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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이 증가하면서 무선 네트워크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PC 보다는 모바일 기기로 모든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속도 향상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은 공격자들에게 표적이 되면서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을 유포하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환경의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기법
을 적용한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법 기반의 하이브리드 기법은 정적 기반 기법과 동적 기반 기법을
함께 사용하여 두 기법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더 높은 성능의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악성코드 탐
지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내어 시스템이 우수성을 나타낸다.
Key Words : Malware Detection, Hybroid Techinique, SVM(Support Vector Machine), Manifest

ABSTRACT
Recently, with the increase of mobile device users the speed of wireless network is also on the rise. As the
speed of wireless network increases, the time has come when all services will be done by mobile devices rather
than PCs. However, the increased network speed and emergence of various services have become a target for
attackers who spread applications containing malware. Therefore, so as to detect applications containing malware
in the android environment, this paper proposes a hybrid technique for malware detection. This hybrid technique
proposes a malware detection system of a much higher performance by using both static and dynamic analysis
hence complementing their limitations. In addition, the performance of malware detection system is shown as well
as the system's excellence.

강원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네트워크 관리 연구실
강원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네트워크 관리 연구실
※이 논문은
년도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표준 정보 모델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논문번호：
w First Author :
, kkh1258@kangwon.ac.kr
** Corresponding Author :
, mjchoi@kangwon.ac.kr
2017
(
)
NRF-2017R1A2B4010205,
NFV
)
KNOM2017-02-01, Received November 20, 2017; Revised December 3, 2017; Accepted Deceember 10, 2017

1

KNOM Review '17-02 Vol.20 No.02

Ⅰ

. 서

론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eMarketer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사
용자의 수는 2013년 13억 1120만 명에서 2014년
16억 399만 명을 기록, 2015년 19억 1460만 명에
이어 2016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4에 달하는
21억 55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려놓
았다[1].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무
선 네트워크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무선 네트
워크의 속도가 KB에서 이제는 GB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4G를 넘어 5G로 넘어가고 있다. 이처럼 빨
라지는 무선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서비스들 또한 다양화 되고 있다. 다양한 서
비스와 빠른 무선 네트워크의 속도는 사용자들에게
생활에 편리함을 주었지만, 공격자들에게 공격의 대
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
에 대비해야 한다.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
하지만 악성코드의 공격에 많은 사용자들이 속수무
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성코드 탐지 연구
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기존 악성코드 탐지
연구 중에서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연구는 크게
정적 분석 기법(Static analysis)[2,3]과 동적 분석
기법(Dynamic analysis)[4-10]과 하이브리드 기법
(Hybrid analysis)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적 분석
기법은 PC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법으로
User-Permission, API, Source code를 이용하여 악
성코드 탐지를 수행하는 방법이고, 동적 분석 기법
은 모바일 기기의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여 그에 따른 상황에 대해 악성코드 탐지를 수행
하는 방법이고, 하이브리드 기법은 이 두 가지 기법
들 중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
적 분석 기법은 많은 현재 존재하는 악성코드에 대
한 분석이 완전할 경우 탐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악성코드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갖
는다. 동적 분석 기법은 새로운 악성코드에 대한 탐
지가 가능하지만 오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한계
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기법을 함께 적용한 하이브리드 기법을 사용하여
장점은 부각 시키고, 단점은 보완시킬 수 있는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모바일 기기들 중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안드로이
드 플랫폼을 사용한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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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타 플랫폼과 비교하였을 때 악성코드에 노출
된 비율이 높다. 그림 3은 Cisco 2014 Annual
Security report에서 발표한 자료로 모바일 플랫폼
별 악성 어플리케이션 노출 비율[1]을 나타내고 있
다. 그림을 보면 안드로이드가 다른 플랫폼에 비교
하여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경우 70%이상을 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경우 보안적으로 취
약점은 프로그램의 등록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개
방적인 특징 때문이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른 경로를 통해 어플리케이
션의 다운이 가능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할 때
등록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소스코드에 대한 검증
과정은 최근에 도입되어 보안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악성코드의 수가 계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악성
코드 탐지를 위한 실험 환경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을 선정하였다.

그림 1. 전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 별 악성코드 노출 비율
Fig. 1. The whole world smartphone by OS malware
denudation rate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악성코드
탐지를 수행하며, 악성코드를 탐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한다. 정적 분석 기법
중 User-Permission을 이용하고, 동적 분석 기법 중
SVM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SVM은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구성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할 때, 빠른 속도로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으며, 문서 또는 단어를 분
류하는데 최적화된 방법으로 본 실험에 최적화된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SVM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탐지를 수행한다.

Ⅱ

. 관련 연구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User-permission과 SVM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기법 제안

본 장에서는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 악성코드
를 탐지하는 기법 중 하이브리드 기법을 적용
한 논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분석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
의 차이를 설명한다.
하이브리드 기법은 feature 기반의 하이브리드
기법과 분석 기반의 하이브리드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feature 기반의 하이브리드 기법
(Feature-based Hybrid analysis)[2-4]은 두 가지 이
상의 feature를 결합하여 높은 성능을 보이고자
하는 기법이다. feature의 종류에는 두 가지의
종류로 분류된다. 정적 feature와 동적 feature로
분류 된다. 정적 feature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 또는 Permission을 시그니쳐로 정의한
형태를 나타나며, 동적 feature의 경우 시스템의
변화 또는 패턴을 시그니쳐로 정의한 형태를
나타낸다. 최근 모바일 기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악성코드 분석을
수행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feaure기반의 악성코
드 탐지 방법은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feature와
정상 어플리케이션의 feature를 추출 하였을 때,
각 어플리케이션 별로 feature를 추출하는 방식
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전체 통합된 값으로
feature를 추출하기 때문에 정상 feature를 비정
상 feature로 판별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feature
기반의 하이브리드 기법은 악성 어플리케이션
에 대해서는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정상 어플
리케이션을 악성 어플리케이션으로 탐지할 확
률이 높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YUAN[2] 논문은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탐지
를 수행하기 위해 Request Permission, Sensitive
API, Dynamic Behavior 3가지 측면에서 200개
이상의 feature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기법이다.
feature를 추출한 후 ML 기반의 기계학습 알고
리즘에 적용하여 악성코드 탐지를 수행한다. 기
계학습 알고리즘 SVM, C4.5, Naive Bayes, LR,
MLP, Deep-Learning을 사용하여 Deep-Learning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Deep-Learnig의 경
우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성능은 높지만, 속도
측면에서 느리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SANTOS[3]논문은 정적 feature와 동적 feature
를 함께 허용한 하이브리드 기법이다. 상기 논
문에서 사용된 정적 feature는 프로그램에서
opcode-sequences와 frequency를 추출하여 자원정
보로 사용하고, 동적 feature는 시스템의 API에

서 추출한 자원정보를 사용하였다. 추출된
feature는
Decision
Trees,
KNN,
Bayesian
networks, SVM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악성코드
를 탐지한다. 하지만 상기 논문은 모바일 환경
이 아닌 PC환경에서 사용되었다.
분석 기반의 하이브리드 기법(Analysis-based
Hybrid analysis)[5-7]은 악성코드 탐지 기법 중
정적 분석 기법과 동적 분석 기법과 시계열 기
반 분석 기법들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법을 결
합하여 높은 성능을 보이고자 하는 기법이다. 1
차적으로 잘 알려진 악성코드에 대해 탐지를
수행한 후 2차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새로운)
악성코드에 대해 탐지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탐지 기법을 결합하여 높은 성능을 보이
지만 시계열 기반의 기법은 트래픽의 생성 그
래프를 비교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기에 정상과 비정상을 정확히 탐지하기
에는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ZHOU[6]의 논문은 DroidRanger 시스템을 사
용한 분석 기법 기반 하이브리드 기법이다. 일
차적인 방법으로 User_Permission의 비교를 통하
여 잘 알려진 악성코드에 대해 빠른 필터링 방
법을 제안하였고 2차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에 대해 JAVA 코드를 리패키징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
만 상기 논문의 경우 211개의 악성코드를 포함
한 어플리케이션 중 148개의 악성코드를 판별
하여 높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였으며, 안드로이
드 어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 암호화를 수행한
경우 시그니쳐의 추출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
이 있다.
ELBASIONY[7] 논문은 동적 분석 기법을 두
번 사용한 분석 기법 기반 하이브리드 기법이
다. 상기 논문의 실험 데이터 셋은 KDD’99 데
이터 셋을 사용하였으며,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변수 중요도를 사용한 Random Forest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잘 알려진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에 대해 w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악성코드 탐지를 수행한
다. 하지만 실험에 사용된 KDD’99는 1999년도
에 수집된 데이터로 현재 시스템의 실태를 반
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모바일 환
경이 아닌 PC환경에서 사용되었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은 feature 기반의 악성코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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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 구조
Fig. 2. Malware detection system architecture

탐지 기법은 악성코드를 추출하는 데이터가 악성코
드를 확실하게 분별하기 힘들며, 실험에 사용된 데
이터의 대부분은 모바일 환경이 아닌 PC환경의 데
이터를 사용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와 같은 한
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모바일 환경의 데이터
를 추출하여 1차적으로 User-Permission에 대한 악
성코드 탐지를 수행한 후 feature기반의 SVM을 이
용하여 악성코드 탐지 성능을 향상시킨다.

로 구성된다.

