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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의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Part 1: Introduction and general model, April
2017, Version 3.1 Revision 5, CCMB-2017-04-001」을 번역한 것으로, 본 문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문을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서 문

본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CC
이다.

CC v3.1은

v3.1)은 2005년

발행된

CC v2.3의

첫 개정판

중복되는 평가 활동을 배제하고, 제품의 최종 보증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평가 활동을 축소/삭제하고, 공통평가기준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오해가 발생할 소지를 줄이고, 실제 보안성에 대한 보증 측면에서 평가 활동을 재

․

구성 재조명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공통평가기준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C v3.1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부 :

소개 및 일반모델

- 2부 :

보안기능요구사항

- 3부 :

보증요구사항

등록상표

- UNIX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통용되는 The Open Group의 등록상표이다.
- Window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통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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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사의

등록상표이다.

법적 고지 :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이하 공통평가기준, CC 3.1) 개발에 기여하였다. 아
래 정부기관은 CC 3.1 1부에서 3부의 공동 저작권자로서 국제표준 ISO/IEC 15408
을 지속적으로 개발/유지하도록 ISO/IEC에게 CC 3.1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승인한
다. 그러나 CC 3.1의 사용, 복사, 배포, 번역, 수정에 대한 권리는 아래 정부기관이
보유한다.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기관은 본 버전의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The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
Agence Nationale de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Agency
Netherlands National Communications Security Agency
Government Communications Security Bureau
Nation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
Ministerio de Adminstraciones Públicas 및
Centro Criptológico Nacional
Swedish Defence Materiel Administration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및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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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

공통평가기준은

IT

제품의 보안 기능성과 평가 과정에서 그 제품들

에 적용되는 보증수단에 대한 공통의 요구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수행된 보안성 평가의 결과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IT
2

제품은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다.

평가 과정은

IT

제품의 보안 기능성과 이에 적용된 보증수단이 이

러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결과는 소비자가

IT

제품이 그들의 보안 요구를 충족시

키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공통평가기준은 보안 기능성이 있는

4

공통평가기준은

IT

제품의 개발, 평가, 그리고/

또는 조달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IT

제품의 보안성에 적용하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통평가기준을 적절하지 않은

IT

제품

의 보안 특성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면 무
의미한 평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5

따라서, 평가받은

IT

제품은 평가된 보안 특성과 사용된 평가 방법

에 한해서 의미를 갖는다. 인증기관은 제품, 보안 특성, 방법론을 주
의 깊게 검토해서, 의미 있는 평가결과가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결정

해야 한다. 평가제품 구매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평가제품이
그들의 운영환경 및 요구사항에 유용하고 적합한지 결정해야 한다.

6

공통평가기준은 인가되지 않은 노출 및 변경, 사용능력 손실로부터

의 정보보호를 다룬다. 정보보호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일반

적으로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 한다. 공통평가기준은 이 세 가
지 외의

IT

보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공통평가기준은 악의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사람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사람에 의하
지 않은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적용 가능하다. 공통평가기준
은

IT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서의 적용 가능성을 단언하지는 않는다.

7

어떠한 분야는 특화된 기술을 포함하거나

IT

보안성 이외의 영역에

IT

보안과 다소 차이가

있어 공통평가기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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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다음과 같다.

a)

공통평가기준은

IT

보안 기능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관리상의 보안 수단에 관한 보안성 평가 기준은 포함하고 있
지 않다. 그러나 주요한 보안은 조직적, 인적, 물리적, 절차적
통제와 같은 관리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지원받을 수 있
다.

b)

공통평가기준은 전자파 방출 통제와 같은 일부 기술적인 물리
적 측면의

IT

보안성 평가는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

나 평가기준 내의 많은 개념을 이 분야에 적용할 수는 있다.

c)

공통평가기준은 평가기준 적용 시 수반되는 평가 방법론을 다
루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론은
방법론(CEM)’에서 정의된다.

d)

‘IT

보안성 평가를 위한 공통

공통평가기준은 인증기관이 적용하는 기준에 따른 관리 및 법
률 체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공통평가기준은 그러한 체
제와 관련된 평가에 활용될 것이다.

e)

인정 과정에서 평가결과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공통평가기
준의 범위를 벗어난다. ‘인정’이란 제품의 비IT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해당

IT

제품(군) 운영에 대한

권한을 승인하는 관리 절차이다. 평가 결과는 인정 과정의 기
초 자료가 된다. 그러나 비IT 관련 특성 및

IT

보안 요소와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더 적합한 다른 방법이 있으므로, 인정
자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f)

공통평가기준은 암호 알고리즘 고유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암호의 수학적 특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 공통평가기준을 적용하는 평가스킴에 암호
의 수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규정을 제공해야 한다.

8

ISO 용어인 “할 수 있다(can)”, “참고(informative)”, “해도 된다
(may)”, “ )”, “해야 한다(shall)”, “권고한다(should)”는 ISO/IEC
Directives 2부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권고한다(should)”는 공통
평가기준에서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의미를 가짐을 주의해
야 한다.

9

권고한다(Should)

-

규범적인 문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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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한다(should)”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한가지를 추천한다는 의미이거나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활동과정을

선호한다는

(ISO/IEC Directives 2부)
공통평가기준에서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의미이다.

“차선택을

선택

하는 경우 가장 선호되는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요구한다”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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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위

10

공통평가기준

1부:

소개 및 일반모델은

개념 및 원칙을 정의하고,

IT

IT

보안성 평가에 대한 일반

제품의 보안 특성 평가 시 그 전체가

근거로써 사용될 수 있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표준에 의한 일반
적인 평가 모델을 서술한다.

11

1부는

공통평가기준(1부, 2부, 3부)의 개요를 제공한다. 1부는 표준을

구성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전체 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약어를
정의하며, 평가대상(Target

of Evaluation: TOE)의 핵심 개념, 평가
인증 체계, 공통평가기준 이용자 등을 정의한다. IT 제품 평가 시
필요한 기본적인 보안 개념 또한 소개된다.
12

공통평가기준

2부

및

3부에서

제시한 기능 및 보증 컴포넌트 내에

서 허용된 오퍼레이션을 적용하여 해당 컴포넌트를 상세화할 수 있
는 다양한 오퍼레이션을 정의한다.

13

공통평가기준

1부에서는

보호프로파일, 보안요구사항 패키지, 준수

선언, 평가결과 등의 주요개념을 서술한다. 공통평가기준
안목표명세서(Security

Targets: ST)

1부는

보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모델 전반에 걸쳐서 요소별 구성을 서술한다. 평가방법론에 대한 일

‘공통평가방법론(CEM)’에서
제시된다.

반적인 정보는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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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며, 평가 스킴의

3

참고자료

14

다음의 참고자료는

CC 1부의

적용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날짜가

표기된 참고자료는 아래에 명시된 버전이 적용되며, 날짜 표시가 없
는 참고자료는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최신 버전이 적용된다.

[CC-2]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Version 3.1, revision 4,
September 2012. Part 2: Functional security
components.

[CC-3]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Version 3.1, revision 4,
September 2012. Part 3: Assurance security
components.

CEM

Common Methodology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Version 4, Sept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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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정의

15

본 문서에서 적용되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4장은 공통평가기준에서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다. 본 용어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용어들은 사용된 문맥 내에서
명확하게 설명된다.

4.1

공통평가기준 공통 용어정의

17

악의적 행동(adverse action)

18

자산(assets)

19

할당(assignment)

- TOE의

-

위협원의 자산에 대해 수행하는 행동

소유자가 가치를 부여하는 실체

- (공통평가기준의)

컴포넌트 또는 요구사항 내에

서 식별된 매개변수를 구체적으로 명세하는 것

20

보증(assurance)

- TOE가 SFR(보안기능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신뢰성의 근거

21

공격 성공 가능성(attack potential)
등의 측면에서 파악된

-

TOE

-

공격자의 전문지식, 자원, 동기

공격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22

추가(augmentation)

23

인증 데이터(authentication data)

패키지에 하나 이상의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것

-

사용자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

24

인가된 사용자(authorised user)

- SFR(보안기능요구사항)에

따라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사용자

25

베이스 보호프로파일(Base Protection Profile)

-

보호프로파일 구성

을 위한 기초로써 사용되는 보호프로파일

26

클래스(class)

-

27

조리 있는(coherent)

같은 보안목적을 가지는 공통평가기준 패밀리의 모음

-

어떤 실체가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문서의 구조와 내용을 활용주체가 이
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8

완전한(complete)

-

실체의 모든 필요한 부분이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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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완전한”의 의미는 해당 추상화 수준에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상세한 수준으로 모든 관련된 정보가 문서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

29

-

컴포넌트(component)

엘리먼트의 집합으로서 요구사항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택 단위

30

미리 정의된 합성 보증수준을 나타내는
클래스)으로 이루어진 보증패키지

31

-

합성보증패키지(composed assurance package, CAP)

확인하다(confirm)

-

3부의

공통평가기준에서

요구사항(주로

ACO

충분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가지고 상세히

검토 완료함을 의미한다.
사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엄밀성(rigour)의 수준이 다르다. 이
용어는 평가자 활동에만 적용된다.

32

연결성(connectivity)

TOE의

- TOE

외부의

IT

실체와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특성

․

모든 환경과 구성상의 모든 거리에서의 유 무선에 의한 데이터 교환을
포함한다.

33

일관성 있는(consistent)

34

대응하다(counter)

둘 이상의 실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 특정
의미한다.

위협의 영향이 반드시 제거되는 것은 아니나

그들 실체 간에 명백한 모순이 없음을 나타낸다.

완화됨을

35

-

입증 가능한 준수(demonstrable conformance)

-

보호프로파일의 일

반적 보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규정한 보안목표명세서와 보호프로파일
간의 관계
보안목표명세서는 보호프로파일과는 다른 실체와 개념을 사용해서
완전히 다른 문장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입증 가능한 준수 선언은
어떤 한

ST
36

TOE

유형을 다루는 유사 보호프로파일들이 존재하는 경우,

작성자가 이들을 동시에 준수할 수 있다.

입증하다(demonstrate)

-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증명(proof)’보다는 덜 엄밀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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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종속관계(dependency)

-

컴포넌트 간의 관계로, 종속하는 컴포넌트에

근거한 요구사항이 보호프로파일, 보안목표명세서, 또는 패키지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 (그 컴포넌트에) 종속되는 컴포넌트에 근거한 요구사항
도 보호프로파일, 보안목표명세서, 또는 패키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관계

38

서술하다(describe)

-

39

결정하다(determine)
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하다”는

실체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특정 결론을 내리

일반적으로 이미 수행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철저하

게 독립적인 분석이 수행됨을 의미하는 반면에,

“검증하다”는

이미 수행된 분석의 검토를

40

개발 환경(development environment)

41

엘리먼트(element)

42

보장하다(ensure)

있음을 확인한다.

-

-

“확인하다”
의미한다.

- TOE가

또는

개발되는 환경

분할할 수 없는 보안 요구(사항)의 최소 단위

어떤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긴밀한 인과관계가

“지원하다(helps)”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는 그 행동만으로는

결과가 완전하게 확실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43

평가(evaluation)

-

보호프로파일, 보안목표명세서,

TOE가

정의된 기

준을 만족하는지 사정하는 것

44

평가보증등급(EAL: evaluation assurance level)
미리 정의된 보증 수준을 가지는

3부의

-

공통평가기준에서

보증요구사항으로 이루어진

보증 패키지

45

인증기관(evaluation authority)

-

특정 공동체(community)를 위해

평가스킴에 의한 공통평가기준을 이행하고, 표준을 규정하고, 공동
체 내에서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의 질을 감시하는 기관

46

평가스킴(evaluation scheme)

-

특정 공동체 내에서 인증기관에 의

해 공통평가기준이 적용되는 관리 및 규정 체제

47

철저한(exhaustive)

-

명확한 계획에 의한 분석이나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접근방법론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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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평가기준에서 분석이나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정도를 표현한다.
이것은 명확한 계획에 의한 접근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이나 활동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은 모든 가능한 방법이 시험되었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면에서
더 강력한 의미이다.

48

설명하다(explain)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

“체계적인(systematic)”과

관련이 있지만

일련의 행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서술을 제공

“서술하다(describe)”와 “입증하다(demonstrate)”와는

차이가

있다. 선택된 행동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일련의 행동이
최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고 답을 하는 것이다.

49

-

확장(extension)

3부에

공통평가기준 2부에 포함되지 않은 보안기능요구사항이나

포함되지 않은 보증요구사항을 보호프로파일, 보안목표명세서

에 추가하는 것

50

외부 실체(external entity)
사람 또는

51

IT

- TOE의

외부에서

TOE와

상호작용하는

실체

패밀리(family)

-

유사한 목적을 가지지만 강조점이나 엄격함이 서로

다른 컴포넌트의 모음

52

정형화된(formal)

- 잘 확립된 수학적 개념에 기반을 두고 정의된
의미체계(semantics)를 지닌 제한된 문법(syntax) 언어로 표현된

53

설명서(guidance documentation)

54

신원(identity)

및/또는 사용을 기술한 문서

- TOE

- TOE의

배포, 준비, 운영, 관리

범주 내의 실체(혹은, 사용자, 프로세스, 디스크)

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표현

“string"을 들 수 있다.
가명(유일한)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의 한 예로
본명이나, 약칭 혹은

55

비정형화된(informal)

-

56

TSF간 전송(inter-TSF transfers)

사용인의 경우 표현은

자연어로 표현된

- TOE와

IT

제품의

- TOE의

분리된

다른 신뢰된

보안 기능성 간의 데이터 통신

57

내부 통신 채널(internal communicat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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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사이의 통신 채널

58

TOE 내부전송(internal TOE transfer)

- TOE의

분리된 부분 사이의

-

실체의 모든 면에서

데이터 통신

59

내부적으로 일관성 있는(internally consistent)
명백한 모순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문장이 문서 내에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60

반복(Iteration)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데 동일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

61

정당화(justification)

-

결론을 내리기 위한 분석을 의미한다.

“정당화(justification)은 “입증(demonstration)”보다

더 엄밀하다. 이

용어는 상당한 엄밀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논리적인 주장의 모든
단계를 매우 주의 깊고 철저하게 설명할 것을 의미한다.

62

객체(object)

TOE
63

주체의 오퍼레이션 대상이며 정보를 포함하거나 수신하는

내의 수동적인 실체

(CC 컴포넌트의) 오퍼레이션(operation(on a component of the
CC))

있다.

64

-

-

컴포넌트에 허용된 오퍼레이션은 할당, 반복, 정교화, 선택이

(객체의) 오퍼레이션(operation (on an object))

-

주체가 객체에 대해

수행하는 특정 행동

TOE가

65

운영환경(operational environment) -

66

조직의 보안정책(Organizational security policies)

운영되는 환경

규칙, 절차, 지침의 집합

-

조직의 보안

보안정책은 특정 운영환경에 속할 수 있다.

67

패키지(Package)

68

보호프로파일 합성(Protection Profile Configuration)

(예: EAL 3)

-

보안기능요구사항 또는 보증요구사항들의 지정된 집합

-

프로파일 및 보호프로파일 모듈로 구성된 보호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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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보호

69

보호프로파일 평가(Protection Profile evaluation)

-

보호프로파일(PP)이

정의된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판단하는 것

70

보호프로파일(PP: Protection Profile)

- TOE

유형에 적합한 구현-독립적인

보안요구 명세서

71

보호프로파일 모듈(Protection Profile Module)
스 보호프로파일을 보완하는

TOE

-

하나 이상의 베이

유형에 적합한 구현-독립적인 보

안요구 명세서

72

증명하다(prove)

것을 의미한다.

-

수학적 의미에서 정형 분석에 의한 일치성을 보여주는

이것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엄밀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증명하다”는
매우 엄밀한 수준에서 두
사용된다.

73

정교화(Refinement)

74

역할(Role)

-

-

TSF

표현간의 일치성을 보이고자 할 때

컴포넌트에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명세하는 것

TOE

사용자와

사이에 허용되는 상호작용을 설정하는

미리 정의된 규칙의 집합

75

비밀정보(secret)

SFP(보안기능정책)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직 인
가된 사용자 및/또는 TSF(TOE 보안기능성)에게만 알려져야 하는 정보

76

안전한 상태(secure state)

77

보안속성(Security attribute)

78

보안기능정책(SFP: Security Function Policy)

있고,

TSF가

-

특정

- TSF(TOE 보안기능성) 데이터가 일관성
SFR(보안기능요구사항)의 정확한 수행을 지속하는 상태.

- SFR을 정의하는
사용자(외부 IT 제품을 포함), 객체, 정보, 세션
성으로, 이 값들은 SFR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성)에 의해 수행되는 특정 보안 행동을
사항)로 표현될 수 있는 규칙의 집합

79

보안목적(Security obj ective)

-

데 사용되는 주체,

및/또는 자원의 특

- TSF(TOE 보안기능
서술하고 SFR(보안기능요구

식별된 위협에 대응하고/거나 식별

된 조직의 보안정책 및/또는 가정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를
서술한 것

80

보안문제(Security Problem)

- TOE에서

- 11 -

다루려는 보안 특징 및 범위를

정의한 정형화된 방식의 표현
보안문제는 다음의 내용이 결합된 것이다:

81

- TOE

및 그 운영환경에 의해 대응될 위협,

- TOE

및 그 운영환경에 의해 수행될 보안정책,

- TOE

운영환경을 위해 지원되는 가정사항

- TOE

보안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보안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

82

보안목표명세서(ST: Security Target)

-

특정

TOE에

적합한 구현-종

속적인 보안요구 명세서

83

선택(Selection)

-

컴포넌트에 서술된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을

명세하는 것

84

준정형화된(Semiformal)

-

정의된 의미체계(semantics)를 지닌 제한

85

명세하다 (specify)

86

엄격한 준수 (S trict Conformance)

된 문법(syntax) 언어로 표현된
제공함을 의미한다.

-

실체에 대한 엄밀하고 정확한 상세 설명을

-

보호프로파일 (PP)과 해당 보

호프로파일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보안목표명세서 (ST) 간
의 계층적 관계
이 관계는 “보안목표명세서는 보호프로파일 내에 있는 모든 서술문을
포함해야 하지만, 추가적인 문장을 포함할 수도 있다.”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엄격한 준수는 정해진 한 가지 방법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엄격한 요구사항에 적용될 것이다

87

보안목표명세서 평가(ST evaluation)

-

보안목표명세서(ST)가 정의된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판단하는 것

88

주체(Subj ect)

-

객체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TOE

내의 능

동적인 실체

89

평가대상(TOE: Target of Evaluation)

-

가능한 설명서가 수반되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또는 하드웨어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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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위협원(Threat Agent) - 자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실체

91

TOE 평가(TOE evaluation) -

TOE가

정의된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 TOE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소모할 수

판단하는 것

92

TOE 자원(TOE resource)

있는 모 든 것

93

여하는

94

- SFR(보안기능요구사항)들의 정확한 수행에 기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로 결합된 기능성

TOE 보안기능성

TOE의

추적하다(trace)

-

최소의 엄밀성 수준만으로 두 실체 간에 비정형화된

일치성 분석을 하는 것

95
96

TOE 외부와의 전송(Transfers outside of the TOE)

보안기능성) 통제 외부 실체와의

-

정규표현(Translation)
것을 의미한다.

TSF가

- TSF(TOE

중재하는 데이터 통신

표준화된 언어로 보안요구사항을 서술하는

정규표현은 표준 언어로 표현된 모든

SFR이

해당 보안목적으로

다시 표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97

안전한 채널 (Trusted channel)
뢰된

98

IT

- TSF(TOE

보안기능성 )와 다른 신

제품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통신할 수 있는 수단

신뢰된 IT 제품 (Trusted IT product)

- TOE와

상호작용 하는 보

안기능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정확하게 수행한다고 가정되는

TOE가

아닌 다른

예를들어 신뢰된

99

IT
IT

제품
제품은 적어도 별도로 평가된 제품일 것이다 .

안전한 경로(Trusted path)

-

사용자와

TSF(TOE

보안기능성)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통신할 수 있는 수단

100

TSF 데이터(TSF Data)

- SFR에

·

직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TOE

운영을

위한 데이터

101

TOE 보안기능성 인터페이스(TSFI: TSF Interface)

TOE

내부에 존재하나

전송하고,

TSF로부터

TSF에

포함되지 않는 주체)가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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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F로부터

외부 실체(또는

TSF로

데이터를

서비스를 호출하는

102

사용자(User)

- “외부

실체” 참조

103

사용자 데이터(User data)

104

검증하다(verify)

않는,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

-

- TSF(TOE

보안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충분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가지고 엄밀한 상

세 검토를 완료함을 의미한다.

“확인하다(confirm)”와

유사하지만 더 엄밀한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가 평가자 요구사항에서 사용되면 평가자의 독립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나타낸다.

4.2

ADV 클래스와 관련된 용어정의

105

다음 용어들은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에 대한 요구사항에 사용된다.

IEEE
것이다.

이 중 일부는
서 발췌한

106

소프트웨어 공학 용어(IEEE 표준

관리자(administrator)

- TSF에

610.12-1990)에

의해 구현된 모든 정책에 관해서 신뢰

등급을 가진 실체
모든 보호프로파일이나 보안목표명세서가 동일신뢰 등급을 가진 관리자로
가정하는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정의한 정책들을 언제나 준수한다고

TOE의 보안목표명세서에서
가정한다. 일부 정책들은 TOE의

기능성과 관련된 것일 수 있고, 다른 정책들은 운영환경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

107

호출 트리(call tree)

-

모듈이 다른 모듈을 호출하는 관계를 도식화

하여 보여주는 것

[IEEE Std 610.12-1990]
108

응집도(cohesion)

-

하나의 모듈에서 수행되는 작업(task)들의 연관

성을 측정하는 척도
응집도의 유형은 우연(coincidental), 논리(logical), 일시(temporal),

통신(communicational), 순차(sequential), 기능(functional) 응집도
등으로 구분된다.

109

우연 응집도(coincidental cohesion)

-

하나의 모듈에서 수행되는

작업(task)들이 거의 연관이 없거나 전혀 없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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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Std 610.12-1990]
“응집도(cohesion)“
110

참조

통신 응집도(communicational cohesion)

-

하나의 모듈 내에서, 작업이

다른 작업의 결과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작업을 위해 결과물을 산출하는
정도

[IEEE Std 610.12-1990]
111

“응집도(cohesion)“

112

통신 응집도를 가진 모듈의 예로는 강제적 또는 임의적 접근통제

113

복잡도(complexity)

참조

모듈이 있다.

