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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space War 

현재 사이버보안의 상황은 핵무기 개발 초기

의 상황과 비슷함 

사이버 공간에서 비국가 권력의 출현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의 분류 

미 국방부가 국가 기간망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전쟁행위로 간주, 무력 대응 방침 발표 

Stuxnet 등의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반시설을 마비시

킬 수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필요 

위의 중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가의 의도 없이는 불가능

에 가까우며, 이는 사실상 선전포고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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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APT 사이버테러 

- 2013. 3. 20. 14:00 국내 금융권 및 방송사 PC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악성코드 공격 발생 
 

- 해당 공격으로 금융권 및 방송사 PC의 마스터 부트 레코
드(MBR)와 볼륨 부트 레코드(VBR), 하드 디스크 데이터
가 손상 되어 PC부팅이 불가능한 심각한 전산 장애 발생 

APT : Advanced Persistent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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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xnet  

• 슈퍼 산업시설 바이러스 웜을 뜻함 
 

• 10개월 동안 이란의 산업 시설 5 군데를 반복해 감염 
시키려 하였음 
 

• 시만텍의 W32.Stuxnet Dossier 보고서에 따르면  
스턱스넷 웜은 3회에 걸쳐 이란의 특정 조직 5군데
를 타깃으로 공격함 
 

• 2009년 6월 첫 감염 성공 
 

• 2009년  후반기  석유  원심분리기  약  1000개가  
미 작동 상태임 확인 
 

• 2010년 4월 스턱스넷 재 배포, USB장치로 감염되는 
취약점 발견하여 스턱스넷 삽입 성공 
 

• 이란 부셰르 원자력 핵발전소 및 중국 1천여 개 주요 
산업시설 비롯 여러 국가에 감염 확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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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qu 

: Symantec이 보고서를 쓸 당시 발견된 감염 분포 

: 후에 다른 보안회사에서 보고된 감염 분포 

CrySyS Lab  :  부다페스트 대학의 통신 연구소  

C&C : Command & Control Server 

유럽의 한 회사가 CrySyS에 보안 사고 분석 요청  
 
설계 방식, 내부 구조 등이 Stuxnet과 아주 유사 
  
하지만,  
 
Stuxnet이 시스템의 통제권을 획득이 주 목적이라면 
 
Duqu는 시스템의 정보 수집이 주 목적 

2011년 9월 

• Infostealer 

키로깅, 스크린샷,  프로세스, 윈도우 버전,  

시스템 정보획득,  공유폴더 및 네트워크 정보 

• Recon Module 

사용자 계정, PID, 시간 정보,  

네트워크 어댑터 정보 등 탈취 

• Lifespan Module 

30일 활동 이후 자동적으로 감염흔적 삭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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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WIper (Flame, Flamer) 
 

듀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공격 툴킷 
 
• 시스템이 감염되면 : 

 네트워크 트래픽을 스니핑 
 Screenshots 을 통한 정보 수집 
 키보드 입력 정보 수집 
 오디오 대화 기록 수집 
 Command-and-Control 서버로의 링크를 통해 제어권 획득 

2012년 5월 

• 블루투스 기술이 사용되어 휴대폰이나 노트북 컴퓨터의 정보도 수집 가능 
 
• 용량이 6~20 메가바이트로, 몇 백 킬로바이트에 불과한 일반 악성  

소프트웨어에 비하면 매우 큰 용량 
 
듀큐에 비해서 더 넓은 타겟 

  학계, 민간 기업, 개인의 컴퓨터 등을 포함한 공격 

이란,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등 7개 국가에서 확인 

정보를 수집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정부에서 개발된 사이버 전쟁의 수단으로 예측 

< Symantec 보안 관리자 (올라 콕스) > 

스니핑(Sniffing) :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흘러다니는 트래픽을 엿듣는 도청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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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ss 

  2012년 6월  
스턱스넷 류의 악성코드 

공격 대상 시스템에서만 정보수집 
웹 브라우저 인젝션 이후 사용자 세션을 가로채는 기법을 사용 

사용자 암호, 브라우저 쿠키 및 히스토리 수집 

감염된 PC에서 네트워크 정보, 프로세스, 폴더, BIOS와 CMOS 

정보들 수집 

 

paypal, mastercard, eurocard, visa, americanexpress, 
bankofbeirut, eblf, blombank, byblosbank, citibank, 
fransabank, yahoo, creditlibanais, amazon, facebook, 

gmail, hotmail, ebay, maktoob 

쿠키를 검색해서 쿠키 중 다음 문자열이 있는지 검색 후  
웹 페이지 접속 시에 사용자 암호 추출 

피해사례 분포 자료를 보면  

레바논, 이스라엘, 파키스탄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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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공격 악성코드 

2011 
9월 

Duqu 

2012 
5월 

sKyWIper 
(Flame,Flamer) 

2012 
6월 

Gauss 

Stuxnet 

2010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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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기간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 

전력 기간망의  
중요성 

• 전력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전력망은 교통·항공·의료 등 국가 
주요 산업기반 시설과 연계 
 

• 전력망의 피해는 전체 산업기반
시설에 연쇄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Stuxnet과 같이 전력 기간망을 목표로 하는 APT 공격 비율 증가 예상! 

