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이용한 IoT 다단계 인증 시스템  139

  

1. 서  론1)

IoT(Internet of Things)는 각종 센서가 부착되어있는 사

물에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로 스마

트 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 스마트 홈 등에 용되어

지며, 연결 사회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1]. 그러나 IoT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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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 한 용은 생 가능한 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

제로 기존의 인터넷에 비해 훨씬 더 리 정보 보안 험을 

분산할 수 있다[2, 3]. 

IoT 환경에서는 기기에 한 인증  권한 리가 보안

에 한 응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근 권한 리 

상 객체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토큰 기반 근제어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4-7]. 그러나 기존의 IoT 기반 권한 리 시스

템은 부분 앙 서버를 통해 권한 리가 처리되고 있어, 

앙 서버의 보안이 취약할 경우 네트워크 체의 보안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앙 통제의 기능은 최소화하고 

기기 자체의 보안 처리는 경량화하여 분산된 환경에서 사물 

간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블록체인 기

술이 IoT를 한 보안 이슈로 두됨에 따라, IoT 환경에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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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체인을 통합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8-10].

본 논문은 앙 서버 기반의 인증 시스템의 문제 을 해결

하기 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기반 인증 기술이 결합된 

다단계 인증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술은 경량화된 IoT 

환경에 합한 인증 기술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다수의 게

이트웨이들이 인증 정보를 공유하고, 인증 토큰을 발 하여 

상호 인증을 수행한다. 인증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

산 공유함으로서 인증 토큰에 한 무결성을 보장하고 모든 

게이트웨이들이 인증 토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IoT 노

드는 한 게이트웨이로부터 인증 토큰을 발 받음으로써 블록

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다른 게이트웨이로부터 재인증을 수

행하지 않고 기존 발 받은 토큰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네트

워크 내 게이트웨이와 인증을 지속 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 

번의 인증만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다른 장치에 해 재

인증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증 기능을 강화하기 하여 기

기 인증과 메시지 인증으로 구성된 다단계 인증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IoT 환경의 디

바이스 인증 기술, 토큰 기반 근제어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

에 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토큰 기반 IoT 다단계 인증 시

스템의 구성  각 모듈에 해 제시하고, 4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 구 , 간자 공격 시나리오를 용한 시뮬 이션  

시스템 보안성 검증 결과를 보여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추후 연구방향에 해 제시한다.  

2. 련 연구

2.1 IoT 디바이스 인증  식별기술

IoT는 다양한 기술을 융복합 으로 사용하므로 보안 취약

성  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IoT를 구성하는 각 요소 기술

마다 존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각 요소에 한 보안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oT 서비스의 여러 보안 이슈 에

서 IoT 디바이스에 한 인증  식별기술에 해 살펴본다.

IoT 환경에서는 악의  역할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로 인하

여 오동작 혹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

기 해 디바이스에 한 인증  식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IoT 디바이스에 한 인증  식별을 해 사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방법, 아이디·패스워드를 이

용하는 방법, 그리고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과 같

은 식별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인증서를 이용한 

인증 기술은 강력한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 장 이 있지만 복

잡한 암호 처리를 필요로 하므로 자원이 제약 인 디바이스

에는 제한 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으며 인증서를 활용하기 

해서는 인증기 과 같은 제3의 신뢰기 이 필요하다. 아이

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한 방법은 인증서를 이용한 인증기술과 

비교하여 단순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 이 있는 반면 

리의 어려움과 안 도에 있어서 보안 취약 이 발생한다. 

