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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계장기술

제조 경쟁력을 혁신하기 위해 각국의 스마트공장 전

략이 추진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제

조업을 완전한 자동 생산 체계로 구축하는 Industry 4.0

을 진행 중이고, 중국에서는 Made in China 2025, 일

본에서는 지능형 제조시스템, 우리 정부는 제조혁신 

3.0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공장이란, 사람(Man)이 산업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않고, 다른 장비들과 소통하며 일하는 스마

트 소셜 머신(Machine)이며, 소재/부품(Material)과 관

련된 정보를 제품 자체가 갖는다. 유연한 맞춤형 생산 

방식(Method)이 사용되고, 원격 모니터링과 무인 관리 

방식으로 측정(Measurement)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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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안 대응 방안

<스마트공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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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안 대응 방안

스마트공장의 추진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지만 IoT 기술에는 최근 보안이 문제이다. IoT 

보안 사고를 겪었던 타 산업 사례를 살펴보자.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 인포테인먼트 기기의 펌웨어가 조작되

어 원격에서 차량 내부 엔진과 브레이크가 제어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례가 있었고, 스마트홈에서는 공유

기의 기본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해킹 후 가정에 침투하

거나, 취약한 무선 인증 방법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

염되어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이전의 공장 시스템 보안을 설명하는 통계 자료에 의

하면, 분리되어 있어야 할 SCADA 네트워크의 89%가 

사무실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고, 80%의 방화벽에 중

요한 설정 오류가 발견되며, 32%의 PLC는 DoS 공격

에 취약하다고 한다.

IoT 기술이 접목되기 전의 공장 보안 이슈를 살펴보

자. 생산 설비 및 기계의 전복, 장애, 혼란과 파괴를 의

미하는 사이버 사보타지, 업그레이드가 중단된 OS에

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없는 

제로데이 취약점도 있을 수 있다. 악성코드가 담긴 

USB 메모리에 대한 공장 반입 통제 절차는 없고, 네트

워크 장비 공급자가 원격에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열어

놓은 포트가 악용될 수도 있다. 폐쇄 환경에서만 동작

할 것을 가정하여 개발된 시스템은 물리적인 보호장치

만 고려되었지 통신에 필요한 ID 식별이나 인증 절차

가 없으며, 대량의 빅데이터는 오너십 문제가 있다.

아직도 감이 잘 안 온다면 2010년 발생한 스턱스넷

(Stuxnet)을 알아보자. 이란의 핵발전소 시스템을 공

격하기 위해 설계된 이 악성코드는 PC를 감염시키고 

다시 USB에 복제되어 핵발전소의 내부 시스템까지 침

투했다. 다음으로 원격에서 공격 명령이 전달되어 PLC 

명령이 변조되었고, 설비 제어 장비는 장애를 유발하여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다. 

국내에서는 보안 사고가 잘 알려지지 않는다. 사회

공학을 이용하여 악성 첨부파일이 메일 시스템을 통해 

공장 시스템을 감염시키거나, 미흡한 방화벽 설정을 우

회하여 생산관리시스템 내의 설계도면이 유출되는 정

도의 사례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사례가 적다고 하여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냐하면 공장 규모나 보호해야 할 자산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한 번의 해킹으로도 공급망을 마비시키고 크게

는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IoT, Cloud와 같은 신기술은 네트워크를 넓혀줌과 동

시에 보안 위협도 증가시켰다.

<기존 공장의 보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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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을 위한 솔루션과 대응 방안(1)

IoT가 접목된 스마트공장의 보안 위협을 살펴보자. 

첫째, 근거리 통신망의 구축으로 DoS(서비스 거부) 공

격, 정보 유출, 명령어 변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게이트웨이 구간에서 비인가자의 원격 제어, 데이터 도

청이 가능하다. 셋째, 클라우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와 빅데이터 오너십 문제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어플

리케이션의 시큐어 코딩 미흡으로 제품 공정 진행 오

류, 안전 오류, 유통 조달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적인 보안 위협을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근거리 통신의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블루투스를 들 

수 있다. 블루투스에는 BR(Basic Rate), EDR(Enhanced 

Data Rate), HS(High Speed) 방식과 최근의 LE(Low 

Energy) 방식이 있다. BT2.1+EDR부터는 마스터와 슬

레이브가 페어링을 할 때 SSP(Secure Simple Pairing) 

규격을 준수해야 하는데, JustWorks라는 세부 규격은 

중간자 공격에 취약하다. LE에서는 저전력 동작을 위

해 보안 기능을 축소하다 보니 중간자 공격이 상대적으

로 쉬워졌다. 

블루투스의 보안 설정이 미흡하다면 PLC를 근거리

에서 무선으로 제어하거나 모니터링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선 암호 및 인증 기능을 활

성화하고, 핀번호(Passkey) 입력 시에는 1234와 같은 

쉬운 번호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16byte 체계의 핀을 

사용해야 한다.

게이트웨이와 인터넷 구간의 보안 문제는 무엇이 있

을까? 공장 내에 게이트웨이가 설치되면서 간과하는 것

이 기기 간의 상호 인증이다. 즉, 장비와 게이트웨이 간

에 식별, 인증, 권한 관리를 하지 않아 비인가된 기기가 

조작된 명령을 보내어도 실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터넷으로 게이트웨이를 거쳐 공장 내부 비전센서 

카메라로 명령어를 보내어 원격에서 영상을 엿볼 수도 

있고, 오류를 주입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프로토콜 보안이 필요하다. CoAP에는 DTLS를, 

MQTT에는 TLS와 권한 검증, 데이터 및 영상의 암호

화 및 접근 제어, IP망 분리가 필요하다.

<스마트공장의 보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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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안 대응 방안

클라우드에서는 고유식별번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주문,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

될 위험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인

정보 익명화, 대체 정보 변환이 필요하다.

어플리케이션은 공장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시큐어 코딩이 미흡할 경우 False Alarm의 발생, 

가동 정지, 조달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시큐어 코딩

을 위한 체크리스트로는 OWASP TOP 10,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을 참고할 수 있다.

스마트공장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정

리해 보겠다.

우선 IT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내부 시스템과 외부

망의 분리를 통해 비밀정보의 유출 방지를 하고, 이메

일 보안, NAC(Network Access Control), 침입탐지시

스템, USB 쓰기 차단 등의 보안이 필요하며, 방화벽의 

적절한 설정도 중요하다. 기술 영역 외에도 관리적, 물

리적인 보안이 필요하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

증을 준비하는 것도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IoT가 접목된 스마트공장이라면 IoT 특화 보안이 추

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IoT 보안 진단을 통해 현황 

분석 및 대응을 하면 새로운 위협 구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해결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In-house 방식과 

보안 플랫폼 구매 방식 중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IoT 보안 플랫폼에는 기기 상호 인증, 암호 모듈, 

Credential 관리 기능, 사용자 인증, 보안 부팅, 보안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위험 평가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스마트

공장의 보안을 고려할 때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공

장 근무자의 안전, 시설의 가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위

험을 평가해야 한다. 그 다음 수용할 수 있는 보안 수준

을 정하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Quick fix와 중장기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로드맵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이상으로 기존 공장과 스마트공장의 보안 위협과 대

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스마트공장을 추진함에 있어 보

안은 기본이다.

<IoT 보안 진단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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