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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빌딩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빌딩의 의미나 기능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빌딩은 사용자가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즐기기 위한 편안한 공간 이상의 기능 

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용자, 기술, 라이프스타일, 지속 가능성, 에너지 효율을 

통합한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어 사용자와 소유자 모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리도록 지원합니다.

이 백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동인에 의해 ‘빌딩'의 개념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 빌딩 면적(제곱피트)과 CO2 배출량의 증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빌딩 유형과 용도, 

새로운 자재와 새로운 시공 방법의 개발로 공격 표적 수와 공격 표면의 확장

• 기술 발전에 발맞춰 변화하기 위한 건설 규정과 표준의 필요성

• 빌딩 제어 시스템 및 모바일 연결에서 OT1 및 IoT 기기의 폭발적인 성장과 

엔터프라이즈 빌딩 관리 시스템(BMSs)2으로의 발전

• 입주자 환경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기기를 디지털 키와 신분증으로 사용하여 

빌딩 제어 시스템이 새로운 취약성에 노출

• 스마트 그리드3와 실시간으로 통신하고 빌딩을 다른 제어 시스템과 연결하는 

그리드 효율적 빌딩(GEB)4로 인해 상호연결성과 공격 표면이 추가로 확장

• 서비스형 에너지(EaaS)5가 빌딩과 전기차가 탄소 중립적 연료 사용을 달성하도록 

지원하지만 제어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은 타사에 의존

• 모든 사물과 사용자를 신뢰하지 않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로의 이행

1  “What is OT Security?” Operational Technology (OT) Security Reviews and Ratings, Gartner Peer Insights, 
 www.gartner.com/reviews/market/operational-technology-security
2  “Building Management System,”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Building_management_system
3 The Smart Grid, www.smartgrid.gov/the_smart_grid/smart_grid.html
4  “Grid-interactive Efficient Buildings,”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www.energy.gov/eere/buildings/grid-interactive-efficient-buildings
5  “Energy-as-a-Service: A Business Model for Expanding Deployment of Low-Carbon Technologies,” Resources for the Future, 
 www.rff.org/publications/issue-briefs/energy-service-business-model-expanding-deployment-low-carbon-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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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면적과 CO2 배출량의 증가

그림 1. 국제 용적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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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문별 국제 CO2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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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마트 빌딩 에코시스템8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각종 빌딩에 대한 수요도 2018년에 2조 5,000억 

제곱피트였던 데 비해 2060년에는 5조 제곱피트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림 1 참조). 빌딩 현재 자재와 운영이 

글로벌 CO2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합니다(그림 2 참조). 2016년까지 빌딩 

제어 시스템은 사이버 보안에 대비한 

설계나 구조가 없었습니다.

빌딩 소유주, 입주자, 방문자 및 기타 빌딩 

사용자는 스위치를 누르거나 꼭지를 

돌리면 전기와 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빌딩 제어 시스템이 인터넷과 

연결되었고, 악의적 행위자가 수시로 빌딩 

제어 시스템을 공격합니다. 공격 횟수와 유형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고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 기존 빌딩은 스마트 빌딩으로 거듭나기 위한 리노베이션을 거치고 

있으며, 새로운 빌딩은 기술을 사용하여 더욱 지능적인 빌딩으로 탄생할 

것입니다(그림 3 참조). 이런 빌딩은 IoT 기기, 구성 요소에 새로운 인공 

지능, 머신 러닝, 장애 탐지 진단을 결합하여 탄소 중립적 배출6과 에너지7를 

달성하고 물 소비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빌딩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합한 

GEB가 되어서, 재생 에너지,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BES), 전기차(EV), 

무선을 사용하는 

분산형 에너지 

리소스(DER)가 되어 

해당 빌딩과 주변 

지역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조
 피

트
2

6  “What Does ‘Net-Zero Emissions’ Mean? 8 Common Questions, Answered,” www.wri.org/insights/net-zero-ghg-emissions-questions-answered
7 “Zero-energy building”, https://en.wikipedia.org/wiki/Zero-energy_building
8 “Securing Smart Buildings: Do You Know the Risks?” www.fortinet.com/securesmart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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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유형

도시 성장을 따라 확장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2060년에는 예상 인구 

100억의 2/3가 도시에 거주할 

전망입니다.

카테고리별 빌딩 유형

2018년에 주거 및 상업 부문이 미국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40%(영국 열량 단위로 약 4경)를 

차지했습니다.9

빌딩의 생애 주기 동안 발생하는 탄소량은 연간 빌딩 부문 배출량의 25%이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빌딩의 생애 주기 동안 발생하는 탄소량은 연간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11%, 빌딩 부문 배출량의 28%를 차지합니다. 운영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면서 빌딩의 생애 주기 

동안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10

현재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도시 성장 단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2060년에는 예상 인구 100억 명 중 2/3가 도시에 거주할 

전망입니다.

이런 엄청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빌딩 재고는 새로운 용적이 추가로 2조 4,800억 

제곱피트(2,300억 제곱미터)가 필요하고, 2060년에는 그 두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향후 40년 동안 

매월 뉴욕시를 하나씩 추가하는 것과 동일). 이 새로운 빌딩 재고는 탄소 중립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빌딩은 용도, 기능, 지원하는 프로세스에 따라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눕니다.11,12 

빌딩 유형 목록은 “카테고리별 빌딩 유형” 그림을 참조하세요. 전체 목록은 각주 12의 

Wikipedia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빌딩 유형, 시공에 사용한 자재, 기능적 용도는 

빌딩 수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빌딩은 사용 연한이 50년 이상이고 그동안 여러 

번에 걸친 현대화/개보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업무 요구 사항(예: 이메일, HR, 

전문 서비스, R&D)를 뒷받침하는 기존 인프라가 융합되고 OT 인프라(예: HVAC, 조명, 

물리적 액세스 제어[PACS])와 상호연결되면서 OT/IoT 기기의 수가 향후 1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빌딩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로 IT 및 OT/ IoT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새로운 종류의 빌딩 서비스(예: 지능적인 길 안내, 무선 충전, 디지털 키, 

컨시어지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물 유형에 따라 빌딩의 각 설계, 시공, 운영에 어떤 국제, 주 정부, 지방 규정을 

적용할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빌딩은 추가적인 생면 안전 장비(예: 향상된 HVAC, 

감염 관리, 간호사 호출 스테이션, 의료용 가스, 길 안내 표지판)이 있고 사무실 빌딩은 

입주자 공간과 상호 연결되는 로비, 엘리베이터, 식당, 리테일, 보안, 주차장 등의 공통적인 

구역과 입주자 IT 및 OT 시스템(예: 사진 보관 및 통신 시스템(PACS), 폐쇄 회로 TV(CCT-

V))을 제공합니다.