이에 인증 정보의 리가 용이하고, 로세스는 경량화된 

인증 토큰을 사용한 디바이스 인증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2.2 토큰 기반 근제어 기술

IoT와 같이 개방되고, 범 한 컴퓨  환경에서는 확장성

의 문제, 장치들의 리의 문제, 유연성 있고 쉬운 권한 임의 

문제를 고려하여 capability 토큰 기반 근제어 기술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7]. 특정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

한을 요청 시 토큰을 발 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념으로

써, 서버가 객체에 한 주체의 권한을 Capability 토큰으로 정

의하고 주체에게 부여한다. 주체는 근 요청 시 서버에게 부

여 받은 Capability 토큰을 달하여 객체에 한 근 여부를 

결정한다. 토큰의 유효성 검증만으로 객체에 한 근 여부를 

결정하여 근 제어 로세스의 경량화를 제공한다. 기발행된 

Capability 토큰의 재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주체에게 Capability 

토큰의 임이 가능하다. 토큰 내에 주체의 권한 자격을 매우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는 것이 장 이며, 이를 기기의 인증 정

보를 장하는 인증 토큰으로 용하고자 한다.  

2.3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 의 

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

로 기록하고 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은 가상화

폐의 하나인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사용되는 일종의 디지

털 분산 원장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에서 각 블록은 헤더 부분과 바디(boby)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헤더 부분의 이  블록의 해시값을 가지고 

논리 으로 체인으로 연결된다. 구성원들 간에 거래가 이루어 

질 때마다 해당 거래 정보에 한 블록을 생성하여 모든 구성

원들에게 로드캐스 한다. 송된 블록은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 단계를 통하여 유효성을 검증받고. 유효성이 

검증된 블록은 기존의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공유된다[11]. 블

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사용되는 PoW는 네트워크의 노

드들이 특정한 해시 값을 찾기 해 경쟁하고 특정 노드가 해

시 값을 찾는데 성공하면 블록이 생성된다. 해시 연산의 특성

상 역산이 어렵기 때문에 값을 변경하여 단순 연산을 반복하

면서 해시값을 찾게 된다. 경쟁하는 각 노드들의 차등은 없으

며 각 노드가 가진 컴퓨  워로 연산 경쟁을 한다[12]. 이로 

인해 다수의 장치를 가지거나, 다수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군가로 인한 변조를 피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갖기 때문에 충

분히 많은 참여자를 포함한 분산 인 라에 합하다.

비트코인이 채택한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참

여에 한 제한이 없어 구나 활동할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리하는데 많

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문제, 요 내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문제, 느린처리 속도와 거래자의 익명성 등 여러 가

지 단 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 안으로 라이빗 블록체

인 기술이 부각되고 있으며, 신뢰성이 검증된 상자만 참여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이용한 IoT 다단계 인증 시스템  141

  

하도록 폐쇄 으로 네트워크를 운 하는 블록체인이다. 

본 연구에서의 블록체인은 허가된 게이트웨이  인증 토

큰을 발행받은 노드들로 분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라이빗 

블록체인인 허가형 분산원장의 형태로 구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분산된 데이터 장소로서 경량화된 IoT

를 한 보안 이슈로 두됨에 따라, IoT 환경에 블록체인을 

통합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8-10]. 

A. Dorri[8, 9]는 스마트 홈 환경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IoT 디바이스의 근제어룰 수행하고 있으며, 스마트 홈내의 

IoT 디바이스들에 한 근제어 정책과 트랜잭션을 블록으

로 구성하여 로컬 블록체인으로 연결한다. 이 연구에서는 스

마트 홈 마이 가 연결된 IoT 디바이스의 모든 정책을 리

하고 있으며, 로컬 블록체인을 통하여 내부의 IoT 디바이스

에 한 보안과 라이버시를 제공하고 있다. 

