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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이태리와 공동으로 Smart Grid 선도국으로 한국이 지정되었다. 하지만 차세대 국가 성장 동

력인 Smart Grid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례가 발생 하고 있으며, 모의실험을 통해 보안 위협이 예측되고 있어, Smart Grid 공격

을 분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Smart Grid 보안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Smart Grid의 AMI, 네트워크 

인프라, 시스템의 스마트 제어 및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분석과 램 공격, 주파수 크래킹, 악성코드 등의 공격과 취약점에 

관한 연구를 한다. 그리고 Smart Grid 기술에 대한 공격을 방어 할 수 있는 보안 기술 및 보안 방법을 연구한다. 본 연구를 

통해 Smart Grid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여 Smart Grid 보안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지능형 전기망(Smart Grid), 해킹 공격(Hacking Attack), 보안(Security), 취약점(Vulnerability)

I. 서론

한국은 2009년 7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이태리와 공동으로 

Smart Grid 선도국으로 지정되었다. Smart Grid는 정보통신 기

술과 전력망의 융합으로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전력망으로, 정보

통신 네트워크 및 전력IT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안문제를 

Smart Grid에서도 해결 되어야 한다. 최근 전력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 피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1].
기존의 전력망과 달리 Smart Grid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최종 단말 장치와 내부 운영 시스템 사이의 양방향 정보 교환이 

필요하며, AMI, DR 등의 시스템으로 인해 전력 수요자와 공공설

비 및 제어 시스템 사이의 정보 접점인 스마트 미터, 센서 등의 

기기는 보안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이버 공격자의 공

격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2]. Smart Grid는 기존과는 달리 중앙 

집중 방식이 아닌 분산된 운영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어 시스

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0년 1월 발표된 Smart Grid 국가 로드맵에서는 Smart 

Grid 구축을 위한 5개 사업 영역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각 

영역 별로 Smart Grid 사이버 보안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현
재 국내에서도 Smart Grid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고려가 서서히 진

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모의실험을 통한 Smart Grid의 보안성 분석을 통하

여, AMI, 통신 인프라, 스마트 제어 시스템 및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분석과 램 공격, 주파수 크래킹, 악성코드 등의 공격

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과 보안방법을 제안하고 연구한다.

II. 관련 연구

2.1 Smart Grid

Smart Grid는 기존 전력망(Grid)에 센서․통신․자동제어 등의 IT
기술(Smart)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한다.

그림 1. Smart Grid 시스템

Fig. 1 Smart Gri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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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인프라의 융통성․보안성․신뢰성․효율성․안전성 등을 향상시

키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Smart Grid 환경에서는 많은 시스템이 

그림 1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 서로 협력하면서 동작한다[3].

2.2 Smart Grid 주요기술

∙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실시간 감시 시스템

∙ 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 스마트 배전 기술

∙ 스마트 계통 운영 기술

∙ HAN (Home Area Network)
∙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

∙ 전력 저장 기술

∙ 신․재생에너지 기술

2.3 Smart Grid 보안 필요성 및 공격 발생요인

Smart Grid는 전력망 운영을 위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로 사이

버 보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국제적 관심사인 사이버 보안 기

술 확보를 통해 국가 기술 우위를 확보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를 

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테러 등으로부터 안전한 Smart Grid 구축

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 하여야 한다. 그림 2는 Smart Grid 보
안의 필요성이다.

그림 2. Smart Grid 보안 필요성[4]

Fig. 2 Smart Grid security needs

Smart Grid 공격 발생 요인은 6가지로 나뉜다.
∙ 양방향 서비스 (2way system) - AMI, DSM
∙ 보안이 결여된 제어시스템 도입

∙ 사용자 단에 공공 설비 접근 경로 존재

∙ COTS 요소기술 도입 증가 (H/W, S/W)
∙ 지능형 전력망의 다수의 구성 장비

∙ 지능형 전력망 구성 장비 간의 상호운용 증가

2.4 Smart Grid 보안 피해사례

Smart Grid에 대한 연구와 보급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

지 보안위협에 대한 대비는 초기단계에 있다. 
웜 바이러스에 의해 발전소가 가동이 중지된 사고를 예로 들었

다. 2003년 1월, 원자력발전소의 사설 컴퓨터 네트워크에 슬래머

웜이 침투해 안전감시시스템이 5시간 동안 정지됐다. 
Hacking과 같은 외부 요인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시

스템 운영으로 인한 사고도 있다. 2008년 3월, 미국 조지아주 해

치(Hatch)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업

데이트 후 48시간 동안 가동이 중지됐다. 
전력량을 측정하는 스마트 미터의 보안 취약성이 보도되기도 

했다. 2009년 3월, CNN 등 외신은 스마트 미터를 통한 전력망 

사이버침해 유발 가능성을 보도했다. Smart Grid의 소비자 측 설

치기기인 스마트 미터를 통해 전력망에 침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제기된 것이다. 
전력망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돼 위협을 경고 했다. 2009년 4월, 

미국전력 핵심 기반시설에 중국과 러시아 해커가 침입해 악성코드 

설치된 것을 보도했다. 유사시에 미국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추정됐다. 통 도나휴(전 CIA 수석분석가)는 2008년 1
월, ‘Process Control Security Summit'에서 인터넷을 통한 침입

으로 여러 국가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발표 됐다. 부시대통

령 재임 시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인 마이크 맥코넬은 브라질

에서 2005년 3개 도시, 2007년 수십 개의 도시에서 Hacking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해 2007년 정전에서는 7개의 철광석 공장이 멈

춰 700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 했다.