-

복잡도는 소프트웨어의 이해, 분석, 시험, 유지에

대한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IEEE Std 610.12-1990]
114

복잡도를 줄이는 것이 모듈화 분해, 계층화, 최소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결합도 및 응집도를
통제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

115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는 소스코드의 복잡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척도의 대부분은
쉽게 측정되는 소스코드 특성(예: 연산자 및 피연산자의 수, 제어
흐름 그래프의 복잡도(원호(cyclomatic) 복잡도), 소스코드 라인 수,

실행 코드와 주석의 비율)을 사용한다. 코드를 훨씬 이해하기 쉽게
생성하기 위해서는 코딩 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116

TSF

내부 패밀리 (ADV_INT)는 모든 컴포넌트의 복잡도 분석을

요구한다. 개발자는 복잡도가 충분히 감소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는 개발자의 프로그래밍 표준, 모든 모듈이

표준을 만족시킨다는 증거(또는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 정당화된
예외가 있다는 증거), 해당 소스코드의 일부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사용의 결과, 그 외에도 개발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근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17

결합도(coupling)

-

소프트웨어 모듈간 상호 의존성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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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Std 610.12-1990]
결합도의 유형은 호출(call), 공통(common), 내용(content) 결합도 등
으로 구분된다. 아래에는 이러한 결합도 유형들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118

호출(call) 결합도

-

두 모듈간 관계

호출 결합도의 예로는 데이터(data), 스탬프(stamp), 제어(control)이
있다.

119

호출(call) 결합도(데이터)

-

단일 데이터 항목들로 구성되는 호출 매

개변수를 사용해서 엄격하게 통신하는 두 모듈 간 관계

“호출(call)
120

결합도” 참조

호출(call) 결합도(스탬프)

-

여러 가지 필드를 구성하거나 의미 있는

내부 구조를 갖는 호출 매개변수를 사용해서 통신하는 두 모듈 간
관계

“호출(call)

121

결합도” 참조

호출(call) 결합도(제어)

-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논리에 영향

을 미치게 될 정보를 전송하는 두 모듈 간의 관계

“호출(call)
122

결합도” 참조

공통(common) 결합도

-

공통의 데이터 영역이나 시스템 자원을 공

유하는 두 모듈 간의 관계

123

124

전역 변수 (global

variables)를 사용하는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전역 변수를 통한
경우 허용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이다.

모듈은 공통 결합도를
공통 결합도는 대부분의

예를 들어, 전역 변수로 사용된 변수가 하나의 모듈에서만 사용된다면
부적절하게 선언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전역 변수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a)

전역 변수를 변경하는 모듈의 수

:

일반적으로, 단 한 개의

모듈만이 전역 변수의 내용을 제어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모듈이 그 권한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충분한 정당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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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이상의 모듈이 전역 변수 제어 권한을 공유해서는 안 된
다. (전역 변수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실제로 변수의 내용에
대한 권한을 갖는 모듈을 결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루틴 프로그램이 변수를 변경하는 데 사용되나
호출하는 모듈에 의해 요청된 변경만을 수행할 경우, 호출하는

모듈이 권한이 있는 모듈이며, 그러한 모듈은 하나 보다 많을
수 있다.) 또한 복잡도 결정의 일부로서, 두 모듈이 전역 변수

의 내용에 대한 권한을 가질 때 그 둘 사이에서 변수 변경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b)

전역 변수를 참조하는 모듈의 수

:

일반적으로 전역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모듈의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 여러 개의
모듈이 전역 변수를 참조할 경우에는 그 타당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125

내용(content) 결합도

-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를 직접 참조하는

두 모듈 간의 관계
예를 들어, 다른 모듈의 코드를 변경하거나 내부 레이블을 참조할 경우
그 두 모듈은 내용 결합도 상태이다. 그 결과 한 모듈의 일부 또는 전

체 내용이 다른 모듈에 실제로 포함된다. 내용 결합은 알려지지 않은
모듈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알려진 모듈 인
터페이스만을 사용하는 호출 결합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126

영역 분리(domain separation)

각각의 사용자 또는

TSF에

대해 분리된 보안영역을 정의하는 보안 구조 특성으로, 어떤 사용자
프로세스도 다른 사용자 또는
음이 보장된다.

127

- TSF가

TSF의

보안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 없

-

단일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수

기능 응집도(functional cohesion)
행하는 기능적 특성

[IEEE Std 610.12-1990]
기능적으로 응집된 모듈은 단일 유형의 입력을 단일 유형의 출력으로
변환한다(예: 스택 관리자 또는 큐 관리자).

“응집도(cohesion)“
128

참조

상호작용(interaction)

-

실체 간의 일반적인 통신 기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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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인터페이스(interface)

130

계층화(layering)

-

-

실체 간의 통신 수단

모듈의 그룹(계층)을 분리한 소프트웨어 기술 설계.

권한을 분리하도록 계층적으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계층이 계층 구
조상 그보다 하위에 있는 계층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상위에
있는 계층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엄격한 계층화는 각 계층이 한 단계 아래의 계층으로부터만 서비스
를 제공받고, 한 단계 위의 계층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

131

논리 응집도(logical cohesion)

-

다른 자료 구조에서 유사한 행동들을 수

행하는 모듈의 특성
모듈의 기능들이 서로 다른 입력에 대하여 연관성이 있으나 세부
적으로는 다른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모듈은 논리 응집
도를 갖는다.

“응집도(cohesion)“
132

참조

모듈화 분해 (modular decomposition)

-

설계 , 개발 및 평가를 용

이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을 컴포넌트 단위로 나누는 과정

[IEEE Std 610.12-1990]
133

(TSF의) 우회불가성(non-bypassability (of the TSF))

- TSF가 SFR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재한다는 보안 구조 특성

134

절차 응집도(procedural cohesion)

135

보안영역(security domain)

-

- “논리

신뢰되지 않은 실체가 사용하기 위해

서로 간에 분리되고 보호된 방식으로

136

응집도“ 참조

순차 응집도(sequential cohesion)

-

TSF가

제공하는 환경

하나의 모듈내에서 , 작업의 결

과물이 다음 작업의 입력으로 활용되는 정도

[IEEE Std 610.12-1990]
순차적으로 응집된 모듈의 예로는 감사 기록을 작성하는 기능과
특정 유형의 감사 위반에 대한 누적 횟수를 유지하는 기능을 모두
가진 모듈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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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소프트웨어 공학(software engineering)

-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

지보수에 대한 체계적 , 원칙적 , 정량적 기법으로 소프트웨어에 대
한 공학 기법의 적용을 의미한다.

[IEEE Std 610.12-1990]
일반적으로 공학 실무에서 공학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추정(judgement)이 요구된다. 모듈화 분해, 계층화, 최소화 수단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초기에 구현되지 않더라도 향후 사용 가능한 응용프로그램을
예상하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개발자는 이러한 응용프로그램을
완전하게 구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에 적용할 로직을 포함시키고자
할 수도 있으며, 아직 구현되지 않은 모듈을 호출하고 호출 스터브

(call stub)를

남겨놓을 수도 있다. 잘 구조화된 프로그램에서 개발자가

이러한 편법을 사용한 것에 대한 정당화는 적절한 소프트웨어 공학
이론뿐 아니라 추정을 사용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138

시간 응집도(temporal cohesion)

-

거의 동시에 실행되어야 하는 기

능들을 포함하는 모듈의 특성

[IEEE Std 610.12-1990]
시간적으로 응집된 모듈의 예로는 초기화, 복구, 종료 모듈을 들 수
있다.

139

TSF 자체 보호(TSF self-protection)

- TSF는

비-TSF 코드 또는 실

체에 의해서는 손상될 수 없다는 보안 구조 특성

4.3

AGD 클래스와 관련된 용어정의

140

설치(installation)

-

사용인이

TOE를

운영환경에 맞게 구성하여

운영상태로 진입시키는 절차
설치 절차는 사용자가

TOE는

TOE를

인수한 후 일반적으로 한번만 수행된다.

보안목표명세서에 의해 보안목표명세서에 정의된 구성

환경으로 설치된다. 개발자가 이러한 절차를 수행한다면 생명주기
지원 클래스 (ALC)에서는

‘생성 (generation)'

절차이다 .

정 기 적 으 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초기 시동을 요구할
이 절차는 설치로 분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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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 가
경우는 ,

141

운영(operation)

-

배포 및 준비 후에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142

-

준비(preparation)

TOE의

TOE의 “일반

사용 단계

소비자에게 배포된

TOE를

인수하는 과정 및 설

치 과정(부팅, 초기화, 시동 및 운영단계에 이르는
등을 포함)으로 구성된 제품 생명주기의 단계

4.4

ALC 클래스와 관련된 용어정의

143

수용 기준(acceptance criteria)

144

수용 절차(acceptance procedures)

(예:

사용”, 관리 및

-

TOE의

준비상태

수용 절차 수행 시 적용되는 기준

성공적인 문서 검토, 성공적인 소프트웨어/펌웨어/하드웨어 시험 등)

상항목을

TOE의

-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경된 형

일부로 수용하기 위해 또는 생명주기의 다음 단계

로 이동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

145

이러한 절차는 수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역할 또는 개인을 식별하

146

수용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고 수용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식별한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a)

형상관리 시스템에 처음으로 항목 수용. 특히, 다른 제조사의
소프트웨어/펌웨어/하드웨어 컴포넌트를

(integration)’)
b)

TOE

TOE에

구성의 각 단계(예: 모듈, 서브시스템, 완성된

포함(‘통합

TOE의

품

질 제어)마다 형상항목을 다음 생명주기 단계로 진행시키는
것

147

c)

서로 다른 개발 현장 간의 형상항목(예

d)

소비자에게

(preliminary)

제품) 전송 이후의 절차

TOE를

: TOE의

일부 또는 모의

배포한 이후의 절차

형상관리(CM: Configuration Management)
향 및 감독에 대한 원칙:

– 기술적, 관리적 방

-

형상항목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 및 문서화

-

형상항목의 변경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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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항목 변경 진행 및 구현상태 기록 및 보고

-

요구사항 명세서의 준수 여부 검증

[IEEE Std 610.12-1990]
148

형상관리 문서(CM documentation)

-

다음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

-

형상관리 결과(configuration

management output)

․ 형상 목록(configuration list))
․ 형상관리 시스템 기록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records)

149

-

형상관리 계획(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

형상관리 사용 문서(configuration

management usage documentation)

형상관리 증거(configuration management evidence)

-

형상관리

시스템의 정확한 운영에 대한 근거로써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 형상관리 결과, 개발자가 제공한 이론적 근거, 현장 실사
동안 평가자가 수행한 관찰내용, 시험 또는 면담 등이 있다.

150

형상항목(configuration item)

- TOE를

개발하는 동안 형상관리 시

스템이 관리하는 객체
이는

TOE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평가 문서나 개발 도구와 같이

TOE의

개발과 관련된 객체일 수도 있다. 형상관리 항목은 버전과

저장(예

:

함께 형상관리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저장(예

151

하드웨어 부분)될 수 있다.

형상 목록(configuration list)

-

:

파일)되거나 참조로써

특정 버전의 완전한 제품에 대한 각

형상관리 항목의 정확한 버전과 함께 특정 제품의 모든 형상항목을
나열한 형상관리 결과 문서
이 목록은 평가된 버전의 제품을 구성하는 항목과 다른 버전의
제품을 구성하는 항목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최종 형상관리

목록은 특정 제품의 특정 버전에 한정된 문서이다. (형상관리 목록은

형상관리 도구 내의 전자 문서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의
결과(출력)라기보다는 시스템 또는 시스템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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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 형상목록은 평가문서의 일부로써 제공되어야 한다.) 형상
목록은

152

ALC_CMC의

형상관리 요구사항에 속하는 항목을 정의한다.

형상관리 결과(configuration management output)

-

형상관리 시스

템이 생성 또는 수행한 형상관리 관련 결과물
이러한 형상관리 관련 결과물은 행동(예

:

형상관리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안내서)뿐만 아니라 문서(예: 문서 양식에 기재된 내용, 형상관

리 시스템 기록, 로그 데이터, 결과 데이터의 하드 카피 및 전자문서)

로써도 나타날 수 있다. 형상관리 결과의 예로 형상목록, 형상관리
계획 및/또는 제품 생명주기 동안의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153

형상관리 계획(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 TOE에

대해 형

상관리 시스템이 사용되는 방법
형상관리 계획을 발행하는 목적은 각 담당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명백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형상관리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것은 결과 문서로 나타날 수 있다(이는 형상관리 계획이 형상관리 시

스템을 일부 적용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프로젝트 팀 구성원들이 각자의 업무 단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서이므로 사용 문서가 된다. 형상관리 계획은

특정 제품에 대한 형상관리 시스템의 용도를 정의한다. 동일한 형상관리
시스템이 각각 다른 범위에서 여러 제품에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형상관리 계획이 한 회사에서

TOE를

개발하는 동안 사용된 형상관리

시스템의 결과를 정의하고 서술함을 의미한다.

154

형상관리 시스템(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

개발자가

제품의 생명주기 동안 제품의 형상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 및 도구(문서 포함)의 집합을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
형상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수준의 엄밀성 및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엄밀성과 기능이 높은 수준에서는 형상관리 시스템은 자동화되며,
결함 교정, 변경 통제 및 기타 추적 메커니즘 등이 제공된다.

155

형상관리 시스템 기록(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records)

-

형상관리 시스템의 운영 중에 생성된 , 중요한 활동을 기록하는

결과물
예를 들어, 형상관리 항목 변경 통제 서식 또는 형상항목 접근 승인
서식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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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형상관리 도구 (configuration management tools)

-

형상관리 시

스템을 구현하거나 지원하는 수동 또는 자동화 운영 도구
예를 들어,

157

TOE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버전 관리 도구를 들 수 있다.

형상관리 사용 문서(configuration management usage documentation)

-

형상관리 시스템의 일부로써 형상관리 시스템이 정의되고 적용되는

방법을 서술
예를 들어, 안내서, 규정 및/또는 도구/절차 문서 등을 들 수 있다.

158

배포(delivery)

-

TOE를

완성된

생산 환경에서 소비자에게로 전달하

는 것과 관련된 제품 생명주기 단계
배포 단계는 개발 현장에서 포장 및 보관하는 것은 포함할 수 있지
만, 서로 다른 개발자 또는 개발 현장간에 미완성된
의 일부분을 전송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59

개발자(developer)

- TOE

160

개발(development)

- TOE의

TOE

또는

TOE

개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직
구현 표현을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제품

생명주기 단계
생명주기 지원 클래스(ALC)의 요구사항에서는 개발 및 관련 용어들

(개발자,

개발하다)은 개발 및 생산을 포함하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161

개발 도구(development tools)

- TOE의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경우, 개발 도구는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는

도구(적용 가능한 경우 시험 소프트웨어 포함)

TOE의

컴파일러, 링커, 생성 도구 등이 된다.

162

구현 표현(implementation representation)

- TSF의

표현으로, 특히 설계에 대한 더 이상의 상세화 없이

최소 추상화

TSF

자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것
구현 표현의 예로 컴파일되는 소스코드나 실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하드웨어 도면 등을 들 수 있다.

163

생명주기(life-cycle)

-

시간에 따라 객체(예

존재하는 순차적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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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또는 시스템)가

164

생명주기 정의(life-cycle definition)

165

생명주기 모델(life-cycle model)

-

-

생명주기 모델에 대한 정의

특정 객체의 생명주기 관리에 사

용되는 단계 및 그 단계들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써, 일련의 단

계들이 어떤 형태인지, 단계들이 어떤 상위 수준 특성을 갖는지를
서술한다.

166

생산(production)

-

생명주기 단계에서 생산 단계는 제품 개발의 다

음 단계로써, 구현 표현을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TOE의

단계는

(generation),
(labelling)을

TOE의

구현, 즉 소비자에게 배포 가능한

제작(manufacturing),

내부 전송(internal

포함할 수 있다.

transport),

CM 시스템

통합(integration),

생성

보관(storage), 표시부착

제품 생명주기
통제

제품에 따른
CM 시스템

CM 도구

개발자의 책임

사용자의 책임

개발환경

운영환경

사용

도구 문서

시험
CM 사용 문서
절차 문서

개발

CM 절차

설치

정의

생성
생성

CM 결과

생산
(예: 제작, 통합, 생성,
보관, 표시부착)

수행

행동

CM 결과 문서
CM 계획

운영

CM
시스템
기록

형상목록

수동 CM
통제 수단

형상항목

사용

배포 과정
준비

전송

승인

*CM 문서 = CM 사용 문서 + CM 결과 문서

(그림 4.1) -

형상관리(CM) 및 제품 생명주기 용어정의

4.5

AVA 클래스와 관련된 용어정의

167

비밀 채널(covert channel)

-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신

호 채널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정책과 관찰불가성 요구사항을 위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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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의

분리

168

발견된 잠재적인 취약성(encountered potential vulnerabilities)

SFR을

평가자가 평가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있다고 식별한

169
170

TOE의

위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잠재적 약점

악용 가능한 취약성(exploitable vulnerability)

- TOE의

서

약점

SFR을

TOE의

위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

감시 공격(monitoring attacks)
운영함으로써

TOE의

-

운영환경에

설명서와 일관된 방식으로

TOE를

민감한 내부 데이터의 노출을 발생시키기 위

한 수동적인 분석 기법을 포함하는 공격 방법의 한 부류

171

-

잠재적 취약성 (potential vulnerability)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의

심되는 약점
모의 공격 경로의 효과에 의해

172

SFR을

잔여 취약성(residual vulnerability)
수 없지만,

TOE의

위반할 것이라는 의심이다.

- TOE의

운영환경에서 악용될

운영환경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격 성공 가능성을 가진 공격자가

SFR을

위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약점

173

취약성(vulnerability)
수 있는

TOE의

-

어떤 환경에서

SFR을

위반하는 데 사용될

TOE의

구성요소로서 기 평

약점

4.6

ACO 클래스와 관련된 용어정의

174

기본 컴포넌트(base component)

175

(컴포넌트의) 호환성(compatible (components))

-

합성

가된 실체이며, 종속 컴포넌트에 서비스 및 자원을 제공한다.

-

한 컴포넌트가 다

른 컴포넌트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를 일관된 운영환경에서 각 컴포
넌트에 상응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

176

른 일부분으로서 평가가 완료된

177

다

합성 TOE(composed TOE) - 성공적으로 평가된 두 개 이상의
컴포넌트로만 이루어진

178

- 합성 TOE(composed TOE)의
TOE

컴포넌트 TOE(component TOE)

TOE

종속 컴포넌트(dependent component)

-

합성

TOE의

구성요소로서

평가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실체이며, 기본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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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의존한다.

179

-

사용자에게 보안기능요구사항

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기능성에 대한 접근을

기능 인터페이스(functional interface)

(SFR)

TOE의

제공하는 외부 인터페이스
합성

TOE에서

기능 인터페이스는 종속 컴포넌트가 합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본 컴포넌트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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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의

5

공통 약어

180

다음은 공통평가기준 전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어이다.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CAP

Composed Assurance package

CC

Common Criteria

CCRA

Arrangement on the Recognition of Common
Criteria Certificates in the field of IT Security

CM

Configuration Management

DAC

Discretionary Access Control

EAL

Evaluation Assurance Level

GHz

Gigahertz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IC

Integrated Circuit

IOCTL

Input Output Control

IP

Internet Protocol

IT

Information Technology

MB

Mega Byte

OS

Operating System

OSP

Organisational Security Policy

PC

Personal Computer

PCI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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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rotection Profile

RAM

Random Access Memory

RPC

Remote Procedure Call

SAR

Security Assurance Requirement

SFR

Security Functional Requirement

SFP

Security Function Policy

SPD

Security Problem Definition

ST

Security Target

TCP

Transport Control Protocol

TOE

Target of Evaluation

TSF

TOE Security Functionality

TSFI

TSF Interface

VPN

Virtual Privat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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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요

181

6장은

공통평가기준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

"TOE"의

개념 ,

공통평가기준의 활용주체, 그 외 공통평가기준에 제시된 평가자료의
표현방법을 알아본다.

6.1

TOE

182

공통평가기준은 평가 대상 선정에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IT

제품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평가 문서에서는

“TOE(평가대상, Target of Evalu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83

TOE는

가능한 설명서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또는

184

TOE가 IT 제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TOE는 IT 제품이나 그 일부분, IT 제품들의 집합, 제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특별한 기술, 또는 이런 것들의 조합이 될 수 있다.

185

공통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점에서는

하드웨어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구분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는

TOE의 평가가 IT
것이다.
186

TOE의

IT

TOE와 IT

제품의

제품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제품 전체의 평가로 잘못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예는 다음과 같다.

-

응용 소프트웨어

-

운영체제

-

운영체제와 결합된 응용 소프트웨어

-

운영체제 및 워크스테이션과 결합된 응용 소프트웨어

-

워크스테이션과 결합된 운영체제

-

스마트카드 집적회로

-

스마트카드 집적회로의 암호 보조처리기(co-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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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단말기, 서버,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이와 연결되어 있는 원격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제외)

6.1.1

다양한 TOE 형태

187

공통평가기준에서,
여러 가지의

188

LAN

TOE(소프트웨어 TOE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형상관리 시스템 내의 파일 목록

-

컴파일된 마스터 복사본(master

-

소비자 배포용

-

설치 및 운용되는 버전

위에

열거한

“TOE”라는

CD-ROM

경우)는 다음과 같은

copy)

및 설명서가 담긴 상자

TOE로 간주된다.
사용되었을 경우, 쓰인 맥락에

것들은

용어가

결정될 것이다.

6.1.2

다양한 TOE 구성

189

IT

모두

공통평가기준에서
따라서 그 의미가

제품은 대부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즉 여러

형태로 설치될 수 있다. 공통평가기준에 근거한 평가 시
특정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결정하는데,
유연성은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TOE의

TOE가

TOE

TOE가

구성에서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는

가능한 모든 구성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설명서는 가능한

TOE

설명서는

IT

TOE

구성을 엄격히 제한하기도

제품 설명서와는 다를 수 있다.

IT
사용자 유형, 사용자 수,
개시/중지 선택항목 등)

TOE
한다. 따라서,

190

예를 들어, 운영체제

제품은 여러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예:

191

IT 제품과 TOE는 동일하고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평가될 경우,
TOE 구성은 더욱 철저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선택사항
(예: 모든 외부 연결 허용, 시스템 관리자 인증 절차 생략 등)으로
인해 TOE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허용되는/허용되지 않는 외부 연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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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192

이러한 이유로 대개의 경우

IT

제품 설명서(다양한 구성 허용)와

TOE

설명서(단 하나의 구성 또는 보안상 차이점이 없는 몇몇 구성

TOE

설명서가 둘 이상의 구성을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구성들은

모두

할당된

만을 허용)에는 차이가 있다.

