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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미터링 보안기술 분야

(1) 스마트 미터링 보안 개요

① 스마트 미터링과 개인 정보

스마트 미터링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최신의 ICT를 활용하

여 시간대별로 수집된 에너지 소비정보를 통해 에너지 사용

을 효율화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그림 1은 국내 가정에서 

사용하는 5종(전기, 가스, 난방, 온수, 수도)의 계량정보를 시

간대별로 도식화된 사례로, 여기서 이 정보가 갖고 있는 여러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내외에서 추진되었던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큰 이슈 중 하나는 사이버 테러로 인한 대규모의 정전 

사태(블랙아웃)에 대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이었다. 

반면, 유럽 등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스마트 미터링 사업

은 미래 에너지 신산업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위한 에너지 IT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에너지 서비스 관점에서 프로슈머 및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스마트 미터링 보안 요구

사항 및 보안기술에 대한 최신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스마트 미터링과 관련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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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여러 종의 계량정보를 시간대별로 도식화하여 표시

함으로써 사용자별로 에너지 사용 패턴과 동시간대 이종(異

種) 에너지 간 상관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내 전기요

금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누진제를 

적용하는가?

정용의 경우, 일정 단계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다

른 에너지에 비해서 고가의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따

라서, 스마트 미터링 기술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에너지 자원별로 수요 관리 및 부하의 분산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에너

지 소비 패턴 정보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취약

성이다. 제시된 그림과 같이 전기의 경우는 다른 에너지 소

비와 비교해서 그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도와 가스, 난방 등은 소비자의 이용 패턴이 그래프 상으

로 확연히 드러난다. 여름 휴가철에 외부에 설치

된 계량기 눈금을 통해 빈집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 미터링을 통해 디지털로 표현되

는 시간대별 계량정보는 미터 ID와 집 주소(동, 

호수 등)와 결합이 된다면 개인정보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위 정보가 쉽게 노출이 된다면 개

인정보 유출로 이어져 소비자 생활패턴 노출 및 

주거 침입, 실시간 감시 등 원치 않는 문제에 봉

착할 수 있다. 

과거 개인정보(프라이버시)는 소극적 개념의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권

리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스마트 기

기의 보급으로 인하여 적극적 개념의 개인정보

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미터링을 통한 실시간 에너지 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그림 1. 스마트 미터링 서비스 예
(국내 5종 계량기 시간대별 검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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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단위의 보급사업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려되었던 보

안체계를 표준과 시험인증을 통해 정비하고, 2017년부터 다

시 추진될 전망이다. 그림 5는 독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미

터링 인터페이스를 제시한 것으로, 전기 미터를 중심으로 가

정용 에너지관리(HEMS) 영역(P1)과 수도, 가스 등 설비 미

터와 연결되는 P2, 유틸리티 또는 미터링 사업자와 연결되는 

P3(또는 P03))로 구분된다. 

인터페이스별로 다른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도, 정보의 상호 

운용을 위해서 IEC 62056에 정의된 표준 COSEM 인터페이

스 클래스를 이용하고 있다. P1 소비자 연결 인터페이스는 일

비정보는 수요반응사업자(D/R) 등 에너지 소비

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에 의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노

출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스마트 미터링 

보급사업의 경우, 사업의 초기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영향분석(PIA1))을 통해 시스템 도입 단계부

터 개인정보를 고려한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도

록 되어 있다. (PbD, Privacy by Design2))  

② 스마트 미터링과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홈

스마트 그리드에서 스마트 미터링 분야는 프

로슈머 및 태양광, EV 충전,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기기 등 에너지 신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연결되는 IT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와 같이 스마트 그리드의 전체

적인 위험(Risk)를 줄이고, 미래 스마트 미터링

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보안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럽 독일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스마트 미터

1)   Privacy Impact Assessment : 개인정보영향분석, 개인정보영향분석을 위한 
DPIA Template 가이드 문서를 안내하고 있으며, https://ec.europa.eu/energy/
en/test-phase-data-protection-impact-assessment-dpia-template-smart-
grid-and-smart-metering-systems 참고하기 바란다.

2)  PbD(Privacy by Design) :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https://www.enisa.
europa.eu/publica tions/privacy-and-data-protection-by-design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3)  P3와 P0 인터페이스의 차이점은 현장에서 PDA 등 장치를 통해 
직접검침하는 경우(P0)와 원격으로 RF, PLC, GPRS와 통신을 통해 검침(P3)
의 경우로 나뉜다. 

그림 2. 스마트미터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출처 : Smart Grid Awareness/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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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한다.

③  스마트 미터링 보안 - 에너지 객체를 담다 

지난 회에서는 국제 표준, IEC 62056 DLMS/

COSEM의 개념과 주요 특징들을 소개하였다. 

