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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제어시스템 (ICS)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발전, 가
스, 정유 시설과 같은 국가 기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사고는 인명 손실 및 대형 화재와 같이 재난 수

준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제어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ICS 환경을 

고려한 다 계층 방어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제어 망과 IT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 로그들을 통합된 환경에서 운영하

는 전략은 기반시설 침해사고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어 망에서 발생하는 보안 로그들

을 IT 환경에서 운영하는 SIEM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으로 전송 하는 방법으로 OPC 프로토

콜을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IEC 62443에서 정의하는 제어시스템 전 계층 (Level 0 ~ Level 4)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통합할 수 있는 보안 로그 서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Cyber threat targeting ICS (Industrial Control System) has indicated drastic increases over the past decade and Cyber 
Incident in Critical Infrastructure such as Energy, Gas Terminal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can lead to disaster-level 
accidents including casualties and large-scale fires.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cyber attacks targeting ICS, a 
multi-layered defense-in-depth strategy considering Control System Architecture is necessary. In particular, the centralized 
security log system integrating OT (Operational Technology) and IT (Information Techn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CS incident response plan. The paper suggests the way of implementing centralized security log system that collects 
security events and logs using OPC Protocol from Level 0 to Level 5 based on IEC62443 Purdue Model to integrate ICS 
security logs with SIEM (Security Information Event Management) operated in I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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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제어시스템(ICS, Industrial Control System)은 

전력, 가스, 수도, 정유 및 철강 등의 인프라 공정을 제어

하고 공정과 관련된 송수신을 처리하는 중앙 제어 컴퓨

팅 시스템 및 관련 기기들을 의미한다. 산업제어시스템

을 구성하고 있는 관련 구성 요소로는 분산 제어 시스템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SIS(Safety Instrument 
System) 및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 등이 해

당되며, 제어시스템은 국가 기반 시설 공정의 자동화와 

서비스 연속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2]. 과
거 대부분의 제어시스템 환경은 외부로 연결되는 네트

워크와 제어시스템 네트워크가 단절된 에어 갭

(Air-gap) 환경으로 인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였다. 하지만 최근 제조 산업 환경이 스마트 공장

으로 발전하면서 제어시스템과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는 구조로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기반 시설

을 목표로 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3] 대표적

인 공격 사례로는 이란 핵발전소를 마비시킨 스턱스넷

(Stuxnet),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시설을 공격한 TRISIS,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한 BlackEnergy 등이 있으며 

지능형 지속위협(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으
로 인한 공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

한 방안으로 침해사고 대응 및 실시간 보안 관제수행에 

필요한 제어 시스템 전 계층을 통합하는 보안 로그 서버 

구축 모델을 제시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에서는 제어시스템 로그 분석을 위한 국내외 선행 연구 

및 제어시스템 네트워크 구조가 정의된 국제 표준을 기

술하고, 3장에서는 ICS 데이터 전송용으로 사용되는 

OPC 프로토콜 소개와 이를 보안 로그 서버에 활용할 수 

있는 필드 정보들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제어시스템 

환경에서 통합 보안 로그 서버 구축을 위해 ISA/IEC 
62443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자산을 분류한 뒤 전송 가

능한 프로토콜들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테스트 환경 

구축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합로그서버를 구현 하고 

결과 분석 및 기존 로그 서버와의 차이점에 대해 고찰한

다. 6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밝힌다.

Ⅱ. 국제 표준 및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ISA/IEC 62443, NIST 800-82 Version2 
등의 제어시스템 보안을 위한 국제 표준들을 소개하고, 
제어시스템 환경에서 보안 로그 수집과 관련된 연구 내

용을 소개한다.