193

“TOE”로

일컬어지며, 각각의 구성에서 해당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6.2

공통평가기준의 활용주체

194

TOE의

TOE에

보안성 평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소비자, 개발자, 평가자의

세 그룹으로 나뉜다 . 본 평가기준은 세 그룹 모두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다음 절은 이들 세 그룹이 공통평가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6.2.1

소비자

195

공통평가기준은 평가가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이는 평가과정의 기본적인 목적이며 평가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

196

소비자는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TOE 가

자신들의 보안 요구를

만족시키는지 결정할 수 있다. 보안 요구는 위험분석과 정책 방향의
결과로 도출된다 . 또한 , 소비자는 서로 다른
위해 평가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

197

공통평가기준은 소비자

-

TOE 를

특히 소비자 그룹과 이 해 집 단

-

비교하기

에 게 보호

프로파일이라 불리는 구현에 독립적인 구조를 제공하는데 , 이
는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소비자의 보안요구사항을 표현한 것이다.

6.2.2

개발자

198

개발자는

TOE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고 지원하는데 공통평가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식별하는데 활용할 수
불리는 구현 종속적인

TOE에 의해 만족되어야 하는 보안요구사항을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보안목표명세서라
구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안목표명세서는

하나 이상의 보호프로파일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보호프로파일에
서술된 소비자의 보안요구사항을 만족시킴을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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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공통평가기준은

TOE가 이러한 보안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평가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행동을 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공통평가기준은 증거의 내용과 표현방법에 대해서도
정의한다.

6.2.3

평가자

200

공통평가기준은

TOE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때

평가자가 사용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공통평가기준은 평가자가
수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행동을 서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동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를 명세하고 있지는 않다. 평가 및 인증
절차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는

6.2.4

기타

201

공통평가기준은
하고 있지만,

IT

TOE의

6.3절에

포함되어 있다.

보안성에 대한 명세와 평가를 목적으로

보안에 관심이나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참조 자료로서도 유용하다. 공통평가기준에 포함된 정보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해집단은 다음과 같다.

a)

조직의

IT

보안정책 및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충족시킬 책임이

있는 시스템 관리자와 시스템 보안 실무자

b)

IT

솔루션(TOE를 구성하거나 포함하는)에 대한 보안의 적절성

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 외부 감사자 및 내부 감사자

c)

IT

d)

특정 환경에서

e)

평가를 요청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는 평가 신청인

f)

IT

제품의 보안성을 명세할 책임이 있는 보안 설계자와 기획자

IT

솔루션 사용을 허가할 책임이 있는 인정자

보안성 평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인증기관

6.3

공통평가기준의 구성

202

공통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서로 연관된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부의 설명에 사용된 용어들은 7장에 설명되어 있다.

a)

1부 : 소개 및 일반모델은 공통평가기준에 대한 소개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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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보안성 평가의 원칙과 일반 개념을 정의하고 평가의

보편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b)

2부 : 보안기능요구사항은

TOE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요구사항을

정립하는 표준이 될 수 있는 기능 컴포넌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2부는

기능 컴포넌트의 집합으로 분류되며, 패밀리 및

클래스로 구성된다.

c)

3부 : 보증요구사항은

TOE에

대한 기본적인 보증요구사항을

정립하는 표준이 될 수 있는 보증컴포넌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3부는

보증컴포넌트의 집합으로 분류되며, 패밀리 및

클래스로 구성된다. 공통평가기준

3부는

또한 보호프로파일

및 보안목표명세서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의하며, 평가보증등
급(EAL,
된

203

Evaluation Assurance Level)이라
7개의 보증패키지를 제시한다.

불리는 미리 정의

위에서 열거한 공통평가기준의 각 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통평가기준에
근거한

IT

보안성 평가를 위한 공통평가방법론(CEM)이 있으며, 그

외에도 기술적 이론의 근거자료나 지침서와 같은 다른 종류의 문서가
배포될 것이다.

204

다음 표는 세 부류의 주요 활용주체가 공통평가기준의 각 부를 어
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한다.

[표 6.1]
소비자

1부

2부

3부

공통평가기준의 구성과 활용
개발자

평가자

배경정보 및 필수 참조
배경정보 및 참조 목적으로 배경정보 및 참조 목적으로 사용,
목적으로 사용, 보호프로파
사용, TOE 보안명세의 개발에 보호프로파일과 보안목표명세서
일 구조에 대한 지침으로
필수 사용
구조에 대한 지침으로 필수 사용
사용

TOE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능요구사항을 해석하고 TOE
기능요구사항을 해석하기
공식화하기 위한 지침이나 기능명세를 공식화하기 위한
참고 문헌으로 사용
참고 문헌으로 사용
참고 문헌으로 필수 사용

위한

TOE의 보증방법을 결정하고 보증요구사항을 해석하기
필요한 보증등급을 결정하기
보증요구사항을 해석하기 위한
위한 지침으로 사용
참고 문헌으로 사용
참고 문헌으로 사용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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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평가․ 인증 절차

205

평가결과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인증 체계에 따라 평가를
수행해야한다. 평가

․인증

․

감독, 평가결과 인증 등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정의한 것이다.

206

공통평가기준은 평가

․인증

․인증 체계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평가결과 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공통평가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다. 공통평가기준에 사용될 수 있는 평가방법론은

CEM에
208

체계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 평가결과를 상호인정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증기관간의 평가

207

․

체계는 평가기준 제정, 평가기관 관리

서술되어 있다.

공통평가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평가결과의 반복성과 객관성에
기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평가기준 적용 시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자의 전문적인 판단과 배경 지식을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평가결과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종 평가결과에
대한 인증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209

인증 절차는 평가결과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사하여 제품의 인증 또는
승인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인증서는 공개된다. 인증
절차는

210

IT

보안성 평가기준 적용의 일관성을 증대시키는 수단이다.

평가스킴과 인증절차는 그 스킴 및 절차를 운영하는 인증기관의
책임이며, 공통평가기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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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모델

211

7장은

공통평가기준 전반에 사용된 일반적인 개념들

-

개념이 사용되는

배경과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공통평가기준의 접근방식을 포함하여
을 소개한다. 공통평가기준
하는

2부와 3부는

1부에서

-

정의한 사용자가 반드시 참조해야

이러한 개념들을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본

장에서 서술한 접근방식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평가를 수행하는
사용자는

CEM을

활용해야 한다. 이 장은

IT

보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의 입문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212

공통평가기준은 보안 개념과 용어들을 이용하여 보안에 대해 논한다.
이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공통평가기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 그러나 개념 자체는 상당히 일반적이며
공통평가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

IT

보안 문제의 종류를 제한

7.1

자산과 보안대책

213

보안은 자산의 보호와 관련된 개념이다. 자산이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실체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파일 또는 서버의 내용

-

선거에서 표결의 신뢰성

-

전자상거래 과정의 가용성

-

고가의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

비밀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

가치에 대한 정의는 매우 주관적이므로, 위의 예 이외의 어떤 것이라도
자산이 될 수 있다.

214

이러한 자산이 위치하는 환경을 운영환경이라 한다 . 운영환경

(의
-

여러 측면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은행의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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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

- LAN
215

일반적인 사무실 환경

자산은 정보 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IT

제품에 의해

저장, 처리, 전송되는 정보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의
소유자는 이러한 정보의 가용성, 누출, 변경이 엄격하게 통제될 것과,
보안대책에 의해 자산이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림 7.1)은

자산 소유자

보안 관련 개념 및 그들의 관계를 나타낸다.

가치부여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

보안대책
보안대책을
강구함

보안대책으로
줄일 수 있음

위험

위험을 증가시킴

위협원

자산에 대한 위험

위협

자산

발생시킴

자산에 대한 위협
자산을 남용하고/하거나 손상시키고자 함

(그림 7.1)
216

보안 개념 및 관계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자산에 가치를 두는 자산 소유자의
책임이다. 실제 또는 가상의 위협원도 자산에 가치를 두지만, 이는
자산 소유자와는 반대로 자산을 남용하기 위해서이다. 위협원에는
해커, 악의 있는 사용자, 악의가 없으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용자, 컴퓨터 프로세스 및 재난(accidents) 등이 있다.

217

자산 소유자는 자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위협들을 인지할
것이다. 구체적인 보안성 손실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비밀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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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 손실, 가용성 손실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된 것은 아니다.

218

이러한 위협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 그에 따라 자산에 대
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안대책이 강구된다. 이 보안대책은 침입차
단시스템이나 스마트카드 등과 같은

IT

보안대책과 보안 경비인 및

절차와 같은 비-IT 보안대책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보안대책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ISO/IEC 27001과 ISO/IEC 27002를

참조한다.

219

자산 소유자는 자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자산이 위협에 노출

220

이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221

됨으로 인한 위험의 허용 수준에 대한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안대책의 충분성: 보안대책이 수행하기로 선언한 것을 수행하면

-

보안대책의 정확성: 보안대책은 수행하기로 선언한 것을 수행한다.

자산에 대한 위협은 대응된다.

자산 소유자는 보안대책이 충분하고 정확한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지식, 전문성, 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그들은 보안대책에
관하여 개발자들의 주장에만 의존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전체 또는 일부 보안대책의 충분성 및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그에 대한 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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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자산 소유자

신뢰 제공

신뢰
신뢰 요구

충분성

보안대책
보안대책에
대한 신뢰

최소화
위험

정확성
최소화

자산에 대한 위험
자산

(그림 7.2)

평가 개념 및 관계

7.1.1

보안대책의 충분성

222

평가를 수행하는 동안 보안대책의 충분성은 보안목표명세서를 통해
분석된다. 본 세부 절에서는 보안목표명세서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제공한다. 보다 상세하고 완전한 서술은

223

<부록 A>를

참고하도록 한다.

보안목표명세서는 우선 자산과 그에 대한 위협을 서술한다. 또한

(보안목적의

형태로) 보안대책을 서술하고, 이것이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 보안대책이 수행하기로 선언한 것을
수행하면, 위협은 대응된다.

224

보안목표명세서는 보안대책을 다음 두 그룹으로 나눈다.

- TOE

보안목적: 평가를 수행하는 동안 정확성이 결정되는 보안대책을

서술

-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 평가를 수행하는 동안 정확성이 결정되지
않는 보안대책을 서술

225

보안대책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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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평가기준은

IT 보안대책에 한해서만
있다 . 따라서 비 -IT 보안대책 (예 : 보안
운영환경 내에 존재하게 된다 .

-

보안대책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모든
불가능해진다.

-

몇몇

IT

IT

그 정확성을 평가할 수
경비인 , 절차 )은 항상

보안대책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일은 사실상

보안대책의 정확성은 다른 평가에서 이미 평가 완료된 것

일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평가를 반복 수행하는 것은 비용
효율적이지 못한 활동이다.

226

TOE(즉,
대하여 ,

IT 보안대책)에
보안목표명세서는 보안기능요구사항 (SFR)에서 TOE
보안목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서술을 요구한다. 정확성을 보장하고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 보안기능요구사항은 (공통평가기준
2부에 서술된 ) 표준화된 언어로 표현된다 .

227

보안목표명세서가 입증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보안기능요구사항은

- TOE
228

평가를 수행하는 동안 그 정확성이 결정될

TOE

보안목적을 만족시킨다.

보안목적 및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은 위협에 대응한다.

따라서, 보안기능요구사항과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은 위협에

대응한다.

위에서 서술한 대로, 정확한

TOE)는

TOE(즉,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정확한 운영환경(즉,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을 만족시키는

운영환경)과 함께 위협에 대응할 것이다.

TOE의

정확성과 운영환경의 정확성을

7.1.2

TOE의 정확성

229

TOE는

7.1.2와 7.1.3
다룬다.

세부 절은 각각

부정확하게 설계되고 구현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취약성을

유발하는 오류를 포함하게 될 수 있다. 공격자는 이러한 취약성을
악용하여 자산을 손상 및/또는 남용할 수 있다.

230

이러한 취약성은 개발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오류, 미비한 설계,
의도적인 악성 코드 삽입, 미비한 시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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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TOE의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이 수행될 수 있다.

- TOE

시험

-

TOE

다양한

- TOE

설계 표현 조사

개발 환경의 물리적 보안 조사

232

보안목표명세서는 위와 같은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한 활동들에 대한

233

보증요구사항이 만족되면

7.1.3

운영환경의 정확성

234

운영환경은 부정확하게 설계되고 구현될 수 있으며 ,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설명을 보증요구사항(SAR,

Security Assurance Requirement)의
형태로 제공한다. 정확성을 보장하고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증요구사항들은 (공통평가기준 3부에 서술된) 표준화된 언어로
표현된다.
TOE의

TOE가 공격자에
의해 악용 가능한 취약성을 포함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TOE의 정확성에
관한 보증의 양은 보증요구사항 자체에 의해 결정된다 . 소수의
“약한” 보증요구사항은 보다 적은 보증을 제공하며, 다수의 “강력한”
보증요구사항은 보다 많은 보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정확성이 보증되며

취약성을 유발하는 오류를 포함하게 될 수 있다 . 공격자는 이러한
취약성을 악용하여 자산을 손상 및/또는 남용할 수 있다.

235

그러나, 공통평가기준에서 운영환경의 정확성에 대한 보증은 얻을
수 없다. 즉, 운영환경에 대한 평가는 수행되지 않는다. (다음 절 참
조)

236

평가가 수행되는 동안 운영환경은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을

237

하지만,

완벽하게 (100%) 정확히 실체화한 것으로 가정된다 .

TOE

소비자가 운영환경의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운영체제

TOE의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에서

“운영환경은

신뢰

되지 않은 네트워크(예: 인터넷)로부터 접근하는 실체는 오직
를 통해서만

TOE에

ftp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

시할 경우, 소비자는 기존에 평가된 침입차단시스템을 선택하고

TOE에

대한

ftp

접근만을 허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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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환경은 관리 담당자가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할 경우, 소

만일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에서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음을

비자는 관리 담당자와의 계약 시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공통평가기준 기반의 평가 범위에는 포함되
지 않는다.

7.2

평가

238

공통평가기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아래에 기술된 보안목표명세서/TOE 평가이고, 둘째는 보호프로파일

3부에서 더 상세히 서술된다. 공통평가기
준에서 수식어 없이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안목
표명세서/TOE 평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평가로 이는 공통평가기준

239

공통평가기준에서 보안목표명세서/TOE 평가는 다음 두 단계로
진행된다.

-

보안목표명세서 평가:

TOE와

운영환경의 충분성을 결정한다.

- TOE 평가: TOE의 정확성을 결정한다. 앞 절에서
TOE 평가는 운영환경의 정확성은 평가하지 않는다.
240

기술된 대로,

보안목표명세서 평가는 (공통평가기준 3부에서 정의된) 보안목표명세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ASE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사용된 평가방법론에 따라 결정된다.

241

TOE 평가는 이보다 복잡하다. TOE 평가에 사용될 주요 입력 문서로는
TOE와 보안목표명세서 외에도 설계 문서나 개발자 시험 결과와 같이
개발환경에서 작성된 입력 문서를 포함하는 평가 증거가 있다.

242

TOE

평가는 (보안목표명세서에 포함된) 보증요구사항을 평가 증거에

적용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특정 보증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사용된 평가방법론에 따라 결정된다.

243

보증요구사항을 적용한 결과를 문서화하는 방법과, 어떤 문서를 어
떤 상세 수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된 평가방법
론 및 평가스킴에 따라 결정된다.

244

TOE

평가의 결과는 다음 둘 중 하나의 문장으로 결론지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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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E는

SFR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ST의 모든 SFR을
TOE의 보증수준은 해당 보증등급이 아니다.

모든

만족한다는

- TOE는 모든 SFR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ST의
다는 TOE의 보증수준은 해당 보증등급이다.
245

TOE

246

보안목표명세서/TOE 평가 결과를 명시하는 방법은

평가는

TOE

모든

개발이 완료된 후에 수행되거나,

행하여 수행될 수 있다.
어 있다. 평가결과는

TOE가

SFR을

TOE

만족한

개발과 병

10장에

서술되

준수하는 보호프로파일 및 패키지를 식

별하며, 이 구조들은 다음 장에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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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안요구사항의 구성

8.1

오퍼레이션

247

공통평가기준의 기능 및 보증컴포넌트는 공통평가기준 2부와 3부에서
정의된 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허용된 오퍼레이션을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다. 오퍼레이션을 사용할 때 보호프로파일/

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는 해당 요구사항에 의존하는 다른 요구사항들의
종속관계 요구가 모두 만족되도록 해야 한다. 허용된 오퍼레이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반복: 오퍼레이션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하나의 컴포넌트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

248

-

할당: 매개변수를 명세하는 것

-

선택: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을 명세하는 것

-

정교화: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명세하는 것

할당과 선택 오퍼레이션은 컴포넌트 내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을 경
우에만 허용된다. 반복과 정교화 오퍼레이션은 모든 컴포넌트에 허
용된다. 다음은 오퍼레이션에 관해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249

공통평가기준

2부의

부록은 선택과 할당 오퍼레이션에 대한 적합한

완료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PP/ST

작성자는 이 지침을 따라야 하며,

만약 따르지 못한 경우에는 차이점에 대한 정당성을 서술해야 한다.

a)

선택 오퍼레이션에서

“없음”을

명시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고 이로써 오퍼레이션 완료가 가능하다.
선택 오퍼레이션의 완료를 위해 제공되는 목록은 반드시 서술되어야
한다. 만약 "없음"이 선택되면, 다른 추가적인 선택 옵션은 선택되지
않는다. 만약 "없음"이 선택 오퍼레이션의 옵션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선택사항) 중 하나를 선택"을 명세하지
"및/또는"과의 결합이 허용가능하다.

않는 한 선택 항목은

선택 오퍼레이션은 필요할 경우 반복 오퍼레이션과 결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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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경우, 각 반복에 선택된 옵션의 적용은 독립적이
기 때문에, 다른 반복 선택의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다.

b)

"없음 "의
서술되어 있다 .

할당 오퍼레이션이 완료를 위한
공통평가기준

2부

부록에

유효한 사용은

8.1.1

반복 오퍼레이션

250

반복 오퍼레이션은 모든 컴포넌트에 허용된다 . 보호프로파일 /
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는 동일한 컴포넌트에 기반을 두는 여러 개의
요구사항을 포함함으로써 반복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 한 컴포넌트에
대해 여러 번 반복 오퍼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는 서로 달라야 한다.

이것은 할당과 선택 오퍼레이션을 모두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정교화를 다른 방법으로 적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251

각각의 반복은 유일하게 식별되어 요구사항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252

값 목록 또는 값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할당 오퍼레이션을 가진

추적이 명확하도록 해야 한다.

컴포넌트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반복 오퍼레이션을 적용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8.1.2

할당 오퍼레이션

253

할당 오퍼레이션은 컴포넌트 내의 엘리먼트가 보호프로파일/보안목
표명세서 작성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매개변수를 포함할 경우에
적용된다. 매개변수는 제한이 없는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변수의 값
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규칙이 될 수도 있다.

254

보호프로파일의 엘리먼트가 할당 오퍼레이션을 포함할 경우 보호프
로파일 작성자는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

할당을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 둔다. 이 때 보호프로파일
작성자는
달하거나

FIA_AFL.1.2 “실패한 인증 시도가
초과하면, TSF는 [할당: 대응행동

정의된 회수에 도
목록]을 수행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을 보호프로파일에 포함시킬 수 있다.

b)

할당을

완료한다.

예를

들어,

보호프로파일

작성자는

FIA_AFL.1.2 “실패한 인증 시도가 정의된 회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면, TSF는 그 외부 실체가 향후 어떤 주체에라도 연결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을 보호프로파일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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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킬 수 있다.

c)

할당의 범위를 한정하여 허용된 값의 범위를 좁힌다. 예를 들
어, 보호프로파일 작성자는

FIA_AFL.1.1 “TSF는

[할당: 인증

사건의 목록]에 관련된 [할당: 4 ~ 9 사이의 양수] 번의 실패
한 인증 시도가 발생한 경우 이를 탐지해야 한다.”와 같은 내
용을 보호프로파일에 포함시킬 수 있다.

d)

할당을 선택으로 변형하여 할당의 범위를 한정한다. 예를 들
어, 보호프로파일 작성자는
정의된 회수에 도달하거나

FIA_AFL.1.2 “실패한 인증
초과하면, TSF는 [선택: 그

시도가
사용자

가 향후 어떤 주체에라도 연결되는 것을 방지, 관리자에게 통
보] 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을 보호프로파일에 포함시킬 수
있다.

255

보안목표명세서의 엘리먼트가 할당 오퍼레이션을 포함할 경우, 보안
목표명세서 작성자는 위의

2

번째 예와 같이 할당을 완료해야 한다.

그 외의 세 가지는 보안목표명세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56

2, 3, 4
한다.

위의
해야

257

번째 경우 선택된 값은 할당에서 요구된 형태를 준수

할당이 하나의 집합(예: 주체의 집합)에 대해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
작성자는 주체 집합의 목록을 나타내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도출될
수 있는 집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

모든 주체

-X

유형의 모든 주체

- a를
-

제외한 모든 주체

의미가 명확한 어떤 주체

8.1.3

선택 오퍼레이션

258

선택 오퍼레이션은 컴포넌트 내의 엘리먼트에서 보호프로파일/보안
목표명세서 작성자가 몇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에 적용된다.

259

보호프로파일의 엘리먼트가 선택 오퍼레이션을 포함할 경우 보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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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파일 작성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260

a)

선택을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 둔다.

b)

하나 이상의 항목을 택하여 선택을 완료한다.

c)

선택 사항 중 몇 개를 제거하여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

보안목표명세서의 엘리먼트가 선택 오퍼레이션을 포함할 경우, 보안
목표명세서 작성자는 위의

2

번째 예와 같이 선택을 완료해야 한다.

그 외의 두 가지는 보안목표명세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61

위의

2

8.1.4

정교화 오퍼레이션

262

정교화 오퍼레이션은 모든 요구사항에 허용된다. 보호프로파일/보안

번째와

3

번째에서 항목(들)을 선택할 때, 선택에서 제공된

항목 중에서 택해야 한다.

목표명세서 작성자는 요구사항을 수정하여 정교화 오퍼레이션을 수
행한다. 정교화 오퍼레이션의 첫째 규칙은, 정교화된 요구사항을 만
족시키는

TOE는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에서 원래의 요구사

항 역시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교화된 요구사항은 원래
의 요구사항보다 더

“엄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규칙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정교화된 요구사항은 확장된 요구사항으로 간주되고, 그
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263

정교화 오퍼레이션의 첫째 규칙은, 정교화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TOE는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에서 원래의 요구사항 역시 만

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교화된 요구사항은 원래의 요구사항
보다 더 “엄격한” 것이어야 한다.)

