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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인터넷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산업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편리함과 삶의 질
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의
발전은 정보의 처리 및 교환이 손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에는 오프라인으로 수행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일들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짧은 시간에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 문화, 경제, 과학 등 여러 분
야의 정보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이면에 정보의
유출 및 악의적인 조작에 의한 피해도 심각하다. 정보의 도청이나 오용, 그리고
위조 및 변조 같은 사이버 침해 행위는 개인이나 기업의 중요한 자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은 지금까지 전용 통신망의 사용, 공급자 고유의 운영체
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사이버 침해위협에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장비의 개방화ㆍ표준화 추세 및 최근 국외에서 수집된 사이버 침해사례
를 고려해 보면 잠재적 위협세력에 의한 해킹ㆍ사이버테러 등의 사이버 위협에
안전할 수 없다.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으로 인해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의 핵심부
분이 노출되어 공격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면 원전의 운영 중단 및 파손 등
의 사태가 발생하여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이버보안 대책은 사이버 공격의 경로 및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사이버 환경
이 변화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원전 사이버보안을 위해서는 체
계적인 틀을 마련하고, 원전 사이버보안 환경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사이버 취약
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보안정
책의 수립,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 장비 및 기술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기술의 구현, 그리고 지속적인 보안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IT 보안 기술 및 산업용 계측제어 시스템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원전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원전의 사이버
보안 위협 및 취약성, 리스크를 분석하고 사이버 보안 체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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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et has an important role to upgrade the quality of life and
convenience in the community of daily living and industry. The growth of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on internet makes it easy and rapid processing
and exchange of information. In the present, it is possible to finish a work
within a few minutes by the help of on-line processing of information, and
we can get various information on the area of society, culture, economy,
science, and etc. On the contrary, malicious use of the information by the
cyber attackers makes it tremendous damage to the human and the company.
Nuclear I&C system is considered to be safe on the cyber threat because
of the use of exclusive communication network and operating system. But the
trend of open architecture and standardization on the equipment of I&C
system, it is not safe on the cyber threat such as hacking and cyber terror.
It is needed to protect nuclear I&C systems by the cyber attack,
Countermeasures of the cyber security is required a lot of time and
endeavors because there are many factors on the environment of cyber
security and cyber attack. For the nuclear cyber security, we should make
structural framework and eliminate cyber vulnerabilities by the analysis of
cyber environment. The framework for the cyber security includes planning,
embodiment of security technologies, security audit, security management and
security maintenance.
In this report, we examined IT security technology and the trend of
standard in the industrial I&C system, and proposed a method to construct
cyber security for the nuclear power plant. We analysed the threat of cyber
security, vulnerability and cyber risk, then we present a method for the cyber
security structure and the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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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IT 산업의 발전으로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의 획득 및 이용이 일
반 가정은 물론이고 산업체 등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홈쇼핑, 인터넷 뱅킹, 홈 시큐리티, 홈 오토메이
션 등의 다양한 분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기술이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
는 사무 자동화, 공장 자동화 기술이 네트워크를 통해 점차 진화되고 있다. 인터
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의 발전은 정보의 처리 및 교환이 손쉽고, 빠르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수행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
던 일들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짧은 시간에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
문화,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정보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이면에 정보의 유출 및 악의적인 조작에 의한 피해도 심각하다. 정
보의 도청이나 오용, 그리고 위조 및 변조 같은 사이버 침해 행위는 개인이나 기
업의 중요한 자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산업용 계측제어 시스템의 경우, 1990년 중반 이전에는 특정회사에서 독자적
으로 개발된 폐쇄적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나, 폐쇄적 프로토콜이 갖는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개방형 프로토콜의 사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폐쇄형
시스템의 높은 구입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을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
체간의 시스템의 가격 경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서로 다른 업체
들의 시스템을 상호 연결가능하게 함으로써 비용이 보다 낮은 가격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보수를 쉽게 하게 한다. 산업용 계측제어 시스템의 개방화 추세는
이미 미국 및 유럽에서는 시작을 하였고 많은 발전소 및 변전소 등에서는 도입
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은 지금까지 전용 통신망의 사용, 공급자 고유의 운영체
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사이버 침해위협에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국외에서 수집된 사이버 침해사례 및 시설의 개방화ㆍ표준화 추세
를 고려해 보면 특정집단의 후원을 받는 잠재적 위협세력에 의한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의 사이버 위협에 안전할 수 없다. 2003년 1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Davis-Basse 원전의 사설 컴퓨터 네트워크에 슬래머 웜이 침투하여 안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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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5시간동안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원전의 계측제어 시스
템에 대한 취약성이 발견됨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인터페이스의 취약성과 IP 기술 발달로 인하여 사이버 위협의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계측제어 시스템은 대부분 지난 80～90년대에

설치되어 당시 보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것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노
출 및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으로 인해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의 핵심부분이 노출되
어 공격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면 원전의 운영 중단 및 파손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전국가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은 대책을 강화할수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만, 공격의 경로 및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사이버 환경이 변화하므로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원전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원전의 사이버 보안 환경의 정
확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은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체적
인 틀은 보안정책의 수립,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 장비 및 기술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기술의 구현, 그리고 지속적인 보안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
다. 원전 사이버보안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고, 원전 사이버보안 환경
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사이버 취약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보안정책의 수립,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
력, 장비 및 기술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기술의 구현, 그리고 지속적인 보안 감
시 및 관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IT 보안 기술 및 산업용 계측제어 시스템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원전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원전의 사이버
보안 위협 및 취약성, 리스크를 분석하고 사이버 보안 체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
한다.
정부에서는 범국가적인 계측제어 시스템 안전성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 및 추
진이 필요하며, 유관기관, 운영 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립하여 계측제어 시스템 보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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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보안 기술현황 분석

제 1 절 IT 보안 기술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접
근제어 기술, 시스템 무결성 기술, 암호 기법, 조사와 감시 도구 및 구성관리와
보증 기술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범주에 있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많고, 연구 개발 중인 기술들도 있다. 표 2.1에는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
기술을 요약 수록한다.
접근제어 기술을 사용하면 인가된 사용자만 컴퓨터,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저
장된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데이터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다. 접근 제어를 사용하면 공격자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방어를 뚫기 위해
사용하는 경로의 수가 줄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 작업이 쉬워진다. 접근 제어에
는 경계보호, 인증 및 인가 기술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경계 보호 기술은 보호
된 정보와 시스템 및 미확인 사용자 사이에 논리적 또는 물리적 경계를 표시한
다. 경계 보호 기술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거나 단일 컴퓨터의 보호에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면 외부 비인가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
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경계 보호 기술의 다른 한 유형인 컨텐츠 관
리 또한 인가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사용자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경계를 벗
어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인증 기술은 각 사용자에게 ID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세
가지 기본적인 방법으로 인가된다. 즉,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자신
의 특징에 의해 인가된다. 사람과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해 일상생
활에서 사람들을 식별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구성원은 다른 사람들을 모습이나
목소리로 구별할 수 있다. 자동현금 출납기는 고객이 은행카드를 제시하고 개인
식별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고객을 인식한다. 문이 잠긴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사
용하는 열쇠는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한 예이다. 보안이 강화된 시스템은
이들 접근 방식을 둘 이상 조합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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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사이버 보안기술
범주

기술

방화벽

한계

네트워크, 컴퓨터 접근 통
제

컨텐츠
관리

을 복잡하게 구성하면 메시지 트래픽이

형 및 독점적 정보 등과 같 해 일치를 극대화하고 불일치를 최소화할
이 부적절한 컨텐츠가 있는 수 있어야 함. 웹 페이지의 경우 인터넷
지 웹과 메시징 응용 프로 에서 컨텐츠가 증가하기 때문에 필터를
그램을 감시함
지문, 홍채 및 음성과 같은

생체인식 사람의 특성을 사용해 사용
자의 신원을 확인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어려움
효율성이 사용 장비의 품질에 따라 달라
지게 됨. 인체 특성은 시간이 경과하면
변화하므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주기적

으로 갱신해야 함
스마트 카드나 시간 동기 토큰은 분실이나 도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인증
스마트

토큰과 같은 휴대용 장비의 다른 인증 방법을 같이 사용하지 않을 경

토큰

반도체 칩을 통해 사용자 우 특정인 신원 파악에 대한 신뢰성은 보
신원을 확인

사용자
인가

스푸핑에 취약한 방화벽도 있음. 방화벽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
스팸 메일, 금지된 파일 유 필터에 부적절한 컨텐츠를 정밀하게 파악

접근제어
경계보호

역할

장되지 않음
대규모 조직에서는 유지하기가 번거로울

해당 조직의 정책에 기초한 수 있음. 허가되지 않은 행동과 접근이

권리 및 데이터, 시스템 및 사용자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에 접근을 허용하는
특권

접근을 통제

조치 사이에 효율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함
새로운 유형의 악성 코드가 정기적으로

사용자

해당 조직의 정책에 기초한 발견되므로 바이러스 서명을 정기적으로

권리 및 데이터, 시스템 및 사용자 갱신해야 함. 갱신하지 않을 경우 바이러
특권

접근을 통제

스 퇴치 소프트웨어가 새로 출현하는 바
이러스를 탐지하지 못함
파일에 대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

시스템
무결성
무결성
검사기

조직에 중요하다고 여겨지
는 시스템 파일에 대한 변
경을 감시

라, 변경 기록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효율성은 기본 표준의 정밀도에 따라 결
정됨. 기본 표준에 대해 인가된 변경과
인가되지 않은 변경을 항상 구별할 수 있
는 것은 아님.

메시지나 트랜잭션의 발신
암호
기법

디지털
서명 및
인증서

자와 수신자의 신원을 고유
의 방법으로 확인. 데이터
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변
조되지 않으며, 데이터 무
결성과 원본의 증거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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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키 보안의 확보 및 인증서 당국에
대한 신뢰 구축과 같은 관리 프로세스가
이 기술의 성공적인 채택에 필수적임

하기 위해 공개 키 암호기
법을 사용
조직이나 개인이 두 개 이
상의 물리적 위치에 고유
또는 공공 네트워크를 통해
VPN

네트워크를 연결하도록 허
용함.

공공

네트워크에는

공공 네트워크와 유사한 기

VPN 어느 쪽에서도 호스트의 보안은 확
보되지 않음. 구현에 특수 소프트웨어나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
우가 많음

능이 있는 인터넷을 포함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에
서 부적절, 부정확, 변칙적 false positives 및 false negatives 에 기
침입탐지 인 활동을 탐지함. 정밀한 술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음. 미확인 공격
시스템

기본 표준이나 정상 네트워 의 방지에는 비효율 공격에 따라 네트워
크 또는 시스템 활동이 포 크나 호스트의 손상을 막을 수 있음.
착되어야 효율성을 보장함
침입탐지 시스템을 구축하

침입방지
시스템

여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효율성은 침입탐지 구성요소의 정밀성에
탐지한 다음 공격이 개시되 의해 제한됨. 이 기술을 사용하면 네트워
지 않도록 공격을 방지하는 크를 통한 처리량이 감소함
조치를 취함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활동

인증 및
모니터링

을 감시하고 기록함. 공격
이 진행 중이거나 발생했는
보안문제
연관분석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동을 분석. 진행중인 시
스템 활동의 보안정책에 따
른 운영인지 여부를 조직적
인 차원에서 판달 할 수 있

컴퓨터

이들 도구는 다양한 보안 제품과 인터페
이스 할 수 있는 기능에 따라 결정됨. 로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로그에 기
록되지 않은 공격은 간과될 수 있음. 로
그 파일에 대한 적절한 접근 제어가 되어
야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음

음.
컴퓨터 기반 증거자료를 식 도구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를 판단하고

수사지원 별하고 보존하며 추출하고 허용성을 법 집행 목적에 대한 근거로 확
도구
기록
인할 수 있는 표준이 없음
정책집행 시스템 관리자가 조직 보안 효율성이 보안 정책에 기초해 결정됨. 일
응용

정책의 중앙 집중 감시 및 부 응용 프로그램은 일부 운영체제에 작

프로그램 집행에 몰두할 수 있음
결함, 구성, 기능 및 보안의
네트워크
관리 및
관리를 포함해, 네트워크를
관리
보증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음
운영
비상사태의 경우 또는 계획
구성

용하지 않음.
네트워크 구성요소와의 통신을 위해 업체
가 지정한 다양한 요소를 사용해야 할 경
우가 많음

도구의

유지보수중 시스템이나 네 관리가 복잡한 기술임

연속성

트워크의 가용성 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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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완벽한 백업 기반시설을
제공함
스캐너

컴퓨터나 네트워크의 보안
무결성을 분석함

해결하지는 못함. 파악되지 않는 취약점
은 확인하지 못함.

하나 이상이 컴퓨터 시스템
패치관리

이 기술의 취약점은 파악해도 취약점을

에 대해 복수 패치를 획득
하여 테스트 한 다음 시스
템에 적용함

대상 시스템 운영에 패치가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 분포의 자동화에 따라
잠재적 보안 노출이 발생할 수 있음.

* 참고 :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발행한 GAO의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사
이버보안 번역보고서

1. 방화벽

방화벽 소프트웨어 및 전용 서버 및 전용 운영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
력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운영체계,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해 다수의 업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높은 장애 발생
률이 있으며, 대부분 최대 50 Mbps의 트래픽 한계가 있다. 코드레드 및 님다 바
이러스의 공격에 따른 부하증가로 다수의 방화벽이 다운된다. 프록시 기능 및
NAT 기능 수행시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저하된다.
성능문제를 해소하고자 대부분 방화벽을 이중화 이상 구성하여 사용 중이다
(L4 스위치를 이용한 load balancing). 전용서버, 운영체계, 방화벽 소프트웨어 등
을 모두 구입시 별도의 많은 비용이 소용되므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성능이 뛰
어난 방화벽 시스템의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통합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IDS, VPN 장비를 동시에 설치하여 이에 따른 관리, 비용 상의 문제점 발생하며
현재의 방화벽은 방화벽 기능만을 수행하고 동시에 사용할 때는 성능의 문제가
발생된다.
방화벽의 종류에는 패킷 필터, 상태성 패킷 필터, 응용 프록시, 개인 방화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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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방화벽의 종류

가. 패킷 필터

패킷필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며 웹 응답으로 들어오는 패킷들을 제
한한다. 필터링 내용은 출발지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출발지 포트, 목적지 포
트, 플래그 비트(SYN, ACK) 등이다. 패킷 필터는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으나,
비상태, TCP 연결을 볼 수 없으며, 응용 데이터를 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접근제어목록(ACL : Access Control List)을 통하여 구성되며 TCP ACK 스
캔을 통해 공격자는 방화벽 포트가 개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공격한다.

