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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자력 발전소는 주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핵심 시설로 보호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들에 일반적인 IT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에 설치된 아날로그 방식의 운용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해 디지털화된 자원을 활용하

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원전의 IT자산을 제어하는 것은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기

존 IT자원이 지닌 잠정적인 보안 취약점(Vulnerability)으로 인해 원자력 시설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침해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전 사이버 보안 취약점 규제 요건과 기존 취약점 스캐너의 특징 및 

이들이 지닌 요건들을 분석하였고, 상용 및 무료 취약점 스캐너를 조사 하였다. 제안된 적용 방안을 바탕으로 취약점 

스캐너를 원전에 적용할 시 원전의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점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Nuclear power plants(NPPs) are protected as core facilities managed by major countries. Applying general IT 
technology to facilities of NPPs, the proportion of utilizing the digitized resources for the rest of the assets except for the 
existing installed analog type operating resources is increasing. Using the network to control the IT assets of NPPs can 
provide significant benefits, but the potential vulnerability of existing IT resources can lead to significant cyber security 
breaches that threaten the entire NPP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nuclear cyber security vulnerability regulatory 
requirements, characteristics of existing vulnerability scanners and their requirements and investigate commercial and free 
vulnerability scanners. Based on the proposed application method, we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checking the network 
security vulnerability of NPPs when applying vulnerability scanner to N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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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진보화된 IT 산업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처리 

과정을 적용하던 산업현장을 디지털화 및 자동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러한 산업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

함으로써 이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국가기반시설로 통제받고 있는 원전에서도 나

타나는데, 기존 원전 설계시 장착되는 아날로그 방식의 

운용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해 디지털화된 자

원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1-2]. 이러한 경향

으로 IT 자원이 지니고 있는 보안 취약점(Vulnerability)
으로 인해 원자력 시설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전 

사고에서 더 나아가, 원전 운전중단과 파손을 야기함으

로써 국가적 재난에 이르는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

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3-6].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원전의 IT자산을 제어하는 것

은 관리자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네트워

크가 지닌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기반 취약점 스캐너(Network based vulnerability 
scanner)를 원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취약점 스캐너

는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응용프로그램들의 약

점을 평가하고 찾아내기 위해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으로서, 방화벽, 라우터,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 서버와 

같은 네트워크 기반 자산에 있는 잘못 구성된 시스템,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취약성을 식별하고 

탐지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시스템 공급자, 시스템 관리 

활동 또는 사용자 활동에서 비롯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응

용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약점을 평가 할 수 있다[7].
시스템 공급자에 의한 취약점은 소프트웨어 버그, 운

영체제 패치 누락, 취약한 서비스, 안전하지 않은 시스

템 구성, 웹 응용프로그램 취약성을 포함하며 시스템 관

리 활동에 의한 취약점은 적절치 않은 시스템 구성 및 

승인되지 않은 시스템 변경, 암호 보호 정책 부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활동에 의한 취약점은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와 디렉토리 공유, 바이러스 검색 소프

트웨어 실행 실패, 시스템 백도어 도입 등의 악성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전에 적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반 

취약점 스캐너를 비교 분석하였다. 논문의 Ⅱ장에서는 

취약점 형태에 따라 호스트기반, 네트워크기반 스캐너

를 분석하였고, Ⅲ장에서는 네트워크 스캐너의 장단점

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Ⅳ장에서 네트워크 기반 상용, 
오픈형 스캐너에 대하여 서술한다. Ⅴ장에서는 네트워

크 기반 취약점 스캐너 선정 기준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마지막 Ⅵ장 네트워크기반 취약점 스캐너의 

원전 적용방안을 끝으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Ⅱ. 취약점 스캐너 분류

2.1. 호스트 기반

호스트 기반 스캐너는 스캔 대상이 되는 호스트에 설

치되며, 운영체제의 특정 서비스 및 구성 세부 정보와 

같은 하위 수준의 데이터에 직접 접근 할 수 있다. 따라

서 쉽게 예측 가능한 암호를 사용하거나 암호 없이도 위

험한 사용자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의심스러운 

파일 명, 예상치 못한 시스템 파일 또는 장치 파일, 예정

에 없던 상위 권한이 부여된 프로그램 검색 등 적접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침입하여 시스

템을 손상 시켰음을 나타내는 징조를 감지 할 수 있다. 
호스트 기반 스캐너는 시스템(또는 파일 시스템)에 대

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2.2. 네트워크 기반

네트워크 기반 스캐너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상의 

다른 호스트를 검색하는 단일 시스템에 설치된다. 취약

한 웹 서버,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위험성 

및 네트워크 및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위험과 같은 치명

적인 취약점을 탐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네트워크 기반 스캐너의 다른 유형은 다음과 같다[8]. 

