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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CADA 시스템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일반 네트워크와의 연결은 시스템의 제어  리에 효율성을 

높여주었으나 일반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 인 네트워크의 취약성에 노출되어 취약성을 이

용한 사이버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 네트워크 환경과는 다른 제어 시스템의 환경과 보

안을 고려한 로토콜이 개발 되었거나 개발 에 있으며 보안은 이 로토콜들과 한 계를 가

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시스템 로토콜  IEC 61850에서 정의된 GOOSE 로토콜을 상으

로 GOOSE 로토콜의 취약  분석  취약 을 이용한 공격과 이러한 공격을 탐지하기 한 방법을 

제시한다.

1. 서론

   과거의 제어 시스템은 일반 네트워크와는 연결이 되지 

않은 고립된 환경에서 제어 되어 고립된 환경 자체가 보

안을 보장하 다. 그러나 재 제어 시스템은 다양화되는 

말단 시스템 기기의 리 효율성을 해, 는 여러 제어 

시스템을 한 곳에서 원격으로 리하기 한 네트워크 연

결을 해 기존의 일반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제어  

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리의 효율성은 얻었으나 일반 네

트워크의 취약성에 노출되어 기존의 인터넷 사이버 공격

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제어 시스템을 상으로 한 공

격은 기존의 사이버 공격과는 다르게 국가 기반 시설의 

치명 인 피해를 래할 수 있어 보안이 아주 요한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결과 으로 기존 네트워크 환경과는 

다른 가용성이 시되는 제어 시스템의 환경을 고려하면

서 제어 시스템에 한 보안까지 용하여야 하며 이를 

한 로토콜과 보안 기술 용에 한 연구가 지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 시스템의 로토콜  IEC 61850

에 정의되어 있는 GOOSE 로토콜을 상으로 한다. 다

음 은 GOOSE 로토콜에 한 특징  각 필드에 

한 상세 설명을 하며, 3 은 IEC TC 75에서 발표한 IEC 

61850 보안 표 과 제어 환경의 한계 을 설명하며, 4 에

서는 가능한 공격 기법을, 5 에서는 탐지 방안을 제시한

다.

2. GOOSE 로토콜

   GOOSE 로토콜은 1995년 IEC TC 57에서 변 소 

자동화의 표 화를 해 만든 IEC 61850의 로토콜  

하나이다. GOOSE 로토콜은 P2P 커뮤니 이션 모드에

서 이벤트 데이터를 4 리  안에 빠르게 송하기 한 

로토콜이며 이더넷 임에 바로 이어져 GOOSE 데이

터가 송된다. 따라서 IP 주소 정보는 없으며 MAC 주소

를 통해 publisher-subscriber방법으로 멀티캐스트 는 

로드캐스트 된다. 메시지 상태는 재 송 메시지와 새로

송되는 메시지가 있는 특징이 있으며 다음 문단은 

GOOSE 데이터그램의 자세한 구조를 설명한다.

   GOOSE 데이터그램은 PDU(Protocol Data Unit)으로 

정의된 12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두 필드는 ‘Preamble’, 

‘Start’ 임이며 이더넷 임의 첫 두 필드와 같다. 

세 번째 필드는 ‘Destination’으로 이더넷 MAC 멀티 스

트 주소와 같으며 IEC 61850에서 첫 1 바이트를 GOOSE

를 뜻하는 01로 정의하 다. 네 번째 필드는 ‘Source 

address’로 이더넷 유니 스트 MAC 주소와 같다. 다섯 

번째 필드는 ‘Priority tagging/Virtual Lan'으로 IEEE 

802.1Q에 정의를 따라 시간 으로 요한 순서 로 버스

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우선순 를 매긴 값으로 태그의 

로토콜 ID는 IEEE 802.1Q를 따르므로 0x8100이며 

GOOSE 로토콜의 기본 우선순  값은 4이다. 여섯 번

째 필드는 'Ethernet-type'으로 GOOSE 로토콜을 뜻하

는 0x88B8이다. 일곱 번째 필드는 'Application ID'로 2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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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의 값이며 가장 큰 2비트가 GOOSE를 뜻하는 00이며 

나머지 값은 실제 ID값이다. 따라서 GOOSE 로토콜에

서 'Application ID'필드의 값은 0x0000에서 0x3FFF까지 

쓰인다. 여덟 번째 필드는 'Length'로 재까지의 필드를 

모두 제외한 나머지 필드의 바이트 길이를 뜻 한다. 아홉 

, 열 번째 필드는 ’Reserved1', 'Reserved2'로 아직 쓰이지 

않는 값으로 두 필드 모두 한 바이트씩 0의 값을 가지고 

있다. 열한 번째 필드는 'Application PDU'이며 마지막 

필드는 ‘Frame checksum sequence'이다.