그림 2.2 패킷 필터

나. 상태성 패킷 필터

상태성 패킷 필터는 전송 계층에서 동작하며 패킷 필터에 상태를 추가한다.
TCP 연결과 플래그 비트를 기억하고 UDP 패킷도 기억한다. 패킷필터의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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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연결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응용계층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패킷 필터보다 늦은 단점이 있다. 상태성 패킷 필터는 TCP ACK 스캔
공격을 막을 수 있다.

다. 응용 프록시

응용 프록시는 응용 계층에서 동작하며 진입하는 응용데이터를 관찰하여 안
전성을 검증한다. 연결과 응용계층 데이터를 완전하게 볼 수 있고, 응용계층에서
의 불량한 데이터(바이러스, 매크로)를 필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속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2. 침입 탐지 시스템(IDS : Intrusion detection System)

침입 탐지 시스템은 방화벽과 병행하여 설치되며 방화벽에서 허용된 포트를
통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여 악의적인 접근이나 침입을 탐지하는 보안 시
스템이다. 방화벽과 함께 운영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보다 안
전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이 가능하다. 침입 탐지 방법은 흔적 기반 IDS, 비정상
기반 IDS 등이 있다.

가. 종류

(1) 오용 탐지

알려진 취약성을 통한 공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실제적인 공격이 시도될
때 이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 흔적 탐지는 M초 동안 N번 이상 로그인 실패할 경우 IDS는 공격 경고
를 발생한다.
- 전문가 시스템은 매칭부분과 액션 부분을 구분한 if-then 룰을 이용해
현재 행위와 일치하는 공격 패턴을 찾는 방식으로 정해진 액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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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게 된다. SRI에 의해 개발된 NIDES(Next Generation Intrusion
Detection Expert System)가 이 방식을 사용한다.
- 키 모니터링은 키스트로크를 모니터링 하여 공격패턴을 발견한다.
- 상태전이 분석은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전이하면서 공격을 감지하게 된
다. USTAT (State Transition Analysis Tool for UNIX)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패턴매칭은 알려진 공격 유형들을 패턴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행위
와 일치하는 패턴을 찾아내 침입을 탐지한다.

(2) 비정상 행위 탐지

정상적인 시스템 사용에 대한 프로파일 상태를 유지하며 이에 어긋나는 행위
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시스템 가동 전에 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
해 두고 가동 후에 현재 행위들을 정상적인 프로파일과 비교하여 공격을 탐지한
다. 비교과정에서 기존의 프로파일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프로파일을 추가한다.
- 통계적 판별 기법 : 과거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프로세스의 행위를
관찰하여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작성된 프로파일을 통해 비정상 정도를 측
정하여 침입을 탐지한다. 비교적 정확한 탐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 예측가능 패턴 생성 : 해당 순간까지 발생한 이벤트들을 바탕으로 다음 이
벤트를 예측하여 침입을 탐지한다. 룰에 따라 어떤 이벤트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와 그것의 확률까지
예측 가능하다.
- 신경망 : 현재까지의 사용자의 행동이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사용자의 다음
행동이나 명령을 신경망이 예측하도록 훈련시킨 후 실제 사용자들의 프로
파일을 작성케 하여 이를 이용하여 침입을 탐지한다.
비정상 행위 탐지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격기법도 탐지가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지만, 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프로파일을 구축해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데
이터의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구현비용이 큰 편이고 어렵기 때문에
상용 제품에서는 오용탐지를 주로 사용하고 비정상 행위탐지는 보조하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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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된다.

나. 침입 탐지 구조

(1) 호스트 기반 IDS

호스트 상에서 알려진 공격, 의심스러운 행위들을 감시한다. 버퍼 오버플로우,
권한 상승 공격들을 탐지하기 위하여 설계되는데, 네트워크상에서의 행위에 대한
관찰은 거의 없다.

(2) 네트워크 기반 IDS

네트워크상에서 알려진 공격, 네트워크상의 의심스러운 행위들을 감시한다.
서비스 거부, 네트워크 탐침, 잘못 구성된 패킷의 공격을 탐지하기 위하여 설계
되는데,

방화벽과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호스트 기반 공격들에 대한

관찰은 거의 없다. 호스트 및 네트워크 양쪽 모두에 기반한 IDS가 있을 수 있다.

다. 현재 IDS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IDS도 방화벽과 동일하게 별도의 상용 운영체계 및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
으며 이들의 성능에 따라 그 처리 능력이 좌우된다. 별도 장비의 설치에 따른 관
리상의 문제가 있으며, 방화벽 소프트웨어 및 전용서버, 전용 OS를 관리하기 위
한 전문 인력 필요하며, 전용 서버, 운영체계, 방화벽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구입
시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Intel IA64 기반의 하드웨어 사용, Appliance 형태의
IDS 개발 등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를 개발 중이다.

3. 침입 차단 시스템(IPS : Intrusion Protection System)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를 구분하여 외부에서 내부에 접근하는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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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장치로 브릿지 모드(L2 스위치 형태)와 라우팅 모
드를 대부분 지원한다. 브릿지 모드는 기존 네트워크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설치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라우팅 모드는 라우터와 같이 기존 네트워크 환
경에 영향을 주어 변경하는 형태이다.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침입차단 시스템의
경우 브릿지 모드를 지원하지 못한다.

가. 종류

OSI 참조 모델과 관련하여 침입차단 시스템이 동작하는 프로토콜 계층에 따
라 분류하는데 계층 3인 네트워크 계층과 계층 4인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패킷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스크리닝 라우터와 응용계층에서 패킷필터링 기능과 인
증기능 등을 수행하는 응용계층의 게이트웨이로 분류한다.

(1) 스크리닝 라우터(Screening Router)

OSI 참조모델의 계층 3과 계층 4에서 동작되기 때문에 계층 3과 4에서 동작
하는 프로토콜인 IP, TCP 혹은 UDP의 헤더에 포함된 내용을 분석해서 동작한
다.
스크리닝 라우터란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의 형태, 근원지 주
소와 목적지 주소, 통신 프로토콜이 제어필드 그리고 통신시 사용하는 포트번호
를 분석해서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나가는 패킷 트래픽을 허가 및
거절하거나 혹은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진입하는 패킷 트래픽의
진입 허가 및 거절을 행하는 라우터이다. 진입 허가 혹은 거절 결정은 패킷 필터
규칙에 따른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 패킷과 특수한 프로토콜에 입
각한 포트로 전송되는 패킷을 구별하는 능력 때문에 패킷 필터 라우터라고도 한
다. 패킷 필터의 동작은 스크리닝 라우터로 연결에 대한 요청이 입력되면, IP,
TCP 혹은 UDP의 패킷 헤더를 분석하여 근원지/목적지의 주소와 포트번호, 제어
필드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을 패킷 필터 규칙에 적용하여 계속 진입시킬 것인
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판별한다. 연결 요청 패킷의 진입이 허가되면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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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패킷은 연결단절이 발생할 때까지 모두 허용된다. 패킷 필터 규칙은 근원지
주소, 근원지의 포트번호, 목적지 주소, 목적지의 포트주소, 프로토콜 플래그, 행
위(허가/거절) 등으로 구성된다. 패킷 필터 규칙이 정해지면 인터넷 주소에 적용
하는 허가/거절하는 조건의 순차적인 액세스 집합인 액세스 리스트를 정의한다.
스크리닝 라우터는 액세스 리스트를 가지고 프로그램되며, 패킷을 허가 혹은 거
절할 것인지를 액세스 리스트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결정하며, 패킷
에 해당하는 액세스 리스트가 나타날 때까지 혹은 마지막 액세스 리스트에 도달
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필터링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네트워
크 계층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변화가 없어도 되며 사용자
에 대해 투명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네트워크 계층과 트랜스포트 계층에 입
각한 트래픽만 방어할 수 있다. 패킷 필터링 규칙을 구성하여 검증하기 어렵고
패킷내의 데이터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지 못하며 스크리닝 라우터를 통과 혹은
거절당한 패킷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2) Bastion 호스트

인터넷 등의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침입차단 시스템
역할을 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내부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원할 경우 우선
Bastion 호스트를 통과하여야만 내부 네트워크를 액세스하여 자원 및 정보를 사
용할 수 있다. 불법 침입자가 Bastion 호스트에 있는 중요 정보를 악용하여 내부
네트워크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Bastion 호스트 내에 존재하는 모
든 사용자 계정을 지워야 하며, 중요하지 않은 파일이나 명령 및 유틸리티, IP
포워딩 파일 그리고 라우팅 정보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Bastion 호스트로의 입
력시 강력한 인증 기법을 구현하여야 하며, Bastion 호스트는 내부 네트워크로의
접근에 대한 기록, 감사 추적을 위한 기록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응용 서비스 종류에 보다 종속적이기 때문에 스크리닝 라우터보다 안전하며,
정보 지향적인 공격을 방어할 수 있으며 각종 기록 정보를 생성 및 관리하기 쉬
운 장점이 있다. Bastion 호스트가 손상되면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없으며
로그인 정보가 누출되면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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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ual-homed 게이트웨이

두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진 Bastion 호스트를 말한다. 하나의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는 인터넷 등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며, 다른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보호하고자 하는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되며, 양 네트워크간의 라우
팅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 네트워크간의 직접적인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
다.
만약 라우팅이 가능하면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로의 액세스가
가능하다. 라우팅이 없는 Dual-Homed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혹은 내부
네트워크의 정당한 사용자들이 응용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 첫째 방법은 Dual-homed 게이트웨이 상에서 실행되며 서비스를 제공하
는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 방법은 응용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Dual-Homed 게이트웨이에 직접 로그인한 다음 다시 내부 네트워크로 접근하는
것인데, 이 경우 강력한 인증 방법이 게이트웨이에 구현되어야 한다. 응용 서비
스 종류에 좀 더 종속적이기 때문에 스크리링 라우터보다 안전하고 정보 지향적
인 공격을 방어할 수 있으며 각종 기록 정보를 생성 및 관리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증가할수록 프록시 소프트웨어 가격이 상승하고 게이트
웨이가 손상되면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없으며 로그인 정보가 누출되면 내
부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4) 스크린드 호스트 게이트웨이

Dual-Homed 게이트웨이와 스크리닝 라우터를 혼합하여 사용한 침입차단 시
스템이다. 구성방법은 인터넷과 Bastion 호스트 사이에 스크리닝 라우터를 접속
하고, 스크리닝 라우터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서 내부 네트워크상에 Bastion 호
스트를 접속한다.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패킷 트래픽을 스크리닝 라우터에서 패킷 필터 규칙에 의해 1차로 방어하고, 스
크리닝 라우터를 통과한 트래픽은 모두 프록시 서버를 구동하는 Bastion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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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입력되는 트래픽을 점검하며, 스크리닝 라우터 혹은 Bastion 호스트를 통과
하지 못한 모든 패킷 트래픽은 거절된다. 내부 네트워크로부터 인터넷 등으로 나
가는 트래픽은 1차로 프록시 서버를 구동하는 Bastion 호스트에서 점검한 후, 통
과된 트래픽을 스크리닝 라우터로 보내고 스크리닝 라우터는 Bastion 호스트로
부터 받은 트래픽을 인터넷 등의 외부 네트워크로 송신할 것인지 결정한다.
Bastion 호스트와 스크리닝 라우터를 통과한 트래픽만이 외부 네트워크로 전달
된다. Bastion 호스트는 외부 네트워크로 또는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서비스 요
청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응용 계층의 프록
시 서버를 구동한다. 스크리닝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은 외부 트래픽이 Bastion
호스트로 입력되도록 구성되어야만 하며,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
고 비인가된 변환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라우팅 테이블이 변환되어 외부 트
래픽이 Bastion 호스트로 입력이 되지 않고 곧바로 내부 네트워크로 진입할 수
있다면 해커 및 불법 침입자는 내부 네트워크의 자원 및 정보를 변환, 파괴 할
수 있다. 2단계로 방어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네트워크 계층과 응용 계층에
서 방어하기 때문에 공격이 어렵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침입차단 시스템이며,
융통성이 좋고

Dual-Homed 게이트웨이의 장점을 그대로 가진다. 해커에 의해

스크리닝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이 변경되면 이들을 방어할 수 없으며 침입차
단 시스템 구축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5) 스크린드 서브넷 게이트웨이

인터넷과 내부 네트워크를 스크린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하며, 일반적으
로 스크린드 서브넷에는 침입차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터넷과 스크린드
서브넷 사이 그리고 서브넷과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는 스크리닝 라우터를 사용
한다.
스크리닝 라우터는 인터넷과 스크린드 서브넷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와 스크
린드 서브넷 사이에 각각 놓이며, 입출력되는 패킷 트래픽을 패킷 필터 규칙을
이용하여 필터링하게 되며, 스크린드 서브넷에 설치된 Bastion 호스트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여 명확히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모든 트래픽을 거절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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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이러한 구성에서 스크린드 서브넷에 대한 액세스는 Bastion 호스트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침입자가 스크린드 서브넷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하려고 한다면 침입자는 자기가 자유
롭게 내부 네트워크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인터넷, 스크린드 서브넷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의 라우팅 테이블을 재구성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스크리닝 라우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힘들다. 비록 Bastion 호스트가 침해되었더라도 침입자는
내부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호스트로 침입해야 하고, 그리고 스크린드 서브넷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스크리닝 라우터를 통과해야 한다. 스크린된 호스트 게이트웨
이 침입 차단 시스템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며, 해커들이 내부 네트워크를 공격하
기 위해서는 방어벽을 통과할 것이 많아 침입이 어려워 융통성이 뛰어나고 매우
안전하다.

