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일반 비즈니스 정보처리 중
심의  IT(Information Technology)망 환경과 스마트 
공장 및 시설 등의 제어정보처리중심의 OT(Operational 
Technology)제어망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환경 

모두에서 컴퓨터와 이들을 연결하는 통신네트워크가 
핵심적인 기반 구성요소이다. 이들은 비즈니스 정보처
리 영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화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활용중인 요소기술들이 IT망 환경에 적응적이다. 즉, 
이들 기술들이 제어정보 처리중심의 OT제어망 환경에
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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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기술(IT)망 및 운영기술(OT)망 영역 모두에서 컴퓨터에 접근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증기술은 ID/PW, 
공인인증서, OTP 등이다. 이러한 인증기술들은 비즈니스 중심의 IT망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인증기술이 동일하게 운영기술이 중심인 SCADA제어망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증기술들은 엄격한 제어가 요구되는 OT제어망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운영자의 모바일 단말과 제어망의 물리적 단말주소 및 운용자 위치정보 특성을 활용하여 제어정보 처리가 중
심인 OT SCADA제어망에 적합한 강화된 새로운 사용자 인증방안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운영자 인증기술∣OT제어망∣SCADA시스템∣OT제어망에서 인증기술∣
Abstract

The authentication technologies used to access computers in both IT and operational technology (OT) 
network areas include ID/PW, public certificate, and OTP. These authentication technologies can be 
seen as reflecting the nature of the business-driven IT network. The same authentication technologies 
is used in SCADA control networks where the operational technology is centered. However, these 
authentication technologies do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T control network environment, 
which requires strict control.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ew enhanced user authentication method suitable for the OT SCADA 
control network centered on control information processing, utilizing the physical terminal address and 
operator location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or's mobile terminal and contro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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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정보처리가 중심인 OT제어망 환경의 주요특성
을 살펴보면 IT환경과 비교하여 보다 강화된 보안성과 
가용성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강화된 보안성은 외부해
커(블랙햇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내부 운용자 
해커(하드햇 해커)가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제어시스템을 직접 해킹할 수 
없도록 보안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체계가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최고의 가용성은 앞에서 전제한 최
고의 보안성 보장이란 전제하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365일 24시간 SCADA제어시스템이 가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정부는 외부해커(블랙햇 해
커)를 격리시키기 위해 외부 인터넷과 내부 업무망 및 
OT SCADA시스템 제어망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
다[1]. 이는 각각의 망 분리를 통해서 외부인터넷으로부
터 침입하는 수많은 블랙햇 해커들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여 내부 업무망 및 OT SCADA시스템 제어망의 안전
성 확보를 최대의 정책적 목표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3][4]. 

이렇게 분리된 OT제어망은 내·외부 해커(블랙햇, 하
드햇 해커)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 보안쟁점들
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보안기술은 제어
시스템에 접근 허용 유·무를 결정하는 운용자 인증기술
이다. 하지만, 현재의 OT제어망 환경에서 운용자 인증
기술은 비즈니스 정보처리가 중심인 IT망 환경에서 사
용된 인증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OT제어망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보다 강화된 인증
기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OT제어망의 보안성 강화
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SCADA제어 시스템만의 특
성을 반영한 보다 강화된 사용자 인증방안을 제안하였
다. 

Ⅱ. 연구배경

제어정보처리 중심의 OT제어망의 보안기술을 설계
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네트워크에서 IT망

과 OT제어망의 보안영역을 정의한 모델은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첫째, 산업제어시스템 보안모델로 2004년 ISA99 위
원회에서 제시한 퍼듀(Purdue) 보안모델을 들 수 있다
[1]. 이는 스마트공장 보안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둘째, ISA/IEC 62443(ANSI/ISA-95)에서 
정의한 ICS-CERT의 ‘ICS(Industry Control System) 
참조모델’을 들 수 있다. 이는 산업제어시스템 네트워크 
참조모델이다[2]. 마지막으로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NSR, Nation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가 제
시한 ‘ICS 운영환경’을 들 수 있다[그림 1]. 

그림 1. NSR의 ICS 운영환경 모델 

[그림 1]에서 보듯이 제어정보처리 중심의 OT제어망
은 비즈니스 중심의 IT망과 망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IT망으로부터 OT제어망을 고립시켜 외부로
부터 공격을 시도하는 블랙햇 해커의 공격을 원천적으
로 차단하기 위한 구성이다. 

