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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와 운영 제어 네트워크 간의 명확한 경계선이 모호해짐에 따라 

기업은 IT 및 운영 기술(OT)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의사결정을 위해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확장된 통찰력 그리고 통합 

인프라 전반에서의 향상된 가시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어 네트워크의 특수 

기능을 사용하려면 기업 IT 네트워크 보안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보안 관행과 잘 맞지 않는 

구현 관행이 필요하며, 심지어 규제 대상 기업에 명확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중요한 인프라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립된 NIST 

CSF(Cybersecurity Framework)는 통합 보안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는 물론 IT와 OT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해, 협업을 개선하기 위한 공통 언어를 제공합니다.

SANS는 기업에서 CSF를 사용하여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구현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간단한 사용 사례를 통해 설명된 5단계 접근 방식을 간략히 설명함으로써 

프로그램이 기업 비즈니스 목표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인력, 프로세스, 기술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프라 변경을 식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 접근 방식도 제시됩니다. 이 가이드는 더욱 효과적인 보안을 위해 다양한 핵심 

내용, 그래프, 차트 및 작업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oT(Internet of Things) 및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과 같은 트렌드가 변화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를 창출하고, 기존 ICS 아키텍처 레이어 간의 명확한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은 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IT 및 

OT 환경을 포괄하는 보안 프로그램, 의사결정을 위한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확장된 통찰력 그리고 통합 인프라 전반에서의 

향상된 가시성이 필요합니다.

제어 네트워크의 특수 기능을 사용하려면 기업 IT 네트워크 

보안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보안 관행과 잘 맞지 않는 구현 관행이 

필요합니다. 규제는 기본적인 정보 보안 제어를 구현하기 위한 

훌륭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T 환경 내에서 고급 

보안 제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규제 대상 기업에게 명확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2013년 행정 명령 13636,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

curity1는 모든 중요 인프라 부문에서 보안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NIST에 맡겼습니다. 최종 NIST CSF(Cyber Security Framework)는 

"기존 표준, 지침 및 관행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측면"2에서 자발적입니다. "IT와 OT, 계획 및 운영 

부서뿐만 아니라 고위 임원의 커뮤니케이션, 인식, 이해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통 

언어를 확립합니다.

CSF를 따르는 것은 성공을 향한 로드맵이 될 수 있으며, 기업에서 비즈니스 요구와 

인프라 제약에 딱 맞는 통합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3 이를 

위해 SANS는 CSF를 따라 통합 IT-OT 인프라에서 보안을 달성하기 위한 이 구현 

가이드를 개발했습니다.

많은 ICS/OT 네트워크의 설계 및 구현은 Purdue Enterprise Reference Architecture 

모델(Purdue Model이라고 함) 또는 다음 페이지의 그림 1에 나온 SANS ICS410Refer-

ence Architecture를 기반으로 합니다.4 참조 아키텍처는 현재 또는 제안된 프로세스, 

인프라 설계, 잠재적 또는 실제 취약성, 알려진 위협 등의 측면에서 제안된 환경 또는 

기존 환경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OT 네트워크의 설계 또는 

재설계 및 구현을 계획할 때 팀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모델을 제공합니다. 

리소스(인력과 비용)를 집중하여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모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설정: 통합의 과제

OT에 적용되는 NIST C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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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합 과제
•   인력—IT 및 OT 인력 간에 내재된 문화, 목적, 원칙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프로세스—사이버 위협 또는 공격의 리스크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프로세스 무결성 또는 품질 손실을 줄이기 위해 
프로세스를 설계(수정)하는 방법

기술—특히 오래된 습관(예: 패치에 대한 거부감)이 잘 
사라지지 않는 기존 환경에서 연결성 향상에 따른 노출을 
줄이는 방법

•  
 

•  
 

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3/02/12/executive-order-improving-critical-infrastructure-cybersecurity
2   www.nist.gov/cyberframework/new-framework
3   CSF는 여러 규제 및 기타 표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규제 요건을 평가하고 준수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4   www.sans.org/course/ics-scada-cyber-security-essentials



이 접근 방식에는 딜레마가 있습 
니다. 참조 모델에서조차도 모든 
ICS 구현이 고유하게 유지됩니다. 
통합 보안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어떻게 개 
발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NIST CSF가 돋 
보입니다. NIST CSF는 "기존 표준, 
지침 및 관행을 바탕으로 기업에 
서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더 효과 
적으로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자 
발적 안내를 제공합니다. 기업에 
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줄일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내부 및 외부 기업 이해관계자들 간의 리스크 및 사이버 
보안 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5

