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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시티의 이점

댈러스 볼티모어, 2라운드

볼티모어, 1라운드

샌프란시스코

1  “Hacker Sets Off All 156 Emergency Sirens in Dallas,“ USA Today, www.usatoday.com/story/news/2017/04/08/hacker-triggers-all-156-emergency-sirens-dallas/
100212412

2 “2019 Baltimore ransomware attack,“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2019_Baltimore_ransomware_attack
3 “Baltimore’s 911 emergency system hit by cyberattack,“ NBC News, www.nbcnews.com/news/us-news/baltimore-s-911-emergency-system-hit-cyberattack-n860876
4 “Weekend Muni hack shows that cybersecurity affects us all,“ San Francisco Chronicle, www.sfchronicle.com/opinion/editorials/article/Weekend-Muni-hack-
 shows-that-cybersecurity-10641036.php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스마
트 시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기술 리더와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환경, 경제, 사회적 

이점을 얻기 위해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구현하고자 계획하거

나, 이미 구현에 나섰습니다. 그

림 1에서 이러한 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T, IoT, 산업 사물 

인터넷(IIoT)이 초연결되면서 

도시 전체적으로 스마트 기기와 

센서가 대규모로 배포되어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사이버 

보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에 생긴 보안 

공백으로 인해 중요한 도시 

서비스는 위해를 가할 목적과 

수단을 모두 갖추고 점점 기세를 

높이는 사이버 공격 풀에 취
약해집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공격은 점점 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방향을 바꾸어 노리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디지털 데이터, 기본 시스템과 그 외의 시스템까지 표적으로 삼습니다. 
민감한 데이터 침해, 재정적 손실, 중요한 긴급 서비스(예: 소방서, 경찰, 의료 대응 서비스)의 
혼란 등의 피해를 줘 시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7년, 댈러스시는 비상 스마트 시스템이 
해킹되었고 공격자가 가짜로 비상 경보 
156개를 울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공황 상태가 일어나 댈러스시의 
긴급 구조 서비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1

2019년 5월, 볼티모어시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서버 대부분이 
중단되었습니다.2 이 지역의 부동산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최초 공격이 있은 
후로 부동산 매매와 양도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볼티모어시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후, 모든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몇 주가 걸렸고, 여기에 약 9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2016년에 샌프란시스코시 교통국은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이버 공격은 
원래 랜섬웨어 공격과 연결되어 있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전철 
교통 시스템을 노렸습니다. 공격자는 
이메일과 급여 시스템을 인질로 잡고 결제 및 
인프라 장비에 대한 통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약 7만 달러를 BitCoin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 공무원들은 
처음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자 경전철 
시스템으로 연결된 [물리적] 요금 게이트를 
차단해서, 고객이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4

2019년 랜섬웨어 공격이 있기 전인 2018년에 볼티모어시의 911 긴급 출동 
및 소방 서비스와 311 일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상 자동 파견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3 볼티모어시의 시스템은 긴급 사태가 발생한 곳과 
가장 가까운 긴급 출동팀에게 자동으로 통화를 전달하지 못해, 긴급 서비스의 
효율이 감소했습니다. 시민들이 인프라 문제를 신고하는 공공 서비스(예: 
도로 제거 문제, 교통 신호 상황, 수자원 유지관리, 도로 손상, 쓰레기 수거)도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수작업으로 운영에 나서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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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란?

ICS/OT/IIOT로 도시 생활 개선

McKinsey와 사내 다국적 설문조사팀은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관리자 40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IoT에 관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 

IoT 보안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합니다.“5

도시에서 최신 사이버 보안 기술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 통합 보안 플랫폼과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취약성을 패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계획 시 충분한 지식 없이 
설계하여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배포를 직접 구축하는 시민이 많아서 기술과 보안의 보호 기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저해하는 상호운용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인시던트 대응 모범 사례를 
간과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구현하고자 하는 도시 관리자와 도시가 경
험하는 사이버 보안의 문제를 몇 가지 다루어보겠습니다. 또한, 산업 모범 사
례와 프레임워크, 이해관계자가 지금부터라도 필수적인 사이버 방어를 갖춘 
미래의 도시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중점적으로 설명합
니다.

최신 보안 기술과 적절한 사이버 보안 관련 지침이 있으면 사이버-물리적 
위협으로 인한 주요 서비스 중단 사태나 안전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리 막연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IoT/IIoT 기기, 센서, 인터넷, 코어 네트워크,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을 운영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는 대규모 도시 허브, 
또는 성장 중인 도시 허브로써, 시민과 방문자를 위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합니다(상호연결된 스마트 가로등, CCTV 카메라, 조명, 계측기에
서부터 현관 밖의 임베디드 기기까지 모두 아우르는 허브). 이런 스마트 시스
템은 지원형 주차 애플리케이션, 공기질 모니터링, 전력 및 수자원 관리, 정보
에 입각한 폐기물 관리, 군중 통제가 가능한 자동 긴급 대피 시스템, 온디맨드 
대중교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리자들은 스
마트폰이나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를 통해 여러 서비스에 편리하게 연결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일반적 목표는 환경, 경제, 사회적 이점을 통해 자원을 보존하
고,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 이점이 있는 이면에는 사이버 보안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물리적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도시 
환경이나 서비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합니다. 데이터는 상호연결된 도시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교환, 저장, 처리됩니다. 주로 인공 지능 엔진이 
지원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를 이끄는 
리더들은 일련의 대시보드를 통해 이 데이터를 받아서 도시 인프라, 서비스, 
시민을 위한 긴급 지원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 기기는 인간의 입력 없이도 프로그래밍된 로직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2를 참조하세요.

5 “Six Ways CEOs Can Promote Cybersecurity in the IoT Age,” McKinsey & Co.,
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internet-of-things/our-insights/six-ways-ceos-can-promote-cybersecurity-in-the-io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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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도심에서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활용하

는 일반적 사례를 나타

냅니다.

1단계
도시 전체적으로

센서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단계
도시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3단계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4단계
AI 엔진으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합니다.

5단계
대시보드를 통해
데이터를 도시

리더에게 제공합니다.