• 사무실 빌딩

 - 사무실 타워

 -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빌딩

• 데이터 센터

• 주거용 빌딩

• 상가 빌딩

 - 매장/부티크/서비스

 - 대형 할인점

 - 몰

• 병원 빌딩

• 다목적 빌딩

 - 다목적 고층 빌딩

 - 몰/사무실 공간

• 기관 공공빌딩

• 집회 빌딩

• 종교 빌딩

• 교육 빌딩

• 산업 빌딩

• 농업 빌딩

• 터미널(교통 빌딩)

• 여가 빌딩

9  www.bing.com/search?form=MOZLBR&pc=MOZD&q=building+power+consumption+us
10  “Why the Building Sector?” Architecture 2030, https://architecture2030.org/buildings_problem_why/
11  “13 Types of Buildings and Structure Classifications Used Throughout the World,” Home Stratosphere, www.homestratosphere.com/types-of-buildings/
12  “List of building types,”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building_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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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규정 및 표준

수많은 부동산의 빌딩 관리 시스템

위원회가 규정과 표준을 개발, 업데이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빌딩 기술의 급속한 개발 및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입주자 환경 앱, GEBS(Grid-Interactive Efficient 

Building Systems), EaaS(Energy-as-a-Service) 

등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면 새로운 공격 표면과 

취약점이 생겨날 수 있고, 규정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13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ww.dhs.gov/xlibrary/assets/nipp_consolidated_snapshot.pdf  

빌딩의 수명 주기는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기관 및 기업의 자발적 규정과 표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규정에 대해 검토한 자세한 내용은 이 백서 말미의 부록을 참조하세요.) 

규정과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빌딩의 여러 가지 성능 특성(예: 지진, 

허리케인/토네이도, 에너지, 물 소비, 지속 가능성, 환경 영향)을 결정합니다. 규정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빌딩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 시공 

및 운영됩니다. 표준은 자발적이며, 빌딩 소유주는 빌딩의 보안, 환경, 

에너지, 위험 성능에 어떤 표준을 도입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빌딩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국가 

인프라 보호 계획(DHS NIPP,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에 

정의된 중요 인프라로 간주됩니다.13 과거에 빌딩 IT 시스템은 따로 

격리하여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랜섬웨어 

공격에서 확인되었듯이, 이제 거의 모든 빌딩이 IT 또는 OT 시스템과 

관련된 약간의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공격은 대개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엔터프라이즈 BMS가 일반화되었습니다. 빌딩 소유주와 시설 

엔지니어는 포트폴리오, 캠퍼스 또는 단지 내에서 빌딩이 내는 성능을 세밀하게 제어하고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빌딩의 시설 엔지니어가 자신의 책상 밑에 

BMS 서버를 두던 시절은 급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모든 

빌딩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합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와 공급업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상품

• 가상화 기술

• IoT 및 모바일 기기

• 입주자 환경 소프트웨어

• 인공 지능, 머신 러닝, 장애 탐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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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와 상호작용하는 효율적 빌딩 시스템(GEBS)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분산형 에너지 리소스(DER)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빌딩 재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붕과 엔벨로프에 설치된 태양열 전지판,

대규모 BES, 풍력 및 지열 패널은 

상당한 리소스(전기, 물, 

천연가스)를 소모하는 빌딩을 

탄소 중립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배출하는 빌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림 4는 GEBS 원칙을 나타냅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동안 GEB는 미국 전략 

시스템에서 1,000~2,000억 달러를 

절약하고 2030년까지 연간 8,000만 

톤의 CO2 배출량(전력 부문 CO2 

배출량의 6%)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15 이는 중간 규모 화력 

발전소 50개 또는 차량 1,700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서비스형 에너지(EaaS)

14  “Grid-interactive Efficient Buildings,” U.S. 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https://betterbuildingssolutioncenter.energy.gov/sites/default/files/attachments/bto-geb-factsheet-41119.pdf
15  “DOE’s National Roadmap for Grid-interactive Efficient Buildings,”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www.energy.gov/eere/articles/does-national-roadmap-grid-interactive-efficient-buildings
16  “Energy-as-a-Service,” Deloitte, www2.deloitte.com/uk/en/pages/energy-and-resources/articles/energy-as-a-service.html

그림 4. 에너지부 그리드와
상호작용하는 효율적 상업 빌딩 14

스마트 그리드가 기존의 전기 생산, 분배, 최종 고객에 대한 전달을 대신하면서 ‘서비스형 

에너지’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EaaS에서 고객은 시설 장비(전력선, 

변압기, 개폐 장치, 계측기)의 소유권을 타사 제공업체에 양도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전 파이낸싱 모델(예: 성과 기준 지불 계약, 전력 구매 계약, 에너지 절약 성과 계약, 공공 

서비스 에너지 절약 계약)을 수정하여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동안 자신이 

소유권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Deloitte 서비스형 에너지 보고서에서는 기존 그리드의 변경 

사항을 스마트 그리드와 EaaS로 변경했습니다(그림 5와 6 참조, 다음 페이지 확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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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aS 사업 모델이 확장되었지만 

EaaS 장비와 서비스의 사이버 

보안을 누가 제공할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지역 송전 사무소

(RTO)와 북미 전기안정성 기업 중요 

인프라 보호(NERC CIP) 규정이 

적용되는 시스템 소유주는 분산된 

환경에 다수의 상호연결이 존재해서 

수억 개의 기기가 공격 표면을 

확대하지만 직접 통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빌딩 OT 제어 시스템

17  빌딩 OT 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임을 강조하여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이 문서에서는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그림 5. 빌딩이 중심 지점이 되다,
Deloitte EaaS 보고서 전력 시장의 변화 참조

그림 6. 금액별 글로벌 상업 및 산업 EaaS 시장,
Deloitte EaaS 보고서 참조

• HVAC • 주차

• 조명 • 디지털 사이니지

• 소방 및 생명 안전 • 날씨

• 대규모 공지 • 차광 및 주광 조명

• 수직 및 수평 이동 • 엘리베이터

• 크레인 및 리프트 • 물리적 액세스 제어

• 전기 보안 시스템 • CCTV 및 기타 IoT

빌딩은 사용자에게 특정 기능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여러 IT 

및 OT 시스템의 집합입니다. 빌딩 OT17 제어 시스템은 공장과 

장비를 제어하는 물리적 장비 중심 기술과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기술 제약을 준수하고 물리적 시스템 무결성을 

보장하면서도, 이벤트 중심적이고, 실시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기기를 수시로 

활용하는 기기가 포함됩니다. 이런 전문 시스템이 빌딩 

전체에 적용되고, 수많은 안전, 성능, 보안, 안전성, 운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빌딩 내의 일반적 OT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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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Johnson Control Systems
Metasys BMS

개발자는 배포가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한 후로 

빌딩 OT 제어 시스템 업데이트를 미루어야 합니다.

그림 7은 시설 엔지니어가 빌딩 내의 다양한 OT 제어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Johnson Control System METASYS BMS를 나타냅니다. IT 프런트엔드 서버, 워크스테이션, 

방화벽, 스위치는 IT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방식이 다릅니다.