Module, Notification Module

Ⅲ

. 하이브리드 기법 제안

본 장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 악성코드를 탐
지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기법의 전체적인 구조
와 각 기법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하이
브리드 기법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설명한다.
3.1.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하이
브리드 기법은 정적 분석 기법과 동적 분석 기법으
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는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구조를 나타낸다. 하
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구조를 보
면 4가지의 주요 모듈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각 모듈은 Static Malware Detection Module,
Resource

4

Collector,

SVM

Malware

Detection

그림 3.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 순서도
Fig. 3. Malware detection system flow chart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은 제일 먼저 안드로이드
기기로부터 어플리케이션 설치 패키지(ACTION
_PACKAGE_ADDED)와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패키지(ACTION_PACKAGE _REPLACED)가 실행
되는지 확인한다. 만약 어플리케이션 설치 패키지
(ACTION _PACKAGE_ADDED)와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패키지(ACTION_PACKAGE
_REPLACED)가 실행이 되면 Static Malware
Detection Module에서 현재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이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인지 아니면 정상
어플리케이션인지 User_Permission을 이용하여 악성
코드 탐지를 수행한다. 만약 악성코드가 탐지 되면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User-permission과 SVM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기법 제안

사용자에게 노티피케이션을 보낸 후 해당 어플리케
이션의 정보를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 삭제를 수행
한다. 악성코드 임에도 불구하고 악성코드로 판단되
지 않은 경우 Resource Collector에서 네트워크와
CPU의 자원정보를 추출하여 Data Manager로 보내
져 하나의 벡터 값으로 만든다. 벡터 값은 Main
Service의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 셋으로 사용한다.
SVM Malware Detection Module에서 이전에 만
들어 두었던 트레이닝 셋에 테스트 셋을 적용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한다. 만약 SVM Malware
Detection에서 악성코드가 2번 연속으로 탐지되면
Notification Module에서 Notification을 발생시키고,
악성코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악성코드를 삭제
한다. 그 후 악성코드라고 판단된 악성코드의 정보
를 트레이닝 셋에 벡터 값으로 저장 시키고, 다시
어플리케이션 설치 프로세스와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실행되었는지 확인한다. 그림 3은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하이브리드 기법의 순서도를 나타낸다. 위의
과정은 제 3.2 절에서 정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 악
성코드 탐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제 3.3절에
서 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3.2. 정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본 절에서는 정적 분석 기법으로 Android
Manifest.xml파일의 User_Permission을 이용하여 악
성코드 탐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악성코드
탐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기에 앞서 Android
Manifest.xml파일의 User_Permission에 대해 서술한
다. 안드로이드의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은 root 디렉
토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AndroidManifest.xml파
일[11]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ndroidManifest.xml 파일은 어플리케이션 코드
를 실행하기 전에 시스템에 권한을 요청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한
AndroidManifest.xml파일의 권한은 안드로이드 API
버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 버전에서는
악의적인 권한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쉬웠
지만, 현재 새로운 버전에서는 많은 Manifest 버전
의 사용을 금지한 상태이다. User-Permission의 종
류는 총 136개이며, 그 중 많은 권한들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은 웹 또는 다른 경로를 통
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구 버전의 이클립스

또는 프로그래밍 툴을 이용하면 사용 금지된
User_Permission의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사용하지 못하지만 버전이 낮은
스마트폰을 쓰는 사용자들은 아직 많은 악성코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136개의 User_Permission 중 현재 가장 많은 악
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User_Permission
의 종류는 총 18개 이고, User-Permission을 보면
전화, SMS, MMS, 외부 저장장치, 캘린더 등등 사
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권한들이
많이 있다. 또한 패키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의
경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다른 악성코
드를 포함한 패키지를 설치하여 더 심각한 상황들
을 초래할 수 있다.
표 1. 10개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수적인 펴미션
Table 1. Essential permission from 10 vicious application
퍼미션 조합
개수
INTERNET + READ_PHONE_STATE

1175

SEND_SMS + READ_PHONE_STATE

525

INTERNET + ACCESS_FINE_LOCATION

552

+ ACCESS_COARSE_LOCATION
SEND_SMS + ACCESS_FINE_LOCATION
+ ACCESS_COARSE_LOCATION
INTERNET
+
SEND_SMS
READ_PHONE_STATE
INTERNET + SEND_SMS
+ ACCESS_FINE_LOCATION

173
+

307
120

+ ACCESS_COARSE_LOCATION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해
을 사용하지만, User-Permission 각
각을 그대로 사용하여 악성코드 탐지에 사용하게
되면 비정상 어플리케이션을 추출할 가능성 보다
정상 어플리케이션을 더 많이 추출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User-Permission들 중에서 악성코드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User-Permission의 조합을 이용
한다. 다음 표 1과 표 2는 전철[12]과 Yajin
Zhou[13] 논문에서 악성코드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
는 User-Permission의 조합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
의 표에 나타난 조합들 중 정상 어플리케이션이 탐
지 되지 않는 조합 3가지를 사용하여 악성코드 탐
지를 수행한다.
User-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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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악성 어플리케이션 펴미션의 종류
Table 2. Vicious appliation kind of permission
Malware

Essential Permissions

Apps

I N T E R N E T ,
ACCESS_NETWORK_ST
ADRD

ATE,
RECEIVE_BOOT_COMPL

10,379(5.68
%)

ETED
I N T E R N E T ,
Bgserv

R E C E I V E _ S M S ,

2,880(1.58%)

SEND_SMS
DroidDream

CHANGE_WIFI_STATE

4,096(2.24%)

DroidDream

I N T E R N E T ,

71,095(38.89

Light

READ_PHONE_STATE

%)

Geinimi

INTERNET, SEND_SMS

7,620(4.17%)

jSMSHider

INSTALL_PACKAGES

1,210(0.66%)

BaseBridge

NATIVE_CODE

8,272(4.52%)

Pjapps
Zsone
zHash

I N T E R N E T ,
RECEIVE_SMS
R E C E I V E _ S M S ,
SEND_SMS
CHANGE_WIFI_STATE

4,637(2.54%)
3,204(1.75%)
4,096(2.24%)

3.3. 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본 절에서는 동적 분석 기법으로 SVM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림 4은 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모듈의 순서를 나타낸다.

그림 동적 분석 기법 모듈 순서

4.
Figure 4. Dynamic analysis module sequence

동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원 정보
를 추출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요구된다. 자원
정보 추출 시스템의 동작 순서는 스마트폰의 Linux
6

커널 단에서 네트워크, CPU의 자원 정보 4가지를
추출한다. 표 3은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feature
의 정보를 나타낸다. CPU의 경우 리눅스 명령어
‘top –n –m 1’을 활용하여 Total_CPU,
User_CPU를 추출하며, 네트워크의 경우 ‘/proc’폴
더 안에 있는 Rxbyte 계산 파일과 Txbyte 계산 파
일 사용한다. 4가지의 자원 정보를 추출한 후 자원
정보를 하나로 합쳐 벡터화한다. 이후 벡터화한 데
이터를 서버로 보내주면 서버에서 악성코드 탐지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10초 단위로 데이터
를 추출하며, 10초 단위로 추출하는 이유는 시스템
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추출된 데
이터는 정규화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준화 시킨다.
정규화를 수행하는 이유는 SVM 알고리즘에 적용하
였을 때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때 계산 범위를 줄
여주기 위함이다. 즉, 데이터 트레이닝 과정에서 트
레이닝 셋을 분석할 때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자질
의 값을 1과 –1 사이에 놓이게 되므로 더 높은 성
능을 보일 수 있다. 정규화는 해당 값에 데이터 전
체에 대한 평균을 빼고 데이터 전체에 대한 분산으
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는 수식 (1)에 자세히 나타
나 있다.

 


(1)

표 3.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자원 정보
Table 3. Feature information for malware detection
카테고리 자원 정보 역할
프로세스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Rxbytes
네트워크 수
네트워크
프로세스로부터 업로드 한 네트
Txbytes
워크 수
Total_CP 프로세스로부터 사용한 CPU
U
사용률
CPU
U s e r _ C P 프로세스로부터 사용한 User
U
CPU 사용률

자원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정상 어플리케이션과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서버로 전송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트레이닝 셋을
만든다. 미리 만들어진 트레이닝 셋은 SVM을 통하
여 분리사로 만들어 지고, 스마트폰에서 하이브리드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을 실행하여 서버로
전송한 데이터를 테스트 셋으로 사용한다. 서버에서
분리사에 테스트 셋을 적용하여 현재 실행중인 악
성코드를 탐지하고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User-permission과 SVM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기법 제안

이라고 판단되면 Notification을 스마트폰에 알려주
고, 해당되는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에 대
해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 후 어플리케이션 삭제를 수행한다.

Ⅳ

.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악성코드 탐지에 사용된 데이터 셋
에 대해 설명하고,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한 악성
코드 탐지 성능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4.1.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셋
데이터 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은 7종류로, Anserver, Angry
Birds Rio Unlocker, GoldDream, DroidKungFu,
ZScalar, FakeApp.AL, Smspy를 활용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
리케이션은 최근 국내 및 국외에서 활동하던 악성
코드 샘플이다. 하이브리드 기법에서 사용된 정상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는 Facebook, Instagram,
youTube, Naver, kakoTalk으로 총 5종류를 사용하
였다. 평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대표로 뽑아 사용하였다.
표 4.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의 종류
Table 4. Kind of using application

Data type

Application name
Facebook

Normal
application

instargram
youTube
Naver
kakaoTalk
Anserver
Angry Birds Rio Unlocker

Abnormal
application

GoldDream
DroidKungFu
ZScaler
FakeApp.AL

이션과 정상 어플리케이션을 나타낸다.
스마트폰에서 추출된 데이터는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어진다. 트레이닝 셋은 총 14500
개이고, 테스트 셋은 총 3100개 이다. 트레이닝 셋
으로 사용될 정상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수는
4000개이고,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의 데
이터는 각 1500개식 총 10500개이다. 테스트 셋으
로 사용될 정상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수는 1000
개이고,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는 각 300개씩 총 2100개이다.
실험에 사용된 툴은 SSVM[14]을 사용하였으며,
SSVM에 사용된 Cost 값은 10000이고, Iteration 값
은 200을 사용하였다. Cost 값은 10부터 10000까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Accuracy 값이 가장 높은 값
을 선정하였으며, Iteration 값은 10부터 200까지 반
복적인 실험을 통해 Accuracy 값이 가장 높은 값으
로 선정하였다.
4.2. 성능 평가 지표
본 절에서는 실험의 결과를 서술하기에 앞서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 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한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지표는 TPR, FPR,
Precision, Accuracy이다. TPR(True Positive Rate)
는 실제 정상 어플리케이션을 시스템이 정상 어플
리케이션으로 정확하게 판단한 비율(2)을 말하며,
FPR(False Positive Rate)는 실제 비정상 어플리케
이션을 시스템이 비정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잘못
판단한 비율(3)을 말한다. FPR이 높은 시스템은 보
안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Precision은 시스템이 정상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정상 어플리케이션으로 판단한 비율(4)을 말하고,
Accuracy는 전체 탐지 결과 중 시스템이 정상 어플
리케이션과 비정상 어플리케이션 모두 정확하게 판
단한 비율(5)을 말한다. 위와 같은 성능 지표를 바
탕으로 성능의 결과를 서술한다.
×