세 가지 주요 CSF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기업의 사이버 보안 태세 
또는 문화를 위한 초기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안 
프로그램이 완성되어감에 따라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 작업을 
안내합니다.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NIST CSF 요구사항에 대한 현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단점을 파악하고, 수정 계획을 수립하는 틈새 
평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기 연습("상황 평가")은 인력, 
정책, 절차의 중요한 관점에서 기업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는 예비 
물리적 검사를 제공합니다. 현재 환경을 CSF와 비교하면 비용 
효율적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구현 계획을 통해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틈새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어—원하는 사이버 보안 활동 및 결과 세트로, 모든 중요 
인프라 부문에서 공통입니다. 코어는 기능, 범주 및 하위 
범주를 통해 기업의 현재("as is" 프로파일) 및 미래("to be" 
프로파일) 상태를 모두 평가하는 일련의 요구사항을 
설정합니다.

프로파일—기업마다 현재(as-is) 또는 미래(to-be) 보안 
환경이 기업 요구사항 및 목표, 리스크 수용 범위 및 리소스 
측면에서 원하는 프레임워크 코어 결과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설명합니다.

구현 계층—기업이 사이버 보안 리스크 그리고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갖춘 프로세스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렌즈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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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ANS ICS410 Reference
Architecture 모델

핵심 프레임워크

5  www.nist.gov/cyberframework/new-framework

다음의 5가지 프레임워크 기능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리스크의 동적 특성을 해결하는 
운영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식별—이 기능은 사이버 보안 관리를 위한 토대를 

개발하고 시스템, 자산, 데이터 및 기능에 대한 사이버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능에는 
자산 관리, 비즈니스 환경, 거버넌스,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 전략이 포함됩니다.

• 보호—이 기능은 잠재적 사이버 보안 이벤트의 영향을 
제한하고 인프라에 따른 중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선택된 기술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보안 프로세스 및 절차를 통해 기술과 인력을 
결합함에 따라 정책을 알리고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 탐지—이 기능을 통해 사이버 보안 이벤트를 제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탐지에 중요한 실시간 인지 
및 지속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 대응—이 기능은 잠재적 사이버 보안 이벤트의 영향을 
억제하는 능력을 지원합니다. 기술은 다른 방법으로 
위협을 격리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대응을 알리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복구—이 기능은 제때 정상 운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이버 보안 이벤트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 
주요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제때 복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제대로 정의된 프로세스, 즉 인간 
중심이지만 종종 기술에 의해 증강되는 프로세스 그리고 
탄력적인 보안 아키텍처입니다.



간단히 말해, 목표는 원하는 변경을 설명하는 잘 정의된 시작점(또는 시작 상태)에서 

CSF에 따라 변경이 구현된 엔드포인트(또는 시작 상태)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림 

2는 단계를 각 단계의 결과와 함께 보여줍니다.

시작점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수정 

하거나, 단순히 보안 지원 프로세 

스를 변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변화 범위는 인력, 프로세스, 기술 

의 3차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이 변화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틈새 평가의 결과가 원래 기대치 

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구현에 필요한 적절한 리 

소스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ICS/OT를 위한 CSF 구현

예제 사용 사례: 상수도 프로파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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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점:
잘 정의된 개념

 

엔드포인트:
시스템 변경 +

시스템 보안 계획

 
 

5단계:  
여정 시작
실행 계획

4단계:  
로드맵 개발
구현 로드맵

3단계:  
틈새 평가
대상(To-Be) 프로파일2단계:  

탐지
As-is 프로파일

1단계:  
우선순위 지정
기능 및 하위 범주 
우선순위 지정

 

그림 2. NIST CSF 틈새 평가
프로세스 개요

틈새 평가는 리스크 분석과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의 복잡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지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 

리스크 분석, 취약성 평가, 침투 테스트와 같이 자양분이 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치료 계획의 "지도"를 제공합니다.