그림 2. 스마트시티 데이터의 수집과 흐름

도시 예시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거리 조명

스마트 공기질 측정 

스마트 수자원 관리

스마트 폐기물 관리

스마트 신호등

스마트 크라우드 및 
사용률

스마트 교통, 
도시 모빌리티

스마트 수자원

스마트 주차

스마트 공기

차량이나 사람이 가까이 왔을 경우에만 켜지거나 조도를 조절하거나, 날씨에 따라 조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가로등

지속해서 공기질을 평가하여 공기질이나 오염도 보고, 일반적으로 작은 공간에서 레이저의 
입자와 두절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사용하고 이를 측정, 공공녹지는 지나치게 건조할 경우에만 
물 공급

공공 쓰레기통의 용량이 거의 찼을 때(또는 이를 예상했을 때) 필요한 시점에만 쓰레기차를 
파견하여 연료 비용을 낮추고, 이동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센서

배송, 교통, 구급 차량의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우선으로 통과시키는 지능적 신호등

안전 긴급 대피 상황에 대비한 군중 모니터링 및 제어

자동 온디맨드 교통

시스템 누출 탐지, 사용량 모니터링 향상, 리소스 효율화

주차 가능한 공간 모니터링 및 알림

도심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

표 1. 스마트시티 시스템의 일반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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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강 폐기물 관리 스마트 건물 대기 오염 사물 인터넷

개방적 데이터 공공 안전 스마트 에너지 전자기 배출 교육

전기차 충전 스마트 환경 스마트 홈 수질 지능적 쇼핑

스마트 주차 신호 관리 가스 및 물
누출 탐지

스마트 가로등

그림 3. 상호연결된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및 스마트 서비스빅데이터 분석과 스마트 기술로 도시 문제 해결

그림 4. 야외 스마트시티 키오스크의 예시7

그림 3은 미래의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상호연결 시스템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나타냅니다. 센서, 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거리 
공공 키오스크,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자원을 보존하고, 
비용을 낮추면서도 도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와 
동시에, 공격 표면이 급격히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6 
실제 환경 변화를 기록하는 스마트 기기와 센서는 사이버 공격자가 
악용할 수 있는 추가적 공격 표면을 만들어냅니다. 도시 내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가 늘어날수록 통합 보호를 갖춘 첨단 
보안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야외 스마트시티 키오스크
야외 스마트시티 키오스크는 시민을 위한 광고, 길찾기, 대중교통 
정보를 지원하고 Wi-Fi 연결, USB 기기 충전소, 도시 서비스 조사를 
제공합니다. 그림 4의 예시를 참조하세요. 이들은 화면 위의 버튼을 
터치하면 긴급 서비스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 안전에 
기여합니다. 센서를 추가해서 공기질 탐지,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보행자 이동, 소음 수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 기차역, 쇼핑 구역에 설치되는 스마트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는 시민을 참여시키고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또한, 이들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엔드포인트를 
구성합니다.

6 “What Is an Attack Surface?” Fortinet, www.fortinet.com/resources/cyberglossary/attack-surface
7 “Trueform Digital Introduces Smart City Kiosks,” Kiosk Marketplace, www.kioskmarketplace.com/news/trueform-digital-introduces-smart-city-kio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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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보안 변경 사항에 대해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합하도록 구성된 스마트시티 보안 프로그램은 

도시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이미 

리소스 부족에 시달리는 스마트시티 사이버 방어

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및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는 인공지능 엔진으로 대량의 데이터 세트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고, 초기 비용이 저렴한 경제적 플랫폼입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나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관리자는 필드 기기를 제어하거나, 가용성이 높은 첨단 서버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스에서 과거 및 실시간 데이터를 검색하고, 

여러 가지 그래픽 및 인터랙티브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8

대부분 클라우드 플랫폼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단계 인증, 액세스 제어, 감사, 모니터링, 데이터 백업/복구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기능으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이버 

인시던트(예: 랜섬웨어 공격) 발생 시 비즈니스 및 운영 회복에 

집중하는 기관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안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관리자가 기본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하려면 설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위치/라우터

코어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는 공개 및 사설 인터넷 링크를 동시에 

활용하여, 필드에서 대량의 감지 및 제어 데이터 경로를 설정하고 

송수신합니다. 적어도 성장에 대비해 네트워크 규모를 측정하고 

기기에 무단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차단하기 위한 트래픽 암호화와 

네트워크 액세스 관리를 적용하는 보안 기능도 갖추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기기를 보호하는 모범적인 보안 방법으로는 딥 패킷 

검사가 있으며, IoT 프로토콜을 해석하는 디섹터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스마트 센서

스마트 센서는 외부의 요소를 감지하는 임베디드 엔지니어링 

기기입니다. 공기질(그림 5 참조), 공공 쓰레기통, 주택/아파트 건물 

물 사용량을 탐지합니다. 심지어 보행자가 가까이 오면 가로등을 

켜기도 합니다. 이런 기기는 임베디드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기도 

하므로, 엔드포인트 보안 에이전트를 설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센서의 네트워크 통신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은 필드 

기기의 IoT 보안 전략에 중요합니다. 그림 5. 주택가 IoT 공기질 센서의 예시9

8 “Smart City Dashboards: Design, Development, and Evaluation,” IEEE.org, https://ieeexplore.ieee.org/document/9209493
9 “Air Quality Monitoring at Imphal Smart City, India,” Oizom, https://oizom.com/case-study/air-quality-monitoring-at-imphal-smart-city-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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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개의 상호연결된 IoT 기기는 

3가지 추상적 계층(관리 및 분석, 

네트워크 및 인프라, 필드)에서

그림 6에 각 추상적 계층과 상호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작동합니다. 이 모든 구성 요소가 

있어야 스마트시티의 이점이라고 

알려진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IoT 

기기를 이런 광역 네트워크에 추가

하면 사이버 공격의 먹잇감이 풍부

한 환경이 됩니다.

디지털 혁신 및 디지털 섀도우(Digital Shadows) 보호

디지털 섀도우 보호

관리 & 분석
클라우드 – 데이터 스토어, 분석, 처리

네트워크 & 인프라
메인 네트워크 인프라

필드 기기
IIot 도시, 스마트 기기, 시민

스마트시티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 관리하고 미리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이버 보안 인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들은 IT 및 OT/ICS 프로세스를 스마트시

티 보안 프로그램에 맞게 수정하고, 확장과 상호운

용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을 배포해야 합니다.

도시 리더들은 사이버 보안 방어 전문가를 교육하고, 

도시를 감싸는 보안 패브릭처럼 엮을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최신 IoT 보안 기술이 필요합니다.