다른 침입차단 시스템들보다 설치하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우며 침

입차단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많고 서비스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6) 프록시 서버/응용 게이트웨이

침입차단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store-and-forward 트래픽뿐만 아니라 대화형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으며, 사
용자 응용 계층에서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된다. 따라서 이것은
사용자 단계와 응용 프로토콜 단계에서 액세스 제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응용 프
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감시 추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응용 게이트웨이는 사용자 단계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기록
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해커 및 불법 침입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강력한
인증기법이 필요하다.
응용 게이트웨이는 사용되는 응용 서비스에 따라 각각 다른 소프트웨어를 구
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고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첨가되고
보호가 필요한 새로운 응용이 생기면 이를 위해 새로운 특수 목적용 코드를 생
성해야 한다. 응용 레벨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응용 게이트웨
이 장치에 로그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클라이언트 응용 서비
스를 실현해야 한다. 각각 응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특수한 게이트웨이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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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내부에 관리도구와 명령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응용 게이트웨이는 실제 서버
의 관점에서 볼 때 클라이언트처럼 동작하며,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볼 때는 실제
서버처럼 동작한다. 응용 게이트웨이의 실현 예는 텔넷 게이트웨이, FTP 게이트
웨이, Sendmail, NNTP News Forwarder 등이 있다. 응용 서비스마다 각각 다른
응용 게이트웨이를 구현하므로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응용 사용에 따
른 기록 및 감시 추적을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 융통성이 좋으며 정보보호 서비
스로 응용 게이트웨이에 구현이 가능하다. 응용 서비스마다 제각기 다른 응용 게
이트웨이가 필요하며

응용 서비스가 증가할수록 구축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4. VPN(Virtual Private Network)

VPN은 인터넷과 같은 저렴한 통신매체를 기반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
설망과 같이 안전하고 통신의 품질이 보장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VPN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기술로는 터널링, 암호화/인증, 그리고 접
근 제어 기술 등이 있다.

가. VPN의 기능

TCP/IP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에서 사설망의 기능을 제공
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이 VPN이며, 암호화를 통한 가상의 터널을 구성하여 원
격지점 및 이동 사용자를 안전하게 접속하기위해 사용한다.

나. 분류

(1) 인트라넷 VPN

망대망으로 연결된 거의 반영구적인 사설망이며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사
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안상의 위협은 그렇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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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브 네트워크들 사이를 연결하는 만큼 대용량의 통
신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성능이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라우터나 방화벽 혹은 전용 VPN 장비를 이용하여 망대망의 암호화/인증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보안상의 위협요소는 외부보다는 내부에 더 많이 존재한다.
고의든 실수든 내부인에 의한 정보누출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개인
이나 부서에 따라 서로 다른 신뢰를 둘 필요가 있다면, 망대망의 VPN보다는 개
별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종단간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내부자원의 접근 제한을 개인에 따라 두어야 하므로 종단간 암호화
및 사용자별 인증에 의한 보다 정교한 접근제어가 필요하다.

(2) 원격 접속 VPN

기존에 직접 전화접속을 해야 했던 네트워크를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모뎀
풀을 유지하고 장거리 전화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 경우에도 인터넷을 백본
으로 이용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고 구현 및 관리가 쉬운 원격 접속 VPN을 구성
할 수 있다. 원격 접속 VPN 시나리오는 이동 사용자-대-LAN 연결로서, 그 기
본 기능은 이동 사용자로 하여금 사내의 자원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허용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대부분의 응용에서 사용
이나 관리상의 용이성이 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이동 단말의 특성
상, 클라이언트는 사용하기 쉽고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동작해야 하며, 서버의 입
장에서는 쉽고 중앙 집중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전화접속 연결의 특성상 과금
과 관련하여 사용자 인증을 기본적로 제공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데이터 암호/인
증뿐만 아니라, 과금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의 중앙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터넷 표준인 RADIUS(Remote Authentication in Dial-In
User Service) 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갈수록 재택 근무자나 SOHO, 이동 사용자등 이동 단말을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사내의 자원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다. 현재 VPN 시장에서 원격 접속 VP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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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중하하고 있는 추세이다.
익스트라넷 VPN은 보안정책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서브넷들을 상호 연결시
켜 주는 업체대 업체 VPN인 만큼 인트라넷에 비해 보안 위험도가 높고 보다 정
교한 접근 제어와 함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가장 구성하기 어려운
VPN이다. 비록 상호 연결되어 자원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자원에 대
해서만 접근을 허용해야 하고 상대방은 항상 잠재적인 공격자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총체적인 보안 솔루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종단간
보안 및 사용자별 접근 제어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각 서브넷의 경계에
는 가능한 직접 연결을 피하고 보다 정교한 접근 제어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프락시 방화벽을 설치하여 서브넷들을 선택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서로 다른 조직체를 연결시켜 주어야 하므로 상호 운용성을 위한 표준에
기반한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며, 가능한 다양한 보안 메커니즘을 지원하
는 제품이 유리할 것이다. 특히 익스트라넷 VPN은 한 서브넷에서의 보안 결함
이 다른 서브넷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방향 보안 모델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VPN 기능은 통상 라우터나 방화벽에 내장되거나 전영 VPN 서버로 구현되는
데, VPN 구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터널링 프로토콜로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가) PPTP(Point-to-Point Tunneling Protocol) /
L2TP(Layer 2 Tunneling Protocol)

PPTP와 L2TP는 인터넷 기반의 접속 VPN을 구성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
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터널링 프로토콜이다. PPTP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
터, L2TP는 시스코의 L2F(Layer 2 Forwarding)와 PPTP의 장점을 따서 만들어
진 PPP 캡슐화 프로토콜이다. L2TP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를 포함한 주요
벤더들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 표준이 되었다. 이 두 프로토콜은 모두 layer 2의
PPP 트래픽에 대한 캡슐화를 통해 두 지점 사이의 터널을 생성/관리/소멸시켜
주는 것이 기본 기능이며, 보안은 대부분 PPP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에 의존하
므로 L2TP 인터넷 표준에서는 보다 강한 보안을 위해 IPSec 사용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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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PSec (IP Security protocol : Layer 3 터널링)

IPSec은 최근 일련의 표준화 작업이 완성된 IP 계층의 인터넷 표준으로, 크게
AH/ESP 헤더를 이용한 IP 캡슐화 및 여기에 필요한 키 관리 부분으로 구성된
다. IPSec을 구현상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IP 주소를 바탕으로 보안 정책 수행
을

담당하는

IKE(Internet

정책

엔진,

SA(Security

Key

Exchange)

엔진,

Association)/키

관리를

AH(Authentication

담당하는

Header)

및

ESP(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캡슐화를 담당하는 IPSec 및 IKE 엔진에
필요한 각종 암호연산 라이브러리 및 API로 구성되는 암호알고리즘 엔진으로 나
눌 수 있다. 보안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정책 엔진 및 IKE 엔진으
로 실제로 IPSec 기반의 VPN은 이들에 의해 구현되고 관리된다.

(다) SOCKS V5 (Layer 5 tunneling)

SOCKS V5는 인증된 방화벽 통과를 위한 IETF 표준으로, 순수한 서킷 수준
프록시였던 SOCKS V4에 클라이언트 인증, 암호화 파라미터 협상, UDP 프록시
등 다양한 보안기능을 보강하였기 때문에 같은 세션 계층 보안 프로토콜인 SSL,
TLS와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SOCKS는 물론 어떤 하위 계층의 터널링 프로
토콜 상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세션 수준의 프록시로서 동작하므로 IPSec 보
다 훨씬 정교한 접근제어 및 로깅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IPSec 만큼 널리 알려
지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복잡해지는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용도로 사용이 증
가되고 있다. SOCKS V5를 이용한 VPN은 하위 계층의 터널링 프로토콜에 비해
뛰어난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정책 관리
가 요구되는 엑스트라넷 VPN과 같은 경우에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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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VPN 특성
PP2P

L2TP

IPSec

표준화

Vendor-specific

RFC2661

RFC 2401-2410

OSI 계층

Layer 2

Layer 2

Layer 3

Layer 5

Peer-to-Peer

클라이언트/서버

IP

TCP, UDP/IP

작동 모드
지원하는 상위
프로토콜

터널 서비스
사용자 인증

클라이언트/서버 클라이언트/서버

SOCKS V5
RFC 1928, 1929,
1961

IP, IPX,

IP, IPX,

NetBEUI,

NetBEUI,

AppleTalk, etc

AppleTalk, etc

접속당 단일

접속당 다중 PPP

SA에 기반한

각 세션에 대해서

PPP 터널

터널

다중 터널

별도의 터널

PAP/CHAP

PAP/CHAP

없음

제공됨

없음(PPP에 의한 각 패킷에 대해서

GSS-API를

데이터

없음(PPP에

암호화)(IPSec으

AH/ESP에

이용해서

암호/인증

의한 암호화)

로 보호할 것을

의해서

메시지마다

권고함)

암호화/인증 제공

암호화/인증
GSS-API/SSL

키 관리

없음

없음

ISAKMP/IKE

접근 제어

없음

없음

패킷 필터링

원격접속

원격접속

랜대랜 인트라넷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

패킷/콘텐트
필터링, 프록시
익스트라넷

5. IPSec

IPSec은 데이터 송신자의 인증을 허용하는 인증헤더(AH : Authentication
Header)와 송신자의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를 함께 지원하는 ESP(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두 종류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각 서비스에 관련
된 명확한 정보는 IP 패킷 헤더의 뒤를 잇는 헤더 속의 패킷에 삽입된다.
ISAKMP/Oakley 프로토콜과 같은 별개의 키 프로토콜들이 선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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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프로토콜은 무결성과 데이터 소스 인증 및 재생에 대항한 보호를 제공하
는 봉투(envelope)를 만든다. 따라서 인증헤더는 침입자의 공격에 대항한 다양한
방어책을 제공한다. 이 프로토콜은 모든 패킷을 인증하기 때문에 세션을 도용하
는 프로그램은 비효율적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재생 카운
터는 가짜 혹은 파괴성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재생 공격을 중지시
킬 수 있다. 인증헤더는 IP 헤더가 AH 봉투 외부에 있을 때도 가능한 한 다수의
IP 헤더에 대한 인증을 제공한다. 인증헤더 인증은 IP 헤터 패킷이 전송중일 때
그에 대한 조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인증헤더의 이러한 특성은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종단간 환경에서의 사용을 부적절하게 만든다.
IP 헤더를 조작하는 것이 NAT 기능에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SP 프로토콜은 데이터의 비밀성을 제공하는데, 암호화되어 있지만 인증되지
않은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AH의 모든 기능이 포함돼 있다.
IPSec 사양은 인증헤더 기능을 제외한 ESP를 허용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ESP는 또한
널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다. 널 암호화란 IP 헤더 인증을 제외한 AH와 거의 흡
사한데, IP 헤더에서의 주소가 변하기 때문에 NAT 전송을 허용할 수 있다.
ESP와 AH는 IANA(Internet Address Naming Authority)에 의해 프로토콜
50과 51로 각각 등록돼 있다. 사용자의 경계 라우터에 기본적인 패킷 필터링 규
칙이 구현돼 있다면 이들 프로토콜을 가용 목록에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P 헤더의 이러한 프로토콜 유형의 필드는 현재 IPSec 봉투의 필드이기도 하므
로 원래의 전송 유형은 IPSec 헤더 내에서 다음 프로토콜 필드로 이동된다.
IPSec 프로토콜은 전송 모드나 터널 모드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전송 모드에
서 IPSec은 네트워크(IP)와 전송(TCP 혹은 UDP) 봉투간의 평범한 IP 패킷으로
진입한다. 전송 모드는 종단 시스템용으로 개발되었는데, 그 사용은 완전히 집단
에 속한 모든 시스템에서의 전개용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애
플리케이션의 재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IPSec의 터널 모드는 게이트웨이에 의
해 사용되도록 개발된 것이다. 터널 모드에서 일상적인 IP 패킷은 IPSec 봉투 내
에 놓여지며, 그 IPSec은 다시 또 다른 IP 봉투로 들어간다. 이 모드에서 사용자
는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에서 IPSec 터널 장비를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다. 구성

- 21 -

이 비슷한 네트워크 간에 트래픽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간단하며, 특수한 최종
사용자 소프트웨어나 새 애플리케이션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 터널 모드를 지원
하는 소프트웨어는 게이트웨이나 종단 시스템 상에서 동작할 수 있다. 종단 시스
템 상에서 터널 소프트웨어가 가장 흔하게 사용될 때는 원격 및 이동 사용자를
지원할 때이다. 게이트웨이가 터널을 통해 대부분의 종단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 게이트웨이간의 통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전송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라우터, ATM 스위치, 방화벽 및 기타 핵심적
인 하부구조 컴포넌트를 원격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훌륭한 방편이 될 수 있다.
IPSec 연결은 SA(Security Association)에 의해 규정된다. SA는 미리 방향이 지
정된 것이 아니므로 연결시 2개의 SA가 필요하다. SA는 IPSec 연결의 다양한
파라미터를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 암호화와 인증 알고리즘과 같이 통신 시스템
과 암호화용의 세션 키 및 스스로의 기능을 제어하는 다양한 파라미터 간에 사
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IPSec은 그 내부에서 인증 및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구성
된다. 2개의 인증 및 7개의 알고리즘은 날짜를 규정하는데 사용된다. AH와 ESP
에 의해 사용되는 인증 알고리즘은 HMAC-MD5와 HMAC-SHA1이다. 이들은
세션 참여자가 한 개의 비밀 키(MD용은 128비트로 RFC 1321인 Message
Digest 5 버전, SHA1용은 160비트로, FIPS 180-1인 Secure Hash Algo-rithm 1
버전)를 공유하는 키 기반의 인증 알고리즘이다. HMAC 절차는 RFC 204(메시지
인증 코드를 위한 키 해싱Keyed-Hashing)에 정의되어 있다. HMAC는 비밀 키
인증 알고리즘이다. HMAC와 마찬가지로 비밀 키 분배의 영역에 따라 데이터
무결성과 데이터 기원 인증이 결정된다. 소스와 목적지만 HMAC 키만 알고 있
다면 두 개의 패리티간에 전송된 패킷을 위해 데이터 기원 인증과 데이터 무결
성을 제공한다. HMAC용의 키들은 ISAKMP /Oakley에 의해 생성된 키 재료
keying material로부터 생성된다. 분명한 초기화 벡터(IV : Initialization Vector)
가 수반된 DES(Data Encryption Standard)는 ESP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암호
화 알고리즘이다. IPSec 호환을 위해 이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한다. 이외에도
Triple DES, CAST-128, RC5, IDEA, Blowfish 및 ARCFour(Bruce Scheier가
저술한 암호관련서적을 토대하여 RC4를 공개적으로 구현한 것) 등 DES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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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된 다양한 사양들이 있다. CAST(RFC 2144)는 64비트 형식에서는 최
소한 DES만큼, 128비트 형식에서는 Triple DES만큼 강력하다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는 양식으로, DES보다 빠르다. RC5(RFC 2040)는 많은 사람들이 키
길이만큼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키 길이는 가변적인 스트림으로서, 256비트까지
가능하다. IDEA는 오리지널 PGP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그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Triple DES와 맞먹는 사이퍼이다.. 블로피시는 Scheier에
의해 개발된 가변적 길이의 사이퍼로서 공격자를 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
되었다. DES 이외의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구현자에 달렸다. 암호화 알고리
즘을 선택하게 되면 잠재적인 공격자는 단순히 사이퍼를 공격하면 되는 것이 아
니라 어떤 사이퍼를 깨뜨리고자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는 사이퍼 키의
전환으로 함께 단순히 한물 간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다는 희망 이외에는 공격
자들이 건질 것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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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이버 보안 표준

