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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보안기술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력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라고 불리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관련 기
술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에서는 전력 장비들에서부
터 수용가의 가전 기기, 원격 검침 장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
어지는데, 이러한 데이터 전송들이 기존의 폐쇄된 전력망이 아닌 통합된 광대역 전력 통
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 상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들의 보안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구조 및 특징을 갖는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기술적, 법․제도적 정보보호 대책에 관하여 연구한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전 세계적 관심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 및 구조를 알아보고, 한

국형 스마트 그리드의 구조를 조망해보며, 보안과 관련한 추진 동향을 살펴본다.
{ 스마트 그리드를 구성하는 큰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인 전력망과 AMI에서의 보안 위협

들을 살펴본다.
{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용가

(스마트 홈)에서의 보안 이슈들과 보안 요구 사항들을 분석한다.
{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리드 정보보호에 관한 기술적, 법․제도적 정보보호대책에 관하

여 연구한다.

- 5 -

4. 연구결과
{ 1장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 및 구조를 알아보며,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의 구조를

조망해 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그리드의 모델을 수립하였다.
{ 2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의 추진 상황을 시장의 관점,

기술 개발의 관점, 정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특별히 보안 관련한 추진 동향에 대
해서 알아보았다.
{ 3장에서는 스마트 그리드를 구성하는 큰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인 전력망과 AMI에서의

보안 위협들을 그 구성 요소들과 그들 간의 상호연관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 4장에서는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가까운 장래에 가장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용가(스마트 홈)의 구조를 정립하고, 스마트 홈에서의 정보 흐름에 기반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 사항을 분석하였다.
{ 5장에서는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의 안정적 구축에 필수적인 정보보호 대책 추진 방향,

보호체계의 구축 방안과 기술적, 법․제도적 정보보호대책을 제시한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에 필수적인 정보보호 체계,
법․제도적 보호대책 등의 개발에 참조되기를 건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 분석
한 국내외 관련 동향 자료는 스마트 그리드 보안 전반에 거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들이 정보보호 측면에서 안전하면서도, 제약 사항들이 최소화되어 구축
되고 사용되기에 편리한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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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Research on Securities for Smart Grid Based On Computing Clouds
2. Purpose of the study
Recently, an efficient use of energy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worldwide.
Along this trend, the next generation power system called Smart Grid is actively
developed. In the Smart Grid, information is widely transmitted among various
electric devices in the power systems. The information flow, however, is not through
the traditional closed power grid, but through the broadband power communication
network. Therefore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 the Smart Grid is an utmost
important issue. In this research, we study the technical, legal, and institutional
security measures for the Smart Grid.

3. Contents and scope
{ We first study the concept and the structure of Smart Grid, especially the structure

of Smart Grid in Korea. Then, we survey the information security trend related to
Smart Grid.
{ We study the security threats in the power grid and the AMI which are two

major components composing Smart Grid.
{ We study and analyze the security issues and requirements in the Smart Home

which will be impacted the most by the construction of Smart Grid.
{ We study the technical, legal, institutional security measures for Smart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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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of the study
{ In Chapter 1, we survey the concept and the structure of Smart Grid and as a

result build the Smart Grid model in Korea which is the basis of our study.
{ In Chapter 2, we survey the market, technology, and the policy trend of

worldwide Smart Grid, in particular, the security trend.
{ In Chapter 3, we survey and analyze the security threats in the power grid and

AMI in terms of the components and their interoperability.
{ In Chapter 4, we establish the structure of the Smart Home and analyze the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based on its information flow.
{ In Chapter 5, we propose the technical, legal, and institutional security measures.

5. Expected effects and applications
We suggest that our research results are used in the construction of Smart Grid
security systems, and in the technical, legal, institutional security measures needed for
the seccessful construction of Smart Grid in Kor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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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스마트 그리드 개요

제 1 절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이에 따른 에너지 사용, 특히 전력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라고 불리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관련 기술의 개발이 국내외적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접근은 각 국가별로 현재의 전력 시스템 상황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반적인 간략한 정의를 내려 보면, “기존의 전력
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
하고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인프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의를 내려 보면 아래와 같다 :
{ 발전소 송전/배전시설에서 부터 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을 정보통신

망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인터넷
{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공유하는 정보를 통하여 전력 시스템 전체가 하

나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 전력공급자는 전력사용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
{ 전력소비자는 전력사용 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통하여 전력 사용시간 및 사용량을 조

절함으로써 전력사용을 최적화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점들을 관찰할 수 있다 :
{ 스마트 그리드 전체는 자동 조정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고장 요인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 현재 중앙 집중적으로 구축된 전력 통제 시스템을, 스마트 그리드에서는 분산화하여

구축하고 있다.
{ 수력, 화력 발전원 뿐만 아니라, 비교적 소규모로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 분산형, 신재

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되고 있다.
{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를 통하여 친환경 운송 수단인 전기자동차를 위한 안정된 에너

지 공급 및 저장 인프라의 확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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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존 전력망과 스마트 그리드의 비교

구분

기존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전원공급 방식

중앙전원

분산전원

에너지 효율

30~50%

70~90%

전력흐름 제어

Demand-pull 방식

전력흐름에 따른 세부제어

발전특성/네트워크

대도시 중심의 중앙집중식 방사 최적 자연조건을 활용한 분산형

구조

형구조

네트워크 구조

통신 방식

단방향 통신

양방향 통신

기술 특성

아날로그/전자기계식

디지털

장애 대응

수동 복구

자동 복구

설비 점검

수동

원격

가격 정보

제한적 가격 정보

열람 가능한 가격 정보

제 2 절 스마트 그리드의 구조
스마트 그리드의 구조 정립에 관해서는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데, 대표적으로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있어 가장 앞서 있는 미국 NIST의 CGCTG (Cyber Security
Coordination Task Group)의 정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NIST의 스마트그리드 구조는
전체 스마트 그리드를 포괄하는 high level diagram을 도출할 목적으로 정의되었고, 지난
5년과 향후 5년 내 가능한 기술을 고려 대상으로 정의되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구조를 7
개의 도메인에 대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보다 자세하게는, 크게 아래의
두 서브 구조들로 되어 있다 :
{ 4개의 도메인 : 전력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 대규모 발전(Bulk Generation) : 화력,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열, 등
― 송전(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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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전(Distribution)
― 사용자(Customer) : 일반 가정, 산업체, 사업체, 전기 자동차, 등
{ 3개의 도메인 : 전력의 판매, 운영, 서비스

― 시장(Market) : 시장 관리 및 운영, 전력 (도/소매) 거래, 등
― 운영(Operation) : 통신 네트워크, 보안, 미터 검침, 유지보수 및 건설, Financial,
등
―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 과금, 고객 및 회계관리, 설치 및 유지 보수, 건
물 및 소비자 가정의 전기 관리

(그림 1-1) NIST의 스마트 그리드 구조
위의 NIST의 스마트 그리드 구조를 토대로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의 미래 모습을 조망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경부에서 발표한 2030년경에 실현될 스마트
그리드의 미래 청사진을 보면 아래의 (그림 1-2)와 같다. 이 청사진은,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앞으로 5~10년 이후의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의 모습을 그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의 발전 5단계를 살펴보
고, 이에 따른 현재 국내의 스마트 그리드 발전 단계를 조망한 후, 앞으로 5년 이후의 한
국형 스마트 그리드의 구조를 조망해 본다.

먼저 스마트 그리드의 발전 5단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1단계 : 공급망의 효율성 증대, 송배전망의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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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수요효율성 증대, AMI, DR, 실시간 요금제(RTP), 등의 구현
{ 3단계 : 신재생 에너지원 증대
{ 4단계 : 분산형 전력제어 시스템의 구현, 중앙집중형 -> 분산형 전력 제어 시스템
{ 5단계 : 새로운 사업 모델의 구현, 전기자동차, 자유로운 전력 거래

(그림 1-2) 스마트 그리드 청사진(2030년 예정)
위와 같은 스마트 그리드의 발전단계를 점검해 보건대, 한국의 스마트그리드는 1단계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이며, 2, 3단계를 본격 추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즉, 분산전원
수용을 포함한 기존의 전력망 업그레이드 및 고객의 다양한 needs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
운 사업영역의 개척(EMS, DR, Billing, 사용자 portal 구축,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의 현재의 전력망 사정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접근이 달라진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현재의 국내 전력망 사정에 비추어볼 때 단기적(향후 5년 이내)으로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은 전력 인프라보다는 주로 수용가측 지능화를 중심으로 구
조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아래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 기존의 전력망 업그레이드

― 현재의 전력 인프라는 많은 부분에서 현대화 된 상태이다. 특히, 송/배전 및 변전
화 자동화/현대화가 지난 5~6년 사이에 크게 진척되어 있는 상황이다.
―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은 주로 분산 전원(마이크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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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로 불리는)의 수용을 위한 전력망의 업그레이드 부분으로 사료된다.
― 분산전원에서 생산된 전원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장
치들의 수용이 필요하다.
{ 전력 수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력 소비자들의 다양한 needs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들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DR (Demand Response, 수요반응),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사용자들을 위한 전력용 portal 구축 등의 사
업들이 스마트 그리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1-3)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구조 조망
(그림 1-3)은 위에서 조망한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스마
트 그리드 구조에서는 전력 장비들에서부터 수용가의 가전 기기, 원격 검침 장치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하게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데이터 전송들이 기존의 폐쇄된
전력 통신망이 아닌 통합된 광대역 전력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스마트 그리
드에서는 전송되는 데이터들의 보안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보고서에
서는 위와 같은 구조 및 특징을 갖는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에 관하여 향
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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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스마트 그리드 국내외 추진 동향

제 1 절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1. 국내 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의 스마트 그리드 추진은 2004년에 산학연 기관과 전문가들에 의해 전력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기초 기술 개발이 시작된 이후, 2008년에는 그린 에너지산업 발전 전략의
과제로 스마트 그리드를 선정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위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
위원회를 신설하였고, 2009년 6월에는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의 비전을 발표하고 제주에
실증단지 구축을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기술 실증에 착수했고, 2011년부터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보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2020년까지 연평균 32% 성장하여 42조 원의 시장을 형
성할 것으로 예상(대신증권)된다. 지식경제부는 2030년 까지 스마트그리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총 2억 3천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누적치), 5만 개의 일자리(연평균) 및 74조 원
의 내수창출(누적치)을 기대(지경부 보도자료, 2010.01.25)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국내 시장은 2030년 까지 74조 원(누적치)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Insight)된다. 정부는 201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3000억원을 투입하고, 2030년까지 민관 공통으로 27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70조원 규모
의 내수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8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2. 국외 시장 현황 및 전망
미국의 경우 에너지 안보,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원 보급
의 확대, 등을 위하여 2005년부터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을 추진해 왔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마트 그리드가 녹색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하여 민간 차원에서는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법적, 재정적 지원 및 표준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 지원체계 마련 및 설비 투자시 20%의 연방 보조금 지급,
2009년 2월에 발표된 경기부양 법안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에 연간 45억 달러의 투자계획
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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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는 2030년까지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1 trillion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세계 2
위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6천800억위안(미화 1천
억 달러)을 투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스마트그리드 세계시장은 2006년~2030년 동안 약 3조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
망(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Insight)된다. 동기간 동안 OECD 비회원국의 에너지
수요는 73%로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OECD 회원국은 15%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2007년에서 2030년 사이 연평균 1.5%씩 증가하여 총 40%(120억 →
168억 석유환산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World Energy Outlook 2009, IEA)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06~2030년 세계 스마트그리드
관련 시장이 약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IEA는 2005~2030년 전 세
계 전력설비를 신설/교체하는 과정에서 약 11조 달러(누적)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질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발전분야 5.2조 달러, 송전분야 1.8조 달러, 배전분야 4.2조 달러, 등).
이러한 신규투자의 상당부분이 스마트그리드와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 시장은 향후 20년간 연평균 9% 성장하여 2030년 1,500억 달러 정
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AMI분야 3백억 달러, DR(demand Response) 분야 3백억 달
러, 송배전 업그레이드 분야 6천억 달러 등
3. 스마트 그리드 보안시장 현황 및 전망
{ 세계 스마트 그리드 사이버보안 시장은 2009년 12억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35%로

2013년 4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사이버보안 시장은 2009년 3억 23만 달러에서 34% 연평균 성장률

로2013년 10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유럽의 스마트 그리드 사이버보안 시장은 2009년 2억 46백만 달러에서 27%연평균성장

률로 2014년 8억 25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아시아의 스마트 그리드 사이버보안 시장은 2009년 4억 11백만 달러에서 41% 연평균성

장률로 2013년 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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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단일 송배전 회사 등 최적의 환경에서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 추진하면서 스마트그리드 구축 차원을 넘어 유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
한 ‘국가단위의 녹색 성장 플랫폼’ 전략 추진 중이다. 2009년 6월부터 제주에 스마트그리
드 실증단지를 구축 중에 있다. 이를 통하여 관련 기술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준
화를 향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제주 실증단지 구축은 제주도 구좌읍일대 약 6000호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5개 분야(스마트 전력망, 스마트 전력시장, 스마트 소비자,
스마트 운송, 스마트 신재생에너지)로 구성되어, 전력/통신/자동차/가전 둥 스마트그리드
유관 기업들로 구성된 12개 컨소시엄(171사)이 참여하고 있다.

[표 2-1] 스마트 그리드 제주 실증단지 구축 분야 및 내용
분야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소비자

지능형 운송
지능형 신재생

지능형 서비스

내용
지능형 송전망, 디지털 변전소, 스마트 배전망, 통신망과의 연계,
전력시스템 통합제어 솔루션 개발
스마트 게량기, 통신망, 홈.빌딩/공장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서비
스 플랫폼, 가정용 신재생,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 전기차 충전기, 통신기반 서비스 플랫폼 및
충전 통신망, 모바일/내비게이터 정보제공
신재생용 저력저장장치, 마이크로그리드 운용기기, 시스템, 통신망
다양한 요금제도 개발, 전력 컨설팅, DR 기반의 신전력 서비스 설
계 및 운영

현재 국내의 스마트그리드 구축 추진 전략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
다 :
{ 1단계(2012년) : 실증단지 구축
{ 2단계(2020년) : 광역단위로 구축 확장
{ 3단계(2030년) : 국가단위 구축 완료
{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국내 보

급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 이후 관련기술의 상용화 및 수출산업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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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스마트 그리드 3 단계 추진 전략
1단계

2단계

3단계

실증단지구축 및 운용

광역단위로 구축 확장

국가단위 완성

분야

y

스마트 배전 운영 시스

y

디지털 변전소

y

지능형 배전

y

지능형 전력기기

y

그린 빌딩

y

그린 IDC

y

그린 공장

y

Building EMS

y

Factory EMS

y

V2G 시스템

터, 등)

y

Mobile AMS

y

충전 인프라

y

중대형 EV

y
y

소형 EV
신재생 발전 엔계 안정

y

대규모 신재생 발전 연

지능형

템

y

지능형 전력설비 시험

y

및 인증
HAN

y

수용가 포털

지능형

y

스마트 미터

소비자

y

스마트 가전

y

그린 홈

y
y

Home EMS
배터리

y

파워트레인(모터,

전력망

지능형
운송

인버

화 장치

y
지능형
신재생

저압 마이크로 그리드
용 운용기기

y

소규모 저장 장치용 전
력 변환 기기

y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

배전급 마이크로 그리
드용 운용기기

y

중대용량

스마트그리드 토탈 엔
지니어링

계 안정화 장치

y

y

저장장치용

y

에너지 컨설팅

y

AMI 응용 시스템

y

EV VPP

y

Advanced EV 시스템

y

지능형 신재생 발전 연
계설비

y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y

통합전력시장

y

국가간 전력거래

전력변환기기

지 / 대용량 에너지 저
장장치
지능형

y

RTP 시범사업

서비스

y

수요자원 관리사업

y

실시간 DR 시장

y

지능형 전력시장

y

전력파생상품

국내의 스마트그리드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 전력 IT 10대 국책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실시 중 (‘05~’12년, 민관공동 2,547억 원 투입)

― 기술개발 평균 진도율: (‘08) 59.1% → (’09) 78.3% → (‘11) 95% 목표
{ 향후 연평균 350억 원을 투입, 전기차 충전인프라시설 · 전력용 대규모 배터리 등 신규

소요기술에 대한 적기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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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MI 관련 기술 개발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단방향 디지털 계량기인 AMR (Advanced
Meter Reading)이 진화된 형태로서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양방향 데이터 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 2000년에 AMI 이전의 AMR을 산업용(고압)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용화.
{ 저압 수용가에 대해서는 ZigBee 방식을 사용하여 제주도에 1천가구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2005년부터 한전에서 고속전력망 통신을 사용하여 원격검침 시범사업 시작
{ 2009년에 약 5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원격검침이 구축된 상태
{ 전력망 통신을 이용하여 무선과 연동하여 수도 및 가스 검침을 동시에 수행하는 원격

검침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저압수용가(1,800만호)를 대상으로 총 1조 4,749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미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양방향 통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과 연계하여 ‘10년에 제주지역 통합검침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전국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
― 신뢰성, 내구성 등의 전력량계 성능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전력량계 기술수
준을 국제기준(IEC)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2010년 1월 11일 부터시행
{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에 의한 수용가 지능화를 통해 전기공급자는 검침비용 절감, 소

비자는 에너지절약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매년 3,444억 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 기대

나. HAN 및 기타 관련 기술 개발

HAN (Home Area Network)의 홈게이트웨이/홈서버는 가정내 스마트 가전기기 등을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통해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스마트 미터와 연계되어
작동한다. 스마트 그리드의 수용가 단인 가정 인프라의 자동화를 구현하는 중요한 기술이
다. 전력선 통신, ZigBee 등의 통신 기술을 활용한 HAN의 구현이 시도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송전선로에 대한 실시간 감시기술을 통한 안정적인 송전기술, 모든 계통의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배전 자동화 기술, 변전 자동화 기술, 등 전력 시스템의 자동화 및
지능화 관련 기술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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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관련 기술 및 전력저장 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의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 2-1)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개발 추진 계획과 관련된 그림은 현재의
전력망, 제주 실증단지 구축을 통하여 개발하게 될 기술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스마트 그
리드를 구축하면서 얻게 될 기술들을 중심으로 보여준다.

