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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요

AVERT Physical Security AVERT All Hazards BluTrain

Assure Cyber CommandBridge ORION 
(Future of CB)

AVERT

ASSURE



AVERT
적의 물리적 공격에 대한 방어체제의 유효성/취약성 분석



솔루션 신뢰성

AVERT 는 지난 10년이상 미국정부가 직접 사용해온 안정되고 검증된 기술 솔루션이다.  



AVERT Physical Security 이점

AVERT Physical Security 솔루션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핵심국가시설의
운영에 상당한 비용절감방안을 제공

• 방어전략 수정

• 가드 근무위치 축소

• 가드 근무지 초과근무시간 축소

• 자본지출 축소

• 입증된 보안디자인 최적화

•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업그레이드 발견

• 간결한 보안 평가 및 계획

• 모델링&시뮬레이션 접근법 대비 SME(해당분야전문가) 판단 접근법

• 미래의 평가 비용을 크게 절감

• FOF(Force On Force)와 훈련 지원
• FOF 전략을 테스트 하고 계획수립



AVERT Physical Security 방법론

소통, 유효성, 효율성을 향상함
책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성능을 측정함



특성화 : 사이트 모델 개발

AVERT 라이브러리(Libraries)는 보안평가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 집합

탐지도구(Detection 
Tools)

지형(Terrains) 플랫폼(Platforms) 무기(Weapons)

눈(Eyes)
나이트비젼(Night Vision)
귀(Ears)
레이더(Radar)
일반인(The Public)
BMS

숲(Forest)
사막(Desert)
비행경로(Flight line)
잔류지(Residual)
수중(Underwater)
포장지역(Pavement)

2WD 차량
4WD SUV
Humvee
도보(On Foot)
헬리콥터(Helicopter)
보트(Boat)

AR 15
박격포(Mortars)
산탄총(Shotgun) 
손(Hands)
MK 19
M134 딜론(Dillon)



통합 : 시뮬레이션 실행

경로 시뮬레이션(Pathway Simulation)은 시뮬레이션의
첫번째 부분으로 적(Adversary)이 어떻게 의도한 것을
달성하는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도구

경로 시뮬레이션(Pathway simulation)은 적이 가진
전략(Adversary Strategy)의 조합에 기초: 
• 탐지(Detection)  
• 화력(Firepower)  
• 속도(Speed)  

경로(Pathways)는 다음 환경에 기초해 변경될 수 있음: 
• 적대 에이전트로 부터 숨거나(Hide from) 또는 도망(Evade) 
• 전투(Combat)
• 가능한 차폐지점(Cover points)



분석 : 추가보고서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영층 또는 책임자와의 소통 개선

성능지표, 차트, 그래프,와 비디오를 신속히 개발

공격경로 자동 확인(Automatic ID of 
Attack Path)

가시영역분석(Field of View 
Analysis)

탐지 및 사격선 추적(Detection and Shot Traces) 비용효과분석(Cost 
Benefit Analysis

탐지, 저지, 무력화
분석(Detection, Interruption, 
and Neutralization Analysis



심층방어(Defense in Depth)

심층방어테스트는 경계태세의 베이스라인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임.  그 결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가장 우수한 가드를 찾아내고, 초소위치를
제거하고, 방어계획에서 취약지점을 발견하기 위해 적의 침입경로를 변경함.

• AVERT 는 심층방어연구를 하여 중복의 정도를 평가하면서도 물리적 지연, 가드 중복 및 대응 지연에
기초하여 가장 취약한 경로를분석함.  

 개인적 특성에 따라 변화

 전체 전략대응의 변화

 자동으로 생성된 보고서(다음 페이지 이미지 참고)에 결과모음 보기

• 방어계획에 있어 얼마나 여유(Margin)가 있는 지 분석

• SQL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서비스에 의해 생성된 보고서를 사용해, 종합적 뷰에 따라 베이스라인
또는 각 시나리오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



심층방어(계속)

AVERT 는 다수의
보안구성에서 얻은
종합결과를 정확하고
읽기쉬운 형태로
만들어 맞춤형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함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심층분석연구가 완료되면 보안시스템에 대한 변경에 기초하여 특별히 취약한 공격경로를
찾아내기 위해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가 수행될 수 있음

• AVERT 는 가장 짧은 이동로 위치, 시설의 물리적 특성에 기초한 추가적 화력커버리지 또는
지연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평가해 볼 수 있게 함. 

