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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

면서 지능형 전력망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이용

한 새로운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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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Smart Grid)란 지능형 전력망을 의미하는 뜻으로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접목하여 전력망을 지능화ㆍ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

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

대화하는 신 동력 성장 차세대 전력망을 말한다[1].

그러나 스마트 그리드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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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rt Grid is a next generation of new power growth electrical grid which provide high
quality of electrical service by using Information Technologies to increase intelligence and
performance. By using Smart Grid system, it can support energy management such as
increase quality of electrical power, decrease energy and decrease emissions. However, Smart
Grid uses information of energy consumption and when Smart Grid collects information, it
will create private information.

In this thesis, it will address issues of security private information which caused by Smart
Grid for administrative measure and efficiency of Smart Grid in domestic.

Also, cryptographic module algorithm, latest security solutions and strong wireless security
policy for network environment such as wireless communication Iinternet are require for
Smart Grid perform successfully and protect national power network equipment from
cyber-attack and can stop leakage of user’s personal information.

Finally, it is urgent to prepare protection measures of National industrial facilities and
power grid which can prepare for a cyber terrorism and penetration attacks and build
emergency countermeasure management team for Smart Grid are require for safe Smart Gri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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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적용에 

대한 개인정보 문제점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관리적 대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개념 및 국내ㆍ외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공격에 대한 위협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4장에서

는 대책 및 방안 제시, 5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Ⅱ. 관련연구
2.1 스마트 그리드 개요

스마트 그리드란 개념 용어는 1980년대부터 알려

지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북미지역과 유럽

을 중심으로 개인의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여 낭비되

는 에너지를 줄이고, 제한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

용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스마트 그리드란 의미가 갖는 특징적 요소는 전

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망을 지능화ㆍ

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즉, 스마트 그

리드는 스마트한 기능을 가진 전력망으로 다음과 같

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2].

① 전력 손실 최소화 

② 신재생 에너지 수용 

③ 전력 사용 부하에 대한 실시간 분석

2.2 스마트 그리드 중요성
EU 스마트 그리드 위원회 대책반(EU Commission

Task Force for Smart Grid) 규정에 따르면 스마트 

그리드의 중요성은 낮은 손실률, 높은 품질, 안심할 

수 있는 전력 공급으로 전력 공급에 따른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 

송전망 기능은 사용 전력에 대한 전력 손실을 최소

화하여 전력을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연결

된 모든 사용자들의 전력 사용에 대한 원가를 효율적

으로 운영ㆍ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국 에너지

부 스마트 그리드 대책반 역시 모든 발전 및 저장 방

안을 수용하고, 새로운 친환경 기회를 가능하게 하

고, 자산 활용 및 효율적 운전을 최적화시켜,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품질의 전력을 제공한다.

2.3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성
스마트 그리드 구성은 소비자, AMI, 전력망으로 

구성되며 소비자는 가정, 빌딩, 공장 등에서 전기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가 된다[3]. 최근 스마트 그

리드는 전력의 생산, 운반, 소비과정에 정보통신기술

(ICT)을 접목하여 전력 생산 및 소비 정보를 양방향 

혹은 실시간으로 교환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하게 된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기

품질 향상 및 에너지 절감,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역할을 가져오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

서 스마트 그리드는 발전, 송전, 배전, 수용에 이르

는 전력흐름의 전 과정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아

래 <그림 1>과 같이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하는 자

동화 시스템이 구성된다.

 <그림 1> 스마트 그리드 구성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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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표준화 동향
국내 스마트 그리드 표준 동향은 지식경제부 산

하 기술 표준원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가장 대

표적인 국내표준화 기구는 한국 스마트 그리드 국가

표준 (KS), 한국스마트 그리드협회 (KSGA), 스마트 

그리드표준화포럼 (SGSF), 스마트 그리드 정보통신

융합포럼 (SGIC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등 

국내 스마트 그리드 표준의 보안 관련 주요 항목 표

준화 추진현황 분석 표준 포럼으로 구성되었다[5].

2.4 해외 표준화 동향
해외 표준화 동향 역시 미국을 비롯한 EU, 일본 

등 선진국 중심의 신기술 표준 개발 및 표준 전력 

IT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국가별로 다양하게 진행되

고 있다.

① 미국

미주지역에서 2015년까지 다소 저조했던 스마트 

미터 기 보급률을 2017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전 사태에 대비하기 위

해 노후화 된 전력망을 디지털 스마트 미터기로 교

체하는 사업 전개와 함께 2017~2020년 까지는 스마

트 그리드 전력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계획하여 진

행하고 있다[6].

