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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Cyber-Physical Systems (CPSs) have been applied to Water Distribution Systems (WDSs) to facilitate effici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Since data are transmitted through the network in such systems, a cyberattack can disrupt the operation of WDSs, 

for example, by causing water supply reduction, water pollution, and economic losses. In the past few years, cyberattack detection algorithms

and various cyberattack scenarios have been proposed. These studies considered either hydraulic factors, such as pipe velocity, nodal 

pressure, or tank level, or water quality factors. However, an algorithm which considers only one factor cannot prevent the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such as water quality issues, and the hydraulic and quality factors have a correl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a framework

was developed by considering both hydraulic and water quality factors. The proposed approach was applied to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Performance indicators were used to examine the detec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parameters of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By comparing the detection performance when only hydraulic factors were considered and the performance when both hydraulic and

water quality factors were considered, the effectiveness of the algorithm that consider both hydraulic and water quality factors was demonstrated.

A cyberattack detection algorithm that considers both hydraulic and water quality criteria can be applicable in more realistic scenarios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safe infrastructure for the entire process of designing and operating WDSs with C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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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상수도 관망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의 물 공급 인프라에 적용되고 있다. 상수도 관망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들이 전송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받을 시,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펌프와 밸브의 오작동, 탱크의 월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 머신러닝 알고리즘 등을 적용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들은 상수도 관망의 수리학적 요인 (절점의

압력, 관의 유량, 탱크 수위 등) 또는 수질학적 요인 중에 하나만을 고려하였다. 하나의 요인만 고려한 알고리즘들은 관련된 다양한

비정상 상황에 대해 탐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으로 상수도 관망의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 수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수질학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접근법의 탐지 알고리즘으로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했으며, 

인공신경망의 매개변수에 따른 검출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성능지표를 적용하였다. 성능지표를 통해서 수리학적인

요인만을 고려했을 경우와 수질학적 요인도 함께 고려했을 경우의 탐지 성능을 비교하여 수질학적 요인도 함께 고려한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수리 및 수질학적 요인을 고려한 사이버 공격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상수도 관망 사이버 물리 시스템 설계 및 운영의 전 과정에 있어서 안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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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상수도 관망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전력시

스템, 통신시스템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 

관망의 실시간 감독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사이버 네트워크와 물리적 

장치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PLCs)와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CADA) 시스템의 두 가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상수도 관망에 적용될 

경우 PLCs은 각종 센서, 밸브, 액추에이터들을 자동 제어 

및 감시에 사용하는 제어 장치이고 SCADA 시스템은 PLCs

를 포함하여 상수도 관망 운영을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실시

간으로 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사이

버 물리 시스템은 PLCs과 SCADA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

간으로 감독하고 제어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정보통신의 사소한 데이터

의 입·출력 오류 및 오차에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사이버 공격이란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자체,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변경, 방해 또는 파괴하는 행동이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장치 및 통신 시설(PLCs, SCADA, 

센서 및 액추에이터)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통해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2013년 미국 뉴욕 인근의 댐 관리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사건이 있었으며 2019년 2월에는 콜로라도 북부의 정수시

설에 대해 랜섬웨어를 통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는 등 

최근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적용된 사회기반 시설들의 

사이버 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상수도 관망 역시 대표적인 사회 기반 시설로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PLCs과 SCADA의 오작동으로 인해 비정상

적인 물 공급, 수질 악화 등의 결과를 통해 인적ㆍ사회적ㆍ경

제적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상수도 관망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법들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최근 상수도 관망 분야에

서 사이버 공격의 탐지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Witkowski (2017)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산업에 

적용되는 방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분석했다. Cho et al. 

(2012)은 미래 상하수도 시설은 IT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실시간 모니터링, 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등 네트워

크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써 기존의 운영관리 기술보다 

더 높은 전문적인 운영기술 및 스마트 시스템을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Kim et 

al. (2014)은 지능형 상수도 관망의 스마트 미터 및 다항목 

수질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상수도 관망을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했으며 Baik et al. (2005)은 

테러, 재난 등과 같은 상황에서 용수공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통합시스템의 구조를 

개발했다.

Rasekh et al. (2016)은 스마트 워터 네트워크 보안의 중요

성과 함께 보안 메커니즘 구축, 보안 분석 등의 중요성에 

관해서 설명한다. Hassanzadeh et al. (2020)은 수자원 인프라

에서 사이버 공격을 받은 여러 사례에 관해서 설명한다. 

