- KISA, TTA,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
· 지능형 CCTV 영상분석 시스템 경보 기록 방법, Onvif 프로파일 S 기반 영상보안 시스템
상호연동 규격 등 표준 기술 개발 등
[사이버 위협 대응]
¡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악성코드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분석 절차 일부를 정형화하여 자동분석 및 대응기술을 고도화하고, 악성코드 수집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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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랩
· 클라우드 기반의 악성코드 분석 시스템 ASD를 개발 운영하여 국내에 널리 보급된 자사
백신을 통해 신/변종 악성코드 정보를 수집 중
- 이스트시큐리티
· 지능형 악성코드 위협대응 솔루션 Threat Inside를 출시하였으며, 실시간 위협정보와 현황을
다차원 분석을 통하여 실시간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제공
- 윈스
· 개방형 보안 인텔리전스 시스템으로 C-TAS 연동 및 악성코드 분석/검증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 추진 중
- ETRI
·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Opcode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기술과 문서형 악성코드에 대한
분석 및 탐지기술을 개발
- KISA
· 악성코드, 악성앱의 원천데이터를 자동수집하고, AI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셋으로 분류·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C-TAS를 통하여 악성코드 정보 공유 중
¡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자율 주행 및 이동서비스에 대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드론과 기차 등 이동체의 무인화와 연결 서비스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
- KISA
· 드론 시스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운용업체 등 업무관계자를 위한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 개발 및 배포 (2020.12)
- 국방부
· 드론의 수집·저장, 송수신 되는 정보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드론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간 (2021.1)
- 고려대학교
· 드론 등 무인이동체 시스템 및 MAVLink와 같은 비행체 내부 네트워크 보안을 연구하고
있음
- 국토부
· 드론 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영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9.4.30.)하고 드론 정보
포털(https://www.droneportal.or.kr/)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보안평가]
¡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정보보호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의 국가·공공기관에 도입시
보안기능요구사항 기준에 적합한지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로 사전 인증을 하며 인증기관과
평가기관, 제품개발 업체는 평가 기술과 보안기능요구사항 기준을 공동으로 개발함
- IT보안인증사무국
· CCRA에서 제정한 CC, CEM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며 IT제품이 보안기능요구사항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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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는지 검증하고 인증서를 발행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시스템보증(KOSYAS), 한국아이티
평가원(KSEL), 한국정보보안기술원(KOIST),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CC, CEM을 기반으로 평가하며, IT제품의 보호프로파일을 개발
- 한국CC사용자포럼(KCCUF)
· 한국의 CC사용자 협의체로 산업체, 평가기관,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되어 IT제품의
보호프로파일을 개발
-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되는 IT보안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고
시험 기술을 개발
¡ (암호모듈 시험평가기준 표준) 암호모듈의 안전성 및 구현적합성 검증을 위해 표준기반 기준,
운영·관리 및 요소 시험기술을 개발 중
- NSR
· 암호모듈검증을 위한 검증·시험기준 표준 개정 및 암호모듈 시험기관의 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주도적으로 개발 중
- KISA
· 2018년 KCMVP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적합성을 시험 중
- ETRI
· 부채널 대응 시험기술 연구 및 표준 개정에 참여
[데이터보안]
¡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비식별화 기술과 데이터 보증 수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법의 비식별 기술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 중
- KISA, 금융보안원
·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프레임워크’ ITU-T 국제표준 제정,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개발 중
- 이지서티
· 빅데이터 내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컴플라이언스 제품(Identity Shield)
개발 및 출시
- 파수
· 재식별 위험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가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Analytic DID) 개발 및 출시
- 엔텀네트웍스
· 프레임워크 기반 개인정보 가명 익명처리 솔루션(엔파이) 개발 및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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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비신뢰 환경에서 민감 정보 유출 방지, 비식별 처리
및 협업환경에서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동형 암호 기반의 응용플랫폼 구축 표준 개발 중
- 서울대
· 동형 암호를 이용한 머신러닝 기술 개발
- 삼성SDS
· 동형 암호 기반의 안전한 통계적 분석 및 기계학습 추론 협업 응용서비스 개발
- ETRI
· 동형 암호를 성능개선을 위한 전처리 가속기 개발
¡ (핀테크 서비스 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핀테크 서비스에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핀테크 서비스의 참여자 및 역할을 정의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 식별 및 보안
통제 수립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
- 순천향대
·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개발
- 서울외대, NSHC
·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개발
[5G보안]
¡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정부의 ‘5G+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5G 코어와 엣지를
중심으로 보안기술이 개발되었고, 향후에는 초저지연 데이터 서비스와 지능형 무선 접속망에 대한
보안 및 암호화 기술의 개발이 진행될 예정임
- SKT, KT, LGU+
· SKT, KT, lGU+는 모두 5G 통신망을 보호할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SKT는
양자암호통신 업체 IDQ 인수, CCTV·IoT 등 5G 융합보안 서비스 준비를 위해 ADT캡스를
인수함. KT는 5G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기가 체인’을 통해 증가하는 mMTC 버티컬
서비스의 보안을 추진하며, LGU+는 ETRI 등과 5G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공동개발 추진 중
- 맥데이타
· 5G 네트워크의 E2E 성능과 보안을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을 개발
- 고려대
· LGU+와 5G 네트워크 보안기술 공동연구 추진
- ETRI
·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의 보안 위협 탐지기술, 인공지능 기반 보안 위협 분석 및 관제
기술 개발 중
- 순천향대
· KISA와 함께 제안한 ‘5G 코어망 비정상 공격 대응 기술’관련 기술표준 기고서를 ITU-T에
제안
- KISA
· 순천향대와 함께 ITU-T에 5G 관련 기술표준 기고서 제안 및 5G 국가업무망 사업의 실증
연구를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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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암호기술]
¡ (암호 알고리즘 표준) 미국과 유럽은 각각 국가 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차세대 암호
알고리즘의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통한 시장 주도권 선점을 추진 중
- 미국, HPE Security
· 형태보존 블록암호 운영모드 FFX 개발 및 미국 연방정부 사용 승인(NIST SP 800-38G)
- 독일, Ruhr-Univ. Bochum/싱가포르, 난양대/덴마크 기술대/일본, NTT)
· 경량 블록 암호 SKINNY 개발
- 싱가포르, 난양대
· 인증 암호화 알고리즘 Deoxys와 AEGIS-128 개발
- 오스트리아, TU Granz
· 경량 인증 암호화 알고리즘 Ascon 개발
- 일본, NTT, NEC, 나고야대/싱가포르, 난양대/인도, Indian Statistical Institute Kolkata 등
· 다수의 경량 인증 암호/해시 함수 개발 및 NIST 공모사업 제안
- 미국, IBM, Microsoft 등
· 다수의 동형 암호 알고리즘 및 응용 적용기술 개발
¡ (양자 암호기술 표준) 중국은 기간망 및 인공위성 양자암호통신 구축을 완료하였고, 유럽,
미국은 장거리 양자키분배(QKD) 및 네트워크 운용기술 개발 추진 중
- EU
·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에서는 13개국을 연결하는 OpenQKD(’19), 연속변수 양자키분배(QKD)
개발을 위한 CiViQ(’18) 등 신규 양자키분배(QKD) 망운용 기반기술 개발 프로젝트 개시
- 중국, USTC
· 베이징-상하이를 연결하는 2,000 km 규모의 세계 최대 유선 양자키분배(QKD) 네트워크
및 7,600 km(중국-오스트리아) 위성 양자키분배(QKD) 연결시험 성공(’18)
- 네덜란드 QuTech
· 양자얽힘 기반 양자 네트워크의 링크레이어 프로토콜 개발 추진(’19)
- 영국, 양자통신 HUB
· 2015년부터 시작된 HUB 프로젝트에서 손가락보다 작은 크기의 양자키분배(QKD) 광학칩을
개발하여 고속 양자키분배(QKD) 운용시험 성공(’19)
[인증기술]
¡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비대면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기존 패스워드 대신 생체인식
등을 적용한 비대면 인증 솔루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 미국, StrongKey
· 2021년 FIDO2 기술을 애플사 기기까지 확대 적용한 인증 솔루션 출시
- 미국, CourseKey
· 온라인수업 전문기업 CourseKey는 2020년 수강생 본인확인을 위해 얼굴 및 지문 인식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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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온라인수업 솔루션 출시
- 미국/EU, TypingDNA
· 2020년 TypingDNA사는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keystroke dynamics)를 활용해 온라인 교육 참석자를
확인하는 기술 발표
- 미국, Apple
· 2020년 Safari 14 브라우저에서 FaceID(얼굴인식)와 TouchID(지문인식) 기술을 이용한 웹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 진행 중
¡ (ID 관리기술 표준)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 Hyperledger
Indy를 중심으로 자기주권 신원(Self-Sovereign Identity) 모델 및 분산형 ID 관리를 실증하는
서비스들을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정부기관 등이 개발 중. W3C에 등록된 DID 모델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52개가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
· 2021년 1월 황열병과 코로나의 스마트 디지털 백신 인증 프레임워크와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디지털 의료 작업그룹(digital health working group)’을 발족
- 핀란드, Linux
·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Hyperledger를 공개하고 신원관리를 위한 Hyperledger
Indy를 출시
- 미국, MS
· 2021년 3월말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인 아이온 개발
- 미국, Apple
·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 ‘iOS 13’을 이용한 국가 전자신분증 연동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독일과 아이폰 근거리무선통신(NFC)과 호환되는 전자신분증 개발 착수
- 미국, VISA
· 분산원장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 ‘VISA B2B 커넥트’를 정식으로 출시하고 30개 글로벌
기업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
- 영국, 정부
· GOV.UK(2021.2.11.), 디지털 신원 및 속성 신뢰 프레임워크(The UK digital identity and
attributes trust framework) 발표
- 중국, 화웨이
· 중국 경찰인 공안부 소속 제 3연구원과 ‘인터넷 전자신문표식(eID, electronic IDentity)’을
스마트폰에 내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 스위스, 커먼즈 프로젝트, 세계경제포럼(WEF)
· 백신여권인 커먼패스(Common Pass) 개발·보급을 주도. ’20년 7월 37개국 민간기업이
가세하면서 시작. 각국 항공사와 수백 개 의료법인과 협업
- 백신 크리덴셜 이니셔티브*(The Vaccination Credential Initiative, VCI)
· ’21.1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라클(Oracle), 메이오클리닉(Mayo Clinic), 세일스포스(Salesforce),
에픽(Epic), 서너(Cerner) 및 3대 주요 항공사 연맹 등 테크 분야의 대기업과 의료 기업으로 구성된
연합체인 VCI가 백신 접종에 관한 디지털 기록을 저장하고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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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선택적 노출 기능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하는 기술을 활발히 개발 중. 또한 DID와 영지식 증명, 접근제어 기법을 건강 정보 등
연구데이터 플랫폼에 적용하는 연구도 진행 중
- 핀란드, Linux
·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Hyperledger를 공개하고 영지식 증명 기반의 선택적 노출
기능을 제공하는 익명 크리덴셜 기술을 Hyperledger Indy, 패브릭(FABRIC), 얼사(URSA) 등에
적용하여 고도화 진행 중
- 미국, Microsoft, 스텐포드대
· 효율적인 영지식 증명(zk-SNARK) 기반의 검증가능 연산을 적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및 성능 개선 연구 진행
- 미국, MIT
· sMPC (secure Multi-Party Computation)를 사용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인 Enigma에 대한 연구 진행
- 이스라엘, QEDIT
· 영지식 증명을 작은 단위로 쪼개 증명할 수 있는 proof-chaining 기술개발 및 이에 기반한
프라이버시 강화 블록체인(Privacy-Enhanced Blockchains) 솔루션 출시
- 영국, Medicalchain
·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을 활용하여 정보주체인
환자의 허가(permission)에 따라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사, 연구소 등)별로 차별화된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
[물리보안]
¡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미국·유럽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바이오인식 성능시험 및
모바일 바이오정보 위변조 탐지 시험인증서비스 개발 및 제공 중
- 미국, Qualcomm/중국, 비보
· 스마트폰 박막형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센서 개발 및 보급
- 미국 iBeta
· 공인 평가기관으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바이오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 평가기술개발 및
인증서비스 진행
- 미국, NIST
· NVLAP에서 품질관리 시스템 및 바이오인식 테스트 절차 개발
¡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생체신호센서, 다중 생체신호 인증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 중
- 미국, Texas Instrument, 워싱턴대
· 뇌파·심전도·심박수·근전도 등 생체신호 측정용 의료장비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생체신호센서용
MoC IC칩 등이 미국 TI(Texas Instrument)사를 중심으로 상용화가 진행 중이며, 미국의
워싱턴대 등 대학교를 중심으로 뇌파·심전도·심박수 등 생체신호 개인식별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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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Halipax 은행/캐나다, Bionym
· 영국의 Halipax 은행, 캐나다 왕립은행 등 주요선진국 금융권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캐나다
Bionym에서 개발한 심박수 측정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하여 생체신호를 이용한 고객통장의
개인식별 서비스를 시행 중
- 미국, 국방부
·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차세대 바이오인식기술로 지문·심전도 등 다중 생체신호 인증
기술 개발 착수
¡ (지능형 CCTV 기술 표준) GDPR, 미국 FISMA 보안 규정으로 인하여 CCTV 영상 내 프라이버시
실시간 마스킹, 영상 기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솔루션 출시 중
- 스웨덴, Axis Communications
· AXIS communications는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미국의 연방정부 정보보호관리법
(FISMA,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과 같은 보안 규정 발효의 일환으로
실시간으로 사람을 마스킹하는 업계 유일의 카메라 에지 기반 분석 소프트웨어 AXIS Live Privacy
Shield 제품 출시
- 독일, Siemens
· MPEG-4 코덱의 motion vector 정보를 이용하는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을 보유(Emitall(스위스)
기술 인수)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모든 움직이는 객체를 비식별화하고, MPEG-4
코덱통합형 특성으로 인해 마스킹 영역의 꼬리 영역에 깨짐 현상이 발생
- 일본, Panasonic
· MOR(Moving Object Removal)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내 움직이는 객체만 마스킹하는 기술을
개발. 이 기술은 원본 영상과 마스킹 영상을 모두 저장한 후 접근 권한에 따라 선택적으로
마스킹/언마스킹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작함
- 미국, Amazon
· S3-based expandable architecture는 데이터 업로드에 서버 측 암호화(SE-KMS, SSE-C, SSE-S3
등 세 가지 키 관리 옵션 사용)와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를 모두 지원하며, 종단 간 암호화로 SSL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암호화 기반 비디오 보호를 수행함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비디오 정보 처리와 저장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 데이터 분석에
의한 메타 정보에 대한 생성, 보호, 검색 방법에 대한 관리는 미흡함
[사이버 위협 대응]
¡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Microsoft, 카스퍼스키랩, VirusTotal과 같이 대형 글로벌
기업이 평판 기반, 화이트리스트 기반, 클라우드 기반의 백신 서비스를 위한 악성코드 분석 및
정보 공유 기술을 보유 중
- 미국, Microsoft
· Windows Defender의 안티바이러스를 위한 클라이언트 기반의 로컬 머신러닝 모델과
행위기반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며,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를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DB를 구축 중
- 러시아, 카스퍼스키랩
· 방대한 화이트리스트 DB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을 통합하여 zero-day 악성코드
공격에 대응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악성코드 수집/분석/대응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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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VirusTotal
· Massive 악성코드 환경에서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PE 파일의 Section별 분석
정보를 협력사에 제공
- 일본, Trend Micro
· 머신러닝과 취약점 공격 탐지 및 샌드박스를 결합해 네트워크에서 랜섬웨어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 확보
¡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열차의 무인화 및 드론과 같은 무인 이동체의
안전한 동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
- 미국,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 PTC(Positive Train Control)을 통해 열차 간 충돌, 과속 탈선, 설정된 작업 영역 제한으로의
침입, 잘못된 위치에 있는 스위치를 통한 열차 이동을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였으며, CBTC(Communications-Based Train Control)로 열차 정보를 중앙 위치로
전송하고 네트워크의 모든 엔티티에 정보를 전파해야 하는 보다 정교한 computer-aided
dispatching framework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유럽, ERA(European Union Agency for Railways)
· 자동 열차 운행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차 순환을 안전하게 감독하기 위해 차량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표준을 개발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보안평가]
¡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한국, 미국을 포함하여 17개국이 CCRA에 가입하여 CC,
CEM을 기준으로 IT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고 인증서를 발행하며, 오스트리아 등 14개국은
인증서를 상호인정하고 있음. 국제표준은 ISO/IEC SC27에서 CCRA와 공동 개발함
- ISO/IEC JTC1 SC27
· WG3 CCRA에서 개발한 CC와 CEM을 ISO/IEC15408과 ISO/IEC18045로 국제 표준화하고,
ISO/IEC15408을 기반으로 생체인식이나 클라우드 제품, 차량 장치와 같은 IT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보안요구사항 평가 기술 등을 개발중
-

CCRA
· IT제품의 공통 평가기준(CC)과 평가방법론(CEM)을 개발하고 추가적으로 평가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함. 네트워크 기반 보안장비 및 애플리케이션 SW, 생체인식 보안 등의
iTC 그룹을 유지하며 공동보호프로파일(cPP)을 개발함

-

CCUF
· CCRA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의 IT기업들과 평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iTC와 cPP 개발 및 ISO/IEC의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함.