  

FPR :

×

  

Smspy

정적 분석 기법에서 사용한 User-Permission 조
합 3가지는 정상 어플리케이션을 추출할 가능성을
보기 위해 play 스토어에서 무료 인기 어플리케이션
50위 이하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성능을 확인
하였다. 50개의 어플리케이션 중 비정상 어플리케이
션으로 판단한 어플리케이션은 kakaoTalk이었였다.
표 4은 실험에 사용된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



TPR :

Precision :





×

  

(2)
(3)
(4)

  
      

Accuracy: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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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
한 악성코드 탐지 결과를 나타낸다. 앞서 제시한 하
이브리드 기법은 정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
드 탐지 방법과 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방법을 함께 적용한 기법이다. 하이브리드 기
법을 이용한 시스템의 탐지 결과는 표 5에서 나타
낸다.
정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결과를
보면 Anserver, Droid KungFu, Gold Dream,
Smspy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FakeApp.AL, Angry Birds Rio
Unlocker은 탐지하지 못하였다. adware 또는 Fake
를 이용한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정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가 어렵다.
이와 같이 정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탐지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 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악성
코드 탐지가 가능하고, 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탐지 못하는 악성코드에 대해 정적 분석 기법을 이
용하여 악성코드 탐지가 가능하다. 동적 분석 기법
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결과를 보면 정적 분석
기법에서 탐지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Accuracy 측면
에서 99%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실험 결과를 보면 현재 사용
되고 있는 악성코드들에 대해 모든 악성코드를 탐
지하였으며, 높은 성능을 보였다.
표 5. 하이브리드 기법의 악성코드 별 탐지 결과
Table 5. Detection result by malware of hybrid technique
TPR

FPR

Pre

Acc

정적 분석으로 탐지

Anserver
Angry Birds
Rio

99.6%

0.1%

99.98%

99.69%

Unlocker

정적 분석으로 탐지
정적 분석으로 탐지
정적 분석으로 탐지

Droid
KungFu
Gold Dream
Sms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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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caler

99.89%

0.1%

99.98%

99.92%

FakeApp.AL

100%

0.1%

99.98%

99.98%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악성코드 탐지 기법 중
정적 분석 기법과 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 하이브
리드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정적 분석
기법의 경우 새로운 악성코드에 대한 대처가 불가
능하고 시그니쳐를 추출할 수 없는 경우 악성코드
탐지가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Android
Manifest.xml파일을 이용할 경우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을 탐지율이 높지만 정상적인 어플리케
이션을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추출할
확률이 높다. 동적 분석 기법은 안드로이드 버전의
업데이트가 되면서 추출할 수 있는 자원정보가 줄
어들어 많은 자원정보의 추출이 필요한 경우 루팅
을 수행해야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악
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한
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 악
성코드 탐지 방법과 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 악성
코드 탐지 방법을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기법을 제
안한다. 위에서 제안한 기법은 정적 분석 기법과 동
적 분석 기법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악성코드 탐
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이다.
먼저, Install 패키지와 Update 패키지가 실행이
되면,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Android
Manifest.xml파일에서 User_Permission의 권한을 추
출하여 3장에서 제시한 악의적인 목적을 갖는
User_Permission 조합 리스트 3가지와의 비교를 통
하여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인지 1차적으
로 알람을 보낸 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한다.
하지만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탐지되
지 않는다면, 2차적으로 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방법을 수행한다. 미리 만들어져 있
는 트레이닝 셋에 현제 들어온 데이터 셋을 적용하
여 악성코드를 탐지한다. 만약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판단이 되면 Notification을 발
생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적 분석 기법과 동적 분석 기법
을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탐지기법을 제안하였다. 하
이브리드 기법 중 정적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
지 결과 4개의 악성코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하였으며, 3개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 동적 분석 기
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결과 평균 TPR은 99%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User-permission과 SVM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기법 제안

이상이고, FRP은 2%미만이고, Precision은 99%이
상이고, Accuracy는 99%이상이라는 결과의 높은
탐지율을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정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악성
코드를 탐지할 경우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탐지 비
율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제한된 기기가
아닌 다른 기종의 기기 이식성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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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프로토콜 사양 추출을 위한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법
구 영 훈w, 심 규 석*, 박 지 태*, 채 병 민**, 문 호 원**, 김 명 섭

°

A Method of Protocol Reverse Engineering for Clear Protocol
Specification Extraction
Young-Hoon Goow, Kyu-Seok Shim*, Jee-Tae Park*, Byeong-Min Chae**, Ho-Won Moon**,
Myung-Sup Kim°

요 약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이 비대해지고, 새로운 응용 및 악성 행위가 지속적으로 출현함에 따라 이를 분석해야할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 발생하는 복잡 다양한 프로토콜 중 다수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최소한
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비공개 프로토콜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및 보안을 위해 비공개 프로토콜의 구조 분
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법론이 제안되었지만, 적용하기에 각
기 다른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트레이스 분석 기반의 명확한 프
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비공개 프로토콜의 직관적이며
정교한 Field Format, Message Format, Flow Format과 유한 상태 머신을 출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HTTP
프로토콜의 예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론의 우수성을 설명한다.
Key Words : Protocol reverse engineering, Field Format, Message Format, Flow Format, Protocol State Machine,
CSP Algorithm

ABSTRACT
Today, the amount of Internet traffic is increasing and new applications and malicious behavior continue to
appear rapidly. Many of the complex and diverse protocols that occur under these situations, are unknown or
proprietary protocols that are at least documented. For efficient network management and network security,
analysis the structure of the unknown protocol must precede. Many protocol reverse engineering methods have
been proposed for this purpose, but each of method has its own limitations. To address these drawbacks, in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clear protocol reverse engineering based on network traces analysis. The proposed
method can extract highly intuitive and elaborative outputs which are Field Format, Message Format, Flow
Format, and protocol state machine of the unknown protocol. We demonstrate the superiority of the method
through an example of the HTTP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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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기술 발전으로 인터넷 트래픽 사용이 보편화,
다양화되고 인터넷 응용의 트래픽 발생량이 비대해
짐에 따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응용 및 악성행위
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환경 하
에 발생하는 프로토콜 중 다수는 Skype 프로토콜,
바이러스 백신 도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
트 프로토콜과 같은 독점적인 프로토콜이거나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의 프로토콜, Botnet의
C&C(Command and Contol) 프로토콜 등과 같은
최소한으로 문서화되어 있거나 전혀 알 수 없는 프
로토콜이다 . 한편, 최근 3.20 사이버테러, 서울매
트로 PC 해킹사고, 한수원 사이버테러 등 크고 작
은 보안 사고들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사이버 테
러는 새로운 공동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
언론은 사이버범죄 피해가 2021년까지 미화 6조 달
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오늘날 비공개
프로토콜에 대한 구조분석 기술 확보가 시급한 시
점이다.
비공개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사양을 추출하는 작
업인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효율적인 네트
워크 관리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공개 프로토콜이 발
생시키는 트래픽을 분류하여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사용 현황 파악, 확장 계획 수립 및 QoS 정책 설정
에 활용이 가능하며 공격의 탐지 및 차단을 위한
방화벽 및 침입 탐지 시스템과 네트워크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침투 시험 및 스마트 퍼저 시스템
구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
어링의 방법론을 제안하였지만, 프로토콜의 사양을
명확하게 추출하는 표준화된 방법론은 없으며, 각각
의 방법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대부분 수동으로 수
행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며 오류가 발생하기 쉽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자동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이 중 일부는 너
무 많은 메시지 유형들을 출력하여 명확한 프로토
콜 사양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일부는 프로토콜의
빈번한 값만을 메시지 유형들의 필드 형식으로 추
출하기 때문에 완벽한 프로토콜 사양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방법론들은 프로토콜 리버
IT

[1,2]

[3,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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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엔지니어링의 출력 중 일부만을 추출한다. 이상
적인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프로토콜
syntax, semantics, FSM을 포함하여 명확한 프로토
콜 구조를 추출하여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명확한 프로토콜 사양 추출을 위
한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법을 제안한다.
본 방법론은 syntax를 Field Format, Message
Format, Flow Format으로 구성하고 semantics를 추
론하여 추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프로토콜
FSM을 추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이 개발한
CSP(Contiguous Sequential Pattern) 알고리즘을 계
층적으로 사용하여 syntax를 추출하며 재귀적으로
사용하여 하나의 필드 형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추출한다. 또한 Message Format을 구성하는
Field Format의 타입을 4종류로 정의하고 이를 통
해 Message Format을 상세한 구조로 추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본 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
관련 연구 및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3
장에서 제안하는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법
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
론 및 향후 연구를 기술하며 끝맺음한다.

Ⅱ

. 관련 연구 및 문제 정의

2.1.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알 수 없거나 문
서화되지 않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및 파일 형식의
사양을 추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OSI 7계층에서
알려지지 않은 응용 계층 프로토콜의 사양을 도출
하는 과정을 말한다.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목표는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주요 3요소인 구문, 의
미, 타이밍과 관련된 syntax, semantics, FSM 등을
포함한 상세한 구조를 추출하는 것으로 해당 비공
개 프로토콜이 어떠한 유형의 메시지들을 갖고 있
는지, 이러한 메시지 유형들은 어떠한 형식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순서로 동작하는지를 나타낸
다. 이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토콜의 메시
지 교환을 모니터링하여 분석하거나 통신 종단점이
프로토콜의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식을 분석할 수
있다.
2.2. 선행 연구의 분류 및 한계점

명확한 프로토콜 사양 추출을 위한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법

전통적인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법의 전
통적인 접근 방식은 대개 수동적이다. 그 전형적인
예로 2005년 Borisov가 발표한 GAPA(Generic
Application-level Protocol Analyzer)를 들 수 있다
. GAPA는 손으로 작성한 문법을 통해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사양을 확인하고 파싱할 수 있는 프레
임워크이다. 그러나 수동적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
어링은 모든 프로토콜의 요소를 정확하게 복구할
수 있지만 프로토콜 분석자의 작업 능력에 따라 출
력 결과가 가변적이며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시간
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비효율인 형태이므로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응용의 속도에 대처할 수
없다. SAMBA 프로젝트가 Microsoft SMB(Server
Message Block) 프로토콜을 보완 및 완성하는 데에
는 12년이 걸렸으며 , WINE(Wine Is Not an
Emulator) 프로젝트의 경우, 처음으로 안정화된 API
를 출시하는 데 15년이 걸렸다. 오늘날과 같은 고
속의 대용량 네트워크 환경에서 고도로 지능화된
다양한 악성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프로
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의 자동화가 필수적이
다.
자동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이 실행 트레이스 분석 기반 방법 및
네트워크 트레이스 분석 기반 방법으로 나눌 수 있
다.
[7]