전력 기간망에  
대한 공격 

• 대규모 정전으로 인한 국가적 피
해 유발 가능 
 

• 전력 기간망을 통한 국가산업기
반시설에 대한 공격 
 

• 실제 Stuxnet(2010), Duqu(2011)
와 같이 제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APT 공격이 증가하고 있음 



전력 제어 시스템 소개 및 특성 
- EMS-SCADA 네트워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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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기간망 통신 인프라 구성도 

출처 : 한국전기연구원 

MTU : Master Terminal Units 
RTU : Remote Terminal Unit 
IED : 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DNP : Distributed Network Protocol 
ICCP : Inter-Control Center  
         Communications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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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기간망  
통신 인프라 구성도 

출처 : IEC 62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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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기간망 통신 인프라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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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기간망 통신 프로토콜의 변화 방향 

 

Communication Parts Current Future 

EMS ↔ RTU(Power Plant) 
• DNP3 
• IEC 60870-5-104 

• MMS(IEC 61850) 

EMS ↔ RCC SCADA 
• ICCP (IEC 60870-6) 
• HDLC 

• ICCP (IEC 60870-6) 

RCC SCADA ↔ SCC SCADA 
• HDLC 
• TCP/IP 

• ICCP (IEC 60870-6) 

(RCC/SCC) SCADA ↔ Substation 
• DNP3 
• IEC 60870-5-104 
• Harris 

• MMS(IEC 61850-90-2) 

Substation Internal 
• DNP3 
• IEC 60870-5-103/104 

• MMS/GOOSE(IEC 61850) 

DNP3와 ICCP의 향후 IEC 61850으로의 변화 방향? 

DNP3는 향후 IEC61850-8(MMS, GOOSE)로 대체될 것.  

다만, IEC61850으로 완전히 대체되기 이전 DNP3와 IEC61850이 함께 쓰이는 경우에 있어서,  

DNP3와 MMS 간의 정보 mapping 방법에 대해 IEC61850-80-1에서 기술.  

ICCP는 IEC61850과 대응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control center 간 통신에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임.  

IEC 61850에서는 Substation 간의 통신(61850-90-1) 및 Substation-Control Center 통신(61850-90-2) 만을 정의 

 

※ 아래 표에서 EMS, RCC/SCC SCADA 는 IEC61850 에서 말하는 Control Center 에 대응함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DNP3와 IEC60870-5는 조금 다른 반면, ICCP와 IEC60870-6은 같은 듯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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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의 원동력인 전기를 경제적으로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력설비를 감시 · 제어하며,       

계통 해석(상태추정, 전압/무효전력 배분 등), 모의훈련 기능을 수행하는 IT기반의 종합 전력 에너지관리 시스템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소개 

EMS 개요 

EMS 구성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원격에 위치한 설비를 제어하고 원격지 설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장치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취득하는 시스템 

AGC(Automatic Generation Control):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대상 발전기의 출력을  

        가장 경제적이며 안정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 

DSO(Distribution System Operator): 

        발전계획, 경제급전, 최적화급전계획 등 EMS 운영 및 관리 

NA(Network Analysis): 

        현재 계통상태의 평가 및 이에 대한 알람과 같은 계통 운영 정보 제공 

DTS(Dispatcher Training Simulator): 

        EMS 기능 학습, 계통 정전 등 고장 시나리오에 의한 복구 훈련에 활용 조명설비학회지, 21권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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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소개 

(Telemetry Front End) 

(Open Access Gate) 

출처 : K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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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발전기, 변압기, 개폐기 등 전력설비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설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여러 데이터를 취득 및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어 시스템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소개 

전력 SCADA 개요 

전력 SCADA 기능 
자료취득:               

        원격지에 설치된 장비의 운전상태를 취득하는 기능으로 RTU(Remote Terminal Unit)  
        통신과 RCC(Regional Control Center)통신으로 구분 

자료처리: 
        장비로부터 취득된 Analog Data / Status Data / Pulse Accumulator Data / Calculated 
        Data 자료를 처리하는 기능 

원격제어: 
        현장의 전력설비를 제어하기 위한 기능으로 개폐기 조작에 사용하는 SBO(Set Before 
        Operation)과 발전기 출력제어와 변압기 제어에 사용되는 DO(Direct Operation)으로 구분 

SOE(Sequence of Event recoding): 
        개폐기에서 발생한 Event 내역을 millisecond 단위로 기록하여 전력계통 사고내역  
        확인에 사용 

자료저장: 
        전력계통에서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Real-time SCADA data 저장 /  
         SCADA function Replay / Historical Data Recording & Retrieval 기능 제공 

FEP : Front End Processor 
PLC :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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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소개 

전력SCADA 기능 구성 
출처 : K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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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제어 시스템 환경의 기존 보안 취약점 

네트워크 구조적 보안 취약점 

기존 제어 네트워크의 경우 상용 네트워크와 분리되어 운영되어 강력한 access control이 보장되었으나, 오늘날의 경

우 제어 네트워크와 상용 네트워크 간 연결점이 생김에 따라 더 이상 보장할 수 없게 됨 

SCADA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 손쉽게 공격 경로 습득 가능 

 

물리적 연결에서의 보안 취약점 

원격 장비와 제어 센터간의 통신 연결에서 무선연결을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의 데이터 누출 가능성 존재 

전화망을 사용한 통신에서 적절한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HMI에 접근 가능성 존재 

 

RTU 및 IED에서의 보안 취약점 

디바이스 탈취, 파괴 등 물리적인 보안 위협 

RTU와 IED의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본 패스워드 사용 

 

프로토콜 보안 취약점 

EMS 및 SCADA에서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DNP3, ICCP 등) 별 다양한 보안 취약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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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네트워크는 SCADA 시스템에 기반해 구성 

SCADA 네트워크 통신은 일반적으로 주기적∙규칙적 특징을 보임 [1][2][3] 

따라서, 일반적인 IT 환경에 비해 비정상 탐지(Anomaly Detection)의 적용이 용이 

정상 행위 기반 학습이 용이하며, FAR(False Alarm Rate)을 낮출 수 있음 

 

