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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환경에서 전기자동차 양방향 충전기술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of Vehicle-To-Grid Technology for 
Electric Vehicle in Smart Grid Environment 

이성욱

Sunguk Lee*

요 약 Vehicle-to-Grid(V2G) 기술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분산발전원 및 에너지 저장장치로의 이용하려는 기술

로 스마트그리드의 주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V2G 네트워크는 양방향의 통신망을 사용함으로 피할 수 없는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V2G 시스템의 구조, 사용되는 개인정보, 보안취약점

및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분석한다. 그리고 V2G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V2G 시스템

의 구조와 운용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대칭키 암호와 해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

하고 양방향 인증을 수행하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최소화 한다.

주요어 : V2G,전기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개인정보 보호 , 보안

Abstract With help of Vehicle-to-Grid(V2G) technology battery in electric vehicle can be used as distributed 
energy resource and energy storage in a smart grid environment. Several problems of security vulnerability and 
privacy preservation can be occurred because V2G network supports 2 way communication among all 
components. This paper explains and makes analysis of architecture , privacy sensitive data, security 
vulnerability and security requirement of V2G system. Furthermore efficient architecture and operating scheme 
for V2G system are proposed. This scheme uses symmetric cryptosystem and hash algorithm to support privacy 
preservation and mutual authentication.  

Key words :  V2G, Electric Vehicle, Smart Grid, Privacy preservation, Security

http://dx.doi.org/10.17703/2020.6.1.441

JCCT 2020-2-54

Ⅰ. 서 론

스마트 그리드[1,2]는 기존의 전력 인프라와 통신 인

프라를 결합하여 수집된 전력 소비자 측의 정보를 바탕

으로 효율적으로 전력망을 관리 감독하는 차세대 전력

망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양방향통신을 지원하며 이 통

신망을 통하여 전력망의 모든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고

이를 토대로 가장 효율인 방법으로 전력망을 운영을 한

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는 양방향의 전력흐름을 지원하

여 전력이 모자란 시간대에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

한 전력이나 소비자 측의 전력을 전송받아 전력시스템

의 효율을 극대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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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발전이지만 화석연료

를 사용하는 수송 부분 또한 약 24%의 온실가스를 배

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이러한 수송부분의 배기

가스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

되고 있으며 전기모터를 사용하여 구동하는 전기자동

차(Electric Vehicle)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환경적인 문제와

각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8개주는

33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2025년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20만대의 전

기승용차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4].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30

년까지 1억대 이상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4].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기

자동차 충전 기반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의 충전기반시설은 전력망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스마트 그리드망의 한 부분으로 연구되고 있다[5].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 전력부하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산

전력저장장치로도 이용하려는 Vehicle-To-Grid (V2G)

기술이 관심을 끌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6,7]. 아래 그림 1은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의 V2G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의 V2G 시스템

Figure 1. V2G system in Smart Grid Environment

전기자동차 사용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하여

스마트 그리드망으로 연결된다. 일반적인 전기자동차는

전력망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 전력을 이용하

여 전기모터를 구동하여 주행 하는 방식이다. V2G 기

술을 이용하면 충전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주행용

도 뿐 아니라 전력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력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배터리를 충전하고 전려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전력을

역전송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전력을 이용하여 전력망운영자는 부

하 평준화 (load Leveling)와 첨두부하저감 (Peak Load

Shaving)과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6].

스마트그리드와 V2G 시스템의 모든 요소는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통

신 시스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보안 위험

에 노출되어 있으며 통신망의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유

출의 위험성 또한 언제나 존재한다. V2G 시스템의 경

우 전기자동차는 이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

는 다른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에 비해서 보안 공격의 위

험성에 더 많이 노출된다. 또한 AMI의 전력사용량 정

보와 같은 다른 스마트그리드 요소들의 정보에 비해 전

기자동차는 충방전을 위해 V2G 시스템과 여러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며 이정보를 토대로 매우 민감한 개인정

보 즉 운전자의 이동경로 , 시간대별 운전 패턴, 결제

정보 등이 유출 될 수 있다. 따라서 V2G 시스템은 통

신망의 보안 뿐 아니라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V2G 시스템의 통신망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V2G 통신망의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보