[8]

의 Dispatcher 가 있다. 이 방법은
실제 프로그램 바이너리가 실행되는 동안의 메시지
처리 과정을 분석하므로 프로토콜 구조 분석의 정
확성은 향상될 수 있지만 비공개 프로토콜을 구현
하는 프로그램 바이너리의 입수는 현실적으로 어렵
다. 예를 들어 악성 Botnet들의 C&C 서버의 프로
그램 바이너리는 외부 네트워크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며 지속적인 공격의 성공을 위해 은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단점은 일반적으로 입력 메시지
를 처리하는 동안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 바이너리
를 관찰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수신된 메시지만을
분석한다. 그러나 완벽한 프로토콜의 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송신 메시지 또한 분석하여야 하지만 대
부분의 경우 서버의 프로그램 바이너리는 외부 네
트워크에 존재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에 네트워크 트레이스 분석 기반 방법은 해
당 프로토콜의 네트워크 패킷을 모니터링하여 캡처
한 각 네트워크 트레이스들을 입력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바이너리를 실행하고 있
는 호스트에 접근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분석이 가
능하여 실용적이며, 타겟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를 연결하는 최 앞단 라우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을 캡처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송 수신 메시
지를 모두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패킷 수집 및 단
일 프로토콜별 트래픽 분류의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다. 선행 연구의 네트워크 트레
이스 분석 기반 방법으로는 Beddoe et al.이 제안한
PIP , Maxim et al.의 Pext , Wang et al.의
Veritas , Bernudez et al.의 FieldHunter 가 있
다. Leita et al.이 제안한 ScriptGen 과 Cui et al.
의 RolePlayer 는 HoneyPot 시스템을 위한 패킷
Replay에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
법론은 분석의 실용성 및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한
네트워크 트레이스 분석 기반 방법을 사용한다.
2.3. 문제 정의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의 출력
은 크게 syntax, semantics, FSM 세 가지로 구성된
다. syntax는 각 유형별 메시지의 형식을 나타낸다.
각 유형별 메시지의 형식은 이를 구성하는 필드들
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 offset 및 depth로 표현
할 수 있는 위치 및 경계와 필드들의 순서 및 가지
고 있는 값, 필드의 유형 등이 포함된다. 분석자의
편의에 따라 메시지 유형의 방향성, 구성하는 특정
Caballero et al.

[13]

[12]

[14]

[15]

[16]

[17]

[18]

그림 1. 네트워크 트레이스 분석 기반 방법과 실행 트레이
스 분석 기반 방법의 차이
Fig. 1. The difference of network traces analysis based
method and execution traces analysis based method

실행 트레이스 분석 기반 방법은 Dynamic Taint
Analysis를 통해 해당 프로토콜을 따르는 프로그램
바이너리를 모니터링하여 실행 명령, 메모리 사용,
시스템 콜, 특정 파일 시스템 접근 등을 기반으로
로깅한 각 실행 트레이스들을 입력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선행 연구의 실행 트레이스 분석 기반 방
법으로는 Caballero et al.이 제안한 Polyglot , Cui
et al.의 Tupni , Comparetti et al.의 Prospex ,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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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값의 빈도수와 같은 부수적인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semantics는 메시지 유형을 구성하는 필드
들이 내포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선행 연구 방법의
대부분은 semantics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
되는 필드의 semantics 유형들을 사전에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필드들을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식별
하거나 특정 의미를 추출하지 않고 필드들의 의존
성을 분석하여 필드들 간의 관계만을 추출한다.
FSM은 메시지 유형들의 동작을 분석하고 발생 순
서, 발생 조건, 메시지의 방향 등을 표현하기 위한
유한 오토마톤이다.
표 1. 입 출력에 따른 선행 연구의 방법론
Table 1. Previous Method according
output

to input and

Output
syntax
semantics
Execution Traces analysis based Method
Polyglot
2003
Tupni
2008
Dispatcher
2012
(weak)
Prospex
2009
AutoFormat 2008
ReFormat
2009
Network Traces analysis based Method
PIP
2004
Biprominer 2011
Discoverer
2007
(weak)
ScriptGen
2005
RolePlayer
2006
(weak)
ReverX
2011
AutoReEng
2013
ine
Pext
2007
Trifilo
2009
Veritas
2011
FieldHunter 2015
(strong)
Method

Year

○
○
○
○
○
○
○
○
○
○
○

Netzob

2014

Wasp

2016

○
○
○
○

○

○
○

FSM

○

○
○
○
○
○
○

○
○(weak) ○(manu
al)
○(weak)

이상적인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는 syntax, semantics, FSM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추론하여야 하며, 정확한 프로토콜의
구조 분석을 위해 추출되는 syntax는 명확해야 한
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방법론에는 몇 가지 한계점
이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syntax, semantics,
FSM 중 일부만을 추출한다. 표 1은 입 출력에 따
른 선행 연구의 방법론 현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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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선행 연구의 많은 방법론은 너무 많은 메
시지 유형들을 추출하여 명확하지 않은 syntax를 출
력한다. 이러한 유형의 syntax는 프로토콜의 각 개
별 패킷을 상세하게 분석하는데 유용할 수 있으나
프로토콜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그림 2는 선행 방법론 중 하나를 사용하여
HTTP 프로토콜을 분석한 결과로 Group1과 Group2
와 Group3는 같은 HTTP Request 메시지 유형이며
Group4와 Group5는 같은 HTTP Response 메시지
유형이며 Group4와 Group5는 같은 HTTP
Response 메시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Group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2에서 빨간 줄은 값이

그림 2. 명확하지 않은 syntax 출력의 예시1
Fig. 2. The example1 of an unclear syntax as output

정적인 필드를 의미하며 파란 줄은 값이 동적인 필
드를 의미한다. Group1, Group2와 같이 실제로 같
은 필드임에도 불구하고 각 Group 내에서만 필드의
값이 정적인 필드와 동적인 필드를 분류하기 때문
에 명확한 프로토콜 syntax 파악이 어렵다. 1000개
의 HTTP 프로토콜 패킷을 입력으로 하여 Netzob

명확한 프로토콜 사양 추출을 위한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법

을 통해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였을
경우, Similarity Percent를 50%로 설정하였을 때에
는 324개의 메시지 유형이 출력되었으며, 25%로
설정하였을 때에는 225개의 메시지 유형이 출력되
었다. 본 방법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ield Format, Message Format, Flow Format의 세
가지 형태의 syntax를 정의하고 본 연구진이 개발한
Hierarchical CS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를 추출한
다.

그림 3. 명확하지 않은 syntax 출력의 예시2
Fig. 3. The example2 of an unclear syntax as output

셋째, 선행 연구의 많은 방법론은 대부분 Zipf 법
칙과 샤논 이론의 엔트로피 필터, 연관 규칙 마이닝
의 Support, LDA의 출현 확률과 같이 특정 데이터
의 빈도를 기반으로 필드의 값을 추출하기 때문에
그림 3의 case1과 같이 각 필드가 가질 수 있는 모
든 값을 추출하지 않고 가장 빈번한 값만을 해당
필드의 값으로 추출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본 연
구진이 개발한 Recursive CS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림 3의 case2와 같이 각 필드가 가질 수 있는 모

든 값을 추출한다.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방법론은 메시지의 유형별
로 값이 정적인 필드, 동적인 필드로서 추출되지 않
은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유형의 Field
Format으로 분류하며 이를 통해 상세한 메시지 유
형의 형식을 추출한다.

Ⅲ

. 제안하는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법론

3.1. 용어 정의 및 방법론의 개관
Field Format은 SF(v), DF(v), DF, GAP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v)는 “value”를 의미하며 (v)가
표시된 Field Format은 해당 필드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Field Format이다. 즉, SF(v)는 값이 정적
인 필드이며 고정 길이 필드이고 값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값을 저장하여 Field Format을 출력한다.
DF(v), DF, GAP은 모두 값이 동적인 필드이다. 이
들은 고정 길이 필드일 수도 있고, 가변 길이 필드
일 수도 있다. DF(v)는 값을 예측할 수 있는 필드
이므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저장하여 출력한다.
DF와 GAP은 값이 너무 가변적이기 때문에 값을
예측할 수 없는 필드이다. DF와 GAP의 차이점은
DF의 경우 길이는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DF를 추출
할 때에는 길이의 최소값 및 최대값을 추출하며
GAP은 발견될 수 있는 최소 offset과 최대 depth를
통해 메시지 유형에서의 위치만을 추출한다. SF(v)

