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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란 사용자

의 제어에 의하여 동작하는 스마트기기뿐만 아니라 

자원제한적인 센서를 포함한 모든 기기들을 인터넷

과 연결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가트너는 2020년까지 

260억 개 이상의 기기들이 상호 연결되어 다양한 혁

신과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 IoT은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에 활용

할 수 있어 IoT 플랫폼의 개방화, 다양한 이기종 스마

트기기 및 센서의 인터넷을 통한 상호 연결로 인한 

새로운 보안위협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을 대비하여 보안침해

사고의 확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IoT 보안을 위하여 가전, 의료, 자동차 등에 탑재

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인터넷과 연결되는 이종네트

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모바일 앱 등 각종 플랫폼 및 

서비스와 같은 환경의 보안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IETF·ITU-T·ISO와 같은 국제표준단체는 IoT 서비

스 공동플랫폼 개발, 경량 인증/암호화 기술 표준화

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IoT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3, 4, 13].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카·스마트홈·항공기와 같은 주요 IoT 보안위

협에 대하여 분석하고 IoT을 위한 네트워크 표준 확

립에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여 안전한 IoT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향후 연구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암호는 본래 가지고 있는 키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키의 분실이나 손실로 인해 사용자가 자신의 

키(또는 암호문)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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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범죄 수사 등의 적법한 이유로 키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암호가 오용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10].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은 키 

복구기반 방식이다. 키 복구는 합법적 단체가 기기 

오류 또는 악의적인 공격에서 비롯되는 키와 관련된 

데이터의 손실 또는 파괴로부터 키를 복구함으로써 

암호화된 데이터로부터 원래데이터를 복구 할 수 있

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키 복구는 각 특성에 따라 키 

위탁 방식, 캡슐화 방식, TTP 기반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11].

IoT 기기들 중에는 계산 능력이 낮은 단말들도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IoT 환경에서는 효율적이면서

도 안전한 서로 상반되는 목적을 만족시키는 암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모바일 환경을 위하여 공개키 암

호방식을 사용하여 키를 분배하고 분배된 키를 대칭

키 방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IoT 환경도 이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키를 분

실한 경우 정당한 사용자도 암호문을 복호화 할 수 

없거나, 암호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합법적인 수사

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IoT 환경에 연결된 수많은 단말들로부터 유

의미한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발생되는 경우, 키의 분

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은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12].

본 논문에서는 앞서 기술한 IoT 환경 특성에 적합

한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키분배 및 키복구 메커니

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암호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키 복구 기능을 추가하였

으며, 키 복구가 통신단말 한쪽이 일방적으로 키 복

구를 할 수 없는 구조로서 양쪽 모두에게 안전성을 

제공한다. 또한, IoT 환경에 적합하도록 키복구 시 

전송되는 정보가 적어 효율적이다.

2. IoT 환경에서의 보안위협과 보안 고려사항

블랙햇 2014는 세계적인 정보보안 콘퍼런스로서 

2014년 8월 2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이 콘퍼런스를 통하여 ‘모든 것은 해킹 당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으며 스마트카 ·스

마트홈 ·항공기와 같은 주요 IoT에 대한 해킹을 시

연 및 취약점을 제시하였다[5].

IoT은 저사양 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백신, 암호화,

인증 등 보안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Zigbee, Wi-fi,

Bluetooth 등 이종 네트워크 사이에 상호접속을 통하

여 동작하므로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용 확

산이 불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이종 네트

워크 사이 상호접속이 일어나므로 기존 인터넷 환경

에 부합하는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6].

IETF·ITU-T·ISO와 같은 국제표준단체는 IoT

관련 기술 표준화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IETF는  

Fig. 2와 같이 6LoWPAN 워킹그룹을 통하여 IEEE

802.15.4 기반의 센서(Sensor) 네트워크를 TCP/IP

프로토콜 스택에 접목하는 표준화를 진행하였다[7].

하지만 6LoWPAN 워킹그룹의 표준은 IEEE 802.15.4

기반의 센서의 인터넷환경 접목을 목적으로 하였기

에 현재 IoT 환경에 부적합하다.

IETF의 core 워킹그룹에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웹 기반 응용 프로토콜로 CoAP(Con-

Fig. 1. Interent of Things [2].