(그림 2-1) 국내의 스마트 그리드 추진 계획
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가. 미국의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미국은 스마트그리드 육성정책이 미국 경기부양법(ARRA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09.02)에 따라 에너지부분에 편성된 에산 총 430억 달러 가운데 청정
기술 개발을 위해 약 45억 달러가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본
격화되기 시작했다.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 가장 빠른 상용화가 진행 중인 스마트미터 시장이 급부상 하면서 미국의 전력 회사들

은 정부의 예산지원 등을 통해 전자계량기 등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 미국은 2005년 EPAct 2005 법령발효를 통해 AMI 시스템 도입을 법제화했으며, 캘리포

니아를 비롯한 여러개 주에서 구축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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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CE사는 2006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8년~2012년에 530만호, PGE사는
2006년~2011년 사이에 1030만호, SDG&E 2011년까지 140만호 설치 계획.
{ 미국 스마트그리드 시장에 GE, IBM 등 대기업과 전력업체를 포함해 도시바와 같은 일

본 기업, 유럽 기업인 ABB 그리고 Google과 같은 IT 업체들도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 추진
― 미국 지능형 전력망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산하 신에너지 산업기술개발 종합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nt Orgnization)는 미국 뉴멕시코주와 공동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발표

나. 유럽의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유럽은 탄소배출 절감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EU 집행부 내에 스마트그리드
추진 조직을 구축하고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 유럽은 2030년 까지 스마트그리드 분야에 1조 유로를 투자할 계획으로 EU차원에서 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의 보급 확대, 환경 보전, 태양광 에너지 보급, EU 국가
간 전력 거래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추진
{ 범유럽 연구개발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7)을 통해 에너지 집약, 에너지 디자인,

에너지 소비관련 IT기반 에너지 효율화 과제를 적극 추진 중
{ 영국은 총 70억 파운드를 투입해 2020년까지 스마트 계량기(AMI) 보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
― 현재 유럽의 AMI 보급 수준은 전체 가정의 6%에 불과하지만 2012년에는 30~40%
로 보급률이 증가할 전망
{ 독일은

스마트그리드를

미래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남부

지역에서

‘MEREGIO(Minimum Emissions Region)'로 알려진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등 현재 6
개의 지역에서 6개의 시범사업 추진 중
― 독일의 MEREGIO 프로젝트는 세계적 발전설비 기업인 ABB와 그 컨소시엄 파트
너에 속하는 IBM, SAP, EnBW, Systemplan Engineering, Karlsruhe 대 사이의 협
력 프로젝트로 유럽의 제조&하이테크 허브 지역에서 시범운영, 분산에너지 통합
및 공급/수요 차원의 전력정보 제공, 최적의 지속가능 전력망으로 CO2 배출
zero, 발전기/에너지 저장장치/스마트미터 관련 장비의 통합, 분산발전의 최적 통
합 및 N/W 통제 기증 개발을 목표로 추친
{ 핀란드는 2013년 까지 80%수준으로 가정의 스마트 미터 설치를 규정하고 설비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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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스마트그리드 기술 확산으로 에너지 모니터링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 네덜란드는 인공섬을 조성해 조력, 태양광,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를 건

설 중

다. 일본의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일본은 글로벌 결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분산전력을 연결하
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추진
{ 국가차원의 신 전력 네트워크 시험 · 시범 단지(약 10개 사이트)를 구축하고 분산전원

통합 실증 시험을 추진
{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미쓰비시전기 등의 전력업체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연구

진행
{ 샤프는 간사이전력과 함께 2010년 사카이시에 시범단지 구축 예정
{ 도쿄전력과 히타치는 도쿄 공업대와 함께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
{ 전력중앙연구소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 재생가능 에너지의 원활한 도입과 활용, 수요측

과 일체화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TIPS(Triple "I" Power system)를 추진
중
― Triple I 는 Intelligence, Interactive, Integrated를 의미
{ 추부전력, 도요타 모터, NTT, 일본 NGK, 미쯔비시 중공업, 쿄세라와 아이치현은 태양

광 발전과 충 · 방전이 가능한 2차 전지, 연료전지를 조합하여 전체 출력을 제어하는
아이치 프로젝트 추진 중

제 3 절 국내외 정책 현황
1. 국내의 정책 추진 현황

국내의 스마트 그리드 정책 추진 이력은 아래와 같다 ：
{ 2004년에 산학연 기관과 전문가들에 의해 전력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기초 기술 개발

이 시작됨
{ 현 정부 출범 이후 2008년에는 그린 에너지산업 발전 전략의 과제로 스마트 그리드를

선정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위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 위원회를 신설
{ 최근 동향 및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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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6월에는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의 비전을 발표하고, 제주에 실증단지를 구축하

기로 함. 2010년부터 기술 실증에 착수하고, 2011년부터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보급을 시작할 예정
{ 2010년 지능형 전력망 촉진법(가칭) 제정
{ 2020년까지 소비자 측 지능화를 완료할 계획
{ 2030년까지 전체 전력망의 지능화를 완료할 계획

위의 추진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5대 분야별 실행 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
{ 지능형 전력망 :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전력 기기, 전력 통신망
{ 지능형 소비자 : AMI, EMS, 양방향 통신 네트워크
{ 지능형 운송 : 전력망과 전기차가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접속
{ 지능형 신재생 에너지 :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저장 기술, 전력 품질 보상 및 전력

거래
{ 지능형 전력 서비스 : 지능형 요금제, 수요반응, 전력거래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을 통하여 얻게 될 효과들을 살펴보면,
{

소비자(가정, 산업체) 부문
― 전기 사용량 연간 ~6% 절약
― 전기품질 저하 비용 감소

{

전력 산업 부문
― 신규 발전 설비 투자 감소
― 송배전 손실 감소

{

신규 산업 부문
― 지능형 전력망 설비 투자
― 전기자동차 보급 인프라 구축
― 에너지 절약 컨설팅 사업

2. 국외의 정책 추진 현황

가. 미국의 정책 추진 현황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추진 이력을 살펴보면
{

2005년부터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을 추진. 추진한 주요 이유로는 에너지 안보,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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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용의 효율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원 보급을 확대, 등.
{

2009년 현재의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마트 그리드가 녹색 뉴딜 정책의 핵심으
로 부상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 및 역할
{

민간 차원 :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추진
― 실증 단지들의 구축은 조기 개발된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 : 예로서, Xcel사는
Colorado의 Boulder시에 구축 중인 실증단지
― 기 기발된 기술들을 중심으로 구축. 초보적 수준의 실증단지로 구축되고 있음

{

정부의 지원 : 법적, 재정적 지원에 집중, 표준 제정
― 2007년 제정된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 지원체계 마련 및
설비 투자시 20%의 연방 보조금이 지급됨
― 2009년 2월에 발표된 경기부양 법안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에 연간 45억 달러의 투
자계획이 세워졌으며, 그 규모를 점점 늘려가는 추세
― 2009년 4월, DOE (Department Of Energy)는 모든 스마트 그리드 관련 프로젝트
비용의 보조금 지금 기준을 마련했고, 그 금액들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중
― 2009년 5월에 DOE와 상무부는 스마트 그리드 표준을 발표
–이 표준은 NIST에 의해 승인
–표준에는 스마트 미터, Demand Response, 홈 네트워크, 보안, 분산형 발전, 등
1장에서 언급한 국내의 스마트 그리드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는 모두 포함

위와 같은 스마트 그리드 정책을 착실히 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관
련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이다 :
{

Grid 2030 Vision (2003년 7월) : 21세기 전력 시스템에 대한 최초의 국가 비전

{

Delivery Technology Roadmap (2004년 1월) : Grid 2030 Vision을 현실화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

{

Modern Grid (2007년 1월) : Grid 2030 Vision을 구체화하고 5대 기술 분야를 선정

{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 스마트 그리드 연구 개발, 예시 프
로그램 등을 조목별로 성문화

{

Enabler of the New Energy Economy (2008년 12월) : 스마트 그리드 기대 효과, 장
애 요인 및 기회 요인, 정책 제안, 등

나. 유럽의 정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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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경우 스마트 그리드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1977년 이래로 재생 에너지 공급의
확대를 추진, 실제로 2006년 총 에너지 소비 중 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7.1%에 이름, EU
는 이 비율을 2020까지 2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거대한 양의 재생 에너지
통합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EU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다 :
{ 이러한 EU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 추진은 제 5차 및 6차 FP (Framework Program)을

통하여 분산전원을 전력 네트워크와 통합시키는 과정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오면
서 2005년에 스마트 그리드 계획 발표로 이어지게 됨
{ 스마트그리드 전략을 위해 5개의 연구 부문과 19개의 세부과제를 설정

― 주요연구 과제로 스마트 배전망 구축, 효율적인 장거리 에너지 공급, 송/배전 자
산 관리, 지속 가능한 운영과 전력공급 관련 미래 예측 기술개발, 고객 인터페이
스 기술의 혁신 및 표준화, 규제 개혁 방안, 등
{ 가장 최근의 FP7 (2007년~2013년)

― 스마트 그리드 전략의 실현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재정적 규모, 참여 인력 규모,
주용 연구 프로그램 등을 결정
― FP7에서는 특히, 에너지 라이프 사이클 전 단계에 거쳐 IT 기술의 지속적 확산을
시도
― 이에 따라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 과제를 추진하는데, 이 안에서 Gas network
의 지능화도 다루도록 함

다. 일본의 정책 추진 현황

일본의 스마트 그리드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특히 미국과 비교하여) 미국이 노후한 전
력 기반 시설(특히 송배전 시설)의 현대화, 에너지 안보 및 효율화를 위하여 스마트 그리
드를 도입하였다면, 일본은 스마트 그리드 도입에 있어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현실적인
환경이 처해 있음. 일본의 전력망은 이미 상당히 현대화 되어 있어 1인당 연간 평균 정전
시간(19분)이 미국이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치보다 이미 우수하다.
이는 이미 상당히 지능화되어 있는 전력 설비 및 송전선망이 갖추어져 있어서 가능한 일
이다. 반면, 일본이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려는 주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
{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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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현재 태양광 발전을 2020년까지 20배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30년까지는

40배가 목표임
{ 수급이 불안정한 태양광 에너지의 저장,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일본식 스마트 그리드의 목표

일본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주요 동향으로는,
{ 2008년 7월에 경제산업성 내부에 “저탄소 전력 공급 시스템에 관한 연구회”에서 녹색

에너지의 실현을 위한 폭 넓은 사안 검토를 거쳐 스마트 그리드의 중요성을 국가적으
로 인식시키는 기회로 활용
{ 2008년 8월에 경제산업성 자원 에너지청에 스마트 그리드 검토에 특화한 “차세대 송

배전 네트워크 연구회” 설치
{ 2009년 7월, 일본의 전기사업연합회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방침을 발표

― 일본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해 태양광 축력 예측 시스템, 고성능 축전지 시스
템, 화력발전과 축전지를 조합한 수급제어 시스템 등의 연구 개발에 집중할 예정
이라고 발표

제 4 절 보안 관련 추진 동향
국내의 스마트 그리드 보안 관련 추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 2010년 1월에 발표된 스마트 그리드 국가 로드맵의 5대 분야 실행 로드맵 중, 지능형

소비자 로드맵에서 보안기술 연구를 중요한 연구개발 과제로 지정함.
{ 2010년 7월에 입법 예고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
그리드 상에서의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현재 진행 중인 제주 실증단지 구축에서한국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의 보안 워킹그룹,

보안센터를 중심으로 보안체계를 수립하였다 :
― 2010년 3월 : 실증단지 운영규정 중 “사이버 보안지침” 발표
― 2010년 6월 :

실증단지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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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그리드 보안체계 연구 개발 :

― 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원 :

스마트 그리드 보안 체계 연구 R&D 과제 추진

(2010.11-2012.10)
― 국가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필요한 보안 체계 개발 및 소요 R&D 과제 도출을 목
적으로 함
― 1단계는 보안 모델 연구, 2단계는 보안 체계 연구
{ 보안 표준화 추진

― 스마트 그리드 국가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단계별 개발 계획 수립
―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 포럼 운영
– 국가 차원의 주요 분야별 표준화 + 민간 차원의 표준 개발
― 3단계의 보안 기술 표준화 목표
– 1단계(2011-2012) : 장치 및 시스템 보안 기술 표준화
– 2단계(2012-2013) : 전력망 보안 표준화
– 3단계(2014~ ) : 서비스 보안 기술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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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스마트 그리드 보안 위협

제 1 절 AMI에서의 보안위협
1. AMI 기반 네트워크: HAN/BAN

에너지의 최종 사용자(Customer) 도메인은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의 세 가지 형태의
서브 도메인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도메인으로 보면 가정용은 일반 가옥 혹은 APT, 상업
용은 빌딩, 산업용은 공장이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 이러한 서브 도메인은 에너지 사용을
위한 독자적인 망이 존재하는데 가정용의 경우 Home Area Network(HAN), 그리고 상업
용 혹은 산업용의 경우 Business Area Nework(BAN)으로 호칭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정의 HAN을 주 대상으로 하여 보안 위협을 분석하도록 한다.

전력 운영 도메인

사용자 도메인
AMI
미터

사용자
전력 기기

MDMS
전력 운영망

AMI
헤드엔드

HAN gateway
or
Energy Service
Interface

사용자 망
(HAN/BAN)

분산 발전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과금 관리

사용자
EMS

전기 자동차
충전 장치

(그림 3-1) AMI 망 구성도
사용자 도메인에 존재하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HAN을 통하여 연결되며 통
신을 한다. HAN은 네트워크 기술에 따라서 다양한 네트워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더넷, 무선 LAN, Zigbee, 전력선 통신 등 다양한 기술이 HAN을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데이터 통신을 위한 홈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이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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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사용자 망으로서 HAN은 사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리드
의 장치들이 plug-and-play 형태로 자동 설치되고 연결되도록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경우 HAN이 현재는 주로 인터넷 접속을 위한 데이터 통신망으로 이용되고 있는
홈 네트워크와는 다른 형태로 구축될 수도 있다.