틈새 평가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사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Tiny 

Water System은 주주이기도 한 약 250명의 사용자에게 식수와 관개수를 제공하는 

소규모 상수도 상호회사입니다. 이사회는 모두 자원봉사자인 5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3은 as-is 프로파일과 대상(to-be) 프로파일을 모두 보여줍니다. 목표는 물 

생산(생산량) 및 수질(염소 처리)의 핵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물 관리자 또는 두 명의 파트타임 도우미 중 한 명이 수동으로 

감독합니다. 상근 직원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사무장입니다.



5

1단계: 비즈니스 및 미션 목표에 맞춰 우선순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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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장 기기
우물 센서/제어 기기
• 우물의 수심 센서
• 전자 미터 판독
• VFD 제어(펌프 시드)
• 염소 주입
탱크 센서
• 압력 센서(바닥)
• 우물 수심

1: 현지 제어
현장 설치 가능 장치(PLC/RTU 결합)
• 100% 소프트웨어 구성 가능
• 원격으로 모니터링됨
• 일류 서비스 공급업체를 통한 셀룰러 전송/수신
• 통신이 끊기면 자율

2: 현지 감독관
현지 감독관 없음, 통신이 끊기면 자율 모드로 
돌아감

3: 제어 센터
현지 감독관 없음, 통신이 끊기면 자율 모드로 
돌아감

송수로

현장 제어 네트워크

물 사용자에게

우물 FIU 우물 FIU 탱크 FIU

AWS 제어 네트워크

셀룰러 공급업체, 개방 VPN

•   HMI 및 Historian은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행됨

인증은 사용자 이름/암호

상수도 회사 운영자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직접 설치할 수 있음

•  

 

•  

그림 3. Tiny Water System의
상수도 시스템Tiny Water System은 이미 주 공공안전부서에서 요구하는 식수 공급자에 대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체 ICS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과 타사 통합업체로부터 서비스 및 인프라를 

구입하는 것을 비교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틈새 평가 

내용이 드러나고 통합업체와의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합업체와 계약을 맺기로 

대략적인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NIST의 코어를 파고들 때는 정보가 확실히 복잡하므로 금세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

니다. 코어는 본 문서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5가지 상위 기능뿐만 아니라 이 5가지 기

능에 걸쳐 분할된 23가지 범주 그리고 그 23가지 범주에 걸쳐 분포된 108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됩니다. 먼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에 가장 중요한 코어 기능 및 범주를 

파악함으로써 틈새 평가에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하고 새로운 보안 제어를 구

축하거나 기존 보안 제어를 수정하는 구체적인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ICS(및 중요 인프라)는 몇 가지 독특하지만 광범위한 목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 인간 안전 유지

• 환경 안전 유지

• 프로세스 품질 유지

• 생산량 및 수요 유지(업타임)

• 기업의 지적 자산 보호

이 다섯 가지 목표를 시작점으로 삼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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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분석: Tiny Water System

구현 우선순위: Tiny Water System

현재 자산(펌핑 장비, 전기 및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이 새로운 센서와 
제어 기기로 보강됩니다. 자산 관리는 Tiny Water System의 새로운 
기능이 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미션, 목표, 이해관계자 및 이해하고 우선시하는 측면에서는 
자리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ICS 수정이 완료되고 사이버 보안 리스크가 분석되어 관리 방법이 
결정되면 거버넌스 프로세스가 업데이트됩니다.
구현을 통해 틈새를 파악하고 해결한 후에는 전체 리스크 평가가 
수행됩니다. 주에서 요구하는 기존 리스크 관리 계획이 업데이트됩니다.

전략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의 결과를 통해 알려집니다.

솔루션은 통합업체에 따라 다르므로, 통합업체의 보안 프로파일을 
이해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사고 대응에 대한 지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웹 기반 HMI/Historian에 대한 액세스는 여전히 사용자 이름 및 
암호입니다. 클라우드 액세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합업체의 원격 
관리와 제어 네트워크의 유지보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주주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에서는 IT 네트워크에서 OT 네트워크를 분할하고 
격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분할과 격리는 두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두 네트워크 사이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FIU에 대한 현장 액세스가 불가능합니다. 셀룰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자율 모드로 실행됩니다. 이상 징후와 이벤트가 고려되고 Tiny 
Water System이 셀 서비스와 같은 중요한 시스템 기능을 파악하고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식
별

(ID
)

보
호

(P
R
)

탐
지

(D
E)