빌딩 OT 제어 시스템은 전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보 시스템(행정, 미션 지원, 과학적 데이터 처리 정보 시스템)과 차이가 있습니다. 빌딩 

OT 제어 시스템은 주로 주요 기업 정보 시스템과 통합되어 연결성, 효율성 및 원격 액세스 

기능을 강화합니다. 빌딩 OT 제어 시스템의 “프런트 엔드” 부분은 동일한 상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보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대부분 

빌딩 OT 제어 시스템은 기존 IS와 차이가 있지만, OT 제어 시스템의 ‘프런트 엔드’와 IS가 

통합되면서 기존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에 존재하던 취약성이 

생겨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딩 OT 제어 시스템은 IS에 사용되는 GUI 대신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HMI)를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합니다. 기존 빌딩 

OT 제어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은 대부분 OT와 IT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림 8~10(다음 

페이지 참조)은 빌딩 엔지니어링 작업자 콘솔의 HVAC HMI/GUI, 지능적 전기 계측기, 빌딩 

컨트롤러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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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제어 시스템 NIST SP 800-53 보안 컨트롤 구현

그림 8. 빌딩 HVAC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그림 9. 지능적 스마트 계측기 그림 10. 레벨 2 컨트롤러

일반적으로 빌딩 OT 제어 

시스템은 수명이 길고(20년 

이상) 공급업체에서 지원을 

중단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시스템의 상대적 사용 기한과 

분리 여부에 따라 시스템 구성 

요소의 패치나 업그레이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구성 

요소를 패치하려고 하거나 최신 

스캔 방법을 도입하려다가 

시스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빌딩 OT 

제어 시스템에 침입 탐지 

시스템(IDS) 또는 호스트 기반 

스캔 시스템(HBSS) 스캔을 

실행했을 때 시스템이 완전히 

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자는 배포가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한 

후로 빌딩 OT 제어 시스템 

업데이트를 미루어야 합니다. 

이런 추가적인 노력을 하려면 

길게 이어질 수 있는 보안 

업데이트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관계자에게 알리고, 보안 

제어 규정 측정과 적용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NIST SP 800-53과 같은 기존 IT 기본 보안 컨트롤 대부분을 빌딩 OT 제어 시스템에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어디에 어떻게 구현할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기술과 운영 측면의 

제약 때문입니다. 빌딩 OT 제어 시스템과 기업 네트워크, 비즈니스 시스템 사이의 상호연결로 인해 

빌딩 OT 제어 시스템이 익스플로잇과 취약성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익스플로잇과 취약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려면 빌딩 OT 제어 시스템의 제약과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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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및 IoT 기기와 구성 요소의 증가

1. Google Home Voice Controller

2. Amazon Echo Plus Voice Controller

3. Amazon Dash Button

4. August Doorbell Cam

5. August Smart Lock

6. Kuri Mobile Robot

7. Belkin WeMo Smart Light Switch

8. Foobot Air Quality Monitor

9.  Flow by Plume Labs Air Pollution 
Monitor

10. Nest Smoke Alarm

11.  Nest T3021US Learning Thermostat 
Easy Temperature Control

12.  Philips Hue Bulbs and Lighting 
System

13.  Bitdefender BOX IoT Security 
Solution

14. Ring Doorbell

15. WeMo Insight Smart Plug

16. Logitech Harmony Universal Remote

17. Particle Photon Wi-Fi with Headers

18.  NETGEAR Orbi Ultra-Performance 
Whole Home Mesh Wi-Fi System

OT 및 IoT 기기와 구성 요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빌딩 설계, 시공, 운영, 리노베이션, 해체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빌딩 OT 제어 시스템에 기기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빌딩이 점점 늘어나고, 입주자와 방문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빌딩 OT와 상호작용합니다.

• IoT 기기와 센서는 76억 개에서 241억 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18

• 블루투스 기기 네트워크는 연간 출고량이 3억 6,0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기 연간 출고량은 2023년에 21억에 달할 

것입니다.19

• ZigBee 홈 자동화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에 12억 9,870만 달러였고, 2028

년에는 38억 4,640만 달러를 초과해 전망 기간 내(2021~2028년) 연평균 성장률

(CAGR)이 15.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20

일반적으로 IoT 기기는 인터넷이 지원되고 다른 기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됩니다. IoT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스마트 빌딩이 입주자/방문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에너지와 물 소비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환경 상태(공기, 빛)가 개선되었고, 

무선 위치 및 전기 충전소를 제공하고, 빌딩 운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Software Testing Help는 2021년21에 상위 18개 IoT 기기의 예시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oT 기기와 센서는 주거용 빌딩의 물리적 기기, 화재, 온도, 환경, 네트워크 OT 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결하며, 주로 라이프스타일과 사용 편의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런 IoT 기기와 

센서는 대체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침이나 모범 사례가 거의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이들을 안전하게 프로비저닝하고 구현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8 “Infographic: Real World Lessons in the Internet of Things,” Transforma Insights, https://transformainsights.com/blog/real-world-iot
19  “2019 Bluetooth Market Update,” Bluetooth, www.bluetooth.com/bluetooth-resources/2019-bluetooth-market-update/
20  “ZigBee Home Automation Market to Reach US$ 3846.4 Million by 2028,” Coherent Market Insights, 
 www.coherentmarketinsights.com/press-release/zigbee-home-automation-market-3723
21  “18 Most Popular IoT Devices in 2021 (Only Noteworthy IoT Products),” Software Testing Help, www.softwaretestinghelp.com/iot-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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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ental Automated Buildings Association에서는 빌딩 소유주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IoT 기기와 센서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습니다.22

1. 근무 환경 사용 관리

2. 환경 모니터링

3. 에너지 관리

FSOC의 미래

그림 11. 해군 스마트 그리드 및 시설 에너지 운영 센터23

22 “Top IoT Sensors for Building Owners,” Continental Automated Buildings Association (CABA), www.caba.org/top-iot-sensors/
23  “T09-S03 Cybersecurity Executed: Case Study,” Whole Building Design Guide, www.wbdg.org/continuing-education/energy-exchange/fempee19t9s3

상업용 빌딩의 IoT 기기와 센서는 주로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빌딩 상태를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어 시스템 

공급업체가 이런 IoT 기기와 센서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모니터링할 공인 시설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지원합니다. HVAC, 조명, 화재, 기타 시스템은 시스템이 

큰 규모의 엔터프라이즈 BMS에 포함되고 시설 보안 관제 

센터(FSOC)의 관리 대상이 되면서 사이버 보안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해군 스마트 그리드 및 시설 에너지 운영 센터(FEOC)는 

캠퍼스 빌딩 포트폴리오가 지역 내 다른 여러 캠퍼스와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지역 커뮤니티 

보급로(공공 서비스,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전기통신, 

경찰, 소방, 긴급 서비스)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사이버 

보안 인사이트와 보호를 제공합니다(그림 11 참조).

