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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는 IoT(Internet of Things) 센서 장치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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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수집이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원격으로 센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1]. 기존의 데이터 수집 방법에 비해 은 노력으로 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

기 때문에 최근 가정 보안[2], 교통 통제[3], 원격 의료[4], 스

마트 그리드[5] 등 다양한 활용을 목 으로 하는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

센서 네트워크에서 IoT 센서 장치가 수집한 센싱 데이터

는 외부 공격자에 의해 조작되지 않아야 한다. 센싱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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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ensor networks are built and used on many kinds of fields such as home, traffic, medical treatment and power grid. 

Sensing data manipulation on these fields could be a serious threat on property and safety. Thus, a proper way to block sensing data 

manipulation is necessary. In this paper, we propose IoT(Internet of Things) sensing data validation mechanism based on data obfuscation 

and variance analysis to remove manipulated sensing data effectively. IoT sensor device modulates sensing data with obfuscation function 

and sends it to a user. The user demodulates received data to use it. Fake data which are not modulated with proper obfuscation 

function show different variance aspect with valid data. Our proposed mechanism thus can detect fake data by analyzing data variance. 

Finally, we measured data validation time for performance analysis. As a result, block rate for false data was improved by up to 1.45 

times compared with the existing technique and false alarm rate was 0.1～2.0%. In addition, the validation time on the low-power, 

low-performance IoT sensor device was measured. Compared to the RSA encryption method, which increased to 2.5969 second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data amount, the proposed method showed high validation efficiency as 0.0003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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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가정, 교통, 의료, 력망 등 우리 생활과 한 연 을 가진 여러 분야에서 IoT(Internet of Things) 센서 장치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싱 데이터 조작은 재산 상, 안  상의 심각한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공격자가 센싱 데이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공격자에 의해 조작된 센싱 데이터

를 효과 으로 제거하기 해 데이터 난독화와 변화량 분석을 활용한 IoT 센싱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을 제안한다. IoT 센서 장치는 난독화 

함수에 따라 센싱 데이터를 변조하여 사용자에게 송하고, 사용자는 송받은 값을 원래의 값으로 되돌려 사용한다. 한 난독화를 거치지 

않은 거짓 데이터는 유효 데이터와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고, 변화량 분석을 통해 거짓 데이터를 탐지할 수 있다. 성능 분석을 해 데이터 유

효성 검증 성능  검증 소요시간을 측정하 다. 그 결과, 기존 기법에 비해 최  1.45배 거짓 데이터 차단율을 향상시키고, 0.1～2.0% 수 의 

오검출률을 보 다. 한 력, 성능 IoT 센서 장치에서 검증 소요시간을 측정 결과, 데이터량 증가에 따라 2.5969 까지 증가되는 RSA 

암호화 기법에 비해 제안 기법은 0.0003 로 높은 검증 효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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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경우, 가정에서의 외부인 침입, 교통 통제 오류로 인

한 교통사고 유발, 국가 력망 마비 등 재산 상, 안  상의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장소에 설치