264

이 규칙에서 단 하나의 예외는,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 작성

자가 주체, 객체, 오퍼레이션, 보안 속성 및/또는 외부 실체의 전체
가 아닌 일부에 적용하도록

265

SFR을 정교화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준수 선언된 보호프로파일의 보안기능요구사
항을 정교화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호프로파일의 보안기능
요구사항보다 적은 주체, 객체, 오퍼레이션, 보안속성 및/또는 외부
실체에 적용하도록 보안기능요구사항을 정교화 할 수 없다.

266

정교화의 두 번째 규칙은 정교화는 원래의 컴포넌트에 연관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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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점이다.

267

또한, 편집상의 정교화는 허용된다. 이는, 요구사항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로, 예를 들면,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거나 문법적인 정
확성을 다루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원문의 의미가 변
해서는 안 된다.

8.2

컴포넌트 간 종속관계

268

컴포넌트 간에는 종속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종속관계는 한 컴포넌
트가 그 자체로는 불충분하여 다른 컴포넌트에 의존해야만 보안 기
능성이나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269

공통평가기준 2부의 기능 컴포넌트는 다른 기능 컴포넌트에만,
보증컴포넌트는
컴포넌트는

3부

3부의
다른 보증컴포넌트에만 종속관계를 가진다. 2부
컴포넌트에 종속관계를 가질 수 도 있다. 그러나,

확장된 기능 컴포넌트가 보증컴포넌트에 대해 종속관계를 갖는 것

(그
270

반대의 경우도 포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컴포넌트 간 종속관계 설명은 공통평가기준

2부와 3부의

컴포넌트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 . 종속관계를 갖는 컴포넌트에 근거한
요구사항이

TOE

보호프로파일 및 보안목표명세서에 사용되었을 경우,

보안요구사항이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종속관계가

만족되어야 한다. 패키지를 구성할 때에도 종속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271

즉, 컴포넌트

A가

컴포넌트

B에

대해 종속관계를 가질 경우, 보호프

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가 컴포넌트

A에

근거한 보안요구사항을 포

함하면, 해당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는 다음 중 하나는 포함해야 한다.

a)

컴포넌트

B에

b)

계층구조상 컴포넌트 B보다 상위의 컴포넌트에 근거한 보안요구사항

c)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가 컴포넌트 B에 근거한 보안요구사항을

근거한 보안요구사항

포함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화

272

a)와 b)의

경우에는 종속관계 때문에 보안요구사항이 포함되면, 그

요구사항이 실제로 종속관계를 만족시킨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 대한 오퍼레이션(할당, 반복, 정교화, 선택)을 완료해야 한다.

273

세 번째 경우 보안요구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화는 다음

- 47 -

중 하나를 명시해야 한다.

-

종속관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

종속관계가

TOE의

운영환경에서 다루어졌다는 언급. 이 경우에는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에서 종속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

종속관계가 다른 보안기능요구사항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확장

보안기능요구사항, 보안기능요구사항의 조합 등에 의해) 다루어졌다는
언급.

8.3

확장 컴포넌트

274

공통평가기준에서 요구사항은

2부

또는

한다. 단, 다음 두 개의 예외는 허용된다.

- 2부의

3부의

보안기능요구사항으로 표현될 수 없는

의 보증요구사항으로 표현될 수 없는 제
표준)등(예: 암호 관련 평가)

275

컴포넌트에 근거해야

보안목적이

2부

및/또는

3부에

TOE

3자의

보안목적,

3부
요구사항(예: 법령,

근거하여 표현될 수 있지만 매우

난해하고(하거나) 복잡한 경우

위의 두 경우에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는 컴포넌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 이것을 확장 컴포넌트라고 한다 . 확장
컴포넌트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확장 보안기능요구사항 및

보증요구사항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

276

새로운 컴포넌트가 정확하게 정의되고 나면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
명세서 작성자는 그에 근거하는 하나 이상의 보안기능요구사항 또는
보증요구사항을 설정하고, 다른 보안기능요구사항, 보증요구사항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이후 시점부터, 공통평가기준에

근거하는 보안기능요구사항/보증요구사항과 확장 컴포넌트에 근거하는
보안기능요구사항/보증요구사항에는 차이가 없게 된다. 확장 컴포넌트에
관한 상세 요구사항은 공통평가기준 3부의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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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_ECD와 ASE_ECD를

9

보호프로파일 및 패키지

9.1

소개

277

소비자 그룹과 이해집단이 그들의 보안 요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목표명세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통평가기준

1부는은

패키지와 보호프로파일(PP,

특별한 구조를 제공한다.

9.4에서는

사용법을

Protection Profile)이라는

9.2와 9.3에서는
설명한다.

두 가지

각각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9.2

패키지

278

패키지는 보안요구사항의 집합에 명칭을 붙인 것이다. 패키지에는
다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

기능 패키지: 기능요구사항만을 포함

-

보증 패키지: 보증요구사항만을 포함

279

기능요구사항과 보증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패키지는 허용되지 않

280

패키지는 누구나 정의할 수 있으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는다.
패키지는 유용하고 효율적인 요구사항의 조합을 포함해야 한다.

패키지는 더 큰 패키지나 보호프로파일, 보안목표명세서와도 함께
이용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패키지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능요구사항/보증요구사항의 집합도 패키지가 될 수 있다.

281

보증 패키지의 예로 공통평가기준

Evaluation Assurance Level)을

3부에

정의된 평가보증등급(EAL,

들 수 있다 . 현시점에서는 본

공통평가기준 버전에 대한 기능 패키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9.3

보호프로파일

282

보안목표명세서가 특정
를 서술하는

TOE(예: MinuteGap v18.5 침입차단시스템)
반면, 보호프로파일은 TOE 유형(예: 침입차단시스템)을

서술한다. 따라서 동일한 보호프로파일이 여러 평가에 사용될 다양

한 보안목표명세서들에 대한 기본모델(template)로써 사용될 수 있
다. 보호프로파일 설명은

<부록 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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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상세히 서술된다.

283

일반적으로 보안목표명세서는

TOE

TOE에

대한 요구사항을 서술하며

개발자에 의해 작성된다. 보호프로파일은

TOE

유형에 대한 일

반적인 요구사항을 서술하며, 주로 다음과 같이 작성된다.

-

특정

- TOE

TOE

유형에 대한 요구사항 일치를 원하는 사용자 집단

유형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구조를 설정하고자 하는

발자 또는

- TOE의

TOE와

요구사항을

TOE

개

유사한 제품의 개발자 그룹

TOE

조달 과정의 한 단계로 명세하고 있는 정

부 또는 대기업

284

보안목표명세서가 선언할 보호프로파일의 준수 선언 유형은
보호프로파일에서 결정된다. 즉, 보호프로파일은 보안목표명세서에서
허용되는 준수의 유형을 (보호프로파일 준수 방법 ,
절 참조 ) 서술한다 .

-

< 부록 B.5>

보호프로파일에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명시하는 경우 ,

보안목표명세서는 보호프로파일을 엄격한 방식으로 준수해야 한다.

보호프로파일에서 입증 가능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명시하는 경우,
보안목표명세서는 보호프로파일을 엄격한 방식 또는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준수해야 한다.

285

즉, 보안목표명세서는 보호프로파일에서 입증 가능한 준수를 명확히

286

보안목표명세서가 여러 개의 보호프로파일에 대한 준수를 선언하는

언급할 경우에만 보호프로파일을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준수할 수 있다.

경우,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각 보호프로파일에서 정하는 방식으

로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보안목표명세서는 어떤 보호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준으로, 다른 보호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입증 가
능한 수준으로 준수를 선언할 수 있다.

287

보안목표명세서의 보호프로파일에 대한 준수의 형태는 준수를 선언
하거나, 혹은 선언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공통평가기준에서는

“부분적인”

준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

러므로 보호프로파일 작성자는 자신의 보호프로파일이 다른 보호
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가 준수를 선언하기에 어려움이 없

도록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 불가능하게 구성되지 않음을 보장해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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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다음 조건이 만족되면 보안목표명세서는 보호프로파일과 동등하거
나 더 제한적이다.

-

보안목표명세서를 만족시키는

-

보호프로파일을 만족시키는 운영환경은 모두 보안목표명세서 또한

족시킨다.

모두 보호프로파일 또한 만

만족시킨다.

즉, 보안목표명세서는
하며,
한다.

289

TOE는

TOE의

TOE에

대해서는 같거나 더 많은 제한을 두어야

운영환경에 대해서는 같거나 더 적은 제한을 두어야

이 규칙은 보안목표명세서의 각 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a)

보안문제정의: 보안목표명세서의 준수 선언 이론적 근거는 보
안목표명세서의 보안문제정의가 보호프로파일의 것과 동등하
다는(또는 그보다 제한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보안목표명세서의

두 보호프로파일의 보안문제정의 또한

․보호프로파일의

TOE는
만족시킨다.

보안문제정의를 만족시키는

모

보안문제정의를 만족시키는 운영환경은

모두 보안목표명세서의 보안문제정의 또한 만족시킨다.

b)

보안목적: 보안목표명세서의 준수 선언 이론적 근거는 보안목
표명세서의 보안목적이 보호프로파일의 보안목적과 동등하다
는

(또는

그보다 제한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보안목표명세서의 TOE 보안목적을 만족시키는 TOE는 모
두 보호프로파일의

․보호프로파일의

TOE

보안목적 또한 만족시킨다.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을 만족시키는

운영환경은 모두 보안목표명세서의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
목적 또한 만족시킨다.

290

보호프로파일의 엄격한 준수가 명세되면 다음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a)

보안문제정의:

․보안목표명세서는 보호프로파일의 보안문제정의를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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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추가적인 위협 및 조직의 보안정책을 명세할 수
있다. 다음 두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보호프로파일에
정의된 가정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특정

가정사항(또는 가정사항의 일부)을 다루는 보호프로

파일에 정의된 운영환경에 대한 모든 보안목적이 보안목

TOE

표명세서에서

보안목적으로 대체된 경우, 보호프로파

일에 명세된 해당 가정사항(또는 가정사항의 일부)은 보안
목표명세서에서 생략될 수 있다.

․새로운 가정사항이 보호프로파일의 TOE 보안목적에서 다

루어져야 하는 위협(또는 위협의 일부)을 완화시키지 않
고, 새로운 가정사항이 보호프로파일의

TOE

보안목적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조직의 보안정책(또는 조직의 보안정책의
일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규 가정사항은 보호

프로파일에 정의된 가정사항들에 추가되어 보안목표명세
서에서 정의될 수 있다.

b)

보안목적: 보안목표명세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보호프로파일의 TOE 보안목적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추
가적인

․다음

TOE

보안목적을 명세할 수 있다.

두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보호프로파일에 정의

된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보호프로파일의 어떤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은 보안목
표명세서에서

TOE

보안목적으로 명세될 수 있다. 이것을

보안목적의 재할당 (re-assigning)이라고 한다 . 보안목
적을

TOE 에

재할당하는 경우 보안목적의 이론적 근거

에서는 어떤 가정사항 또는 가정사항의 일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지 명료하게 서술해야 한다.

․새로운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이 보호프로파일의 TOE

보안목적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위협(또는 위협의 일부)을
완화시키지 않고, 새로운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이 보
호프로파일의

TOE

보안목적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조직의

보안정책(또는 조직의 보안정책의 일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규 보안목적은 보호프로파일에 정의된 운영
환경에 대한 보안목적들에 추가되어 보안목표명세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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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될 수 있다.

c)

보안요구사항: 보안목표명세서는 보호프로파일의 보안기능요
구사항 및 보증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 추가적인 또

는 계층적으로 더 강력한 요구사항을 서술할 수 있다. 보안목
표명세서의 오퍼레이션 완료는 보호프로파일과 일관성이 있어
야 하므로, 보호프로파일과 같거나 더 제한적인 형태(정교화
규칙 적용)가 될 것이다.

291

보호프로파일의 입증 가능한 준수가 적용되면 다음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

보안목표명세서는 보호프로파일과

“동등하거나

또는 더 제한적”

이라고 간주되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입증 가능한 준수에서는 해결책을 명세하는 데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다는 전제 하에 보호프로파일 작성자가 해결되어야 할
일반적인 보안 문제를 서술하고 그 해결에 필요한 요구사항의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292

보호프로파일 평가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보호프로파일 평가는
공통평가기준 3부의 보호프로파일 평가 클래스(APE) 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평가의 목적은 보호프로파일이 완전하고 일관성이 있고
기술적으로 타당하며, 다른 보호프로파일이나 보안목표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모델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입증하는 것이다.

293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를 평가된 보호프로파일에 근거하여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점이 있다.

-

보호프로파일 내에 오류, 모호한 의미, 결함이 있을 위험이 적어진다.

(해당

보호프로파일 평가를 수행했다면 발견했을) 보호프로파일의

문제가 새로운 보안목표명세서의 작성 또는 평가 중에 발견될
경우, 그것을 수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

새로운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를 평가할 때 기존에 평가된 보
호프로파일의 평가 결과를 재사용하면 평가에 드는 노력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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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보호프로파일 및 패키지의 사용

294

보안목표명세서가 패키지 및/또는 보호프로파일에 대한 준수를 선
언할 경우, 그 보안목표명세서에 대한 평가는 (보안목표명세서의 여

러 특성들 중) 보안목표명세서가 실제로 그 패키지 및/또는 보호프
로파일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준수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95

<부록 A>에

소개되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

특정한 유형의

IT

보안 제품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서 그들의 보안

요구에 대한 보호프로파일을 개발하고, 보호프로파일 평가를 받은
후 공표한다.

-

개발자는 이 보호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그것을 준수하는 보안목표

-

개발자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보안목표명세서 평가를 받는다.

TOE를

구성하고

보안목표명세서에 대한

296

TOE

(또는

평가를

그 결과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TOE를
받는다.

기존의

TOE가

사용하고) 해당

조직의 보안 요구를 준수

함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그 조직은 보안 요구를 만족하는
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과정이 패키지에도 적용된다.

TOE

9.5

다중 보호프로파일 사용

297

공통평가기준은 보호프로파일이 다른 보호프로파일을 준수하는 것
을 허용하고 있다. 즉, 각각의 보호프로파일이 이전에 생성된 보호
프로파일에 기반을 둘 수 있다.

298

예를 들어, 집적 회로(IC) 보호프로파일과 스마트카드 운영체제 보
호프로파일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PP를

준수하는 스마트카드 보호

프로파일(집적 회로 및 운영체제)을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 스마
트카드 보호프로파일 및 애플릿 적재(Applet

Loading)

보호프로파

일에 근거한 대중교통용 스마트카드 보호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개발자가 이 대중교통용 스마트카드 보호프로파일에
기초하여 보안목표명세서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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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보호프로파일, 보호프로파일-모듈 및 보호프로파일-합성

9.6.1

소개

299

TOE의

선택적인 보안특성을 다루는 모듈화된 보호프로파일을 정의

하기 위해서, 본 절에서는 보호프로파일-모듈(또는
프로파일-합성(또는

PP-합성)이라는

PP-모듈)

및 보호

두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9.6.2

보호프로파일-모듈

300

보호프로파일-모듈은 유일한 참조를 가지고 있는 일관된 요소들(위

301

보호프로파일과 달리, 보호프로파일-모듈은 특정

협, 가정사항, 조직의 보안정책, 목적 및 보안요구사항)의 집합이다.

하는 모든 제품에서 일률적으로 요구될 수는
형에 적합한 선택적인 보안특성을 다룬다.

302

각 보호프로파일-모듈은

TOE

TOE 유형에 해당
없으나, 해당 TOE 유

유형을 정의하고 만족해야 하는 필수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베이스-보호프로파일(또는 베이스

-PP)을 참조한다. 보호프로파일-모듈은 수정된 TOE 유형을 명세하
고,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보완하며, 베이스-보호프로파일과 함께 사
용되어야 한다. 보호프로파일-모듈에서는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 새
로운 요소를 도입할 수 있으며, 또한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의 일부
요소를 정교화하거나 해석할 수도 있다.
303

보호프로파일-모듈이 여러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을 참조하는 경우,

보호프로파일-모듈을 평가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베이스

-보호프로파일
304

집합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보호프로파일-모듈이 용도에 따라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을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또한 선택 가능한 베이
스-보호프로파일 집합들을 참조할 수 있다.

305

보호프로파일-모듈을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보호프로

파일-모듈은 최소한 필수 베이스-보호프로파일과 함께 보호프로파일

-합성의

일부로써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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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보호프로파일-합성

306

보호프로파일-합성은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최소한 하나의 보호프로
파일-모듈을 베이스-보호프로파일과 결합한 결과이다. 보호프로파일-

합성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과 보호프로파일-모듈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 것에 가깝다.

307

보호프로파일-합성에는

보호프로파일-모듈의

베이스-보호프로파일

이외에 더 많은 보호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으나, 최소한 참조된
보호프로파일-모듈의 베이스-보호프로파일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308

보호프로파일-모듈이 선택 가능한 베이스-보호프로파일 집합들을 정
의하는 경우, 이 중 하나의 베이스-보호프로파일만이 보호프로파일합성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309

보호프로파일-합성에는 모든 보호프로파일 요소(즉, 선택된 베이스-

보호프로파일 및 보호프로파일-모듈)에 대한 유일한 참조를 포함하
고 식별한다.

310

보호프로파일-합성은 오직 인증된 베이스-보호프로파일만을 보호프

311

보호프로파일-합성의 평가 규칙은 표준 보호프로파일 평가 규칙과

로파일-모듈과 결합할 수 있다.

유사하다. 이러한 규칙은 공통평가기준
가 클래스(ACE)에 서술된다.

3부의

보호프로파일 합성 평

9.6.4

보안목표명세서에 보호프로파일-모듈 및 보호프로파일-합성 사용

312

보호프로파일-모듈은 하나 이상의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 기초하여
특정 보호프로파일-합성을 개발하는데 사용된다. 보안목표명세서 내

에서 보호프로파일-모듈은 오직 적절히 식별된 보호프로파일-합성의
일부로서 사용된다.

313

보호프로파일-합성은 보호프로파일과 유사하게 사용된다. 보안목표

명세서는 보호프로파일-합성이 평가되었다는 전제하에 해당 보호프
로파일-합성에 대한 준수 선언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안목표
명세서에 대한 평가는 항상 그렇듯이 보호프로파일-합성 평가 결과
에 따를 것이다.

314

보호프로파일-합성 평가는 평가방법론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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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특정 제품 평가와 무관함, 또는

-

보호프로파일-합성을 준수 선언한 보안목표명세서 평가 첫 번째

단계. 그렇지 않으면 준수 선언이 무의미하고 보안목표명세서 평
가는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315

실제로, 인증되지 않은 보호프로파일-합성을 준수 선언한 보안목표

명세서는 보호프로파일-합성의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 대한 준수 선
언을 한 것으로써 여전히 평가될 수 있으며, 보호프로파일-합성의
보호프로파일-모듈을 만족하는 보안목표명세서 요소들은
합한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 추가된 것으로써 평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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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에
있다.

적

10

평가결과

10.1

소개

316

10장은 공통평가방법론(CEM)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TOE 평가의 예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17

보호프로파일 평가는 평가된 보호프로파일 목록을 생성한다.

318

보안목표명세서 평가는

319

보안목표명세서/TOE 평가는 평가된

TOE

보안목표명세서

평가의 바탕이 되는 중간 결과를 유도한다.

TOE보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록에 IT 제품이
경우 이 목록에는 특정

TOE 목록을 생성한다. 대부분의
TOE에 기반한 IT 제품을 명시할
언급되어 있더라도 제품 전체가

평가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보안목표명세서/TOE의 정확한
범위는 보안목표명세서에서 정의된다. 평가된
참고문헌을 참조한다.

보호프로
파일
평가

보호프로파일
평가결과

평가된
보호프로파일

보안목표
명세서
평가

보안목표명세서
평가결과

평가된
보안목표명세서

TOE
평가

TOE
평가결과

평가된
TOE

(그림 10.1)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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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

보호프로파일
등록부

TOE
등록부

목록의 예는

320

보안목표명세서는 패키지, 평가된 보호프로파일, 또는 평가되지 않은
보호프로파일에 근거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보안목표명세서는 다른
문서에 근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321

보안성 평가결과를 표현할 객관적인 척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평가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반복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평가기준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평가에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인증기관 간 평가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322

평가결과는

TOE

보안성에 대한 특정 방식의 조사 결과를 나타낸다.

TOE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정 응용환경에서 TOE 사용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뿐 아니라 다른 여러 보안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결과가 모든 응용환경에서의

10.2

보호프로파일 평가결과

323

공통평가기준 3부는 보호프로파일이 완전하고 일관성 있고 기술적으로
타당하며, 결과적으로 보안목표명세서 개발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평가자가 반드시 참고하도록 평가기준을 서술하고 있다.

324

평가결과에는 “준수 선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10.5절

참조)

10.3

보호프로파일-합성 평가결과

325

본 절에서는 보호프로파일-합성의 예상 평가결과 및 공통평가방법론
에 제시된 보호프로파일 합성 평가 클래스(ACE)에 따른 보안목표명
세서/TOE 예상 평가결과를 보여준다.

326

평가된 보호프로파일-합성에는 보호프로파일-합성의 베이스-보호프

327

보안목표명세서는 패키지, 평가된 보호프로파일 또는 평가되지 않은

로파일에 링크된 평가된 보호프로파일 목록을 집약한다.

보호프로파일, 평가된 보호프로파일-합성 또는 평가되지 않은 보호
프로파일-합성에 기반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328

공통평가기준

3부

보호프로파일 합성 평가 클래스(ACE)는 보호프로

파일-합성이 완전하고, 일관성 있으며 기술적으로 타당하여 보안목
표명세서 개발 시 사용하기에 적절함을 선언하기 위해 평가자가 준
수해야 하는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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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평가 결과에는 또한 “준수 선언”

10.4

보안목표명세서/TOE 평가결과

330

공통평가기준 3부는

TOE가

(10.5절

참조)을 포함해야 한다.

보안목표명세서 내의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는 보증이 충분한지를 평가자가 반드시 참고하도록
평가기준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TOE

평가결과는 보안목표명세서에

대한 적합/부적합으로 나타난다. 보안목표명세서 평가와

TOE

평가가

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제품은 등록부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에는 다음 절에 정의된 “준수 선언”을 포함해야 한다.