Ntuli and Abu-Mahfouz (2016)는 기존 보안 솔루션과 설계 

패턴을 활용하여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위한 보안 아키텍

처를 제안했다.

Lin et al. (2009)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적용된 상수도 

관망을 EPANET과 MATLAB을 연동하여 모의하는 시스템

을 개발했다. Taormina et al. (2017)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적용된 상수도 관망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탱크의 

수위 변화나 밸브의 오작동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

고 해당 시나리오를 모의할 수 있는 epanetCPA를 개발하였

다. 또한, Mishra et al. (2019)도 사회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현재 운영 중인 상수도 관망

에 적용하여 검증했다. Taormina and Galelli (2018)는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사이버 물리적 공격을 탐지하고 공격받은 

요소를 식별하는 기법을 개발했으며 Abokifa et al. (2017)은 

통계기법, 인공신경망과 주성분 분석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Housh and Ohar (2018)는 

Model-based 접근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했으며 Perelman et al. (2012)은 상수도 관망의 수리학적

인 인자들은 고려하지 않고 수질학적인 인자들만을 고려하

여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이상 탐지기법을 개발했다. Panchal 

et al. (2011)은 인공신경망의 성능은 은닉층의 개수, 한 은닉

층에서의 뉴런의 개수 등에 의해서 달라지며 Input과 Output

의 데이터 수에 따라 은닉층의 개수, 한 은닉층에서의 뉴런의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수리 및 수질학적인 요소 중 하나만 고려하여 사이버 공격 

탐지기법을 개발하였다. 상수도 관망의 역할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양의 물을 수압 및 수질 기준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수질학적 요소 또한 동등한 중요도로 고려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 관망의 수리ㆍ수질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수도 관망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시나리오는 수리ㆍ수질해석

을 통해 얻은 절점의 압력, 탱크의 수위 등의 수리학적 요소와 

수질 요소인 Water Age를 고려하였다. 인공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여 사이버 공격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최적

의 탐지 성능을 위해 인공신경망의 매개변수인 은닉층 수와 



 수질-수리 인자를 고려한 상수도 관망 사이버 공격 탐지 모델 개발  49

뉴런 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상수도 

관망 사이버 공격 탐지 알고리즘의 정량적인 성능 비교를 

위해 7가지 성능지표를 적용하였다. 

 

2.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 개발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 관망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구축하

고 사이버 공격이 가능한 네트워크 계층 및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수리학적 요인과 수질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사이

버 공격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Fig. 1과 같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상수도 관망에 적용되었

을 때, 상수도 관망의 시스템 요소(펌프, 밸브, 탱크)의 감독 

및 제어를 각 PLC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후 SCADA는 PLCs의 

데이터들을 전송받아 데이터들의 저장 및 분석을 통해 PLCs을 

제어하여 상수도 관망의 전체적인 운영을 감독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Water Distribution System 

with Cyber Physical System Applied 

정보 보안 관점에서 상수도 관망에서의 사이버 공격은 

네트워크 계층에 따라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Zimmermann (1980)이 개발한 컴퓨터 네트워크의 계층 OSI 

모형을 기반으로 상수도 관망 SCADA 시스템에서의 사이버 

공격이 가능한 네트워크 계층은 Fig. 2와 같이 총 5개로 

구성된다.

Layer 1은 펌프, 밸브, 액추에이터 등을 직접 공격하는 

시나리오, Layer 2는 펌프, 밸브, 액추에이터들과 PLC 간의 

통신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시나리오, Layer 3은 PLC 장치를 

직접 공격하거나 PLC 간의 통신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시나

리오, Layer 4는 PLC와 SCADA 시스템의 통신하는 네트워

크를 공격하는 시나리오, Layer 5는 SCADA 시스템을 직접 

공격하는 시나리오이다. 사이버 공격의 시나리오는 네트워

크 계층으로 구분한 후 수리학적인 요소와 수질 요소 두 

가지로 나누어 개발된다.

Fig. 2. Classification of Cyberattack Layer in Water Distribution

System with Cyber Physical System Applied

2.1 상수도 관망에서의 사이버 공격 프레임워크

사이버 공격의 형태는 Fig. 2의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공격에 따라 직접적인 공격과 간접적인 공격으로 구분된다. 