그림 4. 제안하는 방법론의 체계도
Fig. 4. The overview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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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ierarchical CSP 알고리즘의 1st step을 통해
추출되고, DF(v)는 Recursive CSP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된다. DF와 GAP은 Message Format 추출 후
각 Message Format에 해당하는 실제 메시지들에서
Message Format에 속하는 SF(v)와 DF(v)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출한다.
Message
Format과
Flow
Format은
각각
Hierarchical CSP 알고리즘의 2nd step과 3rd step
을 통해 추출된다.
Field Format은 프로토콜의 메시지들에서 공통적
으로 발견되는 바이트스트림이다. Message Format
은 특정 빈도수를 만족하는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
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Field Format들의 시퀀
스이다. Flow Format은 특정 빈도수를 만족하는 하
나의 동일한 메시지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Message Format의 시퀀스이다.
제안하는 방법론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4와 같
다. 본 방법론은 크게 Message Assemble, Syntax
Inference, Semantics Inference, Behavior Inference
의 4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서는 타겟 네트워크에서 패킷들을 수
집하고 5-Tuple(출발지 목적지 IP, 출발지 목적지
port, 전송 계층 프로토콜)이 같은 패킷들을 시간
순으로 정렬하여 양방향 플로우 단위로 변환한다.
수집된 네트워크 트레이스는 단일의 프로토콜 트래
픽이라 가정한다. Message Assemble 단계에서는
수집한 프로토콜의 플로우를 로드하고 메시지 단위
로 분할한다. Syntax Inference 단계에서는 SF(v)와
DF(v)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Message Format
을 추출한다. 그리고 각 Message Format에 DF와
GAP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Semantics Inference
단계에서는 추출된 각 Message Format의 SF(v)와
DF(v)가 사전에 미리 정의한 semantics 유형에 해
당하는지 식별한다. Behavior Inference 단계에서는
Flow Format과 FSM을 추출한다.
3.2. Contiguous Sequential Pattern
알고리즘
순차 패턴 알고리즘(Sequential Pattern
Algorithm) 은 일종의 데이터 마이닝 기술로서 주
어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일련의 값 혹은 특정 사
건의 시계열 패턴을 추출한다. 이 기술은 연관 규칙
마이닝과 매우 유사하다. 둘 다 큰 데이터베이스 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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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빈번한 패턴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연관 규칙 마이닝의 목적은 동일한 트랜잭션 내에
서 동시 패턴을 추출하는 것이지만, 순차 패턴 알고
리즘은 서로 다른 트랜잭션으로부터 일정한 순서의
패턴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minimum support value라는 임계값이 매우 중요하
다. support란 전체 시퀀스에 대한 타겟 서브 시퀀
스를 갖는 시퀀스의 비율이다. 이 알고리즘은 사용
자 정의한 minimum support value 값보다 높은
support 값을 갖는 서브 시퀀스를 추출하여 빈번한
서브 시퀀스를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개발한 CSP(Contiguous Sequential
Pattern) 알고리즘은 프로토콜 syntax 추출에 적합하
도록 수정된 순차 패턴 알고리즘이다. 순차 패턴 알
고리즘의 원래 버전은 시장의 구매 내역 데이터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구매 패턴을 찾는다. 그러나
syntax 추론을 위해서는 단순히 메시지에서 발생되
는 시계열 서브 시퀀스가 아닌, 메시지 내의 연속적
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시퀀스를 추출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Field Format의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메시지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문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자열을 추출해
야 한다. 따라서 프로토콜 Syntax를 위한 CSP 알고
리즘의 목적은 연속적으로 접해있는 순차 패턴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 알고리즘은 “특정 시퀀스가 빈
번하다면 그 시퀀스의 부분 집합 역시 
빈번하다”는
Apriori 속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 방법은 후보 시
퀀스를 생성하고 자주 발생하는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해 각 후보 시퀀스의 support 값을 확인한다.
CSP 알고리즘은 이러한 기본 Apriori 알고리즘의
수정된 버전인 AprioriAll, AprioriTID, AprioriHash
등을 통합하고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시킨다. 제안하
는 방법론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Format
을 추출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CSP를 계층적으
로 사용한다. 이를 Hierarchical CSP라 정의한다.
각 step별로 사용된 CSP의 알고리즘은 동일하며 입
력 데이터로 사용되는 시퀀스 집합, Length 1 서브
시퀀스 단위 및 support 계산 단위만 다르다.
Hierarchical CSP의 1st step은 메시지 시퀀스 데
이터베이스 내에서 특정 빈도수를 만족하는 공통
부분 바이트스트림을 Field Format의 SF(v)로 추출
한다. Hierarchical 2nd step은 하나의 동일한 메시
지 시퀀스에서 나타나는 인접한 SF(v)의 연속이 특
정 빈도수를 만족할 때 이를 추출한다. 이 SF(v)의
연속은 Message Format의 초기 골격이다. 추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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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ierarchical CSP 알고리즘의 개념
Fig. 5. The Concept of Hierarchical CSP algorithm

은 그림 4의

Message Format
Field Format{DF(v),

DF,

“Extract Additional
GAP} of Message

모듈과 Semantcis Inference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Hierarchical CSP의 3rd step은 하나의
동일한 플로우에 나타나는 인접한 Message Format
의 연속이 특정 빈도수를 만족할 때 이를 Flow
Format으로 추출한다.
SequenceSet={S ,S ,…,S }
(1)
S ={Sequence ,[I ,I ,…,I ]
(2)
수식 (1)은 CSP 알고리즘의 입력 중 하나인 시
퀀스 집합을 나타낸다. 수식 (2)의 S 는 하나의 시
퀀스를 의미하며 시퀀스 ID와 일련의 Length 1 서
브 시퀀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2는 Hierarchical
CSP 알고리즘의 각 step별 차이점이다.
Format”

1

i

ID

2

1 2

메시지에만 해당하는 Field Format 및 Message
Format을 보다 더 올바르게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TTP request 메시지의 method 필드의 값
중 하나인 “GET”은 request 메시지 시퀀스 집합만
입력으로 하여 추출할 때 일반적으로 95% 이상의
support 값을 가지지만 request와 response의 구분
없이 전체 메시지 시퀀스 집합에서 추출할 때
support 값은 항상 50% 미만이다. 따라서 minimum
support value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추출을 하지
못하게 되며, 반대로 minimum support value를 낮
추면 Noise 데이터들도 Field Format 혹은 Message
Format으로 추출하게 된다. 그러나 Hierarchical
CSP의 3rd step에서는 추출된 request, response
Message Format기 교차되는 양방향 Flow Format
을 추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로 전체 시퀀스 집
합을 사용한다.

n

m

i

표 2. Hierarchical CSP 알고리즘의 step별 차이점
Table 2. The difference in each step of the
Hierarchical CSP algorithm
Step Transactions
1st

req.[res.]

CSP msg.s
2nd

req.[res.]

Length-1
items
1bytes

Field

CSP msg.s

Formats

3rd

Message

CSP

flows

Formats

Support unit
# of req.[res.]
msg.s who contain
the candidate /
# of total req.[res.]
msg.s
# of req.[res.]
msg.s who contain
the candidate /
# of total req.[res.]
msg.s
# of flows who
contain the
candidate /
# of total flows

알고리즘의 1st step과 2nd
step에서는 request 메시지 시퀀스와 response 메시
지 시퀀스 집합을 따로 수집하여 CSP를 수행시킨
다. 이렇게 수행시킴으로써 request 메시지에만 해당
하는 Field Format 및 Message Format과 response
Hierarchical CSP

그림 6. CSP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Fig. 6. Pseudo code of the CSP algorithm

그림 6은 CSP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표현이다.
먼저, 모든 시퀀스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Length
1 서브 시퀀스들을 추출하여 Length 1 서브 시퀀스
세트 L 에 저장한다(그림 6, 1~5줄). Length 1 서브
시퀀스들로부터, k가 가장 긴 길이의 시퀀스에 도달
하거나 추출되는 후보 서브 시퀀스들이 없을 때까
지 length k를 증가시키면서 모든 길이의 length-k
후보 서브 시퀀스들을 추출한다(그림 6, 6~16줄).
이 반복 프로세스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support 값을 계산하고 minimum
support value 값을 충족하지 않는 후보 서브 시퀀
스를 제거한다(그림 6, 8~13줄). 두 번째 부분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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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length k-1 후보 서브 시퀀스들 을 사용하여
Length k 후보 서브 시퀀스들을 추출합니다(그림 6,
14줄). 마지막 단계로 각 서브시퀀스 간의 포함 관
계를 확인하고, Noise인 서브 시퀀스를 삭제한다(그
림 6, 18줄).
3.3. Message Assemble
Message Assemble 단계에서는 프로토콜의 플로
우가 로드되고 각 플로우들이 메시지로 분할된다.
두 호스트가 통신 할 때 데이터는 패킷 단위로 전
송되므로 이를 응용 계층 수준 데이터 단위(ADU)
인 메시지 단위로 재조립해야 한다. 본 연구진은 각
플로우의 패킷을 메시지 단위로 분할하는 방법론을
정의하였다. 전송 계층 프로토콜로 UDP를 사용하
는 프로토콜의 경우 메시지의 단위는 하나의 패킷
이라 정의하고, TC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경우
메시지의 단위는 동일한 방향의 연속적으로 접해있
는 패킷 집합이라 정의한다. 그림 7은 Message
Assemble 단계에서 패킷의 메시지 조립을 위한 의
사 코드 표현이다.

그림 7. Message Assemble의 의사 코드
Fig. 7. Pseudo code of Message Assemble
18

3.4. Syntax Inference
Syntax Inference 단계의 목적은 상세한 Message
Format을 위해 구성하는 모든 Field Format들이
SF(v), DF(v), DF 및 GAP으로 완전하게 분류된
Message Format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림 8은
Syntax Inference 단계의 개관이다.

그림 8. Syntax Inference 단계의 개관
Fig. 8. The overview of Syntax Inference Phase

의 첫 번째 모듈인 “Extract
Field Format{SF(v)}”에서는 Hierarhcical CSP의
1st step을 사용하여 SF(v)를 추출한다.
두 번째 모듈인 “Extract Field Format{DF(v)}”
에서는 추출된 SF(v) 중에서 DF(v)로 변환될 가능
성이 있는 SF(v)를 선택한다. 이를 선택하기 위한
조건은 해당 SF(v)의 “support 값이 100%가 아니
며 Position Variance가 충분히 낮다”라는 것이다.
본 연구진은 이 Position Variance의 임계값을 200
으로 설정하였다. 그런 다음 선택된 각 SF(v)에 대
해 각각 Recursive CSP를 수행한다.
Recursive CSP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
기 데이터베이스, 즉 메시지 시퀀스들 중 해당
SF(v)를 포함하지 않는 메시지 시퀀스들만을 따로
추출한다. 이 메시지 시퀀스들에 대하여 해당 SF(v)
의 최소 offset과 최대 depth을 기준으로 모든 메시
지 시퀀스들을 잘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즉 SF(v)의 최소 offset과
최대 depth를 기준으로 잘린 메시지 시퀀스들을 입
력으로 CSP를 수행한다. CSP를 통해 추출된 결과
들 중 가장 높은 support 값을 갖는 결과를 해당
SF(v)의 필드 값 배열에 저장한다. 위의 과정을 더
이상 해당 SF(v)의 새로운 값이 추출되지 않을 때
까지 반복한다. 이러한 SF(v)는 여러 개의 값을 가
지는 Field Format이므로 DF(v)라 한다. 따라서 생
Syntax Inference

