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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 차 산업혁명의 주축으로 불리우고 있는
등의 기술들
이 군에 접목되었을 경우 큰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전투라는 목적을 생각하였을
경우 그 중
이 가지 기술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 가지 기술이 접목된 미래 군의 모습을
라고 정의하고 이에 따
른 아키텍처를 정립하고 적합한 정보보안 모델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와 관련된 기존 문헌들을 연구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아키텍처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환경에서의 정보보안을 전략적 정보보안과
전술적 정보보안으로 구분하고 상기 구분된 정보보안 형태에 따라 취약성이 존재하더라도 감내할만
한 수준의 경우를 고려하여 전략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한다면 효율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최적의 정보보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스마트 밀리터리
인공지능
Abstract
IoT, Cloud, Bigdata, Mobile, AI, and 3D print, which are called as the main axi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predicted to be changed when the technology is applied to the military. Especially,
when I think about the purpose of battle, I think that IoT, Cloud, Bigdata, Mobile, and AI will play many
role. Therefore, in this paper, Smart Military is defined as the future military that incorporates these five
technologies, and the architecture is established and the appropriate information security model is studied.
For this purpose, we studied the existing literature related to IoT, Cloud, Bigdata, Mobile, and AI and
found common elements and presented the architecture accordingly. The proposed architecture is 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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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strategic information security and tactical information security in the Smart Military environment. In the
case of vulnerability, the information security is divided into strategic information security and tactical
information security. If a protection system is established, it is expected that the optimum information
protection can be constructed within an effective budget range.
Keywords : Smart Military, IoT, Cloud, Bigdata, Mobile, AI

서론

전세계에서 가장 큰 국방비 지출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그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
방예산의 한정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을 줄이거나 미국 외에 위치하는 부대 규모를 통 폐합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정된 국방예산의 측면에서 군의 정보보호분야를 살펴보면 군에 도입
되는 모든 정보보호체계는 주요 서버 보호를 중심으로 물리적 단계에서부터 관리적 단계에 이
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정보보호 구축을 시행하고 있어 예산활용 측면에서 각 시스템 특성에
맞춘 정보보호가 아닌 일괄적인 형태의 중복성이 있는 정보보호체계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최근 이슈가 되고 군의 접목을 위해 다양한 연구 시도가 되고 있는
이하
등이 군에 적용되었을 경우 상기 형태처럼 모든 요소 영역별 정보보호
체계의 구축은 매우 큰 비용소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을 고려하여 각 취약성에 가중치
를 부여하고 취약성이 존재하더라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면 과감히 제외할 수 있다면 실제적인
시스템 구축비용의 감소는 물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안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 착
안하여 미래 스마트 밀리터리
기술을 활용하여 군에 접목된 미래 군을 통칭함 환경에 적
합한 정보보안 모델을 연구하였다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밀리터리

를 군사목적으로 할용한다면 지진동센서 기반의 감시 정찰용 무인지상감지센서
접근탐지 펜스탐지 지중탐지를 운용하는 다중 탐지방식과 직접적 펜스진
동 간접적 열감지 지진동 방식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탐지방식을 종합하는 외곽경계시스템
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장비들의 독립적인 활용
형태 뿐만 아니라 병사들 개개인에게 웨어러블 장비를 부착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도 있다 일반적
인 교육 및 정비목적으로 웨어러블 글러스에 증강현실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전투수행을
위해 지형정찰 정보가 즉각 시연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
의 군사목적 활용을 위해서 미군은 개별 군과 기관별로 중복된 정보자원을 낭비요소로 판
단하고 정보자원의 낭비 및 상호운용성 미흡을 해결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국방정보체계국
을 통해서
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종류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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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경우도 클라우드 활용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의 경우 체계의 상황정보의 주기적 확인을 통해 작전 추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안
이나 각종 이기종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장비에서 발생하는 여러 로그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
보보호체계 최적화 운용이나 효과적 침해 대응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 착
안하여 미 국방부는 빅데이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를 활용해 인지 지각 결정을 제
공하는 자율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스스로 결정 및 행동을 수행토록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
의 활용은 현재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모든 기능의 활용을 포함하여 보안이 유지
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상황보고 암호화 기능을 통한 무전기로 사용
영상
을 시청 다중 메신저 기능 등 군에 특화된 여러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이 예상된다
와
의 접점을 살펴보면 기존의 작전수행개념을 접근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군
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화 무인화 자동화시대를 통칭하여 정보화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전략적 차원의 장기적인 구상에서 군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군의 이러한 발전과
노력은 특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시간 행동 방안 분석 이나 딥그린 프로젝트 와 같은 정보
화 및 인공지능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이론과 군사이론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 이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공지능 영역이다
앞서의
가 군에 접목되어 활용된다면 그림 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과 같이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미래군을 스마트 밀리터
리로 명명하였다