2. AMI 구성 요소
{ AMI 헤드엔드(Head End)

AMI 헤드엔드는 전력망 특히 배전(distribution) 도메인의 게이트웨이로서 한 방향
으로는 전력 운용(operation) 도메인의 여러 서버에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전
달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전력망의 정보를 사용자 망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AMI 헤드엔드는 사용자 망의 다수의 HAN 게이트웨이 혹은 에너지 서비스 인터
페이스(ESI)와 연결되어 사용자 망에서의 트래픽을 집선(aggregate)하여 전력망에 전
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AMI 헤드엔드는 사실상 HAN에서 유출되는 모든 정보의
트래픽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AMI 장치들의 펌웨어 업데이트. 추가 기
능 제공, 환경 설정, 진단, 감시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AMI 헤드엔드는 에너
지 서비스 제공자의 장치이나 서비스의 관점에서 HAN의 장치와 함께 취급한다.
{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Energy Service Interface: ESI)

ESI는 에너지 사용자의 도메인에 위치하여 HAN과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 즉 현재
의 전력 회사와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이다. 기본 기능은 AMI 미터가 수집한 데이터를
집적하여 전력 분배망에 전달한다. 만약 HAN 내부에 여러개의 AMI 미터가 존재할
경우 ESI는 통신 기기의 관점에서 볼 때 트래픽 집중화기(concentrator)의 역할을 담
당한다.
{ HAN 게이트웨이

HAN 게이트웨이는 HAN의 장치들과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 즉 전력 회사와 연결
을 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한다. 만약 HAN의 스마트 그리드 장치들이 홈 네트
워크와 동일한 망에 연결되어 사용될 경우 HAN 게이트웨이는 ESI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두 장치간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 AMI 미터(meter)

AMI 미터는 HAN에 연결된 장치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AMI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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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에 전달하는 통신 기능을 수행하고 에너지 사용 정보 등을 디스플레이한다. 또한
HAN 장치들의 자동 설치 및 연결과 비연결 서비스와 같은 유지 기능을 수행한다.
AMI 미터는 HAN 내부의 전기 기기 뿐 아니라 사용자 망(HAN)에 위치하고 있는
분산 발전(distribution generation) 장치 혹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위치하여 관련된
에너지 정보를 전력망 운영 센터에 전달을 한다.
{ 사용자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HAN 내부의 모든 에너지 사용 정보를 보관하며 AMI 미터를 포함한 에너지 장치
들의 동작과 상태를 관리한다. 사용자는 사용자 EMS를 통하여 현재의 에너지 사용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전력망의 관리 센터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리얼 타임으
로 디스플레이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전력 장치

모든

전기 기기들을

포함하여 가정용/기업용

소규모

발전 장치(distribution

generator), 에너지 저장 장치들이 존재한다. 또한 전기 자동차의 충전 장치들이 여기
에 포함될 수 있다.
{ 필드 장치(field equipment)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의 필드 직원이 원격 모니터링, 검침, 진단을 위한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HAN 내분의 AMI 미터에 접속할 수 있다.
{ 미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Meter Data Management System: MDMS)

MDMS는 에너지 사용 정보, 발전, 저장 등의 미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정 기간
저장하여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MDMS는 AMI 미터의 모든 로그
정보를 보관하며 데이터의 검증과 사용 인증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요구 응답(Demand/Response) 관리 시스템(DRMS) 혹은 부하 제어 시스템(Load

Control System: LCS)
AMI 미터로부터의 요구 응답 처리하며 이를 미터에 통보한다. 또한 AMI 망에 대
한 부하를 제어하는 관리를 별도로 수행하게 된다.
{ 그리드 제어 센터(Grid Control Center: GCC)

그리드 제어 센터는 전력 제어 센터에 위치하며 AMI 망의 모든 상태를 감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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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GCC는 전력 운영 센터의 EMS와
SCADA 서버와 연동하여 동작하게 된다.
{ AMI 미터 관리 시스템(AMI Meter Management System: AMI MMS)

MDMS가 미터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저장하는데 반해서 AMI 미터 관리 시스템은
AMI 미터에 괸련된 기기 및 운용 정보를 보관한다. AMI 미터의 설치, 운용 상태 등
을 추적하며 필요한 경우 미터의 펌웨어 업데이트(firmware update)를 수행한다.
{ 과금(billing) 관리 시스템(Billing MS)

과금 관리 시스템은 에너지 사용 정보와 시장 정보에 따라서 사용자의 과금을 결정
하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과금 관리 시스템은 에너지 마켓
도메인에 속하게 되며 MDMS의 정보를 제공받아 과금을 결정한다.
{ 기타 관리 시스템

이외에도 기능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관리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
전

관리

시스템(outage

management

system),

사용자

정보

시스템(Customer

Information System) 등이 존재할 수 있다.

전력 운영 도메인

사용자 도메인

Outage MS

필드
장치

CIS

GCC

DR MS
LCS

MDMS

AMI
헤드엔드

HAN gateway
or
Energy Service
Interface

AMI MMS

AMI
미터

(그림 3-2) AMI 논리 구조
3. AMI 논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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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발전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사용자
EMS

Billing MS

사용자
전력 기기

전기 자동차
충전 장치

(그림 3-2)는 AMI 구성 요소들의 논리적인 연결을 보여 주고 있다. AMI 장치들은 사
용자 도메인과 전력 운영 도메인에 걸쳐 존재한다.

4. AMI에서의 보안 위협

가. 펌웨어 조작

보호된 공간에 위치한지 않는 모든 기기들은 일차적으로 펨웨어(firmware) 조작의 위험
성에 노출되어 있다. 펌웨어의 손상으로 기기들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보안 기능을 갖는 모든 기기들은 암호화를 위하여 암호키를 펌웨어 형태로 내장하게 된
다. 따라서 펌웨어를 해독함으로써 장치에 설정되어 있는 암호키를 알아내어 모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나. 서비스 거부 공격

스마트 그리드의 모든 구성 장치에 대해서 컴퓨팅 자원을 고갈(resource exhaustion)시
키는 공격으로 정상적인 동작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공격이 가능하다. 이것은 노드
간에 세션을 하이재킹(hijacking)하여 메시지를 집중 전송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현
재 인터넷에서 가능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 거부 공격은 외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스마트
그리드의 모든 노드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AMI의 장치들은 전력망 장치에 비해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AMI 구성 장치들은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의 필드 장치로서 대부분 제한
된 메모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트래픽의 증가만으로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 HAN은 현재의 전력망과 달리 개방된 망으로 망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무선망을 사용할 경우 AMI 장치들은 외부에 쉽게 노출된다.

개별 AMI 미터와 같은 단말 장치에 대한 서비스 거부 공격은 그 파급 효과가 해당 노
드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AMI의 상위에 존재하는
AMI 헤드엔드(headend), HAN 게이트웨이 혹은 ESI, MDMS, 혹은 AMI 미터(meter) 관
리 시스템 등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격을 당할 경우 하부의 모든 AMI 미
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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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기기에 대한 오작동 유도

주요 기기의 오작동은 두 가지 유형의 공격으로 발생된다 :
{ 바이러스에 의한 공격
{ 위/변조 메시지 전송, 재사용 메시지 전송

이 중 메시지의 위/변조에 의한 공격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달라진다.
AMI 망에서는 AMI 미터와 AMI 서버(MDMS 등) 간에 정보의 교환이 지속적으로 발생
한다 :
{ 상방향 정보

― 에너지 사용 정보
― HAN 망 상태 정보
― AMI 장치 상태 정보
― 요청(demand) 정보
{ 하방향 정보

― 에너지 상태 정보
― 부하(load) 제어
― 트래픽 조절 제어
― 에너지 가격 정보
― AMI 망 제어 정보
― 장치 제어 정보

이러한 정보 중에서 제어 정보의 위/변조는 수신 장치의 비정상적인 동작을 유도할 수
있다. 이 공격의 피해는 전력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3-2)의 전력 운영 센터의 관리 시스템 서버가 변조된 메시지를 통해 오동작을 유발할 경
우 서버의 관리를 받는 하위 모든 AMI 장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라. 과금 정보 변경

AMI 장치간에 교환되는 정보 중에서 과금 정보는 메시지 위/변조 공격의 중요한 보호
대상이 된다. 에너지 사용 정보 혹은 가격 정보 메시지를 조작하여 전송하는 공격은 또
다른 성격의 피해를 끼치게 된다. 이 경우 메시지 위변조 공격에 의한 피해는 현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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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뱅킹 수준에 버금가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AMI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공
격의 피해가 전력망에 미치는 파괴적인 피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 개인에게 미
치는 금전적 손실을 고려할 때 AMI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공격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
다.

마. 인증키 및 전력 사용정보 노출

AMI 서비스에서는 정보 엿보기(eavesdropping) 공격은 주요한 사이버 위협으로 고려
되고 있다. 엿보기 공격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주요한 정보로 먼저 인증키가 있다.
키 사용 방식에 따라서 키 관리 서버는 장치들에게 새로운 임호키를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키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위의 “다.”에서 AMI 장치 간에 전달되는 주요 정보를 보여 주었다. 이 중 제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AMI 서비스에서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 정보, 가격
정보의 유출은 심각한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격의 위협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 정보 유출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
{ AMI 서비스에서 생성, 저장되고 전송되는 개인 정보는 어떤 것들인가?
{ 이러한 정보들이 기존의 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취급되는 개인 정보와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가?
{ AMI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privacy) 위험으로 특별한 유형은 어떤

것들인가?
{ 현재의 법, 규정, 표준들은 AMI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 정보와 관련되어 적용될 수

있는가?
{ AMI에서 개인 정보 보안을 위해 권고할 수 있는 관행(practices)은 무엇인가?

제 2 절 전력망에서의 보안위협
1. 전력망의 구성 요소
{ SCADA 서버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송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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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부터 리얼 타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감시와 제어를 수행한다. SCADA 서
버는 SCADA 시스템에서 필드 장치로부터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감시하고 제어
명령(command)을 필드 장치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장치이다.
{ 송전망 장치(substation devices)

송전망에는 일반적으로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가 설치되어 데이트를 측
정하여 이를 SCADA 서버에 전달하고 또한 SCADA 서버의 제어 명령에 따라 스위
치 기능을 수행한다.
{ 배전 서버(DAS 서버)

배전망도 넓은 의미의 SCADA 시스템으로 배전만을 관리하는 서버가 존재한다. 배
전망 서버는 송전망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 데이터를 교환한다.
{ 배전망 장치(distribution devices)

배전망의 필드 장치는 릴레이, 스위치 등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존재한다.
배전망의 경우 이러한 장치를 일반적인 용어로 FRTU로 호칭한다.
{ 에너지 관리 서버(EMS)

발전, 송전, 배전망의 모든 상태를 관리하는 최상위 서버이다. SCADA 서버와 DAS
서버는 계층적인 구조를 갖으며 최종적으로 EMS에 연결된다.
{ 분산 발전(distribution generation) 장치

대규모 분산 발전의 경우 자체적인 송배전망을 갖고 수용가에 직접 에너지를 공급
할 수 있으며, 전력 회사의 송전망의 SCADA 시스템에 연결되어 에너지를 공급할 수
도 있다.
{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는 송전망의 SCADA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2. 전력망의 구조

송전 시스템은 서브 스테이션(substation)을 기본 단위로 필드 장치로서 IED와 SC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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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로서 구성된다. SCADA 서버는 계층적 구조를 갖으며 최상단에 EMS 서버와 연결된
다. EMS와 상단의 SCADA 서버는 전력 운영 센테에 위치하며 이들은 기업망을 통해서
기업 서버와 연결이 이루어진다. 다수의 전력회사 혹은 제3 서비스 제공가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서버들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통해서 연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송전 시스템
의 망 구성은 (그림 3-3)에 나와 있다.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목적은 원거리에 산재하는 배전선로용 개폐기들 간에 전압과 전
류 등의 계통 운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중앙에서 개폐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자체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 배전 자동화 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된 개폐기에 연결된 FRTU와 중앙
배전 서버 간에 데이터를 상호 교환 할 수 있는 통신망이 존재한다.

배전자동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FRTU들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대
략 100개에서 500개의 FRTU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독립된 시스템을 구성한다. 하나의
배전자동화 시스템은 배전사업소인 지점 혹은 지사를 단위로 하여 구성되는데 동일한 배
전자동화 시스템 내의 FRTU들은 대략 최대 20km의 범위 안에 위치한다. (그림 3-4)는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기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배전계통의 각 단위 그룹에는 중앙 제
어실 내에 배전자동화(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DAS) 서버가 존재하며 DAS 서
버는 각 그룹 내의 FRTU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제어 정보를 FRTU에 전송한
다.

(그림 3-3) 송전 시스템의 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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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배전 시스템의 망 구조

3. 전력망에서의 보안 위협

가. 펌웨어

AMI 장치와 마찬가지로 보호된 공간에 위치한지 않는 모든 기기들은 일차적으로 펨웨
어(firmware) 조작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전력망의 경우 송배전망의 장치, 특히 배
전망의 FRTU는 필드에 무인 시스템으로 위치하게 되어 펌웨어 조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앞으로 모두 보안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암호키를 펌웨어 형태
로 내장하게 된다. 펌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은 모든 필드 기기에 있어서 일차적인 보호
과제가 된다.

나. 서비스 거부 공격

전력망의 서버들, SCADA 서버와 DAS 서버 등은 현재 분리된 망에서 보호된 영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거부 공격의 가능성이 적고 또한 서비스 거부 공격이 발생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긴급하고 용이한 대처가 가능하다. 서버의 다운(down)될 경우 신속
한 조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서버의 재부팅 또는 조치를 취하는 동안에도 전
력 계통 운영 설비들은 정상동작을 하기 때문에 계통에 혼란이 생기거나 정전이 발생하
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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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력 계통 운영 장치들은 넓은 지역에 무인 시스템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
에 서버에 대한 공격보다 운영 장치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이러한 단말 장치들은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피해가 해당 노드에 국한되기 때문에 위
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다. 서버의 관리 정보 노출

서버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공격으로서 서버에 존재하는 관리 정보 혹은 로그 기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여 훔쳐보거나 정보 내용을 변경하는 공격이다. 이러한 공격은 공격자
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내부 사용자가 고의적이건 비고의적이건 자신
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권한을 위반하고 접근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 외부
공격자가 마치 권한이 있는 사용자처럼 위장하고 서버의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위협 공격 위협은 근무 환경에서 비권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하다. 사이버 공격 유형에 따라서는 두 번째 하이재킹을 통한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방화벽을 통해 보호가 가능하므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도가 상대적
으로 낮다.

라. 전력망 장치의 오작동

전력망의 송배전 SCADA 시스템의 서버와 단말 장치들(IED, FRTU, 자동개폐기, 스위
치, 측정 장치) 간에는 수시로 측정되는 전류, 전압 등의 데이터와 단말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메시지를 교환한다. 이러한 측정 데이터와 제어 메시지를 변경해서 자동화 스
위치의 상태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전을 유발시키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공격자는 전력
계통 운영 단말장치로 전송되는 메시지를 가로채서 변조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자신이
인증된 송신자처럼 위장하여 위조된 제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전달된
메시지를 나중에 다시 최근의 메시지로 가장하여 전송하는 메시지 재사용(replay) 공격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은 주로 전력 계통 운영 단말장치들을 대상으로 비정상
동작을 통해 전력 계통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공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공격의 특징은 서버도 정상이고 전력계통 운영 장치들도 정상인데 비정상 명령으로
계통의 스위치 상태를 임의로 open/close를 시켜 정전을 유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여러
사이버 공격 형태 중에 가장 위험한 공격 형태로서 국가 기간망(critical infrastructure)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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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전력망의 보안을 고려할 때 이제까지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공격이다.

마. 정보 엿보기

공격자가 전력망의 노드들 간의 통신 내용을 엿듣는 공격이다. 이것은 네트워크상에서
도청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송되는 메시지의 정보를 훔쳐보는 것으로서 엿듣기
(eavesdropping)와 트래픽 분석, 두 가지 유형의 공격이 있다. 엿듣기는 직접적으로 메시
지의 내용을 훔쳐보는데 비해서 트래픽 분석은 간접적으로 트래픽의 패턴을 분석하여 전
달되는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전력망에서는 계통 상태 정보 및 SCADA 서버에서 단말로 전달되는 명령의 내용은 공
개된다고 해도 전력 계통 운영에 있어서 정전 등의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
재 전력망에서는 이 공격은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 다만 전력망의 보안을 위한 암
호키 정보의 전달과 같은 주요 정보의 전달에 대해서만 엿보기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고
려하고 있다.

바. 주요기기 해킹 공격

해킹은 네트워크 상의 모든 노드에 대한 수동적인 형태의 공격으로 바이러스, 웜과 같
은 악성 코드에 의해 오동작을 유도하거나 부분적으로 기능을 정지시키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인터넷 상에서 경험하는 해킹과 동일한 형태의 공격으로 인터넷으
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해킹의 공격의 위협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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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스마트 홈 보안

제 1 절

스마트 홈 구조

스마트 그리드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NIST에서 제시한 스마트 그리드 개념 모
델이 대표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2]. NIST의 개념 모델에서는 스마트 그리드를 대규모 발
전, 송변전, 배전, 운용, 서비스 제공, 에너지 시장, 그리고 수용가(customer)의 7개 도메인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수용가는 전통적인 전력 계통의 수용가와는 다른 차원에
서 새롭게 고려되고 있는 도메인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새롭게 지향하고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이다.