스마트시티 시스템의 행정가, 설계자, 관리자는 도구

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보안에 대한 인식도 높여야 합니다.10

표 2. 인력, 프로세스 및 기술

프로세스 

전체적 위협 탐지 및 예방을 위해 통합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는 훈련된 사이버 
보안 방어 전문가

전략적 보안 변경 사항, 공급망 요구 사항, 기술 기기 강화, 감사, 액세스 제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통합 위협 인텔리전스

스마트시티를 감싸는 보안 패브릭으로 엮을 수 있고, 기술적 인시던트 대응 
기능과 분 단위로 제공되는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갖춘 확장형 보안 솔루션

그림 6. 스마트시티 인프라 계층

OT/IIoT 자산은 기존 IT 자산과 (잘못) 비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IT 

자산은 저장되어 있거나 전송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데이터나 데이터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IIoT 및 센서는 센서의 물리적 입력에 대해 실시간 

시스템을 관리, 모니터링 및 제어하는 데 집중하고 물리적 작업을 

시작하거나 실행합니다. 기존 IT와 OT/IIoT의 이런 차이로 인해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과 기술이 달라집니다.

시민들은 스마트시티와 상호작용하면서    인력

자신의 데이터가 탐지, 수집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이들은 개인 데이터 보호와 
디지털 ID(이른바 디지털 섀도우)에 대해 기술

염려합니다(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합니다).

도시 관리자들은 IoT 배포를 지원하여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최신 사이버 보안 기술로 시민에게 신뢰
를 얻어야 합니다. 시민에게 신뢰를 얻고 스마트시티 기술이 제공하는 사

회, 경제, 환경적 이점을 활용하려면 관리자들이 사이버 보안 위험에 

인력, 프로세스, 기술을 적절히 조합해서 결합해야 합니다.

표 2를 참조하세요.

10 SANS Security Awareness, SANS, www.sans.org/security-awareness-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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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준비성

스마트시티 배포를 추진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지원되는 

준비성 평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ES-City Framework 그룹은

IES-City Framework 

Application Framework 

Tool을 배포하고 

공개했습니다.11 

이해관계자들은 이 도구를 

간단한 시작점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 요구 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IoT 보안 요구 사항에도 

한 영역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양식이

통일되어 있으면 도시 

설계자, 애플리케이션 

설계자, 관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이 도구는 데이터 항목을 모두 작성하고 나면, 입력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해서 3가지 주요 카테고리(우려 사항, 

준비성, 이점)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설명, 요구 사항, 이점을 

처리합니다. 그림 7에 시작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려 사항. 이 도구는 보안 및 안전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우려 사항(기능, 비즈니스, 데이터 등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림 8은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결과의 예시입니다.

준비. 이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성에 대한 일반적 

매개변수를 제안합니다.

이점. 이 부분에서는 경제, 환경, 사회적인 일반적 이점을 

설명합니다. 그림 9에 결과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  인터넷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컴퓨터/노트북

통합 관리 센터

긴급 출동

서비스 제공

시민 교육

웹 포털/모바일 앱/온라인 서비스

•   

•   

•   

•   

•   

•   

•   

그림 7. IES-City Framework Application Framework Tool

그림 8. IES-City Framework Application Framework Tool
“우려 사항“ 섹션의 결과 샘플

우려 사항:
추상적

요구 사항

 

• 액세스 및 공개에 대한 권한에 따른 제한 유지
• 시스템 수정이나 파괴 차단
• 부인 및 진위 인증
• 시기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에 액세스 및 사용
• 센서 네트워크 및 보안 프로토콜

우려 사항:
구체적

요구 사항

• 방화벽
• 안티스파이웨어
• 안티바이러스
• 보안/개인정보 보호 프로토콜

그림 9. IES-City Framework Application Framework Tool
“이점“ 섹션 결과 샘플

경제 이점
•비즈니스 개발: 비즈니스 개발 촉진 및 수익 창출 기회 증가
• 비즈니스 개발: 중소기업(SME) 커뮤니티 참여 및 활용
•고용: 민간 기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비용 절감: 운영 및 관리 비용 절감

“IoT 보안은 일반적 IT 리더가 갖춘 기술 역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 자산보다는 물리적 기기와 사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Gartner12

11 도구 다운로드: https://s3.amazonaws.com/nist-sgcps/smartcityframework/fi es/ies-city_framework/TechnicalArtifacts/IES-CityApplicationFrameworkTool.xlsm
12 Leading the IoT: Gartner Insights on How to Lead in a Connected World,” Gartner, www.gartner.com/imagesrv/books/iot/iotEbook_digit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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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문제: 미래의 번영하는 도시 건설을 
위해 현재의 문제 해결

스마트시티 기술을 배포하는 도시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은 곧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고유한 이점을 활용하는 미래를 구상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성급하게 배포에 나서면 단편적이고 안

전하지 못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맞춤형 솔루션, 일관적이지 못한 아키텍처 설

계, 확장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인해 도시는 더욱 취약해집니다.

계획 없이 안전하지 못하게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일관적이지 못한 아키텍처 설계—사이버 보안을 핵심적 요구 사항으로 삼지

않은 시스템이나 성급한 배포는 도시 인프라를 공격에 노출합니다.

• 흐려진 경계—기기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조화롭게 작동하는 통합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 보호를 통해 최신 공격자 기술, 보안 침해 지표에

대한 전술적 위협 인텔리전스를 공유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패치—도시에서 IoT 기기를 배포한 후에는 넘쳐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취약성 경고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관리자는 기기를

프로덕션에 배포하기 전에 패치와 강화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패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취약성 관리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문서로 기록된 자산 인벤토리에는 중요한 자산, 연동된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은 가능한 한 지속해서 패치를 적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 공격 표면 확대——스마트시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기가 수만 대 배포

되었고,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기기에

는 공격자가 노릴 만한 나름의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 표면이 늘어

났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 도시 전체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는 보안 이벤트

와 인시던트 대응을 로깅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 무방비 상태의 기본 기기—기본 IoT 센서 기기 설정에서는 보안이 아니라

편의성을 우선합니다. 기기를 배포하기 전에 “연결과 보호“, “설계에서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10미래의 도시: 보안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시티 

연결 및 보호: 미래의 도시를 위해 사이버 보안 지원 

스마트시티 
보안 데이터 

주기

연결

보호

수집

전송저장

분석

지원

그림 10. 스마트시티 보안 데이터 주기

도시 리더가 이런 사이버 보안 문제를 관리하려면 CIA 3요소(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한 신뢰를 얻고 이를 준수하면서도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달성해야 하
며,13 게다가 기존 IT 보안 영역 바깥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스마트시티 보안에서는 

물리적 안전도 고려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구축한 성공적인 스마트시티는 그림 10과 같은 스마트

시티 보안 데이터 주기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주기는 각 단계에서 보안을 고려합

니다.