현재 FSOC에 연결되어 지속적 모니터링이나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거나 사이버 침입/인시던트에 대응하는 빌딩은 매우 

소수입니다. 민간 부문 또는 공공 부문에서 FSOC는 빌딩, DER, EV, 

입주자 시스템을 포함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스마트 빌딩은 차세대 사이버 보안 빌딩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입주자/방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통합을 실행한다면 기존 운영, 유지, 사이버 보호 기능은 사이버 위협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된 기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차세대 사이버 보안 빌딩에는 자산과 프로토콜에 대한 광범위한 

가시성, 자동화된 자산 인벤토리 동기화, 동작 분석을 사용한 위협 탐지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예: Dragos Platform)이 포함될 것입니다. 동작 

분석은 적대적 전술, 기술, 절차(TTP)의 특징화를 기반으로 하며, 

악의적 행동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자세한 컨텍스트 경보와 알림을 

제공하며, 분석가가 효율적으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플레이북과 연동됩니다. 이상을 발견하는 위협 탐지 방법만 사용하는 

솔루션은 지나치게 오탐지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으며, 알림에는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컨텍스트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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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환경

그림 12. Schneider 차세대 BMS 기능

그림 13. Schneider 차세대 BMS 데이터 흐름,
API, 웹 서비스 및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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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 Essential Elements of Next Generation Building Management Systems,” Smart Buildings Technology, www.smartbuildingstech.com/white-papers/ 
 whitepaper/21165234/schneider-electric-north-america-3-essential-elements-of-next-generation-building-management-systems

2020 Schneider Electric – 

Science Center 백서 500 버전 18은 

차세대 BMS의 기능에 대한 예시를 

제공합니다(그림 12와 13 참조).24 

이 백서에서 차세대 BMS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아키텍처 

속성 3가지가 있습니다.

• 개방적 통합 플랫폼 기반

• 분석과 AI 중심 디지털 

서비스에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 모빌리티를 위한 설계

차세대 BMS은 FSOC에 포함되는 하나의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BMS는 수많은 다른 빌딩 OT 시스템과 통합되고 

연결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HVAC, 조명, 화재 경보, 대규모 

공지, 전기 보안, 운송, 계측기, 디지털 길 안내 시스템, 공공 

서비스 사용 데이터 계측에 사용하는 빌딩 IT 시스템, 고장 

탐지 데이터 분석, GIS/BIM/CMMS(지리 정보 시스템, 빌딩 

정보 모델링, 컴퓨터화된 유지 시스템) 플랫폼, 청구 및 결제 

시스템, 물리적 보안, 비상 관리 등이 있습니다.

•  클라우드-디지털 서비스
•  클라우드-앱
•  비즈니스 시스템 및 DB
•  시스템-시스템

•  필드 컨트롤러-빌딩 컨트롤러
• 스마트 빌딩 기기-빌딩 컨트롤러
• IoT 센서-클라우드

• 장비-필드 컨트롤러 또는 액추에이터
• IoT 센서-빌딩 컨트롤러 
• 시스템-시스템

빌딩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분야는 

입주자 환경입니다. 입주자 환경의 목적은 입주자와 

방문자에게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넷을 통해 빌딩 OT 제어 

시스템 및 다른 리테일/컨시어지 서비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로비 접수처 방문자 등록/관리

• 인터넷 액세스를 위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

• 모바일 기기의 무선 충전

• 디지털 키 비접촉 빌딩 및 주차장 출입, 엘리베이터 호출

• 할당된 업무 공간 워크스테이션/휴대전화/온도/조명 관리

• 회의실 예약

• 빌딩 내 카페 및 음식점 예약

• 할당된 업무 공간으로 음식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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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된 업무 공간으로 택배 배달

할당된 업무 공간으로 드라이클리닝한 세탁물 배달

피트니스 센터 예약

긴급 대응 및 회피를 위한 대피소

시설 관리 계약 및 문제를 보고하기 위한 헬프 데스크 정보

•  

•  

•  

•  

그림 14는 Capgemini 플랫폼의 

입주자 환경 예시를 나타냅니다.

입주자 환경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때 공격 표면이 확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그림 15 참조). 심층적 

방어, 네트워크 세그먼테이션, 

안티바이러스/멀웨어(AV/MW) 

보호, SIEM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한 

지속적 모니터링 방식을 적용한 

기존 아키텍처는 인증서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에 의존합니다.

그림 14. 입주자 환경 소프트웨어 통합으로
스마트 빌딩을 지능화하는 예시25

그림 15. 입주자 환경 플랫폼 사용 시
확산되는 공격 표면의 예시26

25 Image made available through open source, www.realcomm.com/news/868/1/tenant-experience-applications-the-hot-topic-for-2018
26 Image made available through open source presentation deck, www.realcomm.com/news/868/1/tenant-experience-applications-the-hot-topic-for-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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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제어 시스템 통신 프로토콜과 포트

빌딩 OT 제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여러 프로토콜과 포트를 사용하여 레이어 내의 

기기와 구성 요소가 참조 아키텍처에서 수평, 수직으로 통신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레벨 5, 4, 3)

• IPv4 및 IPv6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 – 포트 80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보안(HTTPS) – 포트 443

Modbus: 클라이언트/서버27 – 포트 502

BACnet: P2P – 포트 47808

LonWorks/LonTalk: P2P – 포트 1628/29

DNP3: 상위/하위 – 포트 20000

IEEE 802.x – P2P

ZigBee – P2P

Bluetooth – 마스터/슬레이브

Tridium NiagraAX/Fox

Johnson Metasys

OSISoft Pi System

• 

• 

• 

• 

개방적 제어 시스템 프로토콜(레벨 3, 2)

• 

• 

• 

• 

• 

• 

• 

독점적 제어 시스템 프로토콜의 예시

• 

• 

• 

빌딩 OT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과 포트의 취약성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 섹션에서는 빌딩 OT 제어 시스템이 차지하는 공간과 탐색에 대해 살펴봅니다.

27 Modbus Organization(https://modbus.org/) 이사회는 Modbus 통신의 쿼리 및 응답 패러다임에 존재하는 모든 부적절한 언어를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기업 문서 및 웹사이트에 있는 “마스터-슬레이브”에 대한 모든 언급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클라이언트-서버 원칙은 
 기기 하나(클라이언트)가 하나 이상의 다른 기기(서버)를 제어하는 통신 프로토콜의 모델입니다. 표준 Modbus 네트워크에는 클라이언트 1개와 
 서버가 31개까지 존재합니다.
28 BACnet Secure Connect Interoperability Acceleration Program, BACnet, www.bacnetinternational.org/page/secureconnect

빌딩 OT 시스템 제어 프로토콜은 몇 가지 중요한 취약성이 
있습니다. 보안 기능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으로 통신하고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컨트롤러는 입력된 명령을 실행하지만 이 명령이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 입력되었는지, 명령이 유효한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BACnet 보안 연결 상호운용성 가속 프로그램(BACnet/SC)은 
최근 ASHRAE BACnet 위원회에서 공개한 BACnet 
프로토콜의 부록입니다.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IP 인프라를 
최소한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 사항, 정책, 제약을 충족하도록 
특수 설계된 안전한 암호화 데이터링크 레이어입니다.