원전 사이버 보안 운영 및 관리, 기술의 적용을 위해 산업용 제어망의 표준
및 지침을 참고하여 사이버 보안 체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산업용 제어망
의 사이버 보안 기술과 절차는 수년전부터 표준이나 지침을 통해 연구되어 왔으
며,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용 제어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 표준이나 지침을 원전
통신망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 보안 표준 및 지침은 보안 대상이 충족해야 하는 규칙, 조건 또는 요
구사항을 정의함으로써 보안 적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표준은 운영지침, 제품 보안기준, 프로토콜 보안표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운영지침은 보안 절차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정의하며, 제품 표준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
해 제품의 품질이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프로토콜 보안 표준은 인터페이스 표
준으로써, 두 장비 사이의 연결점을 정의한다. 표 2.3 은 산업용 제어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련 표준/지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3 산업용 제어망 사이버 보안 표준/지침
분야

Nuclear

표준/지침

내

용

NUREG/CR6847

A self assessment method to assist plant
personnel in assessing and manage cyber-security
risks

IAEA Nuclear Security
Series Technical Guidance

Security of information and instrumentation &
control systems at nuclear facilities

US NRC Reg. Guide
1.152, Rev.2(2006)

Criteria for use of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NEI 04-04

Digital I&C Task Working Group TWG #1 :
Cyber Security

KINS/GT-N27 Reg.
Guide

Cyber Security of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in Nuclear Facilities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additional actions needed to improve management
of the nation's nuclear programs

IEEE Std7-4.3.2-2003

Standard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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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Power

IEEE 1402

IEEE guide for electric power substation physical
and electronic security

IEC 62210

Initial report from IEC TC 57 ad-hoc WG06 on
Data and Communicatin Security

IEC 62351

Data and Communication Security

IEC61850

standard for the design of electrical substation
automation

IEC 60870-6(ICCP
TASE.2)

telecontrol equipment and systems

DNP 3.0

Remote communication protocol for REC 523

IEC TC 57 WG15

Security Standards for the power system's
information infrastructure

IEC27002
IEC TC65 SC 65C WG13
NERC Security Guidelines
for the Electricity Sector

security guidelines for the electricity sector

NERC 1200

Urgent Action Standard 1200 - Cyber Security

NERC 1300

API 1164

cyber Security, (CIP-002-1 through CIP-009-1)
Security Standards for Electric Market
Participants
SCADA Security

API

Security Guidance for the Petroleum Industry

FERC SSEMP

Oil &
Gas

API
AGA12
ISA SP99

Cross-cut
Organizat
ions

Cyber security Control areas
Industrial Process Measurement, Control and
Automation - Industrial Networks - Cyber
Security

Security Vulnerability Assessment Methodology
for the Petroleum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Crytographic protection of SCADA
communications
Manufacturing and Control System Security
Standard

NIST 800-12, 800-14,
800-26

An introduction to computer security : The NIST
handbook

NIST PCSRF

Security Capabilities Profile for Industrial Control
Systems

ISO 15408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ISO 17799

Information Technology – 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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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는 정보기술 보안 제품 선택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에는 제
품의 유형, 제품 특성 및 다음과 같은 제품 범주에 대한 환경 고려사항을 수록했
다. 식별과 인증, 접근 제어, 침입 탐지, 방화벽, PKI, 악의적 코드 방지, 취약점
스캐너, 수사지원 및 매체 건실성 유지가 그것이다. 또한 NIST는 보안 제품 구
현에 관한 다양한 지침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NIST는 전자우편과 무선 네트워
크 보안 및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NERC는 광범위한 물리적 위협과 사이버 위협에 대해 중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실천 지침인 전력 부문의 보안 지침을 작성했다. 지침의 주제는 취
약성과 위험 조사, 사업 연속성,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 및 민감한 정보의
보호를 포함한다. 사이버 보안의 소분류는 위험 관리, 접근 제어, 정보기술 방화
벽 및 침입 탐지를 포함한다. 또한 화학 산업 특정분야에는 화학약품 사업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의무적인 보안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의 목
적은 설계, 구매, 제조, 영업, 공급, 수송, 고객 지원, 사용, 재활용 및 제품 폐기
에 관련된 회사 전체의 활동에서 잠재적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해 인력, 재산, 제품, 프로세스,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의도는 기업이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해 취약성을 확인,
평가 및 처리하도록 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즉,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교육 및 대응 성능을 강화하며 핵심 이해 당사자와
의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13개 관리 실천 지
침을 포함하여 위험 기반 보안 관리를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 리더십 발휘 : 경영진의 리더십 발휘는 정책, 충분하고 정량화된 자원 및
해당 책임 소재 정의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보안을 개선해야 한다.
- 위협, 취약성 및 결과의 분석 : 잠재적 위협, 취약성, 결과 등이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한다.
- 보안 수단의 구현 : 프로세스 설계, 엔지니어링 및 관리 제어에 대한 안전
한 접근 방식과 방지 및 최소화 수단을 고려하여 보안 수단을 개발하고 구
현함으로써 위험에 대응한다.
- 정보 및 사이버 보안 : 정보와 정보 시스템은 양호한 보안 관리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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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화 : 보안 관리 프로그램, 프로세스 및 절차를 문서화한다.
- 교육, 훈련 및 지도 : 종업원, 계약업체, 서비스 제공업자, 협력업체 및 기타
당사자의 능력을 강화하고 인식한다.
- 통신, 대화 및 정보 교환 : 종업원, 계약업체, 공동체, 고객, 공급업자, 서비
스 제공업자 및 정부 공무원 및 기관과 같은 이해 당사자와 해당 보안 문
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모든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균형 있게 보장되도록 한다.
-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 보안 위협의 조사, 대응, 보고 및 의사소통
-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 보안 사고의 실사, 대응, 조사, 보고, 의사소통 및
교정 조치
- 조사 : 보안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및 교정 조치의 구현을 실사한다.
- 제 3자 확인 : 외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영 시설에서 기업이 물
리적 현장 보안 수단을 구현했는지 여부에 대한 제 3자 확인
- 변경 관리 : 인력, 재산, 제품, 프로세스, 정보와 관련된 변경에 대한 보안
문제의 실사와 관리
- 지속적인 개선 : 기능의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에는 계획 입안, 목표와 목
적의 규정, 프로세스와 기능의 감시, 경향 및 개발의 분석 및 교정 조치의
구현이 수반된다.
에너지 기반시설 부문의 석유 및 천연가스 분야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지침에
는 석유와 천연 가스 산업을 사이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자원의 효과적인 할당
을 개선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또한 정보 보안 관리에 ISO/IEC 표준 17799를 자
발적인 프레임워크로 사용해 사이버 테러에서 산업을 보호한다.
시스템에 보안을 채택함에 있어 NIST는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을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 초기에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NIST에 따르면 보안은 IT 획득이
나 개발의 필요성 판단 단계에서 가능한 한 초기에 고려해야 한다. 제안된 보안
제어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전체 시스템의 예비 요구사항 정의의 일부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전체 활동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시스템 획득이
나 개발이 승인되면 NIST는 보안 기능과 보증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위험
실사 수행과 보안 제어 시스템의 테스트 및 시스템 보안의 인증 및 공증과 같은

- 27 -

보안 요소를 고려하는 몇 가지 단계를 제시한다.
보호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일련의 방어 메커니즘으로 컴퓨터와 네
트워크를 보호하는 일반적인 설계 전략으로써, 어느 한 메커니즘의 운영이 중단
될 경우 다른 메커니즘이 그 즉시 공격에 대응하게 하는 전략이다. 공격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잠재적 공격이 수차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 하나의
방법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는 없다. 상세한 방어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 졌을 때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계측제어계통의 사이버 보안 규제 지침을 제시하였
다. 2008년에 제시한 KINS/GT-N27 기술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이버보안 활동의 적용대상
- 사이버보안 정책과 계획의 수립
- 사이버위협의 분석
- 사이버보안성 평가
- 사이버보안 활동의 이행
이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사이버보안 활동의 적용대상은 원자로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활동을 대상을 정의한다.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계측제어계통 및 이 계통의 개발, 시험,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 기반 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대상 이외의 계통 및 기기는 사이
버보안 활동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지만, 사이버 위협의 분석을 요구한다. 표 2.4
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 사이버 보안 기술지침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표 2.5에는 사이버 보안 범주에 따른 기술 표준 예를 나타내었다.

표 2.4 원자력안전기술원 사이버 보안 기술지침
범주

내용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계측제어계통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계측제어계통의 개발, 시험,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사

적용대상

용되는 디지털 기반 기기
- 상기 대상 이외의 계측제어계통 및 기기는 사이버활동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지만 사이버 위협 분석을 요구함

정책과 계획의 - 필수 디지털 보호대상의 관리적 사항

- 28 -

- 사이버보안 조직 및 인적 자원
- 정보의 분류 및 사이버보안 수준
- 접근제어 및 감시
- 통신망 보안
수립

- 사이버보안 감사
- 물리적 보안
- 사이버보안 사건 대응체계
-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 취약성 분석 및 주기적 평가
- 심층방어 및 다양성 확보

위협 분석

- 안전기능의 수행에 영향이 없음을 보장
- 내적 위협과 외적 위협으로 분류
- 사이버보안 정책과 계획의 적절성 평가
- 사이버보안 조직 및 체계에 대한 평가
- 사이버보안 수준의 적절성 평가
- 침입탐지 및 방지를 포함한 접근제어 기법의 적절성 평가
- 패스워드 관리기법의 적절성 평가

보안성 평가

- 통신망/기기의 연결성 평가
- 정보의 기록, 저장 및 보관의 적절성 평가
- 소프트웨어 무결성 평가
- 상용제품에 대한 관리기법의 적절성 평가
- 물리적 접근의 적절성 평가
- 주기적 분석/평가의 결과 반영 및 사이버보안 감사의 적저렁 평가
- 다단계의 물리적 및 사이버 접근 통제
. 개발환경에 대한 접근 통제
. 원격접근의 금지
. 단방향 통신 프로토콜 제어신호
- 위협의 탐지와 방어
- 엄격한 패스워드 관리
-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보안활동 이행

. 소프트웨어 무결성 보장을 위한 확인 및 검증
. 암호화 기법의 적용
- 설계 및 운영 조직의 사이버보안 교육 및 훈련
-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주기적 평가
- 높은 수준의 로깅
- 테스트베드를 통한 침투시험 및 분석
- 대응체계의 수립
- 엄격한 사이버보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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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사이버 보안 기술 표준 예
범주

표준
경계보호
- 네트워크 주소 변환(RFC 3022)
- SOCKS 프로토콜버전 5(RFC 1928)
인증
- IP 보안 프로토콜(IPSEC)

접근 제어

- DNS 보안 확장(DNSSEC) (RFC 2535)
- SNMPv3 보안(RFC 3414)
- 일회성 암호 시스템(RFC 2289)
- ISO/IEC 7816 : 스마트 카드 보안
- ISO 9798-1 : 보안기술 - 기업 인증 메커니즘
인가
- CCITT X.500 디렉터리표준
무결성
- 연방정보처리기순(FIPS) 198 : 입력한 HMAC
- FIPS 180-2 : SHS (SHA-1, SHA-256, SHA-384, SHA-512)
- ISO 10118-1 : 보안기술 - 해시함수 부인방지 - 디지털 서명
부인봉쇄 - 디지털 서명
- FIPS 186-2 : 디지털 서명 표준(DSS)

시스템 무결성

- ANSI X9.31-1988 : 금융 서비스 산업을 위해 역전할 수 있는 공개키 암
호기법을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
- ANSI X9.62-1988 : 금융 서비스 산업을 위한 공개키 암호기법 : 타원곡
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 ISO 9796 : 보안기술 - 메시지 복구 기능의 디지털 서명 구조
- ISO 13888-1 : 보안기술 - 부인 방지
- ASTM E2084-00 : 디지털 서명을 사용한 건강관리 정보의 인증을 위한
표준 규격
암호화 알고리즘
- RSA 공개키 암호기법 표준(PKCS)

알고리즘

- FIPS 197 : 고급 암호화 표준(AES)
- ANSI X9.52-1988 : 3중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 운영 모드
- FIPS 185 : 조건부 암호화 표준(EES) - Skipjack
- 보안 소켓 레이어(SSL) v3.0
- 전송 레이어 보안(TLS) (RFC 2246)

암호화 전송

- IP 보안 프로토콜(IPSEC) 및 IKE(내부 키 교환) (RFC 2409)
- 시큐어 셀(SSH)
- 페ㅜ용 레이어 2 터널링 프로토콜(L2TP) (RFC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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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802.11 및 802.11i
- Wi-Fi 보호 접근(젬)
암호화 저장
- OpenPGP 메시지 형식 (RFC 2440)
- OpenPGP로 MIME 보안(RFC 3156)
침입 탐지
조사 및 감시

- 침입 탐지 교환 프로토콜(IDXP)
시스템 이벤트 연관 분석
- ASTM E2147-01 : 보건 정보 시스템에 사용되는 조사 및 공개 로그의

구성 관리 및
보증

표준 규격
네트워크 관리
- 망 관리 프로토콜(SNMP) (RFC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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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전 사이버보안 환경 분석

사이버 보안은 보안정책, 관리, 운영, 감사를 강화할수록 사이버 취약성을 줄
일 수 있어 보안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격의 경로 및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사이버 환경이 변화
하므로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원
전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원전의 사이버보안 환경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안
정책의 수립 및 관리, 운영, 감사 등의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 보안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일반적인 산업용 제어망의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 과정은 그림 3.1과 같이 자
산 분석, 취약점 추출 및 보안 대책 수립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는 사이버보안
표준 및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원전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따를 것이다. 원전 사이버보안 체계의 틀은 다
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원전 통신망 및 현장 환경 파악
- 위기관리
- 보안정책 수립
-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기술 구현
- 지속적인 보안 감시 및 관리
본 장에서는 원전 사이버보안 환경 분석을 위해 원전 통신망 및 계측제어 계
통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 위협 및 사이버 취약성을 분석하고 원전 통신망의
사이버보안 리스크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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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보안대책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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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원전 통신망/계측제어 계통 분석

1. 사내망/소내망

원전 사내망 및 소내망은 인터넷 라우터를 통해 본사 및 원전 본부에 접속하
게 되어 있다. 본사 및 원전본부는 네트워크를 분리 구축하여 운영하며 수 십
Mbps급 회선을 전용하여 초고속, 광대역 백본망을 구성하여 사용한다.