전력 제어 시스템의 네트워크 특징 – 트래픽 특성 

SCADA vs. Typical IT 

SCADA Typica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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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제어 시스템의 네트워크 특징 – DNP 프로토콜 

DNP3 

DNP3 

2010년 7월, DNP Technical Committee와 IEEE가 IEEE Std 1815TM-2010을 통해 DNP3를 발표 

2012년 10월, IEEE Std 1815TM-2012를 통해 DNP3의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 되며 DNP3 Secure Authentication v5   

포함 
 

DNP Secure Authentication 

2007년 DNP 사용자 그룹은 Authentication과 Integrity를 위해 초기버전의 DNP Secure Authentication을 발표 

DNP Secure Authentication은 Application layer에서 동작하며 HMAC(Hash-b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 

사용 

2011년 12월, dnp.org에서는 DNP Secure Authentication version 5를 발표 

• 점차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 

• 보안 정보 교환 중에 발생 가능한 communication interrupt 문제 보완 

• 원격 key-management 기능을 추가하여 원격에서 보안 키 관리 가능 
 

DNPSec 

2005년 12월, 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confidentiality integrity, 그리고 authenticity를 위해 DNPSec 발표 

Authentication과 Integrity를 체크하기 위해 CRC 사용 

Confidentiality를 보장하기 위해 각 Frame을 암호화 

DNPSec은 Data-link layer에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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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제어 시스템의 네트워크 특징 – DNP 프로토콜 

DNP3 

Digital bond에서 발표한 DNP3의 보안 취약성 (2010년 최신 업데이트 발표) 

Disable Unsolicited Responses – 필드 디바이스가 중요 이벤트에 대한 알람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함 

Non-DNP3 Communication on a DNP3 Port – HMI 또는 control server의 PLC 통신 연결이 공격자에 의해 도청 

Unsolicited Response Storm – Control server 또는 제어 책임자가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대량의 response 전송 

Cold Restart from Authorized Client – DNP3 server가 전원관리 관련 명령어 패킷을 보내도록 함 

Cold Restart from Unauthorized Client – DNP3 server가 전원관리 관련 명령어 패킷을 보내도록 함 

Unauthorized Read Request to a PLC – 인가 받지 않은 DNP3 client가 PLC나 필드 디바이스의 정보를 읽는 것을 시도 

Unauthorized Write Request to a PLC – 인가 받지 않은 DNP3 client가 PLC나 필드 디바이스에 정보를 쓰는 것을 시도 

Unauthorized Miscellaneous Request to a PLC – 인가 받지 않은 DNP3 client가 정의되지 않은 request 전송 

Stop Application – DNP3 server의 application을 중지시킴 

Warm Restart – PLC나 필드 디바이스를 강제로 초기화하여 설정 정보와 이벤트 정보를 삭제 

Broadcast Request from an Authorized Client – PLC 또는 DNP3 server 네트워크에 broadcast를 요청하여 DoS공격 

Broadcast Request from an Unauthorized Client – PLC 또는 DNP3 server 네트워크에 broadcast를 요청하여 DoS공격 

Points List Scan – 정보 수집 단계에서, 공격 가능한 DNP3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 

Function Code Scan – 정보 수집 단계에서,  공격 가능한 DNP function code에 대한 정보를 수집 

Time Change Attempt – 필드 디바이스의 시간 정보를 변경 

Failed Checksum Error – Checksum 검사를 무효화 시켜 integrity를 보장할 수 없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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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제어 시스템의 네트워크 특징 – ICCP 프로토콜 

ICCP 

ICCP(TASE.2) 

ICCP는 WAN을 통해 utility control center, utility, power pool, regional control center, 그리고 non-utility 

generator 간의 데이터 교환을 제공하기 위해 Utility organization에서 사용 

 

 

 

 

 

 
 
 

Secure ICCP (SISCO) 

Secure ICCP는 IEC 62351-3과 IEC 62351-4에 기반 

• IEC 62351-3 : Use of TLS for encryption 

• IEC 62351-4 : Application Authentication for MMS based profiles 

1997년부터 Secure ICCP가 사용 가능 

2003년부터 SCADA/EMS 벤더와 협력 

2006년 4월, “Secure ICCP certificate recommended guidelines V3.0”가 발표 

IEC TC 57 
WG 07 

EPRI 
UCA 

TASE.2 (=ICCP)  <1997> 
Tele-control Application Service Element 2 

ELCOM, TASE.1 - <1992> 

IDEC 
WSCC 

Consultants 
SCADA vendors Utilities 

IEC 870-5-101 

<1991> 

UCA :  Utility Communication Architecture 
EPRI :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IDEC : Inter-Utility Data Exchange Consortium  
WSCC : Western States Coordinating Council 
MMS : Manufacturing Message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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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제어 시스템의 네트워크 특징 – ICCP 프로토콜 

ICCP 

Digital bond에서 발표한 ICCP 보안 취약성 (2006, 2007년 발표) 

ICCP - LiveData ICCP Server heap buffer overflow vulnerability 

ICCP - LiveData ICCP Server HTTP/SOAP Heap Overflow Vulnerability 

        Heap overflow를 통해 memory access violation을 발생시켜 공격자는 서버에서 자신의 코드를 실행하고, 원격으로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 할 수 있음 

ICCP - LiveData ICCP Server COTP Vulnerability 

        ICCP는 다음 그림과 같은 프로토콜 스택으로 구성되는데 

      정상적으로 TPKT Connection을 만든 뒤, 잘못된 COTP 패킷을 

      전송하여 LiveData ICCP server에 crash를 유발 

 