연결. 승인된 기기는 안전하게 연결하고, 승인되지 

않은 기기는 연결 권한을 거부합니다. 이 단계에서 

IoT/IIoT 기기를 강화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도시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도하는 승인되지 않은 기기에 

대한 알림을 보내거나 이를 제한하는 기술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보호.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엔드포인트에서 관리 

콘솔, 클라우드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보안을 

적용하여 연결을 설정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저장, 
처리하거나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스마트시티는 이 

단계에서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액세스 제어, 네트워

크 세그먼테이션을 적용해야 합니다.

수집. 보안이 적용된 스마트 기기는 필드에서 물리적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도시의 현재 상태를 

포착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감지합니다. 민감한 정보는 

일정 기간 로컬에서 필드 기기에 저장될 수 있으므로, 

보안 요구 사항에서 저장된 데이터 보호가 핵심이 됩
니다.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는 데이터베이스와 처리 

서버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를 바랍니다.

전송. 기밀성을 유지합니다. 센서와 엔드포인트에서 

수집된 민감한 데이터를 여러 가지 공개 및 사설 네트워크 연결 인프라를 통
해 안전하게 서버와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대시보드로 전송합니다. 보안 터널 등

에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저장. 도시에서는 장단기 목표에 따라 데이터 보존과 검색 요구 사항을 계획해야 
합니다. 스마트시티가 확장될 경우에 대비한 데이터 스토리지 확장성과 규제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스마트시티는 

중앙 SIEM에서 액세스 제어 및 다른 보안 이벤트의 관계를 파악하고 알림을 보내

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 인시던트(예: 랜섬웨어 공격)가 발생한 경우 평균 복구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백업/복구 프로세스를 테스트합니다.

13 “Information security,”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Information_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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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프레임워크

IES-City Framework 및 IoT를 위한 NIST 사이버 보안

분석. 스마트 도시를 위한 분석 및 처리 대시보드에 액세스하려면 최소 권한 원칙을 

따르는 엄격한 액세스 제어14와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기기를 위한 표준 다단계 

인증이 필요합니다. 처음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예: 시민의 요구 사항, 비용 절감, 

환경, 자원 보존 목표)에 따라 데이터를 의미 있는 인사이트로 처리합니다.

지원.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시스템은 도시 자체와 도시 의사결정자, 시 리더, 당국, 

도시 관리자를 지원하여 도시 자원과 서비스 사용 인구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관리자는 IT 및 OT/IoT 보안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이버 보안 방어 전문가를 교육해야 합니다. 도시를 방어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끊임없이 진화하는 도시 인프라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특정한 OT/IoT 사이버 방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프레임워크에 맞게 조정하려면 장단기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 탄력 있

는 사이버 보안 방어를 투자하고, 이를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리더는 

IT(보안 제어, 프레임워크, 정책)에 효과적인 방법을 빌려 당면한 보안 문제에 대한 
방어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이 도시, 도시 계획자, 기관, IoT 기기 제조사에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 친숙한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은 IoT, 스마트
시티 보안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지만, 보안을 내장한 구체적 스마트시티 프레임

워크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 NIST Cyber Framework

• MITRE ATT&CK®

• NCSC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NIST는 여러 국내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콘셉트를 선도하고 있으며, 

최신 릴리스 v1.0 20180930에서 IES-City Framework 를 통해 설계 및 유지관리에 보

안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18

14 “Principle of least privilege,”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rinciple_of_least_privilege
15 “Cybersecurity Framework,” NIST, www.nist.gov/cyberframework
16 “MITRE ATT&CK,” MITRE, https://attack.mitre.org
17 “NCSC CAF Guidance,”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www.ncsc.gov.uk/collection/caf
18 “A Consensus Framework for Smart City Architectures,” IES-City Framework,

https://s3.amazonaws.com/nist-sgcps/smartcityframework/files/ies-city_framework/IES-CityFramework_Version_1_0_201809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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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공격 수법, 제어 및 영향

도시 사례 및 지침

2020년 IoT 사이버 보안 개선법(IoT Cyber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20)이 제정된 이후로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

조 및 연방 구매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추가적 문서가 4가지 발행되었습니

다.19 바로, NIST Special Publication(SP) 800-21320와 NIST 기관 간 보고서
(NISTIR, NIST Interagency Reports) 8259B, 8259C, 8259D입니다. 연방 정

부가 기관에서 소유하거나 제어하는 IoT 기기를 적절히 사용하고 관리하

기 위해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이 공개 지침은 연방 정부에 규제를 받지 

않는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IoT를 보호하기 시작하거나 IoT가 증가하는 동시에 보안을 추가하고자 

하는 도시 정부도 NIST IoT Device Cybersecurity Requirements Catalog21를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층적 방어에 적용되는 기존 원칙은 여전히 적용되지만, IoT 

네트워크에는 방어 계층이 적고 영향도 다르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IT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시던트는 주로 디지털 데이터 보안 

침해로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거나 디지털 데이터가 삭제되어 

애플리케이션 가동이 중단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IIoT 에코시스템에 

인시던트가 일어나면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물리적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디맨드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전 센서가 해킹되거나 스마트 센서가 

가스 누출 시 공기질을 모니터링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산업 제어 시스템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이버 공격 사건을 보면 지능적 적대 

기능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우크라이나 

전력망이 공격을 받은 사건을 예로 들면, Crash Override24라는 확장형 

멀웨어 프레임워크는 전기 산업을 노리는 전문 사이버 무기로 

활용되었습니다. 내부의 정상적인 산업 프로토콜을 악용하고, 전력 

시스템을 역으로 돌려서 엔드포인트 기기와 악의적으로 직접 

상호작용했습니다. 이런 “자급자족식“25 공격으로 인해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했고, 250,0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몇 시간 동안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부 인텔리전스 소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26

뉴욕, 싱가포르, 토론토는 스마트시티 도입의 선봉
에 서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들이 어떤 정책을 도
입했는지 간략히 설명합니다.