Fig. 2. 6LoW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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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ed Application Protocol)을 개발해 왔다 [8].

Fig. 3에서와 같이 CoAP은 전송계층 프로토콜로 

UDP 사용을 채택하고 있으며 서버/클라이언트 방식

으로 이벤트 메시지를 전달하며 송수신을 위해 비동

기적 전송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UDP와 같은 

데이터 그램 프로토콜을 사용하므로 한 패킷이라도 

손실될 경우 전체 메시지를 다시 전송해야 한다.

이상의 표준들의 장단점과 IoT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IoT 네트워크 보안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9].

∙기존 네트워크 스택에 부합하는 보안프로토콜 개발

- IoT과 센서네트워크 기술 사이 중요한 차이는 

센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센서들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신하였지만, IoT은 사용자의 제어에 의하여 

동작하는 스마트기기뿐만 아니라 자원제한적

인 센서를 포함한 모든 기기들을 인터넷과 연결

- 기존의 IP 기반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에서 문

제없이 동작하는 보안프로토콜 개발 필요

∙이종네트워크 상호운용성 확보

- IoT은 센서와 스마트기기, 네트워크, 플랫폼(하

드웨어 플랫폼,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특

정 OS 플랫폼등), 웹 서비스, 데이터 분석/예측,

빅데이터 처리,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등

으로 구성

- 이러한 요소 기술은 각각 특정기능을 제공하며,

서로 통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지

만 각 요소 기술에 존재하던 보안 기술의 연동

에 문제 발생 가능

- 특히 이기종 기기의 상호 접속 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의 개발이 필요

∙데이터 압축 기술 개발

- IoT은 자원(CPU, 메모리, 전력 등)이 제한적인 

일상의 사물들과 이들이 연결되는 저전력 네트

워크로 구성

- 인터넷을 구성하는 이종 네트워크 사이에서 데

이터 전송 매체가 전송할 수 있는 최대 프레임 

크기인 최대 전송 단위(MTU)의 차이를 보상하

기 위하여 프레임을 나눠서 송수신하는 단편화 

기능사용

- 단편화 기능은 처리 절차와 수신 장치의 자원 

제한적인 특성(특히 적은 메모리 공간)으로 인

하여 중간자 공격 등 많은 보안위협에 노출

- 단편화를 최소화하고 시간 효율적인 통신을 위

하여 데이터 압축 기술 개발 필요

3. IoT 환경에서 적합한 키분배 및 키복구 메커 

니즘

본 절에서는 IoT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키분배 및 

키복구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10, 11, 12]의 키 복구 

연구들은 앞으로의 IoT 환경에서 요구되는 이동성 

및 멀티홈 확장 등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제안하는 메커니즘은 앞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

신 주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다. 여기서는 4개의 메시지 교환으로 세션키와 그에 

필요한 SA 협상이 모두 이루어지며, 서비스거부 공

격 방지를 위해서는 추가로 2개의 메시지 교환이 필

요하다.

3.1 키복구 정보를 포함하는 키분배 과정

제안하고 있는 키 복구 메커니즘에서 사용될 세션

키-암호화키 Kskr 를 도출하는 SA의 흐름을 나타낸

다. 이 흐름은 키 생성 요청자(A) 응답자(B) 사이에

서 발생한다.

① A→B: ga mod p, crypto offered, nA, [certreq]

② B→A: gb mod p, crypto offered, nB, [certreq]

③ 각각의 A, B : Key = f(nonces, SPIs, gab mod

p) 연산

④ A→B: Key {“A”, sign on ½ msgs, [cert],

Fig. 3. CoAP Protocol S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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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gx mod p}

⑤ B→A: Key {“B”, sign on ½ msgs, [cert], child,

gy mod p}

⑥ A→TTP_A: KTTP-A-pu {x, child }, g, p

⑦ B→TTP_B: KTTP-B-pu {y, child }, g, p

1. ①와 ②의 메시지교환과 ③의 Key 도출은 [10]

의 SA 방법을 따른다.

2. ④ 메시지에서 A는 세션키-암호화 키 도출을 

위한 Diffie-Hellman 키교환을 위해, 개인값 x를 선

정하고 gx mod p 를 기존의 메시지에 추가하여 전송

한다.

