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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요약

IT 및 ICS/OT 보안의 차이 정의5  

1 "Alert (TA17-163A), CrashOverride Malware," www.cisa.gov/uscert/ncas/alerts/TA17-163A
2 "Alert (AA21-042A), Compromise of U.S. Water Treatment Facility," www.cisa.gov/uscert/ncas/alerts/aa21-042a
3  "Ekans/Snake NJCCIC Threat Profile," www.cyber.nj.gov/threat-center/threat-profiles/ransomware-variants/ekans-snake
4 "Alert (AA22-103A), APT Cyber Tools Targeting ICS/SCADA Devices," www.cisa.gov/uscert/ncas/alerts/aa22-103a
5 "The Differences Between ICS/OT and IT Security," 2022년 2월 1일, www.sans.org/posters/the-differences-between-ics-ot-and-it-security

산업 제어 시스템(ICS)/운영 기술(OT) 보안 커뮤니티는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기존의 공격을 넘어서는 공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ICS/OT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험과 위험 표면을 관리할 차별화되는 보안 스킬, 기술, 프로세스,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IT 기업 
네트워크와 ICS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인프라 네트워크에 침투한 적대 세력은 제어 시스템 구성 요소, 산업 프로토콜, 엔지니어링 운영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전기 부문에서 발생한 CRASHOVERRIDE1,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원격 
액세스를 통한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탈취2, 제조 및 에너지 부문의 ICS만을 노리는 랜섬웨어3에서부터 최근 들어 
여러 ICS 부문을 노리고 발생한 Incontroller/PIPEDREAM4 지능적 확장형 공격 프레임워크에 이르기까지, 지금껏 
막대한 피해를 준 공격을 통해 보았을 때, ICS/OT 공격은 물리적인 파괴력까지 행사할 수 있어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를 보아도 모든 부문의 산업 보안 방어 책임자들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고 심각한 
위협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SANS ICS/OT 사이버 보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ICS 운영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영역에서는 향후 중요한 인프라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낸 산업계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ICS 인시던트 대응을 수행하기 위해 부르는 대상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 ICS/OT에서 보안 제어 기능을 구현할 책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 ICS 전문 교육 및 스킬 세트 개발에 대해 지속적 가치를 창출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ICS 자산 인벤토리의 장점을 활용하는 사례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ICS 운영에 더욱 집중합니다.

• 능동적인 위협 헌팅 방어를 위한 ICS 전문 위협 인텔리전스를 중요하게 활용합니다.

• 업계에서는 위협 탐지 커버리지와 관련된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ICS 프레임워크에 MITRE ATT&CK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ICS/OT 자산은 기존의 IT 자산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IT 자산은 저장된 데이터나 전송 
데이터에 초점을 맞춥니다. ICS/OT 시스템은 물리적 입력과 제어된 물리적 행동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ICS와 IT를 구분하는 기술적 차이는 수동적인 자산 검색 및 
수동적인 위협 탐지를 우선순위로 설정, 낮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시설, 중요하지만 오래된 디바이스, 특수한 
엔지니어링 프로토콜, 기존 엔드포인트 운영 체제를 실행하지 않는 엔지니어링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드웨어를 
강화하고 가혹하고 위험하기까지한 환경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할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32022년 이후 ICS/OT 사이버 보안 현황

상위 4개 대표 산업

각 기어는 5명의 응답자를 나타냅니다.

기업 규모
소규모
(1,000명 이내)

중소 규모
(1,001~5,000명)

중간 규모
(5,001~15,000명)

중대 규모
(15,001~50,000명)

대규모
(50,000명 초과)

각 건물은 10명의 응답자를 나타냅니다.

상위 4개 대표 직무

비즈니스 관리자

운영 관리자/OM/OIM

ICS/OT 사이버 보안 
분석가

ICS/OT 보안 아키텍트

각 사람은 5명의 응답자를 나타냅니다.

운영 및 본사

정보 기술

운영: 287
본사:  261

운영: 49
본사:  5

운영: 41
본사:  4

운영: 59
본사:  4

운영: 37
본사:  3

운영: 86
본사:  16 운영: 69

본사:  7운영: 89
본사:  32

통신

에너지

엔지니어링/
제어 시스템

그림 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IT와 ICS/OT 산업 시스템 사이의 이런 중요한 차이로 인해 인시던트 대응, 
환경 및 안전 문제, 사이버 보안 관리,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 설계, 위협 
탐지,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요구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는 IT가 디지털 
데이터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ICS/OT는 물리적인 세상과 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2022년 SANS ICS/OT 설문조사에서는 에너지, 화학, 주요 제조업, 원자력, 
수자원 관리 등의 다양한 업종을 대표하는 332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림 
1을 참조하세요. 이들 업종의 하위 카테고리 63개 중에서 대부분 응답자가 
전기, 석유 및 가스, 장비 제조, 특수 화학, 운송 장비 제조, 음용수,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다시 분류되었습니다.



42022년 이후 ICS/OT 사이버 보안 현황

ICS/OT가 곧 비즈니스

그림 2. 주요 책임

귀하의 직무에서 어떤 책임을 주로 강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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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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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6   "Protect Control System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with GRID," 2021년 9월 3일, 
www.sans.org/blog/protect-control-systems-and-critical-infrastructure-with-grid 

설문조사 응답자의 22%가 ICS에 대한 기존의 사이버 보안 위협이 
심각/치명적이라고 생각하였고, 41%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2019년(38%), 2021년(40%), 2022년(41%)에 걸쳐 매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80%가 ICS 운영을 강조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그 비중이 약 50%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직무가 ICS와 
비즈니스 관련 활동을 모두 강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의무나, 필요한 
스킬 세트, 보안 인시던트 발생 시 미치는 영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ICS 운영에 투자했습니다. 그림 2를 
참조하세요.