된 력, 성능의 IoT 센서 장치로부터 센싱 데이터를 

제공받는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상 통 인 인증이나 암호

화 기법으로 외부 공격자의 공격에 의한 센싱 데이터 변조

를 막기 어렵다[7]. 따라서 IoT 센서 장치가 송한 센싱 데

이터의 유효성을 단할 방법이 필요하다[8]. 유효한 센싱 

데이터는 센서 네트워크 리자가 직  설치한, 외부 공격자

에 의해 조작되지 않은 IoT 센서 장치가 생성한 센싱 데이

터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난독화와 변화량 분석을 활용해 센

싱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TPM 

(Trusted Platform Module)을 활용해 센싱 데이터를 제공한 

IoT 센서 장치가 센서 네트워크 리자가 직  설치한 장치

이며 외부 공격자에 의해 조작되지 않았는지 검사하고, 유효

한 장치로 단되는 경우 데이터 난독화를 한 난독화 함수

를 장치로 송한다. 데이터 난독화는 IoT 센서 장치가 센싱 

데이터를 제공할 때마다 그 값을 정해진 방법으로 변조하여 

제 3자가 그 내용을 알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9], 난독화 함

수는 센싱 데이터의 원래 값을 숨기기 한 데이터 변조 방

법을 명시한 것이다. 데이터 난독화를 용함으로써 외부 공

격자가 간에 센싱 데이터를 탈취하더라도 원래의 값을 알

기 어렵게 할 수 있다. 한 외부 공격자가 제공한 거짓 데이

터는 난독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난독화 해제 과정

을 거친 후의 거짓 데이터는 유효 데이터와 다른 값 변화 양

상를 보인다. 센서 네트워크 리자는 제공받은 센싱 데이터

의 변화량을 분석하여 거짓 데이터를 차단할 수 있다.

2장에서는 TPM, 데이터 난독화 등 기반 연구에 해 설명

한다. 3장에서 센서 네트워크 모델과 센서 네트워크를 상으

로 하는 센싱 데이터 조작 공격 모델을 설명하고, 4장에서 제

안하는 센싱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을 설명한다. 5장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여 실  가능성을 보이고, 6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기반 연구

2.1 TPM

TPM은 암호 키 처리를 목 으로 개발된 로세서 국제 

표 이다[10]. TPM은 난수 생성[11], 원격 증명, 데이터 암호

화 등 보안 기능을 별도의 하드웨어 칩 상에서 수행한다. 

TPM은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법으로 외부 근에 취약한 

메인 메모리 역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공격자가 

TPM 칩을 물리 으로 탈취하지 않는 이상 TPM 내부에 

장된 암호 키, 난수 생성 알고리즘을 알기 어렵다. 한, 시스

템을 감시하여 검증되지 않은 외부 하드웨어 인식, 코드 수정 

등 변조가 감지되면 시스템을 정지, 암호화하고 암호 키를 

TPM에 장하여 외부 공격자가 시스템을 변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최근 지문인식, 홍채인식, 얼굴인식과 같이 개인 정보와 직

 연  있는 생체 인식 기법이 리 사용됨에 따라 TPM을 

활용한 생체 정보 보호 기법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2]. 생체 정보는 기존의 비 번호와 달리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만으로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소 트웨어 기반 보안 기법보다 높은 보안성을 가진 TPM을 

활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TPM의 높은 격리 수 과 보안성을 기반으

로 외부 공격자에 의한 IoT 센서 장치 조작을 차단하고 난독

화 함수를 보호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TPM은 IoT 센서 장치

의 메인 메모리와 분리된 역에서 암호화, 난독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IoT 센서 장치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기록하여 센서 네트워크 리자가 IoT 센서 장치에서 발생한 

오류, 공격 등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한다[13].

2.2 데이터 난독화

데이터 난독화는 데이터를 변조해 원래의 값과 다르게 함

으로써 제삼자가 데이터의 변조  원래의 값을 알기 어렵게 

하는 보안 기법이다[14]. 난독화 함수는 가역 난독화 함수와 

비가역 난독화 함수로 구분할 수 있다. 가역 난독화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여 원래의 값을 복원할 수 있는 난독화 함수

를 의미하며, 비가역 난독화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원래의 값을 복원할 수 없는 난독화 함수를 의미한다. 난독화

할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이 유한한 경우, 비가역 

난독화 함수를 사용하여 보안성을 높이고 한정된 집합 안의 

값들을 직  함수에 입하여 그 결과를 조하는 것으로 원

래의 값을 찾을 수 있다. 난독화할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값

의 집합이 무한하고 정확한 원래의 값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역 난독화 함수를 사용하여 난독화 함수의 역함수를 통해 

원래의 값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난독화 함수는 난독화하고

자 하는 데이터의 자료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데

이터가 숫자인 경우 의사 난수 생성함수를 사용하여 생성한 

난수를 계수로 하는 다항 함수나 로그 함수 등을 난독화 함

수로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가 문자열인 경우 각 문자를 정

해진 규칙에 따라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함수를 난독화 함수

로 사용할 수 있다.