상기와 같이 OT제어망의 안전성 및 가용성 확보를 
위해 현재 채택된 보안기술들은 그동안 IT망에서 사용
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제
어정보처리가 중심인 OT제어망의 특성들이 충분히 반
영되지 않아 기능, 비용, 복잡성 등에서 괴리 현상이 발
생한다. 

OT제어망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보안기술은 유·
무선 접근제어,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보안, 로그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에서 본 논문의 주제인 운용자 
인증기술을 비즈니스 중심의 IT망과 비교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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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T제어망의 운용자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 
비즈니스 중심의 IT망에서는 사용자수와 사용자를 특
정할 수 없다. 즉, 다양한 부류의 사용자가 시스템에 가
입 및 탈퇴 절차에 따라 빈번하게 시스템에 접근 및 탈
퇴를 반복하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제어중심의 OT 
제어망에서는 소수의 특정 운영자가 운영매뉴얼에 따
라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들을 특정할 수 있다. 
둘째, 사용하는 단말장비를 특정할 수 있다. 비즈니스 
중심의 IT망에서는 사용자는 개인 소유단말 뿐만 아니
라 공용단말을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
에 사용하는 단말을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제어중심
의 OT제어망에서는 소수의 특정 운용자가 특정된 단말
로 운영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단말
을 특정할 수 있다. 셋째, 사용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비즈니스 중심의 IT망에서는 사용자는 접근이 가능한 
단말기로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에 접근하기 때문에 사
용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 제어중심의 OT제어망
에서는 소수의 특정 운용자가 특정된 위치에서 제어망 
운영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자
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넷째, 보다 엄격한 보안이 
요구된다. 제어중심의 OT제어망은 국가기간시설(빌딩, 
전기, 교통, 재난, 가스, 수자원 등)제어 및 공장제어 등
에 활용되기 때문에 국가 안위 및 국민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보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비즈니스 
중심의 IT망에 비해 보다 엄격한 운용자인증이 요구된
다. 

상기와 같은 사용자측면에서 비즈니스 중심의 IT망
과 제어중심의 OT제어망의 차이점 때문에 IT망 영역
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인증기술을 그대로 OT제어망에 
사용에는 여러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IT망에서 사용자 
인증기술의 특성은 불특정 다수 중에서 특정인을 인증
하는 블랙리스트 기반의 보안기술을 사용한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기반의 사용자 인증기술은 사용자를 시스
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사용자를 인증하고, 사용자 탈퇴 
절차 등이 매우 복잡하여 고 비용 인증기술이란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OT제어망 환경에서는 운영자, 운영자
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운영위치 등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 리스트 기반의 사용자인증기술을 적용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운용자 
인증기술 구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비즈니스 중심의 IT망에서 
ID/PW(Identifier/Password), OTP(One Time Password), 
공인인증서, 지문인식, 정맥인증 등의 사용자 인증기술
들은 OT제어망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상기에서 살펴본 현안 문제점들이 시사
하는 바는 OT제어망에 특화되고 효율적인 운용자 인증
기술이 현재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제안이 본 논문의 연구배경이다. 

Ⅲ. 제어정보처리 중심의 OT제어망에 특화
된 새로운 운용자인증 방안 

3.1 제안 인증기술의 주요 내용

OT제어망은 블랙 및 하드 햇 해커가 제어망 운용자
를 위장하여 제어시스템에 침입을 허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OT제어망에서 사용
되는 인증기술이 IT망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ID/PW 인증기술이다. 이 기술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
로 구현이 가능한 반면에 내·외부 해커에 가장 취약한 
인증기술이다. 이유는 인증의 성패가 패스워드란 하나
의 인자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패스워드를 
해커에게 해킹 당한 순간 인증시스템이 무력화되기 때
문이다. 그렇다고 IT망 영역에서 사용하는 인증서, 지
문인식, 보안카드, OTP등의 인증기술을 OT제어망 영
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적
절치 않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저비용의 ID/PW기반의 인증기술을 준용하면서 OT제
어망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운용자 인증기술을 
제안하였다. 이 기술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ID/PW 인증기술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사용
자가 주기적적으로 패스워드를 갱신해야 하는 부담이
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만큼 패스워드 해킹이 블랙 
및 하드 햇 해커에게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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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인증기술은 세션마다 자동으로 패스워드를 갱신
하도록 설계함에 따라 이러한 주기적인 패스워드 갱신
이란 불편을 제거했다. 이를 통해서 한 세션의 패스워
드를 해커가 해킹을 해도 이를 다음 세션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성도 높였다. 