그림 3.2 사내망 기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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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사내망 및 소내망에는 업무용 사무망 외에도 각 기능별 전용망들을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 업무기능에 따라 원전 전용망, 가상 사설망, 방재 전
용망, 백업센터 전용망 등을 구축하여 각 업무별 특성에 맞게 최대의 효율을 도
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 원전 전용망

네트워크의 신뢰도 및 트래픽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통신 경로 및 장비의 이
중화로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부터 NMS 운영으로 설비의 안정적
인 운영 환경이 제공되도록 했다. 네트워크 구성방식은 다양한 시스템 연결을 고
려하여 표준방식을 채택하였으며 10/100 Mbps 이더넷 특성을 유지하면서 그룹
간에 속도를 높여 전체적인 속도를 향상시킨 기가비트 이더넷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일반 OA 망과의 다른 점은 상세 설계시 원자력 발전소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소 구내 주제어실, 전산실, 터빈건물, 보조건물 등에 스위칭 허브를 주위치하
였으며 발전소 외부로는 취수구 건물, 폐기물 처리건물, 기상 관측소, 환경 실험
실, EOF 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사와 각 본부간의 연
결은 전용회선을 이용한 WAN 구성을 하였으며 전송속도는 T1급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네트워크 운영 정책은 각 원자력 본부에서 인터넷 및 인트라넷 접속시 방화
벽을 경유하도록 하였으며 실시간 발전 운영 업무가 원전 전용망 상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업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서는 원전 자동경보 시스템, 원격 화상
감시 시스템, 원전 종합 환경 관리 시스템 등이며, 운전변수, 원격감시 시스템,
기상/수질/방사선 관리 시스템, 발전소 화상감시 시스템, 계측기 교정 지원시스템
등이다. 여기서의 원전전용 단말은 본사의 경우 원자력 비상대책 상황실, 발전소
원격 감시전용 단말이 있으며 각 본부에는 발전소내 주제어실 및 관련부서 단말,
환경실험실, EOF 등 안전 분야 단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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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원자력 전용망 기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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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상 사설망

기업의 회선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는 가상 사설망은 해외지사 및 출장소 등
의 지역에 활용하고 있다. VPN 사용 대상으로는 해외교육자, 출장자, 한전 파견
직원 등의 사외 근무자 그룹과 필수업무로 인해 신청한 직원에 한하여 VPN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4 가상사설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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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재 전용망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비상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비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방재전용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운용중인 OA 업무망과 혼용하여 공동 사용시, 방재훈련 및 주요 비상상
황 발생시 업무지연으로 정보전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대외 업무시 사내망
과의 접근성 저하, 긴급 상황시 정보전달 지연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방재 전용망은 PI 시스템 및 원자력안전기술원 ERIX 시스템과 업무 연동 및
접속, 비상대응 설비간 훈련 상황 전파 및 신속한 자료 송수신, 방재 화상회의
및 비상전화 시스템 활용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그림 3.5 방재 전용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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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백업센터 전용망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백업센터 구축의 목적은 천재지변 및 재난
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상시운영체제 구축과 데이터, 시스템 백업에 대처할 수 없
는 장해시 한계 극복, 국가 중요 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대한 대국민 신뢰
성 제고에 있다.

그림 3.6 백업센터 전용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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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계측 제어망

사이버보안은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 및 부인방지를 목표로 정책 및 기술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이버보안 목표는 시스템의 사용 목적 및 용도
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 및 개인의 사이버 활동에서는
기밀성 및 부인방지가 높은 우선순위로 정해지게 되지만, 원전 계측제어 통신망
의 경우 실시간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사이버보안 적용에 따른 가용성 및 무
결성의 유지가 높은 우선순위가 된다. 원전 계측제어 통신망은 내부 및 외부 공
격에 의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사이버보안 기

술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보안 기술의 접목으로 인한 통신망 성능 저
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전 계측제
어 통신망 구성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사이버보안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
적의 방안을 세우고자 한다.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은 일반 산업용 제어망보다 엄격한 안전 및 환경 요건
을 요구하므로 복잡한 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안전관련 계통은 분리된 다중
채널의 통신 경로를 갖고 있으며 각 통신 채널은 단방향 전송에 의해 다른 통신
망과는 격리되도록 되어 있다. 안전관련 계통을 위한 통신망은 센서 또는 작동기
기와 각 계통 프로세서 간에는 필드버스 개념의 프로세서 버스타입 통신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프로세서 간에는 토큰 패싱 방법에 의한 결정론적 전송제어 방
법을 이용하고 있다. 비안전 관련 계통은 발전소 제어기능을 위한 계통의 통신은
안전관련 계통과 마찬가지로 결정론적 토큰 패싱 망이 이용되며 정보처리 또는
감시계통은 랜덤 액세스 방식인 CSMA/CD의 이더넷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계
측제어 시스템은 GUI, 데이터베이스, 센서, 중계기, 교환기, 원격 계측 장치, 네트
워크,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측제어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감시, 계
측, 제어, 경보 발생, 운전자 조작, 화면 감시 및 보고서 작성 기능 등이다. 그림
3.7은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의 구성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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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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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신망 분류 및 기능

계통간 연계를 수행하는 통신망은 일반적으로 정보 처리망, 지시 및 경보망,
제어망, 보호 연계망의 4종류의 망으로 분류된다.
정보처리망은 보호, 제어, 감시 등 모든 계측제어 계통과 정보처리 계통간의
연계와, 정보처리 계통의 처리 정보를 주제어실의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에 연계
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지시 및 경보망은 안전관련 계통과 지시경보 시스템간
의 연계, 지시경보 시스템과 제어실의 지시 및 경보 관련 디스플레이 장치간의
연계 수단으로 사용된다. 제어망은 NSSS, BOP, TCS를 포함한 모든 비안전 관
련 계통간의 내부 연계 수단으로 사용된다. 보호 연계망은 안전관련 채널 및 연
계 수단으로서, 보호계통 캐비닛과 제어실 운전원 모듈간의 연계, PAMS 관련
정보와

지시경보시스템-P계통간의

연계

및

ESF-CCS

소프트

제어기와

ESF-CCS 계통간의 연계 수단으로 활용된다.

나. 통신망 전송 특성

(1) 노드 구성

통신망 노드는 해당 통신망에 포함되어 연계 데이터의 송수신을 요구하는
통신 주체로서, 각 세부 계통 또는 장치에 해당한다. 각각의 통신망이 포함된
노드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3.1 계측제어 통신망 노드 수
망종류

내부 노드

외부 노드

총 노드수

정보처리망

48

37 - 계측제어

85

지시 및 경보망

9

16 - 안전계통 연계

25

9 -NSSS
제어망

12 - BOP 및 TCS

35

14 - 소프트제어기
보호 연계망

8

- 42 -

8

(2) 연계 데이터 및 링크

각 통신망 별 요구되는 전체 링크 수와 데이터 포인트 수는 다음과 같다.

표 3.2 계측제어 통신망 데이터 및 링크 수
망종류

링크 수

데이터 포인터 수

102

305,819

(48:내부, 54:외부연계)

(내부 97%, 외부 3%)

지시 및 경보망

24

24,924

132,340 bits

제어망

252

11,951

40,508 bits

보호 연계망

10

2,346

14,302 bits

정보처리망

전송량
4,148,553 bits

(3) 전송 구조 및 성능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통신망을 구성하는 7개의 망은 전송 프로토콜에 의하여
정보 처리망이 사용하는 Fast Ethernet, 보호 연계망이 사용하는 Profibus 및 제
어망이 사용하는 Token-Ethernet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3 계측제어 통신망 전송구조
망종류

망 종류

전송권한

100 Mbps CSMA/CD
정보처리망
Fast
랜덤 할당
Ethernet
방식

토폴로지

프레임 구조
오버헤드 26 bytes

버스

길이 46~1,500 bytes
프레임간격 96 bit time

지시 및
경보망
제어망

보호
연계망

Token
Ethernet

Profi-bus
FMS

Token
passing

Token
passing

링

데이터 프레임 : 오버헤드 33bytes,
최소 72 bytes
토큰 프레임 : 72 bytes

논리적 : 링
물리적 : 버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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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오버헤드 26 bytes, 데이터
1~246 byes
토큰 : 33 bits + 24 bits
전송서비스 : SDA, SDN, SRD,
CSRD

표 3.4 계측제어 통신망 성능
망종류

전송지연시간

통신요구용량

정보처리망

55.83 ms

14.52 Mbps

지시 및 경보망

22.88 ms

178.42 Kbps

제어망

15.19 ms

19.75 Mbps

보호 연계망

8.76 ms

341.89 K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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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분석

원전 사이버보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자산은 사내망/소내망, 전용망 그리고 계
측제어 통신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프로토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원전 사이버보안의 자산들 중 계측제어 통
신망은 원전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가장 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다.
원전은 물리적으로 격리된 구역으로 인가자만 원전 시설의 출입이 허용된다.
특히, 계측제어 시스템은 원전 내에서도 접근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제한된 인가
자만 접근이 허용된다. 그리고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은 안전 등급과 비안전 등급
계통이 격리되며, 소내망과 분리된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되므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 개념은 도입되어 있으나, 설계 단계에서 운영까지 사이버 보안 개념을
도입하지 않은 구성이다. 따라서 원전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취약성 및 리스크를
분석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림 3.8은 원전 통신망
의 자산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원전 계측제어 통신망은 심층방어 개념을 도입하
여 물리적, 논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구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사내망/소내망과 분
리된 형태이다.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망과 제한적
인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산을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해보았다.
- 레벨 1 : 안전계통 공정망(보호연계망)
레벨 1.5 : 안전계통 제어망, 정보처리망, 제어반
- 레벨 2 : 비안전계통 공정망
레벨 2.5 : 비안전계통 제어망, 정보처리망, 제어반
- 레벨 3 : 전용망, 유지보수망
레벨 3.5 : 전용망 및 유지보수망 관련 독립망
- 레벨 4 : 소내망
- 레벨 5 : 사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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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원전 통신망 자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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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위협 추출

1. 위협 요인 및 위협 발생원

본 절에서는 원전 통신망의 위협, 특히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의 위협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따라 개방형 시스템이 사
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운영체제는 유닉스, 윈도우즈, 리눅스 등의 다양한 운영체
제가 전체 시스템 내에서 혼합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방형 시스템의 사용으로
통신망을 통한 사이버보안 위협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비용감소, 성능향상, 유지관리 용이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공통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윈도우, 유닉스와 같은 운영체제를 사용하여 그들이 가진
취약점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제어시스템에서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사
적 네트워크 통합, 전략적 파트너의 네트워크와 연결로 인해 계측제어 시스템과
다른 네트워크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강력한 사용자 인증이나 패치 등은 구현하
지 않고 있으며, 인증, 권한부여, 암호화, 침입탐지, 네트워크 통신의 필터링 등은
계측제어 시스템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대역폭, 처리능력, 기억용량을 초월하고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복잡한 패스워드나 강력한 패스워드는 비상의 경우
안전한 절차를 빠르게 대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다. 원격지 시스템 상태 점검 등을 위한 다이얼 업 모뎀 연결, 무선 네트워크의
사용, 상용통신 설비를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이용 등 안전하지 않은 연결은 취약
점을 더욱 악화시킨다. 또한 계측제어시스템 구조, RTU와의 연결 프로토콜 표
준, 기반구조 시스템의 구성, 통신망 등 계측제어 시스템에 관한 기술과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전 통신망의 사이버 보안 위협 발생원은 GAO(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 분석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 발생
원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표 3.5에 위협 발생원이 요약되어 있다. 테러리
스트에 의한 국가 기간산업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해커
들의 관심도 제어시스템의 해킹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협 발생원
중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내부자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조직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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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품은 내부자의 위협은 사이버 보안 위협의 일차적인 발생원이 될 수 있
다. 내부자는 대상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 시스템에 제한 없이 접근하여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시스템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5 위협 발생원
위 협

범죄 조직

내

용

국제 산업 스파이 및 범죄조직은 산업 스파이 활동과 대규모 금전 약탈 및
해커 능력의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위협

몇몇 국가는 적극적으로 정보 전쟁 독트린, 프로그램 및 능력을 개발하고 있
음.
그러한 능력을 갖춘 집단이라면 단독으로도 군사력을 지원하는 공급, 통신
및 경제 기반시설을 파괴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한 영향은
외국 정보국 국가 전체 시민의 일일 생활에 부정적인 결과 초래. 국가 사이버 전쟁 프로
그램에서 발생하는 위협은 대상 전체에 위협을 가해 국가 이해에 위해가 된
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는 위협임. CIA에 따르면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
만이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손해의 발생원인을
제거시키는 개발능력을 갖고 있음.