BACnet 통신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표준화된 IP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보안은 빌딩 기술 네트워킹(빌딩 사물 인터넷 - 
BIoT)에서 핵심적 요소입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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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표면의 증가: 인터넷과 연결된 빌딩 시스템

그림 16. Shodan에 노출된 Tridium Systems

그림 17. Shodan에 노출된
Tridium Niagara System의 Shodan 메타데이터

2009년 초에 Shodan 및 다른 IP 기기 검색 엔진이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IP 기기, 빌딩 제어 시스템, 새로 등장한 기기 및 구성 요소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수집 및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DoD)가 가장 먼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차린 2010

년 무렵에 Shodan에는 BACnet 빌딩 OT 제어 시스템이 2만 개 이상이 수집된 

상태였습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잘못 구성된 레벨 4 Tridium 시스템은 2,500개 

이상이었고, 인터넷과 직접 연결된 레벨 2 Distech 컨트롤러는 350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림 

16~20은 노출된 Tridium BMS 및 Distech 컨트롤러의 Shodan 스크린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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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Shodan에 노출되고
Tridium System에 연결된 Distech 컨트롤러

그림 19. Hash와 Nonce로 Tridium Niagara에
연결된 Distech 컨트롤러

그림 20. Shodan Distech 링크에서
Johnson Control Systems 시설 탐색기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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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제어 시스템 참조 아키텍처

그림 21. DoD 5레벨 제어 시스템 참조 아키텍처

29 “UFC 4-010-06 Cybersecurity of Facility-Related Control Systems, With Change 1,” Whole Building Design Guide, 
 www.wbdg.org/ffc/dod/unified-facilities-criteria-ufc/ufc-4-010-06
30  “ISA99, Industrial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 Security,” 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ation, 
 www.isa.org/standards-and-publications/isa-standards/isa-standards-committees/isa99

O방부 통합 시설 기준(UFC) 04-10-06 시설 관련 제어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은 기관에서 

빌딩 OT 제어 시스템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어 시스템 참조 아키텍처가 

있습니다(그림 21 참조).29 제어 시스템은 5레벨 아키텍처로 표현됩니다(Purdue 모델 및 ISA 

9930 기반). 각 레벨은 기능에 따라 논리적으로 묶은 구성 요소의 모음이며, 대체로 사이버 

보안 방식을 공유합니다. (“5레벨 아키텍처 개요” 그림을 참조하세요.) 이 아키텍처는 

다양한 제어 시스템에 적절한 일반적 아키텍처로 정의되므로, 각 제어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제어 시스템의 모든 구현이 각 레벨 또는 한 레벨에 표시된 모든 유형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성에 따라서 동일한 기기가 서로 다른 레벨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컨트롤러는 온보드 스위치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지원하므로, 

동일한 기기가 레벨 1 또는 레벨 2에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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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레벨 아키텍처 개요

5레벨 아키텍처의 각 레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간단한 기기에서 
복잡한 기기까지 포함).

• 레벨 5. ‘외부’ 네트워크와의 인터페이스(제어 시스템 네트워크 외의 IP 네트워크)

• 레벨 4. 제어 시스템에 사용한 시설 전체의 IP 네트워크, 프런트 엔드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데스크톱과 노트북)

• 레벨 3. 연결의 필드 포인트(FPOC), 레벨 2의 필드 제어 시스템 IP 네트워크와 
 레벨 4 IP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

• 레벨 2. IP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컨트롤러

• 레벨 1. IP 네트워크 외부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컨트롤러(BACnet MS/TP, RS-485 
 [DNP, Modbus], LonWorks TP/FT-10)

• 레벨 0. 아날로그 신호로 통신하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은 기기. 여기에는 
 (“분별 기능이 없는”) 센서와 액추에이터,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컨트롤러
 (전용 센서 및 엑추에이터 포함)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하드웨어 I/O(아날로그 및 
 바이너리 신호)를 통해 레벨 1과 통신합니다.

일부 레벨에는 하위 레벨이 있습니다(이전 페이지의 그림 21 참조).

레벨 5: ‘외부’ 연결 및 CS 관리

그림 22. 레벨 5 경계 지점 또는 메인 접속 포인트
(외부 IS가 내부 빌딩 OT 인터페이스와 만나는 지점)

그림 23. 시설 운영 센터/보안 관제 센터/
에너지 운영 센터에 있는 레벨 5 랙 및 서버

대부분의 경우, 기기는 동일한 주요 레벨 

내의 여러 하위 레벨에 설치되는데 

대개는 레벨 2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벨 2A 컨트롤러는 그 아래 레벨 1 

네트워크에 대한 레벨 2C 라우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아키텍처는 빌딩 OT 제어 시스템의 

승인 경계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고 그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표현합니다. 실제 

물리적 시스템은 넓게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층 상업 사무실과 

캠퍼스 시스템은 서로 멀리 떨어진 구성 

요소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림 22~36은 5레벨과 일반적 구성 요소, 

기기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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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4: CS 프런트 엔드 및 IP 네트워크

그림 24. 에너지 운영 센터 또는
시설 운영 센터에 있는 레벨 4 랙 및 서버

그림 25. 빌딩 OT에 대한 HMI의
워크스테이션 또는 벽면 디스플레이

레벨 3: 연결의 필드 포인트(FPOC)

그림 26. 3-FS: 레벨 3 FPOC 게이트웨이(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록시).
레벨 4 네트워크는 10/100Mbps 이더넷을 사용하는

IP를 통한 Modbus입니다.
레벨 1 네트워크는 독점적 2선 매체를 통과하는 전용 회선입니다.

이는 2C-FS와 동일한 기기입니다.

그림 27. 3-LIP: LonTalk 네트워크 3개 사이의 레벨 3 FPOC 라우터:
레벨 1 Lon TP/FT-10, 레벨 1 Lon TP/FT-10, 레벨 4 Lon IP 이더넷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대부분 빌딩 제어 시스템은 단순한 평면적 네트워크와 최소한의 컴퓨터로 구성되어,

주로 빌딩 엔지니어 사무실 책상 아래에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IoT 기기와 구성 요소의 숫자가 끊임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제 빌딩 OT 시스템을 보호하려면 새로운 세대의 사이버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설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방어의 제1선을 담당하므로 지능적 사이버 헌팅 및 방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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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2: 필드 제어 시스템의 IP 부분

그림 29. 2A-JACE: 프로그래밍 가능한
레벨 2A 컨트롤러입니다. 아날로그 입력
또는 출력은 없습니다. 기본 네트워킹은
10/100Mbps 이더넷을 사용하는 전용 IP
회선입니다. 소규모 필드 제어 시스템의

경우 레벨 3 FPOC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30. 2C-FS: 레벨 2C 게이트웨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록시). 레벨 2 

네트워크는 10/100Mbps 이더넷을
사용하는 IP를 통한 Modbus입니다.