표 1.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기능 및 범주

기능 프로세스 무결성    범주 우선순위 지정 이유

ID.AM 

ID.BE 

ID.GV 

ID.RA 

ID.RM 

ID.SC 

PR.AC 

PR.AT

PR.DS

PR.IP 

PR.MA

PR.PT

DE.AE

DE.CM 

DE.DP

자산 관리

비즈니스 환경

거버넌스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 전략

공급망 리스크 관리

액세스 제어

인지 및 교육

데이터 보안

정보 보호 프로세스 및 절차

유지보수

보호 기술

이상 징후 및 이벤트

보안 지속적 모니터링

탐지 프로세스

M 

N/A 

L 

M 

M 

H 

H 

L

H

H 

H

H

H

H 

L

주요 비즈니스 목표를 정한 후에는 ICS 보안의 현재 상태 및 

제안 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기능과 범주에 맞게 원하는 

솔루션의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각 기능/범주에 높음(즉시 

조치), 중간(높은 우선순위가 처리된 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조치) 또는 낮음(기업의 전략적 계획 범위 내에서 조치) 우선순
위를 할당합니다. 대푯값은 높음(6개월 미만), 중간(6~12개월) 

및 낮음(24개월 미만)일 수 있지만, 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표 1은 수질 유지를 위한 Tiny Water System의 비즈니스 목표에 

근거한 차후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등급을 매긴 이유가 

마지막 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높음 우선순위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을 의미하고, 
중간은 3~6개월 사이로 간주되고, 낮음은 6~12개월 
사이입니다.

Tiny Water System의 주 목표는 분당 갤런 단위로 사용자에게 
일관된 생산량을 유지하고 염소 처리 수준이 안전한 식수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두 가지 핵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물은 인간 복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음은 인간 안전 그리고 적절한 염소 처리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오염의 증거가 있는 경우 
Tiny Water System은 수동 프로세스(예: 끓는 물 주문) 
프로세스로 폴백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무결성은 주로 
박테리아 샘플링 및 염소 수준 모니터링과 같은 수동 
프로세스를 통해 유지됩니다.

이러한 수동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상수도 회사는 
우선순위 순서를 재고해야 했습니다. 자동화된 환경에서는 
수동 환경에 필요한 지속적인 물리적 감시가 없으므로 
프로세스 무결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주요 목표인 생산량 및 
인간 안전은 프로세스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프로세스는 프레임워크 기능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전반적인 핵심 동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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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알맞은 As-Is 
프로파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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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프로세스는 현재 리스크 관리 계획에서 잘 이해되고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통신 회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동화 보안을 리스크 관리 계획에 추가해야 하지만 즉시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는 새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에 수행해도 됩니다.

대
응

(R
S)

복
구

(R
C)

표 1.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기능 및 범주(계속)

기능 프로세스 무결성범주 우선순위 지정 이유

RS.RP

RS.CO

RS.AN

RS.MI

RS.IM

RC.RP

RC.IM

RC.CO

대응 계획

통신

분석

완화

향상

복구 계획

향상

통신

L

L

L

L

L

L

L

L

프로세스 
정책 및 절차, 프로세스 
흐름/플레이북/자동화(특히 
생산을 위한 안전 및 보안), 
측정 아티팩트 및 결과(지표), 
규정된 구성 및 통합 활동을 
포함하는 변경 관리

인력  
기업 구조(기존 보안 
프로그램 포함), OT 및 
IT 역할과 책임, 역할별 
기대치 및 목표, 전반적인 
기업 문화와 약속 등 자동화 
관련 틈새를 메우는 중요한 
역할

기술  
물리적 위치와 가상 자산, 필요한 도구, 
인터페이스 세부 사항 및 설계, 구성 및 
통합 요구를 모두 포함하는 인프라

그림 4. As-Is 프로파일 범위 설정

구성 관리에 대한 몇 가지 조언:

우선 인력, 프로세스, 기술의 문제 

를 고려하여 as-is 프로파일의 범 

위를 설정합니다. 그림 4를 참조 

하여 각 차원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을 고려합니다.

Tiny Water System의 경우, 기존 

물리적 상수도 인프라의 평가와 

통합업체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 

션에 대한 탐구를 모두 포함하도 

록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as-is 프로파일을 개발하는 작업은 

특히 서류가 제한적이거나 오래된 경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참조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완전성을 보장하십시오.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음 활동과 같은 계획을 원하는 순서로 제시하십시오.