331

평가결과는 인증 절차에서 바로 이용될 수 있지만 , 인증 절차는

10.5

준수 선언

332

준수 선언은 평가를 통과한 보호프로파일 또는 보안목표명세서에서

공통평가기준의 범위를 벗어난다 .

만족되는 요구사항의 출처를 나타낸다 . 준수 선언에 포함된
공통평가기준 준수 선언에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

-

보호프로파일 또는 보안목표명세서가 준수를 선언하는 공통평가기
준의 버전

-

공통평가기준 2부(보안기능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2부 준수: 보호프로파일이나 보안목표명세서의 SFR이 2부의 기
“2부

능 컴포넌트에만 기반을 둔 경우

준수”로 기재된다.

․2부 확장: 보호프로파일이나 보안목표명세서의 SFR이 2부에 없
는 기능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경우

-

“2부

확장”으로 기재된다.

공통평가기준 3부(보증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3부 준수: 보호프로파일이나 보안목표명세서의 SAR이 3부의 보
증컴포넌트에만 기반을 둔 경우

“3부

준수”로 기재한다.

․3부 확장: 보호프로파일이나 보안목표명세서의 SAR이 3부에 없
는 보증컴포넌트를 포함하는 경우

333

“3부

확장”으로 기재한다.

추가적으로 준수 선언에는 패키지에 대한 준수 여부가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패키지명 준수” 또는 “패키지명 추가”로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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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명 준수: 보호프로파일이나 보안목표명세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미리 정의된 패키지(예:
재된다.

EAL)에

대해

“패키지명

준수”로 기

․보호프로파일이나 보안목표명세서의 SFR이 패키지의 SFR과 동
일한 경우

․보호프로파일이나 보안목표명세서의 SAR이 패키지의 SAR과 동
일한 경우

-

패키지명 추가: 보호프로파일이나 보안목표명세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미리 정의된 패키지에 대해 “패키지명 추가”로 기재된다.

․보호프로파일이나 보안목표명세서가 패키지의 SFR을 모두 포함
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SFR보다

SFR을

계층적으로 상위에 있는

․보호프로파일이나
334

TOE가

SAR보다

335

SAR을

포함하는 경우

SAR을

모두 포

하나라도 포함하거나, 패키지

계층적으로 상위에 있는

SAR을

포함하는 경우

보안목표명세서에 근거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보

안목표명세서의 준수 선언이
역시

SFR을

보안목표명세서가 패키지의

함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의

하나라도 포함하거나, 패키지의

“2부

TOE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준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TOE

마지막으로, 준수 선언은 보호프로파일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설
명을 포함할 수 있다.

-

보호프로파일 준수: 보호프로파일 또는

-

보호프로파일 준수 방법 (보호프로파일에만 해당): 보호프로파일이

을 만족할 경우, 준수 결과의 일부로

TOE가
기재된다.

특정 보호프로파일

나 보안목표명세서가 보호프로파일을 준수해야 하는 방법(엄격한
보호프로파일 준수 또는 입증 가능한 보호프로파일 준수)을 서술
한다. 이는

336

<부록 B>에서

더 상세히 소개된다.

공통평가기준 버번, 공통평가기준

2부

및

3부, SFR

및

SAR

패키지,

표준 보호프로파일 선언과 관련된 통상저인 공통평가기준 준수선언
외에,

-

보호프로파일-합성은 준수하는 보안목표명세서에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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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방법을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의 준수 방법을 만족하도록 엄격

한 또는 입증가능한 중 하나로 서술해야 한다.

-

보안목표명세서는 하나 이상의 보호프로파일-합성에 대한 준수 선
언을 할 수 있다.

10.6

보안목표명세서/TOE 평가결과의 활용

337

보안목표명세서와
세서에서 정의된

TOE가 평가 완료되면 자산 소유자는 (보안목표명
대로) TOE 및 운영환경이 위협에 대응한다는 보증

을 얻을 수 있다. 평가결과는 자산 소유자가 자산이 위협에 노출되
는 위험 허용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338

자산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

보안목표명세서 내의 보안문제정의가 자산 소유자의 보안 문제와

-

자산 소유자의 운영환경이 보안목표명세서에 서술된 운영환경에

일치하는가?
대한 보안목적을 준수하는가? (또는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가?)

339

위의 사항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340

또한, 평가된

합하지 않다.

TOE가

TOE는

자산 소유자의 목적에 적

운영되는 동안 알려지지 않은 오류나 취약성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개발자는

(취약점

개선을 위해)

TOE

TOE를

수정하거나

범위에 해당하는 취약점을 제거하기위해

보안목표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전 평가결과
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341

TOE에

대한 신뢰가 새로이 요구될 경우에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공

통평가기준은 재평가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재평가의 세부 절차는
본 공통평가기준 1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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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보안목표명세서
(참고)

A.1

목적 및 구성

342

<부록 A>의

목적은 보안목표명세서(ST)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다.

보안목표명세서 평가 클래스(ASE)의 평가기준은 공통평가기준
에 정의되어 있으며 기타 참고문헌을 참조하도록 한다.

343

<부록 A>는 4

3부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

보안목표명세서가 포함해야 하는 내용:

A.2절에 요약되어 있으며,
A.4 ~ A.10절에서 상세히 서술된다. A.4 ~ A.10절은 보안목표명
세서의 필수 구성요소 및 그 관계를 서술하고, 예제를 제시한다.

-

보안목표명세서의 올바른 사용법:

절에서 상세히 서술된다.

A.3절에

A.11에서는

요약되어 있으며,

A.11

보안목표명세서의 올바른 사

용 방법 및 보안목표명세서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사항을 다룬다.

-

낮은 보증수준의 보안목표명세서: 축약된 내용을 포함하는 보안목

표명세서로,

A.12절에

표준 준수 선언:

서술되어 있다.

A.13절에서는

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가

특정 표준을 만족함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한다.

A.2

보안목표명세서의 필수 구성요소

344

(그림 A.1)은

TOE에서

3부에서 주어진 보안목표명세서의 필수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그림 A.1)은 보안목표명세서의 구조상의 개
요로써 사용될 수 있으며, 이와 다른 형태의 구성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보안요구사항의 이론적 근거가 분량이 많을 경우, 보안요구사
항 장에 포함하는 대신 부록에 첨부할 수 있다. 보안목표명세서를
구성하는 각 장 및 그 내용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으며, A.4 ~ A.10
절에서 더 자세히 서술될 것이다. 보안목표명세서는 일반적으로 다
음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

공통평가기준

보안목표명세서 소개: 3개의 각기 다른 추상화 수준으로 이루어진

TOE에

관한 서술적인 설명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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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 선언: 보안목표명세서가 보호프로파일 및/또는 패키지에 대
한 준수를 선언하는지의 여부와 그 대상이 어떤 보호프로파일 및

/또는

패키지인지를 서술한다.

-

보안문제정의: 위협, 조직의 보안정책, 가정사항을 서술한다.

-

보안목적: 보안 문제의 해결책이 어떻게

-

확장 컴포넌트 정의(선택사항): 공통평가기준

TOE

보안목적과

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으로 구분되는지 서술한다.

2부나 3부에

TOE

운

포함되

지 않은 새로운 컴포넌트를 정의한다. 이것은 확장 기능요구사항
및 확장 보증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데 필요하다.

-

보안요구사항:

TOE

보안목적이 표준화된 언어로 표현되는 것으로,

표준화된 언어는 보안기능요구사항(SFR)의 형태로 되어 있다. 또
한, 보증요구사항(SAR)에 대한 정의도 제공된다.

- TOE

요약명세: 보안기능요구사항(SFR)이

는지 서술한다.

345

TOE에서

어떻게 구현되

축약된 내용을 포함하는 낮은 보증수준의 보안목표명세서가 구성될
수 있다. 이는

A.12절에서

서술된다.

A.12절을

서는 보안목표명세서가 완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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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에
것으로 가정한다.

제외한

보안목표명세서
보안목표명세서 참조

보안목표명세서 소개

TOE
TOE
TOE

참조
개요
설명

공통평가기준 준수 선언

준수 선언

보호프로파일 준수 선언
패키지 준수 선언
준수 선언의 이론적 근거
위협

보안문제정의

조직의 보안정책
가정사항

TOE
보안목적

보안목적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
보안목적의 이론적 근거

확장 컴포넌트 정의

확장 컴포넌트 정의

보안기능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보증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의 이론적 근거

TOE
(그림 A.1)

요약명세

TOE

요약명세

보안목표명세서의 구성요소

A.3

보안목표명세서의 사용

A.3.1

올바른 보안목표명세서의 사용

346

일반적으로 보안목표명세서는 다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

“평가될 대상”을
정확한 TOE의 보안

평가 이전과 평가 과정 중에 보안목표명세서는
명세한다. 이 역할을 통해 보안목표명세서는

특성과 평가 범위에 대하여 개발자와 평가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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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이 역할에서는 기술적인 정확성
과 완전성이 중점 사항이 된다.
역할에 사용되는 방법을

-

A.7절에서
서술한다.

보안목표명세서가 이

평가 완료 후, 보안목표명세서는
할을 통해 보안목표명세서는

“평가된 대상”을 명세한다. 이 역
TOE 개발자 또는 판매자와 TOE의

잠재적 소비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
다. 보안목표명세서는 정확한
으로 서술하며,

TOE는

TOE의

보안 특성을 추상적인 방식

보안목표명세서를 만족하도록 평가된 것이

므로 잠재적 소비자는 이 설명에 의존할 수 있다. 이 역할에서는
보안목표명세서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이해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 중점 사항이 된다.
용되는 방법을

A.11절에서
서술한다.

보안목표명세서가 이 역할에 사

A.3.2

잘못된 보안목표명세서의 사용

347

다음은 보안목표명세서가 담당하지 않는 역할의 예이다.

-

상세한 명세: 보안목표명세서는 비교적 상위 수준 추상화 단계의

보안 명세이다. 따라서 보안목표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상세한 프로
토콜 명세, 알고리즘 및/또는 메커니즘에 대한 상세한 설명, 세부
오퍼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

완전한 명세: 보안목표명세서는 일반적인 명세가 아닌 보안 명세
를 위한 것이다. 보안 관련 사항이 아니라면, 상호운용성, 물리적

인 크기와 무게, 요구되는 전압 등의 특성은 보안목표명세서에 포
함되지 않는다. 즉, 일반적으로 보안목표명세서는 완전한 명세의
일부가 될 뿐, 완전한 명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A.4

보안목표명세서 소개 (ASE_INT)

348

보안목표명세서 소개는 다음
술식으로 설명한다.

-

보안목표명세서 참조 및
조하는

TOE의

3

TOE

단계의 추상화 수준에서

서

참조: 보안목표명세서 및 그것이 참

식별 자료를 제공한다.

- TOE

개요:

TOE를

간략하게 서술한다.

- TOE

설명:

TOE를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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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를

A.4.1

보안목표명세서 참조 및 TOE 참조

349

보안목표명세서는 그것을 식별하는 명확한 보안목표명세서 참조를
포함한다. 전형적인 보안목표명세서 참조는 제목, 버전, 작성자, 발
간일로 구성된다.

“MauveRAM 데이터베이스 보안목표명세서, 버전
1.3, MauveCorp 명세팀, 2002.10.11"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참조는
유일하여 다른 보안목표명세서들, 같은 보안목표명세서의 다른 버전
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0

보안목표명세서는 그것을 준수하는

TOE를 식별하는 TOE 참조를
포함한다. 전형적인 TOE 참조는 개발자명, TOE 이름, TOE 버전으
로 구성된다. “MauveCorp MauveRAM 데이터베이스 버전2.11”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하나의 TOE가 다른 소비자들에 의해 여러 번
평가받을 경우 여러 개의 보안목표명세서를 가질 수 있으므로, TOE
참조는 반드시 유일한 참조가 될 필요는 없다.

351

TOE가

하나 이상의 잘 알려진 제품들로 구성될 경우, 그 제품명을

명시함으로써

TOE

참조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소비

자들이 혼동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평가 과정
에서 보안 기능성 또는 주요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참조에서 그 사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52

보안목표명세서 참조와

TOE

참조는 보안목표명세서 및

시 및 참조를 용이하게 하고 그것들이 평가된
함될 수 있도록 한다.

TOE/제품

A.4.2

TOE 개요

353

TOE

354

이 때문에

A.4.2.1

TOE의

용도 및 주요 보안 특성

355

TOE의

용도 및 주요 보안 특성에 관한 설명은

TOE

TOE의

표

목록에 포

TOE/제품 중 자신들(소비자)의 보안 요
구에 맞으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에 의해 지원되는 TOE를
찾는 잠재적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TOE 개요는 몇 문단 정도로 구성된다.
개요의 목적은 평가된

TOE 개요는 TOE의 용도 및 주요 보안 특성을 간략히
서술하고, TOE 유형을 식별하고, TOE에 의해 요구되는 주요 하드
웨어/소프트웨어/펌웨어(TOE는 아닌)를 식별한다.

- 67 -

TOE가

보안과 관련

하여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안 배경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절은 (잠재적
인)

TOE

소비자를 위한 것이므로, 실무 운영 측면에서

TOE

용도

및 주요 보안 특성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술해야 한
다.

356

TOE의 용도 및 주요 보안 특성 설명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MauveCorp MauveRAM 데이터베이스 버전2.11은 네트워크 환경
에서 사용되는 다중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써, 동시에 1024명의 사
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TOE는 패스워드/토큰 및 생체인식 인증을
허용하며, 우연한 데이터 손상을 막고, 10,000번의 트랜잭션을 복구
할 수 있다. 본 TOE의 감사 기능은 구성가능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트랜잭션에 대해 상세한 감사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용자
와 트랜잭션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A.4.2.2

TOE

357

TOE 개요는 침입차단시스템, 가상사설망-침입차단시스템, 스마트카
드, 암호화 모뎀, 인트라넷,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웹 서버와 데이
터베이스, LAN,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LAN 등과 같은
TOE의 일반적인 유형을 식별한다.

358

TOE가

359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형

어떤 유형인지 쉽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면 된다.

-

특정

TOE

TOE

“없음”이라고

유형이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다.

유형에 대해 특정한 기능성이 기대되나 사실상 그 기능

성이 없는 경우

․ATM 카드 유형의 TOE가 식별/인증 기능성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침입차단시스템 유형의 TOE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프로토
콜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PKI 유형의 TOE가 인증서 폐지 기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TOE가

특정한 운영환경 내에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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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운영체제 유형의 TOE가 PC에 네트워크 연결, 플로피 드라
이브,

CD/DVD

플레이어가 있을 때 안전하게 기능할 수 없는

경우

․침입차단시스템이 그것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들
이 악의가 없는 경우에만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경우

A.4.2.3

TOE에서

360

다른

361

하드웨어/소프트웨어/펌웨어 식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TOE도 있는 반면, 많은 TOE(특히
소프트웨어 TOE)는 부가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
(비-TOE)에 의존한다. 이 경우 TOE 개요는 이러한 비-TOE 하드웨
어/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를 식별해야 한다. 이 식별 정보는
완전하고 상세할 필요는 없지만,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TOE를 사용
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하드웨어/소프트웨어/펌웨어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완전하고 상세해야 한다.
-

IT

요구되는 비-TOE 하드웨어/소프트웨어/펌웨어
제품에 의존하지 않는

프로세서
운영체제

-

1GHz 이상, RAM 512MB 이상을 갖춘 표준 PC로 Yaiza
버전3.0 업데이트 6b, c, 또는 7, 또는 버전4.0이 운영된다.

1GHz 이상, RAM 512MB 이상을 갖춘 표준 PC로 Yaiza
운영체제 버전3.0 업데이트 6d가 운영되고, 1.0 WM 드라이버 셋
을 갖춘 WonderMagic 1.0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다.
프로세서

- Yaiza

운영체제 버전3.0(혹은 그 이상)을 갖춘 표준

- CleverCard SB2067

집적 회로

- QuickOS 스마트카드
SB2067 집적 회로
-

운영체제 버전2.0이 운영되는

교통부장관 사무실 설치

A.4.3

TOE 설명

362

TOE

PC

LAN (2002년 12월

CleverCard

설치)

TOE에 대한 서술적인 설명문으로, 몇 페이지에 걸쳐
작성될 수 있다. TOE 설명은 평가자와 잠재적인 소비자에게 TOE의
보안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TOE 개요에서보다 상세히 제공
한다. TOE 설명은 TOE가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응용 환경을 서술하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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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363

TOE
모든

TOE의 물리적 범위를 다룬다. 이것은 TOE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와 설명서의 목록이 된다. 이 설

설명은

명은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히 서술되어야 한
다.

364

TOE

설명은

논리적 범위를 다룬다.

TOE의

논리적 보안 특

성은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히 서술된다. 이
설명은
한다.

365

TOE의

TOE의

TOE

개요에서 서술되었던 주요 보안 특성보다 더 상세해야

물리적

․논리적 범위 서술의 중요한 특성은, 그 설명이 충분

하여 어떤 부분이나 특성이

TOE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해 모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TOE가

다

른 실체(비-TOE)와 연결되어 쉽게 구별 될 수 없을 때 더욱 중요해
진다.

366

TOE가

다른 실체(비-TOE)와 연결되어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 TOE가

집적 회로 전체가 아닌 스마트카드 집적 회로의 암호화 보

- TOE가

암호화 프로세서를 제외한 스마트카드 집적 회로일 경우

조처리기(co-processor)일 경우

- TOE가 MinuteGap 침입차단시스템
환(NAT) 부분일 경우

버전18.5의 네트워크 주소 변

A.5

준수 선언 (ASE_CCL)

367

준수 선언에서는 보안목표명세서가 다음 내용을 준수하는 방법을

368

서술한다.

-

공통평가기준 2부와 3부

-

보호프로파일 (존재할 경우)

-

패키지 (존재할 경우)

보안목표명세서의 공통평가기준 준수에 대한 설명은 사용된 공통평
가기준의 버전과, 보안목표명세서가 확장된 보안요구사항을 포함하
는지 여부에 대한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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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8>절

참조)

369

보안목표명세서의 보호프로파일 준수에 대한 설명은 보안목표명세
서가 준수하는 보호프로파일의 목록을 작성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
한 설명은

370

10.4절에서

제공된다.

보안목표명세서의 패키지 준수에 대한 설명은 보안목표명세서가 준
수하는 패키지의 목록을 작성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절을 참조한다.

371

10.4

보안목표명세서는 보호프로파일-합성을 표준 보호프로파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보안목표명세서의 준수 선언에는 보
안목표명세서가 준수하는 보호프로파일-합성을 식별하는 보호프로파

일 선언을 포함할 수 있다.

A.6

보안문제정의 (ASE_SPD)

A.6.1

소개

372

보안문제정의는 보안목표명세서에서 다루는 보안 문제를 정의한다.

공통평가기준에서 고려하는 보안문제정의는 공리와 같은 것으로, 이
러한 보안문제정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공통평가기준의 범위를 벗
어나는 것이다.

373

평가결과의 유용성은 보안목표명세서에 따라 좌우되며, 보안목표명
세서의 유용성은 보안문제정의의 수준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보안문제정의를 도출하기 위해 충
분한 자원을 사용하고 잘 정의된 절차와 분석을 이용하는 것은 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374

공통평가기준

3부에

따르면 보안목표명세서의 보안문제정의 절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협이 정의된 보안목표

명세서는 조직의 보안정책을 반드시 정의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조
직의 보안정책이 없을 경우에는 위협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
한 보안목표명세서는 가정사항을 생략할 수도 있다.

375

TOE가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위협, 조직의
안정책, 가정사항을 TOE 운영환경의 독립된 영역별로 분리하여
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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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설

A.6.2

위협

376

위협 절에서는
위협을

TOE, TOE
서술한다.

운영환경, 또는 그 모두에 의해 대응될

377

위협은 자산에 대한 위협원의 악의적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378

악의적 행동은 위협원이 자산에 대해 수행하는 행동으로, 자산의 가

379

위협원은 개별 실체로 서술될 수도 있으나, 실체의 유형, 실체의 그

380

위협원의 예로는 해커, 사용자, 컴퓨터 프로세스, 재난 등이 있을 수

치에 영향을 미친다.

룹 등으로 서술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있다. 위협원은 전문 지식, 자원, 기회, 동기 등과 같은 측면에서 더
자세히 서술될 수 있다.

381

위협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회사 네트워크에서 기밀 파일을 원격으로 복사하는 (실질적인 전
문 지식 및 표준 장비를 갖추었으며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해커

-

광대역 네트워크의 성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웜

-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시스템 관리자

-

비밀 전자 통신을 도청하는 인터넷 사용자

A.6.3

조직의 보안정책 (OSP)

382

조직의 보안정책 절에서는

383

조직의 보안정책은 운영환경 내의 실제 또는 가정상의 조직에 의해

TOE, TOE의

의해 수행될 조직의 보안정책을 서술한다.

운영환경, 또는 그 모두에

현재 및/또는 향후 부과되는 (또는 부과될 것으로 여겨지는) 보안
규칙, 절차, 지침을 의미한다. 조직의 보안정책은

TOE의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조직의 보안정책은

및/또는 그 운영환

운영환경을

통제하는 조직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정책 제정 및 규정 기관에
경에 적용될 수 있다.

384

조직의 보안정책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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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

-

정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패스워드 생성 및 암호화에 대한

-

시스템 관리자 권한과 부서 기밀문서 취급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만이 부서의 파일서버를 관리해야 한다.

A.6.4

가정사항

385

가정사항 절에서는 보안 기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환경에 요구

386

가정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되는 가정사항을 서술한다.

TOE가 가정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운영환경에 설치될 경우, TOE는 모든 보안 기능성을 제공할 수 없
게 될 것이다. 가정사항은 운영환경의 물리적, 인적 및 연결성 측면
을 포함한다.
-

운영환경의 물리적 측면에 대한 가정사항

․TOE는 전자기 방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곳에 설치될 것이다.
․TOE의 관리 콘솔은 접근이 제한되는 곳에 설치될 것이다.
-

운영환경의 인적 측면에 대한 가정사항

․TOE의 사용자는 TOE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되었을
것이다.

․TOE의 사용자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승인된다.
․TOE의 사용자는 패스워드를 어딘가에 적어 두지 않을 것이다.
-

운영환경의 연결성 측면에 대한 가정사항

․TOE를 동작시키기 위해 10GB 이상의 디스크 공간을 갖춘 PC
워크스테이션이 사용 가능할 것이다.

․TOE는

이 워크스테이션 상에서 동작하는 유일한 비-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이다.

․TOE는 신뢰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387

평가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가정사항은 사실로 간주되며, 확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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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사
항은 운영환경에 대해서만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평가는

TOE에

대한 주장이 참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그 주장을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TOE

행동에 대한 가정사항은 설정될 수 없다.