A. Ouaddah[10]는 사물인터넷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근

제어를 제안하 으며 AMP(Authorization Management Point) 

역할을 수행하는 Wallet이 연결된 디바이스의 근 제어 

련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이를 네크워트에 분산 공유하여 트

랜잭션을 검증한다. 이 연구에서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의 모

든 근제어 정책을 트랜잭션의 형태로 장하는 분산된 데

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기반 인증 기술을 결

합하여 기기에 한 인증 정보를 장하는 인증 토큰을 사용

하여 기기 자체의 보안 처리는 경량화하고 인증 정보를 블록

체인 네크워크에 분산 공유함으로써 앙서버의 역할을 분산

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토큰 기반 IoT 다단계 인증 시스템

기존의 IoT 환경에서 토큰을 이용한 인증 방식은 앙 서

버를 통해 토큰을 발 하고 리하는 앙 집 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앙 서버의 보안이 취약할 경우 체 시스템의 

보안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아, 

앙 서버에 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체 시스템

의 운  상 어려움이 생기므로 확장성이 특징인 IoT 환경에

서는 앙 집 인 시스템이 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원장인 블록체인을 용하여 앙 집

인 인증 리를 분산화하고, 인증 정보를 공유하는 IoT 

환경에 합한 인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구성한 

토큰 기반 IoT 다단계 인증 아키텍처는 Fig. 1과 같다. 

Fig. 1은 앙 서버를 신하기 해 다수의 게이트웨이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토큰 정보를 공유하고 IoT 

노드에게 인증 토큰을 발 하여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시스

템 구조를 나타낸다. 블록체인을 용하여 인증 정보는 네트

워크의 각 게이트웨이에 로드캐스  되고, 검증 과정을 거

친 후 블록체인에 공유되므로 인증 토큰에 한 무결성과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 IoT 노드는 이후 근 시 인증 

토큰 재발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기존 발 받은 토큰을 이

용하여 다른 게이트웨이들과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제안한 시스템은 토큰 기반 IoT 다단계 인증 기능을 수행

하기 해 등록 모듈, 1단계 인증 모듈, 2단계 인증 모듈로 구

성된다. 등록 모듈은 기기 인증을 한 인증 토큰을 발 하

고, 인증 토큰의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로드캐스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단계 인증 모듈은 인증 토큰을 이용

하여 인증을 수행하고 2단계 인증에 사용되는 세션 라미터

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2단계 인증 모듈은 생성한 세션 

라미터를 이용하여 메시지 인증과 무결성 검증을 수행한다. 

각 모듈의 로토콜 차를 기술하기 한 표기법은 Table 1을 

따른다.

3.1 등록 모듈

제안한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라이빗 형태로 

구 되며, IoT 노드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해서

는 게이트웨이를 통한 장치 인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장치 인증을 해 인증 토큰 기반 인증 기술을 사용

한다. 인증 토큰은 IoT 노드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임을 증명하기 한 인증 정보를 포함한다. IoT 노드는 

장치 인증을 수행하기 해서 게이트웨이로부터 정당한 장치

임을 확인하는 인증 토큰을 발 받아야 한다. 

등록 모듈은 등록을 요청한 IoT 노드에 해 인증 토큰을 

발 하고, 이에 한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로드캐

스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인증 토큰

등록 모듈에서 게이트웨이는 IoT 노드에게 등록 요청을 받

으면 장치 등록을 해 인증 토큰을 발 한다. 인증 토큰은 토

큰 식별자(TID), 게이트웨이 식별자(GID), 노드 식별자(NID) 

정보와 상호 인증을 한 라미터 e, x를 포함하며 Fig. 3과 

같이 구성한다. 

Fig. 1. Token based IoT Muti-phase Authenticatio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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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토큰 발  트랜잭션 로드캐스트

등록 모듈에서 게이트웨이는 IoT 노드에 해 인증 토큰을 

발 한 후 인증 토큰 발  정보를 트랜잭션으로 구성하여 블록

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게이트웨이에 로드캐스 한다. 이

를 통해 다른 게이트웨이들은 IoT 노드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증 토큰 발  트랜잭션은 인증 토큰 정보와 1단계 

인증 모듈에서 사용할 라미터 Xgn을 포함하며 블록에 삽입

된 후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된다. 블록과 트랜잭션의 구조는 

Fig. 4와 같다. 

