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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점차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주목하여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에 관한 주제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 필수적인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AMI 시스템에서의 보안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진행이 미약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AMI 시스템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능형
키 관리 서버를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키 관리 서버에서의 Overhead 와 AMI 시스템 내의 스마트
미터와 유틸리티 간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Dual Secret Key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Ⅰ. INTRODUCTION
AMI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보안 문제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하여 고려해야 한다.[1]
유틸리티에서 스마트 미터로 전송되는 부하 제어
메시지는 소비자에 의해 정해진 요금 정책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유사한 요금 정책에 의해서 그룹 별로
분류할 수 있다.[2]
만약 각 스마트 미터가 유틸리티와 의 통신을 위해
개별적으로 키를 가지고 통신하게 된다면 네트워크
대역폭과 키 연산 값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멀티캐스트 방식을 이용한 그룹 키 통신을
이용하고 AMI Collector 라 명명된 키 관리 서버를
도입한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AMI Collector 는 유틸리티와 스마트 미터 사이에
위치하게 되며, 그것은 스마트 미터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유틸리티에게
전송하게
된다.[3]
AMI
Collector 와 스마트 미터간의 계층 구조는 키 연산
비용과 네트워크 대역폭을 위해 멀티캐스트를 이용한
그룹 키 통신을 하며 이는 Iolus Framework 를 따르도록
한다.[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AMI collector 과 스마트
미터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Dual Secret
Key(DSK)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스마트
미터에서의 키는 제조사에 의해 사전 분배 되며 이
키들은 AMI Collector 에서 공유하는 유틸리티 서버에
등록된다.

II. PROBLEM STATEMENT
스마트
그리드
에서의
유틸리티
서비스는
AMI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소비자의 전력 소비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스마트 미터에서
전송되는 데이터가 공격자에 의해 침해를 받게 되면
유틸리티는 이를 판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침해 사례가 병원,
발전소, 가스 공급소 등에 일어나게 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DSK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DSK 의 키 관리
서버가 되는 AMI Collector 은 전력 망의 특수한
네트워크
상황을
고려하여
공격에
안전하다고
가정하였다.

III. PROPOSED MECHANISM
이번 장 에서는 AMI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멀티캐스트 방법과 보안에 관하여 설명한다. 그림 1 은
AMI 시스템의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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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VALUATION
본 논문의 결과는 Omnet++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림 3 은 전송되는 두 데이터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송된 두
데이터의 유사성이 명확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전송된 데이터가 신뢰성을 잃었음을
판단한다. AMI Collector 는
데이터간 유사성이
떨어지면 이를 유틸리티와 사용자에게 알려 데이터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 <그림 1> 제안된 AMI System
먼저, 모든 스마트 미터들은 제조사에 의해 Secret1 과 Secret-2 를 사용하는 DSK(Dual Secret Key)를
사전 분배 받는다. 이 DSK 는 유틸리티 서버에 등록된다.
스마트 미터가 AMI Collector 에 등록될 때 스마트
미터는 Secret-1 을 이용하여 AMI Collector 에게
인증을
요청한다.
인증
요청이
발생하면
AMI
Collector 는 스마트 미터로부터 받은 Secret-1 을
유틸리티 서버에 전송한다. 유틸리티 서버에서는 전송
받은 Secret-1 을 확인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인증을
수행한다. 인증 과정이 수행되면, 각 스마트 미터들은
요금 혹은 그 외의 그룹 분류 정책에 따라 Sub-AMI
Collector 를 이용, Iolus Framework 에 따라 그룹을
형성한다.
현재 단계까지는
Secret-1 만을 사용하여 통신을
하며 이 키를 이용하여 AMI, Sub-AMI, 스마트 미터간의
그룹 키를 생성한다.
Secret-2 는 스마트 미터의 Join, Leave 혹은 정전과
같이 스마트 미터로부터 오는 데이터의 흐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사용된다. Secret-2 를 이용하여 AMI
Collector 는 스마트 미터로 직접 통신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AMI Collector 는 Secert-1 을 사용하여 SubAMI 에서 받은 데이터와 Secret-2 를 사용하여 스마트
미터와 직접 통신하여 받은 데이터를 비교한다.
두 데이터를 비교하는 과정 동안 유틸리티 서버로의
데이터 전송을 보류하게 된다. AMI Collector 에서 SubAMI 와 스마트 미터에서 받은 두 데이터가 일치하였을
경우 공격이 없었다고 판정하여 데이터 전송을 재개하게
된다. 그림 2 는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제안된 DSK 기법을 통한 신뢰성 판단

IV.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AMI 시스템의 보안을 위해 AMI
Collector 을 제안하였고, DSK 기법을 제안하여 보안을
강화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기법의 효용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제안된 기법은 전력 망이라는
특수한 네트워크 망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복잡한 그룹 내에서의 키 판단
여부와 공격 탐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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