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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TA 대응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장을 PC,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자동·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팜에서는 RFID, Wi-Fi, ZigBee, Wireless LAN 등 다양한 
ICT 기술들을 이용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원격·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스마트 팜에 설치된 각 디바이스
들은 생육환경 데이터를 TCP/IP 기반의 유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ZigBee, Wireless LAN 등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
를 사용하여 서버에 전송하기 때문에 스마트 팜 환경에서는 기존 정보통신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고 스마트 팜에서의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 인증정보를 스마트 팜의 디바이스에 분산하여 저장하고 복화화하여 인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 Smart Farm, Smart Farm Control, Secret Share, Authentication, Security

Abstract  Recently, the smart farm development using a PC and smart phone to manag the farm for improving 
competitiveness is in progress. In the smart farm, by using the various ICT technology including RFID, Wi-Fi, 
ZigBee, Wireless LAN, and etc., the growing environment of the crop and animals can be managed with the 
remote. By using the network including not only the TCP/IP based wired network but also ZigBee, Wireless 
LAN, and etc., each of the devices installed in the smart farm transmits the growing environment data to the 
server. So, smart farms have information and network security vulnerability. Therefore, we propose the method 
that analyzes the security vulnerability which can begenerated in the smart farm and user authentic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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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ICT 기술을 온실·축사·과수원 등에 목하여 원

격으로 생육환경을 정하게 리할 수 있는 스마트 팜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팜 기술은 

유럽의 농업 선진국을 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 

에서도 네덜란드의 스마트 농업은 세계최고 수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 진흥청을 심으로 ·소 비닐하우

스 심의 국내 시설원  측성에 맞는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1]. 스마트 팜이란 ICT 기술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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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축사·과수원 등에 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

축의 생육환경을 정하게 유지· 리할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한다. 스마트 팜에서 디바이스들은 특정 치에 설

치되어 온도, 습도, CO2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네트워

크를 통해 다른 디바이스나 게이트웨이로 송한다. 스

마트 팜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는 RFID, 센서 노드, 스

마트 기기 등이 있으며, 게이트웨이는 이러한 디바이스

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스마트 팜에서 데이터 송수신은 TCP/IP 기반의 

유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ZigBee, Wireless LAN 등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한다[2].

그러므로 스마트 팜 환경에서는 기존 정보통신 환경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 들을 가지고 있다. 스마

트 팜에서는 기존 농장 리와는 달리 온도, 습도, CO2 

등의 생육환경 데이터를 자동으로 컴퓨터에 장하고 

리하기 때문에 공격자는 보안 취약 을 이용해 스마트 

팜 시설의 온도, 도, 수, 배수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

여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스마트 

팜 시설을 해킹하여 스마트 팜 환경 제어 시설을 공격하

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스마트 팜에서 보안 취약

은 공격자가 한번 인증에 성공하게 되면 스마트 팜의 모

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보안 문제

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스마트 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 에 해 분석하고 스마트 팜

에서의 사용자 인증 방법을 제안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2장에서는 스마트 팜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술에 해 분석하고 3장에서는 

스마트 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 에 해 분석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보안 취약 을 

극복할 수 있는 사용자 인증 방법을 제안하고 5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2. 스마트 팜에서의 네트워크 기술

스마트 팜이란 ICT 기술을 온실·축사·과수원 등에 

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정하

게 유지· 리할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한다. 스마트 팜에서

는 IoT(Internet of Thing) 기술[3, 4]을 이용하여 온도, 

습도, CO2 등의 생육환경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생육환경

에 최 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어할 수 있

다. 스마트 팜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들은 생육환경 데이

터를 획득하여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센서들을 리

하는 게이트웨이로 송한다. 스마트 팜에서 센서가 생

육환경 데이터를 달하기 해 사용하는 유·무선 네트

워크는 유선의 경우에는 IEEE802.3, PLC, RS-232C 등을 

사용하고 무선의 경우에는 IEEE802.15.4, IEEE802.15.4e, 

IEEE802.11n 등을 사용한다. 스마트 팜에서 생육환경을 

제어하기 해서는 각 시설별 제어 장비가 있으며, 최

의 생육환경을 제공하기 해 정보 리시스템이 포함되

어 있다. [Fig. 1]은 시설원  분야 스마트 팜 구성을 보

여주고 있다[5].

[Fig. 1] Example of Smart Farm

2.1 ZigBee

ZigBee는 낮은 가격과 력 소비량 때문에 스마트 팜 

같은 근거리 통신에 합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다. 