ICS 보안 인력의 수요는 높습니다. 채용 관리자가 특정한 ICS 자격증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직원은 자신의 지식을 늘리기 위한 옵션을 
찾거나, ICS 보안(예: ICS 능동 방어 및 인시던트 대응)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경력 개발을 강화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6

각 시설에서는 비즈니스가 중요한 엔지니어링 자산을 실행하는 제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이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격 프레임워크의 진화, 오래된 디바이스, 
변화하는 기술 옵션, 리소스 제약으로 인해, 제어 시스템 기술과 
프로세스를 보호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오래되고 노후한 
ICS/OT 기술과 현대적 IT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각 
시설에서는 기존의 IT 보안 기술이 제어 시스템에 맞게 설계되지 않아 
ICS/OT 환경에 방해가 되며,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ICS 전문 
제어 기능을 우선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업종의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 교육과 
인증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를 웃도는 
응답자가 제어 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했습니다. 2021
년에 54%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으며, 업계에서 자격증의 
가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SANS 자격증은 두 
개의 상위 카테고리, 즉, GICSP(Global Industrial Cyber Securi-
ty Professional)(49%)와 GRID(Global Response and Indus-
trial Defense)(27%)를 차지했습니다.

융합: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사무실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존의 표준 운영 체제는 수십 년 전부터 제어 
네트워크의 상위 수준에서 엔지니어링 운영을 자동화하는 것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이 엔지니어링과 안전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존 IT 자산과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즉, 
ICS/OT 자산으로 취급하고, 유지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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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T 기술 및 프로세스를 보호할 때의 가장 큰 문제

OT 기술 및 프로세스 보안 시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IT 직원이 OT 운영 요구 사항을 이해하지 못함

36.7%

기타

기존의 IT 보안 기술이 제어 시스템에 맞게
설계되지 않아 OT 환경에서 지장이 발생

2.5%

51.8%

54.3%

47.7%

기존 보안 계획을 이행할 인력이 부족함

오래되고 노후한 OT 기술과 현대적
IT 시스템의 기술적 통합

0% 10% 60%50%40%20% 30%

ICS/OT 기술 및 프로세스 보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그림 3을 참조하세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래되고 노후한 OT 기술은 현대적 
IT 시스템과 기술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2. 기존의 IT 보안 기술이 제어 시스템에 맞게 
설계되지 않아 OT 환경에서 지장이 
발생합니다.

3. IT 직원이 OT 운영 요구 사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4. 기존 보안 계획을 이행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인력, 프로세스, 기술 카테고리에 대한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인력—ICS 분야 교육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명확합니다. 기업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ICS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얻고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유연하게 채용하고 필수적인 스킬 세트를 열심히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 프로세스—보안 리더는 팀원들이 제어 시스템에 적합한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ICS 보안 관리자는 안전을 우선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ICS 보안이 안전을 지원), IT와 ICS/OT 사이의 차이를 기업에 자세히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IT와 ICS/OT의 보안 
이벤트에 대해 기술적 관점을 융합한다면 기업 전체에 대한 위협을 이해하고, 
추적하고,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술—기존의 구성 요소와 최신 기술을 통합하는 것은 발전적인 과제이자 ICS 
공급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각 시설에서는 솔루션을 
테스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술 구매와 배포 전에 ICS 운영과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와의 개념증명(PoC) 계약을 
통해 개발 환경에서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한 엔지니어링 시스템 및 기술 문제는 
기존의 보안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인력 부족 
문제와 겹쳐, ICS 보안 팀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성실한 ICS 의식 제고 
캠페인을 수행하고 전문적인 ICS 기술 및 
프로세스를 배포하지 않고는, 적대 세력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ICS 보안은 IT 보안의 "복사 붙여넣기"가 아닙니다
IT 보안 방식이 ICS 환경에 직접 적용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IT 보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많지만, IT 보안 도구, 프로세스, 모범 사례를 ICS에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생산과 안전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네트워크 및/또는 엔드포인트 기반 침입 방지 시스템이 악성으로 플래그되었지만 사실은 가짜 
양성이었던 정상적인 엔지니어링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포함된 실제 정상적인 
안전 명령이나 실시간 제어 시스템 명령이거나, 차단된 임박한 작업이거나, 안전 프로토콜일 수 
있습니다. (2)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시스템이 잘못된 안티바이러스 서명이나 휴리스틱 기반 
규칙으로 인해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를 차단하거나 작업 일부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여, 제어 시스템의 보기, 제어 또는 안전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3) 취약성 스캔은 
IT 유형 스캔 소프트웨어를 올바르게 중단하지 않는 디바이스에서 실행되어, 엔지니어링 
하드웨어가 응답하지 못하게 되고 제어 요소(예: 활성화된 안전 계측 시스템)의 기능과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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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우려 사항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 및 가용성 보장
위험 축소/보안 개선
시스템 손상 예방
정보 유출 예방
규제 준수
외부 인력 및 재산 보호
직원 사이버 보안 교육 및 의식 제고 프로그램 제공 또는 편성
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외부 시스템에 대한 연결 보호
보안 정책 및 절차 구성, 문서화 및 관리
회사 평판 및 브랜드 보호
영업 비밀 및 지적 재산 보호
회사의 재정적 손실 방지
주주에 대한 영향 최소화

53.6% 1 50.3% 1 52.3% 1
39.9% 2 45.5% 2 34.8% 3
30.4% 3 27.2% 3 27.7% 4
29.1% 4 18.1% 6 14.8% 9
22.9% 5 19.8% 5 22.3% 5
21.9% 6 15.2% 8 20.7% 6
17.0% 7 11.2% 11 10.5% 11
17.0% 8 17.7% 7 42.2% 2
15.7% 9 23.3% 4 11.7% 10 
13.7% 10 13.1% 9 8.2% 13
13.1% 11 11.6% 10 17.6% 8
11.1% 12 6.0% 13 7.8% 14

7.8% 13 7.9% 12 18.8% 7
6.9% 14 3.3% 14 9.8% 12

Percent Rank Percent Rank Percent Rank
2022 2021 2019

7   "Information Security," https://en.wikipedia.org/wiki/Information_security

제어 시스템의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위험 세 가지를 분석한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해가 갈수록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중요성은 점점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위(2019)에서 7위(2021)로, 마침내 2022년에 8위로 
하락했습니다. 원래는 위험할 가능성이 큰 환경에서 인간의 안전과 물리적 자산의 
보호를 그토록 강조했던 업계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놀라울 뿐입니다.

이제 대체로 제어 시스템의 ICS 제어 능력과 범위에 매우 자신감이 생겨, 해킹이 
되더라도 공장 내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안전의 중요성이 하락하여 ICS에서 사이버 인시던트가 발생하면 
인간과 물리적 자산에 심각하고, 심지어는 재앙에 가까운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식을 다시 심어줄 기회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상위 2위를 차지한 비즈니스 우려 사항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1)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보장하고, (2) 
위험을 낮추고 보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표 1을 참조하세요.

