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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드론봇 전투체계는 4차산업혁명에서 미래 전장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드론봇에서 무인정찰 탱크로봇은 인간보

다 더 높은 전투력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장 환경은 장애물, 적 상황 등 매우 

복잡하므로 탱크로봇을 조종사가 제어 할 필요도 있다. 탱크로봇은 ICT 신기술의 로봇으로서 해킹 공격이 가능하며, 
제어에 이상이 생기면 조종 및 통제에 위협을 줄 수 있다. 탱크로봇과 컨트롤러의 통신구간에 블루투스 Sniffing 공격

을 하여, 블루투스에 대한 취약점을 소개하고, 보안대책으로 MAC주소 노출예방과 통신 구간 암호화를 이용한 대책

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미래 군 작전에 운용될 탱크로봇에 대한 취약점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국방 드론봇 부대

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The dronebot combat system is a representative model of the future battlefield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dronebot, unmanned reconnaissance tankrobot can minimize human damage and reduce cost with higher combat power 
than humans. However, since the battlefield environment is very complex such as obstacles and enemy situations,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pilot to control the tankrobot. Tankrobot are robots with new ICT technology, capable of hacking 
attacks, and if there is an abnormality in control, it can pose a threat to manipulation and control. A Bluetooth sniffing 
attack was performed on the communication section of the tankrobot and the controller to introduce a vulnerability to 
Bluetooth, and a countermeasure using MAC address exposure prevention and communication section encryption was 
proposed as a security measure. This paper first presented the vulnerability of tankrobot to be operated in future military 
operations, and will be th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for defense dronebot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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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첨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로봇은 전장에서 인간의 전투

능력 한계를 극복하며 인간보다 더 높은 전투기술을 보

유할 수도 있으며 그 훈련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1].
국방 선진국들은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국방 로봇개

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국방에서 로봇은 전장의 위험

성을 해결하며 전투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2].
4차 산업혁명기술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국방 전력에 적

용될 것이며, 미래전쟁에서 로봇이 무기체계로 활용되기 

위해 육군에서 드론봇(dronebot) 부대가 운영되고 있다.
드론봇은 드론(Drone)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육

군이 정의한 용어이다. 전장에서 전투원의 능력을 보완

하고 전투원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전투 효과성을 증대

시키고 아군의 전투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악지형에서는 나무나 급경사 등 장애물이 많은 지

역에서는 드론보다 무인정찰 탱크로봇(Tankrobot)이 필

요하다.
전장환경에서 산악이나 해안에서 필요로 하는 임무

가 다를 수 있으며, 운용환경에 따라 자율주행 성능을 

고려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군에서도 직접 조종보다는 자율주행 핵심기

술 개발사업에 2016년~2022년까지 총 2천 95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3]. 
본 논문에서 실험하는 모델은 산악지형에서 운영이 

가능한 궤도형 바퀴를 장착한 탱크로봇으로서, 각종 센

서가 탑재된 로봇으로 주로 전장환경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탱크로봇은 첨단 ICT 신기술이 적용된 로봇으로서 

사이버 해킹 공격이 가능하다. 탱크로봇 제어에 이상이 

생기면 탈취 등 통제권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작전 수행

을 못할 수 있어, 탱크로봇에 대한 해킹 공격과 사이버 

보안 연구가 필요하다. 
드론봇 부대에 운용할 수 있는 소형 모델을 직접 제작

하여,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미래 군 작전에 운용될 탱크

로봇에 대한 예상 취약점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탱크로봇의 블루투스(Ver. 5.0)는 적정 운용 범위가 

40m이나 장애물이 없는 직진 거리 대비 이론적으로 최

대 400m까지 전파 전달이 가능하며, 전장 환경은 개활

지에 주로 운용되기에 40m까지는 활용이 충분히 가능

한 통신수단이다.
탱크로봇은 주로 단거리로 운영되고 있다. 왜냐하면 

탱크로봇은 적에게 피탈시 아군의 군사과학 무기체계

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탱크로봇은 폭발물(수류탄 

살상반경 : 15m)이 설치된 부비트랩(Booby Trap) 지역

이나 드론이 침투할 수 없는 협소한 실내공간(동굴 및 

지하 등)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무인정찰 탱크로봇의 블루투스 통신을 이

용하여, 조종할 때 취약 구간에 대해 분석을 하고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

2.1. 라즈베리파이

본 논문에 실험모델로 탱크로봇에 사용되는 주요 핵

심 하드웨어는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4] 모델B로 

그림 1과 같다. 