수용가 도메인은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구-응답(Demand
Response: DR) 서비스와 소규모 분산 에너지 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이 생산, 공급, 저장되는 영역이다. NIST에서 제시하는 7개의 응용 분야 가운데
AMI(Automatic Metering Infrastructure)와 HAN이 수용가 도메인과 연관을 갖고 있다.
수용가는 개인 수용가(home)와 회사용 빌딩, 그리고 보다 큰 규모로서 공장과 같은 산업
용 지구를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 가정용 수용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반
가정용 수용가를 스마트 홈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1. 스마트 홈 인터페이스 논리 모델

스마트 홈을 정의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에너지 제공자와 에너지 사용자로서 스마
트 홈의 경계를 구분하는 일이다. 현재의 전력 계통망에서는 에너지 미터(meter)가 에너
지 공급자와 사용자를 구분하는 경계점이 되고 있다. NIST를 비롯한 스마트 그리드의 추
진 단체에서는 에너지 공급자와 스마트 홈의 경계에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ESI)라고
호칭하는 논리적인 장치를 제시하고 있다[1,2,4]. 스마트 홈은 스마트 그리드의 공식 용어
로서 HAN(Home

Area

Network)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ESI를 HAN

게이트웨이

(gateway)라고 부르기도 한다.

에너지 미터(meter)는 전통적인 전력 계통에서 배전망과 수용가를 구분하는 지점
(demarcation point)이다. 또한 AMI 시스템에서 AMI 망과 연결되는 수용가의 경계점이
된다. 따라서 ESI와 미터(스마트 그리드에서의 미터)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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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ESI와 미터는 스마트 홈 장비가 에너지 제공자와 연결되는 통로이다. NIST의
"Framework and Roadmap for Smart Grid Interoperability Standards"에서는 두 논리적
장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 미터의 핵심 기능은
z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통신을 하는 것이다.
z 정전(outage) 관리 정보를 통신한다.
z 서비스의 연결과 폐쇄와 같은 유지 기능을 제공한다.
z 또한 수용가에 위치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 장치(분산 발전과 저장)에서 스마트 그

리드로 전달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다.
― 반면에 ESI는 스마트 홈 내의 에너지 사용 기기가 요구-응답(DR) 서비스와 에너지 사

용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제공자와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한다. ESI의 기능은 스마트
그리드의 서비스의 진화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다.

ESI와 스마트 미터 두 장치 기능의 차이 때문에 논리적인 모델에서는 별도의 논리적
장치로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구현에 있어서는 두 논리적인 장치가 별도의 물리적 장
치로서 구현될 수도 있으며 하나의 물리적 장치가 두 개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ESI와 스마트 미터를 구현하는 두 가지 대안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현실적인 추진의 관점에서 두 개의 별도의 장치로서 개발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는 점만
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AMI 미터가 설치되고 있고 앞으로 빠른 속도로 그 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스마트 홈 기기를 연결하는 망(HAN)의 구성은
그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하나의 기기가 ESI와 스마트 미터의 기능
을 수행할 경우 HAN의 추진에 있어 상대적인 지연으로 인해 불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장치의 개발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하게 된다. 또한
HAN 기술의 변화에 따라 이 장치의 구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두 개의 별도
장치로서 설치하는 것이 이점을 갖는다.

스마트 홈의 HAN 게이트웨이와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의 HAN 게이트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스마트 홈의 ESI와 홈 네트워크의 HAN 게이트웨이는 에너지 사용기기를 연결하고

외부망과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장치이다. 차이점은 ESI는 스마
트 그리드의 DR과 DER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용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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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까지 추진되고 있었던 홈 네트워크는 스마트 홈의 HAN으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ESI는 HAN 게이트웨이와 동일한 장치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이다.
― AMI 미터는 AMI 헤드엔드(headend)에 연결된다. AMI 헤드엔드는 전력 회사 배전

운영망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수용가의 AMI 미터를 연결하는 통신 집중화
기(concentrator)의 역할을 한다. AMI 미터는 AMI 헤드엔드를 통해서 전력 배전 운용
망의 미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MDMS)과 연결된다.

HAN 내의 다양한 에너지 기기들은 ESI를 통해서 DRMS와 부하 관리 시스템(Load
Management System: LMS)에 연결되어 있다. DRMS와 LMS는 전력 회사 운영 시스템
내에 위치하거나 전력 회사와 별도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Energy Service Provider) 내에 위치할 수 있다. (그림 4-1)은 스마트 홈과 전력 운
영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의 논리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전력 운영 시스템

CIS

HAN

OMS
ESI
(HAN 게이트웨이)

데이터
집적기

LMS

HAN
장치

DRMS

AMI
헤드엔드

MDMS

AMI 미터

(그림 4-1) 스마트 홈의 인터페이스 논리 모델

2. 스마트 홈의 망 구성

스마트 그리드의 운용 시스템에서 스마트 홈에 이르는 구간은 (그림 4-2)와 같이 여러
단계의 망으로 구성된다. 이 그림에서는 전력 운영 시스템과 HAN의 ESI와 AMI 미터 사
이에는 트래픽의 집중화 단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WAN (Wide Area Network)과 NAN
(Neighbour Access Network)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구분의 이유는 망이 수용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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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의 물리적 거리와 장치의 수 때문이다. 따라서 WAN과 NAN은 망 구축 기술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망 구성 장비의 존재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망
을 구축할 경우 NAN/WAN의 구분의 필요성 여부는 대상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또한 (그림 4-2)에서는 AMI 망과 ESI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논리적으로 별도로 구분하
였다. AMI 망은 성격상 전력 사업자의 배전망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나, ESI가 연결되는
망은 전력 사업자의 사설망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공중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동
일한 전력 사업자의 사설망으로 AMI 망과 ESI 연결망이 같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LAN
(전력 운영 시스템)

MDMS
WAN
(사설망/공중망)

데이터
집적장치
AMI
헤드엔드

NAN
(AMI 망)

ESI
AMI
미터

PAN/LAN
(스마트 홈)

(그림 4-2) AMI 망의 구성

가. NAN과 WAN
스마트 홈의 AMI 미터와 AMI 헤드엔드를 연결하는 구간의 망을 일반적으로 NAN으
로 부르고 있다. AMI 헤드엔드는 데이터 집중기(data concentrator)로서 수십 개에서 수
천 개의 AMI 미터의 데이터를 집선하여 전력 운영망의 MDMS에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
다. AMI 헤드엔드의 위치는 사용자의 밀집 정도에 따라서 AMI 미터에서 수십 m에서 수
백 m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그 이상의 거리일 경우 WAN 망을 통하여 MDMS에 데이
터가 전달된다.

NAN을 구축하는 기반 망 기술은 물리적 거리와 노드의 크기를 충족하는 기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망 기술로는 전력망 통신(PLC)과 무선
통신 기술이 제시되고 있다. 무선 통신 기술로서 Zigbee 기술이 제안되고 있는데 만약
AMI 헤드엔드가 50m 이내에 있는 AMI 미터와 연결된다면 Zigbee 기술도 NAN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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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기술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NAN의 토폴로지(topology)로서는 망 기술의 종
류에 따라서 전통적인 스타(star) 토폴로지 외에 메쉬망(mesh network)의 구성도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MDMS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대상의 AMI 미터는 수만에서 수십만 혹
은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AMI 미터에서 혹은 AMI 헤드엔드에서 MDMS로의 데
이터 전송을 위하여 WAN이 필요하다. WAN 기술로는 전화망(PSTN)을 이용한 전용선
통신, CDMA/GSM 기반의 무선 통신망(cellular network), 전력선 통신 기술, 메트로 이
더넷(Metro Ethernet), WiMAX, 위성망, 인터넷 등의 전통적인 망 기술이 적용될 수 있
다.

이러한 WAN과 NAN은 전력 회사의 사설망(priviate network)일 수도 있으며 인터넷
과 같은 공중망(public network)일 수도 있다. 전력 회사의 사설망일 경우 WAN과 NAN
은 전력 배전 운영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사설망 혹은 공중망의 여부는 네트워크 보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AMI 망은 ESI의 연결망과 별도의 망으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동일한 망으로 존
재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ESI와 AMI 미터가 동일한 물리적 장치로 존재
할 경우 이 두 망의 구별은 무의미하게 된다.

나. HAN
HAN은 일반 가정에 설치된 ESI, EMS(Energy Management System), 그리고 전력 기
기들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망이다. 따라서 홈(home)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서비
스 노드 수를 지원하는데 적합한 망 기술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 오랫동안 홈 오토메이션
(home automation)을 위한 홈 네트워크에서 적용되고 있거나 고려되고 있는 망 기술은
HAN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IEEE 802.11 Wi Fi, IEEE 802.3 Ethernet,
Zigbee, 6LoWPAN, HomePlug, WirelessHART 등의 다양한 기술이 존재한다. 이 중 최
근 Zigbee를 이용한 HAN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구성 요소

가. HAN

- 49 -

(1)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ESI) 혹은 HAN 게이트웨이

ESI는 HAN에 등록된 모든 전력 기기들이 전력 운영 시스템(혹은 에너지 서비스 제공
자)과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페이스이다. ESI는 통신 기능으로서 HAN 기기들의 자동 설
치 및 연결과 비연결과 같은 유지 기능을 수행하며, 연결된 HAN 기기들의 주소를 갖고
데이터를 해당 기기에 전달을 하며, HAN 기기들 간의 통신 조정(cordination) 기능을 수
행한다. 논리적인 장치로서 ESI는 스마트 전력 기기들의 제어, DR(Demand Response) 서
비스, DER의 모니터링과 제어, 에너지 부하 제어(load control)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SI는 별도의 물리적 장치로서 존재할 수도 있으며 다른 스마트 기기에 포함되어 구현될
수도 있다. (그림 4-3)은 HAN 내부 기기들의 논리적인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2) AMI 미터(meter)

AMI 미터는 HAN에 연결된 장치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AMI 헤드엔드
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AMI 미터는 HAN 전력 기기 뿐 아니라 DER 발전/저장
장치와 관련된 에너지 정보를 AMI 헤드엔드에 전달을 한다. 또한 정전(outage) 관리 정
보를 통신하며, 전력 공급의 연결과 폐쇄와 같은 유지 기능을 제공한다. AMI 미터는 내
부적으로 HAN 기기와의 통신을 위하여 EMS와 연결될 수 있다. 3장 1절의 개념 모델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AMI 미터의 논리적 기능은 실제적인 물리적 장치의 구현에 있어서
ESI의 논리적 기능과 통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등록된 스마트 기기
사용자 스마트 기기
ESI
AMI
미터

EMS

IHD
EVSE

PEV

EUMD

DER

에너지 부하
제어기

(그림 4-3) HAN 장치들의 논리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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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HAN 내부의 모든 에너지 정보를 보관하며 AMI 미터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의 동작과 상태를 제어한다. 사용자는 사용자 EMS를 통하여 현재의 에너
지 사용 상태와 장치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전력망의 운영 시스템으로부
터 전달된 정보를 리얼 타임으로 디스플레이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EMS 기능은 별
도의 컴퓨터를 통해 구현될 수도 있으며 다른 HAN 장치, 특히 ESI에서 동작할 수도 있
다.

EMS는 HAN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다. 하지만 점차 스마트 장치가 HAN
에 추가될수록 이러한 장치의 관리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단순한 기능에서부터
고도의 기능까지 EMS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4) 등록된 스마트 기기

HAN에 존재하는 스마트 기기들은 3가지로 분류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력 회사의 제어를 직접 받는 HAN 기기
― 전력 회사의 제어를 직접 받지 않고 스스로 부하 제어 기능을 갖고 있는 HAN 기기
― 전력 회사의 제어를 직접 받지 않고 스스로 부하 제어 기능을 갖고 있지도 않은

HAN 기기

첫 번째 종류의 기기를 여기서는 등록된 스마트 기기로 부르기로 한다. 이 장치들은 전
력 회사에 등록되어 있으며 전력 운영 시스템의 부하 제어 신호에 의해 직접 통제를 받
는다. PCT (Programmable Communicating Thermastat)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빌딩에 위치하는 가스, 히터, 공기 조절, 수도 펌프 제어기(HVAC) 등은 이 범주
의 기기의 예가 될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되는 기기들은 사용자 스마트 기기
라고 부르기로 한다.

(5) 사용자 스마트 기기

이 범주에 속하는 기기로는 대표적으로 일반 스마트 가전 기기(consumer electronics)들
이 있다. DER과 PEV는 이 범주에 속하는 기기들이지만 가전 기기와는 상이한 기능으로
별도로 구분하였다. 일반 가정에서 히팅, 공기 조절, 에어컨(HVAC) 조절기도 이 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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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킬 수 있다.

사용자 스마트 기기 중에서 자체적으로 부하 조절 능력을 갖는 기기와 그렇지 않은 기
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전력 운영망의 LMS의 제어 신호나 HAN 내부의 부
하 조절기(load controller)의 제어 신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제어 기능을 EMS가 담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6) IHD (In-Home Display)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디스플레이하는 HAN 기기의 기능이다. 이 기능은 별도의 장
치를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으며 고성능의 HAN 기기에서 구현될 수도 있다.

(7) EVSE (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 / PEV (Plug-in Electric Vehicle)

EVSE는

PEV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장치이다.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ings)에서는 이것을 물리적 장치로서 전기 코드와 코넥터로 정의하고 있다. PEV
는 EVSE에 연결되며 EVSE는 통신 기능을 갖고 ESI를 통해서 다른 HAN 기기(예를 들면
EMS)와 전력 운영 시스템과 통신을 할 수 있다.

(8) EUMD (End-Use Measurement Device)

HAN의 최종단의 장치(예를 들면 PEV, DER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는 미터의
기능을 담당한다. NIST의 customer domain의 개념 모델에서는 submeter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이것은 통신 장치를 갖고 ESI를 통해 AMI 미터와 다른 HAN 기기와 통신
을 할 수 있다.

(9) DER 발전/저장 장치(generation/storage)

DER은 소형 발전과 저장을 하는 장치로서 분산 전원(Distributed Generation)이라고 불
리기도 한다. DER에서 발전된 에너지는 HAN 내부에서 소비될 수도 있으며 전력 배전망
으로 공급될 수도 있다. DER에서 발전되거나 저장된 에너지는 EUMD를 통해 측정되고
이 정보는 통신 채녈을 통해서 AMI 미터에 전달된다. 또한 EMS는 이 정보를 전달받아
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관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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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하 조절기(load controller)
전력 운영 시스템의 LMS로부터 부하 제어 신호를 수신하였을 때 HAN 내부의 사용자
스마트 기기의 부하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LMS의 제어 신호에 대한 응답과
보고를 담당한다. 이 기능은 다른 물리적 장치가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EMS가
이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나. NAN
(1) AMI 헤드엔드(Head End)

AMI 헤드엔드는 전력 배전 운영망의 게이트웨이로서 한 방향으로는 전력 운영 시스템
의 서버에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전달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전력망의 정보를
사용자 망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AMI 헤드엔드는

다수의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

이스(ESI)와 연결되어 HAN 트래픽을 집선(aggregate)하여 전력망에 전달하는 기능을 담
당한다. AMI 헤드엔드는 사실상 HAN으로 전달되는 모든 정보의 트래픽을 조절하는 기
능을 수행하며, 또한 AMI 장치들의 펌웨어 업데이트. 추가 기능 제공, 환경 설정, 진단,
감시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다. 전력 운영 시스템

전력 운영 시스템에는 논리적으로 여러 기능의 서버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MDMS, DRMS, LMS, OMS, CIS 등이 있다.

(1) 미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Meter Data Management System: MDMS)

MDMS는 에너지 사용 정보, 발전, 저장 등의 미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정 기간 저장
하여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MDMS는 AMI 미터의 모든 로그 정보를 보
관하며 데이터의 검증과 사용 인증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요구 응답(Demand/Response) 관리 시스템(DRMS) 혹은 부하 관리 시스템(Load
Management System: 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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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 미터로부터의 요구 응답 처리하며 이를 미터에 통보한다. LMS는 부하 제어를 전
송하여 HAN 기기들의 부하를 제어하는 관리를 수행한다.
(3) 그리드 제어 센터(Grid Control Center: GCC)

그리드 제어 센터는 전력 제어 센터에 위치하며 AMI 망의 모든 상태를 감시하며 적절
한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GCC는 전력 운영 센터의 EMS와 SCADA 서버
와 연동하여 동작하게 된다.
(4) AMI 미터 관리 시스템(AMI Meter Management System: AMI MMS)

MDMS가 미터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저장하는데 반해서 AMI 미터 관리 시스템은
AMI 미터와 관련된 기기 및 운영 정보를 보관한다. AMI 미터의 설치, 운용 상태 등을
추적하며 필요한 경우 미터의 펌웨어 업데이트(firmware update)를 수행한다.
(5) 과금(billing) 관리 시스템(Billing MS)

과금 관리 시스템은 에너지 사용 정보와 시장 정보에 따라서 사용자의 과금을 결정하
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과금 관리 시스템은 에너지 마켓 도메인
에 속하게 되며 MDMS의 정보를 제공받아 과금을 결정한다.
(6) 기타 관리 시스템

이외에도 기능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관리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전
관리

시스템(outage

management

system:

OMS),

사용자

정보

시스템(Customer

Information System: CIS) 등이 존재할 수 있다.