여러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공유하는 
강력한 물리적 안전 문화를 되새기고, 
이를 활용하고, 연계함으로써 직원과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고, 
(표적화되었든 아니든) 사이버 보안 
인시던트가 사람과 환경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할 
기회가 왔습니다. IT 보안의 CIA7 3
가지와 비교하면, ICS/OT에는 동일한 
우선순위, 미션, 위험 표면,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당연하게도 엔지니어링 안전 문화, 즉 
아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는 제어 
시스템 명령 무결성과 관련이 있으며,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가용성이 
필요하고, ICS 네트워크 내부의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ICS/OT 사이버 보안은 
중요한 인프라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며,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ICS 
부문에서는 그 형태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 부문의 지적 재산(예: 약물 
또는 백신의 포뮬러)이나 제조 분야의 경쟁력 있는 제품의 경우 기밀 유지가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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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 및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위험

 ICS 위협 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프로세스의 안전과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ICS 해킹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부문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순위를 매겨 선택하세요.

25.1%

20.7%

8.4%

18.9%

7.9%

16.7%

5.7%

14.1%

4.4%

12.3%

0.0%

21.1%

9.3%

23.3%

26.9%

27.3%

25.6%

22.9%

9.3%

0% 5% 20%10% 30%25%15%

그림 4. 가장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큰 부문

최근 12개월 동안 이런 사건이 몇 번이나 일어났나요? 

21~50건

4.9%

501~1000건

71~100건

101~500건

11~20건

2.4%

7.3%

19.5%

36.6%

24.4%

4.9%

51~70건

10건 미만

0% 10% 40%20% 30%

그림 5. 최근 12개월 내에 발생한 보안 인시던트

표 2. 사건 수 vs. 피해 비율

0% 2.3% 2.3% 0.0% 0.0% 0.0% 0.0% 0.0% 0.0% 0.0%
10% 22.7% 18.2% 0.0% 4.5% 0.0% 0.0% 0.0% 0.0% 0.0%
20% 25.0% 6.8% 9.1% 4.5% 0.0% 4.5% 0.0% 0.0% 0.0%
30% 22.7% 4.5% 6.8% 4.5% 2.3% 2.3% 0.0% 2.3% 0.0%
40% 13.6% 2.3% 2.3% 6.8% 2.3% 0.0% 0.0% 0.0% 0.0%
50% 9.1% 2.3% 0.0% 2.3% 0.0% 0.0% 2.3% 2.3% 0.0%
60% 2.3% 0.0% 0.0% 0.0% 0.0% 2.3% 0.0% 0.0% 0.0%
70% 2.3% 0.0% 0.0% 0.0% 2.3% 0.0% 0.0% 0.0% 0.0%
8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6.4% 18.2% 22.7% 6.8% 9.1% 2.3% 4.5% 0.0%

총합 51‒7010‒20 101‒500<10 71‒10021‒50 501‒1000 >1000
발생 ‒ 12개월

피
해

 비
율

 | 사
건

우리는 ICS 보안 전문가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표적에서 벗어나거나 적대 그룹이 어떤 
인프라를 노릴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어팀, 전문적 교육 경로, 보안 기술, ICS 
인시던트에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ICS 위협 동향을 보면 어떤 부문은 
어떤 부문보다 더 많이 타겟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비즈니스 서비스, 의료 및 공공 
보건, 상업 시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ICS 해킹에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뽑혔습니다. 
그림 4를 참조하세요.

불과 11%만이 ICS/OT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인시던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인시던트를 50건 
미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림 5를 참조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인시던트 숫자가 적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건 수와 
피해 비중 사이의 상관관계는 표 2를 
참조하세요.

비즈니스 서비스

 의료 및 공공 보건

상업 시설

금융 서비스

중요한 제조

커뮤니케이션

국방 산업 기반

에너지

정부

수자원/폐수

식품 및 농업

엔지니어링/제어 시스템

교통

IT

화학

응급 서비스

원자력

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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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어 시스템 구성 요소가 해킹 위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한 순서 없이 각 카테고리에서 상위 3개를 선택하세요.

24.4%

14.4%

5.0%

13.9%

4.0%

13.4%

1.5%

0.0%

12.9%

12.4%

15.4%

6.0%

17.4%

42.8%

53.7%

40.3%

15.4%

7.0%

상용 OS(Windows, Unix, Linux)를
실행하는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계층 노트북, 보정 및 테스트 장비) 자산

상용 OS(Windows, Unix, Linux)를
실행하는 작업자 자산(HMI, 워크스테이션)

상용 OS(Windows, Unix, Linux)를
실행하는 서버 자산 

다른 내부 시스템(사무실 네트워크)과의 연결

클라우드 호스팅 OT 자산
네트워크 디바이스

(방화벽, 스위치, 라우터, 게이트웨이)
필드 네트워크 (SCADA)와의 연결

임베디드 컨트롤러 또는
구성 요소(예: PLC, IED)

제어 시스템 통신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원격 액세스(VPN)

모바일 디바이스(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OT 무선 통신 디바이스 및 프로토콜
(Zigbee, WirelessHART, RF)

물리적 액세스 시스템
라우팅이 불가능한 원격 액세스

(모뎀, VSAT, 마이크로파)

공장 히스토리언

필드 디바이스(센서 및 액추에이터)

기타 

0% 10% 40%20% 60%50%30%

그림 6. 가장 해킹 위험이 큰 구성 요소

8 "Top 5 ICS Assets and How to Protect Them," www.sans.org/webcasts/top-5-ics-assets-and-how-to-protect-them
9 "ICS Alert (ICS-ALERT-14-176-02A), ICS Focused Malware (Update A)," https://us-cert.cisa.gov/ics/alerts/ICS-ALERT-14-176-02A
10 "CRASHOVERRIDE: Analysis of the Threat to Electric Grid Operations," www.dragos.com/wp-content/uploads/CrashOverride-01.pdf
11 "Alert (AA22-103A), APT Cyber Tools Targeting ICS/SCADA Devices," www.cisa.gov/uscert/ncas/alerts/aa22-103a

어떤 제어 시스템 구성 요소가 가장 해킹 
위험이 큰지 물었을 때, 구성 요소(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또는 계측 노트북)는 약 54%로, 
작년과 동일했습니다. 그림 6을 참조하세요. 
하지만 올해는 상용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서버가 3위로 하락했고 운영자 자산(인간 기계 
인터페이스(HMI) 또는 작업자 
워크스테이션)이 43%로 2위를 차지하여 
작년(32%) 대비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ICS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를 통해 ICS 적대 세력이 
제어 환경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공장 히스토리언이 4%로, 2위에서 마지막 
순위로 하락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로 보았을 때, 데이터 히스토리언이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하기 위해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 
5위에 드는 데다,8 적대 세력이 ICS 네트워크로 
침투하는 중심 지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말입니다.