Fig. 1 Raspberry Pi 4 Part Names[5]

2.2. 아두이노 우노 및 초음파 센서

아두이노는 오픈 소스(Open Source)를 기반으로 한 

보드인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controller)로 구성된 

보드[6]와 관련 개발 도구 및 환경을 말한다. 
탱크로봇의 초음파 센서는 한쪽의 눈에서 초음파를 

쏘면 다른 쪽 눈에서 반사되어 돌아온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다[7].
탱크로봇은 RGB 모듈 센서를 이용하여 야간 군사작

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야간등 및 방향지시등을 켜주는 

기능과 초음파 센서를 통한 전방 물체와의 충돌을 자동

으로 피할 수 있는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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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탱크로봇의 주요 기능 분석

3.1. 탱크로봇의 구조 분석

탱크로봇에는 알루미늄 섀시(국방색), 고출력 370 모
터가 사용된다. 휠을 구동할 때, 산악지형을 고려한 조

건에서 경사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3.2. 탱크로봇의 기능 분석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연결 앱을 작동시키면 연결되

며 메뉴로 이동한다.
CONTROL 메뉴를 클릭하면 조종 인터페이스로 들

어간다. 초음파 데이터가 변경(라이트 불빛)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림 2와 같이 탱크로봇을 제어할 수 있다.

Fig. 2 Direct Bluetooth-based smartphone control

장애물 회피(Obstacle avoidance) 기능으로 그림 3과 

같이 초음파 센서로 물체(장애물)를 감지하여 라즈베리

파이에서 들어온 신호를 갖고 모터를 제어한다.

Fig. 3 Avoid obstacles after object detection

Android 스마트폰 Bluetooth 앱을 통해 카메라 헤드

의 회전을 제어하고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고화질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으며 트랙킹 모드로 하면 

검은색 라인을 따라 반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 있다.

Ⅳ. 탱크로봇에 대한 해킹 공격

4.1. 탱크로봇에 대한 해킹 공격 시스템 구성

각종 센서를 탑재한 탱크로봇으로 그림 4와 같이 실

험을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 Tankrobot Hacking Experiment System

Wi-Fi 카메라를 탑재하여 동굴이나 정찰병이 접근하

기 어려운 장소를 정찰하거나 폭발물 등 위험한 장소에 

운용할 수 있다.

4.2. 탱크로봇에 대한 해킹 공격 준비

실험은 탱크로봇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로 연결되고 데스크탑 PC에 블루투스 Sniffer USB를 장

착한다. 

4.3. 탱크로봇에 와이어샤크를 통한 취약점 분석 

Bluefruit LE Friend BLE nRF51822를 데스크탑 PC
에 장착후 Nordic Semiconductor에서 BLE Sniffer 
software가 설치되면 와이어샤크(Wireshark) Ver. 3.2.2
와 함께 실행시킨다.

Fig. 5 Tank Robot Bluetooth Connectio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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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와 같이 와이어샤크로 탱크로봇의 블루투스 

연결을 확인한다.

Fig. 6 Control key value Bluetooth sniffing

스마트폰으로 좌우 상하 등 조종을 하면 그림 6과 같

이 실시간으로 조종키 값을 와이어샤크에서 Sniffing하
여, 패킷 조작에 의한 오작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취약

점이 확인되었다.

4.4. 탱크로봇에 칼리리눅스를 통한 취약점 분석

블루본 안드로이드 취약점 중에 정보 유출 취약점

(CVE-2017-0785)으로서 정보 유출 취약점은 공격자가 

안드로이드 SDP(Service Discovery Protocol) 서버에 존

재하는 취약점이다. 
블루투스 MAC 주소를 변경해야 하므로 벤더 특정 

HCI 명령을 사용하여 이 기능을 수행한다. 공격에 사용

되는 MAC 주소 변조 기능은 CSR8510A10 칩세트가 내

장된 Nexi 블루투스 CSR 4.0 동글을 사용한다. 
그림 7과 같이 블루투스 동글 사양 및 작동상태를 확

인한다.

Fig. 7 hciconfig

Wi-Fi MAC address Bluetooth MAC address

XX:XX:XX:11:11:11 XX:XX:XX:11:11:10

Table. 1 Wi-Fi Bluetooth MAC address method

Wi-Fi MAC 주소는 표 1과 같이 안드로이드의 경우 

Wi-Fi MAC 주소 마지막 자리에 -1 자리가 블루투스 

MAC주소가 되기 때문에 손쉽게 블루투스 MAC 주소 

획득이 가능하다.
그림 8과 같이 블루투스 동글 사용상태 확인 및 탱크

로봇의 제어 장비(조종기)인 삼성 갤럭시 S7 edge 스마

트폰의 MAC 주소를 확인한다.

Fig. 8 hcitool scan

그림 9와 같이 l2ping 명령어로 패킷을 전송한다. 

Fig. 9 l2ping

그림 10과 같이 sdptool로 장치의 프로파일 / 서비스

를 확인한다.

Fig. 10 sdptool

btscanner 블루투스로부터 정보를 빼내기 위해 준비

를 한다. 최신 리눅스 커널에 포함된 BlueZ Bluetooth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호스트의 디바이스 형태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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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수 있는 기능과 IEEE OUI numbers와 class lookup 
tables 완벽한 목록을 제공한다.

그림 11과 같이 btscanner을 통해 조종기인 삼성 갤럭

시 S7 edge 공격할 수 있도록 탑재한다. 