2.1. ISA/IEC 62443

ISA/IEC 62443은 산업제어시스템 환경에서의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발전

소, 제조시설 등을 아우르는 제어시스템 전반에 대한 프

로세스를 정의하고 적용 가능한 보안 영역을 구조화 시

켜 놓은 국제 표준이다. 그림 1은 ISA/IEC 62443의 구성 

항목으로서 General, Policies and Procedures, System, 
Component의 4가지 영역과 13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

됨을 기술하였다.[5]

Fig. 1 ISA/IEC 62443 Components

IEC 62443은 ANSI/ISA-95.00.01 Purdue Model을 기

초로 보안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계층 방어의 개념

으로 접근한다. Purdue Model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

제어시스템의 계층별 정의는 표 1과 같다. 제어시스템 

현장에 설치된 센서, 밸브 및 액추에이터와 같은 제어 

기기들은 Level 0에 속하며, 이를 제어하는 컨트롤러인 

PLC 또는 DCS가 Level 1에 해당한다. Level 0과 Level 
1의 시스템은 다양한 제조사별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 

및 이벤트 정보들이 전송되며, 각 제조사별 프로토콜이 

상이하고 표준화 되지 않은 이유로 통합로그서버로 데

이터를 전송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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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ructural Architecture in ICS Environment

Level 0 Process I/O Devices

Level 1 Controller (DCS, PLC, SIS)

Level 2 Supervisory Control

Level 3 Site Manufacturing Operations and Control

Level 3.5
(DMZ)

De-Militarized Zone between Secure and 
Unsecure network

Level 4 Enterprise Systems

2.2. NIST 800-82 Version2

미국 표준 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미국 상무부 기술 관리국 

산하의 각종 표준과 관련된 기술을 담당하는 국립 연구

소로서 과학 및 산업 기술 분야 표준을 연구하며, 800-82
를 통해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있다. 관련 내용으로는 산업제어시스템 전반적

인 개요 및 소개, 제어시스템 위험관리 평가 기준, ICS 
보안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다 계층 방어의 개념에서 

접근한 제어시스템 네트워크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특히 5.16 항목에서는 모니터링, 
기록 및 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

업제어시스템(ICS)의 보안 구조는 다양한 시스템 및 네

트워크에 발생하는 활동을 모니터링, 기록, 감사를 실시

하는 메커니즘을 통합해야 하는 것을 권고한다.[6]

2.3. ICS 보안 로그 서버 관련 국내외 연구

ICS 환경에서의 침해 대응에 대해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로는 PLC 로그의 사고 조사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

구가 있다. PLC 4종을 대상으로 발생되는 로그의 보안 

수준을 국내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Part 3: 제
어 계층”을 기반으로 6가지 항목에 대해 보안 수준을 만

족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6가지 공격 시나리오에 대한 

사고 조사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였다.[7] Michael 
Hoffman은 ICS 환경에서 로그 수집 방법에 대한 한계

점을 고찰하고 제어시스템 로그 전송을 위해 WMI 기능

을 활용하는 방법과, 윈도우 2008 이상 버전부터 지원되

는 Windows Event Collector 기능을 활용하여 통합 로

그 서버를 구축한 뒤 이를 통하여 네트워크 트래픽과 대

역폭 사용량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8] 또한 산업

제어시스템 환경에서 효과적인 보안 관제 모델에 대한 

제시와 구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기존 IT 환경

에서 운용되는 SIEM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을 이용한 침해 사고 탐지 방법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9]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PLC 로
그 분석 및 활용 방안이나, IT 환경에서 사용되는 윈도

우 이벤트 수집기 등을 활용하여 로그를 수집하는 방법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ISA/IEC 62443에서 정의

한 Level 0부터 Level 4까지 전 계층의 시스템을 통합하

는 보안로그 서버 구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OPC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ICS 전 계층

이 통합된 제어시스템 로그서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한 결과를 통해 통합보안로그서버의 활용도에 대

한 이점들을 도출한다.

Ⅲ. OPC 프로토콜 소개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산업제어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용으로 

사용되는 OPC 프로토콜을 소개한다. 제어기기 및 컨트

롤러에서 발생하는 보안 로그를 취합하기 어려웠던 기

존 서버의 한계점을 OPC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보완하

는 방안을 제시한다.