ICS 공격 그룹은 스스로 " 자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산업 환경 자체의 
시스템, 기능 및 산업 프로토콜을 악용하여 제어 시스템이 적대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자 그룹이 자생하는 예시로는 공격자가 정상적인 작업자 액세스 
권한을 사용하여 HMI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은 후, HMI 명령을 프로세스에 악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예: 변전소의 필드 내 차단기 개방, 물 처리 시설의 화학 물질 배합 
변경). 피해를 끼치는 데 멀웨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 세력은 기본 
제공되는 정상적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능 및/또는 IC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힙니다. 이런 공격자가 자생하는 수법은 2014년에 나타난 HAVEX9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 들어서는 발전소를 노리는 맞춤형 CRASHOVERRIDE10 
ICS 프레임워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Incontroller/PIPEDREAM11 

확장형 ICS 공격 프레임워크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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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 취약성 관리 및 패치 

해킹되어 악용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줄 제어 시스템 구성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한 순서 없이 각 카테고리에서 상위 3개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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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0%

14.4%

4.5%

14.4%

3.5%

0.0%

10.4%

10.0%

17.9%

6.0%

19.9%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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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해킹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구성 요소

그림 8. 취약성 탐지를 위한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 내에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취약성을 탐지하는 데 어떤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40.6%

36.5%

34.5%

34.5%

2.5%

49.7%

59.9%

41.6%

네트워크 스니퍼를 사용한 수동적 모니터링
(딥 패킷 검사)

능동적 취약성 스캐너를 지속적으로 사용

구성 및 제어 로직 프로그램을 알려진
모범적 버전과 비교

공급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FAT 및
SAT에서 취약성 발견 및 완화

ICS 공급업체가 말해주거나 패치를 보낼 때까지 대기

시스템 중단 시 정기 스캔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알림 모니터링
(공급업체, CERT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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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되거나 악용되었을 때 비즈니스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ICS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으로 바꾸어도, 앞의 질문과 답변이 어느 
정도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PLCs), IED, 기타 임베디드 
구성 요소(20%)가 컨트롤러 로직 조작, 무단 
엔지니어링 구성 변경, 승인되지 않은 산업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디바이스(15%)를 
통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 7을 참조하세요.

엔지니어링 시스템은 기존의 안티멀웨어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트워크 
기반 ICS 인식 탐지 시스템과 산업 기반 
네트워크 아키텍처 방식을 통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드 디바이스에 대한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유지관리 작업의 
일환으로 로그 캡처/포워딩 및 정기적 
컨트롤러 구성 인증으로 이런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안전 위험과 운영에 대한 영향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따라서 미리 위협과 취약성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자 운영 회복성 전략입니다. 대부분 응답자(60%)는 수동적 
모니터링을 사용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서 취약성을 탐지하는 데는 
네트워크 스니퍼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또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림 8을 참조하세요. 두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지속적인 능동적 취약성 스캔입니다. 
다만, 능동적 취약성 스캔은 
공격적이거나 갑작스러운 네트워크 
스캔 트래픽을 적절히 해석할 수 없는 
오래된 디바이스나 다른 디바이스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업체는 
네이티브 ICS 프로토콜을 사용한 능동적 
쿼리와 같은 더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산 및 취약성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성과 제어 로직 
프로그램을 알려진 모범적 로직 버전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용 OS(WIndows, Unix, Linux)를 실행하는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계측 노트북, 보정 및 테스트 장비) 자산

상용 OS(Windows, Unix, Linux)를 실행하는
작업자 자산(HMI, 워크스테이션)

상용 OS(Windows, Unix, Linux)를 실행하는
서버 자산

다른 내부 시스템(사무실 네트워크)과의 연결

임베디드 컨트롤러 또는 구성 요소
(예: PLC, IED)

클라우드 호스팅 OT 자산

필드 네트워크 (SCADA)와의 연결

네트워크 디바이스
(방화벽, 스위치, 라우터, 게이트웨이)

제어 시스템 통신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디바이스(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원격 액세스(VPN)

필드 디바이스(센서 및 액추에이터)

라우팅이 불가능한 원격 액세스
(모뎀, VSAT, 마이크로파)

물리적 액세스 시스템

OT 무선 통신 디바이스 및 프로토콜
(Zigbee, WirelessHART, RF)

공장 히스토리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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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패치 및 업데이트 처리

12 "Alert (AA21-042A), Compromise of U.S. Water Treatment Facility," www.cisa.gov/uscert/ncas/alerts/aa21-042a
13 "SANS ICS Site Visit Plan," www.sans.org/blog/sans-ics-site-visit-plan

중요한 제어 자산에서 패치와 업데이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1.0%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급업체에서 검증한
패치를 사전에 테스트하고 적용

공급업체에서 검증한 패치를
지속적으로 적용

정기 가동 중단 시 아직 적용하지 못한
모든 패치와 업데이트 적용

아직 적용하지 못한 모든 패치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적용

패치 대신 추가적인 제어 기능 중첩

알 수 없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음 패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주변에 제어 기능을 중첩하지 않음
기타

14.6%

15.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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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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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공급업체, 컴퓨터 긴급 
준비팀(CERT) 등이 공개한 취약성 알림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취약성 발견의 방법으로 
활용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2021년에는 이 방법이 1위(6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이 방법이 
공동으로 마지막 순위를 
기록했습니다(35%).

또한, 정기적인 가동 중단 시간에 아직 
적용하지 못한 모든 패치와 업데이트를 
적용하기를 선택한 응답자 수가 최근 12개월 
이내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는 프로덕션 
중에 패치가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림 9를 참조하세요.