레벨 1 네트워크는 독점적 2선 매체를
통과하는 전용 회선입니다.

그림 28. 2A-CC: 6개의 아날로그 입력을 모니터링하고
그 값을 네트워크에 보고해 2개의 출력을 설정하는

매우 기본적인 레벨 2A 컨트롤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10/100Mbps를 사용하는

BACnet over IP입니다.

레벨 1: 필드 제어 시스템의 IP 제외 부분

그림 32. 1A-LGR: 프로그래밍 가능한 컨트롤러로,
아날로그 입력이나 출력은 없습니다. 기본

네트워크는 10/100Mbps의 (IP가 아닌) 이더넷
매체를 사용하는 BACnet입니다. 또한,

MS/TP 매체를 통한 BACnet과 RS-485 매체를
통한 전용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레벨 2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 35. 0-액추에이터: 모터 및 밸브 조립부,
기계적 위치 표시기(0–10 VDC 또는

4–20mA 아날로그 입력 신호)

그림 33. 1N-Lswitch: TP/FT-10 (매체)
네트워크 세그먼트 2개 사이의 LonTalk

라우터입니다. 또한, 구성을 위한
RS-232 콘솔 포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그림 31. 1A-VAV: 가변 공기량(VAV)
박스 컨트롤러, 여러 아날로그 입력 및

출력을 사용합니다. 또한, 전용 액추에이터와
압력 센서(일반적으로 레벨 0 기기)를 포함합니다.

네트워크는 78Kbps의 TP/FT-10 매체를
사용하는 LonTalk입니다.

레벨 0: 센서 및 액추에이터

그림 36. 0-액추에이터: 4-20mA
또는 0-10 VDC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받아서 90도 회전시키는 전기 모터.

그림 34. 0-온도: 서미스터 온도 센서
(비선형 저항 온도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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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ation 
참조 아키텍처

그림 37. IEC 62443 산업 네트워크의 물리적 아키텍처

그림 38. ISA 62443 참조 아키텍처,
구역과 도관으로 구성된 산업 네트워크

31 “IEC 62443 Standards and ISA Secure Certification: Applicability to Building Control Systems,” ISA Security Compliance Institute, 
 https://isasecure.org/en-US/Documents/ISASecure-BCS-Study-(v0_8)
32  “Building Automation,” 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ation, www.isa.org/technical-topics/building-automation
33  “Introduction to Building Automation Systems (EA15),” 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ation, 
 www.isa.org/training-and-certification/isa-training/instructor-led/course-descriptions/ea15

차세대 빌딩의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10년 내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ZTA)로 이동해야 합니다.

ISA 및 IEC 62443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보안 표준은 산업 제어 시스템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표준입니다. 두 표준에는 빌딩이 

별도의 카테고리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ISA 

표준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컨트롤을 개조해야 

합니다. 2017년에 어떤 작업 분과가 ‘빌딩 제어 

시스템에 대한 IEC 62443 표준 및 ISA 보안 

인증의 적용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ISA가 빌딩 자동화를 위한 인증과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31 이제 ISA는 

기술 주제 웹페이지32 와 빌딩 자동화 시스템 

기초 과정 및 인증을 만들었습니다.33

그림 37의 ISA/IEC 62443 물리적 아키텍처 

모델과 그림 38의 구역과 도관이 있는 산업 

네트워크는 기존 산업 제어 시스템과 빌딩 OT 

제어 시스템 사이의 기본적 차이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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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제로 트러스트란?

ZTA는 심층 방어 아키텍처

(그림 39 참조)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 39. NIST SP 800-207 ZTA 제로 트러스트의 주요 논리적 구성 요소

ZTA는 기본적 전제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즉, 누구도, 아무것도 신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나오기 이전에는 네트워크 경계 내에 있는 기기는 

신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뢰는 위치와 연동되어 있고,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뢰 관계를 설정합니다.

NIST SP 800-207에서 정의했듯이 “제로 트러스트(ZT)는 방어를 정적인 네트워크 

기반 경계에서 사용자, 자산, 리소스로 초점을 옮기는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의 

발전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ZTA)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산업 및 기업 인프라와 워크플로를 설계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물리적 또는 네트워크 위치(예: 로컬 영역 네트워크 vs. 인터넷)나 자산 소유권(예: 

엔터프라이즈 또는 개인 소유)만으로 자산이나 사용자 계정에 암묵적 신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상과 기기 모두에 대한) 인증과 권한 부여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대한 세션을 설정하기 전에 수행하는 별도의 기능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원격 사용자, BYOD(bring your own device), 기업 소유 네트워크 

경계에 위치하지 않는 클라우드 기반 자산이 포함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트렌드가 나타나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아니라 리소스(예: 자산, 서비스, 워크플로, 네트워크 계정)을 보호하는 데 

집중합니다. 네트워크 위치는 더 이상 리소스 보안 태세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ZTA)의 추상적 정의가 나와 

있으며, 제로 트러스트가 기업의 전체적 정보 기술 보안 태세를 개선할 수 있는 

일반적 배포 모델과 사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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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제어 시스템 사이버 보안 솔루션 
오버레이

그림 40. 직원이 아닌 사용자 액세스를 제공하는 기업
 

ZTA는 계약된 서비스/직원 외의 사용자가 기관에서 인터넷에 액세스해서 유지 

작업을 수행하거나 회의에 참석해 기관의 앱과 데이터베이스(HVAC, 조명, 

계측기)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면서도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를 암호화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그림 40 참조).

빌딩 OT 시스템은 본래 중요한 표적이 

아니라 ‘공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어플라이언스에 엄격한 

보안을 구현한 공급업체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시스템은 ‘평면적 

네트워크’여서 세그먼테이션이나 VLAN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BACnet 및 Modbus 

프로토콜은 인증을 하지 않고 암호화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취약합니다. 2013년 

이후로 다수의 BMSes가 

익스플로잇되었고, 빌딩 소유주와 시설 

관리자가 익스플로잇을 허용했을 때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BMS를 공격하는 이유

• 갈취

• 기업 경쟁

• 공공 기물 파손

• 사이버 테러

• 국가의 공격

상업용 사무실 빌딩의 경제성을 생각해보세요.