명확한 프로토콜 사양 추출을 위한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법

그림 9. Recursive CSP 알고리즘의 HTTP 프로토콜에 대한 예시
Fig. 9. The process of Recursive CSP by examplifying the HTTP protocol

성된 DF(v)에는 해당 Field Format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저장하게 된다. 그림 9는 HTTP 프로토
콜의 method 필드와 status code 필드를 예시로 한
Recursive CSP의 과정이다.
세 번째 모듈인 “Extract Message Format”에서는
Length 1 서브 시퀀스의 단위를 앞서 추출한 SF(v)
와 DF(v)로 하여 Hierarchical CSP의 2nd step을
이용하여 Message Format을 추출한다.
네 번째 모듈인 “Extract Additional Field
Format{DF(v), DF, GAP} of Message Format”에
서는 앞서 추출한 각 Message Format을 구성하는
Field Format들의 사이를 DF나 GAP 혹은 DF(v)로
구분한다. 이 모듈에는 두 개의 임계값이 사용되며
모듈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두 임계값의 첫 번째는
“이전 Field Format과 다음 Field Format 사이 부
분의 Length Variance”에 대한 임계값이고 두 번째
는 “이전 Field Format과 다음 Field Format 사이
부분의 Maximum Length”에 대한 임계값이다. 먼
저 각 Message Format에서 구분하고자 하는 Field
Format들의 사이를 설정한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베
이스, 즉 전체 메시지 시퀀스에서 해당 Message
Format에 해당하는 메시지 시퀀스들만을 선별한다.
선별한 모든 메시지 시퀀스들에서 분류하고자 설정
한 Field Format 사이 부분들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Maximum Length와 Length Variance를 계산한다.
Length Variance가 사용자가 설정한 첫 번째 임계

값보다 큰 경우 GAP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
우 GAP이 아닌 Field Format으로 분류한다. 본 연
구진은 첫 번째 Length Variance에 대한 임계값으
로 5000을 사용하였다. GAP은 길이와 값이 매우
가변적인 Field Format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GAP
이 아닌 Field Format의 경우 Maximum Length가
사용자가 설정한 두 번째 임계값보다 작으면 DF(v)
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DF로 분류한다. 본 연
구진은 두 번째 Maximum Length에 대한 임계값으
로 25를 사용하였다. DF는 값은 매우 가변적이나
길이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Field Format을
의미한다. DF(v)는 값과 길이를 어느 정도 고정 되
어 있는 Field Format을 의미하므로 이 모듈에서
추출된 DF(v)에 설정한 Field Format 사이 부분의
값을 최대 10개까지 배열로 저장한다. 위 과정을
해당 Message Format의 모든 Field Format 사이에
대하여 수행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Message Format
에 대하여 이를 수행한다. 그림 10에서 Part1과
Part3는 이전 Field Format과 다음 Field Format 사
이의 Length Variance가 5000보다 작기 때문에
GAP이 아닌 Field Format으로 분류되며, 반면에
Part2는 Length Variance가 5000보다 크기 때문에
GAP으로 분류된다. 또한, Part1은 이전 Field
Format과 다음 Field Format 사이의 Maximum
Length가 5로 매우 작기 때문에 DF(v)로 분류되며,
Part3은 이전 Field Format과 다음 Field Format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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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 번째 모듈에서와 같이 원본 데이터
베이스에서 특정 Message Format의 특정 Field
Format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을 수집하고 각 6가
지 semantics 유형이 해당하는 지를 판별한다. 따라
서 하나의 Field Format은 여러 개의 semantics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모든 Message
Format의 모든 SF(v)와 DF(v)에 대하여 수행한다.
1) MSG-Type : MSG-Type에 해당하는 Field
Format은 정적 필드가 아니며 너무 가변적이지 않
은 동적 필드이다. 이러한 동적 필드가 이 필드를
포함하는 메시지의 반대 방향 메시지에도 같은 위
치에서 대응되는 semantics를 가진 Field Format이
있을 때 이를 MSG-Type으로 분류한다. 즉,
MSG-Type에 해당하는 Field Format은 request /
response와 같이 인과 관계가 있다. 이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에서는 엔트로피 metric H(x)와 casuality
meric I(q:r)/H(q)를 사용한다.
2) MSG-Len : MSG-Len에 해당하는 Field
Format은 값으로 메시지의 길이를 갖고 있는 동적
필드다. 이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은 Pearson 상관
계수를 사용하여 각 메시지의 Field Format의 값과
해당 메시지의 길이가 선형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다.
3) Host-ID : Host-ID에 해당하는 Field Format
은 전자 메일 주소, 사용자 ID, 호스트 IP 주소와
같이 Source Address에 종속된 값을 갖는 동적 필
드이다. 이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은 categorical
metric : R(x,y)=I(x;y)/H(x,y)를 사용한다.
4) Session-ID : Session-ID에 해당하는 Field
Format은 세션, 즉 one-way-flow에 종속된 값을 갖
는 동적 필드이다. cookie 또한 이 Session-ID에 해
당한다. 이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은 Host-ID에 해당
하는 Field Format을 찾는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categorical metric을 사용한다.
5) Trans-ID : Trans-ID에 해당하는 Field Format
은 Request 메시지와 Response 메시지 쌍인 트랜잭
션에 종속된 값을 가지는 동적 필드이다. 또한 하나
의 트랜잭션을 구성하는 Request 메시지와
Response 메시지의 Trans-ID는 같다. 이를 찾기 위
한 알고리즘은 엔트로피 metric을 사용하고 대응되
는 방향의 메시지에서의 필드의 값이 분석하고자
하는 필드의 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6) Accumulators : Accumulators에 해당하는
Field Format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메시
지들에서 해당하는 값이 어느 정도 일정한 증분치
Inference

그림 10. DF(v), DF, GAP 추출의 예시
Fig. 10. The example of extracting DF(v), DF, and GAP

이의 Maximum Length가 128로 25보다 크므로 DF
로 분류된다. 이 모듈을 완료하면 완전하게 구성된
Message Format을 얻을 수 있다.
3.5. Semantics Inference
Semantics Inference 단계에서는 6가지 유형의
semantics 유형을 미리 정의하고 모든 Field Format
을 순회하면서 각 semantics 유형에 해당하는지 각
각의 알고리즘을 통해 확인하여 해당 Field Format
의 식별된 semantics를 저장한다. 본 알고리즘에서
는 FieldHunter의 방법론을 빌려 각 Message
Format을 구성하는 Field Format의 의미를 찾는다.
이는 표 1과 같이 여러 선행 연구들의 semantics
추출 방법론들 중 FieldHunter의 방법론이 가장 구
체적이며 다양한 종류의 semantcis를 추출하기 때문
이다. 본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semantics 추출 방법
론과 FieldHunter의 방법론의 차이점은 FieldHunter
의 경우, 메시지를 n-gram으로 먼저 분류하여 메시
지의 모든 offset이 같은 n-gram을 가지고
semantics를 추론하지만, 본 연구에서 설계한 알고
리즘은 Field Format과 Message Format을 모두 추
출한 후에 특정 Message Format을 구성하는 특정
Field Format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을 가지고
semantics를 추론하기 때문에 semantics 추출의 오
차가 줄어든다. 또한, FieldHunter의 경우 인접한
n-gram이 Field Format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의 확
인 과정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식별하는 6가지 semantics 유형은 MSG-Type,
MSG-Len,
Host-ID,
Session-ID,
Trans-ID,
Accumulators이다. 이를 추론하기 위해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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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증가하는 동적 필드이다. 이 알고리즘은
이 필드를 찾기 위해 너무 가변적이지 않은 증분이
있는지 각 증분들의 분산을 가지고 확인한다.
3.6. Behavior Inference
Behavior Inference에서는 앞서 추출한 Message
Format으로 프로토콜 FSM과 Flow Format을 추출
한다. 그림 11은 Behavior Inference의 개관이다.

그림 11. Behavior Inference의 개관
Fig. 11. Overivew of Behavior Inference phase

모듈 : 설계한 알고리
즘에서 프로토콜 FSM의 각 state는 추출된 하나의
Message Format이며 동일한 유형의 메시지 집합을
의미한다. 이 모듈은 각 추출된 Message Format들
을 입력 트래픽에 매칭시켜 각 state들에 해당하는
메시지 시퀀스의 변경을 찾아 FSM의 transition으로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각 transition에 대한 매칭된
횟수를 기록하고 그림 11과 같이 각 state에서의 각
edge에 전이 확률을 계산하여 표시한다. 전이 확률
은 하나의 state가 가지는 모든 transition과 해당
transition이 일치하는 횟수를 통해 계산된다. 이 전
이 확률은 어떤 메시지가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지고
발생하는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패킷 Replay에
매우 유용하다. 모든 state와 transition을 추출한 뒤
FSM 각 경로의 최 앞단 state들 앞에 START state
를 연결하고 최 말단 state들 뒤에 END state를 연
결한다. 그림 11에서 START state에서 END state
로 연결된 각 경로는 각각 하나의 플로우에 속해
있다. 추출된 FSM은 프로토콜의 각 메시지 유형이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갖고 어떤 순서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Extract Flow Format 모듈 : 이 모듈에서는
Length 1 서브 시퀀스를 Message Format으로 하여
Hierarchical CSP의 3rd step을 사용하여 Flow
1) Extract Protocol FSM

을 추출한다. 추출된 Flow Format은 프로토
콜의 주요 플로우 타입을 나타내므로 프로토콜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또한 Flow
Format을 사용하여 프로토콜 FSM을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
Format

Ⅳ

.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명확한 프로토콜 리버스 엔지니어
링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직관적이며 명확한
프로토콜 사양 추출을 위해 세 가지 유형의 Format
과 네 가지 유형의 필드 형식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Hierarchical CSP와 Recursive CSP 알고리즘
을 개발하고 프로토콜 사양을 추출하였다. 본 방법
론의 우수성을 HTTP 프로토콜을 예시로 하여 설명
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설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다양한 프로토콜에 적용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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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기반 IPSec VPN 테스트 방법
문현수w, 이영석*
A testing method for Open source-based IPSec VPN
Hyunsu Munw, Youngseok Lee*