1. 모든 서류를 검토합니다. 오래되거나 불완전한 다이어그램도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형세를 파악한 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 Tiny Water System―잘 문서화된 현재 프로세스 

공정도를 제공합니다. 수질 문서, 재난 계획,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등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 통합업체―처음부터 처리, 저장까지 환경 내 제어 

데이터 및 흐름을 포함하여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구성 관리 및 자산 인벤토리는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시스템을 처음부터 새로 구축하십니까? 지금 구성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힘들기는 하지만 기존 시스템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개발하는 자산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기존 인프라와 미래의 인프라 
모두에 대한 초기 구성 기준을 정의하십시오.

• 인벤토리 및 구성 관리를 자동화하십시오. 여기에서도 
구현이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 이점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네트워크 검색 및 기기 스캔 도구를 사용하여 사이버 
자산(데이터, 엔드포인트, 워크스테이션, 서버, 제어 기기, 
네트워크), 이들의 연결 방법 및 위치,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자산 인벤토리 시스템이 구성 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통신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자가 
일반적인 기준 활동에 맞지 않는 위치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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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흐름을 이해합니다. "인적 인프라가 운영 환경에

뒤처지지 않고 안전 및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 통합업체―Tiny Water System에서 교육, 문서화, 서비스 데스크 및 사고

대응 지원 계획과 같은 아티팩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수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3. 네트워크 및 시스템과 직접 협력하는 개인과 대화합니다. 프로세스

엔지니어, 통제실 감독관, 공급업체 지원 직원 등의 개인은 기술과 프로세스

모두에서 취약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최상의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 Tiny Water System―주요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 통합업체―통합업체는 상수도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4. 기기 구성을 검토합니다. 결국에는 시설에서 실행 중인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 버전이 무엇인지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산 인벤토리에 자동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무모한 시도입니다. 처음에는 대표적인 영역부터 시작하고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세부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통제실 터미널에 설치된

MP3 플레이어와 같은 즉각적인 틈새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 Tiny Water System―상수도 및 전기 라인, 센서 및 계량기를 포함하는

물리적/논리적 인프라를 문서화하면서 자동화를 활성화할 수 있거나

활성화해야 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 통합업체―표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그리고 Tiny Water System

요구사항에 맞게 이를 수정하는 방법을 문서화합니다.

5. "와이어"가 무엇을 담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합니다. 무엇이 무엇과

통신하며 그 방법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VPN은 어디로 갑니까? 아직 사용

중인 모뎀이 있습니까?

6. 무선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와이어는 추적할 수 있지만, 무선은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파수를 그리고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Bluetooth, 802.11, Zigbee, 900MHz, 기타 등등? 손상된 배선을

교체하기 위해 설치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무선 중계기를 구입하는 것만으로

무단 침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통합업체―우물 및 탱크 위치 자체에서는 물론 클라우드 호스트에서도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이중화, 통신 링크 및 엔드포인트 보안 등 셀 기반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제시합니다.

7. 클라우드 자산에 대한 구성 정보를 요청합니다. Tiny Water System은 대규
모 클라우드 기반 SCADA 솔루션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 점이 매우 중요합

니다. 보안 아키텍처는 무엇이며, 사용되는 현재 리소스 및 기술은 무엇입니

까?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보호되고, 누가 액

세스할 수 있습니까? 클라우드 공급업체, 그중에서도 특히 서비스 공급업체

가 아닌 업체에 대해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서비스 공급업체가 

어떤 표준 및 품질 프레임워크를 준수합니까? 예를 들어 보안이 우선시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ISO-27001 인증을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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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틈새 식별 및 평가

틈새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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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IS Controls ICS Companion Guide, www.cisecurity.org/white-papers/cis-controls-implementation-guide-for-industrial-control-systems

2단계를 진행하는 동안 틈새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실제 
취약성 평가나 펜 테스트보다는(물론 시간을 투자할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함) 
아키텍처 검토에 가깝습니다.

