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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몇년간 발생된 수많은 정보시스템 해킹중 국가적 위험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이버공격은 핵시
설과 원전에 대한 사이버공격일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란 핵시설 스턱스넷 공격과 한국의 한
수원 사이버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직접적인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원전이 멈출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었고, 후자는 사이버해킹 위협만으로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들 이후 산업 제어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 위험성이 알려져서 보안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원전 발전소도 이전의 소극적인 인터넷과 분리된 네트워크로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서 악성코드 등 사이버테러로 인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변했다.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
은 제어시설도 사이버공격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워졌
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미국은 이미 제어시설에 대한 보안프레임워크를 설정하여 대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공격사례 및 공격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위
험요소에 대한 대처방안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보안프레임워크 설계시 참조해야할 사항을 식별
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설계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핵심어 : Cyber Security, SCADA, Security Framework, Control System

Abstract
Among many hacking attempts carried out in the past few years, the cyber-attacks that could have
caused a national-level disaster were the attacks against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nuclear power plants.
The most typical one was the Stuxnet attack against Iranian nuclear facility and the cyber threat targeting
one of the facilities operated by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Ltd (Republic of Korea; ROK).
Although the latter was just a threat, it made many Korean people anxious while the former showed that
the operation of nuclear plant can be actually stopped by direct cyber-attacks. After these incidents, the
possibility of cyber-attacks against industrial control systems has become a reality and the security for these
systems has been tightened based on the idea that the operations by network-isolated systems are no l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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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from the cyber terrorism. The ROK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realistic control systems defense
concept and in the US, the relevant authorities have set up several security frameworks to prepare for the
threats.
This paper presented various cyber security attack cases and their scenarios against control systems,
along with the analysis of countermeasures for them. Though this task, we attempt to identify the items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a domestic security framework to improve security and secure
stability.
Keywords : Cyber Security, SCADA, Security Framework, Control System

1.

서론

2014년 12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한국에서 발생하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누출

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인을 비롯한 한국인들은 사이버 해킹으로 인해 원전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공포를 받게 되었다. 특정 해커집단의 위협으로 전 국민을 패닉으로 몰게 된 이유는 한
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사이버공격에 의해 후쿠시마처럼 원전 누출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다. 일본 원전으로 인한 피해를 간접적으로 겪은 국민들이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 할 수도 있
다는 심리적 공포가 사건을 더 크게 키웠다. 결국 원전 사건 유출 원인은 다름 아닌 원전 협력회
사의 보안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이었다.
정부합동수사단 수사결과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원전 안전의 의구심을 들게 하여 사
회불안을 야기 시키기 위한 특정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유출 자료의 상당 부분은 협력회
사 직원 이메일 등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초기에 원자력 시설에 대한 보안적 무결성
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도 불안감을 야기시킨 원인이었다. SCADA망 등 제어시설이 보안적으
로 가장 내세웠던 사항은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폐쇄망에서 운영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
저도 이란 원전 제어시설이 스턱스넷(Stuxnet)에 감염되면서 더 이상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졌
다. 교통, 수도, 원자력, 발전소 등 제어시설도 체계적인 보안기준 및 보안프레임워크를 설계하여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제어설비에 대한 보안은 제어시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어 쉽게 보안취약점을 조치할 수 없었다. 작동중 멈춤, 안전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영향도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었던 게 주요 이유였다.
미국은 테러공격으로부터 에너지, 교통, 발전, 통신 및 핵심시설, 그 밖의 전기, 수도, 가스, 핵물
질취급시설 등 국가기반서비스 및 핵심 시설에 대한 보호를 위해 2002년 연방정보 보안관리법
(FISMA)를

제정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종합계획(The

Comprehensive National Cybersecurity Initiative, CNCI)를 만들어 사이버보안 전략의 핵심요소로

발달시켰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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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제어기반 해외 동향 및 발전소 현황

해외 보안 동향

2013년 2월 12일 미국 44대 버럭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 및 테러

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636 -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이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4]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 공유,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및 적용, 사이버보안 강화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행정명령은 중요 제어시설이 사이버보안 시스템 구축에 있어 공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준 지침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미국의 민간 및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표
준 프레임워크 수립을 통해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표 1] 미국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4]
[Fig. 1] Cybersecurity Framework[4]

구분

식별(Identify)

보호(Protect)

탐지(Detect)

대응(Respond)

복구(Re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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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ID