요 약

인터넷 속도와 컴퓨터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IPSec과 같은 VPN을 활용하여 인트라넷에 접근하고 업무를 수행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PSec기반 VPN 응용에서는 인증과 암호화같은 기능이 단계별로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테
스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테스트하는 방법과 가상환경 및 물리환경을 연계한
테스트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오픈소스로 개발된 많은 VPN 소프트웨어는 연결 시작에서 종료까지 각 단계
(Phase)별 무결성 검증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설명이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IPSec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strongSwan을 이용하여 VPN 멀티 터널링에 관한
단계별 테스팅 방법, 3rd-party plugin을 VPN 클라이언트와 연동한 테스팅 방법 및 KVM 기반 가상화 테스팅 방
법과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Key Words : Open-source, VPN, IPSec, Testing

ABSTRACT
As Internet speed and computer performance have improved, more and more enterprises are using IPSec-like
VPNs to gain access to intranets. IPSec-based VPN applications require a step-by-step test of functionality, such
as authentication and encryption, to test that the feature works correctly.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add new
functions and test them, as well as tests that link the virtual environment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However,
many VPN software developed as open source does not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integrity verification
for each phase from connection start to end, and there is no description for adding new functions. In this paper,
we present a testing method for VPN multi-tunneling using a representative IPSec open-source project,
strongSwan, a testing method for connecting a 3rd-party plugin with a VPN client, and a KVM-based
virtualization te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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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환경은 공중망에
서 사설망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어 기업 또는 공
공기관 업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VPN 응용은
PPTP, L2TP, IPSec, SSL 과 같이 다양한 구현 방
법이 가능하다. 특히, strongSwan 과 같은 오픈소
스 IPSec 프로젝트가 널리 인기를 끌면서 VPN 응
용 개발이 일반화되고 있다.
VPN 구성에서는 네트워크 무결성 검증이 필수적
인 요구사항이다[1]. 왜냐하면 통신과정에서 수신자
가 받는 데이터가 제 3자로부터 안전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VPN 서버는 여러 클라이언트를 연
결하여 다중 터널링을 구성하게 된다. 다중 터널링
시 각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관리하면서 통신을 처
리하는 것이 서버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테
스트하는 과정이 필수이다. 그러나 현재 오픈소스로
개발된 많은 VPN 소프트웨어는 연결 시작에서 종
료까지 각 단계(Phase)별 무결성 검증에 관한 정보
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오픈소스화
와 3rd-party 소프트웨어와의 연동으로 새로운 VPN
응용 개발이 가능해졌지만 오픈소스 VPN 프로젝트
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가상화 테스트 환경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서버와
의 연결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테스트하는 방법
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IPSec 클라이언트가 VPN 서버에
접속 할 사용자 인증과 암호화 협상 과정에 대한
단계별 테스트 방법, 플러그 인을 통한 확장성있는
VPN 추가 인증 테스트 방법 및 가상 환경과 물리
환경을 결합할 수 있는 KVM 기반의 테스트 방법
을 제시한다. 제안한 테스트 방법은 strongSwan 이
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구현하여 검증하였다.
오픈소스기반 IPSec VPN 프로젝트를 로그를 통
해 단계별로 테스트하여 정확하게 동작하는지를 확
인하고 플러그인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테스트 및 추가된 기능을 KVM기반 멀티 터
널 생성과 연동하여 다중 터널 생성시의 동작도 검
증하는 방법을 보였다.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IPSec/IKEv2 단계별 로그를 정규화하였다. 또한 하
드웨어 토큰과 같은 추가적인 암호화 혹은 인증 알
고리즘 적용을 위해 플러그인을 제작하였으며, 물리
VPN(Virtual Private Network)

1)

1) https://www.strongswan.org/

자원을 공유하는 여러 VPN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기
위해 KVM기반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였다.
오픈소스 IPSec 프로젝트 strongSwan을 이용해
제안한 방법이 동작함을 보였다. 실험 결과 KVM
가상 환경내에서 다중 터널이 생성되었으며 IPC를
통해 호스트 PC에 생성되어있는 IPC 서버와 통신
하여 암호화 작업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오픈소스 IPSec VPN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VPN
응용 개발을 할 때 기능 추가 및 연결 무결성 테스
트에 대한 방법에 기여할 수 있다.

Ⅱ

. 관련 연구

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잘 알려진 소프
트웨어에 추가적인 기능을 더하여 확장성과 편의성
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는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하여 VPN 서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간단한 암호화만을 이용해 터널링
을 구현했다. 하지만 VPN을 신뢰하려면 터널 생성
뿐 아니라 테스트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테스트
는 전통적인 VPN뿐 아니라 IoT, SDN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특히 전통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SDN 장비가 함께 동작하게 될 경우[4]
를 대비하여 통신 테스트가 필요하다. IPSec을 활용
한 VPN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에 대한 무
결성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단계
별 테스트 검증을 통해 무결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문제가 있는 단계를 찾아내야 한다.
테스팅에 가상화를 활용하는 것은 VPN 서버, 라
우터 및 클라이언트와 같은 실험환경의 구성을 간
편화할 수 있기에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KVM기반 VPN 서버 및 클라이언트 가상화
이외에도 Docker, Network functions(NF)를 활용해
서 가상화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 6]. [5]는
SDN 환경에서 VPN을 가상화해서 사용할 때의 성
능을 측정했으며, [6]은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 네트
워크 통신할 때의 전력 소모량을 측정하였다. 순정
NF가 최대 37% 만큼 성능이 좋았으며 RAM도 20
배 적게 차지함을 보였다. KVM은 Docker, Xen 등
의 다른 가상화 기술에 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많다
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순정 NF는 기반이 되는 프
레임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이전에 기반
환경을 구축해야하며, Docker와 Xen 등은 리눅스
커널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설치가 필
V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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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trongSwan 프로젝트 클래스 구조도.
Fig. 1. Class diagram about strongSwan.

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본 논문에서 사용
한 KVM은 리눅스 커널 모듈로 동작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레임워크없이 테스트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테스팅을 할 때 일반적인 환경[7]과 SDN
환경[8] 모두 KVM 가상화 기반 테스팅을 통해 성
능을 측정하고 있다. KVM으로 테스팅을 할 경우
하나의 하드웨어를 여러 대의 가상 클라이언트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이는 새로운
IPSec VPN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제한된 자
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커널 모듈로 동작하는 KVM은 다른 가상화 도구
에 비교해서 세부적인 조정을 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에 편리하여 가상화 기반 구현에 널리 사용된다.
[9]는 가상 라우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KVM을 활용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가상
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가상 소프트웨어 라우터
(VSR)를 KVM으로 구현하여 성능을 측정하고, 모
니터링이 쉽다는 KVM의 장점을 살려 VSR에서의
패킷 데이터 흐름을 살펴보았다. [10]은 VPN을 사
용해 다중 사이트 클러스터를 구현하였다. KVM기
반 가상 환경에 OpenVPN을 활용하여 오버레이 네
트워크를 구현하였으며 오버레이 네트워크 위에서
다중 사이트를 가동시켰다. 그 결과 물리적인 네트
26

워크 위에서 다중 사이트를 가동시켰을 때보다 40%
정도로 성능이 하락했으나 가상화를 통한 관리의
이점을 얻었다. [11]도 KVM를 기반에 둔 PRISMA
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모듈을
개발하였다.
VPN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러스터를 하나로 묶
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기술이다. [12]는 AWS
EC2와 IPSec VPN을 활용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
러스터 관리를 위한 도구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
다. IPSec VPN 도구로는 strongSwan의 형제 프로
젝트인 Openswan을 활용하였다. AWS VPN대신
IPSec VPN을 활용함으로써 운영비용을 시간당
0.05달러로 줄일 수 있었다.

Ⅲ

. strongSwan 개요

은 IPSec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 대표
적인 것으로 freeSwan의 후속 프로젝트로 GPL라이
센스로 공개되었다. strongSwan은 표준화된
PKCS\#11 인터페이스를 통해 X.509 공개키 인증
서와 스마트카드, 개인키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사
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안드로이드를 포함한
윈도우와 리눅스 등의 OS에서 사용할 수 있는
strong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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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trongSwan 패킷 라이프 사이클.
Fig. 2. Packet life cycle of strongSwan.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IPSec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 strongSwan 5.0부터 모듈형
디자인을 채택하고 RFC 5996에 정의된 IKEv2 프
로토콜을 구현하고 있다.
그림 1에서 strongSwan의 전체적인 구조와 클래
스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strongSwan의 클래스 구
조를 파악하면 IPSec VPN 터널이 구성되는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trongSwan 소스
코드에 기록된 주석을 기반으로 Doxygen 문서를
생성하고, 이의 구조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strongSwan은 libstrongSwan과 libcharon 모듈을
중심으로 각 기능이 모듈화되어 구성된다.
strongSwan 5.5.3버전 기준 소스코드는 711,347줄
이며, 그림 1에서 strongSwan의 최상위 폴더에서
볼 수 있는 모듈의 종류와 모듈간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strongSwan에서 핵심적
으로 동작하는 모듈을 파악할 수 있다. 핵심 모듈인
libstrongswan과 libcharon은 내부 디렉터리 포함 각
각 1389, 1425개의 파일들을 가지고 있다. 이 두
모듈은 strongSwan의 통신, 암호화, 인증 및 기타
자료구조 등 대부분의 동작에 관여한다. 대부분의
VPN

기능을 주관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3rd-party 플러그인의 92%가 두 모듈에 연결된다.

Ⅳ

. IPSec VPN 테스트 방법

4.1. strongSwan IPSec/IKEv2 단계별
테스트 방법
strongSwan은 IPSec/IKEv2를 사용해 서버-클라이
언트간의 암호화 통신을 지원한다. 암호화 협상 및
인증, 패킷 송수신을 위한 통신 절차가 정의되어 있
다. 그림 3은 strongSwan의 IPSec/IKEv2 통신 과
정을 7단계의 과정으로 나타낸 것이다. 1번부터 4
번까지의 IPSEC/IKEv2 암호화 통신을 위한 연결
설정 과정은 암호화 협상과 사용자 인증으로 구성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터널은 서버와 클라이
언트간 ESP 패킷 통신에 사용된다. 서버가 클라이
언트의 INFORMATIONAL 패킷 중 연결 종료 요
청을 수신하게 되면 서버는 해당 클라이언트와 연
결을 해지, 인증서를 삭제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연결
종료를 알리는 것으로 통신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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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trongSwan 검증을 위한 로그.
Table 1. Log for strongSwan vaildation.

