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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안사고
OT 보안 동향과 대응

전기.제조기업 89%

1년 평균 36억원

ICS 사이버보안리더 900명

1년 기준 평균 6회 공격(72%)

초기 공격 차단율 : 40%

보안 시스템 미구축 : 48%



취약점 현황

ICS-CERT 권고 건수 CVE 취약점 식별 건수

「 EternalBlue 취약점

Wannacry 랜섬웨어

ICS 사이버범죄의 신호탄 」

「 COVID-19

RaaS(Ransomware as a Service)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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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부문별 보안 위협

•제조업체의 61%는사이버보안사고경험

•시스템가동중지시간이발생

•사이버보안표준을적용할솔루션부족

Automated Factory

•취약성모니터링메커니즘의부족

•엔드포인트를광범위하게사용

•제약/제조업의합병/인수로중앙적네트웍

Healthcare Ecosystems

• POS 시스템의노후화및외부노출환경

• Retail Application 대부분이개방형구성

•내부자에의한데이터유출방지의어려움

Retail Ecosystems

•비용편의를위한승인되지않은도구설치

• FAB 장비유지보수를위한원격연결

•중앙시각적플랫폼부족

Semiconducto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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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환경과 OT환경의 차이점

서비스중단일부허용(인터넷서비스등)

표준 TCP/IP 프로토콜(일부암호화포함)

방화벽이나스위치기준의세그먼트
(LAN / WAN / DMZ 등)

상시운영모드필요및
다운타임시경제적손실과직결

표준 TCP/IP 
다수설비시스템에특화된 OT 프로토콜

퍼듀의참조모델링에기초한세그먼트구분

IT OT/ICS

표준시스템을통한주기적인보안패치적용
설비제조사에서만지원하며

Legacy OS/App 특성상패치적용의어려움

인적피해없음 인적 / 환경 / 산업환경의피해및영향가능성

가용성

프로토콜

네트워크

보안패치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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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환경의 위협요소

OT/ICS 환경의 고착화

Legacy OS/App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업그레이드/패치 불가

공격 표면의 다양화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사이버 범죄 성장

공통 비즈니스 모델

공격 기법의 고도화

랜섬웨어

최소한의 보안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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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ICS 보안의 목표

보안

효율

생산

사이버보안체계로

운영지속성유지

위협요소제거를통한

기업목표달성

생산성보장을위한

취약한자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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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영역 변경

IT 보다는 OT 자체에 초점

실질적인 보안 강화

IT / OT 접점

OT 전용보안솔루션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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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리와 가시성

위협의 범위 축소

- Flat Network의 Segmentation을 통한 네트워크 분리

- 각 세그먼트 단위로 보안 솔루션을 통한 방화벽 역할

EAST-WEST를 오가는 위협에 대한 차단

시스템 가용성 유지(안정적 FAB 운영)

자산 목록의 현황 파악을 통한 가시성 확보

- 미확인 / 미인지 / 미식별 자산의 현행화

OT/ICS 프로토콜 인지를 통한 정책화

-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기본 데이터 제공

통신 이력 실시간 조회로 Real-Time 위협 확인

※ TrendMicro TXOne Edge

※ TrendMicro TXOne Edge / Portabl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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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대응을 통한 자산 보호

위협의범위축소

위협의범위축소

ZDI (Zero-Day Initiative)를 통한 TI 확보

- 신규취약점발견

- 제로데이공격방어

위협의범위축소사이버 보안의 시작이자 핵심

※ TrendMicro TXOne Edge

가상 패치(Virtual Patching)

- 보안 취약한 자산 보호

- 최신 패치 미지원 OS 시스템 보안 강화

- 호환성 문제로 패치가 불가한 어플리케이션 보호

- 최신 보안 위협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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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와 안티 바이러스

미사용
프로토콜

Process
List-up

Trust-List
Lockdown

Function
기반차단

가시성
확보

Windows
Linux

Legacy
OS/APP

OT 전용
Anti-Virus

※ TrendMicro TXOne Edge / Stellar-Series / Portabl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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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환경의 보안 과제