② EU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회원국 간 전력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2009년 10월 EU 집행위는 전략적 

에너지 기술(Strategic Energy Technology) 계획을 

발표했다. 이 에너지 정책은 2020년 까지 장기적인 

유럽 전력망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전 가정의 80%까

지 스마트 미터기 시스템을 보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0 억 유로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동원해 유럽 전력망의 50%를 스마트 그리드

로 대체하기 위한 유럽 전력망 계획 사업이 추진되

고 있다[7].

③ 일본

일본은 민간 기업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 분야 표

준화를 추진 중이며,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실증

사업을 전국 10개 섬에서 추진하였다[7]. 특히, 일본 

지자체 스마트 그리드 정책은 신 재생에너지를 적용

하고 에너지 절약형 삶을 지향한다. 호텔과 사무실,

위락시설을 전력절감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스마트폰 

등 각종 ICT 기기를 활용하는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④ 호주

호주의 스마트 그리드 전략 사업은 재생 에너지 

사용을 통한 저탄소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차

세대 국가적 사업을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

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2017년까지 신 재

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한 전력망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화 된 

발전 설비로 인해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이점을 입

증할 수 있는 시범 사업도시를 진행하고 있다[8].

2.5 스마트 그리드와 개인정보
스마트 그리드 주요환경에서 에너지 사용과 개인

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연계하면 개인정보로서 

또 하나의 연계된 정보가 생성된다. 기존 전력망 환

경에서 현대화적인 발전은 스마트 그리드 개인 사용

자와 관련된 요소 및 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요

소와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 미터기를 통해 수집되는 지능형 전력망 정

보는 주로 전력 사용량, 역조류 값, 시간정보, 정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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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요금 등이다. 전력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

른 정보와 결합하여 정보주체를 식별하고 또 다른 개

인정보와 결합되면 그의 생활 패턴을 노출시켜 사생

활 침해를 우려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1].

뿐만 아니라 최근 설치된 디지털 계량기는 15분 

단위로 전기 사용량을 검침하고 자동으로 시간정보

까지 제공하고 있다[1]. 아래 <표 1>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4가지 측면에서의 위협적 가

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추진 시 반

드시 고려가 되어야 한다[9].

<표 1> 개인 프라이버스 구분[9]

2.6 스마트 그리드 보안 구성요소
스마트 그리드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보안 요구사항이 요구된다.

 구성요소 특    징
기밀성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읽을 수 없도록 암호화

무결성 
스마트 그리드 보안 취약성에 내용이 함부로 변

경되지 않도록 함

가용성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서비스 접근을 보장 함

인증 
사용자가 기기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이 되었는

지 여부 판단 함

부인방지 송수신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함

접근제어 
사용자 및 기기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접근 통제 

여부를 결정 함

<표 2> 스마트 그리드 보안 구성요소[10]

Ⅲ. 공격 침투적/위협적 요소
스마트 그리드 환경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집되는 전력정보가 개인정보

와 연계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요소에 노

출되고 있다. 이는 취약한 환경의 공개 웹 사이트를 

통해 외부공격에 의한 단전, 개인정보 유출, 전력사

용 통제권 상실 및 아래와 같은 각종 위협적인 요소

에 노출될 수 있다.

3.1 네트워크 공격
스마트 그리드 네트워크 공격은 전력 설비에 IT

기술이 접목되어 해커가 좀 더 공격적으로 수많은 

위치에서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를 

열어 놓은 것과 같다. 일단 네트워크 공격을 받게 되

면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 전달에 대한 가로채기가 

일어나면서 에너지 사용정보에 교환이 둔화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ㆍ국가적으로 큰 혼란

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례 적으로 한국수력원

자력이 해커의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내부의 중요한 정보 유출은 물론 국가 안보가 위험

에 빠질 수 있는 네트워크 공격 사고였다[7].

3.2 전력 제어시스템 위협
스마트 그리드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기술은 IT

기술을 접목한 전력 설비 제어 시스템을 통해 제어

ㆍ통제ㆍ운영ㆍ관리가 가능해 진다. 전력 제어시스

템 운용으로 대형건물에 관한 전력 사용량과 에너지 

효율성은 물론 실시간으로 빌딩 내부 전체의 전력 

소모량에 대한 모니터링 파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름철과 같은 경우 에너지 자원이 불규칙적으로 소

모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접근, 안전성 보장의 권리 

개인 프라이버시 자기 신체의 무결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개인행동 
프라이버시 

정치/사회/종교 활동 등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개인통신 
프라이버시 

부당한 감시, 모니터링, 검열 없이 통신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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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 제어시스템을 원격으로 통제가 가능

하다. 그러나 해커는 이렇게 중요한 전력 제어 시스

템의 각종 중요한 자료를 유출 또는 시스템의 오작

동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력 제어시스템의 각종 정보 

운영에 관한 통제권을 탈취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

드 운영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하게 된다. 만약, 해

커의 의도대로 전력 제어시스템이 해커의 공격을 

받게 되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국가 모든 전력 설비

를 마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과 연결된 통

신망 및 사회 기반 전체 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도 있다[7].