다양한 통신 방식에서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개인정보 

반적인 이더넷 또는 다양한 통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IHD(표시장치) 또는 G/W와 연결되어 다양한 디바

이스에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유럽 DELTA verbindt사의 스마트 미터링 서비스 사례의 경

우, P1을 통해 전기는 매 10초, Gas는 5분 단위의 계량정보

를 실시간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에 

위치한 수용반응사업자(D/R) 또는 ESCO 사업자 등에 정보

그림 3. 스마트 미터링과 관련된 에너지 신산업 서비스 및 기기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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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마트 그리드 수용가에서 보안 이슈(기기 연결 수 증가에 따른 Risk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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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한다. 표준에서는 논리적 디바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상호 인증(Authentication) 방법6)과 논리적 디바이스 내에 포

함된 에너지 데이터 객체의 속성정보에 대한 읽기, 쓰기 또는 

메서드(동작) 실행에 대한 사용자 또는 역할별로 접근권한을 

정의할 수 있다.  

국내외 스마트 미터를 활용하는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COSEM 데이터 객체는 시간, 계량, 전력품질, 스위치제어, 

통신 등 보통 적게는 수십 개에서 2~3백개를 데이터를 규격

화하고 있다. 하나의 물리적 디바이스는 보통 전력량계 또는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으며, 그림과 같이 서비스 사업자 또

는 이해 관계자에 따라 역할에 맞는 에너지 객체를 논리적으

로 그룹핑하고, 권한에 맞는 인증 방법과 에너지 객체에 대

한 접근제어(읽기/쓰기, 실행)를 정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정

보의 남용을 방지하고, 서비스별로 적합한 데이터를 논리적 

디바이스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계량정보를 보

호하고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물론, ECDSA 인증서 기반 상호 인증 과정과 키 교환 과정

(ECDH)을 통해 생성되는 보안 세션 키 또는 사전에 정의된 

보안키(AES128 또는 ARIA128)를 사업자별로 고유의 값과 

보안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상호인증과 통신구간에 대한 보

안을 제공함으로써 계량정보 전달에 대한 기밀성 및 무결성

을 달성한다. 

보호 및 전기, 가스, 수도, 난방 등 에너지의 통합 

모델과 ESCO, D/R(수용반응) 등 에너지에 대한 

제3자 서비스 사업자에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스마트 미터링 인터페이스

와 통신 기술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 및 에너지 

데이터 객체에 대하여 그림 6과 같이 논리적 디

바이스(Logical Device)와 SAP4)를 통해 제공된

다. 마치, 논리적 디바이스라는 가방에 원하는 에

너지 객체를 담는 것과 같이 서비스에 필요한 데

이터를 구분하여 논리적 디바이스로 매핑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고객, 중개자, 유틸리티 등 서비

스 참여자의 역할에 따른 데이터 접근제어(RBAC5))

4)  SAP : Service Access Point

5)  Role Based Access Control 

6)  DLMS 표준에서는 최신 보안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상호 
인증 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패스워드 기준의 LLS(Low 
Level Security) 및 AES128-GCM, ECDSA를 활용한 HLS 
(High Level Security)를 정의한다. 

그림 5. EU 스마트 미터링 인터페이스 사례              
(통합 검침 및 양방향)

Internet connection 

Customer
responsibility

Utility 
responsibility

Liability limit

 IPv4
IPv6

 P2

P1 P0
P3

HAN network 

그림 6. DLMS/COSEM의 논리적 디바이스를 통한
에너지 객체에 대한 접근제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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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네트워크 상에서 유일한 개체의 식별체계

를 가져간다. 

앞에서 설명했던 논리적 디바이스에 대한 접

속 지점인 SAP과 Logical Device Name(LDN)

을 Management 디바이스에 정의함으로써 논리

적 디바이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각 논리적 디바이스에 정의된 보안에 따라 적

절한 상호 인증 과정을 통한 에너지 객체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접근이 가능하다. 

-  클라이언트(IP 주소 : 192.168.0.21, SAP 

: 01), 712 : UDP 포트)

-   서버-스마트미터  

(IP 주소 : 192.168.0.45, SAP : 11, ...)

-  서비스 요청 > (192.168.0.21:712-01)  

▶ (192.168.0.45:712-11) 

(2) 스마트 미터링 보안 - DLMS/COSEM 표준의 이해

 

① 식별 및 주소 체계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까지 스마트 미터링 통신과 보안에 

대한 IEC 62056 DLMS/COSEM 표준 기술에 대하여 소개 

하였다. 최신 표준 규격에 정의된 모델 및 사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최신 표준 규격에서는 3rd Party에 대한 모델을 그림 7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전 DLMS 규격에서는 통신 개체에 대

한 식별을 통신 미디어의 주소 체계를 활용하였다. 