공격자는 원본 데이터와 난독화 과정을 거친 변조 데이터

를 포함하는 표본 데이터셋을 탈취하면 이를 사용하여 난독

화 함수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암/복호화 기법에 비해 비

교  낮은 수 의 보안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암/복호화 기법

에 비해 난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작아 IoT 센

서 장치와 같은 력, 성능 장치에서 활용하기 합하다

[15]. 한 IoT 센싱 데이터와 같이 데이터의 실시간성이 

요한 경우에는 데이터 난독화를 통해 공격을 지연시키는 것

으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난독화를 사용하여 력, 성능

의 IoT 센서 장치가 실시간 센싱 데이터를 효율 으로 보호

하고, 외부 공격자에 의한 센싱 데이터 조작을 차단할 수 있

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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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데이터 난독화와 변화량 분석을 활용한 기법이 의미 

있는 공격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3. 네트워크  공격 모델

3.1 네트워크 모델

Fig. 1은 센서 네트워크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IoT 센

서 네트워크는 IoT 센서 장치와 IoT 게이트웨이, 사용자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다시 일반 사용자(User)와 리자

(Administrator)로 구분한다. IoT 센서 장치는 내장된 센서를 

사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센싱 데이터를 IoT 게이트웨이로 

송한다. IoT 게이트웨이는 여러 개의 IoT 센서 장치가 제

공한 센싱 데이터를 취합하여 사용자가 센싱 데이터에 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IoT 게이트웨이를 통해 센서 네

트워크에 근하는 사람 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일반 사용자는 수집된 센싱 데이터에 한 근 권한만 가

진다. 리자는 IoT 센서 장치의 등록  삭제, 사용자 리 

등 센싱 네트워크 리에 한 권한을 가진다. 리자는 동시

에 일반 사용자일 수 있다.

Fig. 1. Sensor Network Structure

3.2 공격 모델

Table 1은 센서 네트워크를 상으로 하는 센싱 데이터 조

작 공격을 공격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센싱 데이터 조

작 공격은 공격 방법에 따라 크게 네트워크 취약 을 활용하

는 공격과 물리  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트워크 취약 을 활용하는 공격은 부분 IoT 센서 장

치에서 IoT 게이트웨이로 센싱 데이터가 달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네트워크를 통해 송 인 데이터를 탈취하는 스

니핑(sniffing) 공격[16], IP 조작 등을 통해 유효한 IoT 센서 

장치가 생성한 데이터인 척 장하여 거짓 데이터를 제공하

는 스푸핑(spoofing) 공격[17] 등이 네트워크 취약 을 활용

하는 공격에 속한다. 네트워크 취약 을 활용하는 공격은 원

격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비교  난도가 낮다.

물리  공격은 실제로 IoT 센서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격이다. IoT 센서 장치에 악성 코드를 포함

하는 외부 장치를 직  연결하여 거짓 데이터를 송하게 만

들거나 센서 주변의 실제 환경을 조작하여 잘못된 센싱 데이

터를 송하도록 하는 공격 등이 물리  공격에 속한다. 물리

 공격은 IoT 센서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수행해야 하므

로 비교  난도가 높다.

Attack Sniffing Spoofing
Device 

Manipulation 

Environment 

Manipulation

Type Network Vulnerability Physical

Purpose Steal data Sensor network malfunction

Attack 

Difficulty
Easy Hard

Table 1. Sensing Data Manipulation Attack

본 논문에서는 센서 주변 환경 조작을 제외한 스니핑과 스

푸핑, 외부 장치 연결을 통한 IoT 센서 장치 조작 공격을 차

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TPM을 활용한 장치 유효성 검증으

로 외부 장치 연결을 통한 IoT 센서 장치 조작 공격을 차단

하고, 데이터 난독화  변화량 분석을 활용해 스니핑과 스푸

핑 공격을 차단한다.