그러나 애초에 많은 취약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프로덕션 배포 
전에 공장 승인 테스트(FAT) 및 시설 승인 테스트(SAT) 단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부 응답자는 이 방법으로 혜택을 
보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한 사례가 2021년에 40%에서 2022년 41%로 
다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그림 8 참조). 그러나 FAT과 SAT에서 ICS 
취약성을 관리하더라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취약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패치는 보안 취약성을 낮추지 않습니다. 많은 공급업체가 버그를 
수정하거나, 장비 안정성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운영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보안과 관련이 없는 패치를 릴리스합니다. 보안 취약성이 탐지되고 
나면 시설에서는 취약성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설(30%)이 공급업체에서 검증한 패치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미리 테스트하고 배포하여 패치를 처리합니다. 이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시설에서 ICS 보안 로드맵의 다음 단계로 설정할 만한 
목표이기는 합니다. 패치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시설은 4%에 
불과합니다. 반면, 아직 적용하지 못한 모든 패치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를 선택한 15%의 응답자를 따르는 것이 좋은 
목표가 될 것입니다.

Oldsmar12 사건을 통해 위험 표면, 취약성 관리, 외부 및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다단계 인증(MFA)을 요구하는 보안 원격 
액세스에 대해 이해해야 할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ICS 
시스템에 맞춰진 공통적인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OSINT) 방식을 
사용하여 취약성을 발견하거나, 매주 보안 시스템을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고 보호 및 취약성 복구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13 

취약성 관리에서는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디바이스를 직접 패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엣지 네트워크 방화벽과 스위치, 원격 액세스 
솔루션, 데이터 히스토리언, ICS 내부 코어 네트워크 인프라, 중요한 
엔지니어링 자산(예: HMI,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을 후순위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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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 보안 제어 구현

14  CISA, "Critical Infrastructure Vulnerability Assessments," 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vulnerability-assessments

기업에서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보안 제어 기능을 구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21.1%

19.1%

15.6%

13.6%

7.5%

2.0%

36.2%

37.7%

30.2%

제어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엔지니어링 관리자

IT 관리자

최고위직(CIO/CISO)

공장 시스템 관리자

내부 감사인

솔루션을 구축한 공급업체

외부 보안 제공업체(MSSP)

기타

0% 10% 40%20% 30%

그림 10. 보안 제어 구현을 담당하는 직위

ICS 취약성 완화는 ICS 위협 인텔리전스와 자산 인벤토리를 결합하여 ICS 위험 표면에 
대해 파악하고, 제어 네트워크에서 자산의 배치를 알아내는 것을 우선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산이 어떻게 액세스되는지 알아내어 잠재적 익스플로잇에 대비하고 
중요한 자산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ICS 보안 평가를 실시한 것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일반적인 답변은 
OT 보안 컨설턴트(27%)였습니다. 작년에 25%였던 것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고 약간의 
차이를 두고 내부 IT 팀과 내부 OT 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부 TI 팀이 ICS 보안 평가에 
활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분리 현상이 일어났을 수 있으나, 지금은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인프라 소유자와 운영 부서는 CISA에서 제공하는 
중요 인프라 취약성 평가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14

 

올해는 ICS 보안 제어 기능을 구현하는 책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ICS 
소유자 또는 운영자(38%) 또는 엔지니어링 관리자(36%)에게 속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림 
10을 참조하세요.

2021년에는 이 책임이 대개 IT 관리자 역할에 
할당되었지만 2022년에는 3위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일상적 업무에서 엔지니어링 운영과 안전에 
더욱 직접 초점을 맞추는 담당자에게로 책임이 
이동한 듯합니다.

두 환경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사례와 원칙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업에서는 엔터프라이즈 IT와 
ICS/OT 환경이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IT와 ICS/OT는 시스템 유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직접 호환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미션과 위험 표면이 다르고 심지어는 최초 공격 
벡터와 영향, 인시던트 대응 전략조차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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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 인시던트 대응: 
확인된 갭과 영향

 

표 3. 연락을 받는 담당자

사이버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
제어 시스템 공급업체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내부 리소스

규제 기관이 아닌 정부 기관
(예: CISA, FBI, National Guard, 주/지방 법 집행기관)

시스템 통합업체
보안 컨설턴트
IT 컨설턴트
주요 자동화 계약업체
기타

56.5%  48.1% 35.6%
34.8% 32.7% 45.6%
34.8% 19.2% 13.4%
32.6% 44.2% 59.0%

23.9% 32.7% 40.6% 

19.6% 11.5% 15.1%
17.4% 32.7% 37.2%
13.0% 40.4% 18.4%

8.7% 11.5% 8.4%
0.0% 3.8% 2.1%

2022 20192021

15   "Recommended Practice: Developing an Industrial Control Systems Cybersecurity Incident Response Capability," 
www.cisa.gov/uscert/sites/default/files/recommended_practices/final-RP_ics_cybersecurity_incident_response_100609.pdf

 

제어 시스템의 사이버 자산이나 네트워크가 
감염되었거나 침투된 징후를 발견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주요 리소스는 여전히 
사이버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로, 2021년에 48%
였지만 2022년에는 57%에 달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제어 시스템 공급업체와 엔지니어링 컨설턴트가 35%
로 동순위를 이루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는 
2019년(13%), 2021년(19%), 2022년(35%)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표 3을 
참조하세요.

ICS에 외부 사이버 보안 솔루션 공급업체를 
활용하더라도 ICS 사이버 방어팀을 완전히 외부에 
위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 인시던트 
대응 인력을 활용하는 동안 ICS 보안팀이 확장되거나 
성숙하면서 리소스 갭을 줄이기 위해 내부 리소스를 
증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설문조사 참가자의 40%가 IT 컨설팅 
업체를 통해 ICS 인시던트 대응 활동을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2022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 이 
비중이 13%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하락세가 유익한 
이유는 ICS 인시던트에 대응할 때 IT에 대해서만 잘 
아는 전문가가 실무적이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대응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ICS에 대해 잘 아는 리소스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내부 리소스는 2021년에 44%로 2위였던 데 비해 
지금은 32%가 되어 4위로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변화는 외부의 ICS 전문 리소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ICS 인시던트 대응 
활동에 대해 특정 IT 컨설팅 업체에 대한 의존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시설에서는 ICS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ICS 인시던트 대응에 대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은 리소스가 필요한 듯합니다.