   ‘Application PDU'는 다시 11개의 필드로 나뉘어 지는

데, 첫 번째 필드는 'GoCBRef’로 GOOSE 제어 블록의 참

조 정보를 담고 있으며, 두 번째 필드는 

‘TimeAllowedtoLive'로 리시버가 다음 메시지까지 기다려

야 하는 시간을 뜻하며, 세 번째 필드는 'DatSet’으로 

GOOSE 제어 블록의 DatSet 속성의 값을 뜻한다. 네 번

째 필드는 'GoID'로 GOOSE 제어 블록의 ID를 뜻하며 다

섯 번째 필드는 ‘T'로 ’StNum'의 값이 증가했을 때의 시

간 정보를 년에서 나노  까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필드는 ‘StNum'으로 기 값은 1으로 0은 약된 

값이다. GOOSE 메시지가 송되거나 `data-set`이 변경

될 시 증가한다. 일곱 번째 필드는 ’SqNum'으로 GOOSE 

메시지가 송 될 시 증가하며 0으로 시작하는 값이나 

`SqNum`과 같이 1로 기화하여 쓰이길 권장한다. 여덟 

번째 필드는 'Test' 혹은 ‘Simulation'으로 1은 해당 메시

지가 테스트하기 해 생성된 메시지를 뜻 한다. 일반 메

시지의 값은 0이다. 아홉 번째 필드는 'ConfRev'GOOSE 

제어 블록의 환경설정 변경 값을 뜻하며 열 번째 필드는  

’NdsCom'으로 GOOSE 제어 블록의 값  하나로 권한이 

필요한 명령인지를 뜻하는 값을 뜻한다. 마지막 필드는 

‘GOOSEData'필드로 유 가 정의한 'data-set'정보들의 

집합이며 데이터가 몇 개 인지 값이 먼  나오며 이 후 

데이터가 연속 으로 쓰여 있다.

3. GOOSE 취약   보안 표  용 한계

   제어 시스템이 일반 네트워크에 연결됨에 따라 IEC 

61850에서 정의된 로토콜의 보안이 필요해졌으며 2007

년, IEC 61850 표 을 만들었던 IEC TC 57에서 IEC 

62351 표 을 발표하 다. 이 표 은 IEC 61850에서 정의

된 로토콜들의 보안에 한 표 으로 재 까지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확장 되고 있는 표 이다. 

IEC 62351 표 에서는 GOOSE 로토콜을 포함한 IEC 

61850 표 의 로토콜에 한 디지털 서명을 통한 인증, 

스푸핑 방지, 침입 탐지 등에 한 보안에 한 표 을 제

시하 다.

   그러나 IEC 62351 표 에서 제시하는 보안 표 을 

GOOSE 로토콜에 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 이 있

다. 첫 째로 GOOSE 로토콜에 맞는 안 하면서도 빠른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GOOSE 로토콜은 4ms내

의 응답시간을 요구하는 로토콜이다. 그러나 재 제어 

시스템이 사용하는 32-bit Intel, ARM 코어로는 IEC 

62351 표 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서명을 만들고 확인 하

는 과정을 4ms내에 처리 할 수 없다. 2013년 이후로 

2048bit의 키 길이를 요구하는 RSA의 키 길이를 1024bit

로 하여도 8ms정도의 시간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재 

리 설치된 제어 시스템의 컴퓨  자원이 제한 이다. 

CPU에 내장된 IED들은 먼지, 습도 등에 제한받지 않기 

해 폐쇄 인 구조로 팬이 없게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발열에 해 제한 이기 때문에 높은 수

의 계산이 불가능하다. 다  코어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

해  수 있을지 모르나 재 이미 제어 시스템에는 느린 

CPU를 가진 IED가 설치되어있다.