직접적인 공격은 사이버 공격이 Layer 1에 해당하는 펌프, 

밸브 등 액추에이터나 각종 센서에 물리적인 공격을 수행하

는 경우, Layer 3에 해당하는 PLCs을 직접 물리적으로 공격

하는 경우와 Layer 5의 SCADA 시스템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제어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간접적인 공격은 

Layer 2의 PLC와 액추에이터나 센서와의 통신을 공격함으

로써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오작동의 발생을 일으키거나, 

Layer 3의 PLC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잘못된 제어 명령을 

통해 시스템 과부하 등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또한, Layer 

4의 PLC와 SCADA 간의 네트워크를 공격함으로써 전체적

인 시스템에 잘못된 명령이 입력될 수 있으며 잘못된 명령이 

PLC에게 전달되어 액추에이터나 센서들의 오작동을 일으

킬 수 있다.

상수도 관망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센서 및 액추에이

터들의 오작동, PLCs과 SCADA 시스템의 오작동, 상수관도 

관망 구성요소들의 오작동 및 파괴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탱크의 월류, 관로의 누수 및 파괴, 염소 투입 

및 농도 통제 실패 등이 발생하여 수리학 및 수질학적인 

요소들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Fig. 3).

 

2.2 수리/수질 인자를 고려한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수리학적 요인과 수질학적인 요인을 동시

에 고려한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나

리오는 Fig. 2의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공격 형태에 따라 

6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 시나리오 1: 펌프, 밸브, 센서 등의 물리 시스템을 직접 

공격한다. 공격자는 직접 물리 시스템을 손상하거나 

다른 물리 시스템으로 교체할 수 있다. 공격으로 인해 

손상당한 물리 시스템을 통제하는 PLCs은 NULL 값 

또는 변경된 값으로 전송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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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lassification of Cyberattack in Water Distribution

System with Cyber Physical System Applied

― 시나리오 2: PLC와 액추에이터 및 센서가 통신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한다. 전송되는 데이터를 조작 및 손상, 

도청,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Dos) 등의 공격을 

할 수 있다. 

― 시나리오 3: PLC 간의 통신 네트워크를 공격한다. 예를 

들어, PLC 1은 탱크 1의 수위의 정보를 받아 통제하고 

있으며, PLC 2는 PLC 1에게 탱크 1의 수의 정보를 

받아 펌프 1의 운영을 통제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 2개의 PLC 간의 통신 네트워크 공격으로 펌프의 

잘못된 운영에 따라 탱크가 넘치는 등의 상수도 관망의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 시나리오 4: PLC 자체를 공격한다. PLC의 정상적인 

작동을 완전히 중지시킬 수 있고, PLC 안의 제어 로직들

을 변경할 수 있으며, SCADA 시스템에 보내는 데이터

를 변경 및 손상 등의 공격을 할 수 있다. 

― 시나리오 5: PLC와 SCADA 시스템의 통신 네트워크를 

공격한다. 전송되는 데이터를 조작, 도청 또는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Dos) 등의 공격을 할 수 있다. 

― 시나리오 6: SCADA 시스템 자체를 공격한다. 상수도 

관망 운영 로직 변경, 상수도 관망 전체 운영 중단, 

상수도 관망 운영 도청 등의 공격을 할 수 있다. 

3. 모형 개발
 

상수도 관망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탐지 

알고리즘으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였으며, 2장에서 개발한 

수리ㆍ수질 요인을 고려한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대상 

관망에 적용하였다. 대상 관망을 통해서 인공신경망의 훈련 

및 Test 데이터를 생성했다. 훈련 데이터를 통해 인공신경망

을 훈련 시킨 후 Test 데이터를 통한 인공신경망의 결과를 

성능지표를 통해 성능을 평가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3.1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McCulloch and Pitts, 1943)은 인간 두뇌에 

관한 최초의 논리적 모델링 기법으로 신경망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알고리즘이다. 뇌 신경의 시냅스 결합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공 뉴런이 학습을 통해 시냅스의 결합 

세기를 변화시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모델을 말한다. 