뉴욕
뉴욕은 처음부터 스마트시티 전략에 보안 기술을 
구축하고자 했고22, 10여 년 이상 스마트시티 인프
라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뉴욕은 수도 계
측, 조명, 공공 폐기물 관리, 공기질 모니터링을 
지능적으로 관리합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광범위합니다. 이 
정책은 주로 경제적 이점을 얻는 데 집중되어 있
습니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시스템(예: 대중교통 
Wi-Fi, 자율 택시 파견 시스템)으로 성공에 목마른 
스타트업을 돕고 있습니다. CCTV 기술과 연결된 
가로등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토론토
토론토는 개방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마트 서비스(예: 
무료 Wi-Fi)와 같은 스마트 서비스를 아파트 
지역으로 확장하고, 자동 물 계측을 활용해 리소스 
관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데이터 보호로 초점을 돌렸습니다.23

19 H.R. 1668 – Internet of Things Cyber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20, Congress.gov, 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1668
20 “Defining IoT Cybersecurity Requirements: Draft Guidance for Federal Agencies and IoT Device Manufacturers” (SP 800-213, NISTIRs 8259B/C/D), NIST,
 www.nist.gov/news-events/news/2020/12/defining-iot-cybersecurity-requirements-draft-guidance-federal-agencies-and
21 “NIST’S IoT Cybersecurity Capabilities Catalog,” NIST, https://pages.nist.gov/IoT-Device-Cybersecurity-Requirement-Catalogs/
22 “IoT Strategy: The New York City Internet of Things Strategy,” NYC Mayor’s Office of Chief Technology Officer,”
 www1.nyc.gov/assets/cto/downloads/iot-strategy/nyc_iot_strategy.pdf
23 “Toronto’s ‘Smart’ City,” 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https://ccla.org/waterfront-toronto/
24 “CRASHOVERRIDE: Analysis of the Threat to Electric Grid Operations,” Dragos, Inc., www.dragos.com/wp-content/uploads/CrashOverride-01.pdf
25 Living off the land” describes a scenario where adversaries turn a system’s or network’s legitimate tools, protocols, systems, or applications against
 itself for malicious purposes.
26 “‘Crash Override’: The Malware That Took Down a Power Grid,” Wired, www.wired.com/story/crash-override-mal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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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기반하여 취약성 관리를 우선하는 방식은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공격자가 무엇을 
먼저 노릴지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OT/ ICS/IIoT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 방어를 간소화합니다.

피싱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체에서 필드 기기를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신 사

이버 보안 컨트롤로 백오피스 지원 시스템도 배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시스템은 악성 원격 액세스 도구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표적이 되

었고, 최근 들어서는 파괴적인 랜섬웨어 페이로드까지 운반하게 되었습니

다.

적대 세력은 여전히 기업에 처음 침투할 때는 피싱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드에서는 일반적으로 IoT 엔드포인트 기기가 여러 계층을 

형성하지만, 이메일 시스템의 해킹되거나 탈취된 계정을 통해 인프라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도시로 공격이 침투하면 인프라에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 콘솔, 대시보드,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는 이메일 서비스와 

연동되거나 긴밀히 연결되어, 필드 기기가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나 종료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도시 리더들은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이메일 서비스에 파일 및 URL 

샌드박스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메일 시스템과 

엔드포인트 보호 에이전트를 통합하여 양쪽에서 위협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알림 및 위협 인텔리전스 소스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패스워드 및 인증 해킹

자격 증명이 해킹되거나 취약해지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업체 IoT 기기의 디폴트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기본 패스워

드는 제조 단계에서 기기에 하드코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한 통

합과 배포를 위해 공개된 설치 가이드에 패스워드가 포함될 수 있습

니다. Mirai 멀웨어 변종27은 알려진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IoT 기기를

통해 스마트 기기를 해킹하고, DoS 활동을 벌이기 위한 대규모 네트

워크 기반 봇넷 공격 플랫폼에 종속시킵니다. 공격자의 오픈 소스인
텔리전스(OSINT) 공격에 당할 위험을 제거하려면 공격자가 알 수 없

고 쉽게 추측하기 어려운 패스워드로 바꾸어, 유사한 무차별 대입 공

격 위험을 낮춥니다(적은 노력으로 긍정적 성과 달성).

•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자격 증명 스터핑도 무단 액

세스로 이어질 수있습니다. 공격자는 공개 인터넷 포럼에서 유출되었

던 평문 패스워드 수백만 개를 퍼뜨려 나중에 무단 대입 공격에서 재
활용하고,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기기 콘솔 관리 대시보드 등의 시스템

에 무단으로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기기의 패스워드를 패스프레이즈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패스프레이즈

는 문자열이 더 길지만, 일반적 8자 패스워드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길이

가 긴 패스프레이즈는 보안이 강화되고 인간이 더욱 쉽게 관리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자는 자동 해킹 도구를 사용해도 무단 대입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격 액세스나 위험에 노출된 액세스는 보안 암호화 통신 채널을 통해 

다단계 인증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기기의 관리 기능에는 필수입니다. IoT 

시스템이나 센서의 원본 및/또는 가공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필요합니다.

27 “Mirai (malware),”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Mirai_(mal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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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취약성 및 패치

스마트시티 전체에 흩어져 있는 모든 스마트 컨트롤러, 네트워크 기기, 센

서, 서버, 엔드포인트, 관리 플랫폼을 통해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약성을 패치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취약성

을 관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격자가 가장 처음으로 

노릴 대상을 우선순위로 설정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범죄자

는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익스플로잇 키트와 인터넷에서 직접 액세스

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 취약성을 노립니다.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보호합니다. 센서에 저장된 데이터를 저장 중에도 암호화하여 물리적 필드 

기기 조작이나 IoT 하드웨어 해킹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노출을 

예방합니다.28

가장 중요한 도시 서비스가 포함된 경계 먼저 패치합니다. 이때 위협 

인텔리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 인사이트는 최근 

사건에서 어떤 취약성이 익스플로잇되는 중인지, 익스플로잇되었는지 

알려줍니다. 패치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제어 및 모니터링 방법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엔드포인트나 네트워크 스트림에서 특정 

익스플로잇 코드 패턴에 IDS 규칙을 적용하여 위협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술 위협 인텔리전스를 IoT 보안 플랫폼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29

엔드포인트 해킹

기존 엔드포인트 운영 체제(예: Windows, Linux)는 안티바이러스 또는 

EDR(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에이전트가 설치된 엔드포인트를 광범위한 

통합 네트워크 보호와 알림에 활용하여 엔드포인트 해킹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쓸 수 없는 IoT 기기도 있습니다. 필드의 엔드포인트 

대부분은 일반적이지 않거나 내장된 운영 체제, 센서, 인텔리전스 칩, 무선 

기능을 사용해서 EDR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본 IoT 

기기 설정에서는 보안이 아니라, 편의성을 우선합니다.

이 경우, 보안을 엔드포인트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야 보안 침해와 

필드에서 도시 대시보드 및 데이터 서버로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공격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효과적인 솔루션으로는 방화벽과 필드 기기 

수준 액세스 제어, 기기 강화, 네트워크 통신 암호화 등이 있습니다.