틈새 평가는 본질적으로 CSF를 준수하기 위한 세부 작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지런하게 개발하면 인력, 프로세스, 기술 측면에서 
현재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SF에서 108개의 하위 범주를 기준으로 잠재적 틈새나 실제 틈새를 찾아낼 수 있는 
항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CIS Controls ICS Companion Guide가 잠재적 
질문의 훌륭한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6 각 질문을 개발할 때, 식별한 문제(이벤트 
또는 위험)가 발생할 경우 비즈니스 목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소형(제한적), 중형(중대함) 또는 대형(심각함 또는 치명적)입니까? 
그런 다음, 식별된 틈새의 우선순위를 알맞게 할당하여 이 세부 검토가 1단계에서 
설정한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 전반적인 우선순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잠재적인 질문에는 다음 체크리스트의 질문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세스 및 데이터 흐름에 약하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보안되지 않은 

것으로 부각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 직원 중 한 명에게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책임을 맡김으로써 이러한 잠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커의 입장이 되어 고의로 오작동이나 고장을 일으키려는 생각으로 

시스템을 살펴보십시오. 밸브를 강제로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까? 펌프가 
작동되어서는 안 될 때 작동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시스템 고장 또는 성능 저하 모드 시 수동으로 작동되거나 작동 가능한 

프로세스 및 도구가 있습니까? ICS가 사이버 공격을 받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수동 모드에서 무언가를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까?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백업 또는 다운타임 절차가 있습니까?

보안이 얼마나 "완벽한" 상태입니까? 몇 개의 시스템이 인프라를 공유합니까? 

문제를 격리하고 침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또는 생산 장치의 부품 

간 분리를 유지했습니까?

모든 제어 시스템이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도록 분할되어 있습니까? ICS 및 

OT 네트워크가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확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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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위치에 있는 원격 터미널의 경우, 이 위치에서의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수준이 공장 내 통제실보다 더 높습니까?

보안 수준이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입 가능성과 

비례합니까?

공장 내 다양한 기기에 반영되는 보안 취약성은 무엇입니까? 센서 등의 

자체적 보호 기능이 없는 기기는 무엇입니까? PLC에 기본 암호 또는 하드 

코딩된 암호가 있습니까?

덜 중요한(그리고 덜 보호되는) 시스템이 중요한 시스템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하위 수준 시스템이 더 중요한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피벗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까?

모든 장비 구입 및 시스템 수정이 승인 프로세스를 따릅니까? 변경 시점에 

기술 도면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까?

귀사는 OEM 취약성 보고 서비스를 사용하여 기업의 ICS에서 알려진 모든 

취약성을 식별합니까? 특정 기기 및 소프트웨어 버전을 식별하고 알려진 

취약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수동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모든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보안 패치 및 서비스 팩을 회귀 

테스트하여 시스템의 가용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까? 운영 OT 환경을 

구현하기 전에 특정 패치 회귀 테스트를 위해 운영 환경을 모방하는 테스트 

베드를 사용하십니까?

상승된 권한 및 관리 계정의 사용이 최소화되었습니까? 공유 계정과 암호가 

필요할 때만 사용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직원이 퇴사할 때 

공유 계정 암호를 변경하는 프로세스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에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설치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까? 기기 또는 시스템에서 이메일 기반 알림 또는 보고서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때 아웃바운드로만 제한됩니까?

시스템 백업 및 복구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방화벽이 기본적으로 거부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트워크 기기(예: 

방화벽, IDS, IPS, DLP)가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OT 프로토콜을 

이해합니까?

ICS와 인터페이스하는 인력과 연관된 ICS 관련 예를 사용하는 인식 교육을 

구현하셨습니까?

틈새는 범주 수준에서 넓게 또는 하위 범주 수준에서 좀 더 좁게 설정될 수 있으며, 표 
3과 같이 두 가지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틈새는 표 3(12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인력, 프로세스, 기술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요구사항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 단계를 위한 구현 요구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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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부 틈새 분석 접근 방식

범주

ID 관리, 인증 및 
액세스 제어(PR.AC): 
물리적 및 논리적 
자산과 관련 시설에 
대한 액세스가 인증된 
사용자, 프로세스, 
기기로 제한되며,
인증된 활동 및 
트랜잭션에 대한 
무단 액세스의 
리스크 평가에 맞게 
관리됩니다.

하위 범주

PR.AC-1: 인증된 기기, 
사용자, 프로세스에 대한 
ID 및 자격 증명이 발급, 
관리, 확인, 해지, 
감사됩니다.

PR.AC-2: 자산에 대한 
물리적 액세스를 관리하고 
보호합니다.

PR.AC-3: 원격 액세스가 
관리됩니다.