(7)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Energy Service provider: ESP 혹은 aggregator)

ESP는 직접 발전을 하는 전력 회사는 아니지만 생산된 에너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사업체이다. ESP는 특별히 분산 발전, 저장의 활동이 활발해
질 경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ESP는 HAN 내부의 분산 에너지 자
원(Distributed Eneggy Resources) 장치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대리해서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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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 사용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용어들을 사용할 것이다. 스마트 그리드의 가정
용 수용가를 스마트 홈이라고 지칭한다. 이것은 공식적인 용어인 HAN에 해당한다((그림
4-1) 참조). ESI를 접점으로 HAN 내부에 위치한 장치들을 스마트 기기 혹은 스마트 장치
라고 본 보고서에서는 부른다. 때에 따라 HAN 기기라고 호칭하기도 하는데 동일한 기기
를 의미한다. 스마트 기기는 HAN 내부에서 존재하는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력 기기를 지칭한다. 비전력 기기로는 가스, 수도 등의 미터, 제어기가 존재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전력 기기(혹은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 그리드의 DR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전력 기기(예, 가전 기기)를 의미한다. AMI 미터와 스마트 미터는 동의어로 사용한
다. 앞으로의 서술에서 ESI와 AMI 미터는 두 개의 별도의 논리적인 장치로서 취급한
다.(“1. 스마트 홈 논리 인터페이스” 참조)

HAN 외부 도메인으로 AMI 헤드엔드와 ESI의 집중화기는 동일한 장치로 기술한다. 이
것은 어떻게 NAN이 구성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NIST의 운영(Operation) 도메인을 전
력 운영 시스템이라고 호칭한다. 전력 운영 시스템은 전력 송변전, 배전망의 운영을 담당
하는 장치와 망을 지칭한다. 전력 운영 시스템의 장치 혹은 서버라고 할 경우 MDMS 등
과 같이 전력 운영 시스템에 존재하는 장치(혹은 서버)를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
력 운영 시스템을 배전망을 소유하는 동일한 전력 회사의 시스템으로 고려하였다. 제3자
의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력 운
영 시스템과 에너지 시장 도메인과의 연관은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취급하지
않았다.

제 2 절 스마트 홈에서의 정보 흐름
스마트 장치 간의 정보의 교환은 스마트 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응용)에 따
라 결정된다. 따라서 스마트 장치 간에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를 정의하
기 위해서는 앞으로 스마트 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운영하고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공할 전력 회사, 에
너지 서비스 제공자가 중심이 되어 결정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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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이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는 없다. NIST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의 프레임워크와 로드맵 상호 연동 표준을 규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스마트 그
리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응용 사례(use cases)의 분석이 있었다
[3]. NIST의 응용 사례 분석 외에 UCAIug의 Open SG subcommittee에 소속된
AMI

OpenHAN

OpenHAN

SRS로

Task Force에서 발표한
지칭)에

나와

있는

Utility

HAN 시스템의 요구 규격(다음부터

HAN

장치의

응용

요구사항(application

requirement)이 스마트 홈에서의 정보 흐름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4].

하지만 NIST의 응용 사례는 매우 방대한 내용이며 OpenHAN SRS의 요구사항 역시
매우 세세한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이것을 모두 다루기에는 적합하
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스마트 기기와 관련되는 핵심 응용을 중심으로 기기 간에 어떤
메시지의 교환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도록 한다. 스마트 홈에서의 서비스
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스마트 기기의 등록 정보의 흐름

OpenHAN SRS에서는 HAN에 속한 기기들의 상태를 접속 상태(commissioning), 등록
상태(registration), 외부 등록 상태(enrollment)로 구별하고 있다. HAN 기기들은 초기에
스위치를 켜면 HAN에 접속된 상태가 된다. 접속 상태에서는 HAN 기기들은 제한된 정
보(예들 들면 네트워키 키, 다비이스 종류, 디바이스 ID, 초기 경로 등)를 교환하고 전력
운용 시스템으로부터 공개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HAN 기기들은 등록 절차를 수행하다. 등록 절차는 인증(authentication)
과 승인(authorizing) 절차로서 이를 통해서 HAN 기기들과 ESI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갖게 되며 보안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만약 HAN 기기가 전력 회사와 다른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ESP)에 연결될 경우 외부
등록 절차(enrollment)를 거치게 된다. ESP는 등록된 HAN 기기에 대한 주소를 기록하고
통신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EMS와 ESI는 등록된 HAN 기기들에 대한 정보(ID, 유형, 키 등)를 갖고 추후 필요한
인증과 승인 작업을 수행한다. ESI는 HAN 기기들에 대한 정보를 CIS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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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ystem)에 전송한다. HAN 기기들은 주기적 감사(audit)를 수행하고 로그 정
보를 기록하며 이 정보를 ESM에 전송한다. HAN 기기들에 대한 설정 변경, 업데이트,
DR 서비스를 위한 사전 프로그래밍(pre-proramming)은 EMS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4-4)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AMI
헤드엔드

CIS

ESI

EMS

HAN 기기

등록 정보(ID, 유형, 키 등)
등록 정보(ID, 유형, 키 등)
승인
승인

설정 변경, 업데이트
ACK
감사(audit), 로그 정보
감사(audit), 로그 정보

ACK

(그림 4-4) 등록 정보 흐름

2. DR 정보의 흐름

DR 서비스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DR의 핵심은 에너지 제공자는 사용자
에게 현재 혹은 미래의 에너지 가격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의 소비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 정보를 받았을 때 HAN 기기의 반응으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
― EMS가 모든 HAN 기기의 반응(response)의 책임을 갖는다. EMS는 DR 동작이 가능

한 모든 HAN 기기의 현재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EMS가 에너지 가격 정보의 DR
신호를 수신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HAN 기기의 정보(현재의 에너지 사용 상태 등)와
DR 신호의 성격에 따라 HAN 기기에게 해당 명령(on-off, on-off 시간, 에너지 사용
변경 수준 등)을 전달한다. 해당 명령의 전달은 에너지 사용 수준에 따라 각 장치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미리 프로그래밍하여 자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EMS에 디스
플레이 되는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도 있다.
― 등록 스마트 기기(참조: 1절 3 구성 요소)는 DR 신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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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면 PCT는 미리 스케쥴링된 값으로 에너지 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
― DER은 자체적으로 발전 혹은 충전량을 에너지 가격 정보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 장치 간에 DR 신호의 흐름을 (그림 4-5)가 보여주고 있
다.

DRMS

AMI
헤드엔드

ESI

사용자
HAN 기기

EMS

등록
HAN 기기

가격 정보
ACK

가격 정보
부하 제어
ACK
가격 정보
ACK

보고(report)

(그림 4-5) DR 정보의 흐름

3. 부하 제어(direct load control: DLC) 정보 흐름

전력 운영 시스템은 HAN 기기들의 전력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DR에

의하여 HAN 기기들이 자발적으로 부하를 제어하는 것과 달리 DLC는 전력 운영 시스템
이 전체 배전망의 에너지 소비 상황에 따라서 수용가의 에너지 소비를 직접 제어하는 방
법이다. 따라서 DLC 제어 신호는 브로드캐스트(혹은 멀티캐스트)의 방식으로 수용가에
전달된다. (그림 4-6)은 DLC 제어 신호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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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
헤드엔드

LMS

ESI

사용자
HAN 기기

EMS

등록
HAN 기기

부하 제어
ACK
부하 제어
ACK
보고(report)

부하 제어
보고(report)

(그림 4-6) 부하 제어 정보 흐름

4. 에너지 사용 정보 흐름

미터는 에너지 사용 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전력 운용 시스템의
MDMS에 이 정보를 통신한다. 또한 미터는 HAN에서의 에너지 사용자 관리를 위해서
이 정보를 EMS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미터는 MDMS가 에너지 사용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현재의 정보를 MDMS에 전달한다. (그림 4-7)은 이러한 정보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
다.

MDMS

AMI
헤드엔드

ESI

미터

EMS

에너지 사용 정보
ACK

에너지 사용 정보
ACK

에너지 사용 정보 요구(request)
에너지 사용 정보 응답(response)

(그림 4-7) 에너지 사용 정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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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전 관리(outage management) 정보의 흐름

HAN의 영역에서 에너지 공급의 연결점은 미터이다. 미터는 HAN에 공급되는 에너지
를 연결하고 폐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미터는 HAN내 정전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전력
운영 시스템의 OMS에 통보한다. 만약 필드 엔지니어가 복구를 하였다면 OMS는 미터에
정전 복구 통보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림 4-8)은 이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OMS

AMI
헤드엔드

미터

EMS

정전 통보(detection notification)
검증(verification)

정전 복구 상태
복구 응답

정전 보고
ACK

(그림 4-8) 정전 관리 정보 흐름

제 3 절 스마트 홈에서의 보안 위협
1. 보안 위협의 유형
스마트 홈에서의 보안 위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홈 구성 요소 간 인터페이스
(interface)에서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NIST의 “Smart
Grid Cyber Security Strategy and Requirements"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가능한 서
비스 응용 사례(use cases) 분석을 통해서 각 논리 인터페이스에서의 취약성 분석
(vulnerability analysis)과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1]. 현재 국내에서는 사례 분석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응용 사례에 기반을 둔 세부적인 취약성 분석은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마트 홈에서 예상할 수 있는 공격 형태를 큰 범주로
구분하여 보안 위협을 설명하도록 한다.

- 60 -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의 공격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적
극적인 공격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비스 거부(Denial-of-Service) 공격으로 목표로 하는 기
기가 서비스를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공격의
또 다른 예로는 통신상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를 위변조하여 공격 대상 노드에게 전송하는
것이다. 메시지의 변조된 정보 혹은 위조된 동작 명령으로 시스템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전송된 메시지를 재사용하여 공격하는 방법이 있다.

악성 코드를 통한

공격도 기기의 오작동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수동적인 공격이다. 이것은 공격자가 네트워크 상에서 도청을 하거나 모니
터링을 통해서 전송되는 메시지의 정보를 훔쳐보는 것으로서 엿듣기(eavesdropping)와
트래픽 분석이 있다. 이러한 현재 네트워크에서 고려되고 있는 전형적인 공격 형태를 [표
4-1]에 정리하였다.
[표 4-1] 네트워크에서의 전형적인 공격 유형
위협 유형
데이터 엿보기
(eavesdropping, sniffing)
트래픽 분석
(traffic analysis)
위장 메시지 전송

공격 내용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메시지의 내용을 훔쳐 본다.
공격자가 트래픽의 패턴 혹은 특징을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메
시지의 내용을 유추한다.
공격자가 악의적인 제어 명령으로 기기의 오동작을 유발한다.

(masquerade, spoofing)
하이재킹

서버와 클라이언트 기기 사이의 통신 중간에 끼어들어 정상적

(hijacking)
메시지 재사용

인 메시지의 교환을 방해한다.
이전에 전송된 정상적인 메시지를 보관한 후 나중에 다시 전

(replay)

송한다.

위장(impersonate)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위장하여 시스템에 접근한다.

서비스 거부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서버의

(denial-of-service)
부인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다.
이전에 발생한 동작을 부인하거나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동작

(repudiation)
권한 위반

을 발생한 것으로 주장한다.

(authorization violation)
악성 코드
(virus, warms, etc)
컴퓨팅 자원 고갈
(resource exhaustion)
관리 정보의 접근

비권한 사용자가 특정 자원에 접근하여 사용한다.
Agent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한다. 서버의 경우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한다.
컴퓨팅 자원을 고갈시켜서 정상적인 동작을 못하도록 한다.
로그 정보 등의 기록 등을 읽거나 변경한다.

스마트 홈에서의 보안 위협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격 유형을 [표 4-2]와 같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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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였다. 서비스 거부 공격은 스마트 홈 내 모든 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공격 유형이
다. 스마트 홈과 관련된 기기들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공격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중 주요한 형태로 메시지 변조, 악성 코드, 펌웨어, 그리고 물리적인 교체를
통한 공격을 고려하였다.
스마트 홈에서의 주요한 공격 형태로 고려해야 될 것이 전력망에서 전달하는 부하 제
어(load control)와 같은 제어 신호를 변조한 공격이다. 이것은 다수의 가구들에 큰 피해
를 줄 수 있다. 스마트 홈 기기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노출되는 공격은 두 가지로 구분
해서 고려하였다. 전력 사용 정보의 노출와 변조는 과금 정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사용자
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다른 고려 사항으로는 개인 정보의 유출이다. 이것은 스마트
홈 기기에 피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프라이버시(privacy)에 관련되어 사회적인 파장
을 미칠 수 있다.
[표 4-2] 스마트 홈에서의 보안 위협 유형 분류
보안 위협
서비스 거부 공격

메시지 위변조

장치의 악성 코드
오작동
유도

펌웨어 조작
물리적 교체

제어 신호(control signal)의
변조

주요 내용
- 스마트 홈의 기기 들은 한정된 컴퓨팅 자원을 가지고 있어,
약간의 트래픽 증가만으로도 서비스 거부 공격 발생
- 장치의 설정 및 동작 메시지를 위조/변조하여 장치의 오동
작을 유도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 악성 코드를 삽입 하여 장
치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함
- 펌웨어의 정보(마스터 암호키 등)을 도출하여 사용하거나
PDoS의 공격
- 스마트미터 등 Smart Home 외부에 위치한 경우, 물리적
공격의 대상이 됨
- 전력 운영 시스템으로부터의 부하 제어(load control), 정선
제어(outage control) 등과 같은 제어 신호를 변경할 경우
스마트 홈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 전력 사용 정보를 변조하여 스마트 홈의 부하 관리에 영향

전력 사용 정보 변경

을 줄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과금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

- 개인식별정보, 과금정보, 전력사용정보, 개인행태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노출될 경우 큰 피해 발생

2. 스마트 홈에서의 보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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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비스 거부 공격

스마트 그리드의 모든 구성 기기에 대해서 컴퓨팅 자원을 고갈(resource exhaustion) 시
키는 공격으로 정상적인 동작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공격이다. 이것은 노드 간에 세
션을 하이재킹(hijacking)하여 메시지를 집중 전송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인터
넷에서 가능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 거부 공격은 스마트 그리드의 모든 노드에 대해서 가
능하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 홈의 장치들은 일반 네트워크 장비에 비해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스마트 홈 구성 장치들은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의 필드 장치
로서 대부분 제한된 메모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DDoS 공격 도구를 활용한 간단
한 트래픽의 증가만으로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 HAN은 현재의 전력
망과 달리 개방된 망으로 망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무선망을 사용할 경우
HAN 장치들은 외부에 쉽게 노출된다.
개별 전력 기기에 대한 서비스 거부 공격은 그 파급 효과가 해당 노드에 한정되기 때
문에 그 피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HAN의 상위에 존재하는 ESI에서부터 AMI
헤드엔드(headend), MDMS, 혹은 AMI 미터(meter) 관리 시스템 등은 서비스 거부 공격
을 당할 경우 하부의 모든 장치의 동작과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4-9) 스마트 홈에서의 서비스 공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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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하이엔드 장치에 대한 서비스 거부 공격

나. 장치에 대한 오작동 유도

(1) 메시지 위변조를 통한 공격

HAN의 다양한 통신 방식은 취약점을 갖고 있다. 공격자가 통신되는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다면 여러 형태의 메시지 위변조 공격이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 홈 기기의 장치 설
정, 관리 정보는 장치들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원격 정보 제어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위험성은 증대된다.

(그림 4-11) 중간자 공격을 통한 통신 정보 노출/위변조

(그림 4-12) 스마트기기로 위장을 통한 통신정보 위/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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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원격제어 정보 노출 및 위/변조에 의한 보안위협

(2) 악성 코드를 통한 공격

주로 스마트 홈 기기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악성 코드가 삽입될 수
있다. HAN 기기가 HAN 외부 기기와 통신할 경우 악성 코드의 공격에 노출된다. 악성
코드는 단순히 장치의 성능 저하부터 오동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미치게
된다. 최근의 Stuxnet worm은 악성 코드로 장치의 성능을 저하시켜 시스템이 제대로 동
작할 수 없도록 하는 공격을 잘 보여 주었다.