해커는 도전을 이겨내는 성취감이나 해커 사회에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네
크웍을 크래킹하는 경우가 있음.
한때 원격 크래킹을 수행하려면 상당한 기술이나 컴퓨터 지식이 필요했지만,
현재 해커들은 인터넷에서 공격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 사이트를 공격할
해커

수 있음.
즉, 공격도구는 점점 정교해지지만 사용은 쉬워지고 있는 추세임. CIA에 따
르면 중요 국가 네트워크와 같은 까다로운 목표를 위협할 정도의 스파이 활
동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전세계 해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단발성이나 단시간 훼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
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핵티비즘은 공개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웹 페이지나 전자우편 서버에 정치적

핵티비스트

동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의미함.
핵티비스트 그룹이나 개인은 전자우편 서비스에 과부하를 걸어 웹 사이트를
해킹함으로써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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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제 핵티비스트 집단을 주요 기반시설의 손상보다는 선전 활동에
치중함.
조직 내부에 불만을 품은 집단이 컴퓨터 범죄의 일차적인 발생원임. 내부자
는 대상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 시스템에 제한 없이 접근하여 시스템
내부자 위협

을 손상시키거나 시스템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침입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음.
내부자 위협은 직원의 우연한 실수로 인한 멀웨어의 도입이나 하청 업체의
위협도 포함하고 있음.

바이러스
제작자

바이러스와 웜이 파일, 하드 드라이브 손상
테러리스트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다수의 희생자를 발생시키며 국가 경제를
약화시키고, 공공의 사기와 자신감을 손상시키기 위해 주요 기반시설을 파괴

테러리스트

하거나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악용하는 방법을 모색
테러리스트는 전통적인 공격 방법에 치중하고 있지만 향후 사이버 위협의 가
능성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피싱, 스파이웨어/멀웨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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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협 유형

사이버 공격 유형은 공격에 관계되는 호스트의 수와 그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림 3.9는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 유형을 보여준다. 그림 3.9의
(a)는 공격이 없을 때의 정상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b)는 공격자가 정상적인 통신
을 방해하는 경우, (c)는 공격자가 통신의 일부를 엿듣는 경우, (d)는 공격자가 통
신 내용을 가로채어 위조된 통신문을 전송하는 경우, (e)는 통신이 없을 때 위조된
통신문을 전달하는 경우이다.
(b)의 예로는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s) 등을 들 수 있고, (c)의 예로는 엿
듣기(sniffing), (d)와 (e)의 예로는 IP 주소 속이기(IP address spoofing), DNS 속
이기 등의 각종 속이기(spoofing)를 들 수 있다.

그림 3.9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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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유형을 침입수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신분 도용(impersonation)
일반 사용자의 권한 획득, 즉 다른 공격의 발판이 되는 공격으로, 다른 사용자
의 암호를 훔치거나 무작위로 시도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나. 믿고 있는 기계로 위장(transitive trust)
목표물이 믿고 있는 기계나 네트워크로 위장. 주로 옛 버전의 썬(SUN) 워크스
테이션에 있던 허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같은 그룹 안의
기계들을 서로 신뢰하는 기계로 설정하여 암호 없이 로그인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계가 마치 그들 중의 하나인 양 속여 해당 기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는 방법이다. 이 공격도 주로 다른 공격을 위한 발판이 되는 공격
이라 할 수 있다.

다. 부당 도용(exploits)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이용, 일단 공격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
한을 얻고 나면 주로 이 공격을 시도하여 관리자 권한을 얻으려 하게 된다. 유닉
스의 경우 주로 SETUID를 가진 프로그램들이 공격대상이 되고 요즘은 버퍼 오버
플로우를 이용한 공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라. 자료 도용(data driven)
공격 프로그램, 트로이 목마, 백도어, 바이러스 등이 이에 속한다. 좀 더 체계적
인 공격을 위하여 공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심
어 두었다가 해당 시스템의 보통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암호를 빼낸다든지 시스템을 파괴한다든지 하게 할 수도 있다. 한 번 침입에 성공
한 시스템에 백도어를 만들어 두어 다음에 쉽게 침입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마. 하부 구조 이용(infrastructure)
프로토콜이나 시스템 등 기본 기능의 취약성 이용, IP 주소 속이기가 그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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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인데, 이 공격을 막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IP 주소 속이기의 경우는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막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 방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공격 유형으로, 이제까지
의 공격이 주로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얻거나 해당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해당 시스템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부담을 줌으
로써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공격 방법이다. 하부 구조에 대한 공격
만큼이나 막기 어려운 공격 유형이지만, 시스템을 파괴하지는 않으므로 복구는 간
단한 편이다. 이러한 공격의 유형 하에서 여러 가지 침입 방법이 존재 할 수 있다.
침입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침입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호스트에 침입한다. 처음에 침입할 때는 주로 일반 사용자 계정을 이
용한다.
②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나 프로토콜 버그를 이용하여 관리자 권한을 얻는다. IP
주소 속이기나 스니퍼, 혹은 sendmail, telnet, ftp등의 버그를 이용할 수 있으
며, 또는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버그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자 권
한을 얻는다. 환경변수 이용, 경쟁조건 이용,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등이 여
기에 해당된다.
③ 로그 감추기를 통하여 침입 흔적을 지운다. utmp, wtmp, lastlog 등의 파일
에 누가 언제 로그인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므로 이를 지운다.
④ 뒷문을 설치하여 다음번에 쉽게 침입할 수 있도록 한다. 뒷문은 일종의 트로
이 목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면 다음번에는 복잡한 과정 없이 쉽게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해둘 수 있다. 교묘하게 설치된 뒷문은 좀처
럼 찾기 어려우며,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차라리 간편한 방법일 수
도 있다. 즉, 한번 침해를 당한 시스템은 그 보안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아
야 한다.
점점 더 다양한 DoS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DDoS 공격으로 변
환되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에서 지속적인 flow 점검을 통한 방어가 유일한 수단
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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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서비스 거부 공격
공격 종류

포트 스캔

Spoofing

증상
Flow 과다 증가
CPU 증가

네트워크 장비에 영향 없음

동작방식

비고

공격시작을 위한 특정 포트

특정 host/장비 속도

스캐닝

저하

-> DoS 공격의 근원

Virus 전파 출발점

실제 IP가 아닌 다른 IP로
위장하여 침투함

Boink,
Ssping

Fragmentation과정
특정 시스템 오동작 다운

Fragment Attack

Icenuke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향해

대역폭 낭비

공격
ICMP

Flow 폭발적 증가

Flooding

대역폭 사용률 급격히 증가

서비스 거부 공격

Identification

Flow 폭발적 증가

ICMP flood와 유사

Flooding

대역폭 사용률 급격히 증가

TCP 113번 port 사용

Trinoo(pong)

Sync Attack

발생시, 수신측에서
Reassembly error

Spoof된 ICMP 패킷들이
Smurf

추적이 어려워짐

특정 호스트 공격
ICMP 공격

브로드캐스트 기능을 이용한 브로드캐스트를 목표로

Flow 폭발적 증가
대역푝 사용률 급격히 증가

UDP flooding

네트웍 장비 CPU 과부하 TCP Sync 취약점을 이용한
및 대역폭 낭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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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P를 전송
ICMP flooding 과
유사하나, 좀 더
치명적으로 알려져 있음
UNIX 장비의 rpc 공격
특정 호스트 다운
TCP flooding 공격

3. 공격 모델 및 공격 경로

원전 시설의 접근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얻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된
다. 또한 통신망의 경우에도 외부와 적절한 분리 및 격리에 의해 외부의 공격 가
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는 원전 통신망이 물리적, 논리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이버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의적이든 실수로 인해
매체의 접근 및 망의 연결에 대한 취약성이 나타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림 3.10과 같이 사이버 공격 모델을 내부 및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 또는 실수 모
두를 잠재적인 위협대상으로 판단하여 설정하였다. 원전 사이버보안 공격 경로는
그림 13에서 보인 것과 같이 통신망을 통한 공격과 물리적 접근에 의한 공격을
고려하였다. 원전의 계측제어 통신망은 대부분 분리되어 있지만 모뎀, 무선의 사
용, 원격 모니터링을 위해 외부망과의 연결 등으로 인해 통신망의 취약성이 증가
하고 있다.
물리적 접근에 의한 사이버 공격은 고의든 실수로 인해 망의 접속을 가능하
게 만드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림 3.11의 공격 경로에서 좌측의 경로는 논리적인
통신망의 접근 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측의 경로는 물리적인 접근에 의해 통
신망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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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공격 모델

그림 3.11 공격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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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이버 보안 취약성 분석

사이버보안을 고려하지 않은 원전 통신망의 정책, 관리 및 운영은 원전 통신
망 핵심 부분의 취약점을 발생시키게 된다. 사이버 보안 취약성은 공격자로 하여
금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악용함으로써 원전 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하고
손상을 입혀 인명과 재산의 손상이나 손해를 일으키게 된다. 사이버 보안 취약성
은 공격 형태의 변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컴퓨터 및 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인
해 새롭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취약성 강화를 통해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사이버보안에서 고려해야 될 구성요소를 정책 및 지침, 플랫폼, 그리고 네트
워크의 요소로 나누었으며, 그림 3.12는 이들 요소의 불완전한 구성으로 인해 사
이버보안의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에 취약성이 발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 사이버 보안 구성요소 및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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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및 절차의 취약성

정책 및 절차의 취약성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보안정책이 부
재하거나 부적절한 보안 정책에 따라 취약성이 발생된다. 보안 정책이 정해지면
보안 강화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 및 감사가 필요하
다.
표 3.7 정책 및 절차 취약성
구분
정책

취약성

-부적절한 보안정책 또는 보안정책 부재

-제어시스템은 대부분 구체적이거나 문서화된 보안 계획이 없음
절차

-장치나 시스템의 구현 지침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
-시스템 생명주기 동안 보안 강화에 대한 관리 메커니즘의 부재
-보안 감사가 거의 수행되지 않음

훈련

구성 관리

-정규 보안 훈련이나 문서화된 보안 절차가 없음
-정규 구성 관리 및 절차가 없음. 정규 요건이나 구성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접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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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취약성

플랫폼 취약성은 하드웨어, 운영체계, 제어시스템 응용을 포함하는 플랫폼의
결점, 잘못된 구성 또는 조잡한 유지보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이다. 이
러한 취약성은 OS 및 응용 프로그램 패치, 물리적 접근 제어, 보안 소프트웨어
(예,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표 3.8 플랫폼 취약성
구분

취약성
OS 보안 패치 지속되지 않음
IED를 포함하는 중요 플랫폼에 대한 구성의 저장 및 백업 부재
디폴트 OS 구성 사용으로 보안 불안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가능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저장됨

관리

시동 및 스크린 세이버 패스워드 사용 안함
전송시 패스워드 암호화하지 않음
장치 패스워드 공유
패스워드에 대한 시간 제한, 길이, 형태 요구 사항이 없음
최소 관리 접근 제어 적용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을 가짐
중요 플랫폼에 부적절한 물리적 방호

하드웨어

비인가자의 장비에 대한 물리적 접근
제어망내에 있는 개별 워크스테이션에 다이얼업 모뎀 존재

감시 및 로깅 시스템 로그가 수집되거나 검사되지 않음

멀웨어 방호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거나 업데이트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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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취약성

네트워크 취약성은 네트워크 장비에 부적절한 접근 및 허술한 보안 대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이다. 네트워크의 접근시 허가된 사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접근 제어에 보안 대책이 있어야 하며 접근제어에 대한 외부망
과의 연계시 방화벽 등 보안경계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방화벽 및 라우트 로그의 수집 또는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표 3.9 네트워크 취약성
구분

취약성
최소 데이터 흐름 제어 채용
(예 : 접근제어 리스트 최소 사용, 가상사설망 또는 가상 LAN)
망부품을 위한 구성이 저장되지 않거나 백업되지 않음

관리

패스워드 암호화되지 않음
망 장치에 패스워드의 불명확한 존재
장치 패스워드 공유
최소 관리 접근제어 적용

하드웨어

망 장비의 부적절한 물리적 방호
비인가자의 장비에 대한 물리적 접근
보안 필수 접근점을 정의하는 시스템의 보안경계가 정의되지 않음

경계

외부망과의 연계시 방화벽 부재 또는 불안전한 구성
비 제어망 트래픽에 제어망의 사용

감시 및 로깅

링크 보안

원격 접근

무선 연결

방화벽 및 라우터 로그의 수집 또는 검사 미수행
제어망에 대한 보안 감시 부재
감시 및 제어 경로가 미규명, 복잡한 중복 또는 임시 계획
취약한 링크에 제어망의 연결시 암호화로 보호되지 않음
원격접근에 대한 인증의 표준이하 또는 부재
제어망의 원격 접근시 공유 패스워드 및 공유 계정 사용
클라이언트와 AP 사이의 인증없음
클라이언트와 AP 사이의 데이터 보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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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전 통신망 사이버 보안 취약성

원전 통신망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고려가 미흡한 실정
이다. 원전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측제어 시스템은 일반 사무망과는
분리되어 운영되지만, 보안 정책 및 인식에 대한 부재 등으로 인해 사이버 보안
취약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3.13은 원전통신망에서의 비인가 접근, 모뎀, 무
선 그리고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계측제
어 시스템의 유지보수나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망의 연결 등으로 인해 분리된
계측제어 시스템의 연결이 가능하며, 비 인가자에 의한 계획적인 사이버 보안 침
해 사건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원전 통신망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취약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약성을 제거하
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림 3.13 원전 통신망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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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원전 통신망 취약성 예
계통