COTP : Connection Oriented Transport Protocol  
GOOSE : Generic Object Oriented Substation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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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제어 시스템의 네트워크 특징 – 기타 프로토콜 

제공 서비스 적용 프로토콜 보안관련 사항 

Remote Desktop RDP 
VPN 또는 IPSec 옵션 사용 가능 
Windows O/S에서는 encryption(RC4)과 authentication 지원 

Time 
Synchronization 

NTP NTPv3에서는 Key management를 위해 autokey 사용하여 보안성 제공 

Control Center 
Communication 

ICCP 
VPN 사용 가능 
IEC 62351-4에서 end-to-end 보안 관련사항을 다룸 

Control Center 
And Substation – 
Control center 
Communication 

DNP3 
DNP Secure Authentication 또는 DNPSec 등 DNP3의 보안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사용 

Network 
Management 

SNMP SNMPv3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안 제공 

File Transfer FTP FTP 대신 SFTP를 사용하여 보안성 확보 

EMS 및 SCADA 등 전력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다음 테이블과 같음 

각 프로토콜 별로 보안을 위한 옵션 및 권고사항이 IEC 62351-10에 명시되어 있음 

RDP : Remote Desktop Protocol 
NTP : Network Time Protocol 
SNMP :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전력 제어 시스템 침입탐지 
- Casestudy : Substation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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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SE, MMS 등의 IEC61850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자동화 변전소 네트워크 

SA 변전소 전력 네트워크 패킷 수집 

IEC 61850 Network for Sub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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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Protocols 

SA 네트워크 Traffic 분석 : Using Protocols 

Physical Medium 

Ethernet (ISO/IEC 8802-3) 

IP 

GSSE 
Specific 

UDP TCP 

Time 
Sync MMS Modbus* 

(Modbus-TCP) 
GSSE* GOOSE Sampled 

Values* 

Direct 
Mapping 

Time-Critical Protection control schemes of the substation 

DNP* 
Application 

DNP Pseudo 
Transport 

Layer 

Physical Medium 

* 캡쳐된 패킷에는 존재하지 않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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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벤트(Command, Alarm, Indication)를 Message로 빠르게 전송하기 위한 메커니즘 

하나의 IED에서 전송한 GOOSE message는 여러 대의 IED에서 수신(Publisher/Subscriber 방식의 Multicast) 

Switchgear의 tripping, Disturbance Recorder의 가동, Interlocking 위치 표시 등에 사용 

Time Critical 한 메시지로 4ms 이내에 통신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Ethernet layer 위에서 서비스 됨 

GOOSE 개요 

GOOSE Subscriber/Publisher Model 

SA 네트워크 Traffic 분석 : GOOS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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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SE Packet Formats 
( (m ≤ 1492) 

SA 네트워크 Traffic 분석 : GOOS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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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SE 암호화 기술 적용의 취약성 

- GOOSE 는 Multicast 방식으로 다른 IED들에게 trip, interlocking, status 신호 등 알람, 상
태 및 제어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패킷 
 

- IEC 62351-6에서는 GOOSE에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반의 메시지 인증을 권고하지만, 
GOOSE 허용 지연이 매우 짧은 시간을 요구해 실제 적용의 어려움 존재 

Latency = ta+tb+tc = 4ms 이내 
암호학적 기법 적용 tb > 최소 8.3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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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또는 어플리케이션 종류에 독립적으로 실시간 데이터 및 제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 메시지 형식 

및 프로토콜 정의 (ISO 9506)  

Fault record, event record, measured value 등 대부분의 운영정보를 표준화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전송  

실제 디바이스를 가상화하기 위한 VMD Model 적용 

MMS(Manufacturing Message Service) 개요 

SA 네트워크 Traffic 분석 : MMS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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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 Communication Stack 

Association Control Service Element, ISO 8649/8650, N5265, N2327 

COTP (ISO 8073) 

TPKT (RFC 1006) 

ISO 8802-3 

Ethernet 

ISO 8802-2 Type1 

IP (RFC 791) 

TCP (RFC 793) 

ISO 8326/8327 

Abstract Syntax Notation, ISO 8822/8823, 8824/8825 

MMS (ISO/IEC 9506) 

Physical 

MAC 

Link 

Network 

Transport 

Session 

Presentation 

Application 

SA 네트워크 Traffic 분석 : MMS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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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모델 전체 개요 

SA 이상 징후 탐지 모델 : Learning Model 

Packet 
Capture 

Files 

Create Data Set #1~6 

#1 
MMS 
Single 

#2 
MMS 
Flow 

#3 
MMS 
Slide 

#5 
GOOSE 
Flow 

#4 
GOOSE 
Single 

Pre- 
processing #1 
 

Pre- 
processing #2 
 

Preprocessing ① 

 Data Set(# 1~6) 추출 

 libsvm format Conversion 

 Feature Selection  

Preprocessing ②  

 String to Numeric 

 Normalization 

#6 
GOOSE 
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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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lustering 

학습 모델 전체 개요 

SA 이상 징후 탐지 모델 : Learning Model 

#1 
MMS 
Single 

#2 
MMS 
Flow 

#3 
MMS 
Slide 

Clustering – EM Algorithm 

 각 Data Set에 대해 major cluster

에 속한 packet 추출 

Classification – SVM Algorithm 

 One-class SVM Algorithm  

 Error Tolerance = 0.01 

학습 엔진 #2 

학습 엔진 #1 

#1 
MMS 
Single 

#2 
MMS 
Flow 

#3 
MMS 
Slide 

#5 
GOOSE 
Flow 

#4 
GOOSE 
Single 

탐지모델 #1 탐지모델 #2 탐지모델 #3 

탐지모델 #4 탐지모델 #5 

탐지 모델 도출 

 6가지 Data Set 각각에 대한 탐지 

모델 도출 

#6 
GOOSE 
Slide 

#6 
GOOSE 
Slide 

탐지모델 #6 

#5 
GOOSE 
Flow 

#4 
GOOSE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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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모델 전체 개요 