 

 

PR.AC-4: 최소 권한 및 
직무 분리의 원칙을 
통합하여 액세스 권한 및 
권한 부여를 관리합니다.

PR.AC-5: 네트워크 
무결성이 보호됩니다
(네트워크 분리, 네트워크 
세분화).

PR.AC-6: ID를 증명하고, 
자격 증명에 구속하고, 
상호작용 시 주장합니다.

PR.AC-7: 사용자, 기기 및 
기타 자산이 트랜잭션 
리스크(예: 개인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리스크와 기타 
기업적 위험)에 비례하여 
인증(예: 단일, 다중)됩니다.

현재

해당 없음  
 
 
 
 

현재 물리적 액세스가 잘 관리되고 
있으며 웰 하우스에는 전자 키 잠금, 
동작 감지 조명, 비디오 감시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는 원격 액세스가 없습니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틈새

중형  
 
 
 
 

없음  
 
 

대형  
 
 
 

 

대형  
 
 
 
 
 

대형  
 
 
 
 
 
 

소형  
 
 

대형

미래

계정 관리 절차 및 감사 요구사항을 
설정합니다.  
 
 
 

변화 없음
 
 

통합업체가 현장 기기(특히 FIU)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원격 액세스를 표시하는 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누구,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역할 기반 액세스를 구현합니다. 
 
 
 
 
 

통합업체가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를 
세분화하고 분리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트워크를 분할하여 클라우드 기반 
관리 콘솔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워크스테이션을 사무실 균형 
네트워크에서 격리합니다.

 

실질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인력은 잘 알려진 사람들만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기반 HMI/Historian에 대한 
액세스는 현재 통합자 설명서별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기반 HMI 및 Historian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를 위한 MFA를 
구현합니다.

 

하위 범주는 코어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깊은 수준의 추상화입니다. 108개가 있으며,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개선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공하는 결과 중심 
설정입니다. 프레임워크는 결과 지향적이며 기업에서 이러한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달성해야 하는지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에 맞는 리스크 기반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표 2는 Tiny Water System의 1단계에서 중요한 것으로 식별된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는 접근 방식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동화가 없기 때문에 많은 하위 범주가 현재 
프로파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니즈가 실행 가능한 요구사항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단계: 운영 로드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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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인프라 로드맵 주기 및 CSF 역할

주기

운영

즉각
(6개월 미만 기간)  
 
 

전술적

중단기(6~12개월)

 
 
 
 
 
 
 
 
 
 전략적

장기
(12~24개월)

목표

일상적인 운영 전반에 걸쳐 보안을 유지하고,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수집하여 전술적 및 전략적 계획을 알려줍니다.

계획, 정책 및 절차 개발, 검토, 업데이트 등 보다 장기적인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단기 활동에 집중합니다.

이벤트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장기적으로 사이버 
보안 활동의 안정성과 성장을 유지합니다. 계획은 기업 전략 
계획 및 강령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점

 • CSF 규정 준수를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틈새를 
좁힙니다(자산 인벤토리, 액세스 제어 등).

• 운영 프로세스를 다듬어서 예방 및 보호뿐만 
아니라 대응 및 복구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 비즈니스 연속성 준비를 유지합니다.

• CSF 규정 준수를 위해 높은 우선순위와 중간 
우선순위의 틈새를 계속해서 좁힙니다(거버넌스, 
리스크 분석, 평가 등).

•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인력 충돌을 해결합니다
(예: IT 관리자와 OTICS 관리자 간에).

• 통합 ICS 보안 프로그램의 구축 및 거버넌스를 
위한 주요 활동에 집중합니다.

- 주요 정책, 절차 및 프로세스를 개발합니다.

-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알리고 측정하는 규제, 
법률 및 리스크 환경적/운영적 요구사항을 
통합합니다.

- 정보 보증 문제(데이터 분류 및 보호 등)를 
설정합니다.

• 다음과 같은 주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구체화합니다.

- 내부 및 적절한 외부(예: 법 집행) 
이해관계자들과 대응 활동 전달 및 조율

- 교육 및 인지

- 리스크 관리

- 비상 계획

• 사이버 보안 전략 계획을 시작하고, 원래의 CSF 
틈새 평가 및 이후의 리스크 관리 활동을 
재검토하여 연간 계획 주기를 알립니다.