이러한 인공신경망의 성능은 은닉층의 수(Number of Hidden 

Layer, NHL), 뉴런의 수(Number of Neuron, NN), 뉴런의 

가중치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정상 상태와 사이버 공격을 받은 비정상 

상태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사이버 공격 탐지 알고리즘에 

적용하고 검증하였다. 사이버 공격 탐지 알고리즘은 은닉층

의 수와 뉴런의 수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성능을 

갖는 인공신경망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3.2 사이버 공격 탐지 성능지표

본 연구에서의 인공신경망을 통한 탐지결과는 사이버 

공격 여부에 따라 2가지의 형태로 도출된다. 도출된 탐지결

과는 실제 사이버 공격(Observed Attack)과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능지표(Powers, 2011)는 

Eqs. (1)~(7)과 같다.

Table 1에서 True Positive (TP)는 실제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인공신경망이 공격 탐지를 동일하게 했을 경우의 

데이터의 수를 의미하며, False Positive (FP)는 실제로 사이

버 공격을 받지 않았을 때 인공신경망이 공격 탐지를 다르게 

했을 경우의 데이터의 수를 의미한다. True Negative (TN)는 

실제로 사이버 공격을 받지 않았을 때 인공신경망이 공격 

탐지를 동일하게 했을 경우의 데이터의 수를 의미하며, False 

Negative (FN)는 실제로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인공신경

망이 공격 탐지를 다르게 했을 경우의 데이터의 수를 의미한

다. Eq. (1)은 실제로 사이버 공격을 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인공신경망이 공격 탐지를 동일하게 했을 경우의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모델 성능이 좋다. Eq. 

(2)는 실제로 사이버 공격을 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인공신경

망이 공격 탐지를 다르게 했을 경우의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모델 성능이 좋다. Eq. (3)은 실제로 

사이버 공격을 받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인공신경망이 

공격 탐지를 다르게 했을 경우의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모델 성능이 좋다. Eq. (4)는 실제로 사이버 

공격을 받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인공신경망이 공격 탐지

를 동일하게 했을 경우의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하며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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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formance Indicators for Classification Problems

가까울수록 모델 성능이 좋다. Eq. (5)는 모델의 정확도를 

의미하며 직관적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전체 데이

터에 대해서 TP와 TN의 비율을 의미한다. Eq. (6)은 인공신

경망이 사이버 공격을 탐지한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사이

버 공격을 받은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한다. Eq. (7)은 

Precision과 Sensitivity (Recall)의 조화평균을 의미하며 모델

의 전체적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Eqs. (1)~(7)은 

모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Eqs. (1), (4)~(7)은 1에 

가까울수록 Eqs. (2), (3)은 오경보율로서 0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탐지 확률을 의미한다. Eq. (1)과 Eq. (2), Eq. (3)과 

Eq. (4)의 합은 모두 1이다. Eq. (1)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Eq. (2)의 값은 0에 가까워진다. 마찬가지로 Eq. (4)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Eq. (3)의 값은 0에 가까워진다. 즉, Eq. 

(1)과 Eq. (2), Eq. (3)과 Eq. (4)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Eq. (5)는 Eq. (7)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Eq. (1), Eq. (4), Eq. (6), Eq. (7)의 평균 성능(Pav)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비교 및 평가했다.

 

3.3 C-town 관망

Fig. 4의 C-town 네트워크(Ostfeld et al., 2012)는 실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수도 관망이다. 388개의 

수요 절점, 429개의 관로, 7개의 탱크, 11개의 펌프, 4개의 

밸브, 9개의 PLC와 1개의 SCADA로 구성된 C-town 관망은 

The BATtle of the Attack Detection Algorithms (BATADAL)

에서 소개되었다(Taormina et al., 2018). PLC가 통제하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들은 Table 2와 같다.

 

3.4 데이터 생성

본 연구에서 수리·수질 인자를 고려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

하기 위해 EPANET (Rossman, 2000)을 이용하여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상수도 관망 설계 및 운영 

관련 선행 연구(Tamminen et al., 2008; Shamsaei et al., 

2013)에서 물의 정체(Stagnation)를 통해 상수도 수질을 

Fig. 4. C-town Water Distribution System

PLC Sensor Actuator

PLC1 - PU1 (T1), PU2 (T1)

PLC2 T1 -

PLC3 T2
V2 (T2), PU4 (T3), PU5 (T3), 

PU6 (T4), PU7 (T4)

PLC4 T3 -

PLC5 -
PU8 (T5), PU9 (-), PU10 (T7), 

PU11 (T7)

