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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기존의 단방향 력망인 자동화 검침 장치(Automated Meter Reading, 

AMR)에서 발 하여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지능형 력망’이다.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는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서비스를 이용하여 력 사용을 효과 으로 분산 할 수 있다. 하지

만 보안에 한 비가 충분하지 않을 시에는 데이터의 삽입, 변조에 의해 시스템이 오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미터의 검침 값이 네트워크를 통해 력정보처리시스템(Meter Data 

Management System, MDMS)까지 달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변조의 발생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탐지 방법을 통해 신뢰성 있는 수요 반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효율 인 력 사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 된다.

    

1.  서론

  우리나라의 력소비량은 국내총생산(GDP) 비 세계 

최고 수 에 이를 정도로 높은 실이다. 과도한 력소비 

실태를 개선하기 해서는 제도 , 환경  안이 필요하

다. 이러한 사회  요구에 따라 최근 스마트그리드(Smart 

Grid)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의 자동화 검침 장치에서 시행할 수 없었던 다양한 력 

공  정책들을 용할 수 있는 진보된 환경이다. 특히, 수

요 반응 서비스는 시간 별로 요 차별정책을 세움으로써 

수용가 스스로 에 지를 감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이다. 이러한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서비스를 제

공하기 해서는 실시간 양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소비

자 력 리 장치(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가 필요하다. 

  AMI는 자동화 검침 장치(Automated Meter Reading, 

AMR)의 단순 검침에서 통합검침, 양방향 통신을 통한 요

제 서비스, 수요 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 된 시스템이

다. AMI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장치들은 실시간 양

방향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의 력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측정·수집·분석 과정에서 데이터가 기존의 인터

넷망을 통해 달되고 있어 제 3자에 의한 공격 이 

존재한다. 공격자는 장치간의 데이터를 AMI 네트워크를 

통해 달하는 과정에서 ·변조될 수 있다[1].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데이터 ·변조 사실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AMI 시스템 

구성 요소에 해 설명한 후 AMI의 양방향 통신을 통한 

수요반응 서비스와 수요반응 제공시 발생 가능한 공격 유

형에 해 알아본다. 3장에서 는 신뢰할 수 있는 수요반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해쉬 기법으로 Data 

Control Unit(DCU)과 Automated Data Collection 

System(ADCS)간의 데이터의 변조 여부를 탐지 하는 방

안에 해 설명하고, 4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함으로써 마무리한다.

2.  련연구

  AMI는 실시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써 실

시간 가격정책을 통해 수용가가 스스로 력을 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수요반응이라고 하며, 수용

가 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1 에서는 이러한 수요반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MI 네트워크의 구성요소에 해 설명하며, 2.2 에서는 

AMI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피크 요 제 등을 용하기 

한 서비스로써 수요반응 서비스에 해 설명하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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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수요반응 서비스 제공시 발생 가능한 공격 유형을 

살펴본다.

2.1  AMI 네트워크 구성 요소

  AMI는 소비자 력 리 장치로써 MDMS(Meter Data 

Management System), ADCS(Automated Data Collection 

System), DCU(Data Concentrator Unit), Smart Meter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구성요소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MDMS(Meter Data Management System)

  MDMS는 검침 정보를 총 하고 력 자원을 통합 

리하는 시스템으로 AMI 미터의 모든 로그 정보를 보 하

고, 데이터의 검증과 사용 인증 기능을 수행한다. MDMS

는 ADCS(Automated Data Collection System)로부터 

달받은 정보를 장하는 기능과 때때로 각 가정에 설치된 

스마트 미터나 DCU(Data Collection Unit)에게 제어 명령

을 내리는 기능을 한다[2]. 

2) ADCS(Automated Data Collection System)

  ADCS는 여러 의 DCU로부터 검침 정보를 주기 으

로 수집하여 MDMS로 달하는 역할을 한다[2]. 한 

ADCS는 기존의 DCU장치를 해제하고, 새로운 DCU 장치

를 연결할 수 있다. MDMS에서 처리할 때의 부하를 이

기 해 데이터를 가공하여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장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DCU(Data Collection Unit)

  DCU는 Smart Meter로부터의 검침 값을 수집하는 장비

로 신주에 치해 있으며, PLC통신 혹은 Zigbee통신을 

이용하여 미터의 정보를 수집하여 ADCS에게 미터가 측

정한 값을 달하는 역할을 한다[3]. DCU는 Master 

DCU(MDCU)와 Slave DCU (SDUC)로 구분될 수 있다. 

MDCU는 데이터 수집을 한 심부로써의 역할을 담당

하고, SDCU는 다음에 MDCU에 의해 데이터가 읽 질 때

까지 SDCU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데이터 송 시 패

킷 손실이 생기더라도 미터링 정보가 손실되지 않는다[2].

  
4) Smart Meter

  스마트 미터는 력 사용량을 측정하기 한 장비로 각 

가구당 한 씩 설치되어 있으며, 홈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가  기기들의 력 사용량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측

정된 정보는 15분마다 주기 으로 DCU를 통해 ADCS에

게 보고한다[3].  