¡ (암호모듈 시험평가기준 표준) 암호모듈 시험평가를 위한 기준, 운영·관리 및 요소 시험기술 표준
개발 중
- 미국, NIST
· 1995년부터 CMVP를 시행하며, 미 연방표준(FIPS)을 ISO 국제표준으로의 전환 전략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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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신규 암호모듈 시험기술 개발 중
- 일본, IPA
· ISO/IEC 관련 암호모듈 및 암호알고리즘 표준기반으로 2006년부터 JCMVP를 시행 중이며,
표준 및 기술개발의 주도적인 역할보다 수용적인 입장
- 미국/유럽, 암호모듈 시험기관
· 암호모듈 시험기관(시험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검증기관 자격역량을 마련하고자 관련 표준
개발 중
- 유럽
· 부채널에 대한 기술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개발업체나 평가기관이 많으며, 프랑스 Secure-IC社
Sylvain Guilley가 중심이 되어 부채널 표준(ISO/IEC 17825)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
브리스톨대 Oswald 교수의 ‘19년 ASIACRYPT 논문의 부채널 평가지표 반영 검토
[데이터보안]
¡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분석 및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기업 및 기관에서 가명처리(비식별화) 기술 및 평가 검증
방법이 개발되고 있음
- 미국, Immuta
· 모든 기업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연결하고 마스킹, 익명화, 차분 프라이버시, 목적기반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적용하여 비식별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
- 미국, Equifax, Experian, TransUnion
· 신용정보를 수집 가공하고 판매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활용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신용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소득 및
부동산 정보 같은 신용능력정보를 분석가공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 미국, Acxiom, Epsilon, Equifax
· 데이터 브로커 대표업체에서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보안, 암호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과 반영에 투자 중
- 영국, 스코틀랜드 데이터연계센터
· 데이터를 연계하는 모든 과정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통계적 노출 조절, 역할
분리, 수준별 위험 관리, 데이터 연계 센터 등의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함
- EU, ENISA(유럽 정보보호원)
·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가명처리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컨트롤러 및 정보주체를
위한 가명처리의 중요성을 인식을 기반으로 전문가 및 국가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가명처리에
대한 연구 수행
¡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기업과 학계를 중심으로 동형 암호 개발이
주도되고 있으며, 통계적 분석,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상태로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제표준화를 통한 시장 주도권 선점을 추진 중
- 미국, Microsoft
· Microsoft SEAL은 동형 암호 기반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세트를 제공하며 종단 간 암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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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대한 처리 서비스를 구축, GitHub 사이트에 소스코드 공개(2018년 12월)
- 미국, Intel
· 신경망(Neural Network) 컴파일러인 nGraph에서 Microsoft SEAL을 주요 암호 함수로 활용
- 미국, IBM
· IBM은 무료의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인 HElib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제공(최초 배포는
2014년 5월 5일)
- 미국, Duality
·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PALISADE 라이브러리를 제공, PALISADE은 최초 DARPA의
PROCEED와 SafeWare 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아 개발진행
- 스위스, EPFL(로잔연방공과대학)
· 대학에서 제공하는 Lattigo 라이브러리는 안전한 다자간 협업계산에서 격자 기반 암호화를 구현
¡ (핀테크 서비스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 전자상거래 관련 이용자 사기(Fraud)를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을 출시하고, 소비자 대출 관련 금융 사기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고서
개발
- 미국, IPQUALITYSCORE
· 전자상거래 사기 방지 솔루션 출시
- 벨기에, eurofinas, ACCIS
· 소비자 대출 사기 퇴치 관련 보고서 및 권고안 제공
[5G보안]
¡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5G 서비스의 핵심이
보안이슈 해결이라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보안 기술, 능동적 사전 예방
MTD 기술, DDoS 공격 대응을 위한 새로운 컴퓨터/네트워크 아키텍처(XD3) 등을 연구 중
- 이스라엘, Illusive Networks
· 공격 대상을 숨기기 위한 Deception Security 기술 관련 상용제품을 출시
- 미국, Cisco, Juniper, F5 Networks
· 미국 글로벌 보안기업들은 5G 시그널링 방화벽 및 에지보안을 위한 보안제품을 출시하면서,
전역적인 5G 보안 모니터링 등 관련 솔루션을 다각화하고 있음
- 싱가포르, ST Engineering
· 싱가포르 공기업인 ST Engineering 암호화 방법을 개선시키는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 5G
보안 기술을 개발
- 오울루, 알토대학, 핀란드 기술연구센터
· 노키아, 인터디지털 등과 5G 플래그쉽 협업체를 구성, 내재화된 보안기술 기반의 6G 연구개발
착수(8년 간 약 3,0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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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차세대보안 분야 총 13개의 중점 표준화항목들로 구성된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사이버위협대응, 데이터 보안 및 5G 보안 기술을 특허분석 대상항목으로 함
- (분석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미/일/유럽/WO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하여
2001.01.01. 이후 출원된 9,073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9년 말부터 출원된 특허는 미공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DB

분석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암호기술을 비롯한 총 6개 대상항목에 포함된 13개 표준화항목별
핵심키워드를 담당 분과위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특허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함
물리보안에 포함된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와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은 특허 관
점에서 유사성이 높아 두 가지 항목을 병합하여 특허검색을 실시함
데이터 보안에 포함된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은 암호기술에 포함된 ‘암호 알고
리즘’ 기술과 특허 키워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특허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보안평가 분야는 특허 이슈가 존재하지 않아, 특허분석 대상항목에서 제외함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1. 암호 알고리즘
§

경량암호(lightweight encryption)

§

형식유지암호(format
preserving encryption)

암호기술

§

양자내성암호(Post Quantum
Cryptography)

§

동형암호(homomorphic

특허검색식
1. (형태보존암호* or 동형암호* or 준동형암호* or 완전동형암호*
or 경량암호* or 경량블록암호* or ((형태보존* or 동형* or 준동형*
or 완전동형* or 경량) a/2 암호*) or (format a/1 preserv*) or
homomorphic* or lightweight* or (light a/1 weight*) or
양자내성암호* or (Post-Quantum a/1 Cryptography) or (Post a/1
Quantum a/1 Cryptography)) and (암호* or encrypt* or crypt* or
cipher* or encipher*)

encryption)
2. (QKD* or 양자암호* or 양자키* or 퀀텀키* or ((양자* or
2. 양자 암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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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or quantum*) a/1 (암호* or 키* or encrypt* or crypt*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

양자암호(quantum cryptography)

§

키분배(key distribution)

§

난수(random number)

특허검색식
or cipher* or encipher* or key*))) and (분배* or 릴레이* or
중계* or 난수* or distribut* or relay* or (random a/1 number*))
3. (FIDO* or (Fast a/1 IDentity a/1 Online) or 멀티팩터* or
다중팩터* or ((멀티* or 다중* or multi*) a/1 (팩터* or factor*))
or 비대면* or 언택트* or untact* or contactless* or ((non or
without) a/1 (fac* or contact*)) or 화상회의* or 영상회의* or
원격수업* or 원격학습* or 원격강의* or teleconferen* or
((video or remote*) a/2 (conferenc* or learning* or lesson*))

3. 비대면 인증 기술

or 온라인* or online*) and (신분* or 신원* or 실명* or 아이디*

§

FIDO,

or 아이덴티티* or ID or identifier* or identity* or 사용자* or

인증장치(Authenticator)

이용자* or 유저* or 본인* or user*) and (인증* or 확인* or

멀티팩터 인증(Multi-factor

증명* or 검증* or 신원도용* or 신분도용* or ((신원* or 신분*

§
§

Authentication)

or 아이덴티티*) n/2 (도용* or theft*)) or 블록체인* or authen*

본인확인(Identity Verification),

or identif* or certif* or verif* or proof* or blockchain*)

비대면(non-face-to-face)
§
§

인증기술

사용자 인증(User Authentication,

4. ((분산ID* or ((분산* or 탈중앙화* or decentralized* or

Identification)

distributed*) a/1 (ID or identifier* or identity* or 아이디* or

신원도용(Identity Theft)

아이덴티티* or 식별자* or 신분* or 신원*))) and (관리* or

4. ID 관리기술
§

DID(Decentralized Identifier)

§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

§

DLT(Decentralized Ledger
Technology)

manag*)) or (자격증명* or 자기주권* or 자가주권* or ((자격*
or Verifiable*) a/1 (증명* or Credential*)) or ((자기* or 자가*
or self*) a/1 (주권* or sovereign*)) or 분산원장* or (분산* a/1
원장*) or 하이퍼레저* or 블록체인* or DLT or (Decentralized*
a/1 Ledger* a/1 Technology*) or hyperledger* or blockchain*)
and (ID or identifier* or identity* or 아이디* or 아이덴티티* or
식별자* or 신분* or 신원*)

5.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
§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5. (영지식증명* or (영지식* a/1 증명*) or ((영 or 제로*) a/1

Proof)

지식* a/1 증명*) or (zero a/1 knowledge* a/3 proof*)) or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TI:(프라이버시* or privacy* or ((개인정보* or ((개인* or

protection/preservation)

personal*) a/1 (정보* or information*))) and (보호* or
protect* or preserv*))) and ((자기주권* or 자가주권* or ((자기*
or 자가* or self*) a/1 (주권* or sovereign*)) or 분산원장* or
(분산* a/1 원장*) or 하이퍼레저* or 블록체인* or DLT or
(Decentralized*

a/1

Ledger*

a/1

Technology*)

or

hyperledger* or blockchain*) and (ID or identifier* or identity*
or 아이디* or 아이덴티티* or 식별자* or 신분* or 신원*)))
6.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물리보안

6. ((본인* or 개인* or 사용자* or 유저* or 아이디* or 신분*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or 신원* or user* or personal* or individual* or identi* or ID*)

인증기술

n/2 (인증* or 검증* or 증명* or 식별* or 확인* or authen* or

§

바이오 신호/정보 사용자 인증

certif*)) and ((바이오* or 생체* or 지문* or 홍채* or 홍체* or

§

bio signals/information user

맥박* or 혈압* or 동공* or 음성* or 정맥* or 인체* or 안면*

authentication

or 얼굴* or 뇌파* or 심전도* or 심박* or 광용적맥파* or 보행*

생체, 지문, 홍채, 맥박,

or 걸음걸이* or bio* or physiolog* or face* or facial* or

혈압, 동공, 음성, 홍채,

vascular* or iris* or voic* or vein* or smellprint* or fingerprint*

§

D.N.A.생태계 강화 _ 차세대보안 317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검색식
or retinal* or electrocardiogram* or heart* or EEG or ECG or
PPG or walk*) n/2 (패턴* or 감지* or 검지* or 검출* or 식별*
or 인식* or 측정* or 확인* or 승인* or 인가* or 허가* or 증명*
or pattern* or detect* or scan* or sens* or measur* or identif*

얼굴, 뇌파, 심전도,
광용적맥파, 사용자 인증
§

face, voice, smellprint,
fingerprint, heart, EEG,
ECG, PPG user

7. 지능형 CCTV 기술
§

CCTV,
감시카메라(Surveillance
Camera)

§

영상분석(Video Analysis)

§

프라이버시 마스킹(Privacy
Masking)

§

경량암호화(light-weight
Cryptography)

§

시스템 상호연동(System
Interworking)

§

or recogni* or verif* or authoriz* or approv* or confirm* or
permi* or admi* or determin* or authen* or certifi* or validat*))

지능형 관제(Intelligent
Monitoring)

7. (CCTV* or 씨씨티브이* or 씨씨티비* or 폐쇄회로* or
감시카메라* or ((감시* or 폐쇄형* or surveil*) a/1 (카메라* or
camera*)) or 영상감시* or ((영상* or video*) a/1 (감시* or
모니터링* or surveil* or monitoring*))) and (영상* or 화상* or
비디오* or video*) and ((영상분석* or ((영상* or 화상* or video*
or image*) n/3 (분석* or analy*))) or (비식별화* or 비식별처리*
or 익명화* or 익명처리* or 가명화* or 가명처리* or 가명정보*
or 가명데이* or ((비식별* or 익명* or 가명*) a/1 처리*) or
마스킹* or deidentification* or de-identification* or (de a/1
identification*) or anonymization* or pseudonymization* or
((pseudony*) a/2 (information* or data*)) or masking* or
개인정보* or 개인식별정보 or 개인신용정보* or 프라이버시* or
사생활* or 정보보호* or 정보보안* or (정보* a/1 (보호* or
보안*)) or ((person* or private* or user* or protect* or securit*)
a/1 information*) or privacy*) or (경량암호* or 경량블록암호*
or ((lightweight* or (light a/1 weight*)) and (암호* or encrypt*
or crypt* or cipher* or encipher*))) or (상호연동* or 연동* or
interoperab* or interwork*) or ((지능형* or intelligen*) a/1
(관제* or 모니터링* or monitoring*)))
8. (악성코드* or 악성파일* or ((악성* or 멀웨어*) a/1 (코드*
or 파일* or 애플리케이션* or 어플리케이션*)) or ((malicious*
or malware*) a/1 (code* or file* or application*)) or
사이버위협* or ((사이버* or cyber) a/1 (위협* or threat*))) and
(분석* or 공유* or 교환* or analy* or shar* or exchang* or

8.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STIX or (Structured a/1 Threat a/1 Information a/1 eXpression)

§

악성코드 분석/공유

or TAXII or (Trusted a/1 Automated a/1 eXchanged))

§

malicious/malware code
analysis/share

사이버위협
대응

9. (((드론* or drone* or 무인기* or UAV* or (Unmanned* a/1
Aerial* a/1 Vehic*)) and ((그룹* or 복수* or 다수* or 여러*

9.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or group* or multi* or plural*) n/5 (드론* or drone* or 무인기*

서비스 보안

or UAV* or vehic* or 이동* or mov*)) or 드론들* or 무인기들*

§

드론, 무인기, 자율차

or drones* or UAVs*) or ((차량* or 자동차* or 승용차* or

§

그룹 이동 서비스

비히클* or 카 or 주행* or 자율주행* or 협력주행* or

§

보안, 위협

협력자율주행* or 군집주행* or 대열주행* or 그룹주행* or
차군주행* or car or vehic* or automotive* or automobile* or
driving* or travel* or running*) and (플래툰* or 협력주행* or
협력자율주행* or 군집주행* or 대열주행* or 그룹주행* or
차군주행* or ((협력* or 군집* or 대열* or 그룹* or 차군*) a/1
주행*) or platoon* or ((cooperat* or group* or fleet*)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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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검색식
(driving* or travel* or running* or

vehic*)) or ((주행* or

자율주행* or driv* or travel* or running*) and (선두* or 선행*
or lead* or head* or preced*) and ((후미* or 후속* or 후행*
or 추종* or follow* or trailing*) n/3 (주행* or 차량* or driv*
or travel* or running* or vehic*)))))) and (보안* or security*
or 사이버위협* or ((사이버* or cyber) a/1 (위협* or threat*)))
10. 비식별 처리 데이터 보증

10. (비식별화* or 비식별처리* or 익명화* or 익명처리* or

수준을 위한 요구사항

가명화* or 가명처리* or 가명정보* or 가명데이* or ((비식별* or

§

§

데이터 보안

§

비식별화/익명화/마스킹(de-i

익명* or 가명*) a/1 처리*) or 마스킹* or deidentification* or

dentification/anonymization/

de-identification* or (de a/1 identification*) or anonymization*

masking)

or pseudonymization* or ((pseudony*) a/2 (information* or

가명화/가명처리/가명정보(ps

data*)) or masking*) and (개인정보* or 개인식별정보 or

eudonymization/pseudonym

개인신용정보* or 프라이버시* or 정보보호* or 정보보안* or

information)

(정보* a/1 (보호* or 보안*)) or ((person* or private* or user*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or protect* or securit*) a/1 information*) or privacy*)

11. 핀테크 서비스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

핀테크(FinTech)

§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privacy, guideline)

§

보안 위협/통제(security
threat/control)

§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11. (핀테크* or Fintech* or ((금융* or financ*) a/2 (정보통신*
or IT or 기술* or technolog*)) or TI:(금융* or financ*)) and
((프라이버시* or privacy* or ((개인정보* or 개인식별정보 or
개인신용정보* or ((개인* or personal*) a/1 (정보* or
information*))) and (보호* or protect* or preserv* or 유출* or
노출* or expos* or leak*))) or (보안위협* or 보안통제* or
자금세탁* or ((보안* or security*) a/1 (위협* or 통제* or threat*
or control*)) or (anti-money* a/1 launder*)))
12. DSC:(5G or (New a/1 Radio) or (New a/1 core) or IMT2020*
or 아이엠티2020* or ((IMT or 아이엠티*) a/1 2020) or 비공용망*

12.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

로컬/사설 5G 네트워크,
비공용 네트워크(NPN)

5G 보안

§

고신뢰 초저지연(URLLC)

§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security monitoring)

§

패킷 미러링(packet mirroring)

§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

종단 검출 및 응답(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or 비공용네트워크* or (비공용 a/1 네트워크*) or (Non a/1 Public
a/1 Network*) or URLLC* or (ultra a/1 reliable a/2 latency*)
or 초저지연*) and ((TI:(보안* or secur* or ((네트워크* or
네트웍* or 무선망* or 이동통신망* or 통신망* or network*) n/3
(모니터링* or monitoring*))) and TI_AB:(5G or 통신* or
이동통신* or 무선통신* or 네트워크* or communication* or
network* or NPN* or URLLC* or 초저지연*)) or AB:((5G or 통신*
or 이동통신* or 무선통신* or 네트워크* or communication* or
network* or NPN* or URLLC* or 초저지연*) n/4 (보안* or
secur*)) or TI_AB:(((패킷* or packet*) a/1 (미러링* or
mirroring*)) or (((엣지* or 에지* or edge*) a/1 (컴퓨팅* or
컴퓨팅* or computing*)) and (보안* or secur*)) or ((종단* or
종점* or 엔드포인트* or endpoint* or end-point*) a/1 (검출*
or 감지* or 감지* or detect*) a/2 (응답* or res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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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보안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차세대보안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차세대보안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는 소폭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미공개구간의 특허 출원량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지속적인 출원 증가가 예상됨

< 차세대보안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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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3,712건(4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 2,184건(24%), 국제 1,558건(17%) 순으로 나타남
- 출원연도별 동향을 보면, 2014년부터 미국, 한국 및 국제특허를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고려하여 최근까지 매우 활발한
특허출원이 진행되고 있음
- 2016년을 기점으로, 향후 표준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시장 진출을 고려하여 다수 국가에서 패밀리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출원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과 유럽의 경우, 타 발행국 대비 특허출원양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국내외 기업들의 특허출원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사이버
위협대응

데이터
보안

5G 보안

합계

12

6

71

8

11

0

108

2002

16

11

63

8

10

0

108

2003

17

18

85

17

12

0

149

2004

41

11

103

8

10

0

173

2005

42

10

116

13

18

0

199

2006

52

25

103

10

12

0

202

2007

29

21

113

19

16

0

198

2008

22

21

108

14

16

0

181

2009

65

25

102

19

22

0

233

2010

49

20

101

29

12

0

211

2011

46

22

135

31

24

0

258

2012

61

46

158

37

28

0

330

2013

66

60

222

41

27

0

416

2014

103

45

282

56

37

4

527

2015

127

69

380

67

30

6

679

2016

135

82

392

64

44

32

749

2017

202

173

506

73

44

67

1,065

2018

214

213

636

93

80

116

1,352

2019

178

294

467

49

69

124

1,181

2020

142

171

242

43

56

88

742

2021

0

2

5

0

0

5

12

합계

1,619

1,345

4,390

699

578

442

9,073

출원연도
2001

- 차세대보안 분야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암호기술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술들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물리보안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가장 활발함
- 인증기술, 사이버위협대응, 데이터 보안 분야도 지속적 특허출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5G
보안 분야의 경우 최근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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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1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

특허분석 항목
암호 알고리즘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사이버위협
대응
데이터 보안
5G 보안

92

189

331

양자 암호기술

81

176

263

비대면 인증 기술

119

171

372

ID 관리기술

3

16

186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생체신호
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지능형 CCTV 기술