SA 이상 징후 탐지 모델 : Learning Model 

오프라인 학습 

 수집된 pcap 파일로 부터 MMS, 

GOOSE Packet Data Sets 추출 및 

Preprocessing 

온라인 탐지 

 온라인 실시간 packet capture 파일

로 부터 data sets 추출 

 Preprocessing 

 SVM 탐지 모델과 비교하여 비정상 

행위 탐지 

 Log  

 

Anomaly 
Detection 

Packet 
Capture 

Files 

Preprocessing #1 

Preprocessing #2 

탐지모델 #1 탐지모델 #2 탐지모델 #3 

탐지모델 #4 탐지모델 #5 

Detection Engine 

Log Alarm 

탐지모델 #6 



국내외 전력 제어 시스템 IDS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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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도 기관 연구분야 내용 

미국 2006 SRI International 
SCADA 
침입탐지 

• Using Model-based Intrusion Detection for SCADA Networks 
• Modbus TCP를 사용하는 SCADA 네트워크에서의 침임 탐지를 위한 3가지 Model-based 

techniques 개발 
• 3 Model based techniques 
        - Protocol-Level Model 
        - Expected Communication Pattern Model 
        - Learning-Based Model 

미국 2006 
University of 
Tennessee 

SCADA 
침입탐지 

• Anomaly-Based Intrusion Detection for SCADA Systems 
• Auto Associative Kernel Regression과 Statistical Probability Ratio Test 방법을 사용하여 시그니

쳐 기반 및 비정상행위 기반 탐지 방식을 사용하는 탐지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모의 SCADA 시스
템 환경에서 적용 

미국 2009 SRI International 
SCADA 
이상징후
탐지 

• Communication Pattern Anomaly Detection in Process Control Systems 
• 패턴 기반 탐지(Pattern-based anomaly detection)에서 송∙수신 IP/Port 번호를 기반으로 생성
된 패킷 패턴을 패턴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pick-winner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상 패킷 탐지 

미국 2010 
Industrial 
Defender 

SCADA 
이상징후 
탐지 

• Experience with Network Anomaly Detection on Industrial Networks 
• 산업제어 네트워크에서의 Whitelist rule 기반 이상징후 탐지 연구 
• IP 주소, TCP/UDP port 정도의 간단한 whitelist를 통해 실제 산업네트워크에서 적용 실험 
• 100개 이하의 host가 존재하는 작은 규모의 network 에서는 수동으로 간단한 whitelist rule 작성
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network에서는 자동으로 rule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 

미국 2010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SCADA 
Outlier 
탐지 

• Detect Abnormal SCADA Data Using State Estimation Residuals 
• SCADA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BAC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tate estimation 

residual의 가외치를 구해 조작된 SCADA 데이터를 탐지하는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IEEE 118-bus 
시스템을 대상으로 테스트하였고 성능을 검증 

국외 연구 

제어시스템(SCADA) 비정상 행위 및 침입 탐지 관련 국외 연구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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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도 기관 연구분야 내용 

미국 2010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SCADA 
침입탐지 

• On  SCADA  Control  System  Command  and  Response Injection  and  Intrusion  Detection  
• MODBUS, DNP3, EtherNET/IP 등 일반적인 제어 시스템 통신 프로토콜에서 인증 결여를 이용한 

command injection, data injection, denial of service attack의 set 개발 
• 제어 시스템의 물리적 특성에서 파생된 입력 특징을 포함하는 신경 네트워크 기반 IDS에 대한 침
입 탐지 결과를 제시 

미국 2011 

Autonomic 
Computing 
Lab at the 

University of 
Arizona 

SCADA 
테스트 
베드 

• A Testbed for Analyzing Security of SCADA Control Systems 
• SCADA 시스템에서 각종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연구하고 실험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제안하였으며 탐지율, 허위경보, 기술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이용하였다. 논문의 실험에
서 Autonomic Software Protection System 기술(자체기술)을 이용하여 DoS공격과 HMI대상 공
격에 대해 탐지 

미국 2011 
Michigan 

Technology 
university 

SCADA 
이상행동 
탐지 

• Anomaly Detection for Cybersecurity of the Substations 
• 전력망에 중요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사이버 침입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여, 전화선, VPN, 무선 등 다양한 통신 방법으로 변전소와 외부가 연동되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
고 이러한 통신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변전소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침입에 대한 이상행동 
탐지(Anomaly Detection) 알고리즘을 제안했고, IEEE 118-bus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
션을 통해 알고리즘의 신뢰성 및 유효성을 입증 

미국 2012 
Texas A&M  
University 

SCADA 
침입탐지 

• Bloom Filter based Intrusion Detection for Smart Grid SCADA 
• Modbus Function Codes 및 Data Sequences 를 바탕으로 Bloom Filter를 적용해 이상 탐지 
• HIDS(Host based Intrusion Detection System)이며, 제어 장치들의 성능 문제를 고려해 메모리 공

간과 탐지 수행 속도 단축 

국외 연구 

제어시스템(SCADA) 비정상 행위 및 침입 탐지 관련 국외 연구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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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도 기관 연구분야 내용 

네덜 
란드 

2010 
University of 

Twente 
SCADA 
침입탐지 

• Intrusion Detection in SCADA Networks 
• SCADA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가정하에 network flow사이의 normal traffic 모델