• 3~5년의 이벤트 기간을 충족하도록 전략적 
전망을 업데이트하는 연간 계획 주기를 
보장합니다.

• 기술 검토 및 교체:

- 변화하는 보안 요구사항 그리고 자산 수명 
종료와 진화하는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요소에 맞춰 현재 자산을 검토합니다.

- 새로운 기술, 수정된 프로세스 등 아키텍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합니다.

• 필요한 교육 또는 구현 리소스와 같은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합니다.

기업은 표 3에 정의된 것처럼 여러 가지 계획 주기가 있는 전반적인 보안 계획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안된 기간이 소규모 기업에 다소 공격적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3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업계(및 기술)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계획 구조에서 CSF 틈새 분석의 요구사항을 표시된 것과 같이 

도입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여정 시작

다음 단계는 원하는 to-be 프로파일을 얻기 위한 실행입니다. 완료된 틈새 평가는 

현재 환경에서의 현재 자산 그리고 이들의 통합 및 자동화 능력을 기반으로 모든 기술 

요구사항을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프로세스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IT와 OT를 모두 연결함으로써 서로 다른 도구를 통합할 수 

있는 인적 리소스를 파악해야 합니다.

틈새 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순위가 정해진 구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와 정보를 기업의 프로젝트 계획 및 예산 프로세스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는 Tiny Water 

System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예시, 표 4에 나온 것처럼 우선순위 틈새와 예산 및 

활동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계획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결론: 프레임워크 및 사이버 보안 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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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프로젝트 스프레드시트

범주

PR.AC

PR.AC

PR.AC

PR.AC

PR.AC

PR.AC

PR.AC

우선순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하위 범주

PR-AC.1

PR-AC.2

PR-AC.3

PR-AC.4

PR-AC.5

PR-AC.6

PR-AC.7

틈새

중형

없음

대형

대형

대형

소형

대형

예산

$$

$$$

$$$

$$

$$

운영

X

X

X

X

주기 전술적

X

전략적

X

IoT로 인한 센서 폭증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기존 
및 신규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계획 프로세스에서 
신기술, 특히 자동화의 필요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운영 로드맵은 주요 인프라의 근간을 형성하기 위한 기술 자산을 사용하여 인력과 

프로세스를 기업의 사이버 보안 전략에 통합해야 합니다. 목표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IT 및 OT 인력(직원, 계약업체, 관리자 및 공급업체) 전반에 걸쳐 보안 

프로세스와 보안 인식 강화의 균형을 맞춘 to-be 프로파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평가를 공식 프로젝트로 취급하여 단지 공급업체 조달만이 아니라 

내부 범위, 일정, 리소스 등 구현에 대한 경영진의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틈새 평가의 결과가 타당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ICS/OT 보안을 NIST 프레임워크에 맞추기 위한 접근 방식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안 기준의 일부가 되고 기업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과를 얻으려면 기업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프레임워크가 기업이 미래를 내다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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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1
(일부)

계층 2
(리스크 알림)

계층 3
(반복 가능)

계층 4
(적응형)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통합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외부 참여

그림 5. NIST CSF의 구현 계층

7  ITL Bulletin for February 2014, https://csrc.nist.gov/CSRC/media/Publications/Shared/documents/itl-bulletin/itlbul2014-02.pdf
8  www.sans.org/reading-room/whitepapers/analyst/effective-implementation-nist-cybersecurity-framework-fortinet-39375

그림 5에 나온 구현 계층은 기업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 관행이 프레임워크에 

정의된 특성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 사이버 보안 리스크 결정이 광범위한 리스크 

결정에 얼마나 잘 통합되는지 그리고 기업이 어느 정도로 외부로부터 사이버 보안 

정보를 받고 공유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층 1부터 각각의 연속적인 계층은 점점 

엄격해지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진정으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이 지속적 

으로 발전하고 측정 가능한 방식 

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NIST에 

따르면 "이러한 계층은 뒤늦게 

반응하는 비공식적인 대응에서 민 

첩하고 리스크 정보에 밝은 접근 

방식으로의 발전을 반영합니다."7 

다시 말해, 계층은 기업의 사이버 

보안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사이버 보안 노력을 평가 

하고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소통하여 지속적인 개선 

에 필요한 지원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가이드의 자매 SANS 문서, 포티넷과 함께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으로 구현"을 참조하십시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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