Fig. 4. Block and Transaction Structure 

3) 등록 모듈 로세스 로토콜 차

등록 모듈에서 인증 토큰을 발행하고, 인증 토큰 발  트

랜잭션을 로드캐스 하기 한 로토콜을 차는 Fig. 5와 

같다.

 등록 요청(①～⑤) : 난수 r를 생성하고 송할 NID의 

무결성 보장하기 해 MI를 생성한다. 난수 r를 안 하

게 송하기 해 MN과 RMI를 생성하여 등록 요청 

메시지를 송한다.

 등록 확인  허가(⑥～⑯) : IoT 노드로부터 받은 등

록 요청 메시지에서 타임 스탬 를 확인한 다음 난수 r

과 비되는 r’를 추출하고 송 받은 RMI와 MN을 통

해 MI를 추출하고 기본 라미터인 Xgn과 추출한 r’으

로 MI’를 생성한 다음 비교하여 인증을 진행한다. 인증

이 완료되면, 정상 등록을 허가하는 인증 토큰을 생성하

고 인증 토큰 발  정보를 트랜잭션으로 구성한다. 구성

한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로드캐스트하고 

IoT 노드에게 등록 허가 메시지를 송한다.

 등록 완료(⑮～㉑) : 게이트웨이로부터 등록 허가 메시

Fig. 3. Authentication Token 

Fig. 2. Registration Module

Notation Description

NID Node ID. ID of the IoT Node.

GID Gateway ID. ID of the Gateway.

TID Token ID, ID of the Token

Xg Secret parameters that only the gateway knows.

Xgn

Secret parameters between one gateway and one IoT 

node deployed during the entire system deployment 

phase.

r
Random nonce generated by IoT node in phase 1 

authentication module.

H() Use hash function.

MI
Masked ID. Parameters to hash NID with r and 

TS(Timestamp).

MN Masked Nonce. Parameters that xor the r with Xgn

RMI Random MI. Parameters that xor the MI with the MN.

TS1, TS2 Timestamp.

x
A parameter that can be generated only by the 

gateway by xor the NID with Xg.

y
A parameter that provides mutual authentication by 

xor MI with Xgn.

e Parameters that xor the x with y.

Token
Registration Token. issued by the gateway to 

prove its normal registration.

n, m
Random nonce generated by IoT node and gateway 

respectively to generate session parameters.

IN
IoT Node n. Parameters that xor with r to transfer n 

safely.

Z
Parameters that have been hashed x, NID, Xgn, 

TS1 and TS2. 

GM
Gateway m. Parameters that xor Z with r to safely 

transport m.

SP
Session Parameter. Secret session parameters that 

share the IoT node and gateway.

Table 1. Protocol Marking and Description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이용한 IoT 다단계 인증 시스템  143

  

지를 송 받은 IoT 노드는 타임 스탬 를 확인한 다

음 인증 토큰에서의 e와 x를 통해 y를 추출한다. ②에

서 생성한 MI와 기본 라미터인 Xgn를 통해 y’를 생

성하여 y와 비교한 다음 정당한 게이트웨이가 보낸 토

큰임을 확인하고 장한다.

3.2 1단계 인증 모듈

1단계 인증 모듈은 등록 모듈에서 발 된 인증 토큰을 이

용하여 IoT 노드에 한 인증을 수행하고 2단계 인증에 사용

되는 세션 라미터를 생성한다. 

Fig 6. Phase 1 Authentication Module

1) 인증 토큰을 이용한 인증

IoT 노드는 등록 모듈에서 발 받은 인증 토큰을 송하

여 인증을 요청한다. 게이트웨이는 블록체인에 포함된 인증 

토큰 발  트랜잭션에 한 무결성 체크, 인증 정보 유효성을 

검증하여 IoT 노드에 한 인증을 완료한다.