취약성 예

I&C 계통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무결성 상실

-원자로보호계통

-안전 필수 데이터의 무결성 상실

-공학적안전설비

-기능 가용성의 상실

-공정제어 계통

-무결성 및 가용성 상실에 따른 오경보

영향

대응 방안

심각도

분리망의 인가자만 허용
심각

사용자 접근제한
서버/단말의 물리적 보안
우발사건 계획
강력한 인증

원격 접근/

-일상 현장 작업용 데이터의 기밀성, 가용성

3자 접근

무결성 상실

암호화
높음 외부 사용자 제어
보안관점의 전달문
시간 제한 접근
인가자만 허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악성코드로 인한
화재보호 계통

화재 경보의 무결성 및 가용성 상실
-무결성 상실에 의한 제어실의 위조 경보 발

중간

생
-현장 접근 데이터의 가용성 및 무결성 상실

데이터의 무결성 수정

인가자만 허용
중간

-인가자에게 접근 권한을 막는 접근 데이터의
무결성 수정
엔지니어링 및 유 -엔지니어링 및 유지보수 작업용 데이터의 가
지보수 시스템

용성, 무결성 상실

작업허용 및 작업 -작업 허용/지시의 가용성 상실,
지시 계통

정상작업 중단

문서관리 시스템

이메일

웹 페이지

제한된 망연결
정규 백업
우발사건 계획

중간 사용자 제어
인가자만 허용
낮음 미정의된 사용자는 수정
불가능한 접근만 허용

보안 비밀취급 허 -개인 데이터의 기밀성 상실
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제어
서버/단말의 물리적 보안

-비인가자에게 접근 권한을 주도록 하는 접근
접근제어 시스템

망연결 최소화

-접근제어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가용성 상실
-관리, 설계, 계약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기
밀성, 가용성, 무결성의 상실
-일상작업용 이메일의 기밀성, 무결성 상실은
관리 부담을 유발

낮음

인가자만 허용
정규 백업

낮음 사용자 제어
사용자 제어
낮음 바이러스 보호
우발사건 계획

-대국민 정보용 데이터의 가용성, 무결성 상실.
회사 및 경영 이미지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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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방화벽
프록시 서버

제 4 절 리스크(RISK) 평가

원전 사이버보안은 원전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의 하나이므로 충분
한 정보를 가지고 보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이버 보안 문제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으며, 투자를 위한 우선순위
도 설정할 수 없다. 원전 시설 책임자는 리스크 평가의 결과에 따라 확인된 위험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는 현장의 사이버보안 환경 및 리스크 평가에 기초한
보안 정책의 개발에서 시작된다. 리스크 분석과 사이버 보안 환경에 따라 보안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 정책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와 시스템의 기밀
성, 무결성 및 가용성과 같은 사이버보안 목표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보안 목
표는 인력, 프로세스 및 기술을 사용하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구현함으로써 달
성할 수 있다. 보안 솔루션의 구현 이외에도 보안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
탐지 및 대응하는 보안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리스크 분석, 보안 정책, 보안 솔
루션 및 보안 관리를 조합하면 전체적인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
으며,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보장해야 한다.
리스크 분석은 사이버 보안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
다. 보안에 대한 좋은 접근 방식은 보호 대상인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본적
으로 유사하다. 리스크 관리 방법은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의 결정에 필요
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리스크 평가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보호 대상 선정 : 리스크 평가의 첫째 단계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자산 및
자산의 잠재적 손실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다.
② 위험 식별 : 둘째 단계는 자산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확인한다. 적의 의
도와 능력은 확인된 자산에 대한 위협의 정도를 확인하는 주요 기준이 된
다.
③ 취약성의 정도 : 셋째 단계는 위협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취약성을 파악한다. 즉 보안 위반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점을 파악한다.
④ 우선순위 설정 : 넷째 단계에서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자산 보호를 위한 우
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리스크 평가 단계에서는 자산에 대한 손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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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잠재성을 검토한다. 손실이나 손해의 영향, 자산에 대한 위협 및
취약성을 평가함으로써 리스크 정도를 파악한다.
⑤ 대응책 파악 : 마지막 단계는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대응책을 파
악한다. 대응책을 파악할 때는 대응책의 장점과 이윤을 단점 및 비용과 비
교 검토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중요성의 이해에 장애가 되는 요인 중 하나는 사이버 취약성의
범위와 정도 및 사이버 공격의 결과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리스
크 조사는 사이버 자산을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행할 작업을 기
업이 판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적극적 단계이다. 리스
크 조사에 따라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응책을 구현하기 위해 대안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마련된다.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에 관해 가장 최근에 확인된 내용에
대응할 필요 없이 리스크 조사 결과를 사용해 사이버 공격의 위험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다. 모든 위험을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거나 극단적인 통제를 구사하지 않는 한 최소화할 수 없는
위험은 항상 어느 정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리스크 조사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노출을 파악한 다음 수행해야 하며, 이 조
사 결과에 따라 위험이 적용되는 시설 책임자에게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리스크
조사의 다른 방법은 대응책에 기초해 최소화 접근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리
스크 조사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모든 부문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
지는 않는다. 보호해야 할 자산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취약성 평가가 수행
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 평가가 수행되지 않는다.
위험은 위협의 존재 가능성과 위협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
능성의 조합이다. 위협에 대한 취약성과 위협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보안 리스
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자원은 제한되므로 리스크 관리 접근 방
식을 사용해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분야에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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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리스크 평가 방법

그림 3.15 리스크 평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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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원전 사이버 보안 체계
컴퓨터 시스템을 모든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위
험관리를 통해 확인된 대응책은 전체적인 보안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보호, 탐지,
대응의 세 가지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 보호는 보호되는 자산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기술 제어와 같은 대응책을 제공한다. 보호 조치가
훼손되어 보안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탐지하여 감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인
력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대응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탐지된 침해에 사용한다. 보호, 탐지, 대응을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
이버 보안 기술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방화벽은 일부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도되는 공격을 탐지할 수도 있다.
원전 통신망을 위한 보안 체계는 사업 수행을 위해 지향하는 보안과 계측제
어 시스템의 신뢰성 있는 디자인, 구현, 그리고 동작을 위하여 시행 가능한 목표
와 행위로 변환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안체계 수립을 위해 설계 및 운영을 통한 검증모델을 제
시하였다. 보안체계 설계 단계에서는 보안체계 요구사항, 보안정책 요구사항, 보
안정책 설계, 보안모듈 요구사항, 보안모듈 설계의 순으로 보안 방안을 수립하고,
보안 검증 단계에서는 운영 및 감사를 통해 분석, 검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보
안 대책은 한 번의 설계 및 운영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분석 및
검증을 통해 보안체계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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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보안체계 수립 및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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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체계 요구사항은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
을 주요 목표로 한다. 사이버 위협에 의해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의 상실은 원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와 같은 보안 목표를 염두에 두고 사이버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 가용성

가용성은 정보를 적시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가용성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은 데이터의 백업, 중복성의 유지, 물리적 위협 요소로부터
보호 하는 방법이 있다.

나. 무결성

무결성은 외부 또는 내부의 침입자로부터 정보의 변경, 삭제, 생성 등을 방지
해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무결성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은
접근 통제, 물리적 통제 방법이 있다. 침입탐지 및 복구 시스템은 정보 변경 위
험이 있거나 변경된 것을 알려주는 기능과 함께 변경을 복구시켜 줄 수 있는 시
스템이다.

다. 기밀성

기밀성은 정보가 정보 소유자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비밀성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은 접근 통제 및 암호화 방법이 있다.
접근 통제는 시스템 내부에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출입을 통제하며, 암호화
는 정보 자체를 암호화함으로써 정보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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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사이버보안 체계 요구사항
보안목표

내용
- 적시성

가용성

- 가용성 상실 : 접근 파괴
- 서비스 거부 공격(DoS)
- 데이터의 진실성

무결성
- 상실 : 정보의 비인가 수정, 삽입, 파괴
- 패스워드, 계정, 역할 기반 허가
- 접근제어
- 상실 :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상실
- 속임(spoofing) 방지
- 인증

- 키, 사용자명/패스워드, 생체 스캔
- 하드웨어 인증 : 정적 어드레싱, 패싱 키, 공증
- 타인에게 보여지지 않음

기밀성
- 이더넷 인터페이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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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안정책

사이버 보안정책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SNL에서 제안한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 보안정책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SCADA 시스템 보안정책 프레임워크는 각 기관마다의 계측제어 통신망 보안정
책 수립시 보편적으로 쉽게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항목에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지에 관해 정리하였다.

그림 4.2 SNL의 SCADA 시스템 보안정책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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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ADA 시스템 보안 프로그램

이 그룹에 담긴 정보는 정책 명세이지만, 정책의 나머지 부분들을 위해 꼭 필
요한 중요한 세부항목과 개념들을 제공한다. 정책 구조를 생성하는 첫 번째 절차
는 SCADA 시스템의 동작을 정의하는 것이다. SCADA 시스템의 위험도는 잘
정의 되어야만 한다.

가. 조직과 관계

어떠한 SCADA 시스템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 필수적/선택적 정책
표준을 구분할 때, 조직의 구성과 외부 요소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
다. 조직의 내부 계층구조화는 잘 만들어진 보안 프로그램과도 같다. 개개인을
위한 규칙과 일반적인 응답에 관한 것이 반듯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차후에 정책 부분에서 책임의 지정을 가능하게 한다. 어떠한 책임의 지정 없이는
정책의 수행과 집행은 자주 무시된다.

나. SCADA 정보 구조

SCADA 정보 구조는 정책 수행자를 위한 일반 참조점이 된다. 여기에서는
시스템의 경계와 장비, 일반용어의 확인, 기술/성능과 관련된 표준 들을 정리한
다. 만약 시스템이 독립 부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면, 각각의 부 시스템은 자신
과 다른 파트와의 관계에 관한 용어를 기술해야 한다.

다. SCADA 데이터 분류와 소유자

시스템에 의하여 포함하고, 처리되고, 생산되고, 사용된 데이터는 반드시 분석
되어야만 한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데이터의 클래스들을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데이터 카테고리는 할당된 소유자를 갖는다. 여기서 할당된 소유자는 만약 데이
터가 잘못 취급될 경우 그에 대한 대답과 그 데이터에 대한최후로 책임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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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말한다. 데이터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라. 보안 위험관리

모든 시스템 보안 관리자는 위험 관리 프로그램 주위를 선회한다. 위험관리는
정책이 초기에 생성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관리는 보안 기술과 구현 뒤
에서 작용하는 요소이다. 모든 위험 관리 프로그램의 목적은 위험, 확인 통과, 분
석, 감소 및 이전의 수준을 수용 가능한 선에서 생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은
모든 시스템에서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위험도, 가격, 성능들은 균형관계에
있으며, 반듯이 협상되어야만 하는 요소들이다. 정책 생성시의 구동 요소에 따른
위험 평가는 초기에 논의되어야만 한다.

2. 데이터 보안 정책

데이터 보안 정책은 보안 프로그램에서 정의된 데이터 카테고리의 취급에 따
라 결정된다. 서로 다른 데이터 카테고리는 데이터 보안 정책에서 명세된 보호에
따른 요구사항이 구분된다. 데이터의 모든 형태는 시스템에 따른 위험도에 준하
는 만큼 보호되어져야만 한다. 데이터 표시와 알 필요가 있는 제어들은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가. 데이터 백업 정책

데이터 백업 정책은 반드시 백업되어야 할 데이터가 얼마나 자주, 어디에 백
업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세부적인 모든 것을 정의한다. 백업을 위한 보존
일정 또한 정의되어야 한다. 백업 요구사항으로부터 제외된 기기의 부류가 있다
면, 그것들에 관한 증명이 반듯이 되어야 한다.

나. 데이터 저장과 파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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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데이터의 생성, 저장, 파괴 등의 전체 수명 중에는 반드시 보호되어
한다. 파괴는 데이터의 생성, 저장만큼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 과정은 침입자
가 데이터를 훔치는 쉬운 방법 중의 하나이다.

다. 악의적 응용 보호 정책

악의적인 코드는 훔치거나 파괴되는 데이터에 의해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고
칠 수 없는 손상을 발생시킨다. 감독자들은 어떤 악의적인 코드의 부주의 또는
의도적인 설치를 방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만 한다.

3. 플랫폼 보안 정책

플랫폼 보안은 계측제어 통신망 시스템 내에서 요구되는 안전 구성 기본 값
들을 확인할 수 있다. 계정 생성과 종료를 위한 절차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 서버, 계측제어 통신망 장비(RTU/PLC/IED)들은 각각 서로 구
분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규칙은 안전 구성을 포함하는 관리지침이다. 바이러
스 체크, 침입감지, 접근제어, 암호화와 같은 중요한 개념은 반드시 플랫폼 보안
에 포함되어야 한다.

4. 통신 보안 정책

통신 보안은 데이터가 어떤 네트워크를 통과하는지, 서로 다른 네트워크 구역
에서의 보안, 안전 지역의 확인, 지정된 외부 네트워크 연결의 허가 등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가. 유선 연결도

이 섹션에서는 LAN, MAN, WAN을 모두 포함하는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연
결 내에서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를 정의하고 있다. 암호화 요구사항은 데이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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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기반으로 상세화된다.

나. 무선 연결도

네트워크에서 무선 연결은 매체의 브로드캐스트 특징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섹션에서는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무선 네트워크를 가로질러 나가
는지, 어떻게 네트워크 연결이 성립되는지를 가리킨다. 또한, 무선 연결이 유선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구성을 상세화한다. 무선 적용 평가를 위한 일정과 책
임이 여기서 다뤄진다.

다. 경계 정책

이 정책은 어떻게 데이터가 계측제어 통신망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네트워크
로 입출력이 이루어지는지 상세화한다. 필요한 제어의 유형과 이러한 제어의 위
치는 확인되어야 한다. 보안 영역은 암호화 제어 필요성에 관한 결정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지정된다.

라. 원격 접속

어떻게 사용자가 원격지로부터 자동화 시스템에 접속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한다. 원격 접속은 지역적으로 넓게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
영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공자는 원격지에서 시스템 유지 및 시스템 업그레이
드를 위하여 원격 접속을 사용한다. 이러한 정책은 어떻게 접속 요구를 하는지,
누가 접속에 승인되는지, 접속을 위한 시간적 제약이 있는지를 상세화한다.