• 적합한 대응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드 대응시간을 평가함

• 물리적 지연, 가드 재배치 또는 줄어든 대응시간을 분석

• 개별적 적 또는 가드 특성을 변화

• 전체 또는 개별 전략적 대응에 변화

• SQL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서비스에 의해 생성된 보고서들 사용해서 종합적 뷰에 따라
베이스라인 또는 각 수정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



히트 맵핑(Heat Mapping)

• 히트맵은 3차원 환경에서
화력(Firepower), 탐지(Detection), 그리고
속도(Speed)를 평가

• 히트맵은 가드 또는 적에 기초하여
사이트(또는 지역) 하나에 대하여
생성될 수 있고, 개별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트 그룹에 대한 참조기능을
가짐

• 히트맵은 특정위치에 대하여 생성될
수 있음.  예를 들면, 보충적 대책으로
위치한 가드가 관심지역을 커버할
가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



AVERT 지능적 행동(Advanced Behaviors)



지능적 행동 능력

AVERT All Hazards에 새로이 포함된기능이고 AVERT Physical Security 에는 추가기능

• 현재 지능적 행동 릴리스
 저격수(Sniper)

 동적 경로 전략 변경(Dynamic Path Strategy Change)

 원거리 작동무기 시스템 (ROWS, Remote Operated Weapons Systems)

• 단기 미래 릴리스
 무기고(Armory, Weapons Storage)

 에이전트에게 장비 전달

• 차기
 개선된 공격로 개척(Advanced Breaching)

 개선된 차폐 및 은폐(Advanced Cover and Concealment)

 교전규칙(Rule of Engagement)능력 개선

 드론과 사이버

 BRE 항구관리 행동, 압도적 화력(Suppressive Fire)



AVERT 지능적 행동 : 사이버

• 사이버 위협은 물리적 공격의 유효성을 더 높일 수 있음

• 독립적인(Isolated) 네트워크라 할지라도 이미 탑재된 악성코드를 통해 공격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시스템과의 내부자(Insider) 상호작용은 이미 고수준 물리적 보안이슈를 야기함

• AVERT 는 현재에도 사이버 영향을 모델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공격동안 또는 전에 PIDS의
일부를 가동정지시키는 형태로 할 수 있지만 많은 모델링 노력이 들어감. 

• 지능적 행동은 사이버침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소를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시점과 상호작용을 조절하고,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공격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고하고, 내부자에 의한 진화된 상호작용을 처리할 수 있음



AVERT 지능적 행동 : 드론

• AVERT 는 헬리콥터 시나리오를 다루는 방법으로 현재에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모델
설정에 많은 노력이 들어감

• 드론에 대한 AVERT 지능적 행동모듈은 사용자가 드론 능력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신속한
드론 환경을 생성하게 함.  

• 다른 에이전트, 탐지기, 무기, 컨트롤등과의 드론 상호작용을 이 새로운 기능의 일부가 될
됨. 

• 드론 대응책은 현재에도 모델 옵션을 통해 구성할 수 있으나 지능적 행동 모듈이 있으면
상호작용과 분석 대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



AVERT All Hazards
설계기준위협이상의 모든 위협에 대한 평가 및 최적화 솔루션



AVERT All Hazards

보안설계(Security Design)를 개선하고 비상계획(Emergency Planning)을 지원함. 

경영층 또는 책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기준위협을 초과하는 위협이나 이벤트(Beyond 
Design Basis Threats and Events) 를 평가함. 



제품 주요기능 비교

주요 기능 AVERT 8.X
All 

Hazards

여러 실행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 예 예

보고방법 개선, 고객 맞춤형 또는 기준비된 보고서 예 예

전투(Combat)기능 개선과 진보된 전술(Advanced Tactics)  제한적 모두

시뮬레이션 제어기(Simulation Controller) 제한적 모두

시나리오 동시 실행(Simultaneous Scenario Runs) 아니오 다수

분석된 구성방안 수(Numbers of configurations) 10-30 >>100

옵션(Options)과 순열조합경우(Permutations) 자동분석 아니오 예

지원된 최적화(Assisted Optimization) (예, N BRE 를 어디에 배치하나) 아니오 예

고해상도 가시화(High Fidelity Visualization) 아니오 예

공격면 생성과 분석(Attack Surface Generation and Analysis) 아니오 예

준 실시간 보안지원(Near Real Time Security Support) 아니오 예

보안 이외의 다른 모듈 아니오 예



비상대응(Emergency Response)용 AVERT All-Hazards 시뮬레이션 예

• 보안과 ER은 동일한 3D 모델과 대응
시뮬레이션임

• 브루스 전력(Bruce Power) 사이트상에서
토네이도와 홍수 피해시 복구

 주냉각기(Primary Cooling), 나무, 전력선에 대한
피해 시뮬레이션과 홍수

• 비상대응 및 운영요원(Emergency Response 
and Operations staffs)들이 허용가능한
시간내에 백업냉각장치를 전달하도록 서로
협조