인시던트가 IT와 ICS에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 ICS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시던트는 
가시성 상실, 물리적 프로세스 제어에서부터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물리적 프로세스 
조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물리적 프로세스를 
조작한다면 궁극적으로 심각한 인명 안전 위험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국 국토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IT 
비즈니스 시스템에 배포되는 일반적 사이버 인시던트 복구 활동은 운영 ICS에 대한 
사전의 숙고와 계획이 따르지 않고 ICS 사이버 인시던트에 적용할 시 효과가 
없을뿐더러, 심지어는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15

ICS에 대한 인시던트 대응 파트너를 선택하고 검증할 때는 해당 팀의 ICS 전문 스킬 
세트와 사전 경험(익명화된 사례 기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어 
시스템 환경에서의 인시던트 대응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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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격 벡터

그림 11. 최초 공격 벡터

OT/제어 시스템 인시던트와 관련된 최초 공격 벡터는 무엇이었나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34.7%

IT에서의 해킹으로 인해 OT/
ICS 네트워크로 위협 전파

이동식 미디어를 통한 복제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해킹

공개된 애플리케이션의 익스플로잇

외부 원격 서비스

데이터 히스토리안 침해

스피어피싱 첨부 파일

인터넷에 액세스 가능한 디바이스

드라이브 바이 침해 공격

공급망 침해 공격

알 수 없음(소스가 확인되지 않음)

무선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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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he Industrial Control System Cyber Kill Chain," www.sans.org/white-papers/36297
17  "ICS410 SCADA Reference Model," www.sans.org/posters/control-systems-are-a-target
18 "Transient Cyber Asset," https://attack.mitre.org/techniques/T0864
19 "Replication Through Removable Media," https://attack.mitre.org/techniques/T0847

제어 시스템 인시던트와 관련된 최초 공격 벡터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했을 때,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IT가 해킹되어 ICS/OT 제어 네트워크로 
위협이 침투하는 것을 가장 큰 위협 
벡터라고 답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불과 
4%만이 무선 해킹을 선택했습니다. 
그림 11을 참조하세요.

이는 데이터 히스토리언이나 IT와 
ICS/OT에 모두 연결된 상태이며 
신뢰할 수 있는 표적화된 디바이스가 
잠재적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잠재적 데이터 
유출을 목적으로 타겟이 된 데이터 
히스토리언은 IT를 통한 제어 네트워크 
해킹의 중심 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동식 미디어를 통한 위협(예: USB,
외장 하드 드라이브)도 막상막하의 
위험입니다. 응답자의 83%가 이동 시 
미디어 디바이스와 같은 일시적 
디바이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공식 정책이 
있다고 답했고, 76%는 임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위협 탐지 기술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70%가 상용 
위협 탐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49%는 자체 
솔루션을 사용하며, 23%는 임시 위협 탐지를 
배포하여 이런 위험을 관리합니다.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은 로직 컨트롤러와 다른 
필드 기기 설정/구성을 프로그래밍하거나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산이 (기본적으로는 임시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이동식 노트북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엔지니어링 디바이스 유지관리에 
사용되어, 시설 곳곳이나 분할된 공장 네트워크의 
보호를 벗어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IT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잠재적 1단계 공격으로 적대 세력이 가장 흔히 첫 침투 지점으로 
삼는 곳입니다. 적대 세력은 이를 통해 엔지니어링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ICS 사이버 
킬 체인16 2단계 공격을 위해 ICS 환경으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에 도움을 받습니다. ICS 
네트워크를 분할하고 외부 네트워크(예: IT 네트워크, 인터넷)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설은 네트워크 아키텍처 및 ICS 자산 배치에 관한 
ICS410 SCADA 참조 모델17의 지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MITRE ATT&CK ICS 프레임워크는 최근에 일시적 사이버 자산(T0864)18 및 이동식 
미디어를 통한 복제(T0847)로 추적되는 이 분야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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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벡터, 가장 중요한 위협 우려 사항

가장 우려하는 세 가지 위협 벡터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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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에서 발생하는 위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급망 또는 합작 투자)

IT를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에 통합

네트워크에 추가된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디바이스 및 "사물"

산업 스파이 행위

타사 연결(공급업체, 통합업체, 계약업체 등)

멀웨어 변종의 무차별적 확산

내부 위협(우발적)

공급망 침해 공격

피싱 사기

내부 위협(의도적)

일시적 사이버 자산

OT/ICS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계정 해킹

IT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계정 해킹

무선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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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가장 중요한 위협 벡터

20 “Ransoming Critical Infrastructure: Emergency Webcast Transcript,” www.sans.org/blog/ransoming-critical-infrastructure-emergency-webcast-transcript
21 “Ekans/Snake: NJCCIC Threat Profile,” www.cyber.nj.gov/threat-center/threat-profiles/ransomware-variants/ekans-snake
22 “Honda Shuts Down Factories After Cyberattack,” www.popularmechanics.com/technology/security/a32825656/honda-cybersecurity-attack
23 “European Power Giant Enel Hit by Ransomware Gang Netwalker,” https://techgenix.com/enel-hit-by-ransomware

응답자가 가장 우려하는 중요한 위협 벡터에 관해 물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랜섬웨어, 갈취 
또는 다른 금전적인 목적의 범죄가 1위(40%)를 차지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림 12를 참조하세요.

IT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랜섬웨어조차 ICS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ICS 지원 서비스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계획(ERP) 시스템에 의존하거나, ICS를 
위한 제조 실행 시스템(MES)이 IT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Colonial Pipeline20 랜섬웨어 
사건도 비슷한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kans/ Snake21 랜섬웨어서 
알 수 있듯이, 제어 시스템에 맞춤형으로 
개발한 랜섬웨어는 탐지와 무력화가 더욱 
복잡합니다. 기업에서는 퍼듀 레벨 3에서 
기존 운영 체제에 ICS 전문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DR) 기술을 배포하고, IT
에서 ICS/OT 네트워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랜섬웨어를 억제하기 위해 
ICS DMZ를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백업 및 복구 전략을 테스트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ICS 네트워크에 있는 기존 운영 
체제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시스템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컨트롤러와 로직 코드, 보호 제어 릴레이, 원격 터미널 장치, 
프로세스 구성의 복구를 통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복구가 시설의 
평균 복구 시간(MTTR) 목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ICS 시설이 Ekans ICS 맞춤형 랜섬웨어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 Honda22와 다국적 에너지 기업 Enel Group23이 있는데, 
적대 그룹이 암호화 키를 제공하고 몇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훔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400만 달러의 랜섬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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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 자산 인벤토리에 대한 ROI