○ ID-AM
○ ID-BE
○ ID-GV
○ ID-RA
○ ID-RM
○ PR-AC
○ PR-AT
○ PR-DS
○ PR-IP
○ PR-MA
○ PR-PT
○ DE-AE
○ DE-CM
○ DE-DP
○ RS-RP
○ RS-CO
○ RS-AN
○ RS-MI
○ RS-IM
○ RC-RP
○ RC-IM
○ RC-CO

카테고리

○ 자산 관리
○ 비즈니스 환경
○ 거버넌스
○ 위험평가
○ 위험관리 전략
○ 접근 통제
○ 보안 교육
○ 데이터 보안
○ 정보 보호 절차
○ 유지보수
○ 보호기술
○ 이상행위 및 이벤트
○ 보안 모니터링
○ 탐지 절차
○ 대응 계획
○ 의사소통
○ 분석
○ 완화
○ 개선
○ 복구계획
○ 개선
○ 의사소통

참고 가이드
-COBIT
-ISO/IEC27001
-NIST

-COBIT
-ISO/IEC27001
-NIST

-COBIT
-ISO/IEC27001
-NIST
-COBIT
-ISO/IEC27001
-NIST
-COBIT
-ISO/IEC27001
-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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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은 크게 사이버보안 강화 프로그램,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및 적용,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체계 구축 추진으로 구분된다. 이중 프레임워크 개발 및 도입
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주도하에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고, 방법론, 기술표준, 구축
단계 및 절차 등을 설정하여 구축 시 민간 업계에서도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견수
렴을 하여 반영하였다. 사이버보안 강화 프로그램은 프레임워크가 확정된 후 이를 기반으로 실질
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보안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사
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내외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반적인 활
동을 분류 및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사이버보안 리스크 감소를 위한 활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적, 사업적, 기술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
이 궁극적인 목적이다.[4][15]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 코어(Framework Core), 프레임워크 도입단계(Framework
Implementation Tier), 프레임워크 프로필(Framework Profile)의 세부분으로 구성되며, 프레임워크

코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사이버보안 관련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이버보안 관련 활
동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도입 단계는 리스크의 단계별 각 조직의 대응 수준을 맥락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방법을 사전에 고려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프로필은 코어
에서 분류된 활동별로 각 조직의 보유 역량과 리스크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목표 역량을 비교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한다. 코어는 사이버보안 활동을 크게 5개 기능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마다 세
부 활동 카테고리를 분류함으로써 전체 사이버보안 활동의 형태와 활동의 결과를 파악하기 쉽게
정리한다. 코어의 기능은 식별(Identify), 보호(Protect), 감지(Detect), 대응(Respond), 복구(Recover)
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의 하위 카테고리에서 구체적인 사이버보안 활동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각
의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적용되는 기술표준 및 법제도 정보가 레퍼런스로 제시된다.[4]

[그림 1] 위험관리 모델[10]
[Fig. 1] Risk Management Model[10]

프레임워크 프로필은 주요 기반시설이 기보유한 사이버보안 활동 관련 역량과 향후 보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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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목표로 하는 수준의 역량을 비교함으로써 개선점을 발견하고 실제 행동의 근거를 확보하
는데 활용된다.
프레임워크 도입에 있어 각각의 업무 단위(Levels)간의 유기적인 정보 교류가 필수이며, 관리단
위(Executive), 실무 단위(Business/Process), 운영 단위(Implementation/Operations)는 서로 다른
목표와 업무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입장이다. 관리단위에서는 사이버보안 활동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실무 단위에서는 관리단위의 결정사항에 따라 프로필을 지속적
으로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 단위에서는 프레임워크 프로필에 근거해 실제 시스템을 도
입 및 운영한다.[4]
주요 기반시설이 프레임워크를 산업 표준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과 프레
임워크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프레임워크 도입 단계에 근거해 사이버보안 강화 프로그램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레임워크 프로필을 작성하여 목표 프로필과 현재 프로필의 비교분석을 통해 실제 보안
강화를 위한 도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8]
2.2