3.1. OPC 프로토콜 소개

OPC(OLE for Process Control) 프로토콜은 1990년대 

후반 윈도우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조사제

어 기기들의 데이터 통신을 표준화하기 위해 등장하였

다.[10] 그림 2에서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COM/DCOM(Distributed Component Object Model)을 

Fig. 2 Standard OPC Interface in IC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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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OPC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서 다양한 기종의 

제어시스템 데이터를 통일된 포맷으로 전송되는 네트

워크 구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3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과거에는 다양한 제조사별 프로토콜을 위해 통신 드라

이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OPC 인터페이스 도입 후 이기종 간의 통신은 별도의 드

라이버 개발 없이 통일 된 규격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

게 해 주었다.
OPC 프로토콜은 산업제어시스템 데이터 전송 목적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표 2와 같이 크게 OPC Data 
Access (DA), OPC Alarm & Events (A&E), OPC HDA 
(Historical Data Access) 3가지 하위 프로토콜로 세분화 

된다. OPC DA의 경우 공정에서 지시하고 있는 유량, 압
력 및 레벨과 같은 공정 데이터를 상위에 위치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전송된 공정 데이터

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빅 데이터 환경을 통

한 공정의 개선, 장애 분석 및 사무환경에서의 공정 실

시간 모니터링을 구현하는데 활용된다. OPC A&E는 제

어시스템 환경에서 발생하는 알람 및 이벤트 정보를 전

송하며 이는 공정 지시 값의 임계치 초과, 운전원의 활

동 내역, 시스템 장애 발생 이력, 컨트롤러의 로직 변경

사항 및 엔지니어의 서버 접속 등과 같은 이벤트들을 포

함된다. OPC HDA는 실시간 공정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화 하여 장기간 보관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프로토콜

이다.

Table. 2 Types of OPC Protocols

Type of OPC Information

OPC Data Access 
(OPC DA)

Process Value / 
Description / Quality

OPC Alarms and Events 
(OPC A&E) Event type message

OPC Historical Data Access 
(OPC HDA)

Historical
time-stamped data

3.2. OPC Alarms and Events

OPC Alarm and Events 프로토콜은 제어시스템 필드 

계기에서 발생하는 알람 정보와 운전원 화면에 접속하

여 조작 감시 활동하는 이벤트 정보들을 전송한다. 표 3
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OPC 프로토콜에서 정의한 이벤

트 타입은 Condition-related Events, Simple Events, 
Tracking Events와 같이 총 3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하

위 Attribute 항목으로 세분화된다.[11] 세부 내용으로는 

엔지니어 계정의 접속, 시스템 구성 변경 및 메모리 다

운로드, 운전원의 파라미터 값 변경 행위 등의 보안 관

련 이벤트들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침해 대응 및 

보안 관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Table. 3 Attributes for OPC A&E (Alarm and Events)

Event Type Attributes

Simple Events

Event Category
Severity
Message

OPC States
Vendor specific attributes

Tracking
Events

Event Category
Severity
Message

OPC States
Ack Request
OperatorID

Vendor-specific attributes

Condition-related Events

Conditions
Sub-Conditions

Message
ActorID

OPC States
Ack Request
Quality - tag
Severity - tag

Ⅳ. ICS 통합보안로그서버 구축 방안

본 장에서는 제어시스템 전 계층을 통합하는 보안로

그서버 구축 모델을 제시한다. 그림 4에서는 단계별 구

축 방안을 도식화하여 기술 하였다. 제어시스템 자산을 

식별하여 로그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기기들을 분류한 

뒤 전송 가능한 프로토콜을 선별하여 통합 로그 서버로 

연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Fig. 3 Comparison of Conventional ICS Communication 
and OPC Interfaces



OPC 프로토콜을 활용한 제어시스템 보안로그 전송방법 고찰 및 통합 로그서버 구축방안

1209

Fig. 4 Procedural Diagram for Implementation

4.1. ICS 통합로그서버 네트워크 구성

그림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어시스템에서 외부 

망으로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OT(Operational 
Technology)영역과 DMZ(De-Militarized Zone)영역에 