링을 통한 IDS 제시 
• IDS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Anomalous Traffic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Anomalous flow에 
대한 이미 알려진 Flow-based 모델링 방법에 대한 조사를 수행(Survey) 

아일 
랜드 

2011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cs at 

University 
College 
Dublin 

SCADA  
침입탐지 

• Detecting Cyber Intrusions in SCADA Networks Using Multi-Agent Collaboration 
• 전력망 SCADA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종류의 트래픽이 생산/유통 되므로 한 종류의 IDS로 커버하
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다중 에이전트를 통한 분산 침입탐지 시스템의 적용을 제시 

• 근래에 회자되는 제로데이 공격 등의 정교한 공격은 탐지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CADA network에서 이상 행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Multiple agent of anomaly detectors와 지
역사회 협력에 근거한 분산 침입탐지 시스템(DIDS)을 제안 

영국 2003 
University of 

London 

SCADA  
이상행동 
탐지 

• Safeguarding SCADA Systems with Anomaly Detection 
• SCADA System에서 공격이나, 실수에 의해 발생되는 bad values에 대한 anomaly detection을 통
하여 보안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 제시 

• Invariant induction과 n-gram anomaly-detectors의 성능을 비교하고, Bayesian network를 사용
한 anomaly detecting technique들과 통합하여, Anomaly Detection의 미래 지향적인 계획 제시 

캐나다 2010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SCADA 
침입탐지 

• An Intrusion Detection System for IEC61850 Automated Substations 
• IEC 61850환경의 IED(node), LAN, WAN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을  분류하고 공격자가 

Authorized host를 take over하여 권한을 획득한 경우 Firewall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traffic이나 behavior를 모니터링하여 수상한 점이 있는지 관찰하여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Rule을 제안하여 자동화 변전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침입 탐지 시스템의 사용을 제시 

국외 연구 

제어시스템(SCADA) 비정상 행위 및 침입 탐지 관련 국외 연구 – 그 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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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bus TCP 네트워크에서의 Model-based 이상 징후 탐지 기법 제시 

3가지 이상 징후 탐지 Model (Protocol-level Model, Communication Pattern Model, Learning-based Model) 제시 

미국 SNL(Sandia National Laboratories)의 SCADA Testbed에서 제안 모델 기법을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로 Model-

based 기법이 SCADA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임을 밝힘 

(1) Protocol-level Model 

Modbus 장치 별로 사용 가능한 Function Code 집합 규정 

Modbus 프로토콜 specification에 기반해 Cross-field 관계를 가지는 규칙 규정 

• Ex) Function Code 가 ‘1(read coil)’ 인 경우, length field 값은 항상 6임 

(2) Communication Pattern Model 

IP 주소, TCP 포트 번호를 기반하여 연결 가능한 통신 집합 규정 

(3) Learning-based Model 

Modbus Function Codes를 이용해 Bayesian Network를 구성하고, 조건 확률 관계를 이용해 이상 징후 탐지 

 

(2007) Using Model-based Intrusion Detection for SCADA Networks  

국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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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의 이상 징후 탐지 기법 제시 

Pattern-based Anomaly Detection 

Flow-based Anomaly Detection 

Pattern-based Anomaly Detection 

기존의 pattern anomaly detection 기법 중 하나를 적용[7] 

• 송∙수신 IP 주소, Port 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된 pattern 이용 

 

 

 

 

 

Flow-based Anomaly Detection 

Flow 별로 특정 시간 간격으로 패킷의 평균 바이트 크기 및 평균 inter-arrival 

시간을 측정한 후, 기 만들어진 정상 모델과 비교하여 이상 탐지  

 

(2009) Communication Pattern Anomaly Detection in Process Control Systems [4] 

Algorithm to pick winner :  Adaptive Modification of the 
winning pattern : 

Anomaly Detection : 

국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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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bus Function Codes 및 Data Sequences 를 바탕으로 Bloom Filter를 적용해 이상 탐지 

HIDS(Host based Intrusion Detection System)이며, 제어 장치들의 성능 문제를 고려해 메모리 공간과 탐지 수행 

속도를 단축 

제어시스템 운영 상태에 따라 다른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Normal State 

Restorative State 

Emergency State 

 

Training Set에 존재하지 않는 Test 샘플에 대해서는 탐지가 어렵다는 단점 존재 

모든 정상 행위를 포함하는 화이트리스트를 규정하여 사용할 때, 메모리/속도 측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용가능 

(2012) Bloom Filter Based Intrusion Detection For Smart Grid SCADA [11] 

국외 연구 



국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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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EC 62351 표준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2012) 제어시스템 취약성 모델링 및 정량화 기술 연구 

(2012-2013) 제어시스템 네트워크에서의 Whitelist 기반 이상징후 감시 경보를 위한 사이버 공격 유형 분류 연구 

(2013) IEC 61850 기반 디지털 변전소에서의 침입탐지 방법 연구 

(2013) EMS-SCADA 환경의 DNP 및 ICCP 프로토콜 보안 취약성에 관한 연구 

(2014) IEC 61850 기반 APT 공격 대응 방안 기술 연구 

(2014) 61850 이기종 연계 구간 보안 아키텍쳐 수립에 관한 연구 

(2014) EMS-SCADA 비정상행위 탐지에 관한 연구 

그 외 전력 제어 시스템 보안 연구 다수 진행 중 

 

 

주요 연구 

Research in Ajou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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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내용 

IEC 62351 보안 표준의 분석 국내외 연구 동향 조사 

제어시스템 장비에 대한 security measure 추가 방안 연구  

• 새로운 제품 설계 시 보안 측면을 고려하여 제작하는 방법(IEC 62351 표준 적용) 