첫 번째로 원격 시스템의 열린 네트워크 포트 목록을 결

정하는 포트 스캐너가 있으며, 두 번째로 웹 서버 원격 

웹 서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성 (예 : 잠재적

으로 위험한 파일 또는 CGI)을 평가하는 스캐너를 제공

한다. 웹 응용 프로그램 스캐너 (예 : 크로스 사이트 스크

립팅 및 SQL 삽입)가 웹 서버에서 실행되는 웹 응용 프

로그램의 보안 측면을 평가한다. 웹 응용 프로그램 스캐

너는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대해 포괄적인 보안 검사

를 제공 하지 못한다. 웹 응용 프로그램의 테스트를 보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2, No. 10: 1392~1397, Oct. 2018

1394

완하기 위해 수동으로 추가 검사 (예 : 로그인 시도가 여

러 번 잘못된 로그인 시도 후에 잠겨 있는지 여부)가 필

요하다.

Ⅲ. 네트워크 기반 취약점 스캐너의 장단점

3.1. 취약점 스캐너의 장점

취약점 스캐너의 장점은 세 가지 정도로 축약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알려진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하고 처

리 할 수 있다. 스캐너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보안평가

를 수행함으로써 시스템 내부 및 외부 관점 모두에서 네

트워크에 존재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장치 또는 새로운 시스템의 승

인없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전체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을 위태롭게 만드는 악의적 목적을 지닌 시스템을 

식별하는데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취약성 스캐너

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장치의 인벤토리를 확인하는 데

에 도움을 준다. 인벤토리에는 장치 유형, 운영 체제 버

전 및 패치 수준, 하드웨어 구성 및 기타 관련 시스템 정

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보안 이력 관리 및 

침입 발생 및 사후 처리 추적에 유용하다.

3.2. 취약점 스캐너의 단점

네트워크 기반 취약점 검색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점

이 존재한다[9]. 네트워크 스니핑 및 탐색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검색은 활성화된 시스템에 대해서만 취

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표면 취약점

(surface vulnerabilities)을 다루며, 검색된 네트워크에 

내재된 전반적인 위험 수준을 해결할 수 없다. 프로세스 

자체는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지만 취약성 검색 프로그

램은 높은 오 탐지율 (false positive error rate)을 지닐 수 

있다. 즉,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에 발견된 취약점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취약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취약점으로 판단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또한, 네트

워킹 및 OS 보안 전문 지식을 갖춘 사용자가 이 결과를 

자체적으로 해석해야한다. 또한 네트워크 기반 취약점 

검색은 포트 검색보다 많은 정보를 필요하기 때문에 호

스트의 취약점을 쉽게 식별 할 수 있지만 포트 검색보다 

훨씬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존재

한다. 이는 검색 대상이 되는 호스트, 네트워크, 스캔 트

래픽이 통과하는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부정적인 형향

을 미칠 수 있다. 취약성 검사기에는 비 전문가에 의해 

스캔된 네트워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DoS 공
격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 검사도 포함 되어있다. 네트워

크 기반 스캐너는 때때로 DoS 공격 테스트를 억제하여 

호스트에 영향을 주는 위험을 감소시킨다.

Ⅳ. 상용 또는 오픈형 네트워크 기반 취약점 
스캐너

4.1. 상용 네트워크 기반 취약점 스캐너

- ImmuniWeb[10] : High-Tech Bridge사에서 제작한 

스캐너로서,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취

약점 검색을 수행한다. 지능화된 침입 테스트를 사

용하여 웹 사이트 및 응용프로그램의 결함을 감지

한다. 취약점 검색에 사용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

은 3주마다 업데이트 되므로, 새로 발생 되는 위협 

요인에 강건히 대응 할 수 있다.
- Netsparker[11] : Windows 응용 프로그램 또는 웹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침투 테스트 도구

와 보고(report) 도구가 포함 되어있다. 클라우드 기

반 스캐너를 제공하며, 수 천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결함 및 잠재적 취약성을 스캔 할 수 있는 엔터

프라이즈 워크 플로우 도구가 내장되어 있다.
- Nessus[12] : 시스템의 중요한 데이터, 잘못된 시스

템 구성, 기본 암호 등을 제어하거나 액세스 할 수 

있는 취약점을 검색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응
용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의 취약점을 검색하는 도구 또한 제공한다. 