A.7

보안목적 (ASE_OBJ)

388

보안목적 절은 보안문제정의에서 서술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간
결하고 추상적인 문장으로 표현한다. 보안목적의 역할은 다음 세 가
지로 구분된다.

-

보안 문제에 대해 상위 수준의 자연어로 표현된 해결책을 제공한다.

-

이 해결책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이것은 별개의 실체가 각각 보

-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 해결책이 보안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

안 문제의 한 부분을 다루어야 함을 나타낸다.
책이 됨을 입증한다.

A.7.1

상위 수준의 해결책

389

보안목적은 보안 문제에 대한 상위 수준의 해결책을 너무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들로 구성한다. 보
안목적의 추상화 수준은 관련 지식이 있는

TOE의

잠재적인 소비자

가 읽기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도를 목표로 한다. 보안목적은

자연어로 서술된다. 몇몇 보안목적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하고 표준
화된 설명이 보안요구사항의 일부로써 제공될 것이다.

A.7.2

두 부분으로 구성된 해결책

390

보안목적에서 서술된 보안목표명세서의 상위 수준의 보안 해결책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즉, 각각

TOE

보안목적과 운영환경에 대한 보

안목적이 된다. 이러한 구성은 보안 해결책이
두 실체에 의해 제공됨을 나타낸다.

A.7.2.1

TOE

391

TOE는

TOE,

그 운영환경의

보안목적
보안문제정의에서 서술된 문제의 특정 부분을 해결하기 위

한 보안 기능성을 제공한다. 이 해결책을
며,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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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가

TOE

보안목적이라고 하

달성해야 하는 목적의 집합

392

보안목적의 예는 다음과 같다.

- TOE는 TOE와
야 한다.

서버 간에 전송되는 모든 파일의 비밀성을 유지해

- TOE는

제공하는 전송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기 전에 모든

- TOE는

보안목표명세서의 부록 3에 서술된 데이터 접근 정책에 따

사용자를 식별하고 인증해야 한다.

라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393

TOE가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안목표명세서에서
TOE 보안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을 영역별로 나누어 다루는 것이 좋다.

A.7.2.2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

394

TOE의

운영환경은

TOE가 (TOE

보안목적에서 정의된) 보안 기능성

․

을 정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적 절차적 수단을 구현
한다. 이 해결책을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이라고 하며, 이는 그
운영환경이 달성해야 하는 목적을 서술하는 문장의 집합으로 이루
어진다.

395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운영환경은

TOE를

-

운영환경은 모든 사용자에게

실행하기 위해 운영체제

춘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해야 한다.

TOE

lnux

버전3.01b를 갖

사용을 허가하기에 앞서 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TOE의

운영환경은

TOE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을 관리자 및 관리

자를 대동한 유지보수 담당자에만 한정해야 한다.

396

운영환경은

TOE가

생성한 감사 로그를 중앙 감사 서버로 전송하

기 전에 로그의 비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TOE의

운영환경이 각각 특성이 다른 여러 장소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는 보안목표명세서에서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을 설명하
는 부분을 각 장소별로 나누어 다루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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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3

보안목적과 보안문제정의의 관계

397

보안목표명세서는 보안목적의 이론적 근거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다
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각 보안목적이 어떤 위협, 조직의 보안정책, 가정사항을 다루는가
를 보여주는 추적성

-

모든 위협, 조직의 보안정책, 가정사항이 보안목적에 의해 효율적
으로 다루어진다는 정당화의 집합

A.7.3.1

보안목적과 보안문제정의 간의 추적성

398

추적성은 보안목적이 어떻게 보안문제정의에 서술된 위협, 조직의
보안정책, 가정사항으로 추적되는지를 보여준다.

a)

비논리적인 목적이 없을 것

:

b)

보안문제정의와 비교하여 완전할 것

c)

정확한 추적

각 보안목적은 적어도 하나의

위협, 조직의 보안정책, 또는 가정사항으로 추적된다.

:

각각의 위협, 조직의 보

안정책, 가정사항은 최소한 하나의 보안목적으로 추적된다.
므로,

:

가정사항은 항상

TOE

운영환경에 대해 설정되

TOE 보안목적은 가정사항으로 추적되지 않는다. 공통평
가기준 3부에서 허용되는 추적성은 (그림 A.2)에 나타나 있다.

(그림 A.2)

허용되는 보안목적과 보안문제정의 간의 추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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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여러 개의 보안목적이 하나의 위협으로 추적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는 그 보안목적들의 조합이 하나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조직의
보안정책이나 가정사항도 마찬가지이다.

A.7.3.2

추적에 대한 정당화 제공

400

보안목적의 이론적 근거는 추적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특
정 위협/조직의 보안정책/가정사항으로 추적되는 모든 보안목적이

달성될 경우, 보안목표명세서에 정의된 모든 위협, 조직의 보안정책
및 가정사항이 다루어진다. (즉, 모든 위협에 대응하고, 모든 조직의
보안정책을 수행하며, 모든 가정사항에 일치함을 의미한다.)

401

이러한 입증은 위협에 대응하고 조직의 보안정책을 수행하며 가정
사항을 지원하는 관련 보안목적 달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
이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402

보안문제정의의 일부가 보안목적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입증이
간단해진다.

“T17:

X가 A와 B 간에 전송 중인 비밀 정보를
읽는다.”라는 위협과 “OT12: TOE는 A와 B 사이의 모든 정보가 비
밀성이 유지됨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TOE에 대한 보안목적이 있을
경우, 입증은 “T17은 OT12에 의해 직접적으로 대응된다.”와 같이
간단한 문장으로 가능하다.
위협원

A.7.3.3

위협에 대응

403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 위협을 제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며, 위협을 충분히 감소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모두 의미할 수
있다.

404

405

다음은 위협을 제거하는 예이다.

-

위협원의 악의적 행동 수행 능력을 제거한다.

-

악의적 행동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도록 자산을 이동, 변경, 또는

-

위협원을 제거한다. (예: 빈번하게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장비를 네

보호한다.

트워크에서 제거한다.)

다음은 위협을 감소시키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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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위협원의 악의적 행동을 수행할 능력을 제한한다.

-

위협원의 악의적 행동을 수행할 기회를 제한한다.

-

수행된 악의적 행동이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

위협원을 저지하여 악의적 행동을 수행할 동기를 감소시킨다.

-

위협원에게 더 많은 전문지식 또는 자원을 요구한다.

다음은 위협의 효과를 완화시키는 예이다.

-

자산을 자주 백업한다.

-

자산의 사본을 준비한다.

-

자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다.

-

성공적인 악의적 행동이 항상 적시에 탐지되고 적절한 대응이 취
해짐을 보장한다.

A.7.4

보안목적: 결론

407

보안목적 및 보안목적의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다. 모든 보안목적이 달성되면

ASE_SPD

패밀리에서

정의된 보안 문제가 해결된다. 즉, 모든 위협은 대응되고, 모든 조직
의 보안정책은 수행되고, 모든 가정사항은 지원된다.

A.8

확장 컴포넌트 정의 (ASE_ECD)

408

보안목표명세서 내의 보안요구사항(다음 절 참조)은 대부분 공통평

2부 또는 3부 컴포넌트에 기초하고
2부나 3부에 기초하지 않는 요구사항이

가기준
준

있다. 그러나 공통평가기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에는 본 확장 컴포넌트 정의 절에 새로운 컴포넌트(확장 컴포넌트)
를 정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참조한다.

409

<부록 C>의 C.4절을

본 절은 확장 컴포넌트만을 포함하며, 확장 요구사항(확장 컴포넌트
에 기반을 둔 요구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확장 요구사항은 보안요구사항 절(다음 절 참조)에 포함되어야 하
며, 공통평가기준
목적을 가진다.

2부

또는

3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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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는 다른 요구사항들과 같은

A.9

보안요구사항 (ASE_REQ)

410

보안요구사항은 두 그룹으로 구성된다.

-

보안기능요구사항(SFR):

TOE

보안목적을 표준화된 언어로 표현한 것

-

보증요구사항(SAR):

TOE가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는 보

증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

411

위의 두 그룹에 대해서는

A.9.1

보안기능요구사항 (SFR)

412

보안기능요구사항은

TOE

A.9.1절과 A.9.2절에서

서술될 것이다.

보안목적을 변환한 것이다. 이는 보통 상

세한 추상화 수준으로 서술되나, 완전하게 변환되어야 하고(즉, 보안

목적은 완전히 다루어져야 한다.), 특정 기술(구현)에 있어 독립적이
어야 한다. 공통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변환이 표준
화된 언어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

평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TOE

보안목적은 대부

분 자연어로 표현되는데, 이를 표준화된 언어로 옮기는 것은
의 기능성을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TOE

두 보안목표명세서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두 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가 보안목적을 서술하는 데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표준화된 언어는 같은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도록 강제하
므로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413

공통평가기준에서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을 표준화된 언어로 변
환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운영환경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따라

서 평가를 목표로 하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운영 시스템의 보
안 평가에 대한 관련 항목은 참고문헌을 참조한다.

414

운영환경의 일부가 다른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평가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운영체제

TOE가

운영환

경 내에 침입차단시스템을 요구하고 다른 평가에서 그 침입차단시
스템을 평가할 수 있으나, 이 평가는 운영체제
는 것이다.

A.9.1.1

TOE와는

공통평가기준에서 표준화된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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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없

415

공통평가기준은 표준화된 언어로의 표현을 위해 다음 세 가지 방법
을 지원한다.

a)

평가 대상을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 미리 정의된 간결한

“언어”

제공: 이 언어는 공통평가기준

2부에서

정의된 컴포넌

트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부록
절 참조),

TOE

C.5>

보안목적을 보안기능요구사항(SFR)으로 표현할

때 이 언어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b)

오퍼레이션 제공: 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가 보안기능요구사항
을 수정하여

TOE

보안목적을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

는 메커니즘. 공통평가기준
네 가지 오퍼레이션을
설명된다.

c)

1부는 할당, 선택, 반복, 정교화의
정의한다. 이것은 8.1절에서 더 상세히

종속관계 제공: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더욱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지원하는 메커니즘. 공통평가기준

2부에서,

하나의 보안

기능요구사항은 다른 보안기능요구사항에 대해 종속관계를 가
질 수 있다. 이것은 곧 보안목표명세서가 어떤 보안기능요구

사항을 사용하면, 다른 보안기능요구사항도 사용할 필요가 있

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가 필요한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적어지면 보안목표명
세서의 완전성이 증대된다. 종속관계는
상세히 설명된다.

<부록 C.3>절에서

더

A.9.1.2

보안기능요구사항과 보안목적의 관계

416

보안목표명세서는 보안요구사항의 이론적 근거를 포함하는데, 이것
은 보안기능요구사항에 관련하여 다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a)

각 보안기능요구사항이 어떤

TOE

보안목적을 다루는가를 보

여주는 추적성

b)

모든

TOE

보안목적이 보안기능요구사항에 의해 효율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정당화 집합

A.9.1.2.1

보안기능요구사항과

TOE

417

추적성은 보안기능요구사항이 어떻게

보안목적 간의 추적성

TOE

보안목적으로 추적되는

지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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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논리적인 보안기능요구사항이 없을 것
적어도 하나의 보안목적으로 추적된다.

- TOE

보안목적과 비교하여 완전할 것

:

각 보안기능요구사항은

각

한 하나의 보안기능요구사항으로 추적된다.

418

여러 개의 보안기능요구사항이 하나의

TOE

TOE

보안목적은 최소

보안목적으로 추적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그 보안기능요구사항들의 조합이 하나의
보안목적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TOE

A.9.1.2.2

추적성에 대한 정당화 제공

419

보안요구사항의 이론적 근거는 추적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TOE 보안목적으로 추적되는 모든
경우, 그 TOE 보안목적은 달성된다.
특정

420

이러한 입증은

TOE

보안기능요구사항이 만족될

보안목적을 달성하는 관련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결론
을 이끌어낸다.

421

보안기능요구사항이

A.9.2

보증요구사항 (SAR)

422

보증요구사항은

간단해진다.

TOE

TOE가

보안목적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입증이

평가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다음

과 같은 이유로 표준화된 언어를 사용한다.

- TOE가

평가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표준화된

언어는 정확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며, 모호한 의미를 없앤다.

-

두 보안목표명세서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두 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가 평가를 서술하는 데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
만, 표준화된 언어는 같은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므로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423

3부에서 정의된 컴포넌트의 집합으
로 정의된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언어의 사용은 필수적이
다. 공통평가기준은 이 언어를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강화한다.
표준화된 언어는 공통평가기준

-

오퍼레이션 제공: 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가 보증요구사항을 수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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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메커니즘. 공통평가기준은 할당, 선택, 반복, 정교화의 네
가지 오퍼레이션을 포함한다. 이것은

-

8.1절에서

더 상세히 설명된다.

종속관계 제공: 보증요구사항을 더욱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지
원하는 메커니즘. 공통평가기준

(SAR)은

3부에서,

하나의 보증요구사항

다른 보증요구사항에 대해 종속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

것은 곧 보안목표명세서가 어떤 보증요구사항을 사용하면, 다른

보증요구사항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안
목표명세서 작성자가 필요한 보증요구사항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적어지면 보안목표명세서의 완전성이 증대된다. 종속관계는
에서 더 상세히 설명된다.

8.2절

A.9.3

보증요구사항 및 보안요구사항의 이론적 근거

424

보안목표명세서는 특정 보증요구사항의 집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이유를 설명하는 보안요구사항의 이론적 근거를 포함한다. 이 설
명의 형식에는 특정한 규칙이 없다. 이 설명의 목적은 보안목표명세

서를 읽는 사람이 왜 특정 집합이 선택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425

보증요구사항은 보안목표명세서의 나머지 부분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관되지 않는 예로는, 보안문제정의에서 위협원의 공격 능력
이 매우 높다고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보증요구사항에 낮은 수준의
취약성 분석 패밀리(AVA_VAN)가 포함되거나 또는 취약성 분석 패
밀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A.9.4

보안요구사항: 결론

426

보안목표명세서의 보안문제정의에서 보안 문제는 위협, 조직의 보안

정책 및 가정사항으로 구성된다고 서술하였다. 보안목적 절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 TOE
427

보안목적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

추가적으로, 모든 보안목적이 달성되면 보안 문제가 해결됨을 증명
하는 보안목적의 이론적 근거가 제공된다. 보안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모든 위협이 대응되고, 모든 조직의 보안정책이 수행되고, 모
든 가정사항이 지원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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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보안정책

위협

가정사항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

TOE
보안목적

보안기능
요구사항

(그림 A.3)
428

보증요구사항

보안문제정의, 보안목적, 보안요구사항 간의 관계

보안목표명세서의 보안요구사항 절에서

TOE

보안목적은 보안기능

요구사항으로 표현되며, 모든 보안기능요구사항이 만족되면 모든

TOE

보안목적이 달성됨을 증명하는 보안요구사항의 이론적 근거가

429

또한,

TOE를

430

위에 서술된 모든 사항들이 조합되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제공된다.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보증요구사항의 집합이 그

집합의 선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공된다.
있다. 모든 보안기능요구사항 및 보증요구사항이 만족되고 모든 운
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이

달성되면,

보안문제정의

패밀리

(ASE_SPD)에 정의된 보안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증, 즉 모든 위협이
대응되고, 모든 조직의 보안정책이 수행되고, 모든 가정사항이 지원
된다는 보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그림 A.3)에 도식화되어있다.
431

얻을 수 있는 보증의 양은 보증요구사항에 의해 정의되며, 그 양이 충
분한지의 여부는 보증요구사항의 선택에 대한 설명에 의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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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TOE 요약명세 (ASE_TSS)

432

TOE

요약명세의 목적은

TOE의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는
명세는

TOE가

TOE가
것이다. TOE

잠재적인 소비자에게

모든
요약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술 메커니

즘을 제공해야 한다. 이 설명은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TOE의

일반적

인 형태 및 구현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33

예를 들어,
위해

TOE가
FIA_UAU.1

인터넷

PC이고

보안기능요구사항이 인증을 명세하기

컴포넌트를 포함할 경우,

TOE

요약명세는 이 인

TOE가

사용하는 적용 가

증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패스워드, 토큰, 홍채 인식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능한 표준과 같은 부가적인 정보나, 더 상세한 설명도 제공될 수 있다.

A.11

보안목표명세서에 관한 질의사항

434

평가가 종료된 후, 보안목표명세서는

“평가된

역할을 통해 보안목표명세서는

개발자 또는 판매자와

TOE의
잠재적 소비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보안목표명세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및 더 많은 질문)에 답
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의 수많은 보안목표명세서/TOE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보안

목표명세서/TOE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

TOE

대상”을 명세한다. 이

TOE

개요는

(몇

문단 정도로 구성)을 제공한다.

이

TOE가

질문은

내가 갖추고 있는

TOE

IT

TOE에

TOE

개요

대한 간략한 요약

기반 구조에 적합한 것인가? 이

개요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TOE

개요는

TOE를

운

영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펌웨어/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을 식
별한다.

-

이

TOE가

나의 운영환경에 적합한 것인가? 이 질문은 운영환경에

TOE가

기능하기 위해 운영환경에 요구하는 모든 제약 사항들

대한 보안목적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
은

을 식별한다.

- (관심
문은

있는 독자의 관점에서)

TOE

TOE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 질

개요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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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

개요는

TOE에

대한

간략한 요약(몇 문단 정도로 구성)을 제공한다.

- (잠재적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TOE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 질
문은 TOE 설명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TOE 설명은 TOE에 대한
상대적으로 좀 더 자세한 요약(몇 페이지 정도로 구성)을 제공한
다.
- (기술적인

관점에서)

TOE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 질문은

요약명세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TOE

요약명세는

는 메커니즘에 대한 상위 수준의 설명을 제공한다.

- (전문적인

관점에서)

TOE가

TOE가

TOE

사용하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 질문은 추상

적이며 고도로 기술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보안기능요구사항 및 그
에 대한 추가적인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루어진다.

TOE

요약명세에 의해 다

- TOE가 나의 정부/기관에서 정의한 문제를 다루는가? 이 질문은
정부/기관에서 이러한 해결책을 위해 패키지 및/또는 보호프로파
일을 정의한 경우, 보안목표명세서의 준수 선언 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준수 선언 절은 보안목표명세서가 준수하는 모든
패키지와 보호프로파일을 명시한다.
- (전문적인

관점에서)

TOE가

나의 보안 문제를 다루는가?

대응하는 위협에는 무엇이 있는가?

TOE가

TOE가

어떤 조직의 보안정책

을 수행하는가? 운영환경에 대한 가정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보안문제정의에서 다루어진다.

- TOE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보안요구사항

절의 보증요구사항에서 찾을 수 있다. 보증요구사항은

TOE를

평

가하는 데 사용된 보증 수준을 제공하고, 따라서 평가로 인해 얻
어지는

TOE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

A.12

낮은 보증수준의 보안목표명세서

435

보안목표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특히 낮은 보증수
준의 평가에서는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개발자와 평가자가 들이는
노력의 주요 부분이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낮은 보증수준의 보
안목표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436

공통평가기준은

EAL1

평가에서 낮은 보증수준의 보안목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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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허용하지만,

EAL2

이상에 대한 평가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다. 또한, 낮은 보증수준의 보안목표명세서는 낮은 보증수준의 보호
프로파일만을 준수할 수 있다(<부록

(즉,

B>

참조). 일반 보안목표명세서

완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보안목표명세서)가 낮은 보증수준의

보호프로파일을 준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437

낮은 보증수준의 보안목표명세서는 일반 보안목표명세서에 비해 훨
씬 적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보안문제정의를 서술할 필요가 없다.

- TOE

보안목적을 서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운영환경에 대한 보

안목적은 반드시 서술된다.

-

보안문제정의 서술이 없으므로, 보안목적의 이론적 근거를 서술할
필요가 없다.

- TOE

보안목적 서술이 없기 때문에, 보안요구사항의 이론적 근거

에서는 만족되지 않은 종속관계에 대해서만 정당화하면 된다.

438

낮은 보증수준의 보안목표명세서에 포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TOE와

439

보안목표명세서에 대한 참조

-

준수 선언

-

다양한 서술적인 설명

1. TOE

개요

2. TOE

설명

3. TOE

요약명세

-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

-

보안기능요구사항 및 보증요구사항(확장 컴포넌트 정의 포함), 보
안요구사항의 이론적 근거(종속관계가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낮은 보증수준의 보안목표명세서의 축약된 구성은 (그림
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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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에

나

보안목표명세서
(낮은 보증수준)
보안목표명세서 참조

보안목표명세서 소개

TOE
TOE
TOE

참조
개요
설명

공통평가기준 준수 선언
보호프로파일 준수 선언

준수 선언

패키지 준수 선언
준수 선언의 이론적 근거

보안목적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

확장 컴포넌트 정의

확장 컴포넌트 정의

보안기능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보증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의 이론적 근거

TOE
(그림 A.4)

요약명세

TOE

요약명세

낮은 보증수준의 보안목표명세서의 구성요소

A.13

보안목표명세서 내의 기타 표준 참조

440

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가 특정 암호화 표준이나 프로토콜 등의 외
부 표준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가 있다. 공통평가기준은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허용한다.

a)

조직의 보안정책(의 부분)

예를 들어, 패스워드 선택에 대한 정부 표준이 있을 경우, 이것은
보안목표명세서 내에 조직의 보안정책으로 언급될 수 있다. 이는 환
경에 대한 목적이 될 수도 있고(예:
해야 할 경우),

TOE가

TOE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선택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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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

보안목

적 및 보안기능요구사항(예:

FIA

클래스)이 될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개발자가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에서는

TOE

보안목적과 보안

기능요구사항이 조직의 보안정책을 이행하기에 충분함을 정당화해
야 한다. 평가자는 이 주장이 타당한가, 즉 조직의 보안정책이 보안

기능요구사항에 의해 구현되는가를 조사할 것이다. (평가자는 이에
대한 표준을 조사할 수도 있다.)

b)

보안기능요구사항의 정교화에 사용된 기술 표준(예: 암호화 표준 등)

이 경우에는 표준에 대한 준수가

TOE의

보안기능요구사항 이행의

한 부분이며, 표준의 내용 전체가 보안기능요구사항의 일부로 취급
된다. 준수는 다른 보안기능요구사항 준수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결정된다. 즉,

ADV:

개발 클래스 및

ATE:

시험 클래스의 설계 분석

과 시험을 통해 보안기능요구사항이 완전하고 충분하게

TOE에

구

현되어 있음이 분석된다. 표준의 일부에 대한 참조만이 요구되는 경
우, 그 부분은 보안기능요구사항 정교화 서술에 모호하지 않게 명시
되어야 한다.

c)

TOE

요약명세에 언급된 기술 표준(예: 암호화 표준 등)

TOE

요약명세는 보안기능요구사항이나

ADV:

개발 클래스에서 요

구하는 제출 문서처럼 엄격한 구현 요구사항은 아니며, 보안기능요

구사항이 구현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자가

TOE

ADV: 개발 문
있으나, 통상적으로

요약명세에서 참조하는 기술 표준이

서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표준의 이행을 시험하기 위한 활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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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보호프로파일
(참고)
B.1

목적 및 구성

441

<부록 B>의

목적은 보호프로파일(PP)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다.