• 기존 제품을 수정하여 보안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  

• 기존 제품 외부에 추가적인 보안 장치를 연결하는 방법 (BITW 방식) 

 

새로운 제품 설계 시 보안 측면을 고려하여 제작하는 방법 (IEC 62351 표준 적용) 

제품 설계 시점부터 IEC 62351 및 NERC CIP 등의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는 방법 

ABB, AREVA, Siemens 등 국외 주요 벤더들은 이미 IEC 62351 Part3~6을 적용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향후 제작되는 제품들에 대해 보안 표준을 적용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음 

 

기존 제품을 수정하여 보안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  

기존 제품에 보안 모듈을 탑재하거나, S/W upgrade를 통해 보안 기능 추가 

S/W upgrade 등이 용이하지 않은 제품, 환경에서는 적용이 어려움 

시스템 성능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012) IEC 62351 표준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Research in Ajou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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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W(Bump-In-The-Wire) 방식을 이용한 통신에서의 암호화 및 인증 메커니즘 제공 

기존 디바이스들 간 통신선로 사이에 추가적인 보안 장치를 연결함으로써 보안 채널을 형성하는 방식 

AGA-12, IEEE p1686-2007, IEEE p1711-2010와 같은 표준에서 이와 유사한 BITW 방식의 적용 방안 제시 

2007년, 미국 Sandia 국립연구소에서 진행한 OPSAID(Open PCS Security Architecture for Interoperable Design) 연

구에서도 유사한 연구 진행 

디바이스의 수정이 필요 없어 기존 네트워크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기기의 성능저하 문제를 최소화 

 

 

 

 

(2012) IEC 62351 표준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Research in Ajou Univ. 

※  DOE/NSTB OPSAID 
Application for Secure 
Process Control Systems 

<BITW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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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내용 

제어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공격 및 오동작 유형 분류 및 특징 추출 

• 이상징후 유형에 따라 15개 그룹, 113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 

 Whitelist 기반 탐지 모델 연구 

• Whitelist 규칙 위배 항목들과 일치하는 이상징후 요소를 검사하여 탐지 및 경보 

 

 

Whitelist 기반 이상 징후 탐지 개요 

기존 whitelist 관련 기법의 경우, whitelist에 

어긋나는 traffic에 대한 차단 이후 관리자에게 

추가적인 공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불가 

연구로 도출된 사이버 공격 유형 분류 기법을 

이용해 whitelist 규칙과 관련 공격을 연관 

시킴으로써 사이버 공격 탐지 및 정보 제공 

 

 

(2012 - 2013)  제어시스템 네트워크에서의 Whitelist 기반 이상징후 감시 경보를 위한 
                    사이버 공격 유형 분류 연구 

Research in Ajou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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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및 오동작 분류 

15개 그룹, 113개 세부 유형 

 

 

(2012 - 2013)  제어시스템 네트워크에서의 Whitelist 기반 이상징후 감시 경보를 위한 
                    사이버 공격 유형 분류 연구 – cont’d 

Research in Ajou Univ. 

카테고리 그룹 유형 

네트워크 접근제어 설정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그룹1) Unauthorized Network Access 9개 

 (그룹2) Unauthorized Communication  3개 

 (그룹3) Unauthorized Service 8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그룹4) Buffer Overflow 8개 

 (그룹5) Invalid Input Value  3개 

프로토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SCADA 

Protocol 

 (그룹6) Modbus Protocol Attack 16개 

 (그룹7) DNP3 Protocol Attack 19개 

 (그룹8) GOOSE Protocol Attack 2개 

 (그룹9) MMS Protocol Attack 3개 

 (그룹10) ICCP Protocol Attack 3개 

TCP/IP  

 (그룹11) TCP/IP – Spoofing 2개 

 (그룹12) TCP/IP – Scanning 9개 

 (그룹13) TCP/IP – Others 6개 

Flooding 공격  (그룹14) Flooding  14개 

오동작  (그룹15) Fault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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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3)  SCADA 네트워크에서의 Whitelist 기반 이상징후 감시 경보를 위한 사이버공격                 
                    유형 분류 연구 – cont’d 
 
 

Research in Ajou Univ. 

(Whitelist 기반 탐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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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 Ajou Univ. 

(2012) 제어시스템 취약성 모델링 및 정량화 기술 연구 

주요 연구 내용 

CVSS, MTTC, VEA-bility 등 기존 취약성 정량화 기법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스마트그리드 ICN의 취약성 정량화를 위한 네트워크 및 Attack Graph 모델링 

스마트그리드 ICN 구성요소별 취약성 개별 분석 및 연관성 분석을 활용한 취약성 정량화 알고리즘 연구 

 

 

대표적 취약성 정량화 기법인 CVSS(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 

CVSS는 시스템 취약점의 심각도를 계산하기 위한 metric 

Basic Metric, Temporal Metric, Environmental Metric의 3개 Metric과 

Formula로 구성되며, 세 개의 Metric에는 총 12개 항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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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 Ajou Univ. 

(2012) 제어시스템 취약성 모델링 및 정량화 기술 연구 

MTTC (Mean Time-To-Compromise) 기법을 이용한 정량화 방법 

공격자의 수준에 따라 공격대상 네트워크, 장비에 성공적으로 피해를 입히는데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을 구하는 방법 

측정에 사용되는 요소 

• 공격 대상 구역 안에서 각각 노드에 대한 취약성의 평균 개수 

• 공격자에게 공개되어 있는 취약점 공격 방법 수 

• NVD와 같은 취약점 DB에 기록된 취약점 수 

• 공격자의 숙련도 

• 예상되는 공격 시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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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 Ajou Univ. 