원자력 발전소 현황

[그림 2] 원자력발전소
[Fig. 2] Korea Nuclear Power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14개 발전소에 28호기를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제어시스템은 제
어 및 보호, 계측,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설비이다. 원전 계측제어시스템(NPP I&C)은 안전계통과
전력생산과 관련된 비 안전계통으로 구분되며, 안전계통은 원전 운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자로를
정지하고 안전 상태로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비 안전계통은 원전 운영에 필요한 제어계통 및 감시
계통으로 구성되며, 상용OS 제품이 일부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어시스템의 안전계통은 최
초 설계나 도입시 안전성을 적용하고 도입된다.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은 설계부터 보안등급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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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설계되어 높은 등급인 안전계통에서 낮은 비안전계통으로 데이터의 전송이 흐르도록 되어있
고 반대쪽으론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표 2] 원자력발전소 현황
[Fig. 2] Korea Nuclear Power List

구 분

발전소(14개)

비 고(28개호기)

고리발전소

▪ 고리1,2발전소
▪ 신고리1,2발전소

4개 발전소
(8개 호기)

한빛발전소

▪ 한빛 1,2,3발전소

3개 발전소
(6개 호기)

월성발전소

▪ 월성 1,2,3발전소

3개 발전소
(6개 호기)

한울발전소

▪ 한울 1,2,3발전소
▪ 신한울 1발전소

4개 발전소
(8개 호기)

3.

3.1

원자력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제어시설 사이버공격 사례

사례 1 : 2010년 이란 부셰르 원전시설의 폐쇄망 운영시스템과 운영자PC에 스턱스넷이라는 악
성코드가 침투하여 감염시켰으며, 이로 인해 원전이 가동중단 되었다. 스턱스넷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가 아니라 USB와 같은 휴대용 저장장치를 통해서 침투하였다.
사례 2 : 2017년 독일의 바이에른주 RWE원전에서 램니트와 콘피커 윔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되어 가동을 멈추고 시스템 점검을 실시하였다. 악성코드가 원전을 멈춤것은 아니었
지만 위협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가동을 멈추고 점검하였다.
사례 3 : 2016년 우크라이나 전력발전소로 악성코드가 감염된 문서 파일를 이메일로 보내어 컴
퓨터를 감염시키는 전형적인 이메일을 통한 공격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 MS 오피스
문서에 포함된 매크로 악성코드는 하드디스크를 파괴하여 제어시설 시스템을 파괴시켰다. 이 사건
으로 발전시설이 정지되어 정전사태까지 이어졌다.
3.2

원전 제어망 사이버공격 시나리오

제어시설 사이버공격 피해사례에 근거하여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상황별 발생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감염수단으로 전파경로 및 공격방법을 식별하였다. 대표적인 공격 시나리오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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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어설비 공격 시나리오
[Fig. 3] Control Facility Attack Scenario

번호
1
2
3
4
5

상황별 사나리오
데이터 이동을 위해 USB 사용
시스템 및 백신 등 업데이트 사용
인터넷 기기에 연결된 접점을 통한 전파
이메일을 통해 받은 파일을 통한 감염
사회공학적인 방법으로 받은 매체

감염수단
USB, CD 등 매체
노트북
네트워크
이메일
사람을 통한 이동형 매체

이란 스턱스넷(Stuxnet)이나 독일 원전의 경우처럼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USB를
통한 감염이다. 전달 경로는 사회공학적, 웹사이트, 이메일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입되지만 최종
적으로 제어시설이 폐쇄망 구조이다보니 결국은 감염수단이 USB을 통한 감염이 가장 유력할 수
있다.

․1단계 : 외부로 받은 이메일의 첨부파일에 악성코드가 감염
․2단계 : 감염된 파일을 USB에 담아서 제어망 제어시설 PC에 삽입
․3단계 : 감염된 파일이 제어시설 PC자체를 감염시키고 바이러스 웜으로 네트워크로 전파
․4단계 : 동일 네트워크의 취약점이 존재하는 시스템을 찾아서 감염시키고, 정해진 시간에 파괴
되는 MBR, 또는 시스템 파일이나 중요문서를 암호화시키는 랜섬웨어로 작동

침투경로는 스피어 피싱 이메일, 시스템 파일 악성코드 감염, 웹사이트 악성코드 삽입, 사람에 의
한 사회공학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요시설까지 감염시킨다.