ZigBee는 반경 100m 안에서 250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송할 수 있고, 네트워크 구성을 그물형(Mesh)으로 할 

경우, 한 개의 무선 네트워크에 약 65,000개의 디바이스

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 팜에 설치된  여러 

센서들은 Zigbee를 이용하여 생육환경 정보를 송할 수 

있다. 한 ZigBee는 낮은 력을 사용함으로 일반 으

로 배터리 사용 기간이 최  2~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 ZigBee 네트워크는 일반 으로 ZigBee 

Coordinator, ZigBee Router, ZigBee End Device로 구성

된다. ZigBee Coordinator는 네트워크 트리를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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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네크워크와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

라 보안키 장 등 네트워크의 정보를 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ZigBee Router는 다른 디바이스로부터 들어오

는 데이터를 달하는 계라우터 역할을 수행한다. 

ZigBee End Device는 ZigBee Coordinator 는 ZigBee 

Router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6,7,8,9,10]. [Fig. 

2]는 ZigBee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성 시 이며, <Table 

1>은 ZigBee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ZigBee Network

Classification 2.4GHz 868MHz 915MHz

Data Rate 250Kbps 20Kbps 40Kbps

Channel 11∼26Channel 1Channel 10Channel

DSSS 32-chip PN codes 15-chip PN codes

Chip Modulation O-QPSK BPSK

Symbol Rate 62.5Ksym/s 20Ksym/s 40Ksym/s

Chip Rate 2.0Mchips/s 300Mchips/s 600Mchips/s

Sensitivity -52dBm -92dBm

RF Linearity -10dBm(IIP3), -4dBm(Output PldB)

Transmit Power 0dBm(1mW)

Adjacent Channel 

Rejection
0dB

Altermating 

Channel Rejection
30dB

<Table 1> characteristic of ZigBee

2.2 Wireless LAN

Wireless LAN은 무선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며 1997년부터 IEEE 802.11 그룹

에서 표 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Wi-Fi Alliance에

서는 IEEE에서 제정한 Wireless LAN 표 을 만족하는 

장치에 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Wireless LAN은 공공 주 수 역을 사용하므로  

사용료 지불  송출 허가가 불필요 하고 무선 AP의 가

격이 렴하여 단기간에 구축하기 합하다. 한 사용

자 입장에서도 기존 이동통신 네트워크보다 빠른 속도와 

렴한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단말 기기에서 데이터 송을 한 

필수 기술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스마트 팜에서도 데이

터 송을 해 많이 사용하고 있다. <Table 2>은 

Wireless LAN 기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11].

Wireless LAN Frequency Band Speed

802.11 2.4GHz 2Mbps

802.11a 5GHz 54Mbps

802.11b 2.4GHz 11Mbps

802.11g 2.4GHz 54Mbps

802.11n 2.4/5GHz 540Mbps

<Table 2> characteristic of Wireless LAN

[Fig. 3] Network and Process of Wireless LAN

Wireless LAN은 IBSS(Independent Basic Service Set), 

BSS(Basic Service Set), ESS(Extended Service Set)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IBSS는 Wireless LAN 

Device간의 통신이 직 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이

다. BSS는 AP(Access Point)를 이용하여 통신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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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네트워크이며 ESS는 여러 개의 BSS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Fig. 3]은 Wireless LAN에서

의 네트워크 구조와 기본 인 동작 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12].

3. 스마트 팜에서의 보안 위협

스마트 팜에서는 온도, 습도, CO2 등 생육환경에 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공격자는 네트워크

를 통해 공격 상 농장의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

다. 그리고 공격자는 공격 상 농장의 온도, 습도, CO2 

등을 원격으로 제어어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여 공격

할 수 있다. 스마트 팜이 많이 보 되어 있는 유럽에서는 

공격자가 원격제어를 해킹하여 농장의 온도, 수, 사료

공  등의 생육환경 정보를 변경하여 농장에 피해를 주

려는 시도가 있었다. [Fig. 4]는 스마트 팜 서비스에서의 

보안 을 보여주고 있다[13].

[Fig. 4] Security Vulnerability of Smart Farm

스마트 팜에 설치된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고 

제어하기 해서는 다양한 IoT 기술들이 사용된다. 그러

므로 스마트 팜 환경에서는 기존 정보통신 환경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보안 들을 가지고 있다[2, 14]. 본 에

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거부 공

격 취약 을 이용한 공격과 재 송 공격 취약 을 이용

하여 인증 권한을 획득하여 스마트 팜의 제어 시설을 공

격할 수 있는 취약 에 해 분석한다.

3.1 서비스 거부 공격 취약점

스마트 팜에 설치된 센서들은 서비스 확인, 치 확인 

등을 해 게이트웨이를 통해 원격지에서 연결 요청을 

수행한다. 공격자는 이러한 을 이용하여 비인가 센서

를 설치하여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데이터나 네트

워크 트래픽을 발생시켜 정상 인 서비스를 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의로 량의 연결 요청을 수행하거

나 확인 응답을 송하여 센서의 자원을 소모시킬 수 있

다. 결국 스마트 팜에 설치된 센서들의 력을 지속 으

로 소모시키기 때문에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해 공격자는 컨트롤러를 이

용해 다수의 좀비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공격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격자의 치와 구체 인 발원지를 악하기가 

어렵다. [Fig. 5]는 스마트 팜에서의 서비스 거부 공격을 

보여주고 있다.