마. 외부/3rd party 연결

이 섹션에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외부인이 자동화 네트워크에 장비와 정보
에 접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화한다. 이러한 정책은 어떻게 접속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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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하는지, 누가 접속에 승인되는지, 접속을 위한 시간적 제약이 있는지를 상
세 한다. 모니터링과 로그에 대한 요구사항은 금지된 행동처럼 명문화해야 한다.
시간, 장비, 또는 다른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들 또한 열거하여 명문화해야 한다.

5. 직원 보안 정책

자동화 네트워크에서 작업자는 전통적인 IT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작업자와는
다른 기능과 보안 요구를 가진다. 이 정책은 계측제어 통신망 직원을 위하여 작
업 요건과 고용 정책을 표현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시민권, 학력, 배경지식, 비
밀정보 열람 요구 가능 등에 관한 것들을 포함한다.

가. 접속 가능한 사용

이 정책은 장비와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 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
을 정의한다. 계측제어 통신망 시스템 기반의 소프트웨어는 계측제어 통신망 특
정 시스템의 것이어야 한다. ‘행위의 규칙(rule of behavior)’ 문서는 모든 고용자
는 이것을 읽고 서명된 것이어야 한다.

나. 계정과 비밀번호

계정과 비밀번호 정책은 계정 및 비밀번호의 저장, 생성, 공유 등에 관해 적
정하게 관리되는 것들에 관해 기술한다. 일부 정책에서는 비밀번호 형태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주어진다. 공유되는 비밀번호(장비에서의 관리자 비밀번호)
들은 생성과 저장 교체에 관한 요구사항에 관해서 특별한 보호 기법을 갖는다.
계정 생성과 삭제 정책은 어떻게 사용자가 그들의 계정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누가 계정의 생성과 제어에 관해 책임을 지는지를 설명한다. 계정 생성은 반드시
작업 기능 및 책임질 수 있는 목적에 부합되는 개인의 것이어야 한다. 화면 잠금
및 타임아웃, 로그인 제한등과 같은 추가적인 특별한 요구사항이 여기서 나타나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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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련

직원은 시스템의 보안 요구에 친숙해져야만 하며 왜 보안 통제자가 그 위치
에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왜 그것들을 해야 하는지 직원이 이해하고
있을 때, 보안으로부터 우회할 이유가 적어진다. 이러한 정책은 어떤 훈련 이 필
요한지, 얼마나 자주훈련을 해야 하는지, 누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리스트화가 되어야 한다. 만약 특정 지원 직위를 위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
하다면, 그러한 요구사항은 반드시 이 리스트에 추가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상주
직원 훈련 정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6. 구성 관리 정책

구성관리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성관리 절차가 구현되어 있는
지 확인을 한다.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위하여 요
구되는 필수적인 문서와 절차를 리스트 한다. 보안 계획, 정책, 구현 안내를 위한
개정 절차와 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어 변화 와 평가 변화와 같은 요소처
럼 표현되어야 한다.

7. 감사 정책

감사와 평가는 둘 다 시스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감사는 정책,
보안 계획, 구현 가이드의 보호가 시스템에 올바로 장착되어 있는지를 결정한다.
평가는 시스템상의 보호가 정보와 기능을 위하여 충분한지 시스템상의 수행 정
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 내부/외부 감사

내/외부 감사는 모두 포괄적인 위험 관리 프로그램에서의 중요한 위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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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사 섹션에서는 수행에 책임을 지는 내부 조직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감사를
계약하는 것과 같은 각 유형의 감사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나. 인가

편성이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면, 정책에서의 이 섹션은 모임의 책임과 일정,
참여 요소들에 관하여 세부 기술을 제공한다.

다. 사건 보고

사건의 책임을 지는 직원은 이 부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반드시 수반되는 일
련의 보고가 존재한다면, 이 세항들은 이곳에 기록되어야 한다. 사건 세항들의
보안 수준은 결과에 따라 정의되며, 보고는 적정 수준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사
고 응답 절차는 증거보존, 조사 권한, 보고 요구사항들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도
록 개발되어야 한다.

라. 로깅

로깅 정책은 무엇을 기록할지, 저장소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개정 요구사항이
있는지 등과 같은 로깅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마. 침해탐지

침해 감지는 이상한 행위의 감지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계측제어 통신망
조작자는 IDS를 위한 요구사항과 제한과 같은 것에 관하여 특별한 정책들을 요
구할 수 있다.

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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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정책의 접근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그룹과 일정, 시스템 상에서 접근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에 관해 상세화한다.

8. 응용 정책

응용 정책은 응용프로그램이 자동화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에 상응하
는 방법이 배치되고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프로그램 수준에서
의 접근 제어를 세분화하고, 개발 요구사항과 테스트 같은 응용 훈련을 포함한
다.

가. 계측제어 통신망 응용

계측제어 통신망 시스템만을 위한 특별의 응용은 간혹 관리자 접속을 위한
요구사항을 갖기도 하다. 이러한 응용은 데이터 분리, 사용자 로그인의 분리, 비
밀번호 보호 등과 같은 것들을 허락한다. 이 섹션에서는 계측제어 통신망 장비와
기능을 가지는 인터페이스에 쓸 수 있는 응용에만 중심을 둔다.

나. 응용 지원(Support Application)

오피스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기록과 같은 응용 지원은 다른 보안 가이
드라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응용은 계측제어 통신망 장비 또는 자동화 네트워크
에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계측제어 통신망 응용이 동작하
는 동일한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에서 존재한다.

9. 물리적 보안 정책

사이버 보호로부터 계측제어 통신망 시스템의 물리적 보안을 분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사이버 보안에 물리적 보안을 추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계측제어 통신망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장비는 물리적 보안 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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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의 접속,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 방문자 또는 개인에 의한 어
떠한 장비의 접속도 제어되고 모니터링 되어야만 한다.

가. 자산처리

물리적 자산 처리는 데이터 처리만큼 중요하게 처리 되어야 한다. 물리적 장
치는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되기 전에 주요 자료 등이 제어되어야만 한다. 이
정책은 시스템 동작을 위해더 이상 필요 없는 물리적 자산을 취급하는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요구사항을 표현한다. 주요 개념은 기밀 자료 삭제, 추적, 처
리 기술이다.

나. 계측제어 시스템 자산 보호

계측제어 장비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표준 사무 장비와는 다른 요구사항을
갖는다. 이 장비의 다른 특징은 보호 가이드라인의 분리 상태에 의존적이다.

10. 수동 운용 정책

자동화 시스템의 중요한 특성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의 기능은 시스템 실패
상태에서도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동 운용을 위한 중요하게 고려되
는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수동 백업 절차, 일련의 명령, 주기적
검사, 수동 운용의 훈련, 수동 운용 절차에서의 훈련과 테스트, 재난 복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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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보안 기술

IT 보안기술은 지금까지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인해 계측제어시스템 분야에
비해 앞서가고 있다. 사용자 인증, 로그 감사, 경계 보호, 암호화 등 여러 기술들
이 개발돼 왔으며, 앞으로도 더 발전된 보안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원전 통신망의 계측제어 시스템은 제한된 제작 업체의 장치들을 이용하고 생
명주기가 길기 때문에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통신망에
연결된 기기 및 장치들은 가용성을 유지하며 실시간 처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통신망이다. 따라서 원전 계측제어 통신망의 보안 기술의 설계 및 구현에서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할 목표는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의 순으로 IT 분야의 보안 목
표와는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IT 분야의 보안 목표는 그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보안 목표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정보를 제
공하는 시스템에서는 가용성, 무결성 목표가 우선순위가 높아지며, 홈뱅킹과 같
은 금전과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은 기밀성, 무결성의 보안 목표가 우선
시 된다. 적용할 분야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보안 목표를 정하고 보안 기술을 적
용하여야 최적화된 보안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3은 보안 목표에 해당하
는 보안 기술 및 관리 방안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4.4는 무결성을 위한 보안
기술, 그림 4.5는 가용성을 위한 보안 기술, 그림 4.6은 기밀성을 위한 보안 기술,
그리고 그림 4.7은 부인방지를 위한 보안기술을 보여준다.
미국 국가기간 시설 통신망 보호 권고에서 격리, 인증, 계정 로고관리의 3 단
계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권고안은 통신망의 분리 또는 적절한 방화벽을
이용하여 중요 제어 통신망을 격리시키고, 패스워드 제어와 보호, 최신 인증 메
커니즘의 적용을 통한 인증, 계정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권고안은 원전 통신
망 사이버 보안 기술 적용에서 참고로 사용하고자 한다.
접근 제어는 물리적, 사이버 접근 제한이 있으며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지
식 기반 인증, 물리적 기반 인증, 생체인식 기반 인증이 있다. 지식 기반 인증에
는 패스워드, PIN(개인 식별 번호) 키 등이 있으며, 물리적 기반 인증에는 스마
트카드 및 유사장치가 있고 생체인식 기반 인증에는 지문, 홍채인식, 음성 인식,
얼굴 인식 등이 있다. 원전에서는 접근 레벨에 따라 3-factor 인증 시스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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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 접근 레벨이 낮은 레벨 1은 지식 기반 인증 또는 물리적 기반 인
증, 접근 레벨이 중간인 레벨 2는 지식 기반 인증과 물리적 기반 인증의 동시 적
용, 접근 레벨이 가장 높은 레벨 3은 지식 기반 인증, 물리적 기반 인증, 그리고
생체인식 기반 인증의 3 요소를 동시에 적용시키는 방법이다.
로그 감사는 정당한 사용자와 정당하지 않은 사용자 인증 및 세션 종료를 기
록하고, 모든 시스템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침입 분석을 수행하여 보안 강화 방
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경계 보호는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등이 있다. 방화벽은 네트워크나 장비
사이의 비인가된 접속을 차단하는데, 상태성 패킷 필터의 장점을 활용하고 속도
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침입탐지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침입을 탐지할 수 있
는 수단으로 오용 탐지 기법에 비정상 탐지 기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감도 설정에 따라 잘못된 알람 경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설정 값을 부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4.2는 원전 적용 가능한 보안 기술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원전 통신망 보안관리 방법은 통신 상대의 인증, 사이트
사이의 연결 보안, 데이터 통신 암호화, 네트워크 침입의 식별 및 제거, 무결성
검증 등 여러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 보안 방법은 접근 통제, 사용자
인증, 암호화, 데이터 패킷 검증이 있다. 원전 시스템의 보안 강화 방안은 불필요
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제거, 호스트 침입 탐지 시스템, 파일 시스템과 운영체
계의 권한 변경, perimeter 보호(firewall, IDS, canaries), 계정관리, 세션 관리, 비
밀번호 및 인증 정책/관리, 계정 감사/로깅, 역할 기반 접근제어(role-based
access control), 분리 원칙, 코딩 구현, 멀웨어 탐지 및 방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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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보안목표 및 보안 기술

그림 4.4 무결성을 위한 보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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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가용성을 위한 보안기술

그림 4.6 기밀성을 위한 보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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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부인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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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원전 적용가능 보안기술 예

툴/프로세스

목 적

비 용

device-based
passwords / Pins

접근 제어

NA

password generators

강인한 패스워드 생성 소프트웨어

무료～저가

Audit logs

저장 장치 또는 시스템 접근

NA

ID devices

하드웨어 인증

1～10만원/unit;
100만원
이상
(네트웍 서버)

Biometrics

강인한 single-factor ID
(two-factor ID)

20～100만원

Modem key/lock

안전한 모뎀 연결

15만원/pair

Secure modems

-프로그램 가능한 안전한 모뎀
-암호화 모뎀

VPN devices

하드웨어 네트워크 보안

～200만원

Firewalls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필터
-하드웨어 네트워크 게이트

～500만원
120～2,600만원

IDS

시스템 이상/침입 신호 감지

～5,000만원

PKI

인증, 네트워크 통신 보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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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만원

제 5 장 결 론
인터넷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산업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편리함과 삶의 질
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의
발전은 정보의 처리 및 교환이 손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에는 오프라인으로 수행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일들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짧은 시간에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 문화, 경제, 과학 등 여러 분
야의 정보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도청이나 오용, 그리
고 위조 및 변조 같은 사이버 침해 행위는 개인이나 기업의 중요한 자산에 엄청
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은 지금까지 전용 통신망의 사용, 공급자 고유의 운영체
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사이버 침해위협에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장비의 개방화ㆍ표준화 추세 및 최근 국외에서 수집된 사이버 침해사례
를 고려해 보면 잠재적 위협세력에 의한 해킹ㆍ사이버테러 등의 사이버 위협에
안전할 수 없다.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으로 인해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의 핵심부
분이 노출되어 공격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면 원전의 운영 중단 및 파손 등
의 사태가 발생하여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사이버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사이버보안 대책은 사이버 공격의 경로 및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사이버 환경
이 변화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원전 사이버보안을 위해서는 체
계적인 틀을 마련하고, 원전 사이버보안 환경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사이버 취약
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보안정
책의 수립,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 장비 및 기술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기술의 구현, 그리고 지속적인 보안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IT 보안 기술 및 산업용 계측제어 시스템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원전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원전의 사이
버 보안 위협 및 취약성, 리스크를 분석하고 사이버 보안 체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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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번호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은 지금까지 전용 통신망의 사용, 공급자 고유의 운영체제 사용 등으
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사이버 침해위협에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장비의 개방화ㆍ
표준화 추세 및 최근 국외에서 수집된 사이버 침해사례를 고려해 보면 잠재적 위협세력에 의
한 해킹ㆍ사이버테러 등의 사이버 위협에 안전할 수 없다.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으로 인해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의 핵심부분이 노출되어 공격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면 원전의 운
영 중단 및 파손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이버보안 대책은 사이버 공격의 경로 및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사이버 환경이 변화하므
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원전 사이버보안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고,
원전 사이버보안 환경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사이버 취약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보안정책의 수립,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
장비 및 기술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기술의 구현, 그리고 지속적인 보안 감시 및 관리가 필요
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IT 보안 기술 및 산업용 계측제어 시스템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원
전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원전의 사이버 보안 위협 및 취약성, 리
스크를 분석하고 사이버 보안 체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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