(예 : HDLC MAC, IP Address 등) 그러나 최근 사물인터

넷(IoT)의 등장 및 스마트 미터링 접속기기의 증가, 외부 서

비스 사업자의 연계 등 서비스의 확장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기에 대한 식별체계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

이 시스템 타이틀(System Title)로써 전체 8바이트로 구성되

며, 3바이트의 제조사 코드와 5바이트의 일련번호를 통해 시

그림 7. 다양한 에너지 객체를 논리적 그룹과 보안을 적용한 스마트 미터링 모델링

물리적 디아비스 : 스마트 미터 또는 게이트웨이

전기

가스, 난방, 수도 등

P3 : 유틸리티

 P1 : ESCO, D/R 

P1 : 소비자

P2 : 설비 미터

전력량
계량

전력량
계량

전력량
계량

가스
계량

수도
계량

난방
계량

전력 판매 
정보

전력
품질

통신
셋업

M
easuring
Raw
D
ata 

보안 접근 수준 : 높음

보안 접근
수준 : 높음

보안 접근
수준 : 높음

보안 접근 수준 : 높음

보안 접근 수준 :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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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그림 8과 같이 Assocation LN을 적용한다. 속성 1의 

OBIS 코드를 수록하며, 2는 논리적 디바이스에 대한 COSEM 

객체를 담고 있으며, 객체에 대한 클래스 ID, Logical name 

②  논리적 디바이스 연결 및 통신을 위한 

Application Association

논리적 디바이스를 정의하는 인터페이스 클래

그림 7. DLMS/COSEM 서비스 모델(식별 및 주소 체계)

그림 8. 논리적 디바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AA 인터페이스 클래스

Third party - client messages

Third party
 "DLMS/COSEM aware" 

client user

System title

DLMS/COSEM client #n 

DLMS/COSEM client #1 System 
title 

client AP #1

DLMS/COSEM application layer

SAP SAP SAP

Supporting layer e.g. 
TCP/UDP wrapper / LLC / HDLC

 Intermediate layers

MAC
MAC

MAC layer MAC layer

 Physical layer  Physical layer

DLMS/COSEM server
System title

Server AP #1
Logical

Device Name

DLMS/COSEM application layer

Supporting layer e.g. 
TCP/UDP wrapper / LLC / HDLC

Intermediate layers

Server AP #n 
Logical Devic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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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교환한 후 세션을 

끊기 위해서 AA Release 과정을 거친다.  

③ AA 인증 보안 메커니즘 이해

마지막으로 스마트 미터링에 정의된 DLMS/

COSEM 보안을 이해하기 위하여 암호 계산 프

로그램을 무료로 제공7)하오니, 아래 예제와 같

이 표준에 예시된 예제를 직접 수행하면 보안함

수에 관련된 입력/출력값, APDU 구성 등 관련

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맺음말

최근 파리기후협약회의(COP21)를 통해 에너

지 신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신기후 체제에 돌입하였다. 원자력, 

(OBIS 코드), 접근권한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LDN에 접근

하는 클라이언트의 SAP 정보를 담고 있어, 현재의 통신과정

에서의 세션을 관리할 수 있다. 논리적 디바이스에 대한 상호 

인증을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이 최초 접속 시 구현되어야 하

는 보안 메커니즘과 보안 기능 구현을 위한 Security Setup 

인터페이스 클래스에 대한 참조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정의된 논리적 디바이스에 대한 통신과정은 그림 

10과 같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Application Association은 

앞에서 정의되었던 에너지 데이터 객체에 접근하기 위한 과

정(COSEM-OPEN)으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상호 인증을 전제로 하며, 기본적인 보안 컨셉은 상호 난수를 발

생시켜 전달하여, 그 난수에 대한 상대방 간 공유된 비밀 키를 

이용하여 암호학적 기법을 통하여 생성된 비밀 메시지를 다시 

교환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HLS Authentication) 이를 

통해 2단계에서는 에너지 객체에 대하여 정보 읽기(Get), 정

보 쓰기(Set), 메서드 실행(Action)에 대한 DLMS 메시지를 암

호화된(Protected) 방식으로 상호 암호화고, 복합화하는 과정

을 통해 통신 구간에 대한 기밀성 및 무결성을 확보한다. 

그림 9. COSEM-OPEN을 하기 위한 Application Association 절차 

7)  contact point : isyang@ktc.re.kr 계량정보기술평가팀 양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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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등 기존의 발전시설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분산전원이 확대되는 에너지산업의 생태계의 변

화에 따라 스마트 미터링을 통한 수평적 정보 흐

름 체계의 확산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실시간

으로 엮는 중요 에너지 신산업으로 확산될 것으

로 예상되며, 특히 서비스 산업 측면에서의 스마트 미터링 

보안은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과 아울러 소비자의 신뢰도 제

고, 신규 서비스의 안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필수 요소로써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1. DLMS AES128-GMAC 계산기를 이용한 상호인증 과정 예제의 결과 확인 (id=5)

그림 12. DLMS ECDSA 계산기를 이용한 상호 인증 과정 예제의 결과 확인 (id=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