둘째, ID/PW 인증기술의 성패는 패스워드란 하나의 
인자만으로 인증이 좌우된다. 즉, 패스워드가 노출되면 
인증은 무의미해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증기술에
서는 인증 성패가 패스워드 인자, 운용자가 사용하는 
장비의 물리적(MAC, Media Access Control)주소 인
자, 운용자의 로그-인 위치정보 인자에 의해서 이루어
지도록 설계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인자를 추가함에 
따라, OT제어망에서 특정 운용자가 자신의 제어망 영
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그-인 단말장치들을 지정할 
수 있고, 운용자의 로그-인 위치를 OT제어망 영역내로 
제한할 수 있다. 즉, 운용자가 제어망 영역에서 행하는 
운용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하드햇 및 블랙햇 
해커의 제어망 침투를 어렵게 하였다. 

셋째, IT망에서 ID/PW인증기술은 사용자가 시스템 
로그-인 화면에 ID와 PW를 입력하여 인증이 이루어지
는 1-채널 인증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증
기술은 운용자가 소지하는 모바일단말(스마트폰, 테블
릿 PC 등)에 앱을 설치하고 시스템 로그-인 단말과 모
바일장치의 앱간에 무선통신(Wi-Fi 등)을 통해서 인증
처리가 되도록 2-채널 인증방식을 도입했다[6][7]. 이
러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운용자 모바일 단말의 운용
자 앱이 적극적으로 인증절차에 개입하게 되어 인증 편
리성(주기적 패스워드 갱신 제거 등) 및 보안성(모바일 
단말 소지자 외는 접근 불가)을 제고 했다고 볼 수 있
다. 

넷째, IT에서 인증기술은 불특정한 사용자가 스스로 
인증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블특정
한 모든 사용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기반
의 복잡한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OT제어망에서
는 정해진 소수의 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스
템 관리자가 운용자를 특정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
록된 인증정보를 기반으로 인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인증기술이 구현이 가능하다 
즉,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등록된 운용자를 제외하고 

모든 운용자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기법을 사용한
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용자 인증절차를 단순화 하면서 
저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4가지 핵심내용을 반영하여 화
이트리스트 운영자 인증기술을 구현하였다. 즉, 저비용
으로 인증의 효율을 제고하고, 원천적으로  블랙 및 하
드 햇 해커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3.2 제안 운용자인증 방안이 적용될 제어중심의 
OT제어망 구성도 

II장의 연구배경에서 현재 OT제어망에서 운용자 인
증기술의 현안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3.1절에서 OT제
어망의 특성 때문에 비즈니스 중심의 IT망에서 사용자 
인증기술이 OT제어망에 적합지 않다는 점을 요약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사용자인증방안이 적
용될 제어중심의 OT제어망의 전체적인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어중심의 OT망 구성도 

[그림 2]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OT제어망은 크게 레
벨 2에 제어센터영역, 레벨 1에 제어기기 영역, 레벨 0
에 현장장치영역으로 나뉜다. 이는 NSR의 ‘ICS 운영환
경’ 모델에서 정의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운용자 인증기술은 레벨 2의 제
어센터에 설치된 각종 센터장비에 접근하여 운영하는 
소수의 특정된 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다. 
이는 운용자가 레벨 1 제어기기와 레벨 0의 현장자치
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어센터의 각종 시스템들을 통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벨 2에 위치하는 제어센터 
장비에 대해서는 엄격한 운용자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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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3. SCADA시스템 제어망에 운용자 인증기능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운용자 인증시스템에서 핵심이 
되는 운용자 등록절차, 인증절차, 인증정보 재구성 절차
에 관한 세 가지 모듈을 설계한 내용을 설명한다. 아래 
절에서 사용되는 표기는 [표 1]과 같이 정의된 의미를 
지닌다. 

부호 의미

On_ID 운용자On의 식별자

SYSn_ID 운용시스템 SYSn의 식별자

es_key 세션키를 암호화하는 대칭키

s_key 한 세션에서만 사용하는 세션키 

En(m) n이란 키로 m을 대칭 암호화

Dn(m) n이란 키로 m을 대칭 복호화

(a+b+c+…) a, b, c 항목으로 구성된 레코드

N 의사난수생성기(PRNG)가 생성한 난수

day 인증정보 생성/갱신 날짜

Nonce 재현공격 방지를 위한 비표

표 1. 표기법

(1) 운영시스템(SYSn)에 운용자(On) 등록절차
본 절에서는 운용자의 스마트폰 앱과 운영시스템에 

운용자의 인증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다.