[Fig. 5] Denial of Service Attack Vulnerability

3.2 재전송 공격 취약점

공격자는 스마트 팜의 무선 구간을 스니핑(sniffing)하

여 트래픽을 가로채 사용자 ID, EAP ID, 챌린지 난수, 

MD5 응답 값을 사 으로 만든다. 공격자는 사 으로 만

들어 놓은 사용자 ID를 이용하여 인증을 시도하고 인증

을 해 EAP-Response/Identity 메시지를 송한다. 그

리고 서버에서 송한 EAP-Request/MD5 챌린지 값을 

사 을 이용하여 일치하는 값을 찾아 인증을 시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격자는 스마트 팜 인증 권한을 획득

한 후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Fig. 6]은 스마트 팜에서

의 재 송 공격을 부여주고 있다.

[Fig. 6] Replay Attack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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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팜에서 보안 위협 대응 방법

스마트 팜 서비스를 사용하기 해서는 먼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 후 생육환경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제어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 팜에서 PC, 스마트 폰

에서 사용자 인증을 해 사용하는 인증정보(ID, 

Password)는 공격자가 탈취당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 

팜에서는 한 번의 사용자 인증으로 스마트 팜에 설치되

어 있는 다수의 센서, 제어기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보안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 인

증정보 값을 Shamir의 t-n 비 분산 기법[15]을 이용하

여 스마트 팜을 구성하는 디바이스에 분산하여 장하여 

사용자 인증정보의 일부가 탈취되더라도 인증에 사용할 

수 없는 인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Shamir의 비 분산 

기법(t,n)에서 t, n은 사용자의 인증정보를 n개의 비 조

각(secret share)로 나 어서 각기 장하 다가, t개 이

상의 비 조각으로 사용자의 인증정보를 복호화 할 수 

있는 기법이다. 

먼  스마트 팜에서 사용자 인증정보인 ID, Password

를 분산시키기 하여 사용자 인증정보  ⊕

를 생성한다. 그리고 사용자 인증 정보 K를 n개로 분산시

키기 해 임의의 t-1차 Lagrange 다항식 

       를 생성한다. 

이때 a, b, c …와 K는 상수이고, ≤ ,  는 

소수이다. 각각의 비 조각(secret share)를 계산하고 

  의 값으로 나 어 장하면, 

∈          와 같이 사용자 

인증 정보 K가 스마트 팜의 디바이스(Device 1, Device 

2, … Device N)에 분산 장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스마

트 팜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 분산된 사용자 인증정

보 K를 복호화 하기 해서는 t개의 비 조각이 필요하

다. 그러므로 최소 t개 이상의 서버에서  을 

수집한다. 그리고 라그랑지 보간법(Lagrange Interpolation) 

 ′  
  



 ∙ 
    ≠ 



  

 
을 이용하여 사용자 

정보를 복호화 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 [Fig. 7]은 

제안하는 스마트 팜 환경에서의 사용자 인증 방법을 보

여주고 있다.

[Fig. 7] Proposed User Authentication in Smart 
Farm

제안 방법에서는 사용자 인증정보 K를 사용하기 때문

에 ID가 유출되어도 인증에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용

자 인증정보 K를 분산하여 장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사

용자 인증정보 K 일부를 획득하더라고 인증을 할 수 없

다는 장 이 있다. 공격자는 재 송 공격과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해 스마트 팜에 근하기 해서는 t개 이상의 

디바이스에서 비 조각을 획득해야하기 때문에 재 송 

공격과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할 수 있다.

5. 결론

우리나라는 FTA에 응하기 하여 농업 경쟁력 향

상과 수출산업 발 을 해 ICT 융·복합 용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팜 확

산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형 스마트 팜을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 팜에서는 ICT 기술을 이용하여 생육환경에 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제어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스마트 팜 

서비스 인증 과정에서 여러 보안 취약 을 가지고 있다. 

논문에서는 스마트 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

을 극복하기 해 사용자 인증정보 K를 스마트 팜 디바

이스에 분산하여 장하고 복화화 하여 인증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 방법에서 공격자가 사용자 인증정보 K

를 일부 탈취하더라고 t개 이상의 비 조각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 인 인증을 방할 수 있다. 제안 방법

을 이용하여 스마트 팜에서의 보안 사고를 방할 수 있

으며 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IoT 인증 서비스에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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