(그림 4-14)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DDoS 등 2차 공격

(3) 펌웨어 조작
보호된 공간에 위치한지 않는 모든 기기들은 일차적으로 펨웨어(firmware) 조작의 위험
성에 노출되어 있다. 펌웨어의 손상으로 기기들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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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능을 갖는 모든 기기들은 암호화를 위하여 암호키를 펌웨어 형태로 내장하게 된
다. 따라서 펌웨어를 해독함으로써 장치에 설정되어 있는 암호키를 알아내어 모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펌웨어는 PROM(Programable ROM)에 삽입되어 바로
지우거나 단시간에 수정할 수 없게 되므로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로 PDoS(Permanent
Do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림 4-15) PDoS 공격을 통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펌웨어 다운로드
(4) 물리적 해체/교체를 통한 공격
AMI 미터 등와 같이 스마트 홈 외부에 설치될 수 있는 장치의 경우 유지 보수를 위한
물리적 해체 혹은 교체를 할 때 장치의 동작 변경 등의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
이 직접 개재된 공격이지만 스마트 홈에서는 고려해야할 보안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6) 물리적 해체/교체를 통한 오작동 예

라. 제어 신호의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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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의 위변조에 의한 공격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달라진다. 스마트
홈에서 ESI와 전력 운영 시스템 장치(MDMS 등) 간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의 교환이 지
속적으로 발생한다 :
― 상방향 정보
z 에너지 사용 정보
z 요청(demand) 정보
z HAN 망 상태 정보
― 하방향 정보
z 에너지 상태 정보
z 에너지 가격 정보
z 부하(load) 제어
z 트래픽 조절 제어
z HAN 망 제어 정보
z 장치 제어 정보

이러한 정보 중에서 제어 정보의 위/변조는 수신 장치의 비정상적인 동작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스마트 홈 내부의 기기들이 전력 부하를 제어하는 메시지나 정전 관리
메시지 등을 위변조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마. 전력 사용 정보 변경
스마트 홈 장치 간에 교환되는 정보 중에서 전력 사용 정보 메시지의 위/변조 공격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위협 대상이다. 에너지 사용 정보 혹은 가격 정보 메시지를 조
작하여 전송하는 공격은 장치들의 오작동 문제와는 다른 또 다른 성격의 피해를 사용자
에게 미치게 한다. 이 경우 메시지 위변조 공격에 의한 피해는 현재의 인터넷 뱅킹 수준
에 버금가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의 피해는 전력망에 미치는 파괴적
인 피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 개인에게 미치는 금전적 손실을 고려할 때 스마트
홈의 보안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공격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바. 개인 정보 유출
앞에서 언급했듯이 HAN 통신 방식의 성격상 정보 엿보기(eavesdropping) 공격은 스마
트 홈에서 주요한 사이버 위협으로 고려되고 있다. 엿보기 공격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
는 주요한 정보로 먼저 인증키가 있다. 키 사용 방식에 따라서 키 관리 서버는 장치들에
게 새로운 암호키를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키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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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차원에서 정보 엿보기는 개인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다. 개인 인적 사항, 시간
대별 혹은 기기별 전력 사용량, 전력 사용 패턴 등의 노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정보의 노출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림 4-17) 통신 메세지 위/변조에 의한 과금 우회 및 전가

제 4 절 스마트 홈 기기들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1. 보안 위협과 요구사항

네트워크에서의 보안 요구사항들은 일반적으로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모든 보안
요구사항들이 모든 노드에 대해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 기밀성(confidentiality)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정보를 해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송되는 메시지를 공격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흔히 메시지를 암호
화하여 전송함으로써 기밀성을 보장한다.
― 메시지 무결성(data integrity)은 송신자가 전송한 원래의 메시지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자는 위변조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의도하
지 않는 동작을 초래할 수 있다. 메시지의 무결성은 이러한 공격을 방지하는 것이다.
― 가용성(availability)은 서버를 비롯한 네트워크 노드가 정상적인 성능으로 동작하는 것

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공격

형태로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of-service)으로 이것은 공격자가 네트워크 노드, 특히 서버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 접근 제어(access control)는 비권한(unauthorized) 사용자가 특정 자원에 접근하는 것

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용자의 인증과 연관된다. 사용자의 인증은 네트
워크 자원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인증 뿐 아니라 특정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를 인증하는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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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방지(repudiation)는 이전에 발생한 동작에 대해서 후에 부인을 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동작을 나중에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그림 4-18)은 현재 네트워크 보안에서 고려되고 있는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의
위협과 이와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5가
지 사항을 기준으로 스마트 기기들에게 요구되는 보안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악성
코드
사용 패턴
분석

위장
메시지

재사용
하이재킹

엿보기

보안
요구사항

보안
기술

기밀성

암호화
공개키
대칭키

자원
고갈

메시지
변경

무결성

위장

엑세스 제어

인증 서버

메시지 인증
전자 서명
MAC

관리
정보
부인

서비스
거부

가용성

권한
위반

IDS

부인 방지

방화벽

펌웨어 조작

보안 관제 시스템

(그림 4-18) 보안 위협과 보안 요구사항의 상관관계
2. 스마트 홈 기기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가. 기밀성(confidentiality)
기밀성을 위해서는 HAN 기기는 권한이 없는 개체(unauththorized entity)에게 저장 중
이거나 전송 중인 데이터의 내용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메시지의 암
호화가 필수적인 과제인데, 암호화를 하는데 중요한 과제는 암호화 키(key)의 관리이다.
특히 세션 키(session key)를 계산하기 위한 마스터 키(master key)는 일반적으로 장치의
메모리, 혹은 펨웨어에 보관하게 되는데 물리적인 공격까지 고려하여 이것을 반드시 보호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홈의 서비스에서 기밀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장치를 보호하는 차원보다는 개인
정보에 대한 노출을 막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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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기밀성을 위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1

장치는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 연산(cryptographic operation)을 수행한다.

2

장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권고한 키 관리(key management) 동작을 수행한다.

3

4

5

장치는 펌웨어에 저장된 초기에 할당된 마스터 키(master key)를 훼손되거나 공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치들은 승인되지 않은 개체에게 송신자에 대한 정보를 의도하지 않게 공개(discolsure)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치들은 수동적(manual)이건 자동적이건 승인되지 않은 개체에게 정보를 배포하지 않
는다.

[표 4-4] 스마트 홈 기기와 보안사항 매핑
AMI

번호

ESI

1

O

O

O

2

O

O

3

O

4
5

전력

IHD

EVSE

PEV

EUMD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미터

EMS

기기

나. 무결성(integrity)
무결성을 위해서 모든 HAN 기기는 데이터의 내용, 데이터 송신자, 데이터 작성자의
진위(authenticity)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신 데이터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때도 동일한 검증이 필요하다.

- 70 -

[표 4-5] 무결성을 위한 요구사항
번호
1

2

3

요구사항
장치는 권한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소스(sending source)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장치는 보관된 보안 관련 데이터가 비권한(unauthorized) 개체에 의해 변경되는 것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장치는 전송 중인 보안 관련 데이터가 비권한(unauthorized) 개체에 의해 변경되는
것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장치는 주요 보안(security-critical) 데이터와 비보안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5

장치는 데이터의 근원(source)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6

7

8

9

10

11

장치는 소프트웨어를 갱신(update)할 때 주체(originator)를 검증하고 내용의 변경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장치는 시스템 갱신 이미지(update image)를 사용하기 전에 주체와 내용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장치는 암호화된 시스템 갱신 이미지 만을 전송 받아서 사용한다.
장치는 시스템을 갱신했을 때 성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실패했을 경우 이전의
시스템 이미지로 돌아간다.
장치는 시스템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디폴트 시스템 이미지를 보관해야
한다.
장치는 보안 정책에 따라서 보안 관련 갱신 정보를 수신한다.

다. 가용성(availability)
가용성을 위해서 HAN 기기는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특
히 망의 허브 역할을 하는 ESI, AMI 미터, ESM은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또한 악성 코드로 인한 성능 저하와 기능 불능 상황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펌웨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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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스마트 홈 기기와 보안사항 매핑
AMI

전력

번호

ESI

1

O

O

O

2

O

O

O

3

O

O

O

O

O

O

O

O

4

O

O

O

O

O

O

O

O

5

O

O

O

O

O

O

O

O

6

O

O

O

O

O

O

O

O

7

O

O

O

O

O

O

O

O

8

O

O

O

O

O

O

O

O

9

O

O

O

O

O

O

O

O

10

O

O

O

11

O

O

O

미터

EMS

기기
O

IHD

EVSE

PEV

EUMD

O

O

O

O
O

[표 4-7] 가용성을 위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1

장치는 변형 억제(tamper-resistant)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2

성능을 저하시키는 장치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4

5
6

장치는 자신에 대한 서비스 거부(DoS)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장치는 HAN 장치에 대한 서비스 거부(DoS) 공격으로부터 장치들을 보호하거나 제한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치는 망에 대한 서비스 거부(DoS) 공격으로부터 망 장비들을 보호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장치는 악성 코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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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스마트 홈 기기와 보안사항 매핑
AMI

번호

ESI

1

O

O

O

2

O

O

O

3

O

O

O

4

O

O

O

5

O

O

O

6

O

O

O

미터

EMS

전력

IHD

EVSE

PEV

EUMD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기기

라. 접근 제어(access control)
접근 제어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인증 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요구된다. 요구사항은 ESI와 미터, 그리고 다른 HAN 기기와 차이가 있다.

마. 부인 방지(non-repudiation)
부인 방지는 넓은 의미에서 HAN 기기들이 자신이 한 동작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HAN 기기는 모든 이벤트, 동작에 대한 로그 정보를 기록하고 안전하
게 보관한다. 그리고 보안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좁은 의미의 부인
방지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신한 데이터의 소스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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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접근 제어를 위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장치가 망에 연결할 때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에 의한 보안 정책

1

2
3
4

(security policy)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HAN 외부 기기들의 연결을 승인 여부를 결
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필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장치는 자신의 인증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고유한 정보(ID, type, key등)를 갖고 있어
야 하며 이것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장치는 자신의 인증 정보를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저장,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장치는 양방향 통신인 경우 상호 인증(mutual authentication)을, 단방향 통신인 경우
소스(source) 인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장치는 확실히 정의되고 안전한 등록 절차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6

장치는 인증 정보를 갱신(update)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7

장치는 등록 해제 절차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8

장치는 등록된 장치의 설정 유효 기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9

장치는 등록 상태에 대하여 통보할 수 있어야 한다.

10

장치는 등록된 장치에 대한 목록을 저장하고 권한을 갖고 있는 요청에 대해 이 정보
를 전달해야 한다.

11

장치는 접근 제어 설정 정보를 묻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12

장치는 이미 드러난 공격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3

장치는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 장치에 연결하기 위한 접근 제어 방식을 지원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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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스마트 홈 기기와 보안사항 매핑
AMI

번호

ESI

1

O

2

O

O

O

3

O

O

4

O

5

전력

IHD

EVSE

PEV

EUMD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6

O

O

O

O

O

O

O

O

7

O

O

O

O

O

O

O

O

8

O

9

O

10

O

11

O

O

O

O

O

O

O

O

12

O

O

O

O

O

O

O

O

13

O

O

미터

EMS

기기

[표 4-11] 부인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1

장치는 모든 보안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이를 보관한다.

2

장치는 모든 보안 위반에 대해서 ESI에 보고해야 한다.

3

장치는 모든 보안 관련 이벤트(event)에 대해 날짜, 시간, 유형, 장치/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

4

장치는 ESI에게 요청이 있으면 검사(audit)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5

장치는 수신한 데이터에 대한 주체(source)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장치는 보안 관련 설정 변경을 할 때 모든 로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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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스마트 홈 기기와 보안사항 매핑
번호

ESI

1

O

2
3

O

4

AMI
미터

EMS

전력
기기

IHD

EVSE

PEV

EUMD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5

O

O

O

O

O

O

O

O

6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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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스마트 그리드 정보보호 대책

제 1 절 정보보호 대책 추진 방향
스마트 그리드 정보 보안의 목표는 안전한 스마트그리드 이용환경 조성에 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그리드 정보보호대책은 1)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2) 기
술적 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3) 법․제도적 정보보호대책 수립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그림 5-1) 스마트그리드 정보보호 추진방향

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을 실현하기 위하
여 업무 프로세스의 과정 및 활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체계인 정보보호 관리 체계는 자
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보호 운영 체계를 유지한
다.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정보 보호 체계 구축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보안 모델수립,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보안위협 및 공격 시나리오 도출, 한국형 스마트 그
리드 보안 아키텍쳐 및 레퍼런스 모델 개발로 구성한다.

정보보호 체계에서 정의된 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정보보호대책은 경량화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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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술 등 스마트 그리드 요소기술의 보안성 향상 및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
로 구성한다.

정보보호 체계의 달성을 위한 범 국가적 준칙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법과 제도의
신설 및 보안으로 달성한다.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의 법․제도적 정보보호대책은 개인정보 보
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 침해 사전 대응 및 보안 운영 체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다.

정보보호대책은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정보보호 관리 체계구축을 통하여 주요 단계 별로 갖추어야 할 보안 요구사항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여, 보안 아키텍쳐 및 레퍼런스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형 스마트그리
드 정보보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목표가 달성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 기술을 열거하고, 새로이 개

발할 필요가 있거나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기술한다. 기술적 보안대책 개발을 통
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보안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기술을 제
시한다.
{ 정보호호 관리 체계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보완하거나 신설해야할 규정 및 대상에 대

한 연구를 바탕으로, 법․제도적 보안대책 마련을 마련하여 운영, 관리상에서 발생 가
능한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기반을 조성한다.

[표 5-1] 스마트그리드 정보보호대책
구 분

정보보호대책
- 한국형 서비스 모델 및 보안위협, 공격 시나리오 개발
- 스마트그리드 보안 아키텍쳐 및 레퍼런스 모델 개발

정보보호
관리체계구축

- 주요 기기별 정보보호 요구사항 가이드라인 개발
- 스마트그리드 기기 인증체계 구축
- 스마트그리드 운영 및 보안 관리체계 구축
- 주요기기 대상 Tamper-Resistance 보장기술 개발
- 주요기기 대상 Remote Attestation 기술 개발

기술적
정보보호대책

- 저전력/경량화 암호 및 인증기술 개발
- 스마트그리드 보안 표준기술 개발
- 스마트그리드 주요기기 대상 취약성 분석기술 개발
- 스마트그리드 특성 기반 이상 징후 탐지 및 대응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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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그리드 주요시설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법․제도적
정보보호대책

- 스마트그리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제도 마련
- 스마트그리드 기기의 보안성 평가 실시
- 스마트그리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제 2 절 스마트 그리드 정보보호 체계 구축
스마트 그리드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
석․평가하여 보안 아키텍쳐와 레퍼런스 모델을 개발하고, 주요기기 별 보안 가이드라인 제공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한 보안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그림 5-2) 스마트그리드 정보보호체계구축 주요 내용

1. 한국형 서비스 모델 및 보안위협, 공격 시나리오 개발

스마트 그리드 보안을 위한 단위 기술 개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스마트그
리드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 및 공격 시나리오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
{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 구축현황 등을 통한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모델을 수립

한다.
{ IEC, NIST 등 국제적인 스마트 그리드 보안체계 들을 분석한다.
{ 각 인터페이스별 보안위협 분석 및 공격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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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모델에서의 보안위협 및 공격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2. 스마트그리드 보안 아키텍쳐 및 레퍼런스 모델 개발

스마트 그리드 산업은 향 후 수십 년 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며, 국제적 신기술
개발 경쟁이 예상된다. 장기적 발전 과정에서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모델의 비교 우위 선
확보를 위한 탄력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보안 기반 모델 및 관리 체계의 수립이 중요하다.

보안 제품 위주의 시장 형성으로, 각 제품에 적용되는 보안 단위기술 개발 위주로 발전되
어 온 한국의 보안 기술 분야의 한계를 극복하여, 총체적인 보안 아키텍쳐 및 레퍼런스 모델 개발
이 필요하다. 보안 제품의 개발/생산을 넘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과 관리 체계 및
지속적인 교육 및 양성 체계가 조화롭게 발전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총체적 보안 체계를 구성하
기 위해서는 먼저 탄력적이며 효과적인 보안 아키텍쳐를 구성하고, 손쉬운 활용을 단기간에 흡수 적
용가능한 레퍼런스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단위기술에서의 보안기준 수립
은 시장 및 기술동향에 따라 유연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보안 레퍼런스 모델 개발을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자산식별

자산은 조직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유무형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산
들은 각 조직에서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 보안 대책에 대한 비용 및 효과 분석을 위하
여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주요 위험 영역을 식별한다. 위해 발생 시 각 자산의 피해
가치를 산정하여, 우선 순위화를 기초 값으로 활용한다. 자산의 가치 결정 시에 고려
할 사항으로는 획득 및 개발 비용, 관리 비용, 지적 재산권 가치, 및 대체 비용 등이
있다.

