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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센서네트워크는 편리함을 제공해주며, 생활의 변 을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무선센서네트워크

의 특성상 노출된 상태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계로 악의 인 공격을 받기도 한 쉽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XA270 로세서를 탑재한 임베디드 보드를 이용한 보안시스템을 제시함으로써, 취약

이 있는 보안 분야에 도움을  수 있다.

1. 서론

최근 정부의 IT융합 핵심 요소로 임베디드 소

트웨어가 부상하면서 앞으로 자동차, 가 ,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용될 것으로 상되고 있

다. 국내 임베디드 소 트웨어 생산액도 2010년까지 

연평균 13.3% 성장할 것이라는 장 빛 망이 나오

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 사용하는 휴 화에서부터 

디지털 정보가  제품, 산업용 기기까지 빠지지 않

고 탑재되는 임베디드 소 트웨어는 유비쿼터스 시

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임베디드 시

스템은 무선센서네트워크와 연동하여 다양한 애 리

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한편, 최근 유명 통신사와 자상거래 회사에서

의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돼 주요 뉴스의 이 

되는 등 보안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요한 사

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비록 바 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보안에 한 투자는 돈을 낭비하는 

것쯤으로 인식하는 기업이 많은게 실이다. 비단 

순수 IT분야 이외에 자동차, 조선, 스마트 그리드 등

의 분야에도 철 한 보안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화와 력 그리고 무선센서

네트워크 등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해 PXA270 

로세서를 탑재한 임베디드 보드를 이용한 보안시

스템을 제시한다.

2. 임베디드 시스템과 USN

임베디드 시스템은 특정한 기능에 부합하는 최

화, 소형화, 경량화, 력화, 고신뢰성이면서 네트

워크를 지원하고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운 이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시성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은 표 1과 같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PXA270 로세서는 무선통

신환경의 휴 단말기를 목표로 설계된 32비트 RISC 

로세서 코어인 XScale 구조로 되어있다. 한, 무

선 MMX, 무선 Speed Step을 지원하며, 카메라 

속을 용이하게 하는 퀵 capther-인터페이스를 갖추

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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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

정보가전 세탁기, 냉장고, TV

제어분야 공장자동화, 가정자동화

정보기기 핸드폰, PDA, 스마트폰

네트워크기기 교환기, 라우트

게임기기 가정용게임기

항공/군용 비행기, 우주선, 로켓

물류/금융 ATM, RFID, 물류단말

차량/교통 자동차, ITS

사무,의료 전화기, 수술로봇

[표 1] 임베디드 시스템 응용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은 메모

리, 배터리용량의 제한, 컴퓨  성능의 제약 등 제한

인 하드웨어 자원을 가진 수많은 센서 노드들이 

무선통신으로 거미 처럼 연결된 거 한 네트워크로

서, 디지털 홈  군사 목 으로 활용된다[1, 3]. 

한 센서는 인텔리 트 빌딩의 자동 환기, 무인경비

시스템 는 차량이동장치 등에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센서 데이터의 도

청, 비정상  패킷의 유통, 메시지의 재사용 등의 데

이터 ․변조문제에 취약하다[5, 6, 7].

3. 보안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은 크게 

하드웨어 부분과 소 트웨어 부분으로 구성되며, 인

텔 XScale 마이크로 로세서인 PXA270을 사용하

고, 임베디드 리 스를 운 체제로 포 된다. 그림 1

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안시스템의 구조를 나타

내고 있다.

[그림 1] 보안시스템 구조

임베디드 시스템은 리 스 커  2.4가 포 된 후 

센서네트워크로부터 송되는 센서 데이터를 달하

는 Sensor Control Module과 이들 데이터에 한 

이상여부를 단하는 Security Module이 설치되어

있다. 한,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장할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있다. 임베디드 데이터베이

스로는 embedded MySQL을 설치하여 향후 웹을 통

한 질의를 통해 센서 데이터 검색  달 작업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 Security Module의 작업흐름도

그림 2에서처럼 Security Module은 각종 센서노

드로부터 무선으로 송된 센서 데이터를 읽은 후 

센서노드의 기본정보를 장하고 있는 테이블 정보

와 비교하여 이상여부를 단하게 된다.

항목 크기(byte)

Destination Addr 2

handlerID 1

groupID 1

msg length 1

source Addr 2

Counter 2

Channel 2

Data 20

[표 2] 센서 데이터 패킷구조

 표 2는 센서 데이터의 패킷구조를 나타낸다. 센

서노드의 기본정보는 센서네트워크와 통신 기에 수

집된 데이터를 토 로 장된다. 정상 인 데이터인 

경우에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설치된 임베디드 DB의 

센서 데이터를 한 테이블에 장되지만, 기본정보

테이블에 장되어있는 센서노드 정보와는 다른 데

이터가 송되던지 최근의 송된 10개 데이터의 센

서종류별 평균값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오류 테이

블에 장한 다음 경고 메시지를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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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센서 데이터 처리과정 

4. 결론

최근 정부의 IT융합 핵심 요소로 임베디드 소

트웨어가 부상하면서 앞으로 자동차, 가 ,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용될 것으로 상되고 있

다. 한 홈네트워크  인텔리 트 빌딩 등의 분야

에 필수 인 무선센서네트워크는 편리함을 제공해주

며, 생활의 변 을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무선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상 노출된 상태로 센서 데이터를 수

집하는 계로 악의 인 공격을 받기도 한 보안측

면에서 상 으로 취약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XA270 로세서를 탑재한 임베디드 보드를 이용

하여 센서 데이터 장 측면에서의 보안시스템을 제

시함으로써, 취약 이 있는 보안 분야에 도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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