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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전력망 중심의 스마트그리드는 최근 들어 스마트에너지로 표현되는 열과 가스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심으

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에너지는 전기에너지와 상호작용을 통해 AI를 활용한 에너지 분석을 기반으로 IoT센서 기반

의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양한 에너지 사업자와 고객들과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IoT기반

의 스마트에너지는 정부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 활성화 노력에 비해 보안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준비가 많이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에너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해 융합ICT의 가치체계(CPND) 관점에서 제시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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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isting smart grid, which is centered on the power grid, is rapidly spreading to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such as heat and gas, which are expressed as smart energy. Smart Energy interacts with electric energy and is

connected to wired / wireless network based on IoT sensor based on energy analysis using AI to rapidly expand

ecosystem with various energy carriers and customers. However, smart energy based on IoT is lacking in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 for security compared to efforts to activate the market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government and business operators. In this study, we will present Smart Energy 's privacy policy in terms of value

system(CPND) of convergence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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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그 동안 산업혁명의 역사는 에너지의 발전과 함께

하였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재생에너지

와 IoT기술간 융합으로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의

분산화, 지능화가 진행될 것이다.

정부는 2012년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발표

와 더불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

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 에너지는 지능형전력망의 서비스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리, 에너지 저장장치(ESS), 수요반응

자원거래(DR), 전기 자동차 충천 인프라 등 에서 ICT

융합과 결합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한전에서는 정부의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과 연계해 2천250만 호(戶)에 지능형 전력계량시

스템(AMI)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나 보안모듈

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시민단체 및 전문가 그룹에서

는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스마트 에너지 관리시스템(EMS)분야에 인공

지능(AI)의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지능형 전력

계량시스템(AMI)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전력사용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보안취약점을 생성하게 될 거라는 고민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부각되는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중심으로 스마트

에너지 보안정책 방향에 대해 플랜스만의 CPND (Co

ntents – Platform – Network - Device)의 체계를

토대로 고찰하고자 한다[1].

CPND체계는 융합ICT기반 융합생태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 스마트 에너지가 지능형전력망의

ICT를 융합한 서비스로 본 연구에 최적이라고 생각하

였다. 이를 위해, 지능형전력망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

하고, CPND체계 기반의 보안위협 및 대책방안을 제

시하도록 하겠다.

2. 선행연구 및 시사점

2.1 스마트 에너지의 개념적 이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 에너지라는 보다는

지능형전력망이라는 인프라 관점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지능형전력망법에서는 지능형전력망을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

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지능형전력망에서는 전력 장비들에서부터 수용가

의 가전기기, 원격 검침 장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

게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데이터 전

송들이 기존의 폐쇄된 전력 통신망이 아닌 통합된 광

대역 전력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2].

지능형전력망은 열, 바이오 연료뿐만 아니라 열병

합발전(CHP) 등 에너지 보존 및 효율성 개선과 같은

사업자로 전환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과 조화

되어야 하며 지능형전력망은 전체 스마트 에너지 시

스템의 일부로 여겨져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3].

스마트 에너지는 국가전기기술위원회(IEC)가 기존의

지능형전력망과 에너지를 포괄하는 시스템 수준의 표

준화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위원회

(SyC–Smart Energy)를 발족시키면서 생겨난 개념

으로 기존의 제품, 기능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통합적

이며 Top-down 방식인 시스템적 접근방식으로 변경

하여 표준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4].

2.2 스마트 에너지 개인정보 보호

스마트 에너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연구는

그 동안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개인정보보호

법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왔다.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은 고객의 에너지 이용패턴

을 분석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ESCROW 기

반의 익명화가 필요하다[5].

특히, IoT기반 지능형전력망 주요 보안 문제점 및

고려사항으로는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의 신분위장,

도청, 요금제를 악용한 데이터 손상, 권한부여 및 접

근제어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악성코드, 가용성

및 DoS, 스턱스 넷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표 1>과 같이 보안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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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확장성 키 관리와 인증 같은 보안 솔루션에 대한 확장성

이동성 이동장치와 객체들에 대하여 인증과 안전한 통신

설치 대규모로 넓게 설치된 객체 및 장치들에 대한 손상 시도 탐지 가능

리거시 시스템 기 설치된 보안 능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기존 시스템들과 IoT 기반 스마트 그리드의 통합

제한된 자원 제한된 자원 문제로 공개키 암호화와 같은 보안 솔루션의 수용 제한 발생

이질성
스마트 그리드 상의 장치와 객체 자원 그리고 구현된 프로토콜과 통신 스택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한 종단간 통신