• 임대 가능 면적 200,000제곱피트(RSF) * $30~50/sf = $0.6~100만/

월 임대료=$7.2~1,200만/연

• 입주 기업을 20개, 각 $1백만/연으로 가정 = $2,000만/연

• 지역 사회 세금 @ 5% = $30M *.05 = $1.5M

• 잠재적 물리적 피해 = (SF에 대해) 200,000 * $50~150 = $10~3,000만

• 위험에 노출된 총 금액 (평균) = $10 + 20 + 1.5 + 20 = 

상업 빌딩 1개당 $5,150만

• 소유자/REIT(부동산 투자 신탁)은 수천 개의 시설과 수백, 

수십억 제곱 피트의 시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어 시스템을 노린 랜섬웨어 공격은 BMS를 표적으로 삼아 익스플로잇했을 

때의 매력과 재정적 보상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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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교 캠퍼스, 병원,

창고, 동물 병원, 연구개발 센터, 

제조 공장, 리테일 체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세요. 

이들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공격 표면이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집니다. 다행히 공급업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고,

이제 사이버 보안 솔루션 오버레이가 

심층적 방어, 지능적 헌팅 및 방어, 

위협 인텔리전스, 엔드포인트 탐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티넷 제품군은 

계층적 보안이 BMS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여줍니다(그림 41~44).

이 사이버 보안 오버레이는 

모든 참조 아키텍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41. 포티넷 사이버 보안 솔루션 오버레이

그림 42. 휴대전화의 FortiToken

그림 43. FortiSwitch

그림 44. Forti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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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넷 보안 패브릭으로 스마트 빌딩 보안

표 1. 각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포티넷 제품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 고유한 기능

BMS 프로토콜 
커버리지로 통신 
경로 보안

솔루션은 승인된 기기가 허용되고 검증된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하도록 보장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인해 대응 
조치가 필요한 경우 포티넷 패브릭에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엔드포인트를 비활성화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제어 및 MW 침입 방지에 활성화된 BMS 
프로토콜 딥 패킷 검사입니다.

솔루션 경로

• FortiGate 차세대 
 방화벽(NGFW)
• FortiSwitch
• FortiAPs

네트워크 
세그먼테이션 및 
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

솔루션은 정의된 아키텍처 전체에서 노스-사우스 네트워크 
통신과 스위칭된 인프라에서 이스트-웨스트로 발생하는 
네트워크 세그먼트(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 내의 통신의 
모든 적용 지점에서 통신을 관리 및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FortiGate
• FortiSwitch
• FortiAPs

보안 원격 액세스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기기에 대한 적절한 다단계 인증과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보장합니다. 원격 세션에서 
엔드포인트 액세스 및 보안 통신을 인증합니다.

• FortiAuthenticator
• FortiClient
• FortiToken

일시적 자산 방어 자산이 시설 환경이나 캠퍼스에서 이동할 경우, 특정 
자산이나 엔드포인트가 정의된 세그먼트 내에 참여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IT 환경에서 FortiNac 
기기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호와 정의된 구성 정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OT 환경 내에서는 포티넷이 Dragos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Dragos 플랫폼과 배포된 OT 
센서는 OT 세그먼트 내에서 연결 중인 임시 자산을 
식별하고, 잠재적 악성 활동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 FortiNAC
• OT에 대한 
 Dragos 파트너십

시스템 관리 모든 솔루션 패브릭과 네트워크 기기 가시성, 관리를 통합 
뷰로 확인할 수 있는 고유한 솔루션 기능입니다.

• FortiManager

중요한 BMS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감염 전 예방과 예측, 감염 후 엔드포인트 이벤트의 탐지와 
복구 업데이트에 집중하는 솔루션 방식입니다.

• FortiEDR

모니터링 및 알림 다양한 자산 유형에 대해 이벤트를 수집하고, 관심이 
있거나 잠재적인 악성 활동에 대한 이벤트를 식별하는 
기능은 기존 IT 환경에서 사용하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의 
필수 요건입니다. IT와 OT 영역에서 모두 이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의 솔루션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티넷은 Dragos와 협력하여 OT 솔루션 가시성, 탐지, 
대응 기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 FortiSIEM
• FortiAnalyzer
• OT에 대한 
 Dragos 파트너십

디지털 환경 
모니터링(DEX)

보안 및 네트워크 상태의 클라우드 기반 풀 스택 가시성과 
자동화된 복구 업데이트를 결합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등, 모든 배포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네트워크와 보안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문제 영역이 디지털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찾아내서 복구 업데이트합니다. 스마트 빌딩 소유주와 
작업자는 네트워크 성능과 보안 태세에 대해 완전한 
가시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FortiMonitor

이벤트 로깅 OT 컨텍스트가 포함된 다양한 자산 유형과 형식에서 
필수적인 가시성, 상관관계 확인, 대응 기능을 모았습니다.

• FortiSIEM

시스템 종속성과 상호연결성이 점점 커지면서 데이터 공유와 시스템 간 통합이 

극단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잠재적 적대적 행위를 차단하면서도 적절한 

액세스와 통신을 보장하는 

보안 솔루션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기술적, 절차적 

관리로 해결해야 하는 시설과 

관련된 핵심적 사이버 보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한 통신 경로

• IoT 및 

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을 

포함한 네트워크 

세그먼테이션

•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 보안 원격 액세스

• 일시적 자산 방어

• 시스템 관리

• 이벤트 로깅, 모니터링 

및 알림

• 디지털 환경 모니터링(DEX)

OT 부문, 특히 빌딩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솔루션 공급업체를 찾고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고려하는 

시설 관리팀은 각 공급업체에서 

자신의 요구 사항에 맞는 커버리지 

영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표 1은 포티넷 제품을 각 BMS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에 매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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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넷은 스마트 빌딩에 대한 

보안 감시 및 통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표 2 참조).

모든 포티넷 솔루션은 포티넷 

시큐리티 패브릭34과 매끄럽게 

통합되어 스마트 디지털 인프라를 

위한 전체적 사이버 보안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34 Fortinet Security Fabric, www.fortinet.com/solutions/enterprise-midsize-business/security-fabric

표 2. 스마트 빌딩을 위한 포티넷 솔루션

요구 사항 고유한 기능

통신
 

보안 감시

다목적 배포와 중앙 집중형 제어, 단순한 전화 시스템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HD 오디오가 내장된 안정적인 IP 전화 

중앙에서 관리되는 HDTV 화질의 안정적인 물리적 보안 

커버리지 및 카메라, 시스템, 스토리지 관리를 위한 플랫폼

솔루션 경로

• FortiFone
• FortiVoice 

• FortiCamera
• FortiRecorder

참고: 포티넷 어플라이언스인 FortiGate, FortiSwitch 및 FortiAP는 러기드 형식과 다른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빌딩의 건설, 운영, 사용, 리노베이션, 해체 방법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세대 사이버 보안 빌딩은 고도로 훈련을 받고 사이버 기술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지원하여 사용자/방문자의 신체적 안전과 빌딩 

제어 및 입주자 정보 시스템의 사이버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기존 BMS 운영 환경에서 사이버 보안은 지난 10년간 상당한 변화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공급업체와 OEM은 새 프로젝트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과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기존 시스템에 솔루션을 통합하기로 한 자산 소유주와 

운영자에게 기능과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빌딩 유형에 대해 

사이버-물리 시스템이 설계, 배포되고 시스템이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업계에서 발전시킨 사이버 보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 제어 