6

9

122

358

840

1,321

157

214

288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107

167

180

2

20

35

60

79

148

핀테크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16

18

15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0

42

307

- 특허 미공개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까지를 분석구간으로 설정함
- 물리보안 분야는 특허의 양적 수준이 높고 특허출원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로 나타남
- 인증기술 분야에 포함된 ID 관리기술,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과, 5G 보안 분야는 2016년까지
특허출원이 매우 저조하다가 최근 특허출원이 활발함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출원 동향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사이버
위협대응

데이터
보안

5G 보안

합계

한국특허(KR)

215

193

1,328

246

144

58

2,184

미국특허(US)

658

711

1,662

302

226

153

3,712

일본특허(JP)

162

32

560

27

63

6

850

유럽특허(EP)

202

135

269

54

52

57

769

국제특허(WO)

382

274

571

70

93

168

1,558

합계

1,619

1,345

4,390

699

578

442

9,073

발행국

- 한국에 출원된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물리보안 관련 특허기술이 1,3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이버위협대응 246건, 암호기술 215건 순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하며, 그 중 물리보안 분야가 1,66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차세대보안에서 기업들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특허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물리보안 및 암호기술 분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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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한국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사이버
위협대응

데이터
보안

5G 보안

합계

삼성전자

0

1

58

4

3

26

92

ETRI

18

7

23

34

7

1

90

LG전자

0

0

63

0

7

2

72

한국인터넷진흥원

0

0

4

41

0

0

45

고려대학교

14

1

3

8

2

0

28

KT

8

1

15

3

1

0

28

서울대학교

17

0

7

0

1

0

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

0

19

0

3

0

22

KAIST

12

1

4

4

1

0

22

SKT

7

14

0

1

0

22

기타

139

182

1,118

152

118

29

1,738

합계

215

193

1,328

246

144

58

2,184

출원인

- 한국특허에서의 차세대보안 분야에 대한 주요 키 플레이어는 삼성전자, ETRI 및 LG전자이며,
그 다음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고려대학교 순으로 나타남
- 대기업인 삼성전자 및 LG전자는 물리보안 분야의 특허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요
대학에서는 암호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높음
- 차세대보안 분야에 대한 국외 기업들의 한국특허 출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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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해외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사이버
위협대응

데이터
보안

5G 보안

합계

삼성전자

2

2

134

8

3

70

219

IBM

45

44

52

11

34

1

187

NEC

75

15

49

0

16

13

168

Alibaba

71

41

46

0

0

0

158

Huawei

45

10

25

3

4

45

132

Microsoft

26

40

37

11

0

0

114

Mastercard

0

23

67

0

9

0

99

Intel

15

31

36

0

0

12

94

Qualcomm

3

4

38

6

4

29

84

Apple

1

4

62

0

2

4

73

기타

1,121

938

2,516

414

362

210

5,561

합계

1,404

1,152

3,062

453

434

384

6,889

출원인

- 해외특허에서의 차세대보안 분야에 대한 주요 키 플레이어는 삼성전자, IBM 및 NEC 순으로
나타남
-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물리보안 관련
해외특허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차세대보안 분야에서 한국의 특허경쟁력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양적
측면에서 해외 대비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학연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연구개발 및 특허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출원 활동이 최근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극적 표준특허 확보 가능
분야와 표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 구현특허 확보 분야를 구분하여 표준화 및 특허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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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암호기술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인증기술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
물리보안
준
화
특
사이버
성 위협 대응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보안관리/
보안평가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데이터보안
/5G보안동
일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1.4%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국제
ITU-T
(공적)

SG17

표준화 현황
(Q2-Security architecture and framework)
- ITU-T와 타 표준화 단체간 협업을 통해 통신을 위한 표준 보안 솔루션을
개발
- 진보된 보안 기술을 융합하는 신뢰성있는 통신 네트워크 아키텍쳐상의
권고안 개발
(Q3-Security Management)
- 정보보호 활동 기준 표준 및 침해사고 대응 활동 가이드 개발
- 보안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평가기준에 대한 가이드 개발
(Q4-Cybersecurity)
- 사이버보안 침해증거 수집 및 보존 관련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증거를
수집 및 보존하는 도구를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 샌드박스 환경에서 악성코드 동적분석을 위한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Q6- X-strvms,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video management
system ) 안전한 Video Management System(VMS)을 위한 보안 위협 및 요
구사항 정의 등 영상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을 진행 중
- 홈 네트워크, 스마트 그리드, 모바일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등의 영
역에서 안전한 유비퀴터스 통신 서비스를 위한 보안 표준 개발
(Q 7- Secure application services) 개방형 핀테크 플랫폼 정보보호
프레임 워크(X.1149) 및 데이터 비식별화 처리 표준(X.1148) 개발 완료,
비식별화 정보보증의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X.rdda), 군집 이동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보안가이드라인 개발 중(X.sec-grp-mov)
(Q9-Telebiometrics)
- 모바일기기를 위한 텔레바이오 인식 보호지침(X.1087), 바이오인식기반
하드웨어 보안토큰(X.1085) 등의 표준을 제정 완료하였으며, 스마트
ID카드를 이용한 원격 바이오 접근제어(X.tac) 등을 개발 중
-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 인식 인증기술(X.1094) 국제표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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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생체신호 인증기반 헬스케어 텔레바이오 인식 응용서비스기술 표준화를
ISO TC215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
- 텔레바이오 인식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인증서비스(X.pet_auth)
표준초안 개발 중
(Q10-ID Management & Telebiometrics) 객체 인증 보증 프레임워크와
접근하는 자원별로 상이한 인증 수준을 적용하기 위한 스텝업 인증 프로토콜
표준화 추진 중
(Q14-Security aspects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분산원장
기술의 보안 능력 및 위협에 대한 세부사항(X.sct-dlt)과 ID 관리 분야에서 DLT
데이터 이용시 고려해야할 보안요구사항(X.dltsec) 등을 표준화 추진 중
(Q15-Security for/by emerging technologies)
- 양자난수발생기(QRNG) 아키텍쳐(X.1702) 표준 제정
- 양자키분배 네트워크(QKDN) 구성을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X.1710) 및
양자키분배(QKD)기반 암호 키 유도 방식의 보안 요구사항(X.1714) 표준
제정
- 양자키분배(QKD) 개발 고려사항에 대한 기술문서(XSTR-SEC-QKD) 승인
- 양자키분배 네트워크(QKDN) 시스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X.sec-QKDN-tn,
X.sec-QKDN_intrq, X.sec_QKDN_AA, X.sec_QKDN_CM) 개발 진행 중
- 동형 암호기반의 기계학습에서 데이터 협업을 위한 정보보호지침
(TR.sgfdm)이 표준아이템으로 채택(2020.3)

TC215

(Health informatics)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케어 텔레바이오 인식 응용
서비스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신규표준으로 개발 예정

TC307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분산원장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PII 보호 고려사항에 대한 표준화 완료(2020년)
- 탈중앙형·분산형 아이덴티티 정의와 범주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고려사항을
표준으로 진행 예정

SC27

(WG1-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정보보호통제 표준인
ISO/IEC 27002의 개정안 개발을 개시하였으며, 정보보호통제 평가 지침인
ISO/IEC 27008은 2차 개정판을 발행. 분야별 응용을 위한 요구사항
ISO/IEC 27009는 2017년 조기 개정을 개시하여, CD 단계로 진입. 분야별
통제 표준인 27001(통신), 27017(클라우드), 27019(에너지), 29151(개인정보) 등
ISO/IEC 27002에 기반한 분야별 통제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재개정 중
(WG2-Cryptography and security mechanisms)
- 신규 기술 수요에 따른 차세대 암호(동형 암호, 양자내성 암호, 경량 인증
암호화 등) 분야의 표준화 항목 및 대상 증가 전망
- 인증 요소기술(영지식 증명/blind 전자서명 기반 인증, 바이오메트릭 기반
인증, 속성 기반 익명 비연결 실체 인증) 및 객체 인증 보증 프레임워크
표준화 추진 중
(WG3-Security evaluation, testing and specification) IT제품의 보안성
평가기준(ISO/IEC15408)과 평가방법론(ISO/IEC18045)의 개정 완료
- 암호모듈 기준(검증기준, 시험기준)의 개정이 진행되어 2023년 발행 예정
- 암호모듈 운영·관리 부분인 검증기관 자격 요건 표준 시작
- 암호모듈 요소기술인 부채널 대응방법 표준 개정 추진 중
(WG5-Identity management and privacy technologies) 바이오정보
보호기술(24745R1) 개정안을 개발 중. WG1과 공동으로 ISO/IEC 27552
개인정보 보호경영을 위한 27001 확대 요구사항 표준 개발 진행 중. 한국 주도로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ISO/IEC 27562) 개발 중.

ISO

J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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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IETF

SC37

(WG2-Biometric technical interfaces) 객체지향형 바이오인식 호환규격
(30106-4), 객체지향형, 바이오인식 호환성 시험기술(30106-1AMD1) 개발완료
(WG5-Biometric testing and reporting) 얼굴인식을 결합한 지능형 CCTV
성능시험기술 개발 중

SEC

(Security Area) 인터넷 환경에서 원활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암호 프로토콜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암호기술과 적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
(I2NSF)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NFV) 기반의
보안 서비스 환경에서 가상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Network Security Function,
NSF)들의 생성/등록/관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

ETSI

- 수집 데이터에 대한 처리와 이양에 대한 표준제정(2020년)
- 양자키분배(QKD)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모듈 규격의 표준화 진행 중

W3C

- 웹 애플리케이션(자바스크립트)을 통해 생체인식, 보안토큰 등의 신원확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웹 인증(Web Authentication: An API for accessing
Public Key Credentials) 기술 표준 제정(2019년)
-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s)을 이용한 익명 크리덴셜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을 업그레이드 중
- 분산 ID의 핵심 아키텍처 및 데이터 모델, 사용 사례, 분산 ID 문서 조회를
위한 관련 표준들을 개발 중

국제
(사실)
SA

- 악성코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유를 위하여 악성코드 교환 포맷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정상파일 메타데이터 교환 표준(CMX)이 추가
진행 중

P3652.1

- 동형 암호는 신뢰 중간자(TTP: Trusted Third Party)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
처리 및 전송을 제공을 목표로 표준을 진행 중

FIDO Alliance

- 2020년 FIDO UAF(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 1.2 등 부분적인
표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 클라이언트와 인증장치간 프로토콜
개정안(CTAP 2.1) 및 메타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개정안 발표
- 웹 결제 서비스의 보안성과 상호운영성 향상을 위해, W3C, EMVCo 등과
협업을 통한 표준화 완료(2021년)
- 신원 검증(identity verification), 계정 복구, 사용자와 기기 간 인증 등
디지털 ID 전반의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위한 연구 진행 중
- IoT 기기를 위한 “FIDO Device Onboard” 표준안을 개발하고(2021년),
서비스 제공자와 IoT 기기 간의 상호연동을 위한 인증 규격 연구 중

IEEE

국내

표준화 현황

PG501

(정보보호기반)
- 양자내성 암호 표준 개발 중
- 응용서비스 보안을 위한 암호기술 표준 개발 중

PG502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 분산 ID를 활용한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분산형 식별자, 분산신원관리시스템
보안 지침, 검증가능한 크리덴셜 데이터 모델, 분산원장시스템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분산원장 기반 분산원장기술 보안 위협, 분산원장기술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제정(2020년)
-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및 비컨기반
동적 인증정보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기술 표준 개발 완료(2021년)
- 신원관리 용어정의, 스마트시티 개인정보보호 지침, 다중 분산 신원관리
서비스를 위한 상호연동 프레임워크 등 표준 개발 중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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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PG503

(사이버보안)
- STIX 기술 관련,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현 규격(STIX 2.0)에 대한 시리즈
표준과 유즈케이스 표준을 제정
- 가상화 기반 이기종 백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 표준 제정
- 능동적 네트워크 방어 서비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서버 주소 변이 프로토콜
표준 제정
- SDN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의 인터페이스(I2NSF) 프레임워크에 대한
시리즈 표준 제정

PG504

(응용보안/평가인증)
- 실무반(WG5041) 및 응용보안/평가인증 프로젝트 그룹(PG504)을 통하여,
시험/평가 및 검증 분야 국내표준 개발 중
- 핀테크, ITS, 클라우드, IoT, 스마트그리드 및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관련,
반려동물 개체식별용 빅데이터 구축지침을 개발 중
-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 개발 중

PG505

(바이오인식)
-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관련, 바이오인식과 IC카드를 이용한 접근제어용
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정보보호, 생체신호를 이용한 헬스케어 응용서비스
기술보고서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정보분할에 의한 일회용 패스워드와
바이오인식을 이용한 다중 인증, 바이오인식기반의 반려동물 개체식별 DB
구축지침 표준 등을 개발 중
-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 인증 관련, 생체신호를 이용한 헬스케어
응용서비스 기술보고서를 개발하였으며,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케어
보안플렛폼 관련기술 표준화 연구 중

PG427

(지능형 CCTV)
- 신뢰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위한 세그멘테이션 기반 프라이버시
마스킹/언마스킹 기술 표준, 다중 보안시스템간 연동을 위한 프라이버시
영역정보 표준, 실시간 경량 영상 암·복호 기술 표준 등을 개발 중
- 5G CCTV 보안 협업을 위한 보안서비스 프레임워크, 관제서버/엣지서버/
디바이스간 실시간 보안협업 표준 등을 개발 계획

RRA
전문위원회

(JTC1 SC27-K)
- 암호모듈검증제도에서 기준으로 적용되는 암호모듈 보안 요구사항(KSXISO/IEC
19790)과 암호모듈 시험 요구사항(KSXISO/IEC 24759) 등 KS 표준을 제·개정
(JTC1 SC37-K)
-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관련,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지침(KSX1966), 바이오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기술(KSXISO/IEC 30107파트1∼3),
BioAPI 적합성 시험기술(KSXISO/IEC 24709-1R1) 등 KS 표준을 제·개정

- 개인정보보안 기술 관련 국내/국제표준 개발 및 제․개정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 스마트폰 보안, 암호 알고리즘 등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술 국내외 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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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암호기술]
¡ (암호 알고리즘 표준) TTA를 중심으로 신규 ICT 정보보호를 위한 핵심 암호 알고리즘의 표준화
및 응용서비스 보안을 위한 암호기술 표준화 진행 중
- TTA 정보보호기반 PG(PG501)
· 양자컴퓨터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국내 개발 암호 알고리즘 표준화와 함께, 사물인터넷 등
응용서비스 보안을 위한 암호기술 표준화 추진 중
- RRA JTC1 SC27-K
· 국내 암호모듈검증제도(KCMVP) 참조 규격으로 활용되는 TTA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위한 KS 표준화 추진
· 국내 암호모듈검증제도(KCMVP) 참조 규격으로 활용되는 암호 알고리즘 표준(ISO/IEC)을
국내표준으로 부합화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1

RRA
JTC1
SC27-K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022, 격자기반 양자내성암호 전자서명 알고리즘

진행중
(2022)

2021-2127, 64비트 블록 암호 PIPO

진행중
(2022)

2020-0026, 사물인터넷을 위한 Cross-Layer 인증 프로토콜

2021

TTAK.KO-12.0348-Part2, 다변수 이차식 기반 양자내성암호 – 제2부:
HiMQ, 부가형 전자서명 알고리즘

2020

TTAK.KO-12.0349, 격자 기반 양자내성암호

2019

TTAK.KO-12.0348-Part1, 다변수 이차식 기반 양자내성암호 – 제1부:
부가형 전자서명 알고리즘

2019

TTAK.KO-12.0347, 근사연산 동형암호 알고리즘

2019

TTAK.KO-12.0334, 패스워드 기반 키 유도 함수

2019

TTAK.KO-12.0333, HMAC 기반 키 유도 함수

2019

TTAK.KO-12.0332, HMAC 기반 결정론적 난수발생기

2019

TTAK.KO-12.0331, 해시 함수 기반 결정론적 난수발생기

2019

TTAK.KO-12.0330, 해시 함수 기반 메시지 인증 코드 (HMAC)

2019

KS X 3274 ∼ 3277, n비트 블록 암호 운영 모드 – 제2부: 블록 암호
LEA/제3부: 블록 암호 ARIA/제4부: 블록 암호 LEA/제5부: 블록 암호
HIGHT

2019

KS X 3262, 해시 함수 LSH

2018

¡ (양자 암호기술 표준) TTA를 중심으로 양자 암호통신 시험 평가를 위한 기본 양자키분배
(QKD) 프로토콜 표준화를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험평가기준 표준화 진행 준비 중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양자키분배 시험평가 인증을 위한 기준 표준화 추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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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4

표준(안)명
TTAK.KO-12.0356, 양자키분배 보안 요구사항

완료연도
2019

[인증기술]
¡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2015년부터 비대면 인증 서비스에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FIDO 등
인증 표준을 주로 개발하였으며, 향후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간편 인증 및 인증 서비스 간의
상호연동 등에 대한 표준화 개발 요구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 웹 인증을 위한 공개키 크리덴셜 접근을 위한 API, 블록체인을 활용한 FIDO 인증 요구사항,
바이오 정보에 기반한 본인 확인 관리 방법 등의 표준화 완료. 비컨 기반 동적 인증정보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기록 절차 표준 개발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2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024, 비컨 기반 동적 인증정보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기록 절차

2021

TTAE.OT-12.0020, 웹 인증: 공개키 크리덴셜 접근을 위한 API

2019

TTAK.KO-12.0337, 블록체인 기반의 FIDO 범용 인증 프레임워크 요구사항

2018

TTAR-12.0030, 아시아 국가에서 FIDO와 PKI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사례
(기술보고서)

2018

TTAK.KO-12.0309, 바이오 정보에 기반한 본인 확인 관리 방법

2017

TTAK.KO-12.0313, 금융 서비스에 신뢰 승급이 가능한 인증 등급

2017

¡ (ID 관리기술 표준) 초기 단일 도메인을 위한 분산원장기술 관련 표준에서 벗어나 ‘21년에는 다중
분산 ID 서비스를 위한 신원관리기술 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 다중 분산 ID 서비스를 위한 신원 발급자 정보 관리, 다중 분산 ID 서비스를 위한 크리덴셜
관리, 다중 디지털 신원관리 서비스의 상호연동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 등 다중 분산 ID
서비스를 고려한 ID관리 기술이 표준화 작업 중이며, 분산ID 기반 서비스에서의 크리덴셜
위임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분산원장기술 기반 가상 자산 송금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과 일반적인 신원관리 용어 정의에 대한 표준화작업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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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2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675, 다중 분산 ID 서비스를 위한 신원 발급자 정보 관리

2021

2021-0674, 다중 분산 ID 서비스를 위한 크리덴셜 관리

2021

2021-0673, 분산ID 기반 서비스에서의 크리덴셜 위임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2021