상호운용성
TCP/IP 스택을 지원하지 않는 전통적 시스템과 장치 및 객체들이 게이트웨이 없이는 IP기반

시스템과 통신이 불가능

부트스트래핑
스마트 그리드 상의 수많은 장치 및 객체들을 암호 키, 암호 함수/알고리즘과 파라미터와 같은

초기 키 정보를 활용한 효율적인 부팅방안

신뢰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다른 개체들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관리되는 객체/장치들 사이의 신뢰관계

지연/시간 제한 SCADA 시스템은 전류,전압, 주파수 값의 변화와 같은 이벤트와 메시지에 대힌 실시간 대응

< 1> IoT 기반 스마트 그리드의 보안 고려사항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

항으로는 개인정보보호의 고지, 공개에 대한 소비자의

허가, 정보공개의 범위 소비가 교육 및 인식, 정보 수

집의 최소화, 데이터 품질, 데이터 보안, 위험평가,

데이터 보관 및 폐기, 데이터 침해, 직원교육, 감사 등

NIST의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 권고사항을 토대로

연구하였다[7].

또한, 최근 인공지능(AI)의 Data Privacy 관점에서

는 모델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Inversion

Attack과 머신 러닝을 이용한 Data Sanitizing의 취약

점을 설명하고, 대응기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8].

3.3 시사점

스마트 에너지는 융합ICT기반의 에너지 생태계를

포함하므로 지능형전력망 시스템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정보시스템의 보안위협을 갖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는 기존의 전력망 시

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물리적 망분리 기반의 보안대

책과는 달리 소비자의 에너지 활용패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새로운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가로, 에너지관리 플랫폼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인공지능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향후 많은

보안정책을 연구해야 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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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에너지의 보안정책

스마트 에너지는 전력의 생산, 거래, 소비의 3가지

서비스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전력의 생산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

전 서비스, 이를 저장하고 방전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그리고 수요반응거래(DR)사업자를 통한 전력

거래 서비스가 있고, 빌딩,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소비

에 대한 효율화 관리 서비스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서비스가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에너지는 지능형전력망 인프라와 연

계하여 융합ICT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은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스마트 에너지 생태계

본 연구에서는 CPND 모델을 기반으로 각 구성요

소별 보안위협 및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서비스(컨텐츠)의 위협 및 대책

스마트 그리드 협회에서는 지능형전력망의 서비스

영역을 에너지 저장(ESS), 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인

프라, 녹색빌딩, 스마트 홈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상관성이 높은 분야는 <표 2>

와 같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스마트 홈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보안 대책으로는 지능형전력망 정보의보

호조치에 대한 지침에 따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

용자 인증체계 강화, 암호화 통신, 정보의 위변조방지

등에 대한 보안조치와 더불어, 물리적으로 전기차 충

전인프라에는 지능형CCTV 연계 및 출입통제를 고려

해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홈서비스에는 IoT단말,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불필

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해킹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단위 서비스 설계단계에서부터 구현되어야 한

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서비스

별 관리계획의 수립하여 시행을 하여야 한다.

스마트 에너지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시장 활성화

를 위해서는 서비스 가입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목표

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 관련 서비스 개발

및 부가서비스 제공 등 수집목적을 명확히 하고 계약

전력(kW), 요금적용전력(kW), 유효전력(KW), 무효전

력(kW) 등 수집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뿐만 아니라 페기 등에 관

한 절차나 언제든 고객이 요구하면 확인 할 수 있도

록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구분 주요 보안위협
개인정보
상관관계

에너지저장
(ESS)

Ÿ 물리적 접근
Ÿ 주요정보 위변조 등

낮음

재생에너지
Ÿ 연계통신 취약
Ÿ 주요정보 변조파괴등

낮음

전기차
충전인프라

Ÿ 물리적 접근
Ÿ 웹/앱 서비스 취약점

높음

녹색빌딩
Ÿ 물리적 접근
Ÿ 주요정보 위변조 등

낮음

스마트 홈
Ÿ 웹/앱 서비스 취약점
Ÿ 악성코드 등

높음

<표 2> 서비스 유형별 보안위협 

3.2 플랫폼의 위협 및 대책

현재 시장에서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은 일별 에너

지 사용량 추이분석, 일별 용도별 부하비교, 시간대별

수요패턴 등을 통해 고객의 전력이용 정보에 대한 분

석을 하고 고객 맞춤형 에너지 소비 및 예측정보를

<그림 2>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AI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전기요금과 전력

량 수요예측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각 IoT디바이스

를 통해 들어오는 실시간 빅데이터 전력요금 정보 및

연동되는 xEMS에서 전력분석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입력 데이터에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

되지 않은 상태로 입력값으로 들어오고 플랫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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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증되지 않은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해 좀 더 심

각한 개인정보를 생성하게 될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하

게 된다.