위협 탐지

스마트시티에서 사용하는 IoT의 경우, 기존의 서명 기반 탐지 및 차단 기

술에서 벗어난 위협 탐지가 필요합니다. 멀웨어와 취약성은 물론이고, 

IoT/OT 기기와 승인되지 않은 직접적 상호작용까지 탐지해야 합니다. 이

는 프로세스, 심지어는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탐지하려면 IoT 기기와 센서의 예상 동작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동작 변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동작 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28 “The Sensors That Power Smart Cities Are a Hacker’s Dream,” Wired,
 www.wired.com/story/sensor-hubs-smart-cities-vulnerabilities-hacks/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9 “FortiGuard Labs,” Fortinet, www.fortinet.com/fortiguard/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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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폴란드의 십 대 청소년이 트램 통신의 
취약성을 익스플로잇하고, 이를 개인 훈련 세트에 
사용했습니다.30 이 청소년은 트램 제어 및 선로 
전환 시스템과 직접 통신하였고 여러 대의 차량이 
탈선했습니다.

“보안 및 위험과 관련된 의사결정자는 
IoT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흐름을 살펴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IoT 네트워크의 데이터는 저장되어 있을 
때조차 계속 변경됩니다. 암호화, 네트워크 
세그먼테이션, 모니터링 및 탐지까지 동원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데이터 흐름은 중요하게 구분되는 특징으로,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Gartner31

위협 탐지의 기본 카테고리는 모델링, 구성, 지표, 위협 동작으로 나뉩니다. 

각 카테고리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여러 가지 요구 사항, 접근법, 

결과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협 탐지 카테고리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모델링은 “정상 상태“를 정의하고 그 정의에서 벗어난 

차이를 측정하여 위협을 측정하는 수학적 방법입니다. 탐지 엔진이 

정상적인 활동과 비정상적인 활동을 구분할 수 있다는 가정이 기반이 

됩니다. 구성에 기반한 탐지는 환경의 알려진 아키텍처나 설계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차이를 발견합니다. 구성 탐지는 기본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알림을 보냅니다. 지표는 특정 

상태와 컨텍스트를 식별하는 정보 요소로,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표는 기존의 조사나 분석을 통해 얻습니다. 

위협 동작 분석은 지표(예: 멀웨어, 기능, 인프라)와 관계없이 탐지를 위해 

악의적 공격 수법(기술, 방법)을 코드화합니다. 위협 동작 분석은 확장과 

변경이 가능한 위협 탐지 중에서 최적의 형태이고, 컨텍스트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스마트 네트워크에 효과적인 위협 탐지 방법으로는 네트워크 전송, 시스템 

명령, 센서 데이터, 엔드포인트 변경 사항 모니터링 등이 포함됩니다. 

네트워크의 핵심 부분에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계층 방화벽을 설치하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프로토콜과 네트워크의 “정상 상태“를 

이해하는 훈련을 받은 사이버 보안 인력이 핵심이 되어 예상 데이터와 

트래픽 트렌드를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활동과 같은 변경 사항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보호

스마트시티에 대한 네트워크 공격은 중간자 공격(MITM), DoS에서부터 네

트워크에 침투한 승인되지 않은 기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를 취

합니다. 네트워크를 최소한으로 보호하려면 암호화는 물론이고, 프로토콜

을 인식하는 트래픽 분석으로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어하여 위협을 탐지

해야 하며, 여기서는 실질적 네트워크 세그먼테이션이나 존 분할이 중요

합니다. 적절한 아키텍처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기 때

문에 스마트시티 보안 시스템의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방어 전

략이 됩니다.

30 “Schoolboy Hacks into City’s Tram System,” The Telegraph,
 www.telegraph.co.uk/news/worldnews/1575293/Schoolboy-hacks-into-citys-tram-system.html [구독 필요.]
31 “Leading the IoT: Gartner Insights on How to Lead in a Connected World,” Gartner, www.gartner.com/imagesrv/books/iot/iotEbook_digit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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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네트워크 아키텍처 예시

스마트시티는 멀리까지 확대되고 상호연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트

워크 수준이 평평하게 통합되어 적용 경계가 흐려지지만, 가능하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그림 11의 예시 참조).

세그먼트로 나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과 위협 탐지를 위한 

관문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바로 여기에 차세대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방화벽은 스마트시티 관리자가 인시던트 대응 시 억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어 지점 역할도 겸하여 운영 회복성을 더욱 강화합니

다.

트래픽 검사 기능으로 직접 적용되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IoT 보호 전문 방화벽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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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위협 인텔리전스로 
스마트시티 보안 안정화

완전성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세부 정보

정확성
실수를 줄이고 영향을 높일 정도의 정확성

관련성
기업과 관련된 위협 해결 +소비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

적시성
체류 시간이나 복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공

그림 12. CART 방법론, Dragos에서 설명

도시 설계자들은 우선 저렴하거나 무료인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소스를 활용하여 관찰된 공격 
캠페인이나 진화하는 공격 캠페인에 따라 미리 
보안을 개선하거나 변경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를 활용하여 선제적 장단기 보안 전략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 위협 인텔리전스에는 보안 침해 지표(IoC)가 악성 IP 주소, 악성 

파일 해시, 진화하는 지속적 공격 캠페인과 관련된 기타 기술적 서명의 형식으로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IoC는 보안 침해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탐색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IoC를 보안 컨트롤에 입력해서 엔드포인트 또는 네트워크에서 

탐지될 때마다 보안팀에게 알림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IoC도 한계는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만 유용하고, 공격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성 캠페인에 사용된 멀웨어 파일 해시와 IP 주소는 금세 

바뀌어, 시간이 지나면 IoC의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그 대신 선제적 스마트시티 보안 프로그램은 위협 인텔리전

스 TTP (전술, 기술, 절차), 즉 공격자의 수법을 방어 전략에 

반영해 오래 지속되는 방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TTP는 적

대적 공격 행동으로, 보안팀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공격을 미

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어떻게 공격을 

실행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기기를 노리는지, 이전 공격에서 

공격을 지속하는 데 어떤 공격 도구를 사용했는지 등과 같은 

적대적 공격 행동, 네트워크 횡적 이동, 데이터 유출, 원격 액

세스 등의 자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CTI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취약성 경고, STIX/TAXII 프로토콜을 통한 기술 지표 피드, 

전략적 사이버 위협 보고서, 멀웨어 분석 보고서, 외부에서 

관찰된 전술 및 기술에 대한 오픈 소스 기술 지도 등이 

해당합니다. 보안팀은 CART32 방식을 사용하여 위협 인텔리전스 소스/제품의 

적용성과 품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Dragos가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그림 12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CTI 소스는 무료입니다. 어떤 소스는 OT/ICS/IIoT 및 사이버-물리적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정보 공유 분석 센터(ISAC)와 다른 정부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CTI를 얻을 수 있습니다.