2) 세션 라미터(SP) 생성

인증 토큰을 통해 인증이 완료되면, 난수들을 주고받으며 

2단계 인증 모듈에서 사용할 세션 라미터를 IoT 노드와 게

이트웨이가 주고받은 난수를 이용하여 자체 으로 생성한다.

3) 1단계 인증 모듈 로세스 로토콜 차 

인증 토큰을 통해 상호 인증이 완료되면 2단계 인증 모듈

에서 사용할 세션 라미터를 생성한다. 1단계 인증 모듈에서

의 로토콜 차는 Fig. 7과 같다.

 인증 요청(①～④) : IoT 노드는 r를 안 하게 송하

기 해 MN를 생성하고 세션 라미터 생성을 한 

난수 n 생성한 다음 안 한 송을 해 IN를 생성하

여 인증 요청 메시지를 송한다.

 인증 확인  완료(⑤～⑫) : IoT 노드로부터 송 받

은 인증 요청 메시지에서 타임 스탬 를 확인한 다음 

블록체인에서 송 받은 인증 토큰의 유효성을 검증하

고 해당 IoT 노드의 Xgn를 검색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r과 n를 추출하고 난수 m를 생성하여 SP를 생성한다. 

난수 m를 안 하게 송하기 해 GM를 생성하여 인

증 완료 메시지를 송한다.

 인증 완료(⑬～⑯) : 게이트웨이로부터 송 받은 인증 

완료 메시지에서 타임 스탬 를 확인한 다음 정당한 게

이트웨이의 메시지임을 확인하고 m를 추출하여 SP를 

생성하고 장한다.

Fig. 5. Registration Module Protocol Procedure 

Fig. 7. Phase 1 Authentication Protoco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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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단계 인증 모듈

2단계 인증 모듈은 1단계 인증 모듈에서 생성한 세션 라

미터를 이용하여 IoT 노드와 게이트웨이 사이의 송 데이터

에 한 메시지 인증과 무결성 검증을 수행한다. 1단계 인증

이 완료되면 IoT 노드는 세션 라미터와 송신할 데이터를 

해시하여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한다. 생성한 메시지 다

이제스트는 세션 라미터를 알고 있는 해당 게이트웨이와 

IoT노드만이 생성할 수 있으므로 송된 데이터에 한 메시

지 인증이 가능하다. 한 MD5, SHA 등의 단방향 해시의 특

성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한 무결성 보장 기능을 제공한다.

2단계 인증 모듈에서의 로토콜 차는 Fig. 8과 같다.

 IoT 노드의 데이터 송(①～③) : IoT 노드는 센싱 데

이터 등의 data를 생성하고 SP와 해시하여 다이제스트

인 D를 생성한 다음 데이터 메시지를 송한다.

 데이터 확인  게이트웨이의 데이터 송(④～⑧) : 

게이트웨이는 IoT 노드로부터 송 받은 데이터 메시

지에서 타임 스탬 를 확인한다. data와 기본 라미터

인 SP를 해시하여 D’을 생성한다. D와 D’을 비교하여 

정당한 IoT 노드의 메시지임을 확인하고 데이터의 무

결성도 확인한다. 한 게이트웨이가 데이터를 송신할 

경우에도 data와 다이제스트인 D를 생성하여 송신한

다.

 데이터 확인(⑨～⑩) : IoT 노드는 게이트웨이로부터 

송 받은 데이터 메시지에서 타임 스탬 를 확인한 다

음 data와 기본 라미터인 SP를 해시하여 D’ 생성한

다. D와 D’를 비교하여 정당한 게이트웨이의 메시지임

을 확인하고 데이터의 무결성도 확인한다.

4. 시뮬 이션  보안성 검증

본 논문의 4장에서는 제안한 인증 시스템의 IoT 노드와 게

이트웨이를 구축하고 정상 시나리오와 간자 공격 시나리오

를 통한 시뮬 이션을 진행하여 비교하고 보안 에 한 

안 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Casper/FDR 툴을 이용하여 제안

한 시스템에 한 보안성을 검증한다. 