그림 스마트 밀리터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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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분석을 통한 스마트 밀리터리 구성

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역할을 하는 센서
부터 이를 응용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계층 계층 계층 서비스 중심
미들웨어 중심
객체의 등으로 계층을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정의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은 네트워크 계층과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다 물론 물리적인 계층부분은 의 기본이 되기 때
문에 정의에서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적으로 물리층 네트워크층 응용층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계층에 대해서 정의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그림
와 같다

그림

아키텍처

의 계층을 정의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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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일반적으로
로 표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등의 계념도 추가되고 있다
구소

나

미국표준기술연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
등으로
의 계층이 정의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
면 그림 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의 경우도 물리층의 기반이 있어야 그 위에 네
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 중에서도 물리층 네트워크층 응용
층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아키텍처

는
보다 계층을 정의하는 것이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하둡
이다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
기 때문에
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는 여러 수집수단으로부터 종합되는 대량의
를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용
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바탕으로
의 계층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그림 와 같다
또한
와 마찬가지로
분석을 위한 물리층 자료수집 종합을 위한 네트워크층 이를 분석 관리하는 응용층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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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아키텍처

의 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무선 관점에서
계층이나
계층을 근간에 둔 계층과 단말기 내부의 관점에서 모바일 폰을 중심으로 계층을
바라볼 수 있다 스마트밀리터리 환경에서
을 와 다르게 하나의 독립된 구성요소로 포함
한 것은
은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자 측면이나 관리자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맞춤식으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술부대 단위의 소규모 전투를 수행할 때는
이 소규모 서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각각의
단말기가 하
나의 센서역할을 담당하면서 상급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을 담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계층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등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그림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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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아키텍처

의 경우는
와 유사한 계층으로 구분이 가능할 수 있으나 주된 역할이 소프트웨어를
근간으로 응용층에서 동작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밀리터리 환경의 계층을 정리하면 물리
층 네트워크층 응용층으로 크게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과 같다

그림 스마트밀리터리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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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밀리터리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안 모델

의 구성계층은 매우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로 명확히 구분
하여 정보보호를 하기는 제한된다 예를 들어 라 하더라도 신호를 수집하는 센서와 이를 연결
해 주는 네트워크 그리고 해당 센서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도 단말기가 구동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각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등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에서는 전략적 정보보안과 전술적 정보보안으로 크게 두가
지로 구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정보보안은
관리자용
를 기본으로 하고 지휘부 및 전문가 서버관리자 등 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
적 보안을 아울러서 구축되어야 한다 전술적 정보보안은
포함
사용자용
일부
계층 를 기본으로 하고 사용자 병사 포함 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 보안을 포
함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이중 전략적 정보보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축을 해 나가야 하며 전술적
정보안의 경우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보안 취약점이 감지되어도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면 우순순위
를 낮추어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론

등이 군에 적용되었을 경우 신규체계 또는 확장도입시 그때그
때마다 추가되는 정보보호체계는 나중에 최신 패턴 업데이트 등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위
험이 존재하고 있다 작은 빈틈이라도 체계상에는 매우 큰 위험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만큼 이에
따른 고민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의 정보보호시스템은 전 체계를 보았을 때 취약한 요소가 존재
하는 경우 그 취약한 요소를 기준으로 전체 시스템의 취약성이 정해지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반
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그때그때 마다 상황 및 구성에 따라 해당 취약성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적 정보보안과 전술적 정보보안을 염두에 두고 정보보호체계가 구축된다
면 효율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최적의 정보보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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