2.2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은 실시간 원격 검침을 통

해 수용가의 수요를 악하여 수용가에게 실시간 력 요

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수요반응은 수용가에게 실

시간 력 요 을 제공함으로써 수용가가 정보에 반응하

여 력 사용을 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이 있다. 

  다음은 수요반응이 이루어지는 차이다.

1) 스마트 미터를 통해 실시간 원격 검침으로 수용가의 

수요를 악한다.

2) 측정된 검침 값이 력회사에서 정한 한계 값

(Threshold)이 넘을시 요 정책에 따라 요 을 인상시킨다.

3) 인상된 요 을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4) 실시간 요 제에 따라 수용가가 소비 시간을 결정한다.

5) 실시간으로 변동된 요  제공시에도 수용가의 소비량

이 높을 시 력 공 사는 직  부하제어(Load Control)

명령을 내린다.

  와 같은 수요반응을 제공하기 해 양방향 통신이 가

능한 AMI가 필수 으로 필요하다. AMI는 공 자와 사용

자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별 요 제가 

책정된다. 사용량이 특정시간에 많아지면 실시간으로 이를 

수용가에게 알리고, 수용가 스스로 반응하도록 유도함으로

써 력 소비를 일 수 있다. 

  이러한 수요반응을 신뢰성 있게 제공하기 해서는 스

마트 미터에서 측정된 값이 네트워크를 통해 MDMS까지 

달되는 과정에서 메시지 변조 발생 여부를 단할 수 

있어야 한다.

2.3  수요반응 제공시 발생 가능한 공격 유형

  수요반응 제공시 일어날 수 있는 공격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수용가의 소비량을 조작하여 소비량을 피크로 조작하

여 가격 액이 높게 책정되도록 하는 공격

2) 수요반응 서비스에 따라 수용가가 가격을 보고 사용 

시간 를 조정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사용자가 보지 못하

도록 막는 공격

3) 소비량이 증 하 음에도 공 자 측에서 소비량을 측

정할 수 없어 가격 변동을 못하도록 하는 공격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공격 유형  1)번에 해당하

는 공격을 방지하기 한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1)은 공격자가 DCU가 ADCS에게 송하는 메시

지를 조·변조하여 송하는 공격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 Modification of Messages

  와 같이 수요반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어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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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격  유 형 설 명

Masquerade
신분을 장하여 유효한 송신자가 

보낸 것처럼 행동하여 을 

Replay

송신자의 메시지를 획득하여 수신

자에게 메시지를 계속 재 송 하

는 공격

Modification 

of messages

송신자가 보내는 메시지를 수정하

여 수신자에게 송함

Denial of service
정상 인 시스템의 사용을 불가능

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해 공격

<표 1> 간자 공격(Man-in-the-Middle Attack)

는 에는 Wide Area Network(WAN) 구간인 DCU와 

ADCS 사이에 송되는 메시지의 변조에 한 이 빈

번할 것으로 상된다. DCU와 ADCS 두 장비사이에서 

간에 악의 인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한 공격인 간자 

공격(Man-in-the-Middle Attack)을 당할 수 있다. 간자 

공격에 의한 공격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5].

 

  3장에서는 DCU와 ADCS구간에서 와 같은 간자 공

격  Modification of messages(메시지 변조)를 막기 

해  해쉬를 통해 메시지 변조를 탐지하는 방안을 제

안한다.

3.   해쉬를 이용한 변조된 메시지 탐지 방안

  DCU는 주기 으로 수집한 검침 값을 ADCS에게 송

한다. 이때 DCU-ADCS 구간은 WAN 구간을 통해 연결

되어있어 두 장치 이외의 제 3자가 통신에 개입할 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표 1>에서 기술한 간자 공격에 의한 

메시지 변조를 탐지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3.1  가정

 ㆍ ADCS와 DCU가 공유한 기 값(IV)은 신뢰할 수 있

는 리자가 설정한다.

 ㆍ ADCS와 DCU는 공격받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노드

이다.

 ㆍ  해쉬 값은 하루를 주기로 그 값을 비교한다.

 

3.2  기 값(Initial value) 설정

  본 논문에서는 메시지를 하여 해쉬함으로써 

DCU-ADCS간 송·수신 메시지의 조 는 변조 탐지에 

이용한다. DCU는 송신한 메시지 체를, ADCS는 수신한 

메시지 체를 동일한 순서로 하여 해쉬한다. 이 경우 

두 값은 반드시 같은 값을 가진다. 이를 주기 으로 비교

함으로써 두 장치 사이에 메시지 조 는 변조가 있었

는지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WAN 구간을 통해 달되

는 메시지는 그 구간 사이에 존재하는 제 3자에 의해 메

시지가 도청될 이 있다. 즉, 두 장치가 처음 통신을 

시작한 시 부터 두 장치 사이의 메시지를 도청한 공격자

는 임의로  해쉬 값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

여 수신측을 속일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을 방지하기 해서는 통신 메시지 이외의 

다른 비  값이 필요하다. 이 값을 기 값(IV)이라 정의

하며 이 값은 DCU 설치 시 리자가 설정한다.