ICS 위협 인텔리전스

24   “SANS ICS Site Visit Plan,” www.sans.org/blog/sans-ics-site-visit-plan

그림 13. ICS 전문 위협 인텔리전스

OT 방어 태세에 ICS 전문 위협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고 있나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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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위협 인텔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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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위협 인텔리전스

운영 기술 인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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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엔지니어링 디바이스의 공식 ICS 자산 인벤토리는 어느 부문에서나 ICS 보안 프로그램이 
성숙하려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시설들에서도 이런 인벤토리의 장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기기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응답자의 70%를 조금 넘는 숫자가 ICS/OT 자산 인벤토리를 기록할 공식 절차가 있다고 
답했고, 이는 2021년보다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시설의 23%가 아직 공식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답했고, 기업의 
6%가 이 영역에 공식 절차가 존재하는지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에서는 기존의 엔지니어링 자산 인벤토리를 확장하거나, ICS 자산 식별을 위한 4가지 
주요 방법론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몇 가지를 결합하여 직접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적 
트래픽 분석에 물리적 검사를 우선순위로 삼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기초적 
특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사용 방법의 예시는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24 데이터 
히스토리언,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PLC),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코어 네트워크 디바이스, 능동적 안전 계측 시스템(SIS)과 같이 가장 흔히 
표적이 되는 디바이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ICS 위협 인텔리전스 시장은 지난 12개월 동안 많은 발전을 보였습니다. 더욱 즉각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어 절차를 구현하기 위해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사용하는 시설이 늘었습니다. 2021년의 대부분 응답자와는 달리, 2022년의 응답자는 더 
이상 공개된 위협 인텔리전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주로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ICS 전문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하고, 보조적으로 ICS 제조업체나 
통합업체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어 정보 공유 파트너십(예: 정보 공유 및 
분석 센터[ISAC])과 IT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CS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위협 인텔리전스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그 가치를 의식하게 
되었으며, 이 영역에서 선제적 방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림 13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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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ICS에 대한 MITRE ATT&CK® ICS 기술 커버리지
평가를 완료했다면, 각 영역에서의 커버리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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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MITRE ATT&CK 영역 커버리지

25   “ICS Threat Hunting: ‘They’re Shootin’ at the Lights!’—Part 1,” www.sans.org/blog/ics-threat-hunting-they-are-shootin-at-the-lights-part-1

기술적인 사후 방어에 침해 지표(IoC)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에서 공격자의 
아티팩트를 탐색하여 인시던트 중에 보안 침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ICS 보안 
프로그램을 성숙시키고자 하는 경우, 위협 인텔리전스 전술, 기술 
및 절차(TTP)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즉, 관찰된 적대 세력의 
기술에 따라 미리 보안 변경 사항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적대 
세력이 환경 내에서 기세를 떨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지속적인 방어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ICS에 MITRE ATT&CK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시설은 탐지, 완화 
및 보안 이벤트 로그 데이터 소스 커버리지를 이해하고, 이전의 
공격에서 관찰된 부문별 공격자 기술과 전술과 비교하여 
추적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공백을 찾아내고, 배포된 기술을 
튜닝하고, 새로운 공급업체 솔루션을 평가하여 이 영역의 
프레임워크에 맞추는 작업에 사용됩니다. 사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 공급업체가 ICS용 MITRE ATT&CK 
대시보드를 제품에 직접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기업 수가 늘고 있습니다. 2022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8%가 MITRE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최근 12개월 사이에 평가를 완료하는 채택률은 늘어났지만 확인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액세스를 개선하여 적대 세력이 애초에 네트워크 내에서 
거점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의 20%만이 이 
전술에 대한 51~75%의 커버리지를 갖추고 있고 4%만이 완전한 
커버리지를 갖추었습니다. 그림 14을 참조하세요.

ICS 관리자는 전술 팀이 ICS용 MITRE ATT&CK을 활용하여 지표를 
추적하고 배포된 기술의 탐지, 완화 및 보안 이벤트 로그 데이터 
소스 커버리지에 대한 성숙도를 표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ICS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이 ICS용 MITRE ATT&CK을 
사용하면서 성숙해지고 발견된 공백을 메우기 때문에, ICS 위협 
헌팅25을 통한 더욱 지능적인 방어가 훨씬 더 큰 ROI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개된 위협 인텔리전스는 비용이 적게 들거나 전혀 들지 않을 수 있으며, 
위협 인텔리전스 활용을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상용 ICS/OT 인텔리전스 
서비스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 선제적 방어 절차를 더욱 관련성 있고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 데 유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문별로 
특정하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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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방어를 현재에 구현

표 4. ICS 보안 예산

없음.
100,000달러 미만
100,000~499,999달러
500,000~999,999달러
1,000,000~2,490,000달러
2,500,000~9,990,000달러
10,000,000달러 초과

7.7% 23.7% -16.0% 
10.2% 19.1% -8.9% 
27.0% 24.2% 2.8% 
25.0% 10.8% 14.2% 
15.3% 10.8% 4.5% 

7.7% 5.2% 2.5% 
7.1% 6.2% 0.9% 

2022 변화율(%)2021

제어 시스템 보안과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기업에서
향후 18개월 동안의 예산을 책정한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 세 가지를

 선택하세요.

25.8%

17.5%

5.0%

16.3%

4.6%

13.3%

3.8%

2.9%

2.1%

11.7%

9.2%

21.3%

6.7%

25.4%

33.8%

41.7%

26.3%

25.4%

7.5%

제어 시스템 사이버 자산 및 구성에 대한 가시성 향상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에서 이상 및 침입 탐지 도구 구현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에서 침입 방지 도구 구현
제어 시스템 및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증가
IT, OT, 하이브리드 IT/OT 인력에 대한

사이버 보안 교육 및 훈련에 투자
제어 시스템 및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 액세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 향상

제어 시스템 및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의 보안 평가
또는 감사 수행

IT, OT, 하이브리드 IT/OT 인력 등을 포함한 직원에
대한 일반적 사이버 보안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투자

모바일 디바이스 및 무선 통신에 대한
강화된 제어 기능 구현

ICS 보안을 위한 MITRE ATT&CK® ICS 사전 구현

타사 액세스를 위한 보안 간소화 및 개선
설정 및 보안 관리에서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한

자동화 도입

OT 위협 헌팅 기능 구현

OT SOC 구현

IT/OT SOC 결합

IT 및 OT 이니셔티브의 연결

센서/액추에이터/레벨 0 보안에 투자

OT/ICS 모의 인시던트 대응 훈련에 투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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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보안 강화에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

인력과 도구를 위한 전용 리소스를 활용한다면 ICS 보안 프로그램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어 시스템 보안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자산 
소유자만이 이를 발전시키고 탐지, 보호, 방어할 가능성을 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년 ICS 보안 예산을 책정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ICS 보안 예산이 없는 기업은 8%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대부분 기업이 
100,000~499,999달러(27%)나 500,000~999,999달러(25%)의 예산을 
할당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표 4를 참조하세요.