총 2개의 로그서버가 존재한다. OT 보안 로그 서버는 

OPC 프로토콜을 통해 제어 기기들의 보안 이벤트들을 

수집한다. OT 환경에서 수집된 보안 로그들은 Level 3.5
의 DMZ 영역 로그 서버로 전송되며, 이 때 데이터 전송

은 데이터 다이오드 등을 사용해 일 방향 통신이 이루어

지는 것을 권장한다.[12] 

Fig. 5 Network Diagram for ICS Security Log Server

4.2. 자산 식별

표 4에서는 IEC62443 표준을 기반으로 식별 가능한 

제어시스템 자산을 계층별로 분류하였다.[13] Level 0
에는 필드 계기, Level 1에는 PLC 및 DCS 컨트롤러가 

위치한다. Level 0과 Level 1에 위치한 기기들은 제조사 

고유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관계로 OPC를 활용하여 

보안 로그를 전송할 수 있다. Level 2이상의 자산들은 

기존 IT 환경과 동일하며 대부분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

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므로, 기존 방식의 윈도우 보안감

사 이벤트 및 Syslog를 활용해 로그 전송이 가능하다. 

Table. 4 ICS Assets based on ISA/IEC 62443

Level Assets

0 Valve, Transmitter, Actuator, On-off valve 

1 DCS, PLC, SIS, F&G(Fire & Gas)

2 HMI, EWS, SENG

3 ICS Database, Asset Management System,, Alarm 
Management System

3.5 Antivirus Server, Patch Management System, ICS 
Database, SIEM

4.3. OPC 프로토콜을 통한 로그 전송

그림 6은 OPC 프로토콜에서 정의된 이벤트 종류를 

나타내며 Operator Action, Engineer Action과 같이 침해 

사고 대응 및 보안 관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포함됨

을 알 수 있다.[11] 제어 공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이벤

트인 Condition Related 항목은 사이버 보안과 연관성이 

적은 이유로 데이터 전송 시 생략 가능하다.

Fig. 6 OPC Attributes for Security Log Server

4.4. 윈도우 수집기를 통한 로그 전송

분류된 제어시스템 자산들 중 Level 2 이상의 환경에 

위치한 운전원 화면인 HMI(Human Machine Interface), 
엔지니어의 작업용 서버인 EWS(Engineering Work 
Station), 데이터베이스 등은 대부분이 윈도우 기반의 운

영체제에서 동작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안 로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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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안로그서버에 윈도우 이

벤트 수집 구독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

해 제어 망에 연결된 Server 및 Workstation으로부터 발

생하는 보안 관련 이벤트들의 통합이 가능하다.

4.5. SYSLOG 프로토콜을 통한 로그 전송

NIST-800-82 Ver2에서 제시하는 제어시스템 보안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지침에 따르면 IT 환경과 제어시스

템 네트워크 사이에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분리하는 것

이 권장된다. 방화벽(Firewall) 또는 침입탐지시스템

(IDS)과 같은 보안장비를 운용하여 제어 망과 비즈니스 

환경의 IT 네트워크의 분리가 가능하며 이러한 보안장

비들은 네트워크 경계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
안 장비에서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벤트들은 Syslog 프
로토콜을 이용하여 통합로그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Ⅴ. 구현 및 결과

본 장에서는 테스트 환경을 통해 통합로그서버를 구

현하고 그 결과를 고찰한다. 또한 기존 방식의 보안 로

그 서버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통합 로그서버와의 차

이점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5.1. 테스트 환경 소개

표 5에서는 테스트 환경을 소개하였으며 제어시스템 

제조사인 Yokogawa DCS Software를 사용하였다.

Table. 5 Test Environments

System Environment

Active Directory Windows 2008 R2

DCS + OPC Server Windows 7
Yokogawa CENTUM VP R5.20

Log Server MS-SQL
Windows Event Collector

그림 7에는 테스트 환경의 네트워크 구성을 나타낸

다. 제어 기기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은 CENTUM VP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OPC 기능을 통해 시뮬레이션 

되며, 상위 네트워크에 위치하는 통합 로그 서버는 OPC 
데이터 이외에도 윈도우에서 발생하는 보안 감사 이벤

트들도 함께 저장되도록 구성되었다.