4.1 시스템 구축 환경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인증 시스템에 하여 정상 시나리

오와 간자 공격 시나리오를 통한 시뮬 이션 진행한다. 시

뮬 이션을 진행하기 하여 IoT 노드와 게이트웨이를 구축

하 으며 구축 환경은 다음 Table 2와 같다. 

IoT Node Gateway

Hardware Raspberry Pi 3 Mini PC Brix

OS
Raspbian

(March, 2018)
Ubuntu 16.04

Deployment

Language
C/C++

Hash Algorithm OpenSSL Library SHA-256

Table 2. Deployment Environment

4.2 시나리오를 통한 시뮬 이션

제안한 시스템을 구축한 후 IoT 노드와 게이트웨이 간의 

정상 인 동작을 테스트하기 한 시나리오와 간자 공격 

시나리오를 용하여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두 시나리오

의 결과를 비교하고 간자 공격 등의 에 한 보안성을 

확인하 다.

1) 정상 시나리오

제안한 인증 시스템에서 IoT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해서 인증 토큰을 발  받고 네트워크에 등록한

다. IoT 노드는 등록 모듈을 수행하기 해 등록 요청 메시지

를 생성하고 게이트웨이에게 송한다. IoT 노드가 생성한 

등록 요청 메시지는 Fig. 9A와 같다.

Fig. 9A. Registration Request Messages Fig. 8. Phase 2 Authentication Protoco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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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는 송 받은 등록 요청 메시지를 확인하여 인

증을 진행한다.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 토큰을 생성하고 등록 

허가 메시지를 IoT 노드에게 송한다. 게이트웨이가 생성한 

인증 토큰과 등록 허가 메시지는 Fig. 9B와 같다.

Fig. 9B. Sending Registration Permission Message

Fig. 9C. Phase 1 Authentication Request Message 

IoT 노드는 송 받은 등록 허가 메시지를 확인한 후, 인

증 토큰을 장하고 등록 모듈을 완료한다.

등록이 완료된 IoT 노드는 인증 토큰을 이용하여 게이트

웨이에 1단계 인증을 요청한다. IoT 노드는 Fig. 9C와 같이 

발  받은 인증 토큰과 난수를 포함한 인증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게이트웨이에게 송한다.

게이트웨이는 인증 요청 메시지를 받으면, 블록체인 내 해

당 IoT 노드의 등록 트랜잭션을 찾아 인증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검증이 완료되면 게이트웨이는 Fig. 9D와 같이 인

증 완료 메시지를 생성하여 송한다.

Fig. 9D. Authetication Complete Message 

IoT 노드는 송 받은 인증 완료 메시지로부터 난수를 추

출하여 해당 게이트웨이와 데이터 송수신에 사용하는 세션 

라미터를 생성하고 장하여 1단계 인증 모듈을 완료한다.

2단계 인증 모듈은 IoT 노드와 게이트웨이 간의 송수신 데이

터에 한 메시지 인증과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IoT 노드는 1단계 인증 과정에서 생성한 세션 라미터를 이용

하여 송할 데이터 메시지를 생성하고 게이트웨이에게 송한

다. IoT 노드가 송하는 데이터 메시지는 Fig. 9E와 같다.

Fig. 9E. Sending Data Message 

게이트웨이는 송 받은 데이터 메시지를 하여 메시지 인

증과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여 송 받은 데이터가 해당 IoT 

노드로부터 온 것임과,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데이터 처리를 진행한다. 게이트웨이가 정상

으로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 받아 확인한 결과는 Fig. 9F와 

같다.

