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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스마트 그리드의 대두와 함께 원격 계측 및 제어를 위한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의 역할이 커지면서 IED의 통신시스
템에 대한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져 왔으나 비용 및, 개발용이성 등의 이
유로 여전히 보안성이 낮은 통신프로토콜을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계측 및 제어를 위한 IED와 서버 간 ModBus 통신 보안성을
향상시키고자 VPN을 적용하였다.

1. 서    론

스마트 그리드의 대두와 함께 원격 계측 및 제어를 위한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의 역할이 커지면서 IED의 통신시스
템에 대한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맞추어 보안성이 개선
을 위해 정보보안시스템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비용, 개발용이성, 플랜
트의 특성, 폐쇄망(closed network) 운영 등의 이유로 여전히
IEC60870-5-103, ModBus 등 보안성이 낮은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IED가 연결된 통신 네트워크가 인터넷과 연결된 공
용망에서 운영되도록 변화함에 따라 시리얼 프로토콜 기반의 제어장치
들이 프로토콜 컨버터 또는 gateway를 이용하여 이더넷환경에 연결되
고 있다. ModBus의 경우 북미와 유럽에서 7백만개 이상의 노드에서 사
용되고 있으나 시리얼 통신망과 같은 폐쇄망에서 사용을 전제로 설계되
었기 때문에 보안관련 기능이 없어 보안 취약점이 꾸준히 지적되었다.
산업용 시스템의 특성상 한번 설치된 시스템을 교체하고나 보안관련 유
지보수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취약점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력시스템이나 산업용플랜트의 계측 및 제어를 위해 IED로 구성된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의 정보보안
은 그림 1과 같은 분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그리
드와 같은 소규모 전력시스템에서 계측 및 제어를 위한 IED와 서버 간
ModBus 통신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IED-서버 간 VPN을 적용하였
다.

기술분야 목표 연구분야

침입감시
중요 제어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Ÿ 웜 공격 및 확산 방지

Ÿ 보안 관제시스템

위협분석
종합적인 보안관리 체

계구축

Ÿ OS/프로토콜 취약점 연구

Ÿ 위험분석도구 개발

정보보안
SCADA 시스템 정보

보안 기반기술 확보

Ÿ 암호 알고리즘 개발

Ÿ 방화벽, 회선용 암호장비

<표 1> 산업용 제어시스템(SCADA) 정보보안 [1]

2. 본    론

  2.1 ModBus 프로토콜
ModBus는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로 Modicon社가 1979년에 자사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용으로 처음 개발하였다. 사용이
쉽고 구현이 용이해 사실상의 업계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어왔으며 현재
는 TCP/IP 및 UDP로 확대되었고 소유권이 ModBus Organization으로
이관된 후 프로토콜이 개방되어 프로토콜을 포함한 개발관련 자료를 무
료로 사용할 수 있다. Modbus는 개발단계부터 산업용으로 개발되었고
개발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비트 또는 워드단위로 데이터를 다루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표 2> Modbus 프로토콜 종류

Modbus/RTU Modbus/ASCII Modbus/TCP

통신인터페이스 Serial Ethernet

통신방식 Master/Slave (Polling)

연결가능 장치수 247 무제한

데이터인코딩
16진수 ASCII 16진수

Big-endian

  2.1.1 ModBus 패킷(Packet) 구조
ModBus의 패킷의 기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1부터 127사이의 숫자
를 기능코드(Function)으로 사용하며 최대 256바이트의 길이를 갖는다.
MSB를 먼저 저장하는 Big-endian encoding이며 SlaveID를 통해 특정
디바이스를 지정한다. 마지막 2바이트를 에러 검사를 위해 CRC/LRC용
으로 사용한다. ModBus/TCP 패킷은 그림 2와 같이 전송에러를
TCP/IP 프로토콜이 관리하기 때문에 에러체크 비트가 빠진 것 이외에
시리얼용 패킷과 PDU로 구성된다.

<그림 1> ModBus 패킷 구조

<그림 2> ModBus/TCP 패킷 구조

ModBus는 Master-Slave 구조를 가지며 Master(Client)가 통신을 개시
하여 Slave(Server)에게 명령을 보내면 Slave는 이에 반응하여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고 이에 맞는 응답을 Master에게 회신하는 폴링(Polling)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 ModBus/TCP 통신

  2.2 ModBus 통신 보안
그림 1과 2에서 보이듯이 ModBus는 패킷을 암호화 하지 않고 Slave
가 명령을 보낸 Master를 인증하지 않기 때문에 수신한 데이터 패킷 내
IP 또는 SlaveID가 자신과 일치하기만 하면 Slave는 패킷 내 명령코드
(Fn)를 수행하고 해당 응답을 반환한다. ModBus 프로토콜 특성 상
SlaveID를 쉽게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에 IP만 알면 ModBus를 사용하는
IED를 제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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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VPN(Virtual Private Network)
VPN이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이용하여 사설망이 요구하는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한 망(network)으로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공중망을 공유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전용
선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많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VPN
은 터널링(tunneling) 프로토콜과 보안과정을 거치며 IP 및 라우팅 체계
의 비공개, 데이터 암호화, 사용자 인증, 접근권한제어 등이 가능하여 보
안성이 높다. IETE(Institution of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s)에서 표준화한 VPN 프로토콜은 PPTP, L2F, L2TP, GRE,
IPSec, MPLS, SSL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IED와 서버 간 remote
access용으로 VPN을 사용하므로 SSL-VPN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2.3 테스트 시스템
IED-서버간 VPN은 그림 4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IED부터
VPN 서버까지 터널이 구성되며 IED가 계측한 전압 값이 서버로
ModBus/TCP 프로토콜을 이용해 전송된다.

<그림 4> 테스트 시스템 구조 

<그림 5> 테스트 시스템 

<그림 6> VPN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의 ModBus/TCP 패킷

<그림 7> VPN 적용 후 데이터가 암호화 된 ModBus/TCP 패킷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ED-서버간 VPN 적용을 통해 ModBus의 보안 취약
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산업용 제어
시스템의 정보보안은 매우 광범위한 문제이므로 깊이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이 ModBus가 가지고 있는 보안 취
약점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저비용으로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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