Step1) 운영시스템(SYSn)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
가 운용자(On)을 등록하는 첫 번째 절차이다. 등록은 
운용자(On)의 스마트폰에 미리 준비된 앱의 설치를 전
제로 한다. 등록을 위해 운용자와 협의하여 등록에 필
요한 인증정보로 운용자의 식별자(On-ID), 운영자가 
사용할 단말기들의 물리적 주소(MAC1, MAC2, 
MAC3)를 화면에 입력한 후 운용자 On의 등록요구 메
시지를 운영시스템(SYSn)에 보낸다.([그림 2]에서 ① 
참조)

그림 3. 운영시스템(SYSn)에 운용자(On)등록절차

Step2) 이를 수신한 운용시스템 SYSn은 스마트폰 
인증정보 등록요구 모듈을 통해서 운용자(On) 스마트
폰 앱에 등록요구 메시지를 보낸다([그림 2]에서 ②참
조). 

Step3) 이를 수신한 운용자 스마트폰 앱은 의사난수
생성기(PRNG, 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
로 임의의 난수 N을 생성하고, ②메시지로부터 수신된 
On-ID와 바로 전 생성된 난수 N를 일방향 해쉬함수에 
입력하여 세션키(s_key)를 암호화화하기 위한 키 
(es-key)를 생성한다. 

Step4) 의사난수생성기(PRNG)를 사용하여 운용자
의 인증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세션키(s_key)를 생성
한다.

Step5) 등록될 인증정보 암호화에 사용되는 세션키
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세션키 암호화키(es_key)로 세
션키(s_key)를 암호화한다. 

 = Ees_key(s_key)

Step6) 운용자의 인증정보를 모바일단말 및 운용시
스템에 저장하기 위해 운용자 인증정보 레코드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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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SYSn-ID + (On_ID + day + Nonce) + 
(MAC1 + MAC2 + MAC3 + GPS정보)’. 여기에서 비
표 값(nonce)은  재현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
리고 MAC1 ~ MAC3은 운용자가 사용 가능한 제어시
스템 단말기들의 물리적 주소이다. 마지막으로 GPS정
보는 등록 시 운용자 모바일 단말기의 위치정보이다. 
이는 운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는 위치를 추적하기 위
한 것이다.  

Step7) 위의 Step 6 과정에서 생성한 레코드 중  
SYSn_ID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세션키 s_key로 암호
화한다. 

 = Es_key(On_ID+day+Nonce)+

   Es_key(MAC1+MAC2+MAC3+GPS정보) 

Step8) 위의 Step7 과정에서 암호화한 결과와 
On_ID을 제어시스템  SYSn으로 보내어 [그림 2]에서 
③과 같이 인증정보파일에 저장한다. 

 = On_ID+ Es_key(On_ID+day+Nonce) +

           Es_key(MAC1+MAC2+MAC3+GPS정보) 

Step9) 마지막으로 최초에 생성한 난수 N, Step 4에
서 만든 암호화된 세션키(Ees_key(s_key)), 그리고 
Step 7 과정의 암호화한 인증정보
(Es_key(On_ID+day+Nonce))를 운용자 자신의 스마
트폰 앱을 통해 내부 저장소에 저장한다.

= SYSn_ID + On-ID + N + (Ees_key(s_key)) +

                   Es_key(On_ID+day+Nonce)

(2) 제어시스템(SYSn)에 운용자(On) 인증절차
본 절에서는 제어시스템 SYSn에 사용자 On이 1절

의 절차에 따라 등록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운용자 On이 
제어시스템 SYSn에 인증을 요구할 경우 이루어지는 인
증절차는 [그림 4]와 같다. 보다 상세하게 단계별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ep1) 운용자(On)가 운용시스템(SYSn)의 로그-인 
화면에 운영자 식별자 ‘On-ID’을 입력하여 운용시스템 
SYSn에 인증요구 메시지를 보낸다.([그림 4]에서 ①)

Step2) 이를 수신한 운용시스템 SYSn은 Step 1의 
인증요구 메시지 트래픽으로부터 운용자 단말의 
MACn 주소를 추출하여 이를 포함시켜 스마트폰 폰 인

증요구 모듈을 통해서 운용자 모바일 스마트폰 앱에 인
증요구 메시지를 보낸다([그림 4] 에서 ②). 