프레임워크, 경험이 풍부한 인력, 솔루션 공급업체까지 모두 활용하여 사이버 

보안을 고려한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 관리해야 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에서 사이버 보안을 구축하다 보면 운영과 관리가 매우 

부담스러운 복잡한 보안 솔루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 출시되는 솔루션의 기능이 안정화되고 지원이 간편해졌을 때 특정 

구현에 대해 최적의 제품이 무엇인지 알아낸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솔루션 공급업체가 고객 환경과 사이버 보안을 보강하는 파트너십을 찾는다면 

자산 소유자와 운영자에게 특히나 긍정적인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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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후원사

이 백서의 후원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Michael Chipley 박사는 연방 및 민간 부문 고객이 IT와 OT 시스템에 대한 

현재와 향후의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이버 보안 

주제 전문가입니다. NIST 표준과 DoD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의 기여자/저자이자, 

Whole Building Design Guide Cybersecurity 및 DoD ESCTP Cybersecurity 

웹사이트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NIST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프로세스를 

통해 200개 이상의 연방 기업과 민간 부문 기업을 맡아서 이들 IT 및 OT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고, 사이버 이벤트/인시던트를 탐지, 억제, 보고한 후 정상 

운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자 Tim Conway는 SANS에서 ICS 및 SCADA 프로그램 관련 기술 이사로서, 

SANS ICS와 SCADA 제품의 기술적 구성 요소를 개발, 검토 및 구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중요 인프라 환경 전반에서 ICS에 집중한 사이버 보안 교육이 

절실하고, NERC CIP 실습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것을 느끼고 Tim은 

ICS456: Essentials for NERC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을 공동 집필하고 

관련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Tim은 지금까지 RFC CIPC, NERC CIP 해석 초안 

작성팀, NERC CIPC GridEx 작업 분과, NBISE 스마트 그리드 사이버 보안 패널의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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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건설 규정

•   

•  
 

•  
 

•   

•  

 

•  

 

•  

 

•   

•  

•  
 

35 “Contacts for Building Codes by State,” Buildings Guide, www.buildingsguide.com/blog/resources-building-codes-state/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 2018).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는 

미국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괌, 북부 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및 푸에르토리코에서 사용 중이거나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건설 

규정이자, 국제 규정(I-Codes)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카리브공동시장(-

CARICOM), 자메이카, 그루지야 등 15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용됩니다.

International Code Council의 I-Codes. International Code Council에서 

개발한 International Codes(I-Codes)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경제적이고 

회복성 있는 구조의 설계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통의 현대적 빌딩 안전 

규정 15개로 구성됩니다. I-Codes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채택된 포괄적인 모델 

규정입니다.

International Fire Code(IFC). IFC에는 화재와 폭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일반 예방 조치, 비상 계획 및 준비, 

소방서 액세스 및 물 공급,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화재 경보 시스템, 특수 위험, 

위험 물질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주제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Plumbing Code(IPC). IPC는 성능 및 규범적 목표 측면에서 배관 

시설의 최소 규정을 지정하며, 새로운 혁신적 제품, 자재, 시스템의 도입에 

대비합니다.

International Mechanical Code(IMC). IMC는 규범 및 성능 관련 조항을 

사용하여 기계 시스템의 최소 규제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자재, 방법, 설계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IECC). IECC는 비용 절감, 에너지 

절약, 천연자원 보존, 에너지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을 다룹니다.

Uniform Building Code(UBC). UBC에는 모든 빌딩이 준수해야 할 정밀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UBC는 2000년에 새로운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로 대체되었습니다.

State and Local Building Codes and Zoning.35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자재). ASTM은 다양한 

자재, 제품, 시스템, 서비스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치된 기술 표준을 개발하여 

공개하는 국제 표준 기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12,800개 이상의 ASTM 표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ASHRAE)(기계). ASHRAE는 난방, 환기, 공기 조화 산업의 표준을 

개발하여 공개하는 비영리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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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 표준

•  

•   

•  

정보 기술 표준

•  

•   

•  

•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화재). NFPA는 화재, 전기 및 

관련 위험으로 인한 사망, 상해, 재산 및 경제적 손실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 

비영리 기구입니다.

National Electrical Code(NEC)(전기). NEC 또는 NFPA 70은 미국에서 전기 

배선과 장비를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도입하는 표준입니다. NFPA

에서 공개하는 National Fire Code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USGBC LEED Green Building 인증 U.S. Green Building Council(USGBC) Leader-

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LEED)은 전 세계 친환경 빌딩, 주택 및 

지역을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그린 빌딩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Green Globes 인증 Green Globes는 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친환경 빌딩 평가 및 인증 도구로, 신규 건설(중요한 리노베이션에도 적용)과 

지속 가능한 인테리어(상업/입주 인테리어 프로젝트 또는 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A Energy Star 인증 ENERGY STAR®는 에너지 효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징 기호로써, 소비자와 기업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편향 없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NIST 800 시리즈.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800 간행물은 

미국 연방 정부의 고급 컴퓨터 보안 및 네트워크 인프라 정책을 설명하는 

시리즈입니다.

IEC 60417.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는 장비 또는 장비의 

일부를 식별하고, 기능적 상태를 나타내고, 연결을 지정하고, 패키징에 대한 

정보 또는 장비 작동 지침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그래픽 기호가 있습니다.

IEC 62443.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62443 시리즈는 수명 

주기 전체적으로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IACS)을 보호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현재는 9개 표준, 기술 보고서(TR), 기술 사양(TS)이 포함됩니다.

ISO/IEC 2700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은 ISO/IEC 27000 패밀리에 십여 개 이상의 표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예: 정보, 지적재산, 직원 정보, 타사에서 맡긴 정보)에 

대한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ISMS)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공합니다.

DoDI 8500/8510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DoD 8500 정책 시리즈는 국방부 정보 

보증 전략을 나타내며, NIST 800 시리즈를 모든 연방 기관의 공통적인 정보 보증 

프로그램으로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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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및 재정 기준
•   

•   

•  

 

SOC I 및 II.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AICPA)에서 

정의한 시스템 및 기업 제어(SOC)는 감사 중에 작성하는 보고서들의 

이름입니다. 이는 서비스 기업(다른 기업 정보 시스템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이 이런 정보 시스템 사용자에게 해당 시스템에 대한 내부 관리를 검증된 

보고서로 발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GPDR.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EU) 2016/679 (GDPR)은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구역(EEA) 내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유럽연합 법률 

규정입니다. 또한, EU와 EEA 지역 외로 개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문제도 

다룹니다. GDPR의 기본 목적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제어 권한과 권리를 

강화하고,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규제 환경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DHS NIPP. 국가 인프라 보호 계획(NIPP 2013: 중요 인프라 보안 및 회복성을 

위한 파트너)에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중요 인프라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함께 

위험을 관리하고 보안과 회복성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