보호프로파일 평가 클래스(APE)의 평가 기준은 공통평가기준
서 정의되며 참고문헌에서 제공된 문서에 의해 지원된다.

442

보호프로파일과 보안목표명세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부록에서는 그 둘의 차이점에 초점을 둔다. 공통되는 부분은

A>에
443

3부에

서술되어 있다.

<부록 B>는 4

<부록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

보호프로파일이 포함해야 하는 내용:

B.2절에 요약되어 있으며,
B.4 ~ B.9절에서 상세히 기술된다. B.4 ~ B.9절은 보호프로파일의
필수 구성요소 및 관계를 서술하고, 예제를 제시한다.

-

보호프로파일의 올바른 사용법:

-

낮은 보증수준의 보호프로파일: 축약된 내용을 포함하는 보호프로

-

표준 준수 선언:

파일로,

B.11절에

B.3절에

요약되어 있다.

서술되어 있다.

B.12절에서는

보호프로파일 작성자가

특정 표준을 만족함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한다.

B.2

보호프로파일의 필수 구성요소

444

(그림 B.1)은

TOE에서

3부에서 제시하는 보호프로파일의 필수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그림 B.1)은 보호프로파일의 구조상의 개요로
써 사용될 수 있으며, 이와 다른 형태의 구성도 가능하다. 예를 들
어, 보안요구사항의 이론적 근거가 분량이 많을 경우, 보안요구사항
장에 포함하는 대신 부록에 첨부할 수 있다. 보호프로파일을 구성하
는 각 장 및 그 내용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으며, B.4 ~ B.9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보호프로파일은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a)

공통평가기준

보호프로파일 소개:
함한다.

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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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대한 서술적인 설명문을 포

b)

준수 선언: 보호프로파일이 다른 보호프로파일 및/또는 패키
지에 대한 준수를 선언하는지의 여부와 그 대상이 어떤 보호
파일 및/또는 패키지인지를 서술한다.

c)

보안문제정의: 위협, 조직의 보안정책, 가정사항을 서술한다.

d)

보안목적: 보안 문제의 해결책이 어떻게

e)

확장 컴포넌트 정의: 공통평가기준

TOE

TOE

보안목적과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으로 구분되는지 서술한다.

2부나 3부에

포함되지 않

은 새로운 컴포넌트를 정의한다. 이것은 확장 기능요구사항
및 확장 보증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데 필요하다.

f)

보안요구사항:

TOE

보안목적이 표준화된 언어로 표현되는 것

으로, 표준화된 언어는 보안기능요구사항(SFR)의 형태로 되어
있다. 또한, 보증요구사항(SAR)에 대한 정의도 제공된다.

445

축약된 내용을 포함하는 낮은 보증수준의 보호프로파일이 구성될
수 있다. 이는

B.11절에서

<부록 B>의
포함한다.
든

서술된다. 이러한 예외를 제외한 다른 모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호프로파일이 완전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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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프로파일

보호프로파일 소개

보호프로파일 참조

TOE

개요

공통평가기준 준수 선언
보호프로파일 준수 선언

준수 선언

패키지 준수 선언
준수 선언의 이론적 근거
보호프로파일 준수 방법
위협

보안문제정의

조직의 보안정책
가정사항

TOE에
보안목적

대한 보안목적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
보안목적의 이론적 근거

확장 컴포넌트 정의

확장 컴포넌트 정의

보안기능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보증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의 이론적 근거

(그림 B.1)

보호프로파일의 구성요소

B.3

보호프로파일의 사용

B.3.1

올바른 보호프로파일의 사용

446

일반적으로 보호프로파일이란 사용자 그룹, 관리 기관, 또는 개발자
그룹이 그들의 보안 요구의 집합을 정의한 문서이다. 보호프로파일

은 소비자에게 이 집합을 참조할 수단을 제공하며, 향후 이러한 보
안 요구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447

보호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

특정한 소비자 (그룹)의 요구사항 명세의 일부로 사용. 소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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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프로파일을 만족시키는 특정 유형의

-

IT

제품만을 구매할 것이다.

특정 관리 기관의 규정의 일부로 사용. 관리 기관은 보호프로파일

IT

을 만족시키는 특정 유형의

- IT

제품만을 사용 허가할 것이다.

개발자 그룹에 의해 정의된 기준으로 사용. 이에 따라 개발자

는 그들이 생산한 모든
이끌어 낼 수 있다.

IT

제품이 이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합의를

보호프로파일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B.3.2

잘못된 보호프로파일의 사용

448

다음은 보호프로파일이 담당하지 않는 역할의 예이다.

-

상세한 명세: 보호프로파일은 비교적 상위 수준 추상화 단계의 보
안 명세이다. 따라서 보호프로파일은 일반적으로 상세한 프로토콜

명세, 알고리즘 및/또는 메커니즘에 대한 상세한 설명, 세부 오퍼
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

완전한 명세: 보호프로파일은 일반적인 명세가 아닌 보안 명세를

위한 것이다. 보안 관련 사항이 아니라면, 상호운용성, 물리적인
크기와 무게, 요구되는 전압 등의 특성은 보호프로파일에 포함되
지 않는다. 즉 일반적으로 보호프로파일은 완전한 명세의 일부가
될 뿐, 완전한 명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단일 제품의 명세: 보안목표명세서와는 달리, 보호프로파일은 단일
제품이 아닌

IT

제품 유형을 서술하기 위한 것이다. 단일 제품을

서술할 경우에는 보안목표명세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B.4

보호프로파일 소개 (APE_INT)

449

보호프로파일 소개는 다음

-

2

단계의 추상화 수준에서

TOE를 서술한다.

보호프로파일에 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보호프로파일 참조

- TOE를

간략히 서술한

TOE

개요

B.4.1

보호프로파일 참조

450

보호프로파일은 그것을 식별하는 명확한 보호프로파일 참조를 포함
한다. 전형적인 보호프로파일 참조는 제목, 버전, 작성자, 출판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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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다.

“Atlantean 해군 케이블전화 암호기 보호프로파일, 버
전2b, Atlantean 해군 조달부서, 2003.4.7”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참조는 유일하여 다른 보호프로파일, 같은 보호프로파일의 다른 버
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51

보호프로파일 참조는 보호프로파일의 표시 및 참조를 용이하게 하

B.4.2

TOE 개요

452

TOE

고 보호프로파일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개요의 목적은 평가된 제품 중 자신(소비자)들의 보안 요구에

맞으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에 의해 지원되는
잠재적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453

또한,

TOE

454

TOE

455

이 때문에

개요는 보호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존의 제품을 수정할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다.

TOE를

TOE를

찾는

설계하거나 기

개요는 일반적으로 몇 문단 정도로 구성된다.

TOE 개요는 TOE의 용도 및 주요
서술하고, TOE 유형을 식별하고, TOE에 의해
웨어/소프트웨어/펌웨어(비-TOE)를 식별한다.

보안 특성을 간략히
요구되는 주요 하드

B.4.2.1

TOE의

456

TOE의 용도 및 주요 보안 특성에 관한 설명은 TOE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절은 (잠재적인) TOE 소비자를 위한 것이므로, 실
무 운영 측면에서 TOE 용도 및 주요 보안 특성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술해야 한다.

457

TOE의 용도 및 주요 보안 특성 설명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tlantean Navy CablePhone Encryptor(TOE)는 Atlantean 해군 케
이블전화 시스템을 통해 통신하는 함선(ship)간의 비밀 통신을 가능
하게 하는 암호화 장비이다. 이를 위해 TOE는 최소 32명의 사용자
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100Mbps의 암호화 속도를 지원해야 한
다. 또한 양방향 통신과 전체 네트워크 간 전송을 지원해야 한다.

B.4.2.2

TOE

유형

458

TOE

개요는 침입차단시스템, 가상사설망-침입차단시스템, 스마트카

용도 및 주요 보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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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암호화 모뎀, 인트라넷,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웹 서버와 데이
터베이스,

TOE의

LAN,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일반적인 유형을 식별한다.

LAN

등과 같은

B.4.2.3

사용 가능한 비-TOE 하드웨어/소프트웨어/펌웨어

459

다른

460

보호프로파일은 특정 제품에 대해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IT

TOE도 있는 반면, 많은 TOE(특히
소프트웨어 TOE)는 부가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
(비-TOE)에 의존한다. 이 경우 TOE 개요는 이러한 비-TOE 하드웨
어/소프트웨어/펌웨어를 식별해야 한다.
제품에 의존하지 않는

가능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펌웨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만이 제
공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소비자를 위해 플랫폼 정보가 이미 알려
진 요구사항 명세에서는 특정한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될 수도 있다.

461

하드웨어/소프트웨어/펌웨어 식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없음 (완전한 독립형

-

일반

PC에서

TOE의

작동되는

- CleverCard SB2067

Yaiza 3.0

운영체제

집적 회로

- QuickOS 스마트카드
SB2067 집적 회로
-

경우)

운영체제 버전2.0이 운영되는

교통부장관 사무실 설치

LAN (2002년 12월

CleverCard

설치)

B.5

준수 선언 (APE_CCL)

462

준수 선언에서는 보호프로파일이 어떻게 다른 보호프로파일 및 패
키지를 준수하는지 서술한다. 본 절의 구성은 보안목표명세서의 준
수 선언 절(<부록
수 방법이

463

A.5>절
추가된다.

참조)과 거의 동일하나, 보호프로파일 준

보호프로파일 준수 방법 절은 보호프로파일에서 보안목표명세서 및

/또는

다른 보호프로파일이 어떻게 해당 보호프로파일을 준수해야

하는가를 서술한다. 보호프로파일 작성자는 준수의 수준을
또는

“입증

가능한”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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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부록 D>에

B.6

보안문제정의 (APE_SPD)

464

보호프로파일의 보안문제정의 장은
표명세서의 보안문제정의 장과

<부록 A.6>절에
동일하다.

B.7

보안목적 (APE_OBJ)

465

보호프로파일의 보안목적 장은

B.8

확장 컴포넌트 정의 (APE_ECD)

466

보호프로파일의 확장 컴포넌트 정의 장은

세서의 보안목적 장과 동일하다.

<부록 A.7>절에

보안목표명세서의 확장 컴포넌트 정의

B.9

보안요구사항 (APE_REQ)

467

보호프로파일의 보안요구사항 장은
표명세서의 보안요구사항 장과
료하는 규칙에는 약간의 차이가

설명된 보안목

설명된 보안목표명

<부록 A.8>절에
장과 동일하다.

설명된

<부록 A.9>절에 설명된 보안목
동일하다. 그러나, 오퍼레이션을 완
있으며, 이것은 8.1절에서 서술된다.

B.10

TOE 요약명세

468

보호프로파일에는

B.11

낮은 보증수준의 보호프로파일

469

낮은 보증수준의 보안목표명세서와 완전한 내용을 포함한 일반 보

TOE

요약명세가 없다.

안목표명세서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낮은 보증수준의 보호프로파일

은 일반 보호프로파일에 비해 축약된 내용을 포함한다. 낮은 보증수
준의 보호프로파일에 포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a)

보호프로파일 소개: 보호프로파일 참조와

TOE

개요를 포함한다.

b)

준수 선언

c)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

d)

보안기능요구사항 및 보증요구사항(확장 컴포넌트 정의 포함),

보안요구사항의 이론적 근거(종속관계가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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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낮은 보증수준의 보호프로파일은 낮은 수준의 보호프로파일만을 준
수할 수 있다(<부록

B.5>

참조). 일반 보호프로파일이 낮은 보증수

준의 보호프로파일에 대한 준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471

낮은 보증수준의 보호프로파일의 축약된 구성은 (그림

B.2)에

나타

나 있다

보호프로파일
(낮은 보증수준)

보호프로파일 소개

보호프로파일 참조

TOE

개요

공통평가기준 준수 선언
보호프로파일 준수 선언

준수 선언

패키지 준수 선언
준수 선언의 이론적 근거
보호프로파일 준수 방법

보안목적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

확장 컴포넌트 정의

확장 컴포넌트 정의

보안기능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보증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의 이론적 근거

(그림 B.2)

낮은 보증수준의 보호프로파일의 구성요소

B.12

보호프로파일 내의 기타 표준 참조

472

본 절은

표준

참조

없기

<부록 A.13>절에 서술된 보안목표명세서 내의 기타
절과 동일하다. 단, 보호프로파일에는 TOE 요약명세가

때문에 세 번째 선택사항은 보호프로파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73

보호프로파일 작성자는 보안기능요구사항에 표준을 명시하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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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을 준수하는

TOE를

개발하려는 개발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표준과 요구되는 보증수준의 크기와 복잡성에 따라)
과 그 표준 준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통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다른 방안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B.13

표준 보호프로파일로서 보호프로파일-합성에 대한 해석

474

평가가 완료되면 보호프로파일-합성은 표준 보호프로파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교화 및 사용될 수 있다. 본 절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

및 보호프로파일-모듈의 내용을 보호프로파일-합성에서 결합하는 방
법을 설명하여서 이를 표준 보호프로파일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
도록 한다.

B.13.1

TOE 유형

475

보호프로파일-합성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기 위해 보호프로파
일의

TOE

유형은 보호프로파일-모듈의

사항을 포함하여
있다.

TOE 유형에서 서술된 추가
베이스-보호프로파일들의 TOE 유형으로 구성될 수

B.13.2

준수 선언

476

보호프로파일-합성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기 위해 보호프로파
일 준수 선언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서 준수 선언된 보호프로파일에 대한 준수

-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의
한 준수. 서로 다른

SAR 패키지(미리 정의된 EAL 포함)에 대
EAL을 선언하여 AND 결합된 베이스-보호프

로파일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 보호프로파일들을 모두 준수하는
보안목표명세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보안목표명세서는 모든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의 최소

-

EAL

등급을 선언해야 한다.)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의 준수방법 서술(엄격한 또는 입증가능한).
서로 다른 준수방법을 서술하여

AND

결합된 베이스-보호프로파

일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 보호프로파일들을 모두 준수하는 보안
목표명세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B.13.3

보안문제정의

477

보호프로파일-합성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기 위해 보호프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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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보안문제정의는 보호프로파일-합성의 베이스-보호프로파일 및
보호프로파일-모듈에 있는 요소들의 합집합(union)을 포함할 수 있
다.

B.13.4

보안목적

478

보호프로파일-합성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기 위해 보호프로파

일의 보안목적은 보호프로파일-합성의 베이스-보호프로파일 및 보호
프로파일-모듈에 있는 보안목적들의 합집합(union)을 포함할 수 있
다.

B.13.5

확장 기능 컴포넌트 정의

479

보호프로파일-합성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기 위해 보호프로파

일의 확장 기능 컴포넌트 정의는 보호프로파일-합성의 베이스-보호
프로파일 및 보호프로파일-모듈에 있는 모든 확장 기능 컴포넌트들
을 포함할 수 있다.

B.13.6

보안기능요구사항

480

보호프로파일-합성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기 위해 보호프로파
일의

SFR

집합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보호프로파일-합성의 보호프로파일-모듈에 있는 모든

-

보호프로파일-모듈에서 정교화된 것을 제외한 베이스-보호프로파
일 내에 있는 모든

SFR

SFR

481

평가하는 동안 보호프로파일-합성에 대해 수행된 일관성 분석 시 위

B.14

보호프로파일-모듈 명세

B.14.1

보호프로파일-모듈의 필수 구성요소

482

(그림 B.3)은

와 같은 집합이 유효함을 보장해야 한다.

보호프로파일-모듈의 필수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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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프로파일-모듈

보호프로파일-모듈 참조

보호프로파일-모듈 소개

베이스-보호프로파일 식별

TOE

개요

베이스-보호프로파일과의 일관성 이론적 근거

일관성 이론적 근거

공통평가기준 준수 선언

준수 선언

준수 선언의 이론적 근거
준수 방법
위협

보안문제정의

조직의 보안정책
가정사항

TOE에
보안목적

대한 보안목적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
보안목적의 이론적 근거

확장 컴포넌트 정의

확장 컴포넌트 정의

보안기능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그림 B.3)
483

보안요구사항의 이론적 근거

보호프로파일-모듈의 구성요소

보호프로파일-모듈의 구성요소는 아래에 요약되어 있으며,

B.14.10절에서

B.14.3 ~

더 자세히 설명된다.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다음의 요

소들을 포함한다.

-

소개: 보호프로파일-모듈 및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을 식별하고 적합
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서술한다. 또한, 하부 베이스-보호프로파
일 서술을 만족하는 환경 내에서

-

TOE

설명을 제공한다.

일관성 이론적 근거: 보호프로파일-모듈과 베이스-보호프로파일간

의 일치성을 서술한다.

준수 선언: 공통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평가보증등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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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선언을 서술한다.

-

보안목적:

TOE

목적 및 운영환경에 대한 목적 관점에서 보안문제

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선택적인 확장 기능 컴포넌트 정의: 공통평가기준

않은 새로운 기능 컴포넌트를 정의한다.

보안기능요구사항:

TOE

2부에

포함되지

보안목적을 표준화된 언어로 서술한다.

B.14.2

보호프로파일-모듈의 사용

484

보호프로파일-모듈은 특정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사용자,

개발자, 규제기관, 관리기관, 또는 기타 개체 등 단체의 보안을 서술
한 것이다. 보호프로파일-모듈은 하나 이상의 베이스-보호프로파일
을 보완하고, 소비자가 이를 참조하여 해당 보호프로파일-모듈을 준
수하여 평가된

TOE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여 평가 시 이

를 사용하도록 촉진시킨다.

B.14.3

보호프로파일-모듈 소개

B.14.3.1

보호프로파일-모듈 참조

485

보호프로파일-모듈 소개는 보호프로파일-모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참조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보호프로파일

-모듈

명칭, 버전, 작성자 및 발간날짜를 사용하여 참조를 생성한다.

486

보호프로파일-모듈 참조는 보호프로파일 데이터베비스에서 해당 문

B.14.3.2

베이스-보호프로파일 식별

487

보호프로파일-모듈 소개는 모듈이 의존하는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을

488

보호프로파일-모듈은

서에 대한 색인으로 사용될 것이다.

식별한다. 식별은 보호프로파일 참조 목록으로 구성된다.

{PP1, ..., PPn}과

같이 동시에 여러 베이스-보호

프로파일 집합과 함께 사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식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489

보호프로파일-모듈은

{S1, ..., Sk}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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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선택 가능한 여러 베이스-보

호프로파일 집합들과 함께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식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490

베이스-보호프로파일 식별 형식을 일반화 하면 다음과 같다.

491

“OR”를

사용하는 목록을 서술하는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목록에 포

함된 항목 개수만큼의 보호프로파일-모듈들을 사용하여 대체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즉,

“OR”를

사용하는 목록은 서로 다른 용도의

유사한 보호프로파일-모듈들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며, 보안
명세 자체에 복잡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B.14.3.3

TOE

492

보호프로파일-모듈의

개요

TOE

개요는 베이스-보호프로파일과 상충되지

않도록 보완한다는 전제하에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의
성할 수 있다.

-

보호프로파일-모듈의

TOE

TOE

개요를 완

유형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과 동일하

거나 보호프로파일-모듈 목적에 부합하는 특수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 서술된 것 이외에 추

-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의 서술을 보완하는 특

가적인 용도 및 주요 보안특성을 포함할 수 있다.

정 비-TOE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를 명시할 수 있
다.

493

TOE 개
TOE 개요

보호프로파일-모듈에서 하나 이상의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의

요를 보완하는 것은 보안목표명세서에서 보호프로파일의

를 보완하거나 또는 보호프로파일에서 준수하는 다른 보호프로파일
의

494

TOE

개요를 보완하는 것과 의미가 유사하다.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의

TOE

개요에 통합되어야 하는 다른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호프로파일-모듈에서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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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

개요를 서술할 필

495

보호프로파일-모듈은 선택 가능한 베이스-보호프로파일 집합들 개수
만큼의 구체적인

TOE

개요를 제공할 수 있다.

B.14.4

일관성 이론적 근거

496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 관점에서 일관성 이론적

497

보호프로파일-모듈에서 선택 가능한 베이스-보호프로파일 집합들을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명시하는 경우, 보호프로파일-모듈은 선택 가능한 베이스-보호프로
파일 집합 개수만큼의 준수 선언을 제공해야 한다.

498

보호프로파일-모듈에서 선택 가능한 베이스-보호프로파일 집합들을
명시하는 경우, 보호프로파일-모듈은 선택 가능한 베이스-보호프로
파일 집합 개수만큼의 일관성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499

일관성 분석은

TOE

유형, 보안문제정의, 보안목적 및 보안기능요구

사항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보호프로파일 및 보호프로파일-모듈에서 제공되는

TOE가 베이스TOE 유형에 대한

설명을 만족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베이스-보호프로파일 및 보호프

로파일-모듈의 모든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500

일관성 이론적 근거는 베이스-보호프로파일 및 보호프로파일-모듈의
보안문제정의, 보안목적 및 보안기능요구사항 합(union)이 상충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501

일관성 이론적 근거는 필요 시 보호프로파일-모듈 내의 보안문제정

의/보안목적/SFR과 베이스-보호프로파일 내의 보안문제정의/보안
목적/SFR간의 일치성 표를 정당화 서술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02

SFR 수준에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보호프로파일-모듈에서 베이스
-보호프로파일의 가정사항 및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안목적의 합(union) 및 보안문제정의의 합
(union)이 일관성 있음을 의미함에 유의한다.

B.14.5

준수 선언

503

본 절은 보호프로파일-모듈의 다음과 같은 준수방법을 서술한다.

-

공통평가기준 2부: 공통평가기준 버전 및 확장 보안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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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R

패키지

504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다른 보호프로파일, 보호프로파일-모듈 또는

505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로부터

보호프로파일-합성에 대하여 준수 선언할 수 없다.