PLC6 T4 -

PLC7 T5 -

PLC8 T6 -

PLC9 T7 -

Table 2. Sensors and Actuators Controlled by 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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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Normal/

Abnormal state
Control rule

Scenario 1

Normal state

LINK PU1 OPEN IF NODE T1 BELOW 4

LINK PU1 CLOSED IF NODE T1 BELOW 6.3

LINK PU2 OPEN IF NODE T1 BELOW 1

LINK PU2 CLOSED IF NODE T1 BELOW 4.5

Abnormal state

The control rule of PU1 and PU2 is changed by attacking C-town's PLC 1

LINK PU1 OPEN IF NODE T1 BELOW 4

LINK PU1 CLOSED IF NODE T1 BELOW 6.5

LINK PU2 OPEN IF NODE T1 BELOW 1

LINK PU2 CLOSED IF NODE T1 BELOW 6.5

Scenario 2

Normal state
LINK V1 OPEN IF NODE T2 BELOW 0.5

LINK V1 CLOSED IF NODE T2 BELOW 5.5

Abnormal state

The control rule of V2 is changed by attacking C-town's PLC 3

LINK V1 OPEN IF NODE T2 BELOW 6.4999

LINK V1 CLOSED IF NODE T2 BELOW 6.4999

Table 3. Abnormal State Scenario in Cyberattack

평가하는 인자로 Water age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같은 

수질 인자를 고려했다. EPANET 프로그램을 통해 C-town 

네트워크의 탱크의 수위 및 Water Age 데이터(14개), 펌프와 

밸브 2의 유량, 상태(on/off) 및 Water Age 데이터(36개), 

펌프와 밸브 2에서 유량이 유입 및 유출되는 절점의 압력과 

Water Age 데이터(24개)를 생성했다. 즉, 총 74개의 변수(수

리학적 요인(43개), 수질학적 요인(31개))에 대해서 15분 

단위로 720시간에 대해서 데이터를 생성했다. 비정상 데이

터는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Table 3)를 적용하여 생성하였

다. 훈련 데이터와 Test 데이터의 비율은 각각 75%, 25%의 

비율로 무작위로 생성했다. Test 데이터에서 Time Step 1000 

기점으로 전은 시나리오 1에 대한 비정상 상황이며 후는 

시나리오 2에 대한 비정상 상황이다.

 

4. 적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이버 공격 탐지 알고리즘의 탐지결

과는 Table 4, Table 5, Fig. 5와 같다. Table 4는 수리학적인 

요소를 고려한 경우이며 Table 5는 수질학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한 사이버 공격 탐지 알고리즘의 탐지결과 성능이다.

Case

Number 
of Hidden 

Layers
(NHL)

Number of 
Neurons

(NN)
TP FP TN FN Ps Pm Pf Pss Pa Pp Pf1 Pav

1

1

4 1,147 253 409 291 0.82 0.18 0.42 0.58 0.74 0.80 0.81 0.73

2 5 1,330 70 23 677 0.95 0.05 0.97 0.03 0.64 0.66 0.78 0.60

3 7 1,226 174 466 231 0.88 0.12 0.33 0.67 0.81 0.84 0.86 0.80

4 10 1,262 138 486 214 0.90 0.10 0.31 0.69 0.83 0.86 0.88 0.82

5 15 1,221 179 557 143 0.87 0.13 0.20 0.80 0.85 0.90 0.88 0.84

6

2

[4,4] 1,251 149 397 303 0.89 0.11 0.43 0.57 0.78 0.81 0.85 0.77

7 [5,5] 1,273 127 149 551 0.91 0.09 0.79 0.21 0.68 0.70 0.79 0.64

8 [7,7] 1,251 149 486 214 0.89 0.11 0.31 0.69 0.83 0.85 0.87 0.82

9 [10,10] 1,180 220 221 479 0.84 0.16 0.68 0.32 0.67 0.71 0.77 0.64

10 [15,15] 1,172 228 524 176 0.84 0.16 0.25 0.75 0.81 0.87 0.85 0.81

11

3

[4,4,4] 1,171 229 362 338 0.84 0.16 0.48 0.52 0.73 0.78 0.81 0.72

12 [5,5,5] 1,059 341 538 162 0.76 0.24 0.23 0.77 0.76 0.87 0.81 0.77

13 [7,7,7] 1,244 156 403 297 0.89 0.11 0.42 0.58 0.78 0.81 0.85 0.77

14 [10,10,10] 1,246 154 544 156 0.89 0.11 0.22 0.78 0.85 0.89 0.89 0.85

15 [15,15,15] 1,190 210 530 170 0.85 0.15 0.24 0.76 0.82 0.88 0.86 0.82

Table 4. Comparison Cyberattack Detected by Artificial Neural Network with Actual Cyberattack (Hydraulic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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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umber of 
Hidden 
Layers
(NHL)