3.3 무선 통신 위협
무선 통신에 대한 위협은 이미 스마트 그리드 환

경에서 이용되고 있는 Zigbee, PLC, RF, DSSS,

FHSS, Wi-Fi, Bluetooth, WiBro, WCDMA 등이다.

이러한 무선통신 방식은 이미 기존에 많은 취약점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일부 기업에서는 네트워크 접속

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인증 

및 전력 인증은 유ㆍ무선 통신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 문제 및 보안 취약성 위협들이 

여러모로 발생한다[7].

3.4. 스마트 미터기 램 위협
스마트 미터기는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고 전력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 그리드 

도입에 따른 또 다른 위협으로 스마트 미터기 램

(Ram)이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IT

기술과 접목한 스마트 계량기가 어느 정도 보안기능

을 탑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 미터기에 잠복

해 있던 악성코드가 서버를 감염시킬 경우에는 일단 

램이 공격을 당하게 되어 통제 제어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정보의 유출은 막을 수 없다. 만약 계량기가 

보안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해커들은 

주사기를 이용해 계량기의 메모리 칩의 각 측면에 

바늘을 삽입하여 메모리 칩의 전기 신호를 가로채어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계량기의 프로그래밍 까지도 

통제하게 된다.

3.5 인터넷 보안 취약
스마트 그리드는 우리에게 편리성을 주지만 인터

넷과 연결되면서 편리성만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

다. 스마트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는 수백만 개에 이

르는 계량기를 제어함으로 써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가정용 단말기는 인

터넷 취약과 함께 외부와의 공격 위협에도 쉽게 노

출될 수 있다. 특히, 해킹 공격을 당한 후, 전력 사용

량 조작으로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될 수도 있으며,

사용자 가정에 설치된 제어기에 담긴 내용의 무단 

탈취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위협적인 요소는 스마트 그리드의 통제권이 공격자

들에게 넘어갈 경우 심각한 전력 공급 문제점이 초

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8].

3.6 펌웨어 공격
보호된 공간에 위치하지 않는 모든 기기들은 일

차적으로 펌웨어 조작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보안 기능을 갖는 모든 기기들은 암호화를 위

하여 암호 키를 펌웨어 형태로 내장하게 되는데 펌

웨어를 해독함으로써 장치의 설정되어 있는 암호 키

를 알아내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주요 기기에 대

한 외부의 공격 및 관리자 측의 펌웨어 업데이트 시 

다양한 보안 위협을 통해 악성코드와 정보들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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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퍼져나갈 수 있다.

Ⅳ. 대책 방안
우리나라 안전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공을 위해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내부적 보안 정

책이 잘 수립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네트워크와 

연결된 보안 정책 수립 마련과 제어 시스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VPN 등을 적용하여 전송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며 취약한 스마트 그

리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대책 방안

을 제시한다.

4.1 수요 공급에 따른 안정성 대책
스마트 그리드 도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 따른 수요자 증가로 인해 개

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

규모 스마트 미터기 설치 및 관리 업체를 하는데 있

어서 전력소매관리 업체와 같은 외주업체에 대한 철

저한 안정성과 보안성이 미흡한 가운데 업체가 선정

되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러한 업체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해커에 의해 정보

가 유출될 수 있는 허술한 관리 부족과 담당자의 철

저한 업무적 태만을 지적할 수 있다. 수요가 증가하

고 있는 만큼 정부기관에서 외주업체를 선정할 때는 

무엇보다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

는 업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업무적 관리 수행

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2 네트워크 공격 대책
공개된 네트워크는 누구든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에 접근이 허락된다. 해커는 이러

한 보안의 허술한 틈을 타서 악용하게 되며 필요한 

정보를 취하기 위해 해킹을 시도하게 된다. 스마트 

그리드 네트워크 공격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우선 공개된 외부 네트워

크의 보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허가되지 

않은 수상한 사람이 함부로 네트워크에 접근을 시도

하여 자원에 액세스 허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액세스 접근 보안

에 대한 인증절차가 강화되어야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가입 필수와 함께 통신 연결, 데

이터 전송 등에 관한 허락을 먼저 득한 후,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이루어

지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IP식별, 사용

기기 식별, 목적지 주소 식별 등 강력한 자원의 접

근 통제가 필요하다.