자산의 종류는 조직 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한
다.
― 서버
― 전력망
― 발전 시설
― 송배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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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장비
― 정보보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물리적 자산
 인적 자산
 PC, 메터 등 단말기
 정보(개인 정보 등)

평가의 기준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3 요소(CIA)를 기준으로 한다 :
― 기밀성 : 자산이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유출 시 조직에 재무
적 손실 및 규정 위반을 야기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무결성 : 자산이 누락되지 않고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무결성 회손
시 조직에 재무적 손실 및 규정 위반을 야기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가용성 : 권한을 가진 자가 정보 및 자산에 원하는 시간에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다음의 사항을 중요도에 따라 평가 기준에 넣어야 한다 ：
― 서비스 기반 자산 중요도 : 개별 자산의 중요도 보다 개별 서비스의 중요도와 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자산 가치 및 위험 요소를 평가한다.
― 규정 준수 기반 자산 평가 : 보안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규정이 있다면 이는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GRC (Governance, Risk, Compliance) 측면의 중요도 평가는 규
정 준수의 여부 및 규정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가치를 정하고 분류한다.
{ 보안위협 평가

발생 가능한 위협을 식별하고, 각 위협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과정이다. 위협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 인적 위협 : 파업, 태업, 무관심 및 실수, 내/외부 해커, 악의적 크래커, 산업 스파
이, 테러 등
― 물리적 환경 위협 : 지진,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협과 정전 및 물리적
시설의 오작동 및 망실
― 소프트웨어 시스템 위협 : 버그, 데이터 훼손, 시스템 침투, 바이러스, 악의적 코드,
스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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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의 크기는
― 발생 빈도
― 발해 발생 시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액
― 규정의 요구 정도
― 취약성
에 따라서 분류한다.

각 자산에 따른 위협 평가를 기반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의 정도를 평가하며, 이를
기준으로 위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자산에 대한 보호를 우선 순위화 한다. 위험
평가 방법으로는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이 있으며, 정성적 사항은 단계별로 수치
화 하여, 최종적으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성적 위험 분석 방법에는 델파이(Delphi) 기법,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스
토리 보딩 등의 기법이 있다. 정성적 위험 분석 기법은 위험의 객과적 검증이 어렵고,
평가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며, 전체적이고 직관적이
며 빠른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보안 대책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비용 효과
분석의 근거를 제공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정량적 위험 분석은 위험 구성 요소가 숫자 혹은 금액으로 표시 될 수 있으며, 위험
의 크기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실시한다. 위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ALE = SLE x ARO
SLE = AV x EF
* ALE(Annual Loss Expectancy): 연간 기대 손실
* SLE(Single Loss Expectancy): 단일 기대 손실
* ARO(Annualized Rate of Occurrence): 연간 발생 비율
* AV(Asset Value): 자산 가치
* EP(Exposure Factor): 위험 노출 요소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편이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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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회피(Risk Aoidance/Rejection) :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
으로, 위험 요소가 높고 방어 기술이 취약한 신기술 사용을 포기하는 것이 한 예이
다.
― 위험 감소(Risk Reduction)

: 식별된 위험을 수용 가능한 크기로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보안 대책을 적용한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수동 관리 정도 최소화
 오류 수용성 및 복구성 증가
 감사 및 책임 근원 추적 기능

― 위험 이전(Risk Transfer)

: 구매 및 재구성이 손쉬운 경우에 활용한다. 보험 가입

이 한 예이다.
― 위험 수용(Risk Acceptance)

: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수용하는 것이며, 식별된 위

험의 수준이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보다 낮거나, 보안 대책 비용이 손실 비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한다.
{ 보안 요구사항 구체화․등급화

자산과 위험을 교차되게 나열하여 위험을 정성적으로 산출하면, 손실 정도에 따라서
자산위험을 나열할 수 있다. 이 순서에 따라서 보안 요구 사항의 우선순위가 정해지
며, 총괄적 목표 수준과 가용한 자원 한도에서 실행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먼저 자산 및 이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운용 내용을 구체화하여 자산 항
목 표를 세분화 한다.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전체
적인 영향도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새로운 자산이 편입되면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위
험 여부를 평가하고 산정 방식을 정하여 적용한다.

가용 자원(예산, 인력, 장비등)으로 목표 수준의 보안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목표 수
준을 변경하거나 목표 기간을 수정하여 실행 목표를 정한다.
{ 시스템 설계

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 목표에 편입된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설계는 업무 프로세스의 재개정, 정보 시스템의 설계, 인력 및 외주 업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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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인적 보안을 우선으로 하며, 강제하여야 할 부분(예: 전산실 출입시 인가 권한 확인)
이나 기록으로 남겨야 할 부분 등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은 정보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이에 대응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한다.
{ 개발 등의 방법론 준용

미국의 보안 레퍼런스 모델을 참조하여, 한국형 모델 개발을 개발한다. 미국 스마트
그리드 보안 체계 수립은 전통적 보안 관리 체계 수립 방식을 따라 개발되어서, 그 일
련의 과정이 범용적으로 차용될 수 있으며, 여러 관련 표준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여
현실적 실용성이 높다.

스마트그리드 보안 아키텍쳐 및 레퍼런스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설계된 아키텍쳐를 실증 단지 및 기타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장을 중
심으로 적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체계 개발 모델을 공유하여 한국형 레퍼런스 모델
로 활용한다.

※ 출처 : NIST의 Guidelines for Smart Grid Cyber Security(2010년 8월)

(그림 5-3) NIST의 Smart Grid Security Guidelines 및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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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기별 정보보호 요구사항 가이드라인 개발

제주실증단지 구축 사업 시에 공인된 표준 및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각 컨소시엄은 각
각 고유한 방식으로 기기 및 기기운용 방식을 개발하였다. 향후 채산성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산업 표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데, 특히 기
기 및 기기 기기 사용에 따른 보안성 및 호환성에 대한 검토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리고,
안전한 스마트 그리드 기기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표준화 된 보안 가이드
라인 제공이 필수적이다.

[표 5-2] AMI System Security Requirements

(기밀성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Example)
※ 출처 : UCAIug의 AMI System 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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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스마트 그리드의 발전, 송배전의 개념은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지만, 사용자 접점의

AMI, 스마트미터, 홈

게이트웨이 등의 개념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에

도 새로운 기능과 아이디어가 내장된 다양한 제품과 운용법이 개발되어 시장에서 치
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능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
며, 이 기본 기능을 포함한 확대된 기능의 명칭 과 개념이 스마트 홈, 홈 게이트웨이
등으로 불리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통칭하여 AMI로 정리하여 기본 개념 위주로 정리
하고자 한다.
{ 스마트그리드 개념이 정리된 UCAIug에서의 AMI 보안요구사항 참고하여, 국내 스마

트 그리드 기기에서 갖추어야 할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개발한다 :
― UCAIug(UCA International User Group) : 기업과 사용자를 위한 주요 시스템,
Application에 대해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비영리단체
― AMI 보안요구사항을 참조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호 요구사항 도출 및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AMI System 보안 요구사항 구성
 Primary Security 요구사항 : Confidentiality and Privacy(FCP) 등 8개 항목

343개 요구사항
 Supporting Security 요구사항 : Anomaly Detection Services 등 6개 항목 93개

요구사항
 Assurance 요구사항 : Development Rigor 등 5개 항목 237개 요구사항

― 중요 보안 요구 사항
세부 요구
항목

주요 요구 사항

사항 항목
수

기밀성 및 개인 정보 보호
FCP: Confidentiality and

34

Privacy
정합성
FIN: Integrity

가용성
FAV: Availability
사용자 및 기기 확인
FID: Identification

66

8

41

y

실 사용자 정보 확인 불가

y

보안 및 비보안 기능 분리

y

기밀성 보장

y

정전 및 복구 시 데이터 정합성 유지

y

수정 된 보안 모듈에 대한 정합성

y

정합성 확인 기능

y

특정 상황에서도 가용한 기능 정의

y

특정 상황에서도 가용한 자원의 양 정의

y

사용자 확인

y

사용자 별 보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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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FAT: Authentication
기기 작동 허가
FAZ: Authorization
부인방지
FNR: Non-Repudiation
감사
FAU: Auditing

120

16

8

50

y

사용자 별 사용 가능 자원

y

각 기능에 대한 접근 통제

y

특정 기능 및 데이터에 대한 인증

y

조직 내 구성원에 대한 인증 및 사용 허가

y

특정 IT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통제 권한

y

특정 정보의 소스 및 사용에 대한 증빙

y

보안 침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y

감사를 위한 로그 축적

― 보안 보조 요구 사항
항목

세부 요구

주요 요구 사항

사항 항목 수

y
비정상 행위 탐지 기능
FAS: Anomaly Detection

수행
8

Services

경계 변경 탐지
FBS: Boundary Services

암호화
FCS: Cryptographic Services

데이터 정합성 불일치 시 적절한 기능

27

y

물리적 침해 탐지

y

잠재적 침해 요소 탐지

y

장애 대응 체계

y

보안 세션 스콥 정의

y

최대 동시 사용 세션 제한

y

적절한 세션 관리

y

조직 관리 체계

y

FCS_CKM: Cryptographic key
management

5

y

FCS_COP: Cryptographic operation

y

특정 상황에 대한 통지

y

시스템 작동에 대한 감시 및 이상 통지

Signaling Services

y

시스템 사용에 대한 통지

자원 관리 기능

y

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조직적 관리

y

시스템의 바운드리 설정

y

시스템 및 자원의 관리 체계

y

공용 키 관리

통지 기능
FNS: Notification and

FRS: Resource management

8

43

Services
신뢰성 지원
FTS: Trust and Certificate

2

Services

- 87 -

― 보장 활동(Assurance)
세부 요구
항목

사항 항목

주요 요구 사항

수
개발 요구 사항
ADR: Development Rigor

조직 운용 요구 사항
AOR: Organization Rigor

49

111

시스템 운용 요구 사항
AHR: Handling/Operating

46

Rigor
감사
AAY: Accountability
접근 제어
AAC: Access Control

19

12

y

개발 및 유지 보수 관리 체제

y

시스템 확보 체제

y

형상관리 체제

y

개발 방법론

y

훈련 체제

y

개인 보안 체제

y

물리적 환경적 보안 체제

y

전략적 기획

y

장비 및 미디어 보안

y

보안 정책 감시 및 재검토

y

운용 관리 체제

y

교육 훈련 관리

y

장애 대응 체제

y

보안 관련 활동에 관한 감사 가능 체제

y

시스템 사용 및 접근에 대한 통제

y

접근 제어 체계 관리

y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 관리

{ 주요기기 대상 보안요구사항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하여 각 기기 별로 전 장에서 언급

된 개발 방법론을 기초로 정량화된 자산/위험 도표 도출 및 우선 순위화를 시행한다.

4.

스마트그리드 기기 인증체계 구축

스마트 그리드 상에서는 스마트미터, 홈 게이트웨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 간 전력 사용정
보 등 민감한 정보가 송수신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PTV 등 새로운 지능형 IT 기기들에서 비
인가 기기의 불법 접근 차단을 위해 기기들 간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기 간의 인증 및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암호화를 사용한다.
이 때 사용 하는 방식에 따라서 공개키 방식, 대칭키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방식의
비교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대칭키가 사용이 용이하며 계산 비용이 적게 들어가나
키의 안전한 분배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공개키 방식은 계산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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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암호화 키의 사전 공유가 필요 없고 대상의 추가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구분
키
암호화키/
복호화키
암호화 알고리
즘 공개여부

대칭키 암호 방식

공개키 암호 방식

대칭키(암복호화시 동일 키 사용)

비대칭키(암복호화에 다른 키를 사용)

비밀/비밀

공개/비공개

공개

공개

DES
알고리즘

AES

RSA

SEED
키의 개수

n(n-1)/2

2n

계산 속도가 빠름(1000배:
장점

DES/RSA)

암호화키 사전 공유 불필요

알고리즘이 다양

통신 대상 추가 용이

저사양 기기
단점
키 사이즈
(동일 성능)

키 분배 및 관리의 어려움

40,56,64,128,192

계산 속도가 느림
고사양 기기 필요
384,512,768,1792,2304

단기적으로는 대칭키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기기 제조 원가 및 운영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개키 방식이 표준으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NISTR 7628의 요구 사항 중 Remote Attestation 기술을 정의하는 TCG[19]의
Trusted Computing에는 상호 인증(Endorsement Key)을 위한 암호화 기술로 2048-bit
RSA 공개/개인키의 사용을 정의하고 있다 :
{ 공개키 기반 기기 인증방식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2010년 8월)

를 통해, IT 기기용 공인인증서 발급근거 마련 및 3종의 공인인증서 도입 추진 중임.
{ U-city 구축사업 및 인터넷 전화기를 대상으로 기기 인증체계 구축에 대한 시범사업

(2008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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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공인인증서 및 기기인증서 비교
구 분
근거

공인인증서비스

기기인증서비스

전자서명법 및 고시

-

자연인, 법인

기기

직접대면을 통한 확인

기기제조업체 등을 통한 확인

이해당사자

공인인증기관, 전자거래서비스
업체 및 가입자

기기인증기관, 기기제조업체,
전자거래서비스업체 및 기기

서비스 내용

인터넷뱅킹, 전자입찰 등
전자거래 시 본인확인 또는
전자서명

기기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한 확인

본인확인, 전자문서 무결성 등

기기식별, 암/복호화 등

성명 등 개인정보 포함

제조업체명, 기기식별정보 등 포함

1년

기기의 사용연한(10년)

인증서 발급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발급

다량 발급

인증서 저장

PC, USB 등에 저장

기기 제조과정 중 기기에 탑재

인증서 관리

갱신, 재발급, 폐지 등 빈번히 발생

갱신, 재발급 거의 발생하지 않음

인증서 S/W

PC자원 사용

제한된 임베디드 환경에서 구동

발급대상
절차

인증서
사용목적
인증서 구성
인증서
유효기간

스마트 그리드 인증 체계는 기기의 종류, 사용 목적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유
연한 구조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AMI 중 단순한 양방향 미터는 제작시에 설치 된 대
칭키를 사용하여 제조 단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과금 정보와 같이 민감
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5. 스마트그리드 운영 및 보안 관리체계 구축

현재 스마트그리드에 필요한 단위기술 개발, 구축을 추진 중이나, 지속적인 운영, 관리
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지속적인 정보보호 관리 없이는 신규 보
안위협 및 취약점, 신규자산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보안위협
에 대한 보안대책 선정 및 적용, 잔여위협에 대한 순환적 분석 등 Risk Management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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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지속적인 정보보호 관리의 필요성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
{ 전통적이고 원칙적인 ISO27002(BS7799)의 방법론을 준용하며,
{ 스마트그리드 보안대상 선정, 보안수준의 결정, 통제 방법론(인적, 프로세스적, 기술적) 수립,

탐지/대응 및 복구 등의 절차 마련을 통한 운영 및 보안 관리체계 수립하고,
{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 식별, 보안대책 수립 및 적용, 잔여위협에 대한 순환적 분석 등

Risk Management 체계 수립
― CIP(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은 사이버 보안위협으로부터 미국 전력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북미전기신뢰성위원회에서 제정한 신뢰성 기준(2008년 1월)

(그림 5-5) CIP에 따른 보안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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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적 정보보호 대책
1. 추진 방향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 분석을 통해, 필요한 보안 요소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여 안정적
인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2. 주요 기기 대상 Tamper-Resistance 보장 기술 개발

Tamper resistance는 외부의 공격에 의해 해당 기기가 오작동 시키도록 하거나, 기기
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 그리드에서는 전력
망 속하는 서버 및 여러 장치와 기기들, 그리고 수용가 측에 속하는 여러 기기들이 존재
한다. 예를 들어 전력망에서는 SCADA 서버, 배전 서버, 에너지 관리 서버, 송/배전망 장
치, 분산발전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들 수 있다. 수용가에서는 스마트 미터, HAN
게이트웨이, 스마트 가전 기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접근하여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
고 해당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Tamper-Resistance 보장 기술의 개발
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비들은 많은 경우 건물의 외부에 위치하거나, 송/배전용 센서 등
과 같이 넓은 지역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들 장비에 대한 물리적 해체/교체뿐
아니라 펌웨어 교체, 악성 코드 주입 등을 통한 다양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이러
한 공격의 자동 탐지 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Tamper-Resistance 보장 기술의 주요 내용으로는,
{ 스마트그리드 주요기기들 중 무인 기기에 대한 물리적 해체/교체 등을 탐지할 수 있

는 기술들을 개발
{ 하드웨어적인 해결책(예 : Tamper-Resistance를 위한 해당 무인 기기용 칩 개발) 및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책을 함께 연구
{ 건물 내부 등 물리적 공격에서 보호된 공간에 위치한 기기들에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

을 통하여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는 등을 방지하기 위한 Tamper-Resistance 보장 기술
들을 개발

3.