2021-0671, 신원관리 용어 정의

2021

2021-0028, 분산원장기술 기반 가상 자산 송금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

2021

2020-0492, 다중 디지털 신원관리 서비스의 상호연동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

2021

2020-0093, 분산형 식별자 v1.0

2020

2020-0092, 분산형 식별자의 사용 사례 및 요구 사항

2020

2020-0028, 분산원장기술 기반 가상 자산 송금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

2020

¡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감염병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코로나19에
따른 대응 기술 표준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상 자산 서비스에 관련된 표준도 활발히 표준화
진행 중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 감염병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스마트시티 개인정보보안 지침 등 ICT 전영역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
’20년 영지식 증명 기반의 선택적 노출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금융권 서비스를 고려한
표준이 개발되었으며 가상 자산 서비스에 특화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이
표준으로 개발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672, 스마트시티 개인정보보안 지침

2021

2021-0025,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2021

2021-0023, 감염병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2021

2020-0091, 가상 자산 서비스에 특화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2021

2019-1111, 데이터 비식별 보증에 대한 요구사항

2020

2019-1110, 분산ID를 활용한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제1부: 프레임워크 구성 및 모델

2020

2019-1110, 분산ID를 활용한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제2부: 신원증명 및 상호연동 방법

2020

2019-1110, 분산ID를 활용한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제3부: 정보보호 요구사항

2020

TTA PG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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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보안]
¡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TTA를 중심으로 바이오정보 위변조 탐지기술, 바이오인식기반
반려동물 개체식별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
- TTA 바이오인식 PG(PG505)
· KISA, 인하대, 충북대, 경인여대 등 국내 전문가그룹이 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보호,
생체신호를 이용한 헬스케어 응용서비스(기술보고서)를 개발하였으며, 바이오인식기반의
반려동물 개체식별 DB 구축지침, 바이오인식기반의 일회용 패스워드와 바이오인식을 이용한
다중 인증표준을 개발 중
- RRA JTC1 SC37-K
· KISA, 인하대, 중앙대 등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인식 위변조 탐지기술,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포맷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개발 완료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0-0505, 정보분할에 의한 일회용 패스워드와 바이오인식을 이용한 다중 인증

2021

2020-0504, 바이오인식기반 반려동물 개체식별용 DB 구축지침

2021

TTAR-12.0358, 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보호

2019

TTAR-12.0034, 모바일장치의 위조 바이오인식 샘플탐지를 위한 시험평가지침

2018

TTAR-12.0035, 바이오인식으로 강화된 일회용 식별인증 기술보고서

2018

KSX ISO/IEC 30107-4,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기술-파트3: 모바일기기에서의
탐지시험 프로파일

2021

KSX ISO/IEC 19785-1R1, 일반 생체인식 교환 포맷 프레임워크 — 제1부: 데이터
항목 명세

2021

JTC1
KSX ISO/IEC 19785-3, 일반 생체인식 교환 포맷 프레임워크 — 제3부: 패트론
SC37-K
포맷 명세

2021

TTA PG505

RRA

KSX ISO/IEC 30107-2,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기술-파트2: 데이터포맷

2018

KSX ISO/IEC 30107-3,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기술-파트3: 성능시험방법

2018

KSX ISO/IEC 19794-15, 손금인식 데이터 교환규격-파트15

2018

¡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생체신호기반 헬스케어 응용서비스 개발 중
- TTA 바이오인식 PG(PG505)
· 개인인증용 심전도 및 광용적맥파(심박수) 데이터 교환포맷, 개인인증용 생체신호센서
인터페이스 표준규격, 개인인증을 위한 생체신호정보 시험용 DB 구축지침, 개인인증용
생체신호정보 보호지침, 생체신호 인증 알고리즘 성능시험지침 등의 단체표준 제정, 생체신호를
이용한 헬스케어 응용서비스 기술보고서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생체신호인증기반의
헬스모니터링 분석기술과 비대면 원격의료 보안플랫폼 서비스기술에 대한 표준화 연구기획 중
- RRA ITU-T SG17-K
· KISA, 서울대, 유파인스 등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식 인증

기술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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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TTA PG505
RRA

ITU-T
SG17-K

완료연도

TTAR-12.0041, 생체신호를 이용한 헬스케어 응용서비스(기술보고서)

2019

KSX ITU-T X.1094,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2021

¡ (지능형 CCTV 보안기술 표준) 지능형 CCTV의 성능 평가용 주석 데이터 교환 포맷, 네트워크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의 증거 영상 수집을 위한 지침, 영상감시 시스템에서의 영상 정보보호
지침, 영상 보안 시스템들간의 상호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얼굴 영역 검출을 이용한 CCTV
영상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등 표준 개발 완료
- TTA 지능형CCTV PG(PG427)
· 압축방식에 독립적인 영상 프라이버시 마스킹/언마스킹 방법, H.264 포맷을 준수하는 CCTV
영상 암복호 적용 방법, 통합관제시스템과 외부 영상보안시스템 간의 연동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CCTV 영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마스킹 검증을 위한 GT 기록 방법
등의 표준화 연구 기획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427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7-854, CCTV 영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마스킹 검증을 위한 GT(Ground Truth) 검증 방법

2021

2020-0701, 실루엣 기반 CCTV 영상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

2021

2020-0703, CCTV 영상의 차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접근제어 프레임워크

2021

2020-0702, 영상 객체 재인식을 위한 다중 CCTV 디바이스간 상호연동 방법

2021

2020, 0705, 모빌리티 단말을 영상보안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들 간의 연동
인터페이스

2021

TTAK.KO-10.1180, 영상 개인정보 비식별화 영역 정보 검출 방법

2019

TTAK.KO-10.1181, CCTV 영상을 이용한 비식별화된 오프라인 문서 복원 방법

2019

TTAK.KO-10.1093, H.264 포맷을 준수하는 CCTV 영상 암복호 적용 방법

2018

TTAK.OT-10.0406, 통합관제시스템과 외부 영상 보안 시스템 간의 연동 인터페이스

2018

TTAR-10.0076/R1, 지능형 영상보안시스템의 얼굴 마스킹 기술(기술보고서)

2018

TTAK.KO-10.1010, 압축방식에 독립적인 영상 프라이버시 마스킹/언마스킹 방법

2017

TTAK.KO-10.0904, 지능형 CCTV 영상분석 시스템 경보 기록 방법

2017

TTAK.OT-10.0379, ONVIF 프로파일 S 기반 영상 보안 시스템 상호연동 규격

2016

TTAK.KO-12.0291 지능형 CCTV의 성능 평가용 주석 데이터 교환 포맷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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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 대응]
¡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국내표준은 산·학·연을 중심으로, 악성코드 및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와 관련된 표준화를 수행. 특히, 가상화 기반 다중 백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 및 악성코드 분석 정보 교환 포맷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 TTA 사이버보안 PG(PG503)
· 악성코드의 감염 예방 가이드, Snort 기반의 침입탐지 규칙 요구사항, 악성코드 경유/유포지
정보 공유 및 악성코드 감염 시 대응 절차와 관련된 표준화 수행
· 악성코드 속성 및 데이터 스키마에 대한 국제표준(ITU-T Rec X.1546)을 국내 상황에 맞게
준용함으로써 악성코드 분석도구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다중 백신 서비스 환경에서 STIX 기반의 악성코드 분석 정보 교환 포맷 표준을 개발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3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9-1328, 다중 백신서비스 환경에서 STIX 기반의 악성코드 분석 정보 교환 포맷

진행중
(2022)

TTAK.KO-12.0360, 클라우드 기반 다중 백신 서비스의 시스템 요구사항

2020

TTAK.KO-12.0338,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현 규격 (STIX 2.0)에 대한 유즈케이스

2018

TTAE.OT-12.0019-Part1∼5,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현 규격(STIX) 버전 2.0
(제1부∼제5부)
TTAK.KO-12.0326, STIX 기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체계와 레거시 탐지 체계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구조
TTAE.IT-X.1546, 악성코드 속성 목록 및 특성

2018
2018
2016

¡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KISA, 과기정통부, 국토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드론 보안 가이드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있으며, ITU SG17 연구반을 중심으로 안전한 그룹 이동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IoT,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워크, ITS의 응용/융합 보안 기술의 표준 개발
· 응용/융합 보안을 지원하는 구현/관리 지침 개발
· 드론 기반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메시지 흐름 기술 개발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50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0789-Part16/R2, ICT DIY - 제16부: 드론 제작 요구사항

2017

TTAK.KO-12.0317, 드론 기반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2017

TTAR-12.0033, 드론 기반 서비스를 위한 보안 메시지 흐름(기술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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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평가]
¡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IT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보안요구사항, 평가기준, 평가
방법 표준 개발 중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ICT제품의 보안 보증 방법과 평가 기준에 대한 표준 개발
- RRA JTC1 SC27-K
· JTC1 SC27에서 개정된 평가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부합화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504

TTAK.KO-12.0366, 이동통신 네트워크 제품의 보안 보증 방법론과 평가
기준 지침

2020

KSX ISO/IEC 15408-1:2019,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기술보안 평가
기준 ― 제1부: 개요와 일반모델

2019

KSX ISO/IEC 15408-2:2019,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기술보안 평가
기준 — 제2부: 보안기능 컴포넌트

2019

KSX ISO/IEC 15408-3:2019,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기술보안 평가
기준 — 제3부: 보안보증 컴포넌트

2019

KSX ISO/IEC 18045:2017, 정보 기술 — 보안 기술 — 정보 기술 보안 평
가 방법론

2017

RRA

JTC1
SC27-K

¡ (암호모듈 시험평가기준 표준) 국내 암호모듈검증제도(KCMVP)의 기준, 운영·관리 및 요소
시험기술 표준 개발 중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KCMVP의 엔트로피 요구사항을 위한 잡음원에 대한 수집과 시험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개발
- RRA JTC1 SC27-K
· JTC1 SC27에서 개정된 암호모듈 검증 및 시험기준에 대한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부합화
완료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2.0341/R1,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에 사용되는 잡음원 시험평가 지침

2020

TTAS.KO-12.0235/R2, 운영체제별 잡음원 수집 및 응용 지침

2020

KS X ISO/IEC 19790,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모듈 보안 요구사항

2015

KS X ISO/IEC 24759,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모듈 시험 요구사항

2015

TTA PG504

RRA

JTC1
SC2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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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보안]
¡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비식별 정보의
기술적 기준 및 가명처리 방법을 위한 표준 개발이 필요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비식별 처리 소프트웨어의 기능의 정의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비식별 처리 전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경우 적합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식별에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표준문서가
2018년 12월에 제정
-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 금융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 및 확대를 위하여 고객의 금융
데이터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필요로 하고, 금융회사가 비식별 처리를 위해 전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활용할 경우 적합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식별하는 것이 요구되어,
비식별처리 소프트웨어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정의한 표준문서가 2018년
12월에 제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502

TTAK.IT-X.1148, 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2021

TTA PG504
금융보안
표준화협의회

TTAK.KO-12.0343, 비식별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2018

금융 빅데이터 환경에서 비식별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기능

2018

¡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국내에서 해당 표준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표준 없음
¡ (핀테크 서비스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 등을 포함하는 핀테크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정책
및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 개발이 필요함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 JCT1 SC27에서 개발 중인 표준(ISO/IEC 27562)이 제정된 이후에 국제표준 내용을 준용하여
정보통신단체표준을 2025년에 제정
-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 JTC1 SC27에서 개발 중인 표준(ISO/IEC 27562)이 제정된 이후에 국제표준 내용을 준용하여
포럼표준을 2025년에 제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TTA PG502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표준포럼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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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연도
진행중
(2025)
진행중
(2025)

[5G보안]
¡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3GPP 준용 표준 혹은 특정 분야 5G 서비스 요구
사항 등이 주로 표준화되었으며, 보안 특화 표준은 국내 전무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응용/융합 보안을 지원하는 구현/관리 지침,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공통평가기준(CC),
암호모듈 검증(KCMVP) 등 보안성 인증 및 평가 기술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음. 최근
TTAK.KO-12.0366 “이동통신 네트워크 제품의 보안 보증 방법론과 평가 기준 지침”발간,
“5G 비공용 네트워크에서 URLLC를 지원하는 버티컬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의
신규과제가 채택됨
-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5G 기반 스마트 공장 사례 및 주요 기술 동향, 5G 버티컬 서비스 유스케이스 및 요구사항
등 제정작업
- 5G 보안 포럼
·5G 보안 분야 국내외 표준화 활동과 국내외 표준에 대한 산학연의 공동 대응을 위해 설립됨.
5G 제품의 보안성 평가 기준에 대한 TTA 단체 표준 제정 및 5G보안 시스템의 2가지 취약점을
발견해 ITU-T SG17과 3GPP에 각각 보고함
<국내 표준화 현황>
개발기구

표준(안)명

개발연도

TTA PG1104

TTAR-06.0225, 5G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나리오 및 기술
TTAR-06.0203/R1, 5G 버티컬 서비스 유스케이스 및 요구사항 등 제정 및 개정

2020

TTAK.KO-12.0366, “이동통신 네트워크 제품의 보안 보증 방법론과 평가 기준
지침

2020

2020-0711, 5G 비공용 네트워크에서 URLLC를 지원하는 버티컬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과제 채택)

진행중
(2022)

TTA PG504

5G 보안
포럼

TTA SPG32

5G 제품의 보안성 평가 기준에 대한 표준

2020

TTAK.3G-22.261_R1(15.5.0), 5G 시스템 서비스 요구사항

2019

TTAT.3G-38.523-2(R15-15.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S; User
Equipment (UE) conformance specification; Part 2: Applicability of protocol test
cases (Release15) 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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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암호기술]
¡ (암호 알고리즘 표준) JTC1 SC27과 IETF를 중심으로 주요 암호 알고리즘의 표준화가 진행 중. 특히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암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표준화 항목의 신설 및 추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JTC1 SC27
· 기존의 범용 암호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경량 환경을 위한 암호 알고리즘 및 신규 암호기술
규격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
· 한국에서 개발한 블록 암호 LEA가 경량 블록 암호 표준(29192-2)으로 제정(2019)
· 경량 메시지 인증 코드 표준(29192-6)과 방송 인증 프로토콜 표준(29192-7) 제정(2019)
· 경량 인증 암호화 표준(29192-8) 항목이 신설되었고, Grain-128A를 포함한 표준 개발 중
· 해시 기반 서명 방식 표준(14888-4) 개발을 시작으로 양자내성 암호 표준화 추진 중
· 범용 암호 알고리즘 표준에 트윅 가능 블록 암호 항목 신설(18033-7) 및 표준 개발 중
· 국내개발 동형 암호 CKKS를 포함한 완전동형 암호 표준화 추진 중
- IETF SEC, IRTF CFRG
· 경량 환경에 적합한 암호 프로토콜 규격 및 프로토콜 적용을 위한 핵심 암호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
· 경량/소형 기기에서의 암호기술 활용을 위한 패스워드 기반 암호 알고리즘 관련 다수 표준 개발 중
· Merkle 해시 기반 전자서명 방식 표준 제정(2019)
· 메신저 보안(MLS, Messaging Layer Security)과 같은 신규 암호 프로토콜 및 블록체인 등
응용 환경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반 암호기술 표준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JTC1 SC27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9192-8, Lightweight cryptography - Part 8: Authenticated encryption

진행중
(2023)

ISO/IEC 23264-2, Redaction of authentic data - Part 2: Redactable signature
schemes based on asymmetric mechanisms

진행중
(2023)

ISO/IEC 20008-3, Anonymous digital signatures - Part 3: Mechanisms using multiple
public keys

진행중
(2023)

ISO/IEC 18031, Random bit generation

진행중
(2023)

ISO/IEC 14888-4, Digital signatures with appendix - Part 4: Stateful hash-based
mechanisms

진행중
(2023)

ISO/IEC 11770-8, Key management – Part 8: Password-based key derivation

진행중
(2023)

ISO/IEC 4922-2, 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 Part 2: Mechanisms based
on secret sharing

진행중
(2023)

ISO/IEC 18033-7, Encryption algorithms - Part 7: Tweakable bock ciphers

진행중
(2022)

ISO/IEC 15946-5, Cryptographic techniques based on elliptic curves – Part 5:
Elliptic curve generation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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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11770-3, Key management – Part 3: Mechanisms using asymmetric
techniques

진행중
(2022)

ISO/IEC 18033-3, Encryption algorithms – Part 3: Block ciphers - Amendment 1: SM4

2021

ISO/IEC 11770-7, Key management – Part 7: Cross-domain password-based
authenticated key exchange

2021

ISO/IEC 9797-2, Message authentication codes (MACs) - Part 2: Mechanisms
using a dedicated hash-function

2021

ISO/IEC 18033-5, Encryption algorithms – Part 5: Identity-based ciphers Amendment 1: SM9 mechanism

2021

ISO/IEC 11770-4, Key management – Part 4: Mechanisms based on weak
secrets - Amendment 2: Leakage-resilient password-authenticated key
agreement with additional stored secrets

2021

ISO/IEC 10116, Modes of operation for an n-bit block ciphers - Amendment
1: CTR-ACPKM mode of operation

2021

ISO/IEC 19772, Authenticated encryption

2020

ISO/IEC 11770-5, Key management – Part 5: Group key management

2020

ISO/IEC 18033-4, Encryption algorithms – Part 4: Stream ciphers – Amendment 1: ZUC

2020

ISO/IEC 29192-7, Lightweight cryptography - Part 6: Message authentication
codes (MACs)

2019

ISO/IEC 29192-6, Lightweight cryptography - Part 7: Broadcast authentication protocol

2019

ISO/IEC 29192-2, Lightweight cryptography - Part 2: Block ciphers

2019

ISO/IEC 18033-6, Encryption algorithms - Part 6: Homomorphic encryption

2019

ISO/IEC 11770-4, Key management - Part 4: Mechanisms based on weak secrets
- Amendment 1: Unbalanced password-authenticated key agreement with identity
- based cryptosystems(UPAKA-IBC)

2019

draft-irtf-cfrg-frost, Two-Round Threshold Signatures with FROST

진행중
(2023)

draft-irtf-cfrg-aead-limits, Usage Limits on AEAD Algorithms

진행중
(2022)

draft-irtf-cfrg-cpace, CPace, a balanced composable PAKE

진행중
(2022)

draft-irtf-cfrg-opaque, The OPAQUE Asymmetric PAKE Protocol

진행중
(2022)

draft-irtf-cfrg-voprf, Oblivious
Prime-Order Groups

Pseudorandom

Functions(OPRFs)

using

진행중
(2022)

draft-irtf-cfrg-hpke, Hybrid Public Key Encryption

진행중
(2022)

draft-irtf-cfrg-kangarootwelve, Kangaroo Twelve

진행중
(2022)

draft-irtf-cfrg-vrf, Verifiable Random Functions(VRFs)