호에 대해 분석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V2G 시스템

의 운용 방안을 설명하고 제안한다. 2장에서는 V2G 시

스템의 구조와 충방전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본다. 3장

에서는V2G 시스템에서 전송되는 개인정보와 보안 위

험성 그리고 V2G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

한다. 4장에서는 V2G 시스템의 특성과 보안 분석을 바

탕으로 효율적인 V2G 시스템 및 운용방안을 제안하고

마지막 5장 결론에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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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V2G 시스템

1. V2G Network의 구조

V2G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이 전기

자동차(EV), 중개자 (Aggregator, AG), 중앙 관리자

(Control Center, CC)가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인증을 위

한 인증센터 (Authentication Center, AC) 와 요금 결제

를 위한 과금 센터 (Billing Center, BC)가 필요하다[8,9].

Ÿ 전기자동차 (EV): 개인이 소유한 전기자동차로

충전소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여 주행한다.

충방전기를 통하여 V2G 망에 접속하며 V2G 망

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전력 부하 뿐 아

니라 에너지 저장장치와 분산 발전원의 역할로

이용 된다.

Ÿ 중개자 (Aggregator) : 많은 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개별적으로 중앙의 제어를 받지 않고

지역이나 그룹별로 중개자 (Aggregator)를 통하

여 V2G 시스템에 연결된다. 중개자는 전기자동

차를 대신하여 전력 인프라와 통신망으로 연결

하고 배터리의 충방전을 관리한다.

Ÿ 중앙관리자 (Control Center) : 전력망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 방전을

관리한다. 필요한 전력량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충

전 및 역전송 전력가격을 조정 하고 충전 및 방

전(전력판매)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 할 수 있

다.

Ÿ 인증 센터 (Authentication Center) : 전기자동차

가 올바른 서비스 가입자 인지 접속 시 인증 절

차를 수행하며 중앙관리센터에서 인증 서버를 설

치하여 인증 절차를 수행 할 수도 있다.

Ÿ 과금 센터 (Billing Center) : 전력망에 접속한

전기자동차의 충전 전력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한

다. 기존 전력망의 과금 시스템과 달리 역전송된

전력량만큼의 금액을 서비스 가입자에게 지불하

므로 양방향의 과금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그림 2에는 V2G 시스템의 구조가 나타나 있다.

V2G 시스템은 중앙에서 전기자동차의 충방전을 관리하

는 방식과 중앙의 관리 없이 운전자가 충방전을 결정하

는 방식으로 나뉜다. 중앙의 관리 없이 운전자가 충전만

을 할 경우는 운전자가 직접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확

인하고 전력충전소의 전력 요금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를 사용하여 원하는 만큼의 전력을 충전하면 된다. 이럴

경우는 전기자동차나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배터리의 충전상태 (SOC) 정보나 충전

요금 정보만 있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배터

리의 충방전을 중앙에서 관리하거나 중앙에서의 충방전

관리가 없더라도 운전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전력을

전력망으로 판매(역전송)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나 운

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림 2. V2G 시스템의 구성

Figure 2. Configuration of V2G System

2. 전기자동차 충방전 시나리오

현재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전력공급자와

계약을 통해 집에서 전력요금이 저렴한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공

충전기반 시설 또한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반시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사이의 통신을 위한 표준화 작

업도 ISO/IE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V2G 시스템은

아직 시험단계로 V2G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8,9].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반시설

사이의 통신 표준인 ISO/IEC 15118 [10]은 충전을 위한

사용자 식별 방법을 아래와 같이 2가지 방식으로 분류

한다.

Ÿ 외부 수단을 이용한 사용자 증명(External

Identification Means) :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충

전을 위해 직접 인증작업 (Authentication)을 수

행하는 방식으로 NFC, 전력공급자와 계약된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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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카드 그리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존

의 구축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운전자가 충전기에 가서 직접 인증 및 지불을

해야 한다.

Ÿ 플러그 앤 차지 (Plug and Charge) : 전기자동

차의 충전을 위해 충전기와 연결만 하면 통신망

을 통해 모든 인증 절차, 과금정보, 제어정보 송

수신이 이루어지는 방식.