앞으로 18개월 동안 응답자들은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에 예산을 배정할 
것입니다. 사이버 자산 및 구성(42%)에 대한 가시성을 높일 계획을 
세우고(42%), 네트워크에서의 이상과 침입 탐지 도구를 구현하는 
이니셔티브(34%)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습니다.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 침입 
방지 도구(26%)에 대한 관심이 근소한 차이로 높았고, 
그 뒤는 컨설팅 서비스가 차지했습니다. 그림 15를 
참조하세요.

침입 방지 시스템은 중요한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명령을 잘못 중단시켜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설에서는 침입 탐지 시스템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는 탐지 전용 모드로만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탐지 및 
대응 기술을 처음 배포할 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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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lert (AA22-103A), APT Cyber Tools Targeting ICS/SCADA Devices,” www.cisa.gov/uscert/ncas/alerts/aa22-103a

결론

중요한 인프라의 ICS/OT를 노리는 적대 세력은 엔지니어링 구성 요소, 산업 
프로토콜, 엔지니어링 운영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자랑합니다. 이는 파급력이 큰 
공격, 표적화된 랜섬웨어, 새로운 확장형 ICS 맞춤 공격 프레임워크26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지장을 초래하거나 파괴력을 발휘하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간의 부상이나 사망까지 초래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방어 노력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산 소유자와 공급업체는 힘을 모아 
새로운 문제와 업계에서 직면한 심각하고 영향력이 큰 위협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적대 세력이 더욱 지능화된 것은 분명하며, 우리도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춰 방어 
능력과 직원의 스킬 세트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자산 소유자는 그동안 엄청나게 
발전했으며 ICS 운영 개선을 핵심으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공급업체는 각 ICS 요구 사항에 대한 전략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ICS/OT는 
미션과 자산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ICS와 IT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어느 
한쪽을 위한 기술이 다른 쪽에 맞으려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ICS 보안 인력은 더 많은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ICS 
보안에 들어오고 있거나, 이미 들어와 있는 직원들은 제어 시스템 보안 교육 및 
인증서를 원하고 이를 획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분야의 인력을 찾아서 
데려오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설에서는 적절한 스킬을 갖춘 적절한 인력을 
훈련하고 또다시 훈련할 수 있으려면 유연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CS 보안 제어를 구현할 책임을 맡은 사람, 그리고 ICS 인시던트 대응이 필요할 시 
요청해야 할 사람이 변화한 것을 보면 IT 기술만 있는 전문가보다는 엔지니어링 및 
ICS 교육을 받은 직원을 더욱 신뢰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 
부문별 위협 인텔리전스 활용, ICS용 MITRE ATT&CK과 같은 표준 평가 
프레임워크와 일치시키는 측면은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위협 헌팅이 더욱 
활성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부족하거나, 기업에서 IT와 
ICS/OT 미션, 위험 표면, 방어 기술, 최종적으로는 영향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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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The Sliding Scale of Cyber Security,” www.sans.org/white-papers/36240

자산 인벤토리 작성, 네트워크 탐지 시스템, 직원에 대한 전문적 ICS 보안 지식 교육 등에 투자하는 데서 방어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영역은 아직 더 발전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ICS/OT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핵심적 조언을 통해 ICS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성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숙련된 ICS 보안 인력 획득, 교육 및 유지. 숙련된 리소스를 확보하고 유지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인프라를 진화하는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보안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 기업이 ICS/OT 및 IT의 차이를 받아들이도록 추가 교육. 인간 생명의 안전과 운영 안정성을 미션의 우선순위로 삼아 IT와 ICS/OT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ICS/OT 사이버 보안이 안전과 안정성을 지원하지, 그 반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IT 보안에서
가능한 것을 활용하되, IT 보안을 제어 시스템 환경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프로세스 및 방법론을
수정하고, ICS의 고유한 목적과 미션에 맞도록 보안 솔루션을 맞춤화 및 전문화해야 합니다.

• 적극적 ICS 방어를 활성화. 먼저, 탄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ICS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퍼듀 모델과 일치시키고, 적극적인 공격
포지션을 사이버 보안의 슬라이딩 스케일(Sliding Scale of Cyber Security) 기반으로 준비합니다.27

• 엔드포인트로 솔루션으로 네트워크 강화. 기존의 운영 체제에 맞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그리고 ICS 인식 네트워크 솔루션도 모
두중요합니다. ICS 요구 사항에 맞고 ICS를 지원할 수 있다면 서로 증강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 ICS 자산 발견, 인벤토리 및 관리 사용. 이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사이클(ACDC)을 지원하고, 엔지니어링 및 OT 시스템에 대한 시설의
위험 표면을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위협과 위험 분석을 간소화해주는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에 필수입니다. ICS 자산 발견 및
인벤토리를 만드는 데는 4가지 주요 방법론이 있으며, 서로 결합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중력을 잃지 말고 성실해야 합니다. 강력한 ICS 전용 제어 기능 및 프로세스가 구축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데 대비해야 합니다. ICS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며, ICS/OT 보안과 위험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아키텍처
(Architecture)

 

수동 방어
(Passive Defense)

능동 방어
(Active Defense)

인텔리전스
(Intelligence)

공격
(Offense)

그림 16. 사이버 보안의 슬라이딩 스케일

보안을 염두에 둔
시스템 계획,
구축 및 유지

일관된 사람 간 상호작용 없이
위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방어 또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아키텍처에

추가된 시스템

애널리스트가 네트워크
내부의 공격자를 모니터링,
대응 및 학습하는 프로세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정보로 활용하여

인텔리전스 창출

적대 세력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자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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