진행중
(2022)

draft-irtf-cfrg-hash-to-curve, Hashing to Elliptic Curves

진행중
(2022)

draft-irtf-cfrg-pairing-friendly-curves, Pairing-Friendly Curves

진행중
(2022)

draft-irtf-cfrg-spake2, SPAKE2, a PAKE

진행중
(2022)

I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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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RFC 9106, Argon2 Memory-Hard Function for Password Hashing and
Proof-of-Work Applications

2021

RFC 8937, Randomness Improvements for Security Protocols

2020

RFC 8645, Re-keying Mechanisms for Symmetric Keys

2019

RFC 8554, Leighton-Micali hash-based signatures

2019

RFC 8452, AES-GCM-SIV: Nonce Misuse-Resistant Authenticated Encryption

2019

¡ (양자 암호기술 표준) ETSI, ITU-T 등에서 양자키분배(QKD) 기술의 시스템/네트워크 관점
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U-T SG17, JTC1 SC27 등에서 양자키분배
(QKD) 보안규격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ITU-T SG17
· 양자난수발생기(QRNG) 구조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양자키분배 네트워크(QKDN) 구축 관련
보안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 JTC1 SC27
· 중국 및 유럽 중심으로 양자키분배(QKD) 보안요구사항 및 시험요구사항 등 시험/평가
관점의 표준 개발 중
- ETSI
· 양자키분배(QKD)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모듈 규격의 표준화 진행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JTC1 SC27

ETSI

표준(안)명

완료연도

X.sec_QKDN_CM, Security requirements and measure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control and management

진행중
(2022)

X.sec_QKDN_AA,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in QKDN using quantum
safe cryptography

진행중
(2022)

X.sec-QKDN-tn, Security requirement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trusted node

진행중
(2022)

X.sec-QKDN_intrq, Security requirements for integration of QKDN and secure
network infrastructure

진행중
(2022)

TR.hybsec-qkd, Technical Report: Overview of hybrid security approaches
applicable to QKD

진행중
(2022)

X.1712, Security requirement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key
management

2021

X.1714, Key combination and confidential key supply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2020

X.1710, Security framework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2020

XSTR-SEC-QKD, Security framework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in telecom network

2020

X.1702, Quantum noise random number generator architecture

2019

ISO/IEC 23837-1, Security requirements, test and evaluation method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 Part 1: Requirement

진행중
(2024)

ISO/IEC 23837-2, Security requirements, test and evaluation method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Part 2: Evaluation and testing methods

진행중
(2024)

GS QKD 012, Quantum Key Distribution(QKD): Device and Communication
Channel Parameters for QKD Deploymen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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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술]
¡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ITU-T SG17, JTC1 SC27, W3C Web Authentication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비대면 인증 기술의 표준화를 진행 중
- ITU-T SG17
· FIDO Alliance와 협력하여 인증 프레임워크 및 프로토콜 규격 등의 표준화를 ‘18년 완료하였으며,
’20년 위조방지(anti-spoofing) 기능을 고려한 바이오인증(telebiometrics) 프레임워크 표준화를
완료함
- JTC1 SC27
· 모바일 기기에서 바이오 인증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W3C
· 웹 애플리케이션(자바스크립트)을 통해 생체인식, 보안토큰 등의 인증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웹 인증(Web Authentication: An API for accessing Public Key Credentials) 기술
표준화가 ‘19년 완료되었으며, ’21년 4월 확장(extension) 기능 등을 개선하여 개정됨
- FIDO Alliance
· FIDO UAF(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 관련 표준은 ‘14년에 처음 표준화를 완료한
이후에 ’17년에 1.1, ‘20년에 1.2로 개정되었으며, FIDO2 관련 CTAP 표준은 ’17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에 ‘21년도에 개정됨. UAF 및 FIDO2 관련 메타데이타(Authenticator metadata)
표준은 ’21년에 개정됨
· FIDO2의 웹 인증 관련 규격은 ‘15년에 FIDO Alliance를 통해 처음 개발된 이후, W3C Web
Authentication 워킹그룹을 통해 ’19년 표준화를 완료하고 이후 개선 작업이 진행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표준(안)명

완료연도

X.1279, Framework of enhanced authentication using telebiometrics with
anti-spoofing detection mechanisms

2020

X.1277, 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

2018

X.1278, Client to authenticator protocol/Universal 2-factor framework

2018

ISO/IEC WD 27553.2,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Security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using biometrics on mobile devices

진행중
(2023)

ISO/IEC 24761,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Authentication
context for biometrics

2019

ISO/IEC TS 29003:2018,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Identity proofing

2018

W3C Web
Recommendation, Web Authentication: An API for accessing Public Key Credentials
Authentication
Level 2
WG

2021

JTC1 SC27

FIDO Alliance

Client to Authenticator Protocol (CTAP 2.1)

2021

FIDO Metadata Service 3.0

2021

FIDO Metadata Statement 3.0

2021

FIDO UAF Specifications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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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관리기술 표준) ITU-T SG17, W3C DID Working Group, 그리고 ISO TC307을 중심으로
ID 관리기술의 표준화를 진행 중
- ITU-T SG17
· 분산형 ID 관리 분야에서 활용되는 분산원장기술의 보안 능력 및 위협에 대한 세부사항(X.1401,
X.sct-dlt)과 ID 관리 분야에서 DLT 데이터 이용 시 고려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X.1403,
X.dltsec)의 표준 개발 완료
· X.1251 A framework for user control of digital identity과 X.1252 Baseline identity
management terms and definitions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ID 관리
관련 용어, 정의, 보안 위협 표준화 추진 중
- ISO TC307
· 분산원장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PII 보호 고려사항에 대한 표준화가 2020년 완료되었으며,
탈중앙형·분산형 아이덴티티 정의와

범주들을

다루는 아이템(Overview of identity

management using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을 표준화를 추진 중
- JTC1 SC27
· 최근의 기술 변화를 수용하여 ID 관리 프레임워크, 바이오인증을 위한 데이터 구조, PII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표준 개정 완료
- W3C
· DID Working Group에서 분산 ID의 핵심 아키텍처 및 데이터 모델인 Decentralized
Identifiers (DIDs) v1.0를 2021년 9월 잠재 표준(Candidate Recommendation)으로 공개함.
또한 암호학적 검증가능 특성 등을 다루는 Use Cases and Requirements for Decentralized
Identifiers와 DID Specification Registries, Decentralized Characteristics Rubric 등을
Working Group Note로 공개하고 관련 표준들을 개발 중. 또한 분산 식별자와 연동이 가능한
검증가능 크리덴셜 데이터 모델(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1.0)에 대한 표준화가
2019년 완료되었으며 관련 표준들을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X.1251rev, A framework for user control of digital identity
X.1252rev, Baseline identity management terms and definitions
ITU-T SG17

X.das-mgt,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data access and sharing
management system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X.str-dlt,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of digital payment service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21

X.1403, Security guidelines for using DLT for decentralized identity management

2020

X.1401, Security threat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19

ISO/DTR 3242,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Use cases
ISO TC307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ISO/WD TR 6039,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Identifiers of subjects and objects for the design of blockchain systems

–

ISO/DTR 23249,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Overview
of existing DLT systems for ident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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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3)
진행중
(2023)
진행중
(2023)

표준화기구

JTC1 SC27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WD TR 23644,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Overview of trust anchors for DLT-based identity management (TADIM)

진행중
(2023)

ISO/TR 23244:2020,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Privacy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rotection considerations

2020

ISO/IEC 24761:2019, Authentication context for biometrics

2019

ISO/IEC 27018:2019, Code of practice for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in public clouds acting as PII processors

2019

Candidate Recommendation, Decentralized Identifiers (DIDs) v1.0 - Core
architecture, data model, and representations
Note, Use Cases and Requirements for Decentralized Identifiers
W3C

Editor’s Draft, DID Method Rubric v1.0
Note, DID Specification
Decentralized Identifiers

Registry

-

The

interoperability

registry

for

Recommendation, 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1.0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2019

¡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ITU-T SG17, W3C DID Working Group, 그리고 ISO TC307,
ZKProof Standards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사항 및 관련 인증기술의 표준화를 진행 중

- ITU-T SG17
· ‘분산형 ID 관리 분야에서 활용되는 분산원장기술의 보안 능력 및 위협에 대한 세부사항(X.1401,
X.sct-dlt)’에서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선택적 노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ID
관리에서 DLT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보안 고려사항들(X.1403, X.dlt-sec: Security
considerations for using DLT data in Identity Management)’에서는 가명 DID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에 대해 다룸
· X.1251 A framework for user control of digital identity과 X.1252 Baseline identity management
terms and definitions를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등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프라이버시 보호 ID
관리 관련 용어, 정의, 보안 위협 표준화 추진 중
- ISO TC307
· 분산원장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PII 보호 고려사항에 대한 표준화가 2020년 완료되었으며,
탈중앙형·분산형 아이덴티티 정의와 범주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고려사항을 표준화로
추진 중
- JTC1 SC27
· 최근의 기술 변화를 수용하여 PII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표준 개정 완료
- ZKProof Standards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현대 암호기술 중 하나인 영지식 증명 기술 관련 국제표준화
단체(zkproof.org)로 2018년에 만들어짐. 세계적인 암호학자와 기업들, 그리고 미국 NIST와 같은
표준화 단체도 참여. ZKP 관련 표준화 분야, 용어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Security,

Implementation, Applications의 3영역에서 표준화를 추진 중. 크게 commit-and-prove,
encrypt-and-prove working group, sigma protocol working group, zkp-friendly primitives
working group, DAPOL-distributed auditing proofs of liabilities working group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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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한국에서는 한양대의 Encrypt-and-Prove 기법을 신규 아이템으로 제안 중임
- W3C
· Verifiable Credentials Working Group에서 검증가능 크리덴셜 데이터 모델 1.0(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1.0 - Expressing verifiable information on the Web)을 개발하고
프라이버시 고려사항(Privacy Considerations)을 별도의 장으로 다루고 있음. 또한
기술적으로는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현대 암호기술 중 하나인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익명
크리덴셜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을 업그레이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ISO TC307

표준(안)명

완료연도

X.1251rev, A framework for user control of digital identity

진행중
(2022)

X.1252rev, Baseline identity management terms and definitions

진행중
(2022)

X.tec-idms: Management and protection techniques for user data protection
in distributed identity systems

진행중
(2022)

X.das-mgt,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data access and sharing
management system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진행중
(2022)

X.str-dlt,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of digital payment service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21

X.1403, Security guidelines for using DLT for decentralized identity management

2020

X.1401, Security threat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19

ISO/TR 23244:2020,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Privacy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rotection considerations

2020

ISO/IEC 24760-1:2019, A framework for identity management - Part 1: Terminology
and concepts

2019

ISO/IEC 27018:2019, Code of practice for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in public clouds acting as PII processors

2019

JTC1 SC27

ZKProof
Standards

W3C

ZKProof Community Reference

진행중
(2022)

(Workshop 4) Proposal: Commit-and-Prove Zero-Knowledge Proof Systems
and Extensions

진행중
(2022)

Candidate Recommendation, Decentralized Identifiers (DIDs) v1.0 - Core
architecture, data model, and representations

진행중
(2021)

Note, Use Cases and Requirements for Decentralized Identifiers

진행중
(2021)

Recommendation, 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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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물리보안]
¡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ITU-T SG17 등을 중심으로 표준적합성 시험기술, 텔레바이오인식
응용기술 관련 표준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바이오인식기반의 반려동물 개체식별 인증기술 표준 개발
진행 중
- ITU-T SG17
· Q10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텔레바이오 인식 보안지침(X.1087), 바이오인식기반 하드웨어
보안토큰(X.1085), 스마트 ID카드를 이용한 원격 바이오 접근제어기술(X.1093) 등의 표준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텔레바이오 인식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인증서비스(X.pet_auth)
표준개발이 진행 중
- JTC1 SC27
· ITU-T SG17과 공동으로 바이오인식기반 하드웨어 보안토큰 표준(17922)을 개발하였으며,
바이오정보보호기술 표준(24745R1) 개정작업을 추진 중
- JTC1 SC37
· C++기반 바이오인식 호환규격 적합성 시험기술 표준 개정(24709-1R1), C#·JAVA 등
객체지향형 바이오인식 호환규격 적합성 시험기술(30106-1AMD1, 30107-4) 등의 국제표준 개발
완료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표준(안)명

완료연도

X.pet_auth, Entity Authentication Services for Pet Animals using Telebiometrics

진행중
(2023)

X.1093, Telebiometric Access Control with smart ID Card

2018
진행중
(2022)

JTC1 SC27

ISO/IEC 24745R1, Biometric Information Protection

JTC1 SC37

ISO/IEC 30106-1AMD1, Object oriented BioAPI - Part 1: Architecture - Amendment
1: Additional specifications and conformance statements

2019

¡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케어 보안서비스 기술 표준화를 추진 할 예정
- ITU-T SG17
· Q9에서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 인증기술(X.1094)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향후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케어 텔레바이오 인식 응용서비스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신규로
개발할 예정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표준(안)명
X.1094, Telebiometric authentication using bio-signals

완료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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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CCTV 보안기술 표준) 영상보안시스템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화 추진 중
- ITU-T SG17
· Q.6 ETRI를 중심으로 영상보안시스템의 보안 프레임워크 기술 등에 대한 국가 표준을 개발
중이며 2022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함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표준(안)명
X-strvms,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video management system

완료연도
2022

[사이버 위협 대응]
¡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국외 표준은 악성코드 분석 정보에 대한 표준은 ITU-T
SG17에서 개발 중이고, 악성코드 교환 포맷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IEEE-SA를 중심으로
개발 중
- ITU-T SG17
· 샌드박스 환경에서 악성코드 동적 분석을 위한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표준(X.rdmase) 개발을
진행하여, 2020년 9월 SG17 회의에서 표준 제정 완료
- IEEE SA
· 악성코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유를 위하여 악성코드 교환 포맷에 대한 표준화 작업(MMDEF
Working Group)을 완료했으며, 정상 파일 메타데이터 교환 표준(CMX)이 추가 진행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WP2

IEEE SA

표준(안)명

완료연도

X.1218, 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Dynamic Malware Analysis in a
Sandbox Environment

2020

X.1546, Malware attribute enumeration and characterization

2014

IEEE CMX v1.0, Clean file Metadata eXchange

2015

¡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국외 표준은 그룹 이동 서비스의 보안 가이드를
위하여 ITU-T SG17과 IEEE SA를 중심으로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ITU-T SG17) 군집 이동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보안가이드라인(X.sec-grp-mov)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4년 개발 완료 예정
- (IEEE-SA) CBTC를 중심으로 기차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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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IEEE SA

표준(안)명

완료연도

X.sec-grp-mov, Security guideline for group movement service platform

진행중
(2022)

P1474.1, Standard for Communications-Based Train Control (CBTC) Performance
and Functional Requirements

2017

P1474.2, Standard for User Interface Requirements in Communications-Based
Train Control (CBTC) Systems

2018

P1474.3, Recommended Practice for Communications-Based Train Control
(CBTC) System Design and Functional Allocations

2018

IEEE 1474.4-2011 -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Functional Testing of a
Communications-Based Train Control (CBTC) System

2011

[보안평가]
¡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국제 표준은 JTC1 SC27에서 개발되고, CCRA는 CC에 대한
사실상 표준을 개발하고 다양한 IT제품의 평가를 위해 공통 프로파일(cPP)을 개발하는 중
- JTC1 SC27

· SC27은 CCRA와 협력하여 ISO/IEC 15408, ISO/IEC 18045를 2021년 개정하고 발행함. 기존의
ISO/IEC 15408 part1/2/3에 part4/5를 추가하여 확장됨.
- CCRA
· 한국과 미국 등 31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CCRA는 IT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공통평가기준(CC)과 방법론(CEM)에 대한 표준을 개발
· CCRA는 국제 CC사용자포럼(CCUF)과 협력하여 IT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cPP와 cPP
보조문서(SD)를 개발하며, ICT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의 제품 평가를 위한 cPP와
cPP SD를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27

CCRA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15408-1, Evaluation criteria for IT security Part1: Introduction and general model

2021

ISO/IEC 15408-2, Evaluation criteria for IT security Part2: Security functional components

2021

ISO/IEC 15408-3, Evaluation criteria for IT security Part3: Security assurance components

2021

ISO/IEC 15408-4, Evaluation criteria for IT security - Part 4: Framework for the
specification of evaluation methods and activities

2021

ISO/IEC 15408-5, Evaluation criteria for IT security - Part 5: Pre-defined packages of security
requirements

2021

ISO/IEC 18045, Methodology for IT security evaluation

2021

TR 22216, Introductory guidance on Evaluation for IT security

2021

ISO/IEC 19896-1, Competence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security testers and evaluators

2020

ISO/IEC 19896-3, Competence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security testers and
evaluators-Part 3: Knowledge, skills and effectiveness requirements for CC evaluators

2020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Version 3.1, revision 5

2017

Common Methodology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Version 3.1, revision 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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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모듈 시험평가기준 표준) 암호모듈 시험평가 국제표준은 JTC1 SC27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기준 개정, 운영·관리 및 요소 시험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 JTC1 SC27
· 암호모듈의 기준(검증, 시험), 운영·관리(시험기관·시험자 자격요건, 현장지침),

요소

시험기술(난수발생기, 부채널, 암호알고리즘 적합성, 물리보안)을 위한 표준 개발이 완료됨.
또한, 핵심이 되는 ISO/IEC 19790, 24759 표준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개정작업 진행 중
- NIST
· 미국의 암호모듈에 대한 검증기준으로 1994년 FIPS 140-1를 제정하고 2001년 FIPS 140-2를
개정한 후 2019년 FIPS 140-3을 개정함. FIPS 140-3과 SP 800-140은 ISO/IEC
19790:2012/Cor1:2015와 ISO/IEC 24759:2017 표준에 일부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채택함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ISO/IEC 23532-2,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IT security testing and
evaluation laboratories – Part 2: Testing for ISO/IEC 19790
ISO/IEC 20543, Test and analysis methods for random bit generators within
ISO/IEC 19790 and ISO/IEC 15408
ISO/IEC TS 20540, Testing cryptographic modules in their operational environment

JTC1 SC27

ISO/IEC 19896-2, Competence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security testers and
evaluators – Part 2: Knowledge, skills and effectiveness requirements for
ISO/IEC 19790 testes
ISO/IEC 24759,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Test requirements
for cryptographic modules
ISO/IEC 18367, Cryptographic algorithms and security mechanisms conformance testing
ISO/IEC 17825, Testing methods for the mitigation of non-invasive attack
classes against cryptographic modules
ISO/IEC 19790:2012/Cor1:2015,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Security requirements for cryptographic modules