3. ⑤ 메시지에서 B는 Diffie-Hellman 개인값 y를 

선정하고 gy mod p 를 A에게 보낸다.

4. A와 B사이의 메시지 교환이 종료된 후, A와 

B는 다음의 방법으로 동일한 세션키-암호화키 Kskr

를 각각 생성한다.

p) modf2(g K xy
skr = (1)

skrKE{SK}C = (2)

(1)에서 f2 함수는 단방향 해시함수이다. 이 해시

함수와 Kskr를 적용할 세션키-암호화 알고리즘은 3

번째와 4번째의 SA인 child 안에서 동시에 협상된다.

(2)에서 A는 세션키 SK를 세션키-암호화 키인 Kskr

로 암호화하여 암호화된 세션키 C=E{SK}Kskr 를 생

성한다.

5. ⑥에서 A 는 세션키의 복구를 위하여, 본인의 

키 위탁 기관인 TTP-A 에게 세션키-암호화키 Kskr

의 재료인 x, child, g, p 를 암호화하여 안전한 형태로 

전송한다. ⑦에서 같은 방법으로 B도 자신의 키 위탁 

기관 TTP-B 에게 y, child, g, p 를 전송하여 위탁한

다.

3.2 키복구 과정

시간이 지난 후 A와 B이 해당 세션의 세션키 SK,

Kskr 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

서, 공공의 목적을 이유로 정부나 그 밖의 다른 권위

기관이 해당 패킷을 복호화하기 위하여 세션키를 요

구할 때에 키복구가 요구될 수 있다. 이때 권위기관

(AP)는 A와 B의 동의하에 TTP-A로부터는 (x,

child, g, p)를, TTP-B로부터는 (y, child, g, p)를 전

송받는다. 그 후 다음의 연산으로 세션키 SK를 도출

하여 키 복구를 완성할 수 있다.

①AP→A, AP→B: Request for agreement
② A→TTP_A: Grant of agreement

③ B→TTP_B: Grant of agreement

④ TTP_A→AP: KAP-pu {x, child }, g, p

⑤ TTP_B→AP: KTTP-B-pu {y, child }, g, p

1. ①에서 AP 는 A, B 각각에게 키 복구를 위한 

요청을 전송한다.

2. ②에서 A는 TTP_A에게, ③에서 B는 TTP_B

에게 키 복구에 대한 허락을 전송한다.

3. ④는 TTP_A가 AP에게, ⑤는 TTP_B 가 AP에

게 키 복구 재료들인 x, y, child, g, p 등을 전송한다.

4. 그후, AP는 다음을 계산하여 세션키 SK를 도출

한다.

skrK

xy
sky

D(C)SK

modp)f2(gK

=

=
(3)

3. 3 제안된 메커니즘의 안전성 분석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커니즘의 안

전성을 분석한다. 제안된 메커니즘은 위탁 메커니즘

을 기반으로하고 있으며, IoT 환경을 위한 세션키 분

배 및 복구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제안하는 메커니즘은 키분배에 있어서 기존의 

IETF 표준을 따르며, IoT 환경의 다른 프로토콜들과 

호환성을 갖는다. 또한 전송되는 정보가 비교적 적어 

IoT 네트워크 환경에 부하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다. 또한 키 복구를 요청하는 정부와 같은 권위기관

은 통신 주체인 A와 B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각각의 키 위탁 기관인 TTP-A, TTP-B 로부터 키 

재료들을 전송받아야 세션키 복구가 가능해진다. 통

신주체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위기관은 

키복구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주체들의 안

전성이 보장된다. Table 1는 기존의 [10, 11, 12] 연구

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커니즘을 비교하고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주요 IoT 보안위협에 대하여 분석

하고, IoT를 위한 네트워크 표준 확립에 고려할 사항

을 제시하였다. 또한 IoT 환경에서 안전성이 확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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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키분배 및 키복구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하

는 메커니즘은, IoT 환경에서 이러한 휴대의 불편함

이 없으면서 기존의 키 위탁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 양쪽의 동

의 없이는 키 복구가 불가능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

는 키분배 및 키복구 모듈을 제공한다.

향후에는 제시한 고려사항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구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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