III. Smart Grid의 공격 분석

Smart Grid에 대한 4가지 공격방법이 분석되고 있다.

3.1 계량기의 램 공격

보안전문가 트래비스 굿스피드는 해커들이 직접적으로 스마트 

계량기 램을 공격하고 쉽게 계량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만약 계량기가 보안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해커들

은 주사기를 이용해 계량기의 메모리칩의 각 측면에 바늘을 삽입

할 수 있다. 
그 바늘은 메모리칩의 전기 신호를 가로채는 정찰병 역할을 한

다. 그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해커들은 계량기의 프로그래밍을 조

정할 수 있다. 계량기가 어느 정도의 보안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

도, 별도의 도구를 이용해 정보를 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8].

3.2 계량기의 디지털 주파수 공격

트래비스 굿스피드는 램 Hacking과 유사한 기술이 스마트 계량

기의 무선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전

력망 자체를 공격할 수 있다. 스마트 계량기의 양방향 무선 칩은 

계량기가 원격으로 정보를 읽고, 네트워크상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 침의 소프트웨어는 보안코드를 갖고 있는데, 계량기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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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밍을 크래킹 한 해커가 네트워크에 침투하기 위해 그 보안코

드를 활성화 할 수 있다.

3.3 계량기를 무선으로 공격

보안전문업체 IOActive의 데이비드 베어커는 해커들이 네트워

크상에서 상호 통신하는 계량기의 무선 네트워크 장치를 이용해 

계량기에 침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격자들은 SDR(Software Defined Radio)을 이용해 네트워

크의 무선 통신을 Hacking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 계량기와 통신

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SDR이란 하드웨어 즉 단말기나 

칩을 바꾸지 않고 소프트웨어 조작만으로도 셀루러, PCS, 와이브

로, 무선랜, 위성통신과 같은 다양한 무선 통신 서비스를 하나의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9].

3.4 네트워크에 악성코드 확산

해커가 스마트 계량기의 프로그래밍에 접속했다면, 그는 쉽게 

네트워크 자체, 스마트 계량기, 전력망에 부착된 다른 장치를 공격

하는 웜(Worm)이나 다른 악성코드에 노출될 수 있다. 
스마트 미터를 통해 자가 전파하는 웜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24시간 내 1만5천 가구가 그 웜에 감염됐다.

IV. Smart Grid의 기술보안과 보안방법

4.1 Smart Grid의 기술 보안

표 1과 같이 분류 하여 기술 보안 분석을 한다.

표 1. Smart Grid의 기술 보안 분석

Table 1. Analysis of technical security of the smart grid

분류 기술적 보안 분석

첨단계량

인프라

첨단계량인프라의 스마트 미터기는 전력 검침의 기능으로 

인하여 스마트 미터기 기기의 보안 취약성이 존재한다[5].

시스템의 

스마트 

제어

스마트 전자제품에 대한 제어 신호가 입력되면 사용자와 기

기 인증을 한다. 스마트 전자제품에서의 잘못된 인증이 단

순히 해당 기기의 오작동뿐만 아니라, 타인 및 타기기에 의

한 제어가 가능 하다.

네트워크 

인프라

Smart Grid에서도 IT와 전력망의 융합기술이므로 개방형 네

트워크의 사용으로 Hacking, DDoS공격 등의 위협을 받는

다.[6].

스마트 

서비스

소비자 데이터 유출, 임의적인 변조나 조작 등을 통한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소비자 

데이터를 처리 하는 경우에 개인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7].

Smart Grid의 보안기술 방향은 Smart Grid에 대한 사이버 침

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

한 종합적인 보안대책 강화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

적 보안 노력을 권장하고, 침해 사고 미연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체계적인 교육 및 인식을 제고 하여야 한다. 
Smart Grid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성 평

가․인증 및 통신망과 관련된 핵심시설의 주요정보통신망과 관련된 

핵심시설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 
Smart Grid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CIP 신뢰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첨단계량인프라, 시스템의 스마트제어, 네트워크 인프

라, 스마트 서비스 등은 표 2와 같이 물리적인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 인증 부문, 암호화가 병행돼야한다.

표 2. Smart Grid의 보안 대책 방법

Table 2. Smart Grid security suggest method

분류 보안 방법

물리적 

보안

옥외에 위치된 스마트 계량기의 보호, 1차원적 잠금장치, 전자

기 펄스(EMP) 공격 대비, 조작가능 성 및 경보 기능 등 물리

적인 위협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네트

워크 

보안

네트워크 보안요소로는 다양한 무선 표준 활용에 대한 보호 

기준이 필요하며, 송ㆍ변전 감시(SCADA)나 배전(DAS) 등에서 

명확한 네트워크 분리와 인증부분에서 보안 등급별 접근요소

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암호화

보안

무선센서에서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량 암호 및 

센서 보안 네트워크를 개발하여야 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Smart Grid에 대한 공격을 분석해 보았다. 
Smart Grid에 대한 공격 기술과 Smart Grid 보안 공격 발생요인 

및 피해사례 분석을 통하여 첨단계량인프라, 시스템의 스마트 제

어, 네트워크 인프라 및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분석과 스마

트 계량기의 램 공격, 계량기의 디지털 주파수 크래킹, 무선으로 

계량기 크래킹, 네트워크에 악성코드 확산 등의 공격과 취약점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Smart Grid의 공격에 대한 보안기술과 보안방법 연구를 

통해 Smart Grid의 안전성을 높이고, 보안기술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는 Smart Grid 사이버 보안 안전성을 강화한 상태에

서 DDoS, Virus 등을 이용한 Hacking 공격을 하여 기존 보안 기

술의 개선과 Smart Grid 보안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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