NIST

완료연도
2021
2019
2018
2018
2017
2016
2016
2015

FIPS 140-3, Security Requirements for Cryptographic Modules

2019

SP 800-140, FIPS 140-3 Derived Test Requirements(DTR)

2020

[데이터보안]
¡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국제표준화는 JTC1에서 개발된 ISO/IEC 20889
표준과 NIST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ITU-T SG17에서는 비식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 중
- ITU-T SG17
· 비식별 처리 서비스 프레임워크, 비식별 처리 서비스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비식별 처리
개요, 프레임워크, 비식별 데이터 활용으로 구성
· 비식별 처리 데이터의 보증을 위한 요구사항, 주어진 환경에서 데이터 비식별 보증을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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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C1 SC27
· ISO/IEC 20889 비식별 기술 표준 - ISO/IEC 29100(Privacy Framework)에서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비식별 기술을 제시. 개별화, 연결 가능성, 추론 가능성 분별 가능성에 따른 위험을 분류
· 비식별화 기술로는 마스킹, 가명화, K-익명성, l-다양성, t-유사성, 샘플링 총계 등의 다양한 비식별
기술이 연계되어 있어, 각각을 비교
- NIST
· 20년간의 비식별화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개인 식별 정보의 비식별 처리’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2015년 10월)
· 2016년 12월 ‘공공데이터에 대한 비식별 처리’ 가이드를 추가로 발간하고, 공공정보
분야에서의 비식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 2012년부터 5년간 20여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비식별 처리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집대성한 보고서
· 비식별 방법을 4가지(정형 비식별화, 보장형 비식별화, 통계적 비식별화, 기능적 비식별화)로
분류하였고, 비식별 처리에 따른 위험과 정보 유용성 관점에서 정리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X.rdda, Requirements for data de-identification assurance
ITU-T SG17

JTC1 SC27

ITU-T X.fdip, Framework of de-identification Processing service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ISO/IEC 20889, Privacy enhancing data de-identification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of techniques

진행중
(2022)
2020
2018

Draft NIST SP 800-188,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

2016

NIST IR 8053, De-identifica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2015

NIST

¡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ITU-T SG17을 중심으로 동형 암호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자간 암호된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술의
표준화를 진행 중
- ITU-T SG17
· TR.sgfdm에서 비신뢰구간에서도 민감정보의 유출이 없는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과 같은
협업환경 구축을 위한 동형 암호 기법의 활용 시나리오, 구조 및 절차에 대한 지침 표준화
- JTC 1 SC 27
· 완전동형 암호(Fully Homomorphic Encryption, NP 18033-8) 관련하여 WG2 내의 애드혹
그룹으로 2021년 1월에 첫 회의가 있었으며, 완전동형 암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며,
한국에서 제안한 방식이 채택되어 신규 아이템으로 투표 진행 중
- IEEE
· P3652.1 Guide for Architecture Framework and Application of Federated Machine Learning에서
페더레이션 기계 학습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동형 암호는 신뢰 중간자(TTP)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 처리 및 전송 제공을 목표로 표준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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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17

TR.sgfdm, Security guidelines for FHE-based data collaboration in machine
learning

진행중
(2022)

JTC1 SC27

NP 18033-8,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진행중
(2024)

IEEE

P3652.1, Guide for Architecture Framework and Application of Federated Machine
Learning

2021

¡ (핀테크 서비스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 JTC1 SC27에서 한국 주도로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화를 진행 중
- JTC1 SC27
· 핀테크 서비스 참여자 및 역할 정의, 프라이버시 위험 식별 및 보안 통제 정의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 표준화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27

표준(안)명
ISO/IEC 27562, Privacy guidelines for fintech services

완료연도
진행중
(2024)

[5G 보안]
¡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3GPP에서 하위 수준의 보안 표준 및 ITU-T SG17
중심으로 5G 보안 표준을 다수 개발 중
- ITU-T SG17
· 5G 특화 보안 표준 항목을 신규 수립하였으며, 5G의 기반 기술이 되는 SDN,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등의 보안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을 표준화. 5G와 관련하여 신규 표준화 항목
3건(5G 보안 가이드라인, 5G 엣지 컴퓨팅 보안 프레임워크, 5G 신뢰 관계를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과
기존 표준화 항목 1건(5G 네트워크 상 안전한 양자 내성 알고리즘 도입을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이
진행 중. 2건의 5G 네트워크 기반기술 관련 표준(SDN/NFV 보안 가이드라인, NFV 보안 요구사항
및 참조구조)이 개발 중이며, SDN 보안 요구사항 및 참조구조의 표준 발간
- 3GPP RAN
· 5G 네트워크 및 그의 기반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의 하위레벨 수준의 보안 표준을 발간.
TS 33.501은 5G 네트워크의 보안 기능, 메커니즘 등 보안 구조를 제시. TR 33.811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리의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
- ETSI
· 5G 기반기술인 NFV에 대한 보안 명세서를 주로 표준화, 보안관리 및 모니터링 명세서인
GS NFV-SEC 013, MANO(Management and Orchestration) 콤포넌트에 대한 보안 명세서인
GS NFV-SEC 014 등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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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MN / 5G PPP
· NGMN은 5G의 보안이슈를 다루는 5G 보안 백서를 발간하여 위협 시나리오 및 보안 요구사항
등을 기술
· 5G PPP는 5G의 보안 위험 및 요구사항, 아키텍처를 간략히 기술하여, 그에 기반한 구체적인
보안 로드맵 및 모델을 제시
<국제 표준화 현황>
개발기구

ITU-T SG17

3GPP

표준(안)명

완료연도

X.5Gsec-vs, Security requirements for vertical services supporting URLLC in
the 5G non-public networks

진행중
(2022)

X.itssec-5, Security guidelines for vehicular edge computing

진행중
(2022)

X.5Gsec-netec. Security capabilities of network layer for 5G edge computing

진행중
(2022)

X.nsom-sec, Security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for network slice management
and orchestration

진행중
(2022)

X.5Gsec-ssl, Guidelines for classifying security capabilities in 5G network slice

진행중
(2022)

X.5Gsec-t, Security framework based on trust relationship in 5G ecosystem

진행중
(2022)

X.5Gsec-ecs, Security Framework for 5G Edge Computing Services

진행중
(2022)

X.5Gsec-guide, Security guideline for 5G communication system based on
ITU-T X.805

진행중
(2022)

X.1811, Security guidelines for applying quantum-safe algorithms in 5G systems

2021

X.1046, Guideline on software-defined security in SDN (Software-Defined
Networking)/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etwork

2021

X.1045, Security service chain architecture for the network application

2021

X.1044, Security requirements of network virtualization

2020

X.1043, Security framework and requirements for service function chaining
based on software-defined networking

2019

X.1042, Security services using software-defined networking

2019

X.1038, Security requirements and reference architecture for SDN

2016

TR 33.857, Study on enhanced security support for Non-Public Networks
(NPN)

2020

TR 33.847, Study on security aspects of enhancement for proximity based
services in the 5G System (5GS)

2020

TR 33.839, Study on security aspects of enhancement of support for edge
computing in 5G Core (5G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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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구

ETSI

NGMN

5G PPP

표준(안)명

완료연도

TR 33.836, Study on security aspects of 3GPP support for advanced
Vehicle-to-Everything (V2X) services

2019

TR 33.861, Study on evolution of Cellular Internet of Things (CIoT) security
for the 5G System

2018

TR 33.819, Study on security enhancements of 5G System (5GS) for vertical
and Local Area Network (LAN) services

2018

TR 33.807, Study on the security of the wireless and wireline convergence
for the 5G system architecture

2018

TR 33.855, Study on security aspects of the 5G Service Based Architecture
(SBA)

2018

TS 33.501, Security architecture and procedures for 5G system

2018

TR 33.811, Study on the security aspects of 5G network slicing management V_15.0.0

2018

GS NFV-SEC 025,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NFV) Release 4;
Security; Secure End-to-End VNF and NS management specification

2019

GS NFV-SEC 014,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NFV) Release 3; NFV
Security; Security Specification for MANO Components and Reference points

2018

GS NFV-SEC 013,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NFV) Release 3; Security;
Security Management and Monitoring specification

2017

5G End-to-End Architecture Framework V3.0.8

2019

5G security – Package 3: Mobile Edge Computing / Low Latency / Consistent
User Experience Version 2.0

2018

Security Aspects of Network Capabilities Exposure in 5G

2018

5G PPP Security Landscap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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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OpenSSL
- OpenSSL은 암호화 통신을 위한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TLS 및 SSL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툴킷 및 범용 암호 라이브러리를 제공. 1998년 12월 OpenSSL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보안 취약점 보완 등 코드 개선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 국내
개발 블록 암호 ARIA를 포함하는 1.1.1 버전 배포 중. 1.1.0, 1.0.2, 1.0.0과 0.9.8 버전을
포함하는 오래된 버전은 보안결함의 이슈 등으로 서비스 지원이 중지됨에 따라 1.1.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권장됨. 2006년 오픈소스 중 최초로 1.0버전에 대한 FIPS 140-2
검증을 받았으며, 2016년 7월 OpenSSL 1.1에 대한 FIPS 140-2 검증을 시작. 2021년 현재
OpenSSL 3.0이 새로운 FIPS 오브젝트 모듈을 포함하는 새로운 차기 기준 버전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OWASP
- OWASP(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는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 웹에 관한 정보노출, 악성 파일 및 스크립트, 보안 취약점 등을 연구하며, 10대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OWASP TOP 10)을 발표. OWASP TOP 10은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중에서 빈도가 많이 발생하고, 보안상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것들 10가지를
선정하여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7년을 기준으로 발표되었음.
- 10대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OWASP TOP 10)
취약점

설 명

A1. Injection (인젝션)

SQL, OS, XXE(Xml eXternal Entity), LDAP 인젝션 취약점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명령어나 쿼리문의 일부분으로써, 인터프리터로 보내질 때 발생함

A2. Broken Authentication (취약한
인증)

인증과 세션 관리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기능은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공격자가 패스워드, 키 또는 세션 토큰을 해킹하거나 다른 구현
취약점을 공격하여 다른 사용자 계정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탈취하는
것을 허용함

A3. Sensitive Data Exposure
(민감한 데이터 노출)

중요 데이터가 저장 또는 전송 중이거나 브라우저와 교환하는 경우 약하게
보호된 데이터를 훔치거나 변경할 수 있음

A4. XML External Entities (XXE)
(XML 외부 개체 (XXE))

XML 프로세서들은 XML 문서 내에서 외부 개체 참조를 평가하며, 외부 개체는
파일 URI 처리기, 내부 파일 공유, 내부 포트 스캔, 원격 코드 실행과 서비스
거부 공격을 사용하여 내부 파일을 공개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A5. Broken Access Control
(취약한 접근 통제)

취약한 접근 제어 취약점을 악용하여 사용자의 계정 액세스, 중요한 파일 보기,
사용자의 데이터 수정, 액세스 권한 변경 등과 같은 권한 없는 기능, 또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음

A6. Security Misconfiguration
(잘못된 보안 구성)

기본으로 제공되는 값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설정은 정의, 구현 및
유지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는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함

A7. Cross-Site Scripting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XSS))

XSS는 공격자가 피해자의 브라우저에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사용자 세션 탈취,
웹 사이트 변조, 악의적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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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설 명

A8. Insecure Deserialization
(안전하지 않은 역직렬화)

역직렬화 취약점이 원격 코드실행 결과를 가져오거나, 권한 상승 공격, 주입
공격과 재생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 수행에 사용될 수 있음

A9. Using Components with
Known Vulnerabilities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 구성요소 사용)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방어 체계를 손상하거나, 공격 가능한 범위를 활성화하는 등의 영향을 미침

A10. Insufficient Logging &
Monitoring(불충분한 로깅 및
모니터링)

불충분한 로깅과 모니터링은 사고 대응의 비효율적인 통합 또는 누락과 함께
공격자들이 시스템을 더 공격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며, 더 많은 시스템을
중심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데이터를 변조, 추출 또는 파괴할 수 있음

¡ 기타 오픈소스 보안 툴
오픈소스 보안툴

설 명

Bro IDS

시그니처기반의 전통적인 IDS의 기능을 넘어 프로토콜을 디코딩하고 트래픽
내에서의 특이점을 탐지 가능

GRR

보안 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Google이 제작한 툴로, 파이썬 에이전트와
서버의 조합을 통해 사고 대응을 원격에서 수행 가능

Kali Linux

Back Track Linux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데비안 기반의 보안 테스트를 위한
리눅스용 배포판

Metasploit
Framework

공격자의 관점에서 보안의 수준을 테스트할 수 있음. 침투테스트 도구로 익스플로잇과
스캐닝 그리고 감사기능을 포함

Moloch

패킷캡쳐 분석 툴로 pcap으로부터 빠른 검색이 가능. 캡쳐된 패킷의 디코딩을
지원하며 트래픽 분석에 유용한 툴

Nikto

10년이 넘은 웹서버 테스트 툴, 알려진 취약한 스크립트, 구성 실수 및 관련 보안
문제를 찾기 위해 웹 서버에서 실행하기에 적합

Nmap

가장 널리 알려진 네트워크와 포트를 스캐닝 하는 툴. Nmap은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취약성, 잘못된 구성 및 보안 관련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NSE 스크립트를
제공

OpenVAS

오픈소스 취약점 스캐닝 툴로써, 웹기반의 대쉬보드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관리
가능

OSQuery

Facebook Security Team에서 시작한 크로스플랫폼으로 시스템에 에이전트 기반으로
동작하면서 이상 행위와 보안관련된 이벤트를 모니터링 가능

OSSEC

호스트 기반의 침입탐지시스템으로 설치 및 구성이 쉬우며,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

Security Onion

네트워크 보안모니터링 툴로 설치 및 구성이 쉬움. 최소한의 노력으로 APT를
포함한 네트워크 기반의 이상행위를 탐지 가능

Snort

실시간 트래픽 분석 및 패킷 로깅 도구로서 전통적인 IDS와 유사하게 동작

Wireshark

트래픽을 캡쳐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오픈 소스툴로 다양한
OS 환경을 지원

Dive

대화식 UI를 통해 도커 이미지 속 레이어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레이어에
있는 구성요소를 보고, 각 레이어가 어떻게 추가 삭제됐는지도 알 수 있음.

Docker Compose
UI

도커 컴포즈에 웹 기반 UI를 추가한 MIT 라이선스 프로젝트로, 컨테이너는 로컬
혹은 원격 호스트에서 실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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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보안툴

설 명

ZAP(Zed Attack
Proxy)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을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안 테스트 툴로,
데이터 노출, SQL 주입, 잘못된 보안 구성, 사이트 간 스크립팅 및 웹 애플리케이션의
기타 가능한 취약점을 식별함

SQLMAP

SQL 주입을 위한 오픈 소스 보안 침투 테스트 툴로, 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주입을 감지하고 이용하는 것을 자동화함

w3af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 및 감사 프레임워크로, 2계층 검색 및 감사 방법을 통해 SQL
주입, PHP 잘못된 구성, 사이트 간 스크립팅, 처리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오류 등
200개 이상의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식별함

Skipfish

재귀 크롤링을 수행한 다음 애플리케이션의 사이트 맵을 생성하는데 사용하는 보안
테스트 도구로, 사이트 맵을 기반으로 다양한 취약점 검사를 수행하고 유용한 웹
사이트 보안 로그 평가를 출력함

Wapiti

GET 및 POST HTTP 방법을 모두 지원하는 오픈 소스 명령줄 유틸리티로, 위협
행위자가 악의적인 데이터 주입에 활용할 수 있음

John The Ripper

다중 플랫폼 암호 보안 크래킹 도구로, 해시된 암호 데이터의 암호화 방법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암호가 포함된 대용량 파일과 비교함으로써 일치하는
항목을 찾으면 중지하고 암호에 플래그를 지정함

SQL Inja

SQL 주입을 사용하여 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취약성을 악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검사 도구로, TCP 및 UDP 직접 및 역방향 바인딩 셸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환경의 원격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음

Vega

자동, 수동 및 하이브리드의 세 가지 테스트 모드를 지원하는 오픈 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 툴로, 사용자 자격 증명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웹 사이트에
자동으로 로그인하여 웹 페이지에 취약성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음

SET(Social
Engineer Toolkit)

취약점을 찾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검사하는 대신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취하는 오픈 소스 보안 툴 세트 임

Wfuzz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러 주입 지점을 찾기 위해 브루트 포스 공격을 시뮬레이션하여
웹 응용 프로그램의 취약성을 테스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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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S)
시
장
국내역량요인

- 각종 보안 이슈 대응을 위해 기업
및 기관의 침해사고 대응장비 구매
시
증가
장
- 보안 필요성에 대한 높은 범사회적
인식
- 감염성 질병(COVID-19 등)으로
비대면 인증, 비식별화 기술 개발에
기
정부의 투자 증가
술
-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풍부한
운용 경험 보유

약 점 요 인(W)
- 세계 시장 대비 국내 보안시장 규모
협소
- 세계 시장에서 보안인증제도 등의
도입으로 기술 장벽 형성 중

- 차세대 암호·인증기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고급 개발
기
인력 부족
술
융합보안
분야에 보안기술 적용을
국외환경요인
위한 협력 미흡
- 학계와 KISA, ETRI 등 정부기관
- 보안 분야에서 국내 전문가의 국제
중심의 표준화 진행과 산업체의
표 표준화 기여도 높음
표 참여 미흡
준 - 국내 및 국제표준화 경험을 토대로 준 - 표준화 전문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신규 표준화 활동 용이
표준화기구를 통한 표준화 추진이
어려움
【WO전략】
- 감염성 질병(COVID-19 등)으로 【SO전략】
시
인한 비대면 회의, 온라인 교육
장
- (시장) 비대면 서비스, 생체인증 등 시장 - (시장) 정보보호 관리체계 조기 구축을
등의 시장 규모 확장
통한 정보보호 관리영역 확대 및 클라
확대 예상 분야에서 기존 인프라와
-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활성화에
우드, 빅데이터 등의 개인정보보호
결합을 통한 선점 효과 극대화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수요 증가
제품 적용 분야 확대 추진
- (기술) 국내 개발 차세대 암호·인증
기
- 해킹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정보
기술을 다양한 신규 ICT 보안에 활용 - (기술) 국내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기
회
보호 강화 요구 증가
술 - 적용환경 변화 및 취약요소 증가에 하여 응용 측면의 융합보안 기술 확보 반영한 소요기술 개발 및 표준특허
요
- (표준) ISO/IEC, ITU-T에서 활동 중인 IPR 확보를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대응 가능한 새로운 암호기술 개발
인
국제표준 전문가를 활용한 국제표준화 - (표준) 타분과들과 협력하여 보안
수요 확대
(O)
추진, 양자 암호 안전성 및 시험/평가 기술 적용 표준 도출
- JTC1, ITU-T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기준 조기 수립 및 국내표준화를 통한
생체 인증, 데이터보안, 양자암호 관련 관련 국제표준화 주도
표
표준화 활발
준 - 5G/6G 보안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화 요구 증가

