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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력제어시스템은 외부망으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망분리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외부망과 연결

을 필요로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망연계 구간에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솔루션들이 개

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PI시스템과 제어망으로의 속을 원천 으

로 차단하는 물리  일방향자료 달시스템 연계를 한 구성과 그에 따른 에이 트 구 방법을 소개

한다.

1. 서론

 국내 력 제어시스템은 부분 보안에 한 고려 

없이 오래 에 개발되어 운 되고 있으며 외부와의 

연결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험도가 높다. 이러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력 제어시스템으

로의 침투 가능한 경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3장 5  제74

조(제어시스템 보안 리)를 제정하여 제어시스템을 

외부 망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며 부득이하

게 연결을 해야 하는 경우 물리  일방향자료 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 제어망과 업무망 연계에 한 

보안 요성이 두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발

제어망과 업무망을 연계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발 제어망의 보안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해서 물리 인 일방향자료 달시스템을 

이용한 발 제어망과 업무망간의 연계 구 을 제안

하고자 한다.

2. PI 에이 트 개발의 필요성

  업무 역에서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PI서버의 

운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제어시스템을 보

호하기 하여 <그림 1>과 같이 방화벽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방화벽을 이용하는 방법은 데이터가 

양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안 한 방법이 아니다. 

제어망을 온 히 보호하기 해서는 외부망측 발신

용 연결회선(Tx)를 차단하는 일방향자료 달시스템

을 사용해야 한다.

<그림 1> 기존 망연계 시스템

  일방향자료 달시스템을 설치하면 업무망측에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없고 일방향자료 달시스템이 

직  데이터를 ICU를 통해 수집해 업무망측으로 보

내야한다. 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해당 로토

콜을 알아야하는데 PI 시스템은 비공개 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방향자료 달시스템에서 직  데

이터 수집하기가 어렵다.

 와 같은 제약조건 때문에 <그림 2> 와 같이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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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을 이용해 통신하고 있는 업무망측 PI 서버

를 제어망으로 넘겨 마치 정상 으로 통신하는 것처

럼 만들어주고 이 PI서버가 받은 데이터를 에이 트

가 수집하여 일방향자료 달시스템을 통해 업무망측

으로 보내는 구조를 제안하 다. 한 업무망에 추

가 으로 PI 서버를 두어 다른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는 

OSIsoft에서 제공하는 PI SDK 툴을 사용하여 일방

향자료 달시스템 용 PI 에이 트 구 에 하여 

제안한다.

<그림2> 일방향자료 달시스템을 이용한 망연계 시

스템

 3.  PI 에이 트 구

<그림 3>은 발 제어시스템 환경에서 물리  일방

향자료 송을 한 PI에이 트 구성도이다.

<그림 3> PI 에이 트 구성도

 두 망간 일방향자료 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수

신측 서버는 송신측 서버에게 특정데이터의 한 요

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업무망 자료를 동

기화하려면 제어망에서 일방 으로 데이터를 보내도

록 구성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제어망측

에 자료를 조회하여 재 데이터를 유지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만 수신측에 보낼 수 있도

록 시스템을 구성해야한다. 

 <그림 3>과 같이 PI SDK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

하고 데이터의 유지와 새로운 데이터의 입력을 감지

할 수 있도록 내부 으로 구성된 태그라는 자료구조

에 데이터를 장해둔다. 태그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데이터 송 라이 러리를 통해 일방향자료

달시스템으로 보내게 된다. 데이터 송 라이 러

리는 일방향자료 달시스템을 통해 달되는 데이터

가 온 한지 검증할 수 있도록 헤더에 CRC 결과를 

포함하여 보낸다.

 일방향자료 달시스템이 자료를 송할 때 사용되

는 패킷의 구조에는 수신지와 원격지의 한 IP주소

와 포트등의 정보가 들어있다. 송신 PI 데이터를 일

방향자료 달시스템을 통해 수신 PI 서버로 보낼 때

는 일방향자료 달시스템 패킷의 데이터 부분에 PI 

데이터를 포함시켜 보낸다. 

  일방향자료 달시스템을 통해 옮겨진 패킷은 싱

을 하게 되는데 먼  헤더의 정보를 통해 로토콜

의 종류와 시작을 확인한다. 이후 들어온 데이터의 

개수와 길이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Integrity 

check 데이터를 통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체크한다. 

여기서 손상되었다고 단되는 패킷은 재요청을 할 

수 없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게 된다. 패킷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다시 PI 로토콜에 맞게 변형

한 다음 수신서버에 해당 데이터를 갱신하게 된다.

4. 결론

 제어망을 구성하는 시스템이 증가하고 복잡해지면

서 력계통의 안정 인 운용을 하여 보안에 한 

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PI시스템은 발 소의 다양

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고 업무망에서의 근이 빈

번하기 때문에 공격의 상이 되기가 매우 쉽다. 이

듯 망연계 구간을 통한 제어망으로의 침투가 비교

 쉽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하기 한 많은 보안솔

루션들이 도입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발 제어시

스템 환경에서 PI 시스템을 통한 망연계 구간의 보

안취약 을 보완하기 하여 PI 에이 트를 이용한 

물리  일방향자료 달 기술을 제안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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