중앙관리자의 제어를 받는 Plug and Charge 형태가

유력한 V2G 서비스는 아직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로 시스템 아키텍쳐, 통신방법, 인증방식, 과금체계 및

정보보호에 관해 많은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11,12,13,14]. 스마트 그리드의 중앙관리자(CC)는 전력

수요가 실시간 발전 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중개자 (Aggregator)에게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중개자는 이 메시지를 전기자동

차에게 전달한다. 이 메시지는 중개자가 일정 범위내의

전기자동차에게 무선통신을 통해 전달하거나 V2I

(Vehicle to Infrastructure)의 RSU (Road Side Unit)

을 통하여 전기자동차에게 전달 할 수 있다. 이 메시지

를 받은 전기 자동차는 전력을 판매할 것인지 혹은 충

전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응답 메시지를 보낸다. 그

후 충/방전을 위해 충방전설비로 이동하여 전력망에

접속한다. 충전기를 전기자동차에 연결하면 전기자동차

통신 콘트롤러 (Communication Controller)가 충전기를

거쳐 중개자(Aggregator)와 통신을 시작하고 중개자는

인증 절차를 통하여 전기자동차를 확인 한 후 세션을

형성한다. 중개자와의 인증절차를 통해 스마트그리망에

접속할 수도 있지만 중개자를 통하여 중앙의 인증센터

로 연결하여 인증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인증센터에서는

접속한 전기자동차가 올바른 서비스 가입자임을 확인

하고 세션을 형성한다. 또한 인증센터는 중개자와도 인

증절차를 지속하여 가짜 중개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후 전기자동차는 충방전요구 정보, 배터리 정

보, 접속가능시간등의 정보를 중앙관리자(CC)로 보내고

중앙관리자의 허가 후 충전 혹은 전력판매의 서비스를

시작한다. 중앙관리자(CC)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과

금 센터(Billing Center)를 통하여 징수하거나 지불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중개자,

중앙관리자 사이에는 전기차 식별정보와 위치정보와

같은 많은 민감한 정보들이 오고가게 된다. 따라서 이

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대책들이 필요하다.

ⅡI. V2G의 개인정보 및 보안 위험성

스마트 그리드와 V2G 시스템은 모든 구성원을 통신

망으로 연결하여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하여 보다 효율

적인 전력망의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정보교환

을 위한 통신망의 이용은 일반적인 통신망의 보안문제

를 그대로 가지된다. 또한 V2G 시스템은 전기자동차의

이동성으로 인해 스마트 그리드보다 더욱더 위험한 보

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의 경우는 이동

성 없이 고정된 전기기기가 계속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체의 접속을 쉽게 알 수 있어 공격자가 침입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충방

전 시간동안만 V2G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고정된 망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며 접

속을 한다. 따라서 전기자동차가 V2G 망에 접속하지

않을 때 공격자가 신분을 도용하여 접속하여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 할 경우 확인이 쉽지 않다. 또한 전기자

동차는 많은 네트워크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가짜 중개

자(Aggregator)로 위장한 공격자로부터 결제 정보를 포

함한 개인 정보가 유출 될 위험이 크다[13].

1. V2G 시스템의 개인정보

전기자동차가 충전 혹은 방전하기 위해 전기충전기

와 연결되면 이 둘 사이에 세션 연결을 위한 통신을 시

작한다.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사이에는 전력선통신

(Power Line Communication)이나 무선통신 기술을 이

용 하여 메시지를 송수신한다. 충전기에서 중개자 ,중개

자에서 중앙의 관리자로는 기존의 인터넷이나 LTE 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표 1 에는 전기자동차와 충전 인

프라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가 나타나 있다[13,15].

V2G 네트워크에서 송수신 되는 제어명령 및 설정

데이터가 공격자에 의해 위조 혹은 변경 될 경우는

V2G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회손 하며 안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가있다 [15]. 계량 정보가 위조 혹은

변조 될 시에는 소비자는 사용한 전력보다 많은 돈을

지불 하거나 판매한 전력량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등의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혹은 반대로 전력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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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판매 혹은 충전 전력 요

금정보가 변조 되었을 경우는 소비자가 정확한 전력요

금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할 서비

스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객의 적절한 서비스 선택(충전

혹은 전력판매)을 어렵게 한다. 전력공급자 또한 잘못

된 전력요금을 고객들에게 전달함으로 고객의 신뢰도

가 낮아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

표 1. V2G 네트워크에서 교환 되는 정보

Table 1. Informations exchanged in V2G network

정보 내용

고객 식별

정보

고객 이름, 차대번호(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등 고객이나 전기자동차의 식별 및