  식 (1)은 기 값(IV)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IV = H(device_ID || admin_ID)        (1)

  device_ID는 장비의 고유한 식별 값을 나타내며, 

admin_ID는 IV를 부여하는 리자의 고유한 식별 값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DCU와 ADCS 통신시 제 3자가 메

시지의 값을 변조한다고 하더라도 IV를 알지 못하는 공격

자의 공격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안을 통해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

 

3.3   해쉬를 이용한 변조 메시지 탐지 과정

   해쉬 값은 송·수신하는 장치가 각각 독립 으로 

장하는 값으로 송신 장치(DCU)에서는 송한 메시지를 

해쉬하여 장하고, 수신 장치(ADCS)에서는 송받은 메

시지를 해쉬하여 장한다[6]. 메시지를 해쉬하는 과정에

서 이  메시지의 해쉬 값을 연 하여 계산함으로써 단일 

메시지에 한 해쉬 값이 아닌 체 메시지의 된 해

쉬 값을 계산한다.

  메시지의  해쉬 값을 이용하여 변조된 메시지의 존

재 여부를 탐지하기 해서는 검증 과정을 수행할 장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ADCS에서  해쉬 값의 검증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식 (2)은  해쉬 기법에 따라  해쉬 값이 구해지

는 식이다. 처음 해쉬 값은 기 값과 메시지를 연 하여 

계산한다. DCU와 ADCS는 각각 송·수신한 메시지를 해쉬 

하여 장할 때, 기 값을 연산에 사용함으로써 제 3자가 

두 장치 사이의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

       C1 = H(M1 || IV) 

       Cn = H (Cn-1 || Mn)  ( ≤ ≤ )    (2)

  DCU는 15분마다 ADCS에게 송한다. 따라서 15(분) x 

4(회)로 한 시간에 4개의 값이 되며, 하루마다 그 값

을 비교하므로 하루에 96개의 값이 된다. (2)에서 n의 

값은 96 이하의 값을 갖는다. 

  <표 2>는 식 (2)에 따라  해쉬 값을 계산한 경우 

각 해쉬 값의 연산을 나타낸다. IV는 리자에 의해 설정

된 기 값이며, Cn은 n 번째  해쉬 값을 나타내고, 

Mn은 n 번째 DCU의 메시지를 나타낸다. 이때 Cn은 계속 

 장되므로 많은 장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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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쉬 값  해쉬 함 수  

 C1  H(M1 || IV)

 C2  H(C1 || M2)

 C3  H(C2 || M3)

․
․
․

․
․
․

Cn H(Cn-1 || Mn)

<표 2>  해쉬 값

  DCU에서 한 해쉬 값을 ADCS에게 달하여 식 

(3)을 통해 검증 과정을 수행한다. 

  식 (3)은 변조된 메시지를 탐지하기 한 검증 과정이

다.

                      Cn
D = Cn

A                  (3)

  의 식이 성립한다면 변조되지 않은 메시지로 단하

고, 의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변조된 메시지로 단하

여 정확한 검침 값을 구하기 한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변조된 메시지를 탐지하기 해  해쉬 값을 비교하

는 과정은 하루를 주기로 수행하며, 변조된 사실이 탐지될 

경우 직  검침원을 견하는 등 정확한 재조사가 필요하

다. 

  <표 3>은  해쉬 기법에서 사용되는 표기법에 한 

설명을 나타낸다.

표 기 설 명  

IV  장비 기 세  시 리자가 부여한 기 값

Mn  n번째 메시지

Cn  n 번 째   해쉬 값

H()  SHA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쉬 함수

||  메시지 연

Cn
D  DCU의 n번째 된 해쉬 값

Cn
A  ADCS의 n번째 된 해쉬 값

<표 3> Notations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AMI 네트워크를 통해 검침 정보 메시지

가 송되는 과정에서 간자 공격에 의해 변조된 메시지

를  해쉬를 통해 탐지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해 공 자는 수용가의 소비량을 히 반 하여 요

제를 조정할 수 있고, 수용가는 신뢰성 있게 책정된 요

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용

함으로써 수용가가 사용한 력 소비량에 따른 올바른 가

격을 책정할 수 있어 수용가 스스로 력을 약할 수 있

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연구 방향은 변조된 메시지를 검출하는 과정에 

한 자세한 알고리즘에 해 연구하여 실 으로 사용가

능하도록 탐지하는 과정을 더 구체 으로 연구하는 것이

다.

AC KN OW L ED G EMEN T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의 산

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KI001810039260, 개인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한 

개방형 모바일 클라우드 용 통합개발환경  이기종 단말

-서버 간 업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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