32 “Industrial Control Threat Intelligence,” Dragos, Inc., www.dragos.com/wp-content/uploads/Industrial-Control-Threat-Intelligence-White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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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제공되는 오픈 위협 인텔리전스 소스:

•  SANS: Internet Storm Center33

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Industrial Control Systems Advisories34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utomated Indicator Sharing35

National Council of ISACs36

The U.S. FBI InfraGard Portal37

UK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CNI38

Electric Sector ISAC39

Oil and Natural Gas ISAC40

Canadian Centre for Cyber Security41

MITRE ATT&CK for ICS42

MITRE ATT&CK for Enterprise43

공급업체 웹사이트, 스마트 도시에서 배포되는 기술 관련

•   

•   

•   

•  

•  

•  

•  

•   

•   

•   

•   

ISAC은 위협 인텔리전스의 유용한 CTI 기반을 

제공하지만, 상용 OT/ICS/IoT CTI 서비스는 

시기적절한 보고와 구체적 제어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탁월합니다. 대부분 OT/ICS 전문 

공급업체는 여러 부문에 걸쳐 직접 심층적 사이버 

보안 인시던트 대응을 실행하기 때문에 최근 

이벤트에 대해 가장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을 큽니다. 현장 업무를 통해 얻은 관찰 

결과를 CTI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합니다.

TTP 활용

Dragos 위협 탐지는 실제 사이버 침입에서 얻은 실제 공격자 전술, 기술, 
절차(TTP) 정보를 활용합니다. 이들의 위협 인텔리전스 제품인 
WorldView는 OT 네트워크 센서 시스템인 Dragos 플랫폼과 통합되며, 
OT/ICS 위협 인텔리전스로 탐지와 인시던트 대응 절차를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보안팀이 위협 인텔리전스 TTP를 활용하여 선제적 보
안 방어에 나선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 가장 관련이 깊거나 심각한 사이
버 위협에 우선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3 “Malicious Calendar Subscriptions Are Back?” SANS Internet Storm Center, https://isc.sans.edu
34 ICS-CERT Advisories, 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https://us-cert.cisa.gov/ics/advisories
35 “Automated Indicator Sharing,” 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www.cisa.gov/ais
36 “Join Your Sector’s ISAC Today,” National Council of ISACs, www.nationalisacs.org
37 InfraGard, www.infragard.org
38 “Advice & Guidance,”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www.ncsc.gov.uk/section/advice-guidance/all-topics
39 E-ISAC, www.eisac.com
40 ONG-ISAC, https://ongisac.org
41 Alerts and Advisories, Canadian Centre for Cyber Security, Government of Canada, https://cyber.gc.ca/en/alerts-advisories
42 “ATT&CK® for Industrial Control Systems,” MITRE Partnership Network, https://collaborate.mitre.org/attackics/index.php/Main_Page
43 “Enterprise Matrix,” MITRE, https://attack.mitre.org/matrices/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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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보안 기술: 
Fortinet 시큐리티 패브릭

FortiGuard
위협 정보

 

개방적
에코시스템

 

패브릭 관리 센터

적응형 클라우드
보안

보안 중심
네트워크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그림 13. Fortinet 시큐리티 패브릭: 디지털 혁신과 IoT를 보호하는 사이버 보안 플랫폼

표 3. Fortinet 시큐리티 패브릭 플랫폼의 기능 세트

FortiClient 

FortiEDR 

FortiAP 

FortiExtender 

FortiNAC 

FortiSwitch

FortiGate 

FortiAnalyzer 

FortiManager 

FortiClient 는 하나의 가벼운 모듈식 클라이언트에서 보호, 규정 준소, 보안 액세스를 제공하는 패브릭 에이전트입니다. 패브릭 에이전트는 
엔드포인트(예: 노트북,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엔드포인트 소프트웨어에 가까우며, Fortinet 보안 패브릭과 연결하여 해당 기기에 
대한 정보, 가시성,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원격으로 보안 패브릭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FortiEDR은 엔드포인트가 침해된 뒤에도 실시간으로 지능적 공격을 탐지해 차단합니다.
FortiEDR은 체류 시간을 제거하고 인시던트 탐지, 제거, 조사, 대응, 복구 업데이트에 필요한 자동화된 EDR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홀로 떨어진 기기(예: 보호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기기)와 IoT 기기를 발견해서 제어합니다.

FortiGate® 보안 어플라이언스의 통합 WLAN 컨트롤러나 FortiLAN Cloud 프로비저닝 및 관리 포털을 통해 중앙에서 FortiAP 액세스 
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선 컨트롤러 기능을 시장을 선도하는 FortiGate 어플라이언스에 통합한 AP는 캠퍼스 및 지점 배포에 
이상적입니다. Fortinet 시큐리티 패브릭을 사용하면 단일 대시보드 관리 콘솔에서 유무선 보안을 손쉽게 관리하고 최신 보안 위협으로
부터 네트워크를 지킬 수 있습니다.
FortiExtender는 확장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탄력적 5G 및 LTE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Fortinet의 고유한 보안 중심 네트워크 전략을 
적용한 FortiExtender를 사용하는 조직은 비즈니스 연속성과 네트워크 가용성이 향상되며, 유선 광대역 및 셀룰러 네트워크로 연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FortiNAC은 Fortinet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솔루션입니다. NAC는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사물에 대한 가시성, 제어, 자동화된 
대응으로 Fortinet 시큐리티 패브릭을 전반적으로 향상합니다. IoT 위협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타사 기기로 제어를 확장하며, 다
양한 네트워크 이벤트에 대한 자동 대응을 오케스트레이션합니다.

Fortinet의 LAN Edge 솔루션은 FortiSwitch를 통해 간편하게 배포와 확장이 가능한 보안 이더넷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FortiGate NGFW는 완전한 가시성, 위협 보호와 더불어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엣지에 업계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보안을 제공합니다.
기업에서는 하이브리드 IT 아키텍처 깊은 곳까지 보안을 통합하고 보안 중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FortiAnalyzer는 효과적인 로그 관리, 분석 및 보고 플랫폼으로 단일 창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대응을 통해 보안 운영을 단순화하고 위험을 
미리 식별하여 복구 업데이트하며, 모든 공격 표면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Fortinet 시큐리티 패브릭에 포함된 FortiManager는 중앙 집중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 사용 사례, 모범 사례 준수, 워크플로 자동
화를 통해 보안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필수 보안 솔루션

이 표는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Fortinet 시큐

리티 패브릭44 은 네트워크 전체에 적용

되며, 다양한 보안 센서와 도구를 보안 

플랫폼에 결합해 실시간으로 악성 동작

을 수집해, 조정하고 이에 대응합니다. 
시큐리티 패브릭 기술은 IoT 환경을 스

마트시티 보안 보호 플랫폼으로 삼아 

모든 곳을 아우르는 IoT 사이버 방어를 

펼칠 수 있습니다.