4. 제안하는 기법

4.1 IoT 센서 장치

Fig. 2는 TPM을 포함하는 IoT 센서 장치의 구조를 도식

화한 것이다. IoT 센서 장치는 센서와 TPM, 데이터 난독화 

모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감시  복구 모듈로 구성된다. 

센서는 주변 환경을 탐지하여 센싱 데이터를 생성한다. TPM

은 IoT 센서 장치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한 고유키와 암호

화 모듈을 포함한다. 고유키는 비 칭 암호 키 이다. 고유

키는 IoT 센서 장치 설치 과정에서 생성하고 개인키는 TPM 

내부에, 장치 IP 주소와 공개키는 리자 데이터베이스에 기

록한다. IP 주소와 공개키 을 장하는 리자 데이터베이

스의 시는 Fig. 3과 같다. IoT 게이트웨이는 난독화 함수를 

생성하고 각 IoT 센서 장치에 부여된 공개키를 사용해 암호

화하여 장치로 송한다. TPM은 내부에 기록되어있는 고유

키를 사용해 난독화 함수를 복호화하고 데이터 난독화 모듈

로 달한다. 데이터 난독화 모듈은 센싱 데이터의 값을 IoT 

게이트웨이로부터 달받은 난독화 함수에 따라 변조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IoT 센서 장치가 IoT 게이트웨이로

부터 암호화된 난독화 함수를 달받고 데이터 난독화 모듈

을 통해 난독화한 센싱 데이터를 송하기 한 통신 인터페

이스이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IoT 게이트웨이를 제외한 

모든 근을 차단한다. 감시  복구 모듈은 시스템 로그 

일과 복구 이미지를 포함한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세스는 시스템 로그 일에 기록한다. 시스템 로그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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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외부 장치 연결이나 비정상 인 코드 실행, 허가되

지 않은 외부 근 등 센싱  난독화 외의 로세스가 감지

된 경우, 외부 장치의 작동을 단하고 복구 이미지를 사용하

여 시스템을 복구한다.

Fig. 2. IoT Sensor Device Structure

Fig. 3. Administrator Database

4.2 데이터 난독화

데이터 난독화는 용 데이터 수량  , 데이터 난독화 함수 

에 기반하여 수행한다. 용 데이터 수량 은 데이터 난

독화 함수를 몇 개의 센싱 데이터     ⋯ 에 

해 용하는지를 의미한다. 용 데이터 수량이 클수록 데

이터 난독화 함수 암호화  복호화로 인한 오버헤드는 작아

진다. 그러나 동시에 공격자가 데이터 난독화 함수를 추론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용 데이터 수량의 값은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되, 해당 난독화 함수가 용되는 동안 

공격자가 난독화 함수를 추론하기 어렵게 하는 함수로 설정

해야 한다. 데이터 난독화 함수 는 입력 센싱 데이터 

에 해 공격자가 실제 센싱 데이터 의 값을 확인하지 못

하도록 하는     형식의 1차 다항 함수이다. 데이터 난

독화 함수의 계수 와 상수항 는 공격자가 데이터 난독화 

함수를 추론하기 어렵게 함과 동시에 IoT 게이트웨이에서 센

싱 데이터의 원래 값을 찾을 수 있어야한다. 계수 와 상수

항 의 결정에 의사난수함수를 활용하면 높은 추론 난이도와 

원본 복구를 모두 만족할 수 있다. 의사난수함수의 복잡도가 

높을수록 추론 난이도는 높아지지만 난수 생성 과정에서의 

오버헤드가 커지기 때문에 한 의사난수함수를 설정해야

한다. IoT 센서 장치가 IoT 게이트웨이로 송하는 번째 

센싱 데이터 은 Equation (1)과 같다.  는 계

수 결정을 한 의사난수함수, 는 상수항 결정을 한 의

사난수함수이다.