3.3 OSI

계층별 원자력발전소 네트워크

발전소의 네트워크는 인터넷망, 내부망, 제어망 및 감시망으로 3개의 존(zone)으로 구분되어있다.
내부망과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분리했지만 망간 자료전송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제어망 및 감시망은 내부망, 인터넷과도 별도 분리되어 있다. 그렇지만 제어시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비들과의 운전정보를 받기 위해선 OSI계층적 연결이 되어 있다. 한쪽으로만
정보가 나갈 수 있게 일방향으로 연결되어 운영된다. 보안단계가 높은 제어망에서 내부망으로만
단순 운전정보 및 계측정보만 전송되도록 하여 수집서버로 보내어진다. 제어시설은 서버단과 RTU,
중간 통신 네트워크 3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OSI계층의 TCP/IP 프로토콜 기반의 시스템은 측정장
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기존 IT시스템의 사이버 위협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안취
약점을 분석해서 보안강안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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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SI 계층별 원자력발전소 네트워크
[Fig. 3] OSI 7Layer Nuclear Power Network

운전 설비들은 컴퓨터 및 단말기, 데이터통신망 등 디지털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구
성은 폐쇄망으로 되어있으며, 측정설비들은 업무망과 연결된 장비들과 일방향 통신장비로 전송하
도록 연결되어 있으며, 제어신호 및 측정신호만 폐쇄망에서 업무망으로 흐르게 되어있다. 인터넷과
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망도 인터넷망과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외부 인
터넷과 폐쇄된 상태로 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그렇다고 사이버공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스턱스넷(Stuxnet) 침투와 우크라이나 전력발전소의 이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으로 사이버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최초 원전 운용 체계인 계측 제어시스템과 통신망은 최초 설계단계에서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강화 대책이 포함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아날로그화로 되어 있었다. 이후 디지털 계
측제어계통으로 전환되어 디지털 계측제어 및 상용 OS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점차 사
이버공격에 대한 취약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특히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감염이 높은 윈도우즈
OS도 일부 비 안전계통에 사용하고 있어 업데이트정책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제어시스템의 소프트웨어도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되어 왔으나, 폐쇄망이라는
조건과 초창기의 설계로 인해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발전중인 제어시설에 대해서 패치 및 정비는
정비기간일때만 하도록 되어있다. 발전중인 제어 시설 및 비 제어시설은 발전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오직 정비기간에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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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안하는 원자력시설 보안프레임워크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제어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프레임
워크에 적용이다보니 도입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및 상무부에서는
보조금 지원, 조달 지원, 세금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보안프레임워크를 국가나 공공기관주도로 시행하고 있어, 미국의 인센티브 제
공과는 맞지 않다. 오히려 기반시설 대부분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보다는 규제에 가깝다.

·

공공기관의 기반시설 정보보안 실태평가와 같은 관리적 기술적 지침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 및 미
조치사항에 대해선 기관별 평가 점수로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미국의 행정명령에 의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사이버공격이 국가활동 전반에 걸쳐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디지털 자산 식별부터 사후 복구에 이르기까지 사이
버보안 활동 전체를 통합하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 제어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라는 목적을 달
성하고자 주요 정보기관 및 주무부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산업표준으로써 사이버보안 활동
을 주요 기반시설에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버보안이 요구되는 기반시
설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의 기준을 민간 표준을 참고로 하였다.
미국 연방 정부의 통합적인 보안 체계를 확립한 보안프레임워크를 국내 사이버보안의 제어보안
을 위한 모델로써 도입을 검토해볼만하다.
국내 원전은 사이보안에 대한 실태평가에 기반을 둔 취약점 점검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
다. 제어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플랜(Cyber Security Plan)을
시작하고 있지만, 통합적인 보안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안프레임워크의 전체 틀은 유지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적용은 국내 원자력 상황별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사이버보안 계획 단계
[Fig. 4] Cyber Security Plan Procedure

ⓒ

단계
1단계

단계별 조치내용
필수시스템(Critical System) 식별

2단계

필수디지털자산(Critical Digital Asset) 식별

3단계

심층방호 및 비상대응 절차 수립

4단계

매체통제(제어시스템 포트통제)

5단계

무결성 유지

6단계

운영 관리적 기술적 보안조치

7단계

사이버보안계획 유지 및 요건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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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필수 디지털자산 식별은 14개 발전소의 필수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자

산을 식별하여 구성기기의 기능 및 영향분석을 한다. 기술기준 요구사항은 KINAC/RS-015(원자력
시설 등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기술), KINAC/RS-019(원자력시설 등의 필수디지털자산 식
별 기술기준)을 충족한다.
2단계 - 필수시스템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디지털자산 식별이며 필수디지털자산의 물리

적, 논리적 위치 확인 및 직 간접적으로 연결된 통신경로 식별 및 문서화이다.
3단계 - 필수디지털자산의 기능분석을 등급별로 실시하여 통신경로 분석, 통신 적합성 분석기