 시나리오를 통해 IoT 노드와 게이트웨이의 기기 인증 

 데이터 송수신 과정을 테스트하여 정상 으로 동작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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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2) 간자 공격(Man In The Middle Attack) 시나리오

IoT 네트워크는 무선 통신을 사용하므로 공격자가 두 노

드 사이에서 장하여 데이터를 도청하거나 조작하는 간자 

공격에 취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보안성을 검증하기 하

여 간자 공격에 한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시뮬 이

션을 진행하 다. 

a) 공격자가 IoT 노드로 장하여 인증 토큰발  요청 시도 

공격자는 IoT 노드로 장하고 등록 요청 메시지를 변조하

여 송하는 공격을 시도하는 시나리오는 Fig. 10A와 같다.

Fig. 10A. 1st MITM in Regisrtation Module 

공격자는 IoT 노드의 등록 요청 메시지를 가로채어 공격자

의 난수를 용하여 메시지를 변조하고 IoT 노드로 장한다. 

그러나 공격자는 IoT node와 게이트웨이 간의 Xgn는 알 수 

없으므로 동일한 메시지를 생성하지 못하여 등록에 실패한다. 

시나리오에 한 시뮬 이션 결과는 Fig. 10B와 같다.

게이트웨이가 변조된 등록 요청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등

록이 실패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b) 공격자가 게이트웨이로 장하여 허  등록 허가 시도 

공격자는 게이트웨이로 장하고 등록 토큰과 등록 허가 

메시지를 변조하여 IoT 노드에게 송하는 공격을 시도하

는 시나리오는 Fig. 11A와 같다.

Fig. 11A. 2nd MITM in Regisrtation Module

공격자는 게이트웨이의 등록 허락 메시지를 가로채어 토

큰을 조하고 게이트웨이로 장한다. 그러나 공격자와 IoT 

노드와 게이트웨이 간의 Xgn를 알 수 없으므로 동일한 토큰

을 생성하지 못한다. IoT 노드는 추출한 y와 y’가 다르므로 

토큰이 조되었음을 인지하게 되고 공격자는 공격에 실패한

다. 시니리오의 시뮬 이션 결과는 Fig. 11B와 같다.

Fig. 11B. Registration Failed Due To Invalid y

IoT 노드가 변조된 등록 허락 메시지를 받고 잘못된 토큰

을 인지하여 등록이 실패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9F. Data Message Confirmation

Fig. 10B. Registration Failed Due To Invalid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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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격자가 조된 등록 토큰으로 게이트웨이에 인증 시도 

공격자는 등록 토큰을 조하고 게이트웨이에게 송하여 

등록이 완료된 IoT 노드로 장하는 공격을 시도하는 시나리

오는 Fig. 12A와 같다.

Fig. 12A. MITM in Phase 1 Authentication Module 

조된 등록 토큰을 송 받은 게이트웨이를 블록체인에서 

토큰에 한 정보를 확인한다. 블록체인에 해당 토큰에 한 

정보가 없으므로 잘못된 토큰임을 인지하여 공격자는 공격에 

실패한다. 시나리오의 시뮬 이션 결과는 Fig. 12B와 같다.

Fig. 12B. Phase 1 Authentication Failed Due To Invalid Token 

게이트웨이가 변조된 인증 요청 메시지를 받고 잘못된 토

큰을 인지하여 인증이 실패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d) 공격자가 데이터 변조 시도 

공격자는 IoT 노드와 게이트웨이 사이에서 데이터 메시지를 

도청하고 변조하는 공격을 시도하는 시나리오는 Fig. 13A와 같다.

Fig. 13A. MITM in Phase 2 Authentication Module 

공격자는 IoT 노드의 데이터 메시지를 가로채어 데이터와 

D를 조하여 게이트웨이에게 송한다. 그러나 공격자는 

IoT 노드와 게이트웨이 간의 SP를 알 수 없으므로 동일한 메

시지를 생성하지 못한다. 변조된 데이터 메시지를 송 받은 

게이트웨이는 생성한 D를 통해 메시지가 조되었음을 단

할 수 있다. 공격자가 임의의 SP를 생성하여 데이터 메시지

를 조한 결과는 Fig. 13B와 같다.