표 3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도시를 보호
하기 위한 전체적 통합 시큐리티 패브

릭 플랫폼의 확장 가능한 구성 요소와 

기능 세트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그림 

14는 Fortinet 관리 센터를 분석한 모습

입니다.

44 “Fortinet Security Fabric for Operational Technology Environments,” YouTube, www.youtube.com/watch?v=7l3pPU_yQ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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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Fortinet 시큐리티 패브릭 플랫폼의 기능 세트(계속)

FortiSIEM 

FortiMonitor 

FortiSOAR

FortiMail 

FortiWeb 

FortiSandbox 

FortiGuard 
보안
서비스

FortiSIEM은 하나의 확장된 솔루션으로 가시성, 상관관계, 자동 대응, 복구 업데이트를 통합합니다. 네트워크와 보안 운영을 관리하는 
복잡성을 낮추어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해제하고, 보안 침해 탐지 성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보안 침해도 예방합니다.

Fortinet의 FortiMonitor는 전체적 서비스형 보안(SaaS) 기반 인프라 겸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네트워크 상태 지표 및 
인프라 성능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에 더해 자세한 웹 애플리케이션 성능 지표를 지원합니다.
이 솔루션은 모니터링, 네트워크 인시던트 관리, 자동 인시던트 복구 업데이트 및 대응, 네트워크 구성 관리를 하나의 뷰로 통합합니다.
특히, 플랫폼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Google Cloud Platform (GCP) 클라우드에서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FortiSOAR는 전체적인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및 대응 워크벤치로, 보안 관제 센터(SOC) 팀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알림, 반복적 
수작업 프로세스, 리소스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특허 받은 맞춤형 보안 관제 플랫폼은 자동화된 
플레이북과 인시던트 분류, 실시간 복구 업데이트를 통해 공격 식별, 방어, 대응 기능을 제공합니다.

FortiMail은 이메일을 악용하는 모든 위협에 지능적 다계층 보호를 제공합니다. FortiGuard Labs 위협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Fortinet 
시큐리티 패브릭에 통합된 FortiMail은 이메일 기반 위협(예: 스팸, 피싱, 멀웨어, 제로 데이 위협, 사칭,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BEC) 공
격)을 예방, 탐지하고 이에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FortiWeb은 웹 애플리케이션과 API를 알려진/알려지지 않은 익스플로잇을 노리는 공격에서 보호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WAF)으로, 
규정 준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FortiSandbox는 클라이언트 및 메일 서버의 다양한 위협 벡터에서 제로데이 공격을 자동 차단합니다. FortiSandbox는 실제 최종 사용자 
시스템의 동작을 복제해 악성 코드를 원래의 의도대로 실행하고, 심지어 가속화하는 실험까지 진행하여 이를 탐지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샌드박스는 멀웨어를 평가할 때 운영 체제와 기술에 차이를 둔 여러 코드 평가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FortiSandbox는 각 구성에서 멀웨어의 확산도에 따라 코드 평가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악성 코드 식별 속도를 높입니다.

이 글로벌 위협 조사 및 대응팀은 머신 러닝과 AI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여 Fortinet 보안 패브릭의 기반이 되는 실시간 위협 
인텔리전스를 수집합니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와 클라우드에서 최신 공격에 맞춰 조정된 서비스 및 일관적인 실시간 방어를 제공합니다.

보안 로깅, 모니터링 및 자동화 솔루션

지능적 위협 방지 솔루션

그림 14. 패브릭 관리 센터 분석 뷰45

45 “Automate Network Management for the Fortinet Security Fabric,” Fortinet,
www.fortinet.com/content/dam/fortinet/assets/solution-guides/sb-automate-network-management-for-the-fortinet-security-fabri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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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보안 대책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스마트시티의 취약성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과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인시던트가 발생하는 빈도

는 더욱 커지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수준에서 책임, 재정적 손실, 

평판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 제어 시스템 부문의 

인시던트는 안전 시스템을 노리는 

공격 기술까지 포함되어서 

시민의 생명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TRISIS 멀웨어가 

석유 및 가스 시설을 

공격했습니다.46 

스마트 시스템을 노리는 

공격자는 ICS 적대 세력으로부
터 공격 기술을 빌려, 스마트시

티 공격자 풀을 더욱 확장할 가

능성이 큽니다.

첨단 사이버 보안 방어 프로그램은 

선택이 아니라, 온라인 비즈니스, 

스마트시티 에코시스템, 중요 

인프라에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 조직과 기업에서는 
스마트시티를 계획하고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 사이버 보안을 

시급하게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

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보호에 “연결, 보호“ 방식을 

적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그림 15는 스마트시티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이버 보안의 

고려 사항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첨단 보안 기술과 적절한 사이버 보안 지침을 결합한다면 

중요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사이버-물리적 위협에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시민과 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스마트시티도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1 설계 단계부터 보호 – 기본 설정 이상으로 엔드포인트와 IoT 기기를 보호하고
적어도 배포 전에 패치합니다.

2 타당한 경우, 네트워크 세그먼테이션을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탐지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통신을 암호화하여 기밀을 유지합니다.

3 IoT 엔드포인트, 도시 대시보드, 민감한 데이터 스토리지 인프라를 포함하여 
인시던트 대응 계획을 공식화하고, 매년 훈련합니다.

4 백업 및 복구 절차를 통해 회복을 계획하고, 테스트 및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7 위협 인텔리전스를 사용해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을 안정화합니다.

8 스마트시티는 언제나 OT/IoT/ICS에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6 프레임워크(예: IES-City Framework)와 NIST IoT Device Cybersecurity Requirements 
Catalog 등에 대한 기존 보안 컨트롤 지침을 활용합니다.

5 확장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기술로 전체적인 보호를 적용합니다.
중앙 보안 정보 이벤트 관리자로 보안 이벤트를 수집, 검토하고 이에 대응합니다.

그림 15. 스마트시티 보안을 위한
8가지 중요한 팁

스마트시티는 IoT 및 기존 IT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랜섬웨어 보호 관련 정부 지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US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는 
“High-Impact Ransomware Attacks“라는 문서에서 
랜섬웨어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 방어 모범 사례를 
공개했습니다.47

46 “TRISIS Malware: Analysis of Safety System Targeted Malware,” Dragos, Inc., www.dragos.com/wp-content/uploads/TRISIS-01.pdf
47 “High-Impact Ransomware Attacks Threaten US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www.ic3.gov/Media/Y2019/PSA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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