   2011년 'Siemense'社에서 GOOSE 모델의 빠른 응답을 

한 그룹 키 생성  리에 한 특허를 냈으나 실제 

IED의 성능은 고려하지 않은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아직도 여 히 GOOSE 로토콜을 한 보안 

표 은 미흡한 상황이며 다수의 GOOSE 로토콜을 사

용하는 제어 시스템은 암호화  인증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 많은 취약 에 노출된 상태이다.

4. GOOSE에 한 공격

   아직 암호화  인증기법을 도입하지 않은 수많은 

GOOSE 로토콜을 사용하는 제어시스템은 많은 공격에 

노출되어있다. 이 에서는 GOOSE 로토콜을 상으로 

가능한 공격을 분석한다.

 4.1 버퍼 오버 로우 공격

   각 필드는 정해진 길이가 있다. 가변 길이인 패킷의 길

이 필드의 경우에도 최  6바이트를 가지는데, 이러한 필

드의 최  길이에 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 필드의 올바

른 범  값을 과하는 값을 입력해 송하여 버퍼 오버

로우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4.2 주소 스푸핑 공격

   다른 주소를 방화벽을 통해 차단하는 경우 다른 주소

를 통한 공격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단순히 MAC 주소를 

내부 네트워크의 주소로 스푸핑하여 공격이 가능하며 정

상 통신인 척 장하여 명령을 보내거나 다른 공격을 가

능하게 하는 기본이 된다.

 4.3 데이터 값 변조

   제어 시스템에서의 비정상 인 값의 보고는 시스템의 

긴  가동 지를 래할 수 있다. 이러한 직 인 물리

 가동 지를 노리고 정상 값보다 낮은, 시스템의 문제

를 뜻하는 값을 보고하는 공격이 가능하다.

 4.4 루딩 공격

   패킷을 하나 캡처하여 단시간에 량으로 보내거나, 특

정 패킷을 생성하여 단시간에 량으로 보내는 루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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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가능하다. 이 공격으로 해당 노드의 기능이 하게 

하 될 수 있고 이는 제어 시스템의 가용성에 큰 문제가 

된다.

5. 공격 탐지 방안

   본 에서는 4 에서 제시한 공격에 한 탐지 방안을 

제시한다.

 5.1 버퍼 오버 로우 공격 탐지

   버퍼 오버 로우 공격의 경우 특정 필드의 값이 정상

의 범주를 벗어난 공격이기 때문에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 

정상 범 를 정의하여 비정상 값을 포함한 패킷을 걸러낼 

수 있다. 한 화이트 리스트의 로그램이 가벼운 특징은 

제어 시스템의 가용성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공격을 탐

지 해 낼 수 있게 한다.

 5.2 주소 스푸핑 공격 탐지

   맥 스푸핑 공격의 경우 신호의 세기의 차이를 통해 외

부로의 공격을 감지하여 탐지 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3]. 

외부의 공격의 경우 내부의 정상 패킷보다 신호의 세기가 

약한 것에 착안하여 탐지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5.3 데이터 값 변조 탐지

   4 에서 설명한 데이터 값 변조 공격에 경우 버퍼 오

버 로우 공격과 달리 값이 정상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 기법을 통해서 이 공격을 탐지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의 패킷과 이 후의 패킷의 값을 

조하여 지나친 특정 필드의 값의 변화를 감지하는 탐지 

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특정 필드의 값을 비정상 으로 

즉시 바꾸거나 보고하는 패킷을 탐지  드랍이 가능하다

고 본다.

 5.4 루딩 공격 탐지

   루딩 공격의 경우 단  시간당 패킷의 수를 측정함

으로써 제어 시스템의 동작에 향을 미치는 한계치 이상 

패킷이 들어오기 에 해당 유형의 패킷을 차단하여 탐지

가 가능하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GOOSE 로토콜의 특징과 취약 , 취

약 을 이용한 공격 방법을 살펴보았다. 재 IEC 62351 

표 에서 GOOSE 로토콜을 포함한 제어 시스템의 로

토콜에 한 메시지 인증 방법과 암호화와 련한 보안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GOOSE 로토콜은 4ms라는 짧

은 응답 제한이 있기 때문에 IEC 62351 표 에서 제시하

고 있는 메시지 인증 방법과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기 

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증과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GOOSE 로토콜의 공격을 탐

지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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