• 실시간자산현황파악

• 네트워크분리를통한위협감소

• 위험요소의내부확산최소화

• 보안취약한자산보호

• 신종공격차단

• 생산환경의가용성유지

• 허가되지않은프로토콜통신차단

• 신뢰트래픽에대한방향성정의

• 폐쇄망시스템의악성코드검사

OT 전용솔루션

분리및가시성

취약점대응

안티바이러스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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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개요

5G

초지연성
> 10배

초고속
> 20배

초연결성
> 100대+

엣지컴퓨팅

네트워크 슬라이싱

무선 엑세스(RAN)

Private 5G 기술과 미래



활용사례

공항 캠퍼스스마트팩토리

스마트빌딩 홈네트워크

자율이동로봇

무인운반차량

VR/온라인강의

수술영상송출

Private 5G 기술과 미래



네트워크 구성

Mobile Endpoint Device Radio Access Network
(RAN)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N3 N6MEC

Mobile Core Network (CN)

UPF

NSSF UDMAUSF NEF AF

NRFAMF SMF PCF

N3 N6

Internet

IT Network

Private 5G 기술과 미래

- 도용된 SIM/Device 사용

- 취약한모바일엔드포인트

- 코어인프라및시스템내데이터

- 시스템자체내취약점

- 외부에서인입되는위협

- 소셜엔지니어링 기법의침해



Radio Access Network
(RAN)

보안 방안

Mobile Endpoint Device

Internet

IT Network

N3 N6MEC

UPF

NSSF UDMAUSF NEF AF

NRFAMF SMF PCF

N3 N6

※ Network 보안 : TrendMicro TMMNS

Endpoint 보안 : TrendMicro TMMNS SIM/SIM Applet

Private 5G 기술과 미래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Mobile Core Network (CN)



커넥티드카

사물 인터넷(IoT)의 일부로인터넷또는 WLAN 연결을통해

데이터에엑세스하고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한다.

다른자동차및기타 IoT 장치와의연결을통해사용자에게

향상된 연결성을 제공하고, 보다 안전한 운전을 돕는다.

2030년 커넥티드카는 7억대, 자율주행차는 9천만대 예상

자동차의연결성은새로운개념이아닌팩트이다.

커넥티드카를 위한 사이버 보안을 논할 시기이다.

커넥티드카의 보안 대책



사고사례

사고사레

커넥티드카의 보안 대책



구성 및 위험요소
커넥티드카의 보안 대책

위협요소

DREAD 위협모델링

• 백엔드서버의사이버보안위협

• 클라우드커뮤니케이션채널

• 소프트웨어업데이트절차

• 자동차내데이터및코드(Code)

• 외부시스템과의연결성

• Damage Potential / 예상피해

• Reproducibility / 재현확률

• Exploitability / 공격용이도

• Affect Users / 영향을받는사용자

• Discoverability / 발견용이성



보안 방안
커넥티드카의 보안 대책

VSOC(Vehicle Security Operations Center)

- 엔드포인트 / 네트워크이벤트수집

- 정보의상관관계분석 / 중요위협탐지

Backend

- 노출된표면의손상지표분석/식별

- 백엔드클라우드및데이터센터환경보호

Network

- SIM 카드에대한식별및네트워크보안

- 4G/LTE/5G의 사이버공격포괄적보호

In-Vehicle

- TCU(Telematic Control Units), IVIs, CAN BUS

- 엔드포인트설치를통한실시간보호

※ TrendMicro VicOne



맺음말

시작은 간단하게 기본엔 충실하게
알려진, 알려지지않은그리고공개되지않은취약점으로부터

네트워크및시스템보호를통한사이버위협환경의포괄적인보안

선제적인 보안솔루션 구축
연결성을가진모든환경에서보안은권고가아닌필수의개념이며,

Native-Environment 보안솔루션을통해방어위주의대응체계수립필요

글로벌 인텔리전스 활용
전세계엣지에서수집되는실시간위협정보활용(ThreatLinQ, Research)

다가오는위협환경의예측과미래를준비하는인사이트



WWW.CLOUDSEC.COM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