정의된

AND

EAL

SAR

패키지(사전

포함)에 대한 준수방법을 상속한다. 서로 다른

EAL로

결합된 베이스-보호프로파일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 보호프로

파일들을 모두 준수하는 보안목표명세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506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로부터 준수방법 서술(엄

격한 또는 입증가능한)을 상속한다. 서로 다른 준수방법을 서술하여

AND

결합된 베이스-보호프로파일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 보호프로

파일들을 모두 준수하는 보안목표명세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B.14.6

보안문제정의

507

본 절은 보호프로파일-모듈에서 다루어지는 보안문제를 정의한다.

508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의 보안문제와 관련되고

이는 가정사항, 위협, 조직의 보안정책을 포함할 수 있다.
보호프로파일-모듈의 소개에서 제공되는
과 연관된 보안문제를 정의한다.

509

TOE

정의 및 그 운영환경

보안문제정의의 각 항목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서 도출되거나 완
전히 새롭게 도출될 수 있다.

E를

보호프로파일-모듈의 보안문제정

의 중 한 항목이라 가정하면,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 E는

식별된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 속한다.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 있는 항목에 대한 참조만을 포함할 수 있
다.

- E는
다.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 있는 항목 중 하나를 정교화한 것이

- E는

보호프로파일-모듈의 추가적인

것으로 새롭게 포함된 항목이다.

510

TOE

특성 또는 환경과 관련된

항목을 해석하거나 정교화한 경우 보안문제정의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새로운 항목으로 다룰 수 있음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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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보안목표명세서와 관련하여,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베이스-보호프로
파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관점을 다룬다는 전제하에 가정사항
을 포함할 수 있다.

B.14.7

보안목적

512

본 절은

513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의 보안문제 및 보안목적

514

각 보안목적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서 도출되거나 완전히 새롭게

TOE

및

TOE의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을 정의한다.

과 관련된 보안목적을 정의한다.
도출될 수 있다.

O를

보호프로파일-모듈의 보안목적 중 한 항목이라

가정하면,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 O는

식별된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 속한다.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 있는 목적에 대한 참조만을 포함할 수 있
다.

- O는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 있는 같은 유형(TOE 보안목적 또는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의 보안목적을 정교화한 것이다.

- O는

보호프로파일-모듈에 새롭게 포함된 보안목적이다.

515

보안목적을 정교화한 경우 전체 보안목적 집합의 의미에 영향을 주

516

보안목표명세서와 관련하여,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베이스-보호프로

지 않는 새로운 보안목적으로 다룰 수 있음에 유의한다.

파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관점을 다룬다는 전제하에서만
운영환경에 대한 새로운 보안목적을 포함할 수 있다.

517

반대로, 보호프로파일-모듈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베이스-보호프

로파일의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목적 중 일부는 보호프로파일-모듈에
서

518

TOE

TOE

보안목적이 될 수 있다.

본 절은 또한 보호프로파일-모듈의 보안문제정의와 보안목적간의 이
론적 근거를 정의하며, 이는

B.7절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보호프로

파일-모듈의 보안문제정의를 보안목적으로 추적하는 대응관계 및 추
적이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정당화로 구성된다. 또한, 대응관계에서

는 모든 가정사항, 위협, 조직의 보안정책이 다루어 졌음을 입증하
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안목적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입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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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519

보호프로파일-모듈의 일부 보안목적은 보호프로파일-모듈의 보안문
제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의 보안문제정의에
포함된 항목 또한 다룰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요구되지 않으
나, 응용시 주의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다.

B.14.8

확장 기능 컴포넌트 정의

520

본 절은 기능 컴포넌트에만 적용되며,

B.14.9

보안기능요구사항

521

본 절은 보호프로파일-모듈의

A.8절에

로파일 및 보안목표명세서의 확장 컴포넌트 부분과 동일하다.

TOE

보안목적 집합 및 베이스-보호프

TOE의

로파일의 보안기능요구사항과 관련된
정의한다.

522

서술된 표준 보호프

보안기능요구사항을

각 보안기능요구사항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서 도출되거나 완전히
새롭게 도출될 수 있다.
중 한 항목이라

- R은

R을 보호프로파일-모듈의 보안기능요구사항
가정하면,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식별된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 속한다. 보호프로파일-모듈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 있는 요구사항에 대한 참조만을 포함할 수
있다.

- R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에 있는 같은

SFR을

정교화한 것이다.

- R은

보호프로파일-모듈에 새롭게 포함된 요구사항이다.

523

요구사항을 정교화한 경우 전체 요구사항 집합의 의미에 영향을 주

524

본 절은 또한 보호프로파일-모듈 내의

지 않는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다룰 수 있음에 유의한다.
론적 근거를 정의하며, 이는
일-모듈의

TOE

B.9절에

TOE

보안목적과

SFR간의

이

서술된 바와 같이 보호프로파

보안목적을 하나 이상의

SFR로

추적하는 대응관계

및 추적이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정당화로 구성된다. 또한, 대응관계
는

B.14.10절에서

명시된 조건들을 만족하고 모든

TOE

보안목적이

다루여 졌음을 입증한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안기능요구사항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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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보호프로파일-모듈의 일부

SFR은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의 TOE

않는

보호프로파일-모듈에는 포함되지

보안목적 또한 다룰 수 있다. 이

와 같은 정보는 요구되지 않으나, 응용시 주의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다.

B.14.10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의 요소를 포함하기 위한 지침

526

보호프로파일-모듈에 포함되는 정보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 작성자는

527

E, O, R을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능요구사항이라
가정한다.

528

P를

529

E, O, R

Q의 보안문제정의, 보안목적, 보안기
가정하고, E는 O로 대응되고 O는 R로 대응된다고

각각 보호프로파일

베이스-보호프로파일 중에

이라 가정한다.

P는

Q를

가지고 있는 보호프로파일-모듈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및 이들간의 대응관계는 최소한 이들 중 하나의 항목이

에 있는 새로운 항목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다. 즉,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 P의
다.

보안문제정의에 새로운 항목

- P에 새로운 보안목적 O’이
은 R로 대응된다.
- P에
530

새로운 요구사항

R’이

E’이

존재하고,

존재하고,

존재하고,

속할 수

E’은 O로

E는 O’으로

O는 R’으로

P에

P

대응된

대응되거나

O’

대응된다.

즉, 보호프로파일-모듈은 새로운 요구를 만족해야 하지 않는 경우

베이스-보호프로파일 부분들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정교
화된 항목들은 새로운 것으로 간주한다.

B.15

보호프로파일-합성 명세

B.15.1

보호프로파일-합성의 필수 구성요소

531

보호프로파일-합성의 구성요소는 아래에 요약되어 있으며, 부록

B.15.3, B.15.4, B.15.5 및 B.15.6절에서 더
파일-합성은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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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설명된다. 보호프로

-

참조: 보호프로파일-합성을 식별한다.

-

구성요소 서술: 보호프로파일-합성을 구성하는 베이스-보호프로파

-

준수방법 서술: 보호프로파일-합성에 대한 준수방법을 엄격한 또

일 및 보호프로파일-모듈을 식별한다.
는 입증가능한 중 하나로 서술한다.

- SAR

서술: 보호프로파일-합성에 적용 가능한

또는 선택된 보증컴포넌트 목록을 서술한다.

EAL, SAR

패키지,

B.15.2

보호프로파일-합성의 사용

532

보호프로파일-합성은 사용자, 소비자, 조직 등과 같은 단체의 특정
요구를 다루기 위한 보안을 서술한 것이다. 모든 보호프로파일-합성
은
될

B.13절에
수 있다.

설명된 바와 같이 정확히 표준 보호프로파일로서 사용

B.15.3

보호프로파일-합성 참조

533

보호프로파일-합성 참조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식별하며, 통상
적으로 명칭, 버전, 후원자 및 발간날짜를 사용하여 참조를 생성한
다.

534

보호프로파일-합성 참조는 보호프로파일 데이터베비스에서 해당 문

B.15.4

보호프로파일-합성 구성요소 서술

535

구성요소 서술에서는 보호프로파일-합성을 구성하는 베이스-보호프

536

구성요소 서술에서는 최소한 보호프로파일-모듈에서 참조하는 모든

서에 대한 색인으로 사용될 것이다.

로파일 및 보호프로파일-모듈을 식별한다.

베이스-보호프로파일을 포함해야 한다. 보호프로파일-모듈이 선택
가능한 베이스-보호프로파일 집합들을 서술하고 있는 경우, 이 중에
서 하나만이 보호프로파일-합성에서 참조되어야 한다.

B.15.5

보호프로파일-합성 준수방법 서술

537

준수방법 서술에서는 보호프로파일-합성에 대한 준수방법을 엄격한
또는 입증가능한 중 하나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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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보호프로파일-합성에 대하여 준수 선언한 모든 보안목표명세서는 보

B.15.6

보호프로파일-합성 보증요구사항 서술

539

SAR

호프로파일-합성에서 선언된 준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서술에서는 보호프로파일-합성에 대하여 준수 선언한 보안목표

명세서를 사용하여 제품 평가 시 적용할 수 있는
의된

EAL

일 수 있음)을 서술한다.

B.15.7

보호프로파일-합성의 평가

540

공통평가기준

3부 11장(클래스 ACE)에

SAR

집합(사전 정

정의되어 있는 보호프로파일

-합성 평가를 위한 보증 컴포넌트는 ACE_INT.1, ACE_CCL.1,
ACE_SPD.1, ACE_ECD.1, ACE_OBJ.1, ACE_REQ.1, ACE_MCO.1
및 ACE_CCO.1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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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오퍼레이션
(규정)
C.1

소개

541

공통평가기준

1부에

서술된 바와 같이 보호프로파일과 보안목표명

세서는 미리 정의된 보안요구사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보호프로
파일과 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로 하여금 특정 상황에 맞는 컴포넌
트 목록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C.2

오퍼레이션의 예

542

네 가지 오퍼레이션은

C.2.1

반복 오퍼레이션

543

8.1.1절에 서술된 바와 같이 반복 오퍼레이션은 모든 컴포넌트에 허
용된다.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는 동일한 컴포넌트에

8.1절에

의 예를 서술한다.

서술된다. 다음은 다양한 오퍼레이션

기반을 두는 여러 개의 요구사항을 포함함으로써 반복 오퍼레이션
을 수행한다. 한 컴포넌트에 대해 여러 번 반복 오퍼레이션을 수행

한 결과는 서로 다르다. 이것은 할당과 선택 오퍼레이션을 모두 다
른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정교화를 다른 방법으로 적용함으로써 가
능해진다. 각각의 반복은 유일하게 식별되어 요구사항에 대한 이론
적 근거 및 추적이 명확하도록 해야 한다.

544

예를 들어,

FCS_COP.1

암호 연산 컴포넌트가 두 가지의 암호화 알

고리즘의 구현을 요구하기 위해 두 번 반복 사용될 수 있다. 각 반
복이 유일하게 식별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암호연산(RAS 및

-

암호연산(TLS/SSL)

C.2.2

할당 오퍼레이션

545

8.1.2절에

DSA

기반의 전자서명)

(FCS_COP.1(1))

(FCS_COP.1(2))

서술된 바와 같이 할당 오퍼레이션은 컴포넌트 내의 엘리

먼트가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
는 매개변수를 포함할 경우에 적용된다. 매개변수는 제한이 없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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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될 수도 있고, 변수의 값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규칙이 될
수도 있다.

546

예를 들어,
거나
할당

FIA_AFL.1.2 “실패한 인증 시도가 정의된 회수에 도달하
초과하면, TSF는 [할당: 대응행동 목록]을 수행해야 한다.“는
오퍼레이션을 포함하는 엘리먼트이다.

C.2.3

선택 오퍼레이션

547

8.1.3절에

서술된 바와 같이 선택 오퍼레이션은 컴포넌트 내의 엘리

먼트에서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가 몇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48

예를 들어,

FPT_TST.1.1 “TSF는 [선택: [할당: TSF의 부분들], TSF]
의 정확한 운영을 입증하기 위하여 [선택: 시동 시, 정규 운영 동안
주기적으로, 인가된 사용자 요구 시, [할당: 자체 시험이 발생해야
하는 조건] 조건 시] 자체 시험을 실행해야 한다.”는 선택 오퍼레이
션을 포함하는 엘리먼트이다.

C.2.4

정교화 오퍼레이션

549

8.1.4절에

서술된 바와 같이 정교화 오퍼레이션은 모든 요구사항에

허용된다.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는 요구사항을 수정
하여 정교화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

550

적절한 정교화의 예를 들면,
여

TSF가

FIA_UAU.2.1 “TSF는

사용자를 대신하

중재하는 모든 행동을 허용하기 전에 사용자를 성공적으

로 인증해야 한다.“라는 엘리먼트를

”TSF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TSF

가 중재하는 모든 행동을 허용하기 전에 사용자명/패스워드를 사용
하여 사용자를 성공적으로 인증해야 한다.“로 정교화 하는 것이다.

551

정교화 오퍼레이션의 첫째 규칙은, 정교화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TOE는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에서 원래의 요구사항 역시 만

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교화된 요구사항은 원래의 요구사항
보다 더 “엄격한” 것이어야 한다.)

552

이 규칙에서 단 하나의 예외는,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 작성

자가 주체, 객체, 오퍼레이션, 보안 속성 및/또는 외부 실체의 전체
가 아닌 일부에 적용하도록
이다.

SF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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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

553

이 예외가 적용되는 예를 들면,
신하여

TSF가

FIA_UAU.2.1 “TSF는

중재하는 모든 행동을 허용하기 전에 사용자를 성공

적으로 인증해야 한다.“라는 엘리먼트를

TSF가

사용자를 대

”TSF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중재하는 모든 행동을 허용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사용자를 성공적으로 인증해야 한다.“로 정교화하는 경우이다.

554

정교화의 두 번째 규칙은 정교화는 원래의 컴포넌트에 연관된 것이
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감사 컴포넌트를 전자 방사선 방지
에 관한 엘리먼트로 정교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55

또한, 편집상의 정교화는 허용된다. 이는, 요구사항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로, 예를 들면,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거나 문법적인 정
확성을 다루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원문의 의미가 변
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편집상의 정교화의 예이다.

- FPT_FLS.1.1 “TSF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장애들이 발생한 경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CPU의 고장”을

같

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안전한 상태를

고

장” 또는

“TSF는

“TSF는 다음과
유지해야 한다: CPU의

CPU의 고장 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로 정교화하는 경우이다.

C.3

컴포넌트의 구성

556

공통평가기준

557

다.

2부와 3부의

컴포넌트들은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

-

클래스: 패밀리들로 구성

-

패밀리: 컴포넌트들로 구성

-

컴포넌트: 엘리먼트들로 구성

-

엘리먼트

클래스-패밀리-컴포넌트-엘리먼트의

4

단계로 된 계층구조는 소비자,

개발자, 평가자가 특정 컴포넌트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된다.

558

공통평가기준은 기능 및 보증컴포넌트를 동일하게 계층적인 형태로
제시하며, 같은 구조과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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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클래스

559

예를 들어, 식별 및 인증 클래스(FIA)는 사용자의 식별 및 인증, 사
용자와 주체간의 연결에 중점을 둔다. 클래스는 패밀리라 불리는 하
위요소로 구성된다.

C.3.2

패밀리

560

예를 들어, 식별 및 인증 클래스(FIA)내의 사용자 인증 패밀리

C.3.3

컴포넌트

561

예를 들어,

C.3.4

엘리먼트

562

예를 들어,

C.4

확장 컴포넌트

C.4.1

확장 컴포넌트 정의 방법

563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가 확장 컴포넌트를 정의할 때,

(FIA_UAU)는

사용자의 인증에 중점을 둔다.

FIA_UAU.3

위조할 수 없는 인증 컴포넌트는 위조할 수

없는 인증에 중점을 둔다.

FIA_UAU.3.2는 복사된 인증 데이터 사용의 방지에 중점을 둔다.

기존의 공통평가기준 컴포넌트와 유사하게, 즉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평가 가능한 형태(해당 컴포넌트에 근거하는 요구사항이

TOE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해)로 정의되어야
한다. 확장 컴포넌트는 기존의 공통평가기준 컴포넌트와 유사한 레
이블, 표현 방식, 상세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564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는 모든 적용 가능한 확장 컴
포넌트의 종속관계가 해당 컴포넌트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
장해야 한다. 가능한 종속관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확장 컴포넌트가 감사에 관한 내용일 경우, 보안감사 클래스

b)

확장 컴포넌트가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

(FAU)

컴포넌트의 종속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 접근통제 정책 패밀리(FDP_ACC) 내의 컴포넌트의 종속관
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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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확장 컴포넌트가 특정 설계 설명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절한
개발 클래스(ADV) 패밀리(예: 기능명세)의 종속관계가 포함되
어야 한다.

565

확장 기능 컴포넌트의 경우,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는
공통평가기준

2부의

컴포넌트와 유사한 형태로 적용 가능한 감사

및 관련 오퍼레이션 정보를 해당 컴포넌트 정의에 포함해야 한다.

확장 보증컴포넌트의 경우, 보호프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는
공통평가방법론에서 제시된 것과 유사한 형태로 해당 컴포넌트에
적절한 평가 방법론을 제공해야 한다.

566

확장 컴포넌트는 기존의 패밀리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프

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는 패밀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보
여야 한다. 확장 컴포넌트가 기존의 패밀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는 새로운 패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새로운 패밀리는 공통평가기
준과 유사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567

새로운 패밀리는 기존의 클래스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프

로파일/보안목표명세서 작성자는 클래스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보
여야 한다. 새로운 패밀리가 기존의 클래스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는 새로운 클래스에 포함되어야 한다. 새로운 클래스는 공통평가기
준과 유사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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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보호프로파일 준수
(참고)

D.1

소개

568

보호프로파일은 보안목표명세서의

“기본모델(template)”로써

사용될

수 있다. 보호프로파일은 사용자 요구의 집합을 서술하는 반면, 보
호프로파일을 준수하는 보안목표명세서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
는

569

TOE를

서술하는 것이다.

또한, 보호프로파일은 다른 보호프로파일의 기본모델(template)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보호프로파일이 다른 보호프로파일을 준수
선언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안목표명세서와 보호프로파일의 관계와
동일하다. 본 부록에서는 보안목표명세서가 보호프로파일을 준수하

는 경우만 다루고 있으나, 보호프로파일이 다른 보호프로파일을 준
수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570

공통평가기준에서는 부분적인 준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
호프로파일이 선언되면, 보호프로파일 혹은 보안목표명세서는 참조

된 보호프로파일이나 다중 참조된 보호프로파일들을 반드시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여기엔 두 가지 유형의 준수(“엄격한 준수(strict

conformance)”와 “입증

가능한 준수(demonstratable

conformance)")
가 있으며 허용되는 준수의 유형은 보호파일에 의해 결정된다. 즉,
보호프로파일은 보안목표명세서에서 허용되는 준수의 유형을(보호프
로파일 준수 방법, <부록 B.5>절 참조) 서술한다. 엄격한 준수와 입
증 가능한 준수의 차이는 보안목표명세서가 준수 선언한 보호프로
파일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즉 보안목표명세서는 어
떤 보호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준으로, 다른 어떤 보호프로

파일에 대해서는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를 선언할 수 있다. 보
안목표명세서는 어떤 보호프로파일이든 항상 엄격한 준수를 선언할
수 있는 반면, 보안목표명세서는 보호프로파일에서 입증 가능한 준
수를 명확히 언급할 경우에만 보호프로파일을 입증 가능한 방식으
로 준수할 수 있다.

571

즉, 보안목표명세서는 보호프로파일에서 입증 가능한 준수를 명확히
언급할 경우에만 보호프로파일을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준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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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보호프로파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보호프로파일 또는 보안목표명세
서가 해당 보호프로파일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보안목표명세서가 평가받은 제품의 것이라면 해당 제품 또한
보호프로파일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573

공개된 보호프로파일은 일반적으로 입증 가능한 준수를 요구한다.
이것은 보안목표명세서가 보호프로파일을 준수할 때 반드시 보호프
로파일에 서술된 일반적인 보안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보
호프로파일에 명시된 것과 동등하거나 또는 더욱 제한적으로 제공
해야함을 의미한다.

“동등하거나

정의된 표현이지만, 전반적으로
더 많은 제한을 두어야

또는 더 제한적”은 공통평가기준에

TOE에 대해서는 동등하거나 또는
하며, TOE의 운영환경에 대해서는 동등하거

나 또는 더 적은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프로파일과
보안목표명세서는 다른 실체와 개념을 사용해서 다른 문장으로 대
체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D.2

엄격한 준수

574

엄격한 준수는 보호프로파일의 요구사항이 만족된다는 즉 보안목표
명세서가 보호프로파일을 실체화한 것(보안목표명세서는 보호프로파
일보다 광범위할 수 있더라도)이라는 증거를 요구하는 보호프로파일
작성자를 위한 것이다. 보안목표명세서는 보호프로파일을 준수하는

TOE에 대해서는
명세한다.

것이
고

575

최소한이며 운영환경에 대해서는 최대한이라

엄격한 준수 사용의 한 예로는, 보호프로파일에서 제공된 요구사항
과 완전히 일치하는 보안요구사항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이
다.

576

보호프로파일을 엄격히 준수한 보안목표명세서에서는 보호프로파일

D.3

입증 가능한 준수

577

입증 가능한 준수는 보안목표명세서가 보호프로파일 내에 서술된

에서 명시한 것에 더불어 추가적인 제한을 둘 수 있다.

일반적인 보안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증거를 요구하는
보호프로파일 작성자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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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엄격한 준수에서는 보호프로파일과 보안목표명세서간에 명확한 부
분-포함 관계가 존재했다면, 입증 가능한 준수에서는 그 관계가 덜

명확하다. 보호프로파일 준수 선언을 한 보안목표명세서는 반드시
보호프로파일 내에 서술된 일반적인 보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
시해야 하며 그것은 보호프로파일에 서술된 것과 동등하거나 더 제
한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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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참고문헌
(참고)

579

참고문헌은 공통평가기준 독자가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날짜가 표기되지 않은 참고문헌은 최신 버전
을 참고하도록 권고한다.

E.1

ISO/IEC 기준과 참조

[ISO/IEC 15292]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Protection Profile registration procedures

[ISO/IEC 15443]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A
framework for IT security assurance - all parts

[ISO/IEC 15446]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Guide for
the production of Protection Profiles and Security Targets

[ISO/IEC 19790]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Security
requirements for cryptographic modules

[ISO/IEC 19791]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Security
assessment of operational systems

[ISO/IEC 27001]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ISO/IEC 27002]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E.2

기타 기준과 참조

[IEEE Std 610.12-1990]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Standard
Glossary of Software Engineering Terminology
[CC portal]

Common Criteria portal, February 2009. CCRA,
www.commoncriteriaport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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