4.2. 오픈형 네트워크 기반 취약점 스캐너

- OpenVAS[13] : Linux에 한정된 취약점 스캐너로

서, 네트워크 검사(Network Vulerability Tests)를 

매일 업데이트 한다. 설치 및 사용에 접근성이 어렵

지만 무료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많은 기능을 지닌 

보안 스캐너이다. 수 천개의 취약점을 검사하고 이

와 동시에 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 오 탐지 검사를 

제공한다.
- Retina CS Community[14] : 상용 공급 업체가 무료

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256개의 IP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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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Windows 
Server 2008이상에 설치되며 IIS 서버를 활성화 하

기 위해선 Microsoft SQL 2008 이상을 설치해야 사

용가능하다. 하지만 상용 프로그램에 비해 제한된 

기능을 지니고 있다.
- Microsoft Baseline Security Analyzer (MBSA)[15] : 

Windows에 기반한 취약점 검색 프로그램으로서 네

트워크의 특정 컴퓨터를 지정하거나 IP 주소를 지

정하여 IIS 및 SQL 관리 취약점, 암호, Windwos 업
데이트 등의 보안 구성 오류를 식별한다. 비록 고급 

Windows 설정, 드라이버, Microsoft 이외의 회사에

서 제작한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관련 취약점을 

검색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보안 위험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

Ⅴ. 원전 사이버보안 취약점 점검 규제 요건 

5.1. 원전 사이버보안 규제지침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에서 발간한 R.G. 5.71[16]은 악의적 목적을 지닌 사용

자 또는 단체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컴퓨터, 통신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디지털화된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규제 지침으로 미 연방법 

10CFR73.54에 명시된 사이버 보안 법령을 세분화 한 

것이다. R.G. 5.71은 디지털 자산이 지닌 중요도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요소들을 선정하여 주요 디지털 자산

(CDA : Critical Digital Asset)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CDA를 보호하기 위해 다

양한 보안 통제수단과 방어 요소를 적용하고 있으며, 
CDA의 SSEP(Safety, Security, Emergency Preparedness)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사이버 보안 적용 범위를 정의 

하고 있다. R.G. 5.71은 CDA 식별과 방어 요소 적용, 디
지털 컴퓨터, 통신시스템 및 네트워크 분석 이외에 잠재

적인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CDA를 보호하고 보안 수명

주기(Security Life Cycle)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보안 프

로그램을 설치/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5.2. 취약점 점검 규제 요건

원전의 안전계통과 안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계통, 
보안 기능 및 비상대응 설비, 그리고 이들을 보완하는 

계통, 네트워크 와 통신계통 및 디지털 컴퓨터를 보호하

기 위해 적용되는 R.G. 5.71에서는 원전의 기술적/운영

적/관리적 측면에서 통제하기 위한 원전 사이버 보안 계

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3. 취약점 점검 규제 요건 분류

R.G. 5.71 규제지침에 정의된 다양한 요건 중, 취약점

에 관련한 내용은 총 42개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다음 4가지 요건으로 축약하여 분류 

하였다.
- 취약점 평가 및 스캔 수행 필요성에 관련한 요건

- 취약점 스캔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요건

- 소스코드 분석을 통한 취약점 점검 요건

- SSEP 기능 및 성능과 보안 통제에 대한 요건

5.4. 취약점 점검 규제 요건 분석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된 각각의 취약점 요건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4].

5.4.1. 취약점 평가 및 스캔 수행 필요성에 관련한 요건

이 유형의 요건은 원전 계통에 설치된 IT 설비들에 대

한 사이버 보안 유지를 위해 취약점 평가와 스캔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안 프로그램이 마련된 후, 라
이센시(Licensee)는 반드시 사이버 위험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수명주기 안에 취약점 검

사 및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과 취약

점에 대응하여 강건히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취약점 점

검 도구가 반드시 갖추어야할 요건이다.