인증 정보

배터리 정보 배터리의 충전 정보 (State of Charge)

위치 정보 사용 충전기 식별 및 위치 정보

계량 정보
일정시간 동안의 충전 혹은 방전한 전력량

정보

제어 명령
요구 수행, 경보 및 서비스 실행을 위한

제어 명령

설정 데이터
시스템의 설정 값, 경보의 임계치값의

시스템 정보

요금 정보
고객에게제공 되는 실시간의 전력 충전및

방전 요금 정보

결제 정보
전기자동차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

하거나 혹은 받기 위한 결제정보

외부로의 유출을 막고 내부 망에서도 보호해야할 개

인정보들로는 고객 ID, 위치정보, 배터리 정보 그리고

결제 정보가 있다. 고객 식별 정보로 서비스가입자나

전기자동차를 식별하게 되면 충전 위치정보를 기반으

로 가입자나 전기자동차의 행동반경이나 특정지역을

방문하는 경향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배터리 정보를

토대로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나 운전 패턴을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결제 정보가 유출될시 에는 악의를 품은

다른 사용자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출시 매우 위험하다.

2. V2G 네트워크 보안 위험성

V2G 네트워크는 유무선의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

므로 기존의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 문제점을 그대로 가

지고 있으며 이동성으로 인해 기존의 스마트 그리드 보

다 더 높은 보안 위험성을 가진다. V2G 네트워크에서

대표적인 보안 위협을 아래에 설명하였다[9,12].

Ÿ 도청(Sniffing) : 전기자동차와 충전 인프라 사이

의 정보 교환을 엿듣는 공격으로 전기자동차와 충

전기가 무선통신망을 통해 연결될 경우 공격자는

물리적인 접속 없이 근접거리에서 전송되는 정보

를 중간에서 엿들을 수 있다. 이러한 엿듣기는 인

터넷 환경에서는 프러미스큐스 모드(Promiscuous

Mode)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설정시 누

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공격으로 이러한 단순한 공

격으로도 고객식별정보 , 위치정보, 및 과금정보등

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

Ÿ 중간자 공격(Man In The Middle Attack) : 공

격자가 전기자동차와 중개자 혹은 중개자와 중앙

제어자 사이에 끼어들어 정보를 중개하는 형태의

공격으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전송되

는 정보를 위변조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보

인 것처럼 전송할 수 있다. 공격자가 중간에서 미

터 정보를 실제 충전량 보다 많게 변조 한다면

고객은 실제 충전량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Ÿ 재전송 공격(Replay Attack) : 이미 전송된 명령

이나 메시지를 정상적인 새로운 메시지인 것처럼

보내는 공격법으로 정상적인 충전서비스의 결제

정보 메시지를 복사 혹은 저장 하였다가 공격자

가 미리 복제한 이 결제정보를 과금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대금이 지불되면 공격자는 공짜로 서비

스를 이용하고 결제 정보가 유출된 다른 사용자

가 이 공격자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Ÿ 위장공격 (Impersonation Attack) : 공격자가 정

상적인 서비스 이용자나 충전기반시설의 중개자

로 위장하는 공격으로 공격자가 전기자동차의 식

별정보나 비밀키(Secret Key)와 같은 정보를 알

게 되면 공격자가 피해 전기자동차인 것처럼 위

장하여 중개자로 접속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공격자가 중개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조작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Ÿ 부인공격(Repudiation Attack) : 전기자동차 사

용자가 충전 등의 서비스 사용 후 서비스를 사용

하거나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

하는 공격 형태로 실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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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피해인지 부인공격의 형태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Ÿ 서비스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전기자동차와 충전기사이가 무선 네트워크로 통

신이 이루어질 경우 공격자는 완전한 세션을 형

성하지 않고 계속적인 인증요청으로 시스템의 자

원을 소모시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전기자

동차 사용자들이 V2G망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형태의 공격이 가능하다. 전력선통신(PLC)과 같

은 유선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전기자동차가 V2G

망에 접속하는 경우는 충전기가 전기자동차와 물

리적으로 연결되어야지만 통신 세션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공격 위험성은 낮아진다.