시
장

위
협
요
인 기
(T) 술
표
준

【WT전략】
- 다양한 보안 분야에서 글로벌 【ST전략】
기업의 독점 우려
- 상호운용성 확보 및 개발 규모를 - (시장) 국내 환경 선적용을 통해 제품 - (시장) 국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
이유로 국내개발 암호기술의 제품 인지도와 완성도를 제고하여 해외 시장 개발 및 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경쟁력 확보
- (기술) 국책 연구개발 과제를 통한
적용 기피
- (기술) 신규 ICT 서비스 중심의 암호· IPR 획득 및 이를 통한 기술 및
- 국가 차원의 보안 원천기술 확보 인증 원천기술 및 융합보안 기술개발을 서비스 제공
경쟁 심화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 (표준) 활용성이 담보된 표준 개발을
- 일부 국가와 기업에서 보안 핵심 - (표준) 개발 기술의 적용 경험을 통한 산업계 참여 확대 및 산업계
원천기술 확보
바탕으로 도출된 다양한 유즈케이스를 표준화 소요 조기 대응
기반으로 표준화 초기 단계에서 주도권
- 북미, 유럽 표준화 단체 중심의
확보 추진
국제표준화 추진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차세대보안 원천기술의 국내 산업경쟁력이 선진국대비 격차가 존재하나, 데이터 보안기술, 바이오인증
기술 등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인 대응 추진
- 디지털 대전환에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비대면 환경 보안기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 보안기술,
5G/6G 보안기술 등에서 특허 및 IPR의 선행적 확보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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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
: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국제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및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의 Catch-up 전략 추진
- 지속/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나 국내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의 선도가
예상되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을 모색
: 표준기반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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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후행) 암호 알고리즘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일본) NTT, (벨기에) COSIC, (싱가폴) 난양대,
(미국) NSA/IBM/Microsoft

기술
수준

TTA
정보보호기반
PG,
RRA JTC1
SC27-K

JTC1 SC27,
IETF

NSR,
삼성SDS,
서울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일본) NTT, (벨기에) COSIC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국내 확보 기술인 동형 암호 CKKS를 기반으로 미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완전 동형 암호 표준의 개발 주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Ver.2022에서는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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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JTC1 SC27에서 CKKS를 포함한 완전 동형 암호 표준 개발
- JTC1 SC27에서 양자내성 암호(해시기반 전자 서명) 알고리즘, 경량 인증 암호화 방식,
패스워드 기반 키 유도 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IETF에서 암호 프로토콜 및 블록체인 등 응용 환경을 위한 핵심 기반 암호기술 표준화
진행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국내개발 기술이 포함된 완전 동형
암호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 에디터쉽 확보 및 표준 제안 컨소시엄의 협력을 통한 표준 개발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공식표준화 기구에서 제정된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실제 암호제품에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프로토콜 적용 규격을 개발하고,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 필요
<표준화 계획>
- 국내에서 개발한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TTA 정보보호기반 PG(PG501)를 통해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며, 응용서비스 보안을 위한 핵심 암호기술 표준화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원천기술 확보) 완전 동형 암호 등 일부 실용화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을 제외하고 JTC1
SC27 WG2와 IETF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차세대 암호 알고리즘과 관련한 국내
대응기술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표준화 가능한 원천기술 개발을 우선 추진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기 확보 기술의 경우 정부와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활용성/성숙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TTA 정보보호기반 PG
(PG501)를 통한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
공개를 통한 학계의 안전성 검증이 표준화에 필수 요소이므로 IP 확보가 어려우며, 다양한
실시 예를 통한 암호 알고리즘의 활용 방안 및 최적 구현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기술개발 후표준화) 표준화되지 않은 신규 응용서비스 선도를 위한 우수 성능의
암호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응용서비스에 최적화된 암호 알고리즘 적용 및
구현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 이와 동시에 신규 서비스에서의 시장선도 및 다양한
응용서비스에서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암호기술 규격의 표준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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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후행) 양자 암호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응용보안/
평가인증 PG

국제

ITU-T SG17,
JTC1 SC27,
ETSI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T, SKT,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
기업
국) 화웨이

표준화
단계

국내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AT&T/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 CMCC/화웨이/ZTE,
(일본) NTT DOCOMO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암호기술 측면에서 양자 암호의 경우 양자키분배(QKD) 기술의 보안요구사항 및 시험요구사항
마련을 위한 표준화 과제가 국내 및 국외 모두 진행 중이나,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합의가 미비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 과정의 기획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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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7에서 국내 주도로 시스템 구축 측면의 양자난수발생기(QRNG)와
양자키분배(QKD) 보안 프레임워크 등의 표준이 제정되었고, 관련 후속 표준화 진행 중
- JTC1 SC27에서 양자키분배(QKD) 보안요구사항 및 시험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암호기술과 관련하여 양자키분배(QKD)
보안요구사항 및 시험요구사항 표준화 과제가 중국과 영국 중심으로 진행 중으로 다양한
국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이 필요
<표준화 계획>
- 국내에서 개발한 양자키분배(QKD) 프로토콜 표준(TTAK.KO-12.0329) 및 보안요구사항
표준 (TTAK.KO-12.0356)의 후속으로 시험요구사항 표준화가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QKD 네트워크 및 키관리체계(KMS) 표준화 및 일부
ITU-T 표준의 부합화가 TTA 광전송 PG(PG201)를 통해 진행 중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시험기술 확보) 양자키분배(QKD) 후처리에 사용되는 오류보정 및 비밀성 증폭
알고리즘과 같은 컴포넌트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며, JTC1 SC27 WG3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험 요구사항은 다양한 시스템 대상 시험기술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표준화 가능한 시험기술 개발 및 확보를 우선 추진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기 확보 기술의 경우 정부와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활용성/성숙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TTA 정보보호기반
PG(PG501),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광전송 PG(PG201)를 통한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권리범위 보완전략) 양자 암호의 경우 암호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공개를 통한 학계의 안전성 검증이 표준화에 필수 요소이므로 IP 확보가
어려우며, 다양한 실시 예를 통한 양자 암호의 활용 방안 및 시험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기술개발 후표준화) 표준화되지 않은 신규 양자키분배(QKD) 컴포넌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현기술 관련 특허 확보 및 평가인증에 필요한 시험기술
개발, 신규 시장 선도를 위한 규격화 등의 양자 암호기술 표준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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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병행)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개인정보
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

국제

ITU-T SG17,
JTC1 SC27,
FIDO Alliance,
W3C

국내
참여 ETRI, 삼성전자,
업체/
SKT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Google/Microsoft/IBM/Yubico
(일본) NTT/Docomo/Line/Yahoo/Japan
(중국)Lenovo/Huawei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Google/Microsoft/Qualcomm/Apple/Yubico/Evernym
기업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비대면 인증을 위한 대표적인 기술인 FIDO가 FIDO Alliance, W3C, ITU-T를 통해 표준화가 완료되
었으나, 본인확인(Identity Proofing) 서비스 연동, IoT 환경의 사용자 인증, 원격 의료·교육 서비스의
비대면 인증 등 후속 응용기술 개발 및 개정 표준화 주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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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FIDO는 2018년도에 ITU-T 국제표준으로 제정, 2019년도에 W3C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어,
FIDO 기반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의 확산 및 응용 기술 표준화 추진 필요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ITU-T SG17와 JTC1 SC27를 통해
새로운 비대면 인증 보안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참여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W3C와 FIDO Alliance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제정된 웹 인증 및 인증장치 연동 기술에 대해서 국내 서비스 환경에 활용하기 위한
각종 프로토콜 적용 규격을 개발하고,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표준 개정 및 신규표준 제정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표준화 계획>
- 비대면 인증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KISA, ETRI,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정부(출연)기관과 SKT, 삼성전자 등 기업체에서 국내표준화 우선 가능항목을 도출하고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모색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PG(PG502)에서 비대면
인증을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과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의 다양한 본인확인 기술의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 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금융, 헬스케어 등에 적용가능한 분산
ID 모델에 대한 다양한 유즈케이스 분석을 통해, 표준화 중후기 단계에 있는 분산 ID 서비스에
대한 영지식증명 기반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지갑 보호 등 핵심기술에 대한 표준 필수특허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공인인증제도 후속 기술 및 신규 비대면 서비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인증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와 병행하여 기술개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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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ID 관리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17,
ISO TC307,
JTC1 SC27,
W3C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SKT,
삼성전자,
LGCNS,
라온시큐어,
순천향대,
성신여대,
한양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개인정보
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

(미국) 애플/Microsoft/VISA,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Linux, (중국) 화웨이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AT&T/퀄컴/인텔/Evernym, (핀란드) 노키아,
(중국) CMCC/화웨이/ZTE, (일본) NTT DOCOMO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분산 ID 관리 기반기술에 해당하는 자격증명 크리덴셜의 데이터 모델은 W3C를 통해 ‘19년 하반기에
표준화가 완료되었으나, 분산 식별자, 상호연동 등과 관련된 기술은 여전히 표준화가 진행 중.
블록체인과 DLT를 활용한 분산 ID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및 응용기술의 표준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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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ITU-T SG17 Q10/Q14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ID 관리 표준 내용에 대한 기고서
제출 및 반영 추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ITU-T SG17, JTC1 SC27, ISO TC307
등 공식표준화 기구에서 추진 중인 분산형 ID 관리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프로토콜 규격의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참여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W3C 등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제정된 분산형 ID 관리 기반구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실제 응용 제품에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프로토콜 적용 규격을 개발하고,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 필요
<표준화 계획>
- 자기주도 ID 관리 및 인증 관련 정부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ISA, ETRI 등
정부(출연)기관과 순천향대, 한양대, 성신여대 등 학계, 그리고 SKT, LGCNS, 라온시큐어,
금융권 등 기업체에서 국내표준화 우선 가능 항목을 도출하고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정보보호기반(PG501),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에서 선택적 노출 등 자기주권 신원관리를 위한 익명 크리덴셜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화 및 분산 ID 관리의 핵심 요소인 분산형 식별자와 검증 가능 크리덴셜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사항에 대해서 W3C 표준안을 적극 수용 및 관련 국내환경에 적합한
표준으로 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금융, 헬스케어 등에 적용가능한 분산
ID 모델에 대한 다양한 유즈케이스 분석을 통해, 표준화 중후기 단계에 있는 분산 ID 서비스에
대한 영지식증명 기반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지갑 보호 등 핵심기술에 대한 표준 필수특허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ID 관리 등 신규 서비스에서의 시장선도
및 다양한 응용서비스, 멀티도메인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분산 ID 관리기술 규격의
표준화를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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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17,
ISO TC307,
JTC1 SC27,
ZKProof
Standards,
W3C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SKT,
삼성전자,
LGCNS,
라온시큐어,
성신여대,
한양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정보보호기반
PG,
개인정보보호/ID
관리,
블록체인 보안
PG

(미국) IBM, MS (이스라엘) QEDIT,
(핀란드) Linux, (중국) IOHK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IBM, MS (이스라엘) QEDIT,
(영국) Google-런던, (중국) IOHK, (한국) ETR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선택적 노출 등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에 필요한 익명크리덴셜과 zkSNARK 프리미티브 기술은 다양한
관점의 기능 구현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2021년도에는 높은 기술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익명크리덴셜과 zkSNARK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블록체인과 DLT를 활용한 영지식증명 기반의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리미티브에
대한 표준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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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블록체인 기반 ID 관리기술을 다루고 있는 ITU-T SG17 Q10/Q14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사항
및 관련 응용 기술에 대한 표준 추진
- ZKProof standards에서 ZKP 관련 Security, Implementation, Applications에 대한 표준 추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ITU-T SG17과 ISO TC307, JTC1
SC27 등 공식표준화 기구에서 추진 중인 ZKP 기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부유관기관,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참여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W3C, ZKProof standards 등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모집하고 있는 신규워크아이템(NWI)에 대해서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ZKP 기반 프리미티브 등의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표준화 기반 조성 필요
<표준화 계획>
- 프라이버시 보호형 비대면 인증 및 자기주도 ID 관리 관련 정부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ISA, ETRI 등 정부(출연)기관과 한양대, 고려대, 성신여대 등 학계, 그리고 SKT,
LGCNS, 라온시큐어 등 기업체에서 국내표준화 우선 가능 항목을 도출하고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정보보호기반(PG501),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에서 선택적 노출 등 자기주권 신원관리를 위한 영지식 증명 기반의 익명
크리덴셜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화 및 분산 ID 관리의 핵심 요소인 분산형 식별자와
검증 가능 크리덴셜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사항에 대해서 W3C 표준안을 적극 수용
및 관련 국내환경에 적합한 표준으로 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산업계와 학계의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익명 크리덴셜 등과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형 인증 기법의 이론적 안전성 검증과
서비스 운용 측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실시 예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암호 프로토콜의
활용 방안 및 최적 구현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선택적 노출 기능이 제공되는 프라이버시 보호형 디지털 신분증,
검증가능 크리덴셜 등 신규 서비스에서의 시장선도 및 다양한 응용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 기술 규격의 표준화를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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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선행)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TTA 바이오인식
PG,
RRA JTC1
SC37-K

ITU-T SG17,
JTC1
SC27/SC37

KISA, 인하대,
충북대,
국내
경인여대,
참여
슈프리마,
업체/
유니온커뮤니티,
기관
파이리코,
아이싸이랩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파인딩로버, MARS, (중국) 메그비, (한국) KISA,
기업

표준화
단계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KISA, 파이리코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바이오인식 기반의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은 해외에서는 품종식별에 국한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
품종식별과 더불어 개체식별에 대한 활발한 기술개발과 함께 국내 핵심기술의 선도적인 국제표준화를
추진중에 있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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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바이오인식기반의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추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TU-T SG17 Q10에서 관련표준의
에디터쉽을 확보하여 ITU-T X.pet_auth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아시아지역 바이오인식 관련 시실표준개발
및 국제표준화기구과 협력활동 추진

<표준화 계획>
- 바이오정보 위변조 탐지기술, 반려동물 개체식별용 빅데이터 구축지침 등 국내표준 개발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에서 모바일 바이오정보 위변조 탐지기술,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 등에 관한 표준 개발을 추진
- (TTA PG505 국내표준화) 산학연 전문가그룹과 협력을 통하여 바이오인식 위변조 탐지 및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에 대한 국내표준화를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ITU-T
SG17 텔레바이오인식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관련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의 반려동물 차세대 개체식별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ITU-T SG17에서 국제표준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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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표준화
단계

RRA ITU-T
SG17-K

국제

ITU-T SG17,
ISO TC215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ISA,
강원정보보호지
원센터, 인하대,
서울대학병원,
탑스동물메디컬
센터,
유파인스,
파이리코,
아이싸이랩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술
(미국) FITBARK, LINK AKC, PETPACE (일본) 이누패시
기업
수준

TTA 바이오인식
PG,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KISA, 파이리코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심전도 등 생체신호인증기반의 반려동물 헬스모니터링 응용기술과 비대면 헬스케어 보안기술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국내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점할 계획으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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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반려동물 헬스케어 응용서비스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예정
-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비대면 원격의료 K-CyberSecurity 방역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TU-T SG17 Q9에서 관련표준의
에디터쉽을 확보하여 국제표준화 추진

<표준화 계획>
-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하여 심전도 등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개인인증 기반에 심정지·
산소포화도 등 헬스모니터링 분석기술을 수행하는 텔레바이오 인식 응용서비스기술 국내외 표준화
추진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가 연구기획중인 ‘생체신호인증기반
반려동물 차세대 개체식별 및 헬스케어 응용서비스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모니터링 응용서비스 관련기술 개발 및 국내 표준화를 병행하여 추진
- (PG505 국내표준화)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정보보호연구회 및 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 등
산·학·연 전문가 그룹과 협력을 통하여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모니터링 응용서비스에 대한
국내 표준화를 연구 기획 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전략) ITU-T SG17 등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모니터링 응용서비스와 관련하여 국제표준에 대한 표준특허
출원 연구기획 진행 중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가 연구기획중인 ‘생체신호인증기반
반려동물 차세대 개체식별 및 헬스케어 응용서비스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관련기술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ITU-T SG17 국제표준화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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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지능형 CCTV 기술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지능형 CCTV
PG

국제

ITU-T SG17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ISA,
KETI,
한국영상정보연
구조합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AT&T/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표준
기업
(중국) CMCC/화웨이/ZTE, (일본) NTT DOCOMO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2신규)
지능형 CCTV 보안기술 개발을 위해 영상관리시스템의 보안위협 및 보안요구 사항 표준화가 ITU-T SG17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ITU-T SG16에서는 영상감시시스템 전반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임. IEC TC79에서도
보안기술을 포함한 영상보안시스템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중에 있으며, 산업체 포럼인 ONVIF에서도
IP기반 지능형 CCTV보안제품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중에 있음. 국내에서는 영상 프라이버시 마스킹기술 등
지능형 CCTV 보안기술에 대한 TTA 표준이 제정, 개발 중에 있으며, ITU-T SG17에서 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등 국내 표준화 역량이 높고 국제표준화의 선도도 가능하여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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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2018년도에 ITU-T SG17에서 영상관리시스템의 보안위협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과제(X.strvms)가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9월 사전채택 및 2022년 3월 국제표준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7 Q6에서 한국이
에디터로서 X.strvms에 국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표준 제정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2023년 이후부터는 ITU-T
SG17의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IEC TC79, ONVIF 등 다양한 표준화 기구를 통한 표준을
확보하고, 다양한 영상보안 업체 및 기관들의 국제표준화 그룹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실용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
<표준화 계획>
- 2020년 외곽선 기반 CCTV 영상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 영상 프라이버시 비식별화
서비스 프레임워크, 지능형 CCTV간 상호연동 재식별 방법 등 표준화 아이템이 TTA
지능형 CCTV PG(PG427)에 제안, 채택되어 표준 개발을 진행중이며, 2021년까지 표준
개발을 완료할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기개발되어 성능이 검증된
영상보안기술을 TTA를 통해 표준화하며, 표준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다중, 이기종
CCTV간 보안협업 요구사항을 기술 개발에 반영하여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영상보안 관련 기술(마스킹, 암복호, 무결성 검증 등)을
CCTV를 포함한 다양한 영상보안시스템(드론, 차량용 블랙박스 등)에서의 시장가치를
분석하여 핵심특허를 추가 도출하고 국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선제적인 IPR 확보 계획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단일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등 영상보호 기술은 이미
성능이 검증되었으며, 이를 공공, 민간의 대규모 영상관제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상호 보안협업 표준을 제정하고 서비스로 창출될 수 있도록 표준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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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사이버보안 PG