비식별화되어 받은 개인정보일지라도 빅데이터 분

석과정이나 AI알고리즘을 통해 나온 2차정보가 민감

한 정보로써 재식별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알고리즘 적용시 전처리

과정에서 고객정보에 대한 사전검증 및 후처리 과정에

서 재검증 절차를 의무화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련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검증과 더불어, 별도의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체계화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AI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 “지능정보사회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입법 준비 중에 있다. 스마트 에너지의 개인정보보호

를 위해서는 AI관련 법제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입법동향에 대한 보안전문가들의 지속

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더불어, 향후 해외 스마트 에너지 사업 확장을 위

해서는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자동적 의

사결정으로부터의 보호책(22조)에서 명시한대로 정부

주체는 자동적 의사결정의 적용을 거부할 권리를 가

지

고 정부주체에 대항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에 인간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규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반영 하여야 한다.

3.3 네트워크의 위협 및 대책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는 전송속도, 통신방식 등

에 따라 <표 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네트워크 연결은 다양한 xEMS와 이기종 장치간

시리얼 통신(RS485, RS232)과 TCP/IP 등 복잡하게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단말과 플랫폼간 다양한 이기종

연동을 위해서는 시스템간 상호운용성(IEC 61850)의

보안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IEC 65351를 따르는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NW보안 장비 등 도입으로 인해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중요한 에너지 서비스의 특성을 고

려하여 각 장치들 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림 2) KT EMS 관리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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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보안위협

갱인정보

상관관계

근거리 통신(NFC,

블루투스, WIFI 등)
기밀성,

무결성

필요

낮음
저전력 장거리 통신

(TVWS, Weightless 등)

트래픽 분산

(D2D통신 등)

이동통신(4G, 5G)

모바일

기기

활용증가

로 인한

개인정보,

단말정보

유출,

DDos

공격 등

높음

<표 3>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 보안위협 

(그림 3) 가정집의 에너지 사용분석 그래프

3.4 디바이스의 위협 및 대책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는 다양한 디바이스로 구

성되어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바이스는 지능형 전

력계량시스템(AMI)과 전기차 충전카드, 모바일,

센서 등을 들 수 있다.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고

객이 댁내에서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전력량의

추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한다[5].

예를 들어, 고객이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별 이

용시간분석을 통해 고객의 생활패턴 분석이 가능

하여 고객의 카드이용 정보유출과 비슷한 위험성

을 지니고 있다.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수집정보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부항목에 대한

이용정보는 비식별화 처리해서 보낼 수 있는 통신

모듈을 정착하고 서비스사업자에게 사전 동의하는

고객에 한해 이 기능을 우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을 제시해 본다.

또한,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구축 운용중인 전

기차 충전카드는 단순 교통카드 형태를 띄고 있어

사용자 인증 및 정보 위변조에 대한 취약성을 갖

고 있어 현재의 신용카드 수준으로 보안성을 확보

해야 하며 회원카드와 결재카드를 통합해서 관리

하여야 한다.

모바일 단말은 다양한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바이오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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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멀티팩트 인증과 더불어, 서비스 앱/웹 이용

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용 및 문제 발생시 원격

에서 단말 초기화 하는 등 기능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무선통신기기들이 확산되고 이기종

센서들이 초연결화 되고 있는 스마트 에너지 시장

에서는 디바이스 보안 인증제 도입을 통해 인증받

은 기기 기반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사

회전반적인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지금까지 CPND관점에서 스마트 에너지에 대

한 보안위협 및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비스(컨텐츠) 측면에서는 서비스별 Life Cycl

e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플랫폼 측면에서는 에너지관리시스템(xEMS)에

대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 및 AI알고리즘

적용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

호규정(GDPR)에 명시한 자동적 의사결정으로부

터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확

보 및 보안표준 이행을 통해 정보의 위변조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A

MI)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모듈정착 의무화 및

센서 등에 대한 보안디바이스 인증제 도입을 제

시하였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수집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Opt-o

ut도입을 통한 실질적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특히,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의 AI 알고

리즘 적용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발자와 정책 참여

자간 협업 및 투명성 심의를 위한 전문기관 신설

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직 스마트 에너지 시장이

초기이며 관련 법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실증적인

검증을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후속연구를 통해 스마트 에너지 진

화방향을 고려하여 서비스별 보안정책에 대해 실

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위협요소 및 적절한 대책

을 제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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