그림 4. 응용(APLn)에서 사용자(Un) 인증모듈

Step3) 이를 수신한 스마트폰 앱은 자신의 저장소에 
저장된 SYSn_ID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탐색하여 그 레
코드로부터 난수 N과 ②메시지로부터 획득한 On_ID
를 일방향 해수함수에 입력하여 세션키 암호화 키인 
es_key를 생성한다.  

Step4) 스마트폰 앱 저장소로부터 읽어온 암호화된 
세션키(Ees_key(s_key))를 Step 3 과정에서 생성된 
es_key로 복호화하여  세션키(s_key)를 구한다[11].

 = Des_key(Ees_key(s_key)) = s_key

Step5) 스마트폰 내부 저장소로부터 읽어드린 암호
화된 인증정보를 Step 4에서 얻은 세션키(s_key)를 사
용하여 복호화하여 평문의 인증정보를 얻는다.

 = Ds_key(Es_key(On_ID+day+Nonce))

 = On_ID+day+N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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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운용시스템 SYSn으로부터 그림에서 ③과 같
이 SYSn에 등록된 운용자 On의 암호화된 인증정보 레
코드를 전송받는다.  

Step7) Step 6에서 전송받은 암호화된 인증정보를 
세션키(s_key)를 사용하여 복호화한다.

 = Ds_key(Es_key(On_ID+day+Nonce))

 = On_ID+day+Nonce

Step8) Step 5 와 Step 7 과정에서 만들어진 복호화
된 인증정보를 비교 인증하여 ‘1차 비교인증’을 실시하
여 동일하면 2차 비교인증을 실행하고, 일치하지 않으
면 인증실패 메시지를 운용자 단말에 보낸다.([그림 4]
에서 ➃➄)

Step9) 이 단계부터 ‘2차 비교인증’ 단계이다. Step 
6에서 SYSn으로부터 전송받은 On-ID의 인증레코드
를 복호한다. 

  = Ds_key(Es_key(MAC1+MAC2+MAC3+GPS정보))

   = MAC1+MAC2+MAC3+GPS정보

Step10) Step 2에서 수신 받은 MACn과 Step 9에
서 복호된 MAC1, MAC2, MAC3을 비교하여 MACn
이 이들 3개중에 하나와 일치하면 Step 11로 진행되
고, 일치하지 않으면 인증실패 메시지를 운용자 단말에 
보낸다.([그림 4]에서 ➃➄)

Step11) 스마트 폰으로부터 현재의 위치를 스마트폰 
GPS정보를 통해서 추출하고 이를 Step 9에서 복호된 
GPS위치정보와 비교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운용자 
On이 이미 정의된 OT제어망 영역내에서 적법한 운용
행위를 하는지를 판단한다. 운용자 On이 적법한 OT제
어망 영역에서 적법한 사용자인증을 요구한 것으로 판
단하면 최종적으로 인증 성공메시지를 운용자 단말에 
보낸다.([그림 4]에서 ➃➄).  반대로 적법하지 않은 경
우는 인증실패 메시지를 운용자 단말에 보낸다.([그림 
4]에서 ➃➄).

(3) 인증정보 재구성
본 절에서는 2.절의 인증이 성공되면 보안 강화를 위

해 기존세션에서 사용된 인증정보를 모두 재구성하는 
절차를 실행하게 된다. 다음 [그림 5]는 인증정보 재구
성 모듈을 설명한 것이다. 

Step1) 운용자 On의 스마트폰 앱은 의사난수생성기
(PRNG)로 임의의 난수 N을 생성한다. 그리고 현재 인
증이 성공한 제어시스템의 운용자의 On_ID, 그리고 와 
생성된 난수 N를 일방향 해수함수에 입력하여 세션키
(s_key)를 암호화화하기 위한 키 es-key를 생성한다. 

Step2) 다음으로 의사난수생성기(PRNG)를 사용하
여 운용자의 인증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세션키
(s_key)를 생성한다.

Step3) 등록될 인증정보 암호화에 사용되는 세션키
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세션키 암호화키(es_key)로 세
션키(s_key)를 암호화한다[11]. 

 = Ees_key(s_key)

Step4) 운용자의 인증정보를 모바일단말 및 운용시
스템에 저장하기 위해 운용자 인증정보 레코드를 생성
한다. 즉 ‘SYSn-ID + (On_ID + day + Nonce) + 
(MAC1 + MAC2 + MAC3 + GPS정보)’. 여기에서 비
표 값(nonce)은 재현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5. 응용(APLn)에서 사용자(Un)인증정보 재구성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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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위의 Step 4 과정에서 생성한 레코드 중  
SYSn_ID를 제외한 인증정보를 세션키 s_key로 암호
화한다. 