Number of 
Neurons

(NN)
TP FP TN FN Ps Pm Pf Pss Pa Pp Pf1 Pav

1

1

4 1,278 122 436 264 0.91 0.09 0.38 0.62 0.82 0.83 0.87 0.80

2 5 1,083 317 155 545 0.77 0.23 0.78 0.22 0.59 0.67 0.72 0.57

3 7 1,160 240 637 63 0.83 0.17 0.09 0.91 0.86 0.95 0.88 0.86

4 10 1,130 270 597 103 0.81 0.19 0.15 0.85 0.82 0.92 0.86 0.83

5 15 1,199 201 515 185 0.86 0.14 0.26 0.74 0.82 0.87 0.86 0.81

6

2

[4,4] 1,189 211 578 122 0.85 0.15 0.17 0.83 0.84 0.91 0.88 0.84

7 [5,5] 1,201 199 527 173 0.86 0.14 0.25 0.75 0.82 0.87 0.87 0.82

8 [7,7] 1,229 171 526 174 0.88 0.12 0.25 0.75 0.84 0.88 0.88 0.83

9 [10,10] 1,167 233 610 90 0.83 0.17 0.13 0.87 0.85 0.93 0.88 0.85

10 [15,15] 1,076 324 530 170 0.77 0.23 0.24 0.76 0.76 0.86 0.81 0.77

11

3

[4,4,4] 1,110 290 566 134 0.79 0.21 0.19 0.81 0.80 0.89 0.84 0.80

12 [5,5,5] 1,125 275 532 168 0.80 0.20 0.24 0.76 0.79 0.87 0.84 0.79

13 [7,7,7] 1,266 134 446 254 0.90 0.10 0.36 0.64 0.82 0.83 0.87 0.80

14 [10,10,10] 1,190 210 604 96 0.85 0.15 0.14 0.86 0.85 0.93 0.89 0.86

15 [15,15,15] 1,114 286 481 219 0.80 0.20 0.31 0.69 0.76 0.84 0.82 0.76

Table 5. Comparison Cyberattack Detected by Artificial Neural Network with Actual Cyberattack (Hydraulic Criteria + Water Quality 

Criteria)

Fig. 5. Comparison Cyberattack Detected by Artificial Neural Network with Actual Cyberattack 

(Scenario 1 : Cyberattack before time step 1000, Scenario 2 : Cyberattack after time step 1000) (a) Case 3 

(NHL = 1, NN = 7), (b) Case 14 (NHL = 3, NN = [10,10,10], (c) Case 9 (NHL = 2, NN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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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tinued)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이버 공격 탐지 알고리즘은 인공신경

망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NHL와 NN에 따라 성능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HL의 수와 NN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최적의 탐지 성능을 도출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또한, 성능의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3.2장의 성능지표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수리학적인 요소만 고려한 사이버 공격 탐지 알고리즘의 

결과인 Table 4에서 Pav를 분석해 본 결과 NHL가 3일 때 

NN가 [10,10,10]일 때가 0.85로 가장 우수했다. NHL에 따라 

성능의 f1_score 평균(e.g., NHL = 1 일때, NN = 4, 5, 7, 

10, 15의 f1_score 평균)을 비교하였을 경우 NHL가 1, 2, 

3개일 때 각각 0.763, 0.740, 0.788로 NHL가 3개일 때가 

가장 좋은 탐지 성능을 보였다. 또한, NHL에 상관없이 NN가 

4, 5, 7, 10, 15로 구성되어 있을 때 평균 성능은 각각 0.74, 

0.67, 0.79, 0.77, 0.82로 NN가 15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가 

가장 좋은 탐지 성능을 보였다.