                (1)

각 IoT 센서 장치에 할당한 데이터 난독화 함수는 리자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 해당 IoT 센서 장치가 송한 센싱 

데이터를 원래의 값으로 되돌리는데 활용한다. IoT 센서 장

치로부터 제공받은 센싱 데이터 의 원래 값 

은 Equation (2)와 같다.

 

  
           (2)

데이터 난독화를 활용하면 IoT 센서 장치가 실제 센싱 데이

터와 다른 변조된 값을 IoT 게이트웨이로 송하기 때문에 공

격자가 간에 데이터를 탈취하더라도 그 값을 해석하기 어렵

고, 거짓 데이터를 생성하여 스푸핑 공격을 수행했을 때 거짓 

데이터의 값이 이 에 수집된 데이터와 다른 값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센서 네트워크 리자는 변화량 분석을 

통해 거짓 데이터로 의심되는 데이터를 검출해낼 수 있다. 

력, 성능의 IoT 센서 장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모든 데

이터를 암/복호화하는 방법은 큰 오버헤드를 발생시켜 데이터 

송 지연, IoT 센서 장치 과부하 등의 문제를 일으켜 합하

지 않을 수 있다[7].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난독화  변화량 

분석 기법을 활용하면 암/복호화 방법에 비해 작은 오버헤드

로 거짓 데이터 스푸핑, 스니핑 공격에 응할 수 있다.

4.3 변화량 분석

Fig. 4는 변화량 분석의 시를 나타낸 그래 이다. 청색 

불릿과 녹색 사각형 불릿으로 표시한 데이터는 유효 데이터, 

색 불릿으로 표시한 데이터는 임의로 생성한 거짓 데이터

이다. 시 데이터에서 사용한 난독화 함수는 Equation (3)과 

같다. 수식에 사용된 상수는 임의의 소수로 설정하 다. 난독

화 함수에 포함된 상수로 소수를 사용함으로써 난독화 함수

를 유추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18]. 공격자가 원본 데이터와 

맵핑된 난독화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센싱 데이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난독화 함수를 

유추하기 어렵다. 을 수식에 삽입함으로써 거짓 데이

터의 직 , 직후 데이터 비 값 변화량을 극 화할 수 있다.

mod   
 mod   

           (3)

Fig. 4. Variance Analysis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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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변화량 분석을 통해 거짓 데이터를 차단하는 과

정에서의 처리 흐름을 도식화한 것이다. 난독화 해제 과정을 

거친 거짓 데이터는 유효 데이터와 달리 직 , 직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그 값의 변화량이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어떤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의 직 (), 직후

()에 제공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값의 변화량이 기 치

() 이상인 경우 해당 데이터를 거짓 데이터로 단하고 

차단할 수 있다. 거짓 데이터 단을 한 변화량 기 치는 

난독화 함수의 상수항을 이용해 설정할 수 있다. 시의 분석

에서는 직 , 직후 데이터와의 차이가 난독화 함수 상수항의 

1/3보다 큰 경우 거짓 데이터로 단했다. 습도 데이터에서 0 

미만의 값, 심박수 데이터에서 250 이상의 값 등 센싱 데이터

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없는 값 역시 거짓 데이터로 단

하여 차단할 수 있다.

반 로 유효 데이터의 직 , 직후 데이터가 모두 거짓 데

이터인 경우, 유효 데이터를 거짓 데이터로 단하고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가장 최근에 유

효 데이터로 단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값의 변화

량이 기 치() 이하인 경우, 유효 데이터로 단할 수 

있다. 시에서 녹색 사각형 불릿으로 표시한 유효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한다. 유효 데이터 단을 한 유사도 기 치는 

난독화 함수의 상수항을 이용해 설정할 수 있다. 시의 분석

에서는 직  유효 데이터와의 차이가 난독화 함수 상수항의 

1/10보다 작은 경우 유효 데이터로 단했다.