4.3 제어 시스템 공격 대책
제어 시스템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용선 및 

VPN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우선 전용선을 사용하

게 되면 외부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분리하게 되어 

훨씬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VPN 장

비 또한 VPN 장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IPSec 프로토콜을 이용해 암호화, 인증에 대한 무

결성을 지원해 데이터를 전달하게 된다. 이는 보안

성, 확장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므로 스마트 그리드 네트워크 전력망에서 안전하

게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이용할 수 있다.

4.4 무선 통신 위협 대책
안전한 무선 통신에서의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하

기 위해서는 강력한 암호 알고리즘 적용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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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무선 통신에서 해킹에 대한 위협으로

부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기기에 

저장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 된 

암호 모듈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위험 요소로부터 

주요 스마트 전력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상 탐지

에 대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용 원격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4.5. 스마트 미터기 램 보안 대책
해커는 보통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미

터기 램을 공격하고 쉽게 계량기를 통제할 수 있다.

해커가 스마트 미터기 램에 점령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차적 예방 차원에서 원격 검침에 대

한 검침원의 자료 검침 일자와 IP등을 철저히 검증 

조회하고, 무결성에 대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계량기 검침 

접근일 경우, 특히 더욱 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무선 네트워크 자원을 탐지할 때에는 데이터 자료를 

암호화하여 자료를 송출한 후, 정상적인 자료일 경

우, 암호 해독이 가능하도록 송출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암호화ㆍ복호화 프로그램 개발이 적극 필요

하다.

4.6 인터넷 보안 대책
소비자 및 단말기 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단말기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터링 기술, 보안설정 강화 등을 필요로 한다.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 

계량기인 스마트 미터의 경우 전력 사용자의 외부 

통신망과 내부 통신망을 연결해 주므로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체의 취약성을 보완 해 

외부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꾸준한 연구 및 외부 

통신망과 내부 통신망에 대한 네트워크 분리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4.7 펌웨어 공격 대책방안
펌웨어 공격에 대한 스마트 그리드 기기의 안전

성 유지를 위해서는 악성코드와 같은 위협 환경에 

대한 대책 및 보안 수준을 준수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인 관리 방안으로 최신 보안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

로 업데이트 하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소프트웨어

는 보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안전한 백신 업데이트 설치야 말로 각종 악성코드 

및 멀웨어로부터 펌웨어 공격에 대한 기기의 감염 

예방으로 부터 개인정보 등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구분 관리 보안 대책
수요 공급에 따른 

안정성 대책

스마트 미터기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신뢰

할 수 있는 외주업체 평가 선정 대책

네트워크 공격 

대책

인증 절차에 대한 강화와 액세스 IP , 사용

자 식별 및 사용기기 추적을 통한 강화 대

책 필요

제어 시스템 공격 

대책

제어 시스템 공격 차단에 대한 대비책으로 

IPSec 프로토콜 이용 및 VPN 암호화와 물

리적인 네트워크 망 분리 필요

무선 통신  위협 

대책

원격 제어를 통한 전력 검침 시 강력한 암

호 알고리즘을 적용한 원격 검침 기술 개

발 필요

스마트 미터기

램 보안 대책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원 접근 탐지 

시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출

인터넷 보안 대책
외부 통신과 내부 통신에 대한 네트워크 

망 분리 관리 대책 필요

펌웨어 공격 대책 

방안

최신 백신 설치로 인한 악성코드 및 멀웨

어 공격 차단

<표 3> 스마트 그리드 보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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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적용은 전력망을 비롯하여,

석유, 화학, 자동차, 석유 및 가스와 같은 다양한 국

가 주요기반시설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스마트 그리드가 적용된 시스템에는 위험적인 요

소는 항상 내재되어 있다. 안전한 스마트 그리드 전

력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 논문

에서 제시한 암호 대책 방안 제시 모델과 최신 보안 

솔루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무선 인터넷과 같은 위

험이 노출되어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강력한 보안 

정책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야만이 무엇보다 

국가 주요 전력망 설비들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

호받고 이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개인정

보 유출 등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국민 모두가 사이버 테러 및 해킹 시도

에 대한 침투 공격 등에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에 국가 산업시설 및 전력망을 예방ㆍ보호하는 차원

에서도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과 스마트 그리드 비

상대책 운영에 따른 구축 마련 또한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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