AVERT BluTrain
AVERT BluTrain 비상대응 모의훈련도구



가상테이블탑(Virtual Tabletop) 개념

3D 보기

 자산과 자원 선택

 3차원 상세보기

시나리오 수정

 미래 이벤트를 즉시 추가

 대응요원 제외

스코어보드

 시나리오에 대한 상태

측정값

 지휘자를 평가목적의

전반적인 성능 평가

스코어보드
적과의 거리: 212m
공격경과시간: 1min, 08sec
무력화확률: 43%

훈련배치

 자산과 자원 선택

 대응 명령전달

시간표 보기

 기록, 재생, 되감기

 CONOPS를 통한 현장확인

고정밀도 모델

 전투

 이동

 가시선(Line-of-sight)

3D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으로

현장 보안.안전요원과 책임자가

위협과 취약성에 대비하여

반복훈련하고

측정하며

비상.재난상황에 대비하고

보안과 안전을 지킨다

Modeling & Simulation

Security forces and their management

Changing Threats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Quantitative tracking of Progress and Proficiency

Single or Multi-Person Collaborative Exercises

Emergency Response and Decision Support



CommandBridge - Orion
CommandBridge 비상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솔루션



CommandBridge

CONTEXT TRANSFORMATION

문서와 워크플로우
• 그림/비디오 클립
• 텍스트 문서
• SOPs(표준운영절차)

Systems
• 접근통제
• 비디오관리
• 배치 시스템

Sensors
• AIS
• 레이더
• 하천 계측기

Synthesize
• 사업적 규칙
• 특이사항 규칙
• 경계 규칙
• 조치 필요정보 취합
• 구역별 모디터링

Respond

Reports
• 상황 보고서
• 판넬/흐름
• 계획 도구
• 상황 재생
• 과거.현재.미래활동 임시보기

광범위한 상황인지와 대응
‾ 서로 다른 지역간
‾ 서로 다른 운송방식 경로간
‾ 서로 다른 시설간

조직.임무.사용자별 맞춤형 플랫폼 구성

모바일 장치
(iPad/iPhone/
Android)

상황인지 통합 대응

보고

현장조치

경보

조치
어떤 재난.재해.사건이라도

즉시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팀과 필수자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실시간 현장대응조치로

통합대응체계를 운용한다.   

Situational Awareness

Security and Safety Events

Dispatch Response Force and Assets

Real-time Emergency Response 

3C, Decision, Response Collaboration 



CommandBridge – Orion 



상황인지시스템(Situational Awareness Systems - Orion)

앱

공유 앱에코시스템미션기반앱디자인

실시간서비스

리스크

사람, 장소, 자산, 시스템

컨텍스트

선박, 항공기, 차량, 요원, 카메라, 

그리고 VMS/사이버솔루션/GIS에

이르는 수많은 시스템 수용

사용자 미션성공을 위한 견고하고, 

맥락에 맞고, 실시간적인앱을

만들기 위해 현대적 UX디자인과

상황인지원칙을결합

성장하는 앱 라이브러리 – 지도, 

규칙, 재생, 보고, 선박, 차량, 자산, 

시설, 경보, 카메라, 시장, 맞춤형 앱



솔루션 요약

1. AVERT 는 리스크를 평가(Risk Assessment)하고 관리함. 

2. AVERT All Hazards 는 폭넓은 위협(Beyond DBT)을 다룰 수 있고 가상훈련(Virtual 

Training)기능을 제공함

3.  CommandBridge (Orion) 는 상황인지(Situational Awareness) 와 실시간 대응능력을 제공함.  



Korea

2014. 12. 16
(한수원사이버테러)

2016. 9. 12
(경주지진 5.8)

도전

대응조치 원자력발전산업

CIP(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산업

2003.3.15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2015 ISPS 반영
항만보안리스크평가체계 구축

2013.4.30 Stress Test(노후 원전 월성 1호기)

2016.12.16 산업부 2차
방호포럼

항만.해양물류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