데이터 난독화와 변화량 분석을 활용한 데이터 유효성 검

증 기법은 분석하고자하는 센싱 데이터의 직 , 직후 데이터

와 난독화 함수에 기반하기 때문에 체 데이터  거짓 데

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 없이 거짓 데이터를 차단할 수 

있다. 외부 공격자가 난독화 함수를 모르는 경우, 센싱 데이

터의 값을 의사 로 조작할 수 없으므로 거짓 데이터를 유효 

데이터처럼 보이기 해 거짓 데이터의 값을 진 으로 변

화시키는 공격 기법을 차단할 수 있다.

Fig. 5. Variance Analysis Flow

5.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유효성 검증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해 시스템의 일부를 구 하 다. 제안한 유효성 검증 기법

의 거짓 데이터 차단 성능을 보이기 한 유효성 검증 실험

과 력, 성능 IoT 센서 장치에서의 실  가능성을 보이

기 한 검증 소요 시간 측정 실험을 수행했다. 모든 실험의 

결과는 같은 실험을 10회 반복한 결과의 평균값이다. 실험에 

사용한 IoT 센서 장치는 라즈베리 이3B[19], TPM 칩은 

Infineon사의 OPTIGA TPM SLB 9670이다[20]. 데이터 난독

화  변화량 분석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에서의 TPM 기

반 장치 유효성 검사는 IoT 게이트웨이에서 이썬용 암/복

호화 모듈인 PyCrypto를 사용해 난독화 함수를 암호화하고 

라즈베리 이에 설치한 TPM의 TSS2(TPM Software 

Stack 2)를 사용해 복호화하는 방법으로 실험했다. 실험에 사

용한 IoT 게이트웨이의 성능 사양은 Table 2와 같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한민국 서울의 2018년 12월 기 환경 정

보에서 추출한 시간별(분 단 ) 온도  습도 데이터 43556건

[21]으로, 거짓 데이터 비율에 따라 임의로 생성한 난수를 삽

입하여 실험했다.

Part Specification

CPU Intel i5-7300HQ

RAM DDR4 2GB

OS Ubuntu 18.04

Table 2. IoT Gateway Specifications

5.1 유효성 검증 성능

제안하는 기법의 유효성 검증 성능을 보이기 해 클러스

터링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과 제안하는 기법의 거짓 

데이터 차단율과 오검출률을 비교하 다. 차단율은 체 거

짓 데이터  차단된 것의 비율을, 오검출률은 차단된 데이터 

 유효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한다.

Fig. 6A와 Fig. 6B는 클러스터링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과 데이터 난독화  변화량 분석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의 차단율을 비교한 그래 이다(Fig. 6A는 습도 데

이터, Fig. 6B는 온도 데이터 사용). 데이터 난독화  변화량 

분석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에 사용한 난독화 함수는 

Equation (3)과 같다.

클러스터링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은 최종 클러스터 개

수가 15개가 될 때 까지 계층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가장 

많은 데이터가 속한 클러스터를 유효 데이터 클러스터로 처

리했다. 데이터 난독화  변화량 분석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을 수행했을 때 차단율은 거짓 데이터 비율에 상 없이 

93% 이상의 성능을 보 다. 클러스터링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의 경우, 거짓 데이터 비율이 20%로 낮을 때 88.8%의 차

단율을 보 으며 거짓 데이터 비율 변화에 따라 차단율은 최

 65.2%까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222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통신 시스템 제8권 제9호(2019. 9)

Fig. 6A. Clustering/Data Obfuscation and Variance Analysis 

Based Data Validation Fake Data Block Performance 

Comparison (Humidity Data)

Fig. 6B. Clustering/Data Obfuscation and Variance Analysis 

Based Data Validation Fake Data Block Performance 

Comparison (Temperature Data)

Fig. 7A와 Fig. 7B는 클러스터링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과 데이터 난독화  변화량 분석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의 오검출률을 비교한 그래 이다(Fig 7A는 습도 