3. V2G 시스템의 보안요구사항

V2G 시스템은 기존의 통신네트워크에서와 같은 보

안 위험성을 가지지만 전기자동차는 고정된 네트워크

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네트워크들을 이동하면

서 충전 혹은 전력판매(방전)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를 송수신한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통신 콘트롤러는

일반 컴퓨터와 같은 고성능의 처리기능을 가지지 못하

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 체계를 구성하

고 V2G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V2G 시스템이 가

져야할 보안요소를 아래에 설명하였다[8,15].

Ÿ 전송데이터의 암호화 : V2G 시스템의 전기충전

기, 중개자 그리고 중앙의 관리자 사이의 통신은

기존의 통신 인프라 즉 인터넷망의 TLS 프로토콜

과 같은 보안 채널을 이용하여 연결할 수 있다. 그

러나 전기자동차와 전기충전기사이의 통신기술인

전력선통신이나 무선통신기술은 그 특성상 데이터

유출에 매우 취약한 기술이다. 따라서 정보의 기밀

성(Confidentiality)보장을 위해서 암호화 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 ISO/IEC 15118에서는 비대칭 암

호 기술인 공개키 기반기술 (PKI)들 사용하나 이

기술은 매우 높은 연산능력과 시간이 소모 되므로

전기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정

보처리기능이 더욱 강화 되어야한다.

Ÿ 양방향 및 지속적인 인증 : 정당한 서비스 가입

자만 V2G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통신 시스템이나 ISO/IEC 15118 표준은

중앙의 서버만이 가입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하지

만 공격자가 중개자나 다른 V2G망의 요소로 위

장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사용자쪽 에서도 올바

른 서비스 제공자인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리자는 여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중개자

와 주기적으로 인증작업을 통해 공격자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Ÿ 개인정보 보호 : 전기자동차와 V2G망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추측 할 수 없어

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이동과 행동 패턴의 추측

이 불가능해야 한다. 중개자가 전기자동차의 ID나

충전시간, 배터리 상태와 같은 정보를 알수 있다

면 특정 서비스가입자의 이동경로, 이동패턴등의

분석이 가능함으로 중개자(Aggregator)는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수 없어야 한다.

Ⅳ. 제안하는 V2G 시스템

V2G 시스템의 특성과 위에서 언급한 보안 요소들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비용 부담이 적은 V2G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3은 제안한 V2G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 제안하는 V2G 시스템의 구성

Figure 3. Architecture of V2G system

충전 및 방전(전력판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사용자는 미리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가입

자는 가입자 ID와 비밀문자열을 설정한다. 가입자의 ID

는 가입자나 차량의 종류를 유추 할 수 없게 설정하여

야 하고 가입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량의 고유번호

(VIN)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개인계정

(account)을 만든다. 개인결제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서비스 사용대금은 개인계정에 저장되며 추후 청구되

거나 지불된다. 서비스 제공자도 가입자별로 고유의 비

밀문자열를 부여한다. 가입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비밀

문자열은 정해진 정책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변경되어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1, pp.441-448, February 29,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47 -

야 하며 정해진 해쉬(HASH) 알고리즘에 의해서 해쉬

된 양측의 비밀문자열은 대칭 암호알고리즘의 비밀키

로 사용한다. 전기자동차와 서비스 제공자는 서로의 비

밀 문자열만 저장하며 암호화 및 복호화 시는 저장된

비밀 문자열의 해쉬값을 계산해 비밀키로 사용하며 키

값은 저장하지 않는다. 사용하는 해쉬 알고리즘 또한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전기자동차와 충전기사이의 통신

은 유선통신 기술인 전력선통신을 이용하여 충전기나

중개자에 대한 서비스거부공격(DoS)의 가능성을 차단

한다. 그리고 중앙의 콘트롤 센터는 각 지역의 중개자

와 주기적으로 인증작업을 수행하여 공격자의 침입을

방지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

동한다.

1. 전기자동차가 충전기에 연결되면 충전기와 통신

세션을 형성하고 전기자동차의 통신 콘트롤러는 가입

자ID 와 해쉬된 차량 정보, 서비스 요청(충전 혹은 방

전)을 가입자의 비밀키로 암호화 하여 충전기와 중개자

를 거쳐 서비스제공자의 중앙 콘트롤 센터로 보낸다.