(2013) IDS for IEC61850 Substation Automation 

주요 연구 내용 

IEC 61850을 사용하는 자동화 변전소에서의 침입 탐지를 위한 학습 profiling 기반 IDS 연구 

MMS, GOOSE 패킷 전처리를 위한 3-phase preprocessor 개발 

EM, SVM 등 잘 알려진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탐지 모듈 개발 

 

Substation Network에서의 침입 탐지 모델 구조 

 

 

IED IED IED IED 

Backbone 
Switch 

IED 
Switch 

IED 
Switch 

Firewall 

IEC61850 
IDS 

Local 
HMI 

Substation 
Controller 

IED IED IED IED 

packet capture 

Packet 
Capture 

Files 

Preprocessing 
            - Packet Decoding 
            - Packet Selection 
            - Field Selection 
            - Normalization    

Log Alarm 

Detection Engine 

Detection 
Signature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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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 Ajou Univ. 

(2013) IDS for IEC61850 Substation Automation – cont’d 

학습 모델 생성 개요 

 

Preprocessing ① 

- Data Set(# 1~6) 추출 

- libsvm format  

- Feature Selection  

Preprocessing ② 

- Data Set(# 1~6) 추출 

- libsvm format  

- Feature Selection  

Clustering 

- EM algorithm을 이용한 

clustering 

- 각 data set 에서의 

major cluster 도출 

Classification 

- One-class SVM 

algorithm 사용한 학습 

모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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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암호화 적용방안  
TCP/IP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과 호환되어 사용되는 제어시스템 통신 프로토콜을 대상 

• Ex) DNP protocol over TCP/IP 
    ICCP protocol over TCP/IP   

보안이 지원되지 않는 TCP/IP 기반 제어시스템 통신 프로토콜의 취약점 분석 
• Ex) 게이트웨이, RTU ARP 캐시 테이블 변조를 이용한 ARP 스푸핑 공격(ARP 캐시 포이즈닝) 

TCP/IP 인터넷 프로토콜 보안을 지원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 통신 프로토콜 구상 
• Ex) SSL/TLS나 IPSec을 지원하는 DNP 프로토콜을 구상 
   SSL/TLS나 IPSec을 지원하는 ICCP 프로토콜을 구상 

 

Research in Ajou Univ. 
 
TCP/IP 기반 환경에서의 DNP 보안 

DNP with SSL/TLS  (OrionLX 社) ICCP Protocol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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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P3 프로토콜의 인증 암호화 적용 사례 참고 

 

Research in Ajou Univ. 
 
TCP/IP 기반 환경에서의 DNP 보안 

 

Key Transport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of  User 
Credentials 

Authentication of Master  to Outstation and  
Outstation to  Master 

Update Key 
Length (bits) 

AES-128 Key Wrap SHA-1-HMAC SHA-1-HMAC 128 

AES-256 Key Wrap SHA-256-HMAC SHA-256-HMAC 256 

AES-256 Key Wrap AES-GMAC AES-GMAC 256 

RSAES-OAEP-1024 / SHA-1 DSA SHA-1 (L=1024, N=160) SHA-1-HMAC 128 

RSAES-OAEP-2048 / SHA-256 DSA SHA-256 (L=2048, N=256) SHA-256-HMAC 256 

RSAES-OAEP-3072 / SHA-256 DSA SHA-256 (L=3072, N=256) SHA-256-HMAC 256 

RSAES-OAEP-2048 / SHA-256 DSA SHA-256 (L=2048, N=256) AES-GMAC 256 

RSAES-OAEP-3072 / SHA-256 DSA SHA-256 (L=3072, N=256) AES-GMAC 256 

Cipher Suites on DNP3 using Secure Authentication (IEEE1815-2012 참고) 

Key Exchange-Algorithm Key Exchange - Signature Encryption Hash 

TLS_RSA_ WITH_RC4_128_ SHA 

TLS_TSA_ WITH_3DES_EDE_CBC_ SHA 

TLS_DH_ DSS_ WITH_3DES_EDE_CBC_ SHA 

TLS_DH_ RSA_ WITH_3DES_EDE_CBC_ SHA 

TLS_DHE_ DSS_ WITH_3DES_EDE_CBC_ SHA 

TLS_DHE_ RSA_ WITH_3DES_EDE_CBC_ SHA 

TLS_DH_ DSS_ WITH_AES_128 SHA 

TLS_DH_ DSS_ WITH_AES_256 SHA 

TLS_DH_ WITH_AES_128 SHA 

TLS_DH_ WITH_AES_256 SHA 

 Cipher Suites on DNP3 using TLS (IEEE1815-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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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HMI SNTP 

IED IED IED IED 

Internal Bus 

Substation 

RCC SCADA SCC SCADA 

EMS 

N1 

N2 

N3 

N5 

RTU 

Power Plant 

IEC61850 Power Grid Network  Logical Components for Secure 
IEC 61850 Power Grid Network 

EMS Links(N4, N5) Security   

RTU RTU 

Network 
Monitoring 

SCADA Links(N2, N3) Security   

SA Internal(N1) Security   

Whitelist 
Filtering 

Anomaly 
Detection 

Mitigation 
Strategy 

Log & 
Analysis 

Network 
Monitoring 

Whitelist 
Filtering 

Anomaly 
Detection 

Mitigation 
Strategy 

Log & 
Analysis 

Network 
Monitoring 

Whitelist 
Filtering 

Anomaly 
Detection 

Mitigation 
Strategy 

Log & 
Analysis N4 

Central 
 Security Center 

Secure EMS 
Main System 

Authentication 
Management 

Whitelist 
Management 

Central 
Monitoring 

Integrated Log 
Management 

Cyber Attack 
Response 

Research in Ajou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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