Fig. 13B. Sending Crafted Data Message 

게이트웨이가 공격자로부터 조된 데이터 메시지를 송 받

고 게이트웨이가 생성한 D와 송 받은 D를 비교하여 메시지 

인증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한 결과는 Fig. 13C와 같다.

Fig. 13C. Phase 2 Authentication Failed Due T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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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가 변조된 데이터 메시지를 받고 D를 통해 변

조되었음을 인지하여 인증이 실패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자 공격을 용한 시나리오를 통해 시

뮬 이션을 진행하 으며, 제안한 인증 시스템이 간자 공

격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4.3 보안성 검증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인증 시스템에 한 안정성과 보안

성 검증을 하여 Casper/FDR 툴을 사용하 다. 

FDR(Failures-Divergences Refinement)은 알지 라 언어

인 CSP코드로 명세된 통신 로토콜에 해 정형  검증을 

수행하여 안정성과 보안성을 검증하는 도구이다. Casper는 

CSP 코드 문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옥스퍼드 학에

서 개발된 컴 일러이며 간단한 문법으로 검증 하고자하는 

로토콜을 기술할 수 있으며, 기술한 코드를 토 로 CSP 코

드를 생성할 수 있다[13, 14].

앞서 제안한 로토콜 차들을 Casper 언어로 명세하고, 

FDR의 정형  검증을 통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명세한 로토콜의 차를 Casper 언어로 명

세한 Protocol Description은 Fig. 14A와 같다. 

Fig. 14A. Protocol Description 

Casper 언어에서의 Specification는 로토콜의 요구사항

을 기술하는 부분으로. 본 논문에서 기술한 로토콜의 요구

사항은 Fig. 14B와 같다. 

Fig. 14B. Specification 

Secret는 IoT 노드와 게이트웨이간에 Xgn과 r를 공유하며 

이에 한 기 성을 유지해야함을 의미한다. Agreement는 

IoT 노드가 data, m, r를 통해 게이트웨이에 한 인증을 확

인하고자 한다. Casper 언어로 명세한 로토콜을 CSP로 컴

일을 수행한 후, FDR을 이용하여 제안한 다단계 인증 시스

템을 검증한 결과는 Fig. 14C와 같다.

Fig. 14C와 같이 Specification에 기술한 각 부분에 해 

안 함을 의미하는 Finished : Passed값을 출력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구 한 다단계 인증 로토콜에 해 보안성을 검

증하 다. 

Fig. 14C. Verification Results

5. 결  론

본 논문은 경량화된 IoT 환경에 합한 인증 기술에 한 

연구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다수의 게이트웨이들이 인증 

정보를 공유하고, 인증 토큰을 발 하여 상호 인증을 수행하

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 하 다. IoT 노드는 한 게이트웨

이로부터 인증 토큰을 발행받음으로써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다른 게이트웨이로부터 재인증을 수행하지 않고 기존 

발 받은 인증 토큰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게이

트웨이와 인증을 지속 으로 수행할 수 있다. 

IoT 노드와 게이트웨이간 인증을 해서는 인증 토큰을 

발행하고, 이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타 기기  게이

트웨이에 서비스 연결을 한 인증 요청시 사용할 수 있다. 

IoT 노드는 발 받은 인증 토큰을 사용하여 인증 과정에 참

여할 수 있으므로 인증 로세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구 한 인증 시스템의 보안성 검증을 해 IoT 보안 취약

  간자 공격에 한 시나리오를 용한 시뮬 이션을 

진행하여 간자 공격에 한 안 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IoT 환경에서 안 한 서비스 제공을 한 인증 

기술 연구로, 테스트베드 구축은 IoT 노드와 게이트웨이간 

기기 인증  메시지 인증의 안 성을 테스트하기 한 형

태로 구 하 으며, 이후 근제어  라이버시가 보장된 

통합 보안 임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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