데이터, Fig. 7B는 온도 데이터 사용). 클러스터링 기반 데이

터 유효성 검증 기법은 부분의 경우 0%의 오검출률을 보

으나 유효 데이터가 두 개 이상의 클러스터에 분포한 경우 

70% 이상의 오검출률을 보 다. 데이터 난독화  변화량 분

석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의 경우, 거짓 데이터 비율에 상

없이 0.1～2.0% 수 의 오검출률을 보 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데이터 난독화  변화량 분석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이 기존의 클러스터링 기반 데

이터 유효성 검증에 비해 높은 검증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클러스터링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은 센싱 

데이터의 종류와 거짓 데이터 비율에 따라 다른 성능을 보

다. 그러나 실에서 거짓 데이터 비율을 미리 아는 것은 불

가능하며, 센싱 데이터를 수집할 때 마다 클러스터 개수를 조

정해야한다는 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증을 자동화했다고 보

기 어렵다. 반면 데이터 난독화  변화량 분석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은 센싱 데이터의 종류, 거짓 데이터의 비율

에 상 없이 지속 으로 높은 차단 성능을 보 다. 따라서 

리자의 개입 없이 완 히 자동화된 데이터 유효성 검증을 수

행할 수 있다. 비정상 인 데이터 제공이 계속되는 경우 IoT 

센서 장치는 이를 리자에게 알리고 TPM 로그를 제공함으

로써 리자가 비정상 인 데이터 제공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Fig. 7A. Clustering/Data Obfuscation and Variance Analysis 

Based Data Validation False Alarms Rate Comparison 

(Humidity Data)

Fig. 7B. Clustering/Data Obfuscation and Variance Analysis 

Based Data Validation False Alarms Rate Comparison 

(Temperature Data)

5.2 검증 소요 시간

Fig. 8A는 RSA기반 암/복호화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 클러스터링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 데이터 난

독화  변화량 분석 기반 데이터 유효성 기법의 검증 소요 

시간을 데이터 수량이 1에서 100까지 증가함에 따라 비교한 

그래 이다. 검증 소요 시간은 IoT 센서 장치가 첫 번째 센싱 

데이터를 생성한 시각부터 IoT 게이트웨이가 모든 데이터에 

한 유효성 검증을 마친 시각까지로 계산했다. 

암/복호화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은 라즈베리 이 기반

의 IoT 센서 장치에서 센싱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IoT 게이트

웨이에서 복호화하는 방법으로 실험했다. 이때, PyCrypto의 

RSA-2048 비 칭 암/복호화 알고리즘를 사용해 데이터를 암

/복호화했다. 클러스터링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은 유효성 

검증 성능 분석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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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A. Data Validation Mechanism-Validation Time

Fig. 8B. AES/Proposed Validation Mechanism-Validation Time

실험 결과 Fig. 8A에 보이는 것처럼 센싱 데이터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 기법 모두 검증 소요 시간이 증가했다. 

RSA-2048 암/복호화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이 센싱 

데이터 1.6e-6 에서 2.5969 로 가장 높은 증가량을 보 고, 

클러스터링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은 0.0143 에서 

0.3888 로 증가하 으며, 제안 기법이 가장 낮은 증가량을 

보 다. Fig. 8B에서는 제안한 기법과 AES-256 칭키 암/

복호화 알고리즘에 기반한 유효성 검증 시간을 비교하 다. 

AES-256 암/복호화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은 9.54e- 

7 에서 0.0051 로 증가한 반면, 제안 기법은 1.9e-7 에서 

0.0003 로 더 낮은 증가량을 보 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

해 데이터 난독화  변화량 분석 기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이 기존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과 암호화 기법에 비

해 성능 측면에서 높은 효율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난독화와 변화량 분석을 활용한 

IoT 센서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을 제안하고 성능 분석을 

통해 그 실  가능성을 보 다. 제안한 기법이 기존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에 비해 높은 유효성 검증 성능과 작은 검

증 오버헤드를 보여 력, 성능의 IoT 센서 장치에서 사

용하기 합함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센서 주변 환

경 조작과 같이 IoT 센서 장치 내부에 조작을 가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공격에 응할 수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법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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