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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에 한 보안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 라

이버시를 보호 하고자 데이터 비 분산 련 기법을 소개한 뒤 이 기법에 한 문제 을 설명 하고자 

한다. 

1. 서론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기 시스템에 비해 자기 복구, 

수요반응, 력품질 보장, 력 거래등과 같은 다양한 기

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1].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

하기 해서는 각종 센서를 통한 력망 감시체계와 력

정보 교환을 한 통신기술의 결합이 요구된다.

   기존 기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그

리드는 과거 폐쇄 인 구조에서 개방 인 구조로의 환

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앞서 언 한 다양한 기능들

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폐쇄 인 구조

에서 문제가 되지 않던 다양한 보안이슈를 발생시키는 원

인이 된다.

 

(그림 1) 스마트 그리드 데이터 흐름 구조 

   스마트 그리드는 국가 기반시설임과 동시에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 한 개인 라이버시와 련된 민감

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한 기 성, 신뢰성, 무

결성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발생 가능한 보안이슈

와 그 해결방안에 한 연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문

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그리스에서의 데이터 흐

름 구조를 그림1과 같이 구분하고[2], 이  ④ 역인 서

비스 제공 역을 심으로 각종 센서와 통신 기술을 통

해 수집된 데이터들의 효과 인 리를 통해 개인정보에 

한 보안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련 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데이터 보안을 한 분산 리 기법

   수집된 데이터들을 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한 악

의  침입, 변조, 데이터마이닝, 리자의 개입등과 같은 

공격 유형에 처하여 데이터의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연

구로 AONSS(All Or Nothing Secret Sharing) 기법이 제

안된 바 있다[3]. 이 기법은 AONT(All Or Nothing) 암호

화기법에 비 분산(Secret Sharing)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그림2와 같은 구조를 이루며, 동작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AONSS 기법 제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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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테이블을 rowkey 범 로 Split 한다. 여기서, Split된 

단 를 Tablet라고 한다.

2) 분리된 Tablet은 TA에 의해 AONSS 방식을 사용하여 분산되

고 Table로부터 작성된 Tablet를 리한다.

3) 분산된 Share(T1, T2, ... , Tn)들은 NeptuneMaster에 의해 

TableServer에 할당된다. 복원 시에는 할당된 Share들로부터 

TA에 의해 Tablet이 복원된다.

AONSS 기법은 다수의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데이터들

을 분산 장하여 분산을 통한 데이터의 기 성 보장뿐만 

아니라 각 데이터베이스에 한 독립 인 안 성을 보장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 페타바이트 규모의 용량 데이

터를 분산 리하기 한 시스템으로 용량 데이터를 정

형화된 포맷으로 분산클러스터 환경에서 장하는 시스템

인 Neptune을 추가하여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 데이터의 

처리를 최 화 할 수 있도록 하 다[4].

3. 결론      

AONSS 기법을 살펴보면 수집된 데이터에 한 기 성

과 안 성을 보장하고 용량 데이터 처리가 주를 이루는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 최 화된 리 기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 이 존

재한다. 

(그림 3) AONSS 기법의 암호화 동작

본 논문에서 언 할 문제 들로는 데이터를 분산할 때 

비 조각 생성을 해 수행되는 암호화에서 발생하는 단

들이 있다. 먼 , AONSS 기법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동

작 구조는 그림3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1) 데이터를 의사난수 발생기를 사용하여 임의의 개수로 분할한

다.

2) 분할한 데이터 조각을 길이 순으로 정렬해 추상화를 실시한다.

3) 길이 순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XOR 연산 시키는데, 이때 XOR 

연산을 수행할 피연산자는 정렬된 데이터를 비트이동 시킴으

로써 얻어낸다.

4) 이와 같은 과정을 16회 수행함으로써 암호화를 진행한다.

5) 복호화는 암호화와 반 의 순서로 진행하는데, 이때 필요한 정

렬정보와 XOR 연산의 피연산자 정보는 암호화에서 사용된 정

보를 바탕으로 한다.

   와 같은 방식으로 동작할 경우, AONSS 기법을 제

안한 자는 DES 암호화와 같이, 기존 인증키 기반의 암

호화와 달리 인증키의 리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인

증키의 분실로 인한 보안침해 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으로 상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난수를 기반으로 암호화

가 동작하기 때문에, 빠른 비  분산  복원 속도를 제공

할 것이라 주장하 다.

  그러나 이 방식은 암호화 기 의사난수 발생기에서 발

생시키는 random seed 정보인 원본데이터 M의 임의분할 

정보에 한 공격에 보안 취약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

본 데이터의 길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비 조각을 통해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다는 취약 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XOR 연산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추가 데이터 

문제가 존재한다. 이 추가데이터는 암호화 수행마다 16개

의 정보가 존재하므로, 인증키 리와 비슷한 노력과 비용

이 추가 정보를 리하기 해 소모될 것이다. 한 이러

한 추가 정보는 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 부정 인 향을  것으로 단된다.

   기존 력 시스템에서 스마트 그리드로의 환은 다양

한 장 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해서는 스마트 그리드를 사용하게 될 사용자들의 심

과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해선 여러 가지 보안 

취약 들에 한 연구가 시 하며, 앞에서 언 한 소비자

의 데이터 리 기법의 몇 가지 문제 들도 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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