국제

ITU-T SG17,
IEEE SA

국내
ETRI, KISA,
참여
안랩,
업체/ 이스트시큐리티,
기관
윈스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Microsoft/VirusTotal, (러시아) Kaspersky Lab,
(일본) Trend Micro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Microsoft/VirusTotal, (러시아) Kaspersky Lab,
(일본) Trend Micro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악성코드 교환 포맷에 대한 표준화 작업(MMDEF: Malware Metadata Exchange Format Working Group)이
IEEE에서 완료되었으며, OASIS STIX(Structured Threat Information Expression) 규격서 내에 악성코드 정보
공유를 다루고 있으나, ITU-T SG17에서는 아직 표준 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에 대한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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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2022년 5월 ITU-T SG17 회의에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에 대한 신규과제 제안
- 2024년 IEEE 워킹그룹과 악성코드 교환 포맷에 대한 데이터 스키마 공동 연구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2022년 ITU-T SG17 회의에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에 대한 신규과제를 제안하고,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2024년 이후부터는 ITU-T SG17의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IEEE 등 다양한 표준화 기구를 통한 표준을 확보하고, 국내외 백신
업체 및 기관들의 국제표준화 그룹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실용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

<표준화 계획>
- TTA 사이버보안 PG(PG503)에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에 대한 신규과제를 제안하여
채택되었으며, 2022년에 표준 제정 예정
- 국내 백신 업체와의 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 활동 강화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클라우드 환경의 백신체계에서 악성코드 표현 방법, 정상
및 악성파일의 속성 정보, 데이터 스키마, 메타 데이터 등의 악성코드 분석 정보에 대한
공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신규 표준화 아이템으로 도출 및 세부항목에
대한 표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국내외 표준 아이템
도출 및 신규과제 제안을 통한 표준화 방향을 수립한 후 국제특허의 효용가치를 분석하여
국제특허 출원 및 기고 예정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악성코드 분석 정보 교환에 대한 기술개발이 초기 단계이고, 아직
국제표준이 없으므로, 표준화와 기술개발의 병행 추진이 가능. 또한, 국제표준이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표준특허 개발로 국내 IPR이 반영되도록 적극적 활동 및 상호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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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17,
IEEE SA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ISA,
국토부,
국방부,
고려대학교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응용보안/
평가인증
PG 504

(미국) Intel/Yunec, (중국)DJI, (유럽)정부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정부, (유럽) 정부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국내에서는 드론을 중심으로 안전한 보안 가이드가 개발 연구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열차 시스템을
중심으로 안전한 이동 시스템 및 서비스 환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ITU-T SG17에서는
2020년부터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개발을 한국 주도록 진행하고 있어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37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2022년 ISO TC204에 안전한 그룹 이동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공동 개발 제안
- 2023년 JTC1 SC27에 무인 이동체 그루의 안전 표준 공동 개발 추진
- 2024년 ITU-T SG17에서 안전한 그룹 이동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개발 완료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2020년 ITU-T SG17 회의에
그룹이동 서비스 보안 위협 식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 과제 개발을 승인 받았으며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2022년 이후부터는 ITU-T SG17의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IEEE, JTC1 SC27 등 다양한 표준화 기구를 통한 공동 표준개발을
제안하고 유도함으로써 실용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

<표준화 계획>
- TTA 응용보안 PG(PG504)에 안전한 그룹 이동 서비스 보안에 대한 신규과제를 제안하여,
2024년까지 표준 제정 예정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이동 서비스의 네트워크 연결 환경에 따른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안전한 서비스 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요구사항을 표준화 함으로써 무인 이동체에 대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국내외 표준
아이템 도출 및 신규과제 제안을 통한 표준화 방향을 수립한 후 국제특허의 효용가치를
분석하여 국제특허 출원 예정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무인 이동서비스 및 그룹 이동 서비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고, 국제표준 연구에 있어서도 초기단계이므로, 표준화와 기술개발의 병행 추진이 가능함.
또한, 국제표준이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표준특허 개발로 국내 IPR이 반영되도록 적극적 활동 및
상호 협력 방안 모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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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PG504,
RRA JTC1
SC27-K

국제

JTC1 SC27,
CCRA, CCUF

NSR, KCCUF,
국내
IT보안인증사무국,
참여
KISA, KOSYAS,
업체/
KSEL, KOIST,
기관
KTC, TTA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NIST, (독일)TUVIT (프랑스)ANSSI, (한국)NSR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NIST, (독일)TUVIT (프랑스)ANSSI, (한국)NSR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2 신규)
IT보안제품의 평가인증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 표준 개정에 따라 해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정된 표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제품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기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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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2021년 ISO/IEC 15408, ISO/IEC18045가 발행됨. CCRA와 EUCC에서 표준 채택 검토중
- 2021년 ISO/IEC 15408, ISO/IEC18045의 패치관리 기술표준(TR) 개발중
- 2021년 클라우드에서 IT 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PWI가 시작됨
- 2021년 CCRA에서 CCUF와 협력하여 다양한 cPP와 SD를 개발중
- 2021년 NIAP은 가상화와 SOAR제품에 대한 PP를 개발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활동) 한국의 전문가들이 ISO/IEC 15408과
18045의 에디터로 활동하여 2021년 개정 완료함.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2021년 개정된 ISO/IEC 15408과
18045에 대해 CCRA에서 CC와 CEM을 대응한 평가 기준으로 채택 예정이며, CCUF와
협력하여 다양한 IT제품의 평가를 위한 cPP와 SD를 개발하고 있어 KCCUF를 중심으로
국내 벤더들이 참여함.
<표준화 계획>
- 2021년 ISO/IEC 15408, ISO/IEC18045가 개정되어 KS 표준 제정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시장 확산) CCRA에서 ISO/IEC 15408과 ISO/IEC 18045를 평가기준으로 채택하여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에 적용시 CCRA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해당 기준으로 평가가
시작됨. 국내 시장에서 변경된 기준에 대한 정확힌 이해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이에
개정된 내역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세부적인 평가 지침을 개발

표준특허
전략

- 평가 기준은 인증기관, 평가/시험기관, 산업체가 공통 기준으로 개발하고 합의하여 IT제품의
평가에 적용되므로 독자적인 특허 기술 전략이 없음.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정책기관, 인증기관, 평가/시험기관, 산업체 등 협력을 통한
평가 기술 개발 및 국제회의 및 기술 커뮤니티(Technical Community) 참여를 통해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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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암호모듈 시험평가기준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27,
NIST

국내
참여
업체/
기관

NSR, KISA,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응용보안/
평가인증 PG,
RRA JTC1
SC27-K

(프랑스) Secure-IC, (영국) 브리스톨대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일본) IPA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 암호모듈 검증기준(ISO/IEC 19790), 시험기준(ISO/IEC 24759): 국제표준 개정 주저자, ‘23년 완료 목표
· 암호모듈 검증기관 자격요건 표준: 신규 표준화 추진, 공동 참여
· 암호모듈 요소기술인 부채널 대응 표준(ISO/IEC 17825): 표준 개정, 공동 참여
국내·외 보안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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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암호모듈 기준인 ISO/IEC 19790(암호모듈 보안요구사항) 및 ISO/IEC 24759(암호모듈 시험
기준) 표준 개정에 주도적 참여하여 국내 의견 대변
- 암호모듈 검증기관 자격요건(신규 과제), ISO/IEC 17825(부채널 대응) 개정은 표준내용 검토 및
국내환경과 부합여부 판단/의견 제시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암호모듈 시험평가 기준 표준 작업에
한국이 의장단을 수임하여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하고, 국내개발 암호 시험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활동이 필요

<표준화 계획>
- ISO/IEC 19790과 ISO/IEC 24759의 개정 완료 후 KS 표준화 추진예정
- ISO/IEC 17825와의 개정 및 검증기관 자격요건은 표준 완료 후 국내 환경을 고려한 후
국내표준화 추진 여부 판단 필요
<대응방안>
- (국내표준화 활동)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및 한국 JTC1 SC27 WG3의 산·학·연
전문가, 암호모듈 전문위원회와 협력하여 국제표준 개정에 대응

표준특허
전략

- 암호모듈 시험평가 기준은 검증기관, 시험기관, 산업체가 공통으로 합의하여 개발하고
암호모듈의 시험평가에 적용되므로 독자적인 특허 기술 전략이 없음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국내 암호모듈검증의 기준은 국제표준인 ISO/IEC 19790,
24759를 준용하고 있으며, 현재 JTC1 SC27에서도 암호모듈 관련 운영·관리 및 요소기술의
표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술의 정립, 국내환경 적용 등을 고려할 때
검증·시험기관, 암호모듈 개발업체, 학계의 협업과 전략적인 표준화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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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응용보안/
평가인증 PG,
금융보안표준화
협의회

국제

ITU-T
SG17,
JTC1 SC27

국내
ETRI, KISA,
참여
금융보안원,
업체/ 이지서티, 파수,
기관
엔텀네트웍스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Immuta/Equifax/Acxiom, (영국) 스코틀랜드
데이터연계센터, (한국) 파수/이지서티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Immuta/Equifax/Acxiom, (영국) 스코틀랜드
데이터연계센터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2020년 8월 5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가명처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개인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비식별 및 비식별화(가명 익명처리) 기술의 개발 및 관련 표준화의 활발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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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데이터 비식별화 관련 지속적인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정형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 유형에 대한 비식별화 기술 연구 및 국제표준 기고 진행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비식별 처리 모델과 처리 절차
및 각 단계별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 정의 표준(ITU-T SG17, X.fdip) 제정 완료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비식별 데이터 보증 수준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관련 신규 과제(ITU-T SG17, X.rdda) 채택에 따라 표준화 적극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비식별 기술 관련 표준 후속 대응
필요시 적극대응(ISO 20889) 활동 추진
<표준화 계획>
- TTA와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비식별화(가명 익명처리) 관련
지속적인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비정형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 유형에 대한
비식별화 기술 연구 및 국내표준 기고 진행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응응보안/평가인증 PG(PG504)에서 비식별 데이터 보증
수준을 위한 요구사항 개발을 위한 연구 및 표준 개발 추진
- (국제표준 준용) ITU-T SG17에서 채택된 X.1148 국제 표준을 준용하여 국내 TTA 표준
기고를 추진하였으며,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에서 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표준을 국내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TTAK.IT-X.1148)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초기 단계인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필수특허 확인 및 출원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국내 기업체 주도 혹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및 비식별 기술 관련 IPR 확보, 관련 신규 표준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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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병행)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

국제

ITU-T SG17,
JTC1 SC27
IEEE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서울대,
삼성SDS,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인텔/IBM/Duality, (스위스) EPFL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인텔/IBM/Duality, (스위스) EPFL
기업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동형 암호화에서 제한적 연산에 머물렀던 수준에서 완전동형 처리가 가능하여, 비신뢰 환경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하지 않고 바로 추가적인 처리가 가능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암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기계학습과 같은 분야에서 프라이버시 보장과 비식별 처리를 다자간 협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개념정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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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비신뢰 사이버환경에서 민감정보의 유출없이 다자간에 협업을 가능한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동형 암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기계학습 분야에서 데이터의 분석 및 추론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플랫폼의 구조, 기능 및 운용조건 등에 대한
지침을 2023년 표준으로 제정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선도경쟁) ITU-T SG17의 TR.sgfdm 표준안 개발 및
JTC1 SC27 WG2의 완전동형암호 NP (18033-8) 제안과 IEEE P3652.1 표준안을 토대로,
동형 암호기반의 응용서비스 및 플랫폼 분야의 국제표준 선도경쟁을 목표로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 서울대, Microsoft, Intel, IBM, EPFL 사업자
및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도기술을 통하여 표준 개발에 공동 기고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표준 개발 유도
<표준화 계획>
- 국제표준화기구 ITU-T SG17에서 표준화가 선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비신뢰
사이버환경에서 민감정보의 유출없이 다자간에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동형 암호 메커니즘을
이용한 기계학습 분야의 데이터의 분석 및 추론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플랫폼의 구조, 기능 및 운용조건 등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ITU-T SG17의 TR.sgfdm
표준안의 제정(2023년 목표) 후 준용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ITU-T SG17 국제표준 준용 추진과 병행하여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에서 관련 표준화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개인정보보호표준표럼에서 학계 및 산업계와 공동으로 관련 연구, 동향
파악 등을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모니터링이 필요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동형 암호기반 빅데이터 분석 및 기계학습 추론에서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비스 구조와 관련한 서울대 및 삼성 SDS와 기술개발과 표준 개발을
병행하여 기술 및 표준에서 국제무대에서 선도경쟁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동형 암호를 이용한
기계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절차 및 플랫폼 구조의 핵심 기술을 산업계를
중심으로 특허 창출하여 표준 규격에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한국(서울대)에서 선도하는 동형 암호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삼성 SDS 등)의 검증을 기반으로 표준을 추진함과
동시에 상용화 전략 수립 수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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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핀테크 서비스 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27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순천향대,
서울외대,
NSHC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개인정보보호
/ID관리,
블록체인보안 PG,
개인정보보호표준
포럼

(미국) IPQUALITYSCORE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순천향대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ISO/IEC JTC 1/SC 27/WG 5에 신규 워크 아이템으로 제안하여 한국 주도로 국제표준(ISO/IEC 27562)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 표준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핀테크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핵심 기술 및 정부 정책을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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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핀테크 서비스의 참여자 및 역할 정의, 핀테크 서비스 참여자별 프라이버시 위험 식별 및 보안 통제
정의, 핀테크 서비스 참여자별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2024년 표준으로 제정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및 의장단 수임) ISO/IEC JTC 1/SC
27/WG 5에 한국 주도로 신규 워크 아이템을 제안하여 개발 중인 ‘ISO/IEC 27562 Privacy
guidelines for fintech services(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에디터 수임을
통하여 표준 개발을 주도

<표준화 계획>
-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JTC 1/SC 27에서 표준화가 선행되고 있으며, 핀테크 서비스의 참여자
및 역할 정의, 핀테크 서비스 참여자별 프라이버시 위험 식별 및 보안 통제 정의, 핀테크 서비스 참여자별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ISO/IEC 27562 표준안의 제정(2024년 목표)
후 준용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에서 준용
표준화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에서 핀테크 서비스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연구
및 국내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국제표준화에 반영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표준을 준용한 핀테크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개발 시 필요한 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표준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
개발 및 표준 개발 시 상호 일관성을 유지가 필요

D.N.A.생태계 강화 _ 차세대보안 387

(선도경쟁공략 | 병행)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PG504,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SPG/
5G 네트워크 SPG
5G 보안포럼

국제

ITU-T SG17,
3GPP, ETSI,
NGMN/
5G PPP

국내 SKT, KT, LGU+
참여 순천향대, KISIA,
업체/ 맥데이타, 고려
기관
대, ETRI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중국) 화웨이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AT&T/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중국) CMCC/화웨이/ZTE, (일본) NTT DOCOMO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5G 보안 표준화는 하위 레벨의 5G 보안 표준인 3GPP의 TS 33.501 등으로 부족한 실정인 반면, 한국
주도하에 5G 특화 보안 표준이 ITU-T SG17에서 신규로 착수. 최근 mm 웨이브 기반의 5G가 민간/정부의
로컬망 확산을 통해 보급되는 트렌드에 맞추어, 5G NPN에서 URLLC를 지원하는 버티컬 서비스들의
보안 기능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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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7에서는 X.5Gsec-vs 로 5G 보안 표준 기고서가 제출되었고, 2022년까지 개발
예정. 한국과 중국의 표준화 참여가 두드러짐
- 3GPP는 5G 보안 표준인 TS 33.5xx 시리즈와, 네트워크 슬라이싱 보안 표준인 TR 33.8xx을
개발하였으며 19년 Rel-15, 20년 Rel-16에 거쳐 최종적으로 표준 발간하였음
- ITU-T SG13은 5G 및 SDN 프레임워크인 Y.3102, Y.3300 등 표준을 발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7에 한국이 에디터쉽을
확보함에 따라 한국이 기고한 4건의 기고서와 함께 X.5gsec-vs를 2022년까지 개발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현재 국내 5G 관련 표준은 기술동향 수준의 TR 혹은 응용 분야 표준화에 한정되어 있으나
보안 분야 표준 개발은 전무
-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SPG(SPG35)에서 5G 접목 특정 분야에 대한 TR 및 표준이
개발 중이고, TTA PG504에 최근 “5G 비공용 네트워크에서 URLLC를 지원하는
버티컬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신규과제가 채택됨
- 5G 보안 포럼이 출범하여, 국내외 표준화 활동과 국내외 표준에 대한 산학연의 공동 대응을
지원함
<대응방안>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진행하면서 해당 표준을 국내 표준으로 준용하는 표준화 개발 전략 수립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표준화 방향에 따라 맞춤형
특허 전략을 도출하여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한국에서 선도하는 5G 국가 업무망 사업등의 선도적인
사업에 적용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을 추진함과 동시에 상용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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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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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ASD

Ahnlab Smart Defense

BAS

Breach and Attack Simulation

CC

Common Criteria

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CCUF

Common Criteria Users Forum

CEM

Common Methodology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CMVP

Cryptographic Module Validation Program

cPP

Collaborative Protection Profile

CMX

Clean file Metadata eXchange

CTA

Cyber Threat Alliance

CTD

Connected Threat Defense

CTAP

Client to Authenticator Protocol

C-TAS

Cyber Threat Analysis System

DID

Decentralized Identifier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EDR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FIDO

Fast IDentity Online

FSCSAD

Finance Service Cyber Security Active Defense

HIGHT

HIGh security and light weigHT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KBID

Korea association for Biometric IDentity security

KCCUF

Korea Common Criteria Users Forum

KCMVP

Korea Cryptographic Module Validation Program

LEA

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

MMDEF

Malware Metadata Exchange Format

MTD

Moving Target Defense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SA

National Security Agency

NVLAP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OASIS CTI

OASIS Cyber Threat Intelligence

OASIS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WASP

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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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VIF

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OSSA

Open Security and Safety Alliance

PE

Portable Executable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PSD2

The Second Payment Services Directive

PSIA

Physical Security Interoperability Alliance

QKD

Quantum Key Distribution

QRNG

Quantum Random Number Generator

SD

Supporting Document

SSL

Secure Sockets Layer

STIX

Structured Threat Information eXpression

SVIP

Silicon Valley Innovation Program

TAXII

Trusted Automated eXchange of Indicator Information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TTP

Trusted Third Party

UAF

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

UKAN

UK Anonymisation Network

VMS

Video Management System

ZKP

Zero-Knowledge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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