수질 및 수리학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한 사이버 공격 

탐지 알고리즘의 결과인 Table 5에서 Pav를 분석해 본 결과 

NHL가 1일 때 NN가 7일 때가 0.869로 가장 우수했다. NHL에 

따라 성능의 f1_score 평균을 비교하였을 경우 NHL가 1, 

2, 3개일 때 각각 0.78, 0.82, 0.80으로 NHL가 2개일 때가 

가장 좋은 탐지 성능을 보였다. 또한, NHL에 상관없이 NN가 

4, 5, 7, 10, 15로 구성되어 있을 때 평균 성능은 각각 0.82, 

0.73, 0.83, 0.85, 0.78로 NN가 10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가 

가장 좋은 탐지 성능을 보였다.

NHL와 NN의 구분에 따라 평균 성능을 분석해 본 결과 

수질 및 수리학적인 요소를 고려한 사이버 공격 탐지 알고리

즘의 15개의 결과 중에서 11개가 수리학적인 요소만 고려했

을 경우보다 탐지 결과가 우수하게 나왔다. 동일한 조건에서 

수질학적인 요인도 같이 고려해야 이상 탐지하는 데 있어서 

탐지성능이 더 높다는 의미이다. 수리학적인 요소만 고려했

을 때 탐지 성능이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난 모형은(NHL 

= 1, NN = 5), (NHL = 1, NN = 15), (NHL = 2, NN = [15,15]), 

(NHL = 3, NN = [15,15,15]) 일 때이다.

Fig. 5에서는 Table 5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결과 3개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Fig. 5(a)는 Case 3 (NHL = 1, NN 

= 7)일 때, Fig. 5(b)는 Case 14 (NHL = 3, NN = [10,10,10])일 

때, Fig. 5(c)는 Case 9 (NHL = 2, NN = [10,10])일 때의 

결과 그래프이다. (a), (b), (c)의 Pav의 값은 각각 0.869, 0.863, 

0.857이다. 그래프의 X축은 Time step을 의미하며 Y축은 

사이버 공격의 여부를 의미한다. 검은색 부분이 실제로 사이

버 공격을 의미하고, 빨간색 부분은 실제로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 탐지 알고리즘도 동일하게 

탐지한 결과로써 TP를 의미한다. 회색 부분은 오탐지 결과로

써 FP와 FN을 더한 것을 의미하며 하얀색 부분은 TN을 

의미한다. Fig. 5를 통해서 Time Step에 따른 성능 확인이 

가능하며 Time Step 1000 기점으로 전에는 오탐지가 많고 

후에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ime Step 1000 기점으로 

전의 비정상 상황은 시나리오 1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며 

후의 비정상 상황은 시나리오 2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다. 

시나리오 1일 경우 PU1과 PU2의 가동을 중지하는 기준은 

T1의 수위가 6.3, 4.5에서 모두 6.5 미만으로 수위 기준에 

미세한 변경이 있었다. 결국 수리 및 수질학적인 데이터들에

서도 미세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오탐지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시나

리오 2일 경우 V1의 열고 닫는 T2의 수위 기준이 0.5, 5.5에서 

각각 6.4999, 6.4999로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수리 및 

수질학적인 데이터들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 정상 상태, 비정

상 상태의 구분이 분명하여 오탐지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인 상수도 관망에 적용되고 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통신이 되기 



 수질-수리 인자를 고려한 상수도 관망 사이버 공격 탐지 모델 개발  55

때문에 사이버 공격의 우려가 된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적용된 상수도 관망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공급량 부족, 

관 파단, 수질 악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따라서 

상수도 관망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은 상수도 관망의 사이

버 공격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수리학적 기준만을 고려하여 

사이버 공격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그러나 상수도 관망

의 목적은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질 기준을 고려하여 시나리

오를 확장함으로써 사이버 공격 탐지 알고리즘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향상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질 요인으로 

Water Age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로는 탁도, 

잔류염소, pH 등 시나리오를 확장하여 데이터를 구성하고, 

인공신경망뿐만 아니라 다양한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딥러닝 기법에 사용되는 Input Data로

써 실제와 유사한 가상의 데이터를 구축할 때 EPANET 

2.0에서 다양한 Demand Pattern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얻어 

수리 및 수질 데이터들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중요한 인자만

을 도출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탐지뿐만 아니라 상수도 관망 

어떤 파이프 부분에서 이상이 발생했는지 추적하는 기법도 

연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 적용된 상수도 관망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전 과정에서 

안전한 물 공급 인프라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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