주요기기 대상 Remote Attestation 기술 개발

스마트 그리드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기들은, 특히 무인 기기들의 경우, 주로 원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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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리된다. 이러한 원격으로 관리되는 주요기기들과의 정보 교환, 기기들을 위한 주기
적인 펌웨어 업데이트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주요기기에 대한 외부의 공격 및 관
리자 측의 펌웨어 업데이트 시 다양한 보안위협을 통해 악성 코드와 정보들이 설치되고
퍼져 나갈 수 있다. 악성 코드와 펌웨어 설치의 결과로서 서비스 거부 공격, 개인정보 노
출, 과금 정보 위/변조 등 다양한 보안위협들이 발생 가능하다. 이러한 보안 위협으로부
터 스마트 그리드의 주요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Remote Attestation 기술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Remote Attestation 기술 개발의 주요 내용
{ 스마트 그리드 상의 원격 관리 대상 기기들과 이들에 가해질 수 있는 보안 위협들의

특성을 고려한 Remote Attestation 기술을 개발한다.
{ Remote Attestation이 적용되기 위한 기기들의 요구사항(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의.
{ 전체적인 Remote Attestation의 구조 정립.
{ 주요 기기별 Remote Attestation 기술 개발.
{ Remote Attestation이 적용된 기기들에 대한 Tamperproof 기법 개발

Remote

Attestation

기술은

Trusted

Computing

Group(TCG)[19]에

의해

개발된

Trusted Computing(TC) 구성 요소의 하나이다. TC는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 컴퓨터 시스템 내의 총체적 보호 메커니즘으로 기본적 보호 환경과 추가적 서비
스를 제공하고, 보안 정책이 이를 통해 정확히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실질적
으로 TC는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여, 인가된 작동만을 수행함을 제 3자가 인증할 수 있는
기술들로 이해할 수 있다. 주요 장비 제조업체인 인텔, 델 등은 TC 기술 지원을 하고 있
거나 조만간 지원할 예정이며[8, 18], 미 국방성은 2007년 7월 일후 모든 PC에 TC 장착
을 의무화 하고 있다[13, 28]. 스마트 그리드에서도 NISTR 7628의 D.15 Remote
Attestation of Meter와 D.20

Insecure Firmware Updates 및 감사(D.49 Roles and Role

Based Access Control)에서 Remote Attestation 기술을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TCG의 TC 구성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
{ Endorsement Key
{ Secure Input and Output
{ Memory Curtaining/Protected Execution
{ Sealed Storage
{ Remote Att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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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sted Third Party(TTP)

Remote Attestation의 기본적인 작동을 위하여, 기기가 정당한 소프트웨어/펌웨어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이 사실을 상대 시스템에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
기의 하드웨어는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현재 작동중인 소프트웨어/펌웨어에 대한 인증
서를 생성한다. 이 인증서를 공개 키와 결합하여 상대 시스템에 전송하여 기기의 안전한
작동을 알린다.

스마트 미터에 Remote Attestation을 적용하여 새로이 적용되는 시간대별 전력 요금과,
가전제품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작동 순서와 연관 기술은
다음과 같다 :
{ 서브에서 기기에게 인증서를 요구한다.
{ 기기는 현재 기기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펌웨어의 인증서를 생성하여 서브에 제공한

다.
{ 서브는 암호화된 정보를 기기에 제공한다. 이 때 사용 되는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 Secure I/O: 제 3자가 전송 중인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
― Memory Curtaining: 일발 파일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한다.
― Sealed Storage: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비인가자가 열람/유출하는 것을 방지한다.

2004년 이후에 생산된 대부분의 PC와 시스템에는 BIOS 레벨로 TC를 지원하고 있으며
[16], Linux의 경우는 커널 2.6.13 이후 지원하고 있다[24]. 스마트 그리드의 경우, 소형 기
기에 이 기능을 장착할 경우 개발 기간 및 비용, 호환성 문제, 시장성 결정의 난제가 존
재하고 있다. 중장기적 해결책은 표준을 정립하고 Remote Attestation 기능을 포함한 TC
기능을 포함한 one-chip 솔루션의 대량 생산으로 단가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기적
으로는

임베디드

기반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며,

진입

초기인

Remote

Attestation 기술 개발에 대한 선투자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여
야 한다.

4.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암호 및 인증기술 개발

스마트 그리드 상에 위치한 서버 및 기기들 간에 민감한 정보들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
러한 정보의 예로서는 전력 사용 정보, 과금정보,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등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위/변조 시 개인 및 단체에 경제적, 피해는 물론, 크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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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과 인터넷망에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
드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들이 암호화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전력망을 위한 암호화 기법들을 스마트 그리드 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 :
{ 첫째 확장성의 문제이다. 스마트 그리드를 구성하는 노드(서버 및 기기 포함)들의 수

는 SCADA 망의 노드 수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이며 이를 고려한 키 관리를 포함한
보안 프로토콜의 연구가 필요하다.
{ 또한 스마트 그리드에서 센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센서에서의 보안 요구사항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스마트 그리드의 기기들은 상당 수가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구현된 필드 장치로서 존

재하게 된다. 따라서 한정된 CPU 처리능력과 제한된 용량의 메모리를 갖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여러 기능과 함께 보안 기능을 수행할 때 실시간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스마트 그리드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기기들에 적용 가능
한 저전력/경량화된 암호 및 인증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암호 및 인증기술과 관련한 주요 개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임베디드 스마트 기기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보안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효율적인 보

안 프로토콜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임베디드 시스템에 구현하기 위한 경량의 보안 프로
토콜은 가능한가?
―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버퍼 관리, 멀티 쓰레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얼마나 성
능을 개선할 수 있는가?
― 스마트 센서로 구성된 변전소, 배전 자동화 시스템 및 원격 검침 시스템(AMI)에
서 보안 프로토콜을 위한 최적의 키 분배(Key Distribution) 방식은 무엇인가?
― 설계하는 프로토콜이 장기적으로 스마트 그리드의 서비스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토콜인가?
{ 위와 같은 보안 프로토콜의 개발을 위해 128 비트 국산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 SEED

및 64 비트 국산 암호화 알고리즘 HIGHT 드을 평가하고 적합성 분석 등을 거쳐 새
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국산 알고리즘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국제 표준에 편입하
여 양산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제 표준과 상충될 경우, 가능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
여, 중장기적 수출 기반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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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T(HIGh security and light weighT): 휴대폰, 임베디드 시스템, 등을 위한 하
드웨어 자원 및 전력소비를 최소화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64-비트 국산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
{ 또한 키 관리 기술과 인증서 관리기술도 개발한다.

5. 스마트 그리드 보안 표준기술 개발

현재 국내에서는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는 과정에 기술 개발 및 실증이 동시에 일어
나는 바, 기술의 표준화 추진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컨소시엄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되는 제주 실증단지를 비롯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산업에서의 스마
트그리드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는 체계/지원 등이 부족한 상태이며 표준화 수요 발굴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 스마트 그리드 전반을 위한 기술 표준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스마트
그리드 보안도 표준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표준기술개발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표준화는 스마트 그리드 전반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및 로
드맵의 개발 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보안 표준기술 개발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IEC, NIST, 등 최근 발표된 국제 표준화 프레임워크의 참조를 통한 한국형 스마트 그

리드를 위한 국가 수준의 상호 운용성 표준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을 개발하여야 한다.
{ 표준 수요 발굴 및 활동 지원을 위한 프레임워크 운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다.
{ 주요 핵심 분야(예 : 스마트 미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제 표준화 추진 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 많은 스마트 그리드 기기들이 수출을 위하여 개발되고 있는 바, 수출과 내수를 함께

고려한 표준화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6. 스마트그리드 주요 기기 대상 취약성 분석기술 개발

스마트그리드 상에 위치하는 기기들의 종류와 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각 기기들
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국지적으로 또는 스마트 그리드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기기들의 자체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을 사전
에 탐지 및 제거하기 위한 기술 및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
어 많은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stuxnet[14]과 같이 산업시설과 공정을 제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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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하는 장비들에 주입되어 SCADA 시스템과 같은 장치들을 파괴 또는 오작동으로
이끄는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 웜, attackware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보안 위협
을 사전에 탐지하여야 한다.

취약성 분석기술 개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주요기기를 대상으로 취약성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 스마트그리드의 주요기기 별 취약성 점검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 기기간의 연동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취약성의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 기기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 시나리오 분석 및 대응책을 개발하여

야 한다.
{ Stuxnet과 같은 attackware에 의한 사고 유형 시나리오 분석 및 대응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7. 스마트그리드 특성 기반 이상 징후 탐지 및 대응기술 개발

짧은 시간 주기로 검침되어 서버로 전달되는 개인정보, 전력 사용정보, 과금 정보 등
방대한 양의 정보가 Smart Home과 AMI 하이엔드 간에 교환된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
마트미터, 홈게이트웨이 등은 전력 사용정보 조작, 서비스 거부공격 등 다양한 악성 트래
픽의 발생이 가능하다. 기존의 방화벽, IDS/IPS, Anti-DDoS 등 보안장비들은 스마트그리
드 유형에 특화된 악성트래픽 탐지에 한계점이 존재 한다. 전력 사용의 연속성, 일반적인
과금 규모, 기존 이용패턴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그리드에 특화된 이상 징후 탐지 및 대
응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5-6) AMI 하이엔드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

이상 징후 탐지 및 대응기술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스마트그리드 망 특성에 따른 정상 트래픽 모델링

- 97 -

{ 전력 사용정보 조작, 서비스 거부공격 등에 따른 악성트래픽의 모델링 등을 통한 이상

징후 탐지기술 개발
{ 스마트그리드 관제범위에 대한 기술 분석
{ AMI 네트워크 보안 상황 인지기술 개발
{ AMI 하이엔드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8. 전력망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제어 기술 개발

송배전 SCADA 시스템의 서버와 같은 전력망의 주요 시스템은 보호된 영역에 존재하
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여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서버와 주변 장치들(IED, FRTU, 자동개폐기, 스위치, 측정장치)간에 교
환되는 중요한 정보들(예 : 단말장치 제어 메시지, 등)을 변경하여 자동화 스위치 등의 상
태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전을 유발하는 등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stuxnet과 같이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직접 제어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공격 등도 앞으로 스
마트 그리드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 이러한 침해공격 발생 시 엄청난
피해와 다양한 보안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력망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
는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접근제어 기술 개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전력망의 주요 시스템별 특징과 환경에 따른 보안위협을 분석
{ 전력망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인터페이스 분석
{ 이러한 분석에 의한 접근제어 scheme 개발
{ 비 인가된 사용자들에 의한 기기 접근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개발
{ Stuxnet과 같은 attackware에 의한 사고 유형 시나리오 분석 및 대응책 개발

제 4 절 법․제도적 정보보호대책
1. 추진 방향
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법x제도는 스마트그리드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며, 따라서
새로운 법x제도의 창설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보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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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인증,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정보보호제품 평가 등을 스마트그리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x지침을 준용/신설할 필요가 있다.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가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데 맞추어 관계 법률 제x개정을 추진
한다 :
{ 1단계(~2012년)에서 현행 정보보호 법x제도를 스마트그리드에 확대 적용 및 가이드라

인과 기술표준으로 해결한다.
{ 2단계(~2020년)에서 광역 및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 이용에 맞는 정보보호 법x제도를

마련한다.

(그림 5-7) 법/제도적 정보보호대책 주요내용

2. 스마트 그리드 주요시설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
{ 현재 전력 부문은 송변전 SCADA 시스템x배전자동화 시스템x전력계통운영 시스템의 3

개 시설 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스마트그리드의 도입에 따라
기 지정시설 외에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등의 침해 가능성이 큼
{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도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8조)하고 있다.
{ 따라서 스마트그리드 도입에 맞추어 AMI(특히 MDMS)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호 대책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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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MS (Metering Data Management System) : 개인의 전기 사용량, 과금, 정산,
고객관리 등을 관리하는 지능형 전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AMI 하이엔드에 위치

3. 스마트그리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제도 마련
{ 스마트 미터 등의 사용으로 식별정보 외에 전력사용 정보, 행태 정보 등 생활패턴을

유추할 수 있는 다수 정보가 수집x이용 된다. 이들 정보가 부정 수집x이용되는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 현행「전기사업법」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지 않으며,「정보통신망법」등 개인정

보보호 법률의 적용도 해석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 전기 사용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는 데서 전기 사용과 관련한 정보의 보호 외에 정보통

신과 관련한 정보의 보호도 문제가 된다.
{ 따라서 정보통신과 관련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며, 그밖에 전기 사용과 관련한 정보의 보호에 대해 「전기사업
법」등에 보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스마트그리드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x기술적 보호조치 기준(고시)을 마련

하여야 한다.
<일반 개인정보 침해유형>

<스마트 그리드 개인정보 침해유형>

―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명의 도용(Identity Theft)

―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또는 명시의

― 개인행동 패턴 파악

무 불이행

― 특정가전 기구 사용행태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고시․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
자 제공

― 실시간 가정 내 조사
― 잔존자료로 과거행태 파악
― 가구 내 망 침투, Profiling 등

―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 침해 또
는 누설 등 17개 항목
※ 정보통신망법

※ NIST SmartGrid Privacy Subgroup

4.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실시
{ 개인정보

수집/저장/이용

Assessment)는

등

전

과정에서의

영향평가(PIA:Privacy

Impact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공공 기관의 경우 의무사항이 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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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A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 평가 수행 안내서 참조.)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기관으로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으로써, 각급 학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해당된다.

(그림 5-8) KISA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010.3)

{ 스마트그리드 운영에 있어서 개인 및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불가피한

데,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 또
한 증가할 것이다.
― 따라서, 개인 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사업이 개인의 프라
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에 반영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스마트그리드 사업자의 개인 정보 수집/저장/운용에 관해
PIA를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자 대상 혹은 신규
허가 요건에 연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PIA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나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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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보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시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프라이버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이다. 평가 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 PIA 절차는 사전 분석,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영향평가 결과 정리로 이루어진
다. 사전 분석은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영양평가 수행 주체의 선정, 평가계획 수
립 순으로 진행한다.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은 평가자료 수집, 개인 정보 흐름
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순으로 진행한다. 영향 평가 결
과 정리는 개선 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진행 한다.

(그림 5-9) 영향 평가 절차
{ 주요 국가의 PIA 도입 사례는 다음과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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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평가대상 및

캐나다
연방정부기관 및

연방정부기관

범위

일부지방정부

뉴질랜드
민간/공공 자율

Financial Administration
근거법령

전자정부 법 2002

Act
Privacy Act

형태

법률조항

정책

가이드라인 및 지침

평가주체

사업 수행기관

사업 수행기관

외부평가 중시

감독 및
평가결과

관리예산처

Treasury Board Secretariat
프라이버시 감독관

제출처
강제성

의무사항

의무사항

권고사항

OECD 지침
OECD 지침 및
평가기준

프라이버시법
문서감축법 등

Privacy Act
Data Protection Policy
The National Archives of
Canada Act

프라이버시 간련
국제원칙 및 개별국가
원칙

업무별 규정
검토후 방안

웹사이트, 관보 또는
다른 수단으로 공개

시행일

웹사이트나, 책자를 통해
두 개 이상의 공식 언어로
요약해서 공개

2002.12

2002.05

{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PIA는 기존 법, 혹은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무 사항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5. 스마트그리드 기기의 보안성 평가 실시
{ 스마트미터, 홈게이트웨이 등 주요기기에 내재된 보안취약성은 과금정보 조작, 개인정

보 노출, 서비스거부공격 등 2차 공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
{ 보안기능이 포함된 스마트그리드 기기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인증으로

안전․신뢰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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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동법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대상으로 보안기능이 포함된 스마트그리드 기기

를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하면 된다.
{ 기기에 내재된 보안 취약성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규모, 중요도를 고려하여 보안성 평

가 대상을 선정 한다.
{ 평가 대상에 대해 공통 평가기준인 ISO/IEC 15408, 공통 평가방법인 ISO/IEC 18045

를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 스마트그리드 주요기기 대상 공통평가기준(CC : Common Criteria)의 개발이 필요하

다.
― 공통평가기준은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PP(Protection Profile), 보안기능을 기
술하는 ST(Security Target) 및 보안기능 요구사항(SFR : Security Function
Requirement), 보증 요구사항(SAR : Security Assurance Requirement)로 구성

6. 스마트그리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 스마트그리드의 도입으로 AMI, Smart Home 등과 관계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 한

다. 이들 서비스에서도 다양한 보안위협 및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 현재 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를 위하여「정보통신

망법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인증 받을 수 있는 자를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 따라서 스마트그리드 관계 서비스에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x신뢰성 보장을 위

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리드 관계 서비스
에 맞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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