5.4.2. 취약점 스캔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요건

이 요건은 취약점 스캔의 주기적 수행, 취약점 스캔 도

구 및 기술 적용과 같은 취약점 스캔의 전반 내용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라이센시는 CDA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모든 CDA에 

대해 정기적적으로 취약점 스캔을 수행하여야 하고, 도
구 간의 상호 운용성 촉진 및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를 자

동화할 수 있는 취약점 스캔 도구와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취약점 스캔 결과 보고서를 분석해야 한다. 특
히, 취약점 스캔이 SSEP 기능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악영향을 주는 경우 스캔 대상이 되는 CDA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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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online)에서 제외시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취약점 스캔이 일시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되

며, 점검내용, 도구 및 제한요소, 취약점 스캔 주기에 대

한 계획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5.4.3. 소스코드 분석을 통한 취약점 점검 요건

이 요건은 소스코드에 잠재된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

한 정적ㆍ동적 분석에 관한 요건이다. CDA 시스템 개

발자 및 통합자로부터 해당 제품이 새로운 기술에 영향

을 받아 변경될 수 있는 몇 가지 취약점 및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알려진 모든 테스트 

가능한 취약점과 악성코드로부터 안전한지 식별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정리해야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이 때 점검해야할 내용은 가동 중인 시스템

에서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및 라이브러리 

사용 여부, 비표준 암호화 모듈 사용 여부, 부적절한 접

근 로직 등을 소스코드 레벨에서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

정 하고 있다.

5.4.4. SSEP 기능 및 성능과 보안 통제에 대한 요건

해당 요건의 주된 내용은 SSEP 기능 및 성능에 악영

향을 미치는 보안 통제 접근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CDA 기능 또는 성능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보안 통

제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CDA의 잔여 

취약점은 다른 통제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완화 시

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하고자하는 취약점 점검 

기술 또는 점검 도구를 해당 계통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계통이 지닌 기능의 일부분으로 점검 영역을 구현하여 

적용하는 것은 시스템 및 도구사이의 호환성 등의 다양

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온라인 형태의 

도구 개발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Ⅵ. 네트워크 기반 취약점 스캐너의 원전 적용 
방안

원자력발전소의 데이터 네트워크와 연관된 안전 계

통들은 다양한 IT 네트워크 및 응용프로그램들을 적용

하여 현대화되고 있다. 발전소 데이터 네트워크의 출현

과 더불어 원전 계측제어시스템들은 최신의 디지털화

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근간을 둔 시스템으로 진화하

고 있다. 고도로 발전된 IT 및 네트워크 관련 기술들이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관계로, 일반적

인 IT 환경에서의 각종 정보시스템이 가지는 사이버 보

안 위협, 보안 취약성 및 사고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단

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

책으로 네트워크 기반 취약점 스캐너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5].
취약점 스캐너를 원전에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로, 업데이트 주기 및 플러그인 업데이트 방법

을 고려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취약점 스캐너는 취약점 

검색 전용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없는 경우에 취약점을 

식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공급업체가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플러그인을 생산할수록, 새로운 결함을 발견 할 

수 있는 스캐너의 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있는 스캐너는 정기적으로 최신 플러그인을 다

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취약점 스캐너를 선

택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로 탐지된 취약점의 갯수와 정확도를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취약점이 스캐너에 의해 두 번 이상 발견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취약점이 식별되는 정확성은 취

약점 검사의 횟수보다 중요하다. CVE (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의 유효 취약점 갯수는 취

약점 및 기타 정보 보안 노출에 대한 표준화 된 데이터

베이스 목록에서 비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색된 취약점에 대해 산출된 결과 보고

서의 품질을 고려해야 한다. 발견 된 취약점의 세부 사항 

외에도 검사 보고서는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

확하고 간결한 정보를 사용자, 전문가 및 관리자에게 제

공해야한다. 관리자가 초기 검색 또는 구성 변경 후 후속 

스캔을 수행하거나 이전 스캔 결과를 비교해야하는 경우 

추세 분석을 위해 아카이브 검색 결과를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는 스캐너가 필요하다.
위에서 나열한 취약점 스캐너 선택 요소들을 포함하

고 있는 제품은 IBM의 QRadar 보안 지능형 플랫폼[17]
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제품은 고급 분석 및 기계학습 알

고리즘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제품이 설치된 시스템을 스캔하는 과정중에 발생된 

이벤트를 정규화하고 내장된 분석 규칙에 따라 이벤트를 

매칭 시킨다. 하지만 이 제품이 요구하는 운용환경과 원

전에서 사용 중인 운용 환경과 호환이 되는지, 호환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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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이 제품이 원전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R.G. 5.71을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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