충전기와 중개자는 이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바로 중앙

의 콘트롤 센터로 전송한다.

2. 중앙의 콘트롤 센터는 전기자동차로부터 받은 가

입자ID로 저장된 가입자의 비밀번호를 확인한다. 이 비

밀번호를 미리 약속된 방식으로 해쉬 하여 가입자의 비

밀키를 구한다. 이 비밀키를 이용하여 해쉬된 차량정보

를 복호화 한 후 계산한 해쉬값과 비교하여 서비스 사

용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3. 서비스 요청자가 정당한 가입자로 확인되면 서비

스 제공자는 해쉬된 차량고유번호, 접속승인, 서비스제

공 내용 등의 정보를 서비스제공자 자신의 비밀키로 암

호화 하여 전기자동차로 전송한다.

4. 전기자동차의 통신 콘트롤러는 저장된 서비스제

공자의 비밀문자열을 약속된 방식으로 해쉬하여 비밀

키를 구한다. 이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복호화 하고 자

신의 해쉬된 차량고유번호를 확인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이후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서로의 비밀키로 암호화 하여 통신한다.

5. 서비스 종료 후 발생한 비용이나 얻은 이익은 가

입자의 개인계좌에 기록되고 V2G 시스템과는 무관한

기존의 결재 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재서비스를 이용한

다. 가입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의 서비스이용 내

역, 결재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한 방식은 공개키 암호알고리즘보다 처리속도가

빠르고 계산량이 적은 대칭키 암호알고리즘과 해쉬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의 부담

을 줄였다. 민감한 정보인 차량고유번호(VIN), 암호 비

밀키는 전기자동차나 서비스 제공자에 저장되지 않고

차량고유번호와 비밀문자열의 해쉬값을 식별정보와 암

호 비밀키로 이용하여 혹시 모를 전기자동차의 해킹 시

에도 암호키와 식별정보가 직접적으로 유출 되지 않도

록 하였다. 그리고 유출시 위험도가 큰 결재정보는 시

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가입자가 자신의 계좌 정보를 확

인 후 직접 처리하도록 설계하였다. 처음 전기자동차가

중앙의 콘트롤 센터에 보내는 메시지의 가입자 ID정보

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가 대칭키 암호알고리즘으

로 암호화 되어 보호된다. 그리고 암호화키 생성에 사

용되는 비밀문자열과 해쉬 알고리즘도 일정 횟수 사용

후에는 변경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 하였다. 민감한 개

인정보인 가입자ID 는 통신 시작시 한번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로 중앙의 관리자로 전송되지만 전력선 통신

을 사용하여 전기자동차가 전기충전기와 연결되기 때

문에 전기충전기에서의 도청은 매우 힘들다. 중개자나

그이후의 단계에서 이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가입자 ID

는 가입자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즉 할 수 있는 아무

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도청한 정보가 어느 전기자동차

의 것인지 알기는 매우 힘들다. 또한 사용자 ID도 일정

횟수 사용 후 변경하거나 여러 개를 특정한 규칙에 의

해 사용해서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V. 결론

본고에서는 V2G 네트워크의 구조와 개인정보, 보안

취약점과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효율적인

V2G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V2G 시스템은 기존의 통신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신네트워크 및 스마

트 그리드와 같은 보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V2G 시스템은 전기자동차의 이동성과 같은 시스템의

특성상 기존의 통신망 보다 더욱 보안에 취약한 점이

존재하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개인정

보 유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전기자동차의 제한된 연산능력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전기자동차는 특정 네트워크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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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9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라 여러 네트워크를 이동하며 충전이나 방전 서비스 시

에만 V2G망에 접속한다. 따라서 공격자가 피해 전기자

동차의 신분을 위조하여 망에 접속하여도 중앙의 관리

자는 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새로운 망으로 이동시 정당한 서비스 제공자인지 확인

후 망에 접속하여야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전기자동

차와 서비스 제공자와의 양방향 인증을 수행하고 연산

의 부담이 적은 대칭키 암호와 해쉬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정보 유출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의 교환을 최소화 하고 민감한 결재 정

보는 중앙에서 처리하도록 설계하였다. 현재 V2G 시스

템은 상용화 되지 않은 단계로 상호인증, 결재시스템,

전기자동차의 이동성 관리 등 V2G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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