능분석을 한다. 등급별 통신 부적합 설비에 대한 조치방안도 수립한다. 비상대응 요건을 분석하여
국내별, 국외별로 현황분석을 하여 비상사건 대응, 조치 이행, 비상사건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작
성한다. 비상복구 정책개발 및 표준절차 수립하여 절차서를 작성한다.
4단계 - 발전소의 제어시스템 USB, RS-232 등 포트에 젠더설치 및 포트 봉인한다.
5단계 - 무결성 유지는 취약점 분석도구 및 기술을 사용하여 설정검사 및 영향도 측정하여 취

약점 제거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이행을 실시한다. 취약점 분석 및 조치결과를 기록하여 악성코드
유입이 없음을 문서화한다.
6단계 - 관리적 운영적 보안조치 요건 적용 및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화 및 이행 충족할 수

있는 요건별 문서화한다. 필수디지털자산 기술적 보안조치는 설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항목에 대
해 적용하며 기술적 보안조치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대안조치를 적용한다.
7단계 - 전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 보안조치의 지속적인 감시와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고 사이

버보안계획을 검토하여 자산변경 등에 대한 통제 정책을 수립한다. 사이버보안 요건은 기술문서
NRC(RG 5.7), IAEA(NSS 13~47), NEI(10-09,13-10)의 기술요건을 분석하여 문서화한다.

향후 예상가능한 원전사고 중 하나로 원전 사이버보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자력시설
에 대한 보안대비책을 마련해야하는 현안으로 떠올랐다. 제어망은 이미 외부망 차단 및 원격접속
금지, 어플리케이션 보안정책 적용, 장비의 특수성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기초적인 보안 대응이 이
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란 원전 Stuxnet과 독일 원전의 악성코드 감염처럼 기존의 폐쇄망으로
는 보안을 장담할 수 없다. 보다 적용가능한 보안기술의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그러기 위해선 장기
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내 원전은 현재 CSP(Cyber Security Plan) 계획에 따라 제어시설
에 대한 디지털 식별장치 확인 및 기술적 보안조치사항을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의 식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보호측면에서는 기술적 보안조치와 함께 매체 통제를 실시하였다.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코어 단계의 탐지-대응-복구의 연속적인 단계를 진행해야 하고, 국내 발전
소도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단계별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
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미국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사이클 방식의 순환적인 고리를 표현
하지 않아, 식별-보호-탐지-대응-복구가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으로만 되어있다. 보안프레임워크의
반복적인 순환을 체크하지 않아 계속적인 활동을 감시하는 체계가 빠져있다. 국내 적용될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엔 Plan-Do-Check의 주기적인 순환구조 점검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점검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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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까지 포함시켜 규제기관에서 프레임워크에 기반된 보안활동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보
안프레임워크가 제대로 지켜고 있는지 점검과 외부에 제어시설이 문제가 없다는 무결성을 보증하
여 안전성을 증명하도록 설계하였다. 하부 보안프레임워크의 전체 틀은 유지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적용은 국내 원전 등 제어시설을 감안하여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
4.

결론 및 향후연구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미국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시
하였다. 미국에서 원자력발전소가 도입되어 기본적인 보안지침이나 권고안은 체계적으로 되어있다.
또한 에너지,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단계별로 적용된 프레임워크라 도입에 큰 차이
점은 없다. 그러나 이행단계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국내 원전이 미국에서 도입되었지만 한국형 원
전(APR1400)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듯이 국내 환경과는 적용 절차나 순서 등 차이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CSP(Cyber
Security Plan)이 컨설팅에 맞추어 자산식별이 이루어지고 보안 계획을 세워서 사이버보안 프레임

워크에 계획에 따라 보호, 탐지, 대응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거기다가 Plan-Do-Check의
순환적인 점검 활동이 추가된다면, 보안프레임워크의 점검활동이 추가되어 계속적인 활동이 이루
어질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도 더 이상 사이버테러로부터 안전해질 수 없다. 신규 취약점이 드러나면 같은 시
스템을 사용하는 제어망도 동일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악성코드 등 보안위협은 전 세계적으
로 전파되어 동시간대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원전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모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제안된 모델을 도입하더라도 국내 환경에 맞는 이행 절차를 수립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프레임워크 프로파일도 국내 원자력 제어시설의 범위설정, 위험요인 평가,
우선순위 설정 등은 국내 원자력에 맞게끔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취약한 시설과의 정량적 수치화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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