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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에서는 대부분의 기기가 와이맥스와 같은 무선 통신을 사용하는데 음영지역이 발생할 경우 펨토셀이 필요하다. 펨토

셀은 안전적인 통신을 제공하지만 외부에서 무선 송신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 중간자 공격이 발생하기 쉽다. 강제 지연 인터락 

프로토콜은 중간자 공격을 탐지하지만 고정된 지연 시간을 통해 패킷 전송 시간은 일정하다. 본 논문은 평가 함수를 사용하여 

동적 지연 시간 결정을 통해 패킷 전달 시간에 대해 감소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로 인해 제안 기법에서는 지연 시간이 효율적

으로 감소하여 전송 속도를 향상한다.

키워드: IoT, Femtocell, Man in the middle, Interlock protocol, forced latency interlock protocol

I. 서론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사용자의 개입이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상호 작용을 한다. 
IoT 환경에 배치된 수만 개의 IoT 기기들은 기존 통신망(와이맥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음영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기기들이 발생할 수 

있다. 통신의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펨토셀(Femtocell)은 IoT 기기들

이 더 안정적인 통신을 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펨토셀은 외부에서 

무선 송신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자 공격(Man 
in the middle attack)과 같은 다양한 공격에 피해를 받는다. 이러한 

무선 통신에서 발생하는 공격을 감지하기 위해 강제 지연 인터락 

프로토콜(Forced latency interlock protocol)이 제안되었다. 강제 

지연 인터락 프로토콜은 고정된 강제 지연 시간을 사용함으로 거리가 

짧은 기기들 사이에서도 패킷 전송 시간이 일정하다. 본 논문은 평가 

함수를 사용하여 동적 지연 시간 결정을 통해 패킷 전달 시간에 

대해 감소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 기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와이맥스 펨토셀은 무선 통신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락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프로토콜은 일반 무선 통신의 채널 방식에서 

보안 통신으로 설정하여 중간자 공격에서 발생하는 도청을 감지할 

수 있다. 인터락 프로토콜에서는 두 IoT 기기 A와 B가 서로의 공개키를 

교환한 후 데이터를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후 반반씩 나누어 

전송한다. 이후 A와 B는 받은 모든 데이터를 합친 후에 복호화한다[2]. 
하지만 Bellovin와 Merritt는 인터락 프로토콜에서 중간자 공격을 

성공한 사례를 제시하였다[3]. 이후에 제안된 강제 지연 시간 프로토콜

은 인터락 프로토콜과 데이터 전송을 같이하면서 강제 지연 시간을 

추가하여 공격을 감지할 수 있다. 강제 지연 프로토콜에서는 A가 

B에게 데이터를 보낸 후 B는 A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고 고정된 

지연시간 값 이후에 A에게 응답한다. 만약 지연 시간이 넘었을 경우 

공격으로 간주한다[4-6].

III. 제안 기법

기존 기법에서는 고정된 지연 시간을 사용하여 패킷 전송 시간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본 논문은 평가 함수를 사용하여 동적 지연 

시간을 통해 패킷 전달 시간을 결정하여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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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 제안 기법의 평가 함수는 다음과 같다.

 Pr


×

   

식(1)은 지연시간인 가 Distance, Packet Size, Bit rate의 

값으로 지연시간을 구하는 방법이고 Propagation Speed는 빛의 속도

이다. 예시로 Distance가 1000m이고 Packet Size가 100 KB, Bit 
rate가 70mbit/s일 때 지연시간은 3.72 나노 초이다. 제안 기법에서는 

기존 기법에서 고려하지 않은 Packet Size를 고려하여 Packet Size에 

따른 시간을 추가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빠른 속도를 가진다.

IV. 실험 결과

본 장은 기존 프로토콜과 제안 기법을 비교한다. 
 는 16Mbyte이고 는 가정용 펨토셀의 반경 

범위로 20m로 정했다.  는 와이맥스의 평균 전송 속도인 

70mbit/s이다. 

그림 139. 거리에 따른 지연시간 비교

그림 1에 대한 분석 결과 기존 기법에서는 패킷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반경 범위만 고려하기 때문에 반경 범위 내에서는 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와이맥스 펨토셀을 사용하는 IoT 환경에서 중간자 공격은 

두 기기 사이에서 데이터를 도청할 수 있다. 이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 강제 지연 프로토콜이 제안되었지만 고정된 지연 시간을 사용함

으로 패킷 전달 시간이 일정하다. 제안 기법은 평가 함수를 통해 

동적인 지연 시간을 결정하여 효율적인 통신을 한다. 향후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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