Fig. 11 btscanner 1/2

Fig. 12 btscanner 2/2

그림 12와 같이 탱크로봇의 제어 장비(조종기)인 삼

성 갤럭시 S7 edge 블루투스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전장환경에서의 탱크로봇 운영시 파일럿(조종자)의 

조종기 및 탱크로봇에 대한 네트워크상 취약점 공격이 

가능하다.

Ⅴ. 보안대책

탱크로봇의 보안 위협에 와이어샤크를 이용한 통신

라인에 취약점을 찾아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를 위해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탱크로봇에 대한 Sniffer를 탐지하기 위해서 모든 

Sniffer는 promiscuous mode를 설정해서 공격하기 때문

에 주변에 Sniffer가 실행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탐지해

야 한다. Sniffer 기술이 고도화되고 탐지하는 방법도 다

양해지고 있다.
적의 접근 및 위장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기인증과 

사용자 인증, 네트워크 통신 구간의 도청 및 정보 유출

에 대응 위한 통신 구간 암호화 및 데이터 암호화를 통

한 탱크로봇 환경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Hacking Attack Security measures

①Wireshark Sniffing Smartphone software update (security 
patch), AES 256bit encryption

②Kali Linux Sniffing
Vulnerability check through blue 

scanner app, bluetooth off,
AES 256bit encryption

Table. 2 Security measures for each attack on Bluetooth

표 2와 같이 분석된 위협별 대응방안에 대한 적용 할 

수 있는 기술은 다음과 같다.
탱크로봇 하드웨어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 위협은 데

이터암호화(공개키)를 통한 데이터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탱크로봇에 저장된 정보 유출을 통한 조종자의 정보 

노출 위협은 공개키 기반의 사용자 정보 데이터 암호화

와 탱크로봇 시스템과 조종사의 생체 인증(지문 및 홍체 

인식)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 
블루투스 통신간 제어 데이터 위변조 공격을 통한 제

어권 획득 위협은 AES 256bit를 통한 무결성 제공을 통

해 대응할 수 있고 위변조 사용자 식별 정보를 통해 인

증된 기기와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인증기법을 통

해 대응이 가능하다.

Ⅵ. 결 론

무인정찰 탱크로봇이 군사보안적인 측면에서 내재한 

보안 위해요소들에 대해 대응을 못 할 경우 보안사고로 

이어질 경우가 높다. 따라서 탱크로봇이 보유하고 있는 

보안의 취약점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

하여 야 한다.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4차산업혁명 시기에 군은 무

엇보다 발전적인 기술의 통합체인 탱크로봇과 관련한 

보안대책과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실제 국방에 운용될 탱크로봇에 적용될 수 있는 블루

투스 MAC주소 탈취와 같은 원격접속의 취약점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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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블루투스 MAC주소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블루본 취약점에 대한 보안대책과 암호화 알고리즘

(AES 256bit)을 통한 보안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는 국방로봇에 대한 보안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자료인 동시에 향후 블루투스뿐만 아니라 국

방 전용 통신망에 적용된 탱크로봇에 관하여 취약점 보

안 강화에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보안 평가 수행

을 통해 검증기준과 검증기준의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군용 탱크로봇에 활용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보안성 강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 S. S. Jo, and S. W. Baik, “Development of Operational 
Requirements of Remote Control Interfaces for Unmanned 
Ground Combat Vehicl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Systems Engineering, vol. 13, no. 2, pp. 18-25, Dec. 2017.

[ 2 ] Y. H. Kim, Y. H. Choi, and J, O, Kim, “How to Derive the 
Autonomous Driving Function Level of Unmanned Ground 
Vehicles - Focusing on Defense Robots -,” The Journal of 
the KICS, vol. 42, no. 1, pp. 205-213, 2017.

[ 3 ] T. G. Kim, Y, G, Song and H. D. Yoon, “Introduce the 
development trend of autonomous vehicles and consider the 
application methods of defense,” Defense and Technology, 
vol.1, no. 452, pp. 106-119, 2016.

[ 4 ] Wkikipedia(RaspberryPi) [Internet]. Available: https://ko. 
wikipedia.org/wiki/%EB%9D%BC%EC%A6%88%EB%B
2%A0%EB%A6%AC_%ED%8C%8C%EC%9D%B4

[ 5 ] Software training for makers(Raspberry Pi 4) [internet].  
Available: https://www.diymaker.net/128

[ 6 ] 3DEMP – Play(Arduino Uno Ultrasonic sensor) [internet]. 
Available:http://www.3demp.com/community/boardDetails
.php?cbID=124

[ 7 ] M. G. Lee, Y. S. Lee and J. J. Kim, “Multifunctional RC car 
controller based on Raspberry Pi,” Korean Society for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18, no. 2, 
pp. 149-156, 2018.

김승우(Seung-Woo Kim) 

호서대학교 융합공학과 박사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공학석사
※ 관심분야 : AI,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디지털포렌식 등

박대우(Dea-Woo Park)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Hacking, CERT/CC, 침해사고 대응, e-Discovery, Forensic, 사이버안보, 네트워크 보안, 스마트폰 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