 = Es_key(On_ID+day+Nonce)+

   Es_key(MAC1+MAC2+MAC3+GPS정보) 

Step6) 위의 Step 5과정에서 암호화한 인증정보레코
드 와 On_ID을 SYSn으로 보내어 [그림 5]에서 ➀과 
같이 제어SYSn의 인증정보파일에 저장한다. 

 = Un_ID+ Es_key(On_ID+day+Nonce) +

           Es_key(MAC1+MAC2+MAC3+GPS정보)

Step7) 마지막으로 최초에 생성한 난수 N, Step 3에
서 만든 암호화된 세션키(Ees_key(s_key)), 그리고 
Step 5 과정의 암호화한 인증정보
(Es_key(On_ID+day+Nonce))를 운용자 자신의 스마
트폰 앱을 통해 내부 저장소에 저장한다.

 = SYSn_ID + On-ID + N + (Ees_key(s_key)) +

                    Es_key(On_ID+day+Nonce)

Ⅳ. 기존 방안과 비교 및 검토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OT 제어망용 운용
자 인증기술과 IT망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ID/PW 사용자 인증기술을 비교하여 제안방안의 우수
성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큰 특징은 IT망의 ID/PW 인
증기술이 인증인자로 패스워드만을 사용한 반면에 제
안한 OT제어망에서 ID/PW 인증기술은 3개의 인자로 
패스워드, 단말장치주소정보, 위치정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IT망의 ID/PW 인증기술은 단일시스
템에서 인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채널 인증기술이
다. 하지만 제안한 OT제어망용 ID/PW 인증기술은 운
용시스템과 운용자가 소지한 모바일단말의 앱과 연동
하여 인증이 이루지기 때문에 2-채널 인증기술이다. 

마지막 특징은 IT망에서 ID/PW 인증기술은 불특정
다수가 스스로 자신이 사용할 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시스템의 사용자가 되는 절차를 거친
다. 하지만 제안한 OT망 전용 ID/PW 인증기술에서는 
항상 시스템관리자와 운용자가 자신의 모바일 단말을 
가지고 미리 등록절차를 거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3가
지 특성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표 2]에 요약 
정리하였다. 

[표 2]에서 본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OT제어
망의 특성을 반영한 인증방법이 IT망에서 사용하는 
ID/PW 인증방법보다 여러 비교요소들에서 우수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OT제어망 보안에 적합하도록 운용
자 패스워드, 단말주소, 인증요청 위치 등을 인증인자로 
추가하고 운용자의 모바일 앱을 연동시켜 주기적인 패
스워드 갱신과 같은 절차를 자동화시켜 편리한 인증을 
실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제어정보처리 중심인 OT망에 적합한 운용
자 인증기술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
방안이 기존의 비즈니즈 정보처리 중심의 IT망의 
ID/PW인증기술에 내제된 문제점들이 해결됨을 보였
고, 또한 OT제어망의 특성에 맞도록 ID/PW인증기술

  인증방법 
 비교요소

IT망에서 
ID/PW 인증

OT제어망에서 
제안 인증기술

특징
1

인증인자 패스워드 자동생성 패스워드, MAC주소, GPS정보

단말인증 불가 가능
위치인증 불가 가능

특징
2

인증방법 해당시스템
(1-채널)

해당시스템과 모바일앱 연동 인증
(2-채널)

주기적
PW 갱신 필요 불필요(자동 갱신)

표 2. 기존 인증기술과 제안인증기술 비교분석

사용자
편의성

저
(ID/PW입력)

고
(ID만 입력)

특징
3

인증정보등
록주체 사용자 관리자 + 운용자

적용기술 블랙리스트 
인증기술 화이트리스트 인증기술

인증정보
관리

복잡
(사용자 중심)

단순
(관리자 중심)

종합
보안수준 하

(Only PW)
상

(Pw, 단말주소, 접근위치)
인증의
편의성

하
(주기적 갱신)

상
(앱을 통한 세션단위로 자동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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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내용을 보였다. 물론 운용자 인
증이 항상 자신의 모바일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에 연동
되기 때문에 항상 스마트폰을 지녀야하는 부담이 존재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ID/PW인증기술이 OT제어망이 지니는 다양한 문제점
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의미한 새
로운 인증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롭게 제안한 본 인증기술이 제품화되어 대부분의 
OT제어망에서 사용하는 ID/PW 인증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기술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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