Fig. 7 Network Diagram for Test Environment

5.2. 악의적 시나리오 기반의 결과 분석

표 6에서는 악의 적 내부자의 제어시스템 접속 시나

리오를 기술하였다. 공격자는 테스트 환경에 구성된 

HMI에 접속하여 DCS 컨트롤러 로직 수정, 운전 파라미

터 값 변경과 같이 정상 공정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여 정리 하였다.

Table. 6 Malicious Action Scenario

Time stamps Action Scenario

2021-11-11 10:00:10 Windows Log-on in EWS

2021-11-11 10:04:38 Create DCS HMI account 

2021-11-11 10:04:48 DCS HMI Log-on

2021-11-11 10:05:47 DCS Logic modification and download 
to the controller

2021-11-11 10:08:29 Change Operational parameter
PH (From 100 to 80)

2021-11-11 10:09:20 Change Operational parameter
SV (From 0 to 50)

2021-11-11 10:09:23 Change Operational parameter
MV (From 0 to 8)

2021-11-11 10:09:28 Change Operational parameter
MV (From 8 to 80)

2021-11-11 10:09:33 Change Operational parameter
PH (From 50 to 100)

2021-11-11 10:11:46 DCS HMI Log-off

테스트 환경에서 수행 된 악의적 내부자의 제어시스

템 접근 행위시나리오와 통합로그서버에 저장 된 보안 

로그 결과 값에 대해 서로 연관되는 부분을 그림 8에 맵

핑(Mapping)하여 나타내었다. 통합로그서버에 저장된 

정보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악의적인 내부자의 윈도

우 운영체제 접속 기록뿐만 아니라 Level 0, Level 1에 

위치하는 제어기기 접속 및 조작 기록을 추가적으로 분

석 가능하게 해 준다. 기존의 로그 서버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OPC Alarm and Events 프로토콜을 연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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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제 공정에 영향을 주는 운전 파라미터의 악의적인 

변경 행위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도와주고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 컨트롤러에 인가되지 않은 로직 수정 또는 메

모리 다운로드 등의 행위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통합로그서

버와 기존 환경에서 사용되어 왔던 보안로그서버와의 

차이에 대해 비교 분석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가지 영

역 (윈도우, Linux, 보안장비, 제어시스템)에서 발생 가

능한 공격 시나리오들을 정의하고 각 항목의 상황이 발

생할 경우 로그 서버로의 전송 가능 여부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Log Server A는 OPC Alarm and 
Events 프로토콜을 연동함으로서 DCS, PLC에서 발생

하는 비정상 공격 행위에 대한 정보 취합이 가능하지만, 
기존 방식의 Log Server B는 제어시스템 환경의 로그 수

집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통

합보안로그 서버 구축 모델을 국가기반시설의 보안관

제 및 침해사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면 제어시스템 컨

트롤러를 목표로 하는 지능형 사이버 위협 (APT)에 보

다 효과적인 대응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ICS 환경의 통합보안로그서버 구축을 

위해 OPC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테스

트 환경을 구축하여 통합로그서버를 구현하였다. 제시

된 방법을 통해 구현된 로그서버는 산업제어시스템 환

경의 Level 0, Level 1을 포함하는 보안 이벤트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방식의 보안 로그 서버에는 포함되지 않

은 제어시스템 이벤트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환경

을 제공함과 동시에 ICS(Industrial Control System) 침

Fig. 8 Mapping Diagram of Malicious Action Scenario and Integrated Security Logs

Fig. 9 Comparison of Security Log 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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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고 대응 및 보안 관제에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네트워크 모델은 외

부와 분리 된 제어 망 네트워크에 보안로그서버가 위치

함으로서 제어 기기들의 보안 로그 정보들을 안전한 방

법을 통해 IT 환경의 로그 서버로 전송하여 통합하는 것

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 방안으로는 Classic OPC의 차세

대 프로토콜 버전인 OPC UA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방

안과 통합로그서버의 데이터를 비즈니스 환경의 SIEM
과의 연동 후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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