순서
1
2
3
4
5
6
7

단계

암호 알고리즘 협상, Nonce/DH 교환
암호 알고리즘 결정, Nonce/DH 교환
Cert. 전송, Child SA 요청
Cert. 확인, Child SA 전송
암호화 통신
Child SA 제거 요청
Child SA 제거 알림

그림 3 strongSwan IPSec/IKEv2 통신 과정.
Fig 3. Sequence of strongSwan IPSec/IKEv2.

는 각 단계별로 암호화 알고리즘 협
상 및 인증, 데이터 송수신의 역할이 정의되어있다.
하지만 VPN 검증은 클라이언트 목록 확인과 패킷
데이터 송수신 가능 여부로만 이루어진다. 그 결과
각 단계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검사해 각 단계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테스트한다.
단계별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패킷
을 모니터링한다.
strongSwan에서 서버가 수신한 패킷은 클라이언
트로 송신하기까지 libcharon 모듈을 중심으로 확인
이 가능하다. libcharon은 daemon.c에서 strongSwan
의 패킷 송수신을 위해 sender와 receiver를 각각
생성하고 해당 객체들을 콜백(callback)으로 등록하
여 패킷의 송수신을 처리한다. strongSwan
IPSec/IKEv2 패킷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libcharon
내부에서의 패킷 흐름을 그림 2에서 보여주었다.
src/libcharon/sa/ikev2 클래스 내부에서 동작하는
tasks는 플러그인과 통신하며 동작한다. 본 논문에
서는 패킷 흐름에 관여하는 클래스 소스코드에서
syslog에 기록하는 동작 log를 분석하였다.
strongSwan은 설정 변경이 없을 경우 syslog에
동작 log를 기록한다. 각 단계별로 성공/실패 시에
출력되는 log의 형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
IPSec/IKEv2

28

검증 대상 로그

received packet: from * to * (* bytes)
parsed IKE SA INIT response 0is initiating an IKE SA
received cert request for ”C=*, O=*, CN=*”
with RSA EMSA PKCS1 SHA384 successful
received packet: from * to * (* bytes)
sending DELETE for ESP CHILD SA with SPI *
parsed INFORMATIONAL response * [ ]IKE SA deleted

계 성공/실패에 따른 log의 형태를 정규화하여
syslog를 통해 strongSwan 동작을 검증하였다.
strongSwan은 log 저장 단계를 -1부터 4까지 지정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본 값인 1에 맞추어
검증 도구를 제작하였다. 표 1은 strongSwan 단계
별 검증을 위한 log 포맷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syslog에 일치하는 형태의 log가 있는지 확
인하는 것으로 IPSec/IKEv2 단계별 연결을 검증하
였다. IPSec/IKEv2 연결을 검증할 때에 로그에 남
겨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단계를 검증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4.2. strongSwan 3rd-party 플러그인 기
반 테스트 방법
VPN 응용에서 IPSec 터널링 생성시 사용하는
암호화 모듈이나 인증 모듈을 확장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IPSec VPN 서버는 RFC5996과
같은 표준에 근거하여 구현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rongSwan의 플러그인을 사용하였다. strongSwan
플러그인은 암호화, 인증, 기타 유틸리티 등의 동작
을 담당하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여 확장
하기에 용이하다.

그림 4. libstrongswan, libcharon에서 동작하는 플러
그인 로더 구조.
Fig. 4. libstrongswan, libcharon plugin loader
structure.

오픈소스기반 IPSec VPN 테스트 방법

은 버전 5.0이후부터 모듈식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으며 모듈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
다. 그림 4는 strongSwan에서 플러그인 로더 구조
를 보여주고 있다. plugin-loader 모듈이 plugin을
불러오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strongSwan 배
포판에는 기본적으로 133개의 플러그인이 함께 제
공되며 이 플러그인들은 libcharon, libstrongswan,
libtnccs, libtpmtss plugin-loader에서 호출된다. 주
로 암호화, 인증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며
libcharon과 libstrongswan 플러그인이 92%를 차지
한다.
IPSec VPN의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플러그
인을 제작할 때 plugin-loader에게 추가된 플러그인
을 알려야 한다. strongSwan의 다른 모듈과의 연동
을 위해 모든 플러그인은 표 2와 같은 인터페이스
를 구현해야 한다. plugin_t 인터페이스는 플러그인
의 이름, 특징을 알려주는 함수와, 재적재, 소멸자,
생성자로 구성되어있다. get_name은 플러그인의 이
름을 문자열로 반환시켜주는 간단한 함수이다.
get_features는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특징들을
strongSwan에서 정의한 feature로 나열하는 것이다.
f
e
a
t
u
r
e
들 은
src/libstrongswan/plugins/plugin_features.h
파일에
정의되어있다.
strongSwan

표 2. strongSwan plugin_t 인터페이스 종류.
Table 2. strongSwan plugin_t interface type.

plugin_t 인터페이스

char* (*get name)(plugin t *this)
int (*get features)(plugin t *this, plugin feature
t *features[])
bool (*reload)(plugin t *this)
void (*destroy)(plugin t *this)
typedef plugin t *(*plugin constructor t) (void)

터널을 생성할 때 암호화 혹은 인증용 전
용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3rd-party 플러그
인을 활용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증과정에
전용 하드웨어를 접근하여 암호화 알고리즘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였다. 단일 터널을 생성
할 때에는 플러그인에서 하드웨어를 직접 접근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다중 터널 생성시에
는 동시 접근 문제가 발생한다. 다중 터널 생성시에
발생하는 동시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스트
PC에 IPC 서버를 두고 가상 PC에서 동작하는
VPN 클라이언트는 IPC를 통해 하드웨어에 접근하
IPSec

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설계한
IPC를 통해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조다. IPC 통신 플러그인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오
픈소스 IPSec VPN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었으며
모듈 구조로 구현된 VPN 프로젝트에 새로운 기능
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 또한 strongSwan 플러그
인이 가상 PC의 libstrongswan 내부에서 동작함에
도 호스트 PC의 IPC 데몬과 통신할 수 있다.

그림 5. libstrongswan에서 동작하는 IPC 플러그인 구조.
Fig. 5. libstrongswan IPC plugin structure.

다중 터널 생성시에도 3rd-party 플러그인이 가상
화된 클라이언트 PC에서 호스트 PC에 있는 IPC
서버와 통신해 암호화 알고리즘 협상 과정에 활용
할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libstrongswan 플러그인을 제작하여 암호화 협상 과
정에 호출이 되도록 특징(feature)을 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만든 플러그인은 호스트에 위치한 IPC 서
버 데몬과 통신 후 서버 데몬이 보내는 문자열을
strongSwan log에 출력하였다. 또한 다중 터널 생
성시에 여러 개의 VPN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IPC
서버와 통신할 수 있음을 보여 하나의 하드웨어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할 수 있음을 보였다.
4.3. 물리 환경과 가상 환경 연계 테스트 방법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기반 IPSec VPN 테스트
를 위해 KVM 가상화를 사용한다. 기존에 가상화를
통한 네트워크 무결성 테스트는 가상망 내부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은 후 검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제로 패킷 데이터가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송/수신되는 것이나 외부 망과의 통신을 검증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KVM기반 가상망을 물리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 망과 연결하였다. 가상으로 생성된
strongSwan VPN클라이언트가 외부 망에 요청을 보
내고 그 응답을 받아 검증하였다. 물리 환경과 연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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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테스트는 실제 환경에서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
기 때문에 유용하다.
표 3. make-testing.sh 실행시 수행되는 스크립트와 기능.
Table 3. Scripts and functions performed during
make-testing.sh.

스크립트 이름

기능

시스템 이미지 다운
build-baseimage Debian
로드
이미지를 기반으로
build-rootimage 시스템
테스트 루트 이미지 생성
이미지 다운로드 및
build-guestkernel Kernel
패치
소프트웨어 설치
build-guestimage 각종
(openssl, apache 등)

는 KVM 기반 게스트 이
미지 생성 및 설정
및 strongSwan 설정, 가
상망 토폴로지 등으로 구성된다. 이 스크립트는 새
로운 버전의 strongSwan이 배포되기 전에 동작을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테스팅에 이용되는 서버,
클라이언트, 스위치는 KVM/QEMU를 이용하여 가
상머신으로 동작한다. 먼저 debootstrap을 이용하여
데비안 저장소로부터 기본 시스템 이미지를 다운받
아 ext3 타입의 루트 파일 시스템을 생성한다. ex3
루트 파일 시스템이 생성되면 recipes라 정의된 15
개의 mk파일들을 실행한다. 각각의 mk 파일들은
SourceForge와 Github등의 저장소에 접속해 테스팅
에 필요한 strongSwan 및 공통 소프트웨어를 다운
로드받아 설치한다. 루트 이미지 생성이 완료되면
커널 업데이트, 테스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openssl, apache 등)를 설치하여 테스트 케이스들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마치게 된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은 make-tesing.sh를 수행하면 4개의 스크
립트로 나뉘어 진행되며 표 3은 수행되는 각각의
스크립트과 그 기능을 보여준다.

록 하였다. 다중터널 생성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인증서 문제가 있다. IPSec/IKEv2 터널링
생성시 인증서가 필요한데 기존 테스트 시나리오에
서 제공되는 인증서는 토폴로지가 달라져 IP주소가
변경될 경우 인증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다중터
널 생성시 IPSec VPN 클라이언트별로 인증서를 생
성하여 분배하였다.

strongSwan Test Suite
, IPSec

Ⅴ

. 실험

본 논문에서는 strongSwan Test Suite를 기반으
로 다중터널 생성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기존 테스
트에서는 외부망과 연결이 되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KVM 네트워크 Bridge 모드를 NAT로
설정하여 호스트 PC의 NIC 하드웨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미지를 생성하고 토폴로지를 구성하는 설
정들을 수정하여 그림 6과 같이 가상망이 구성되도
30

그림 6. 다중터널 생성 네트워크 토폴로지.
Fig. 6. Multi-turnel network topology.

다중터널 생성 후 통신 무결성 검증은 로그 기반
연결 단계 검증과 해쉬 기반 데이터 검증으로 나누
어 수행하였다. 로그 기반 연결 검증은
IPSec/IKEv2 단계별 테스트 프로그램을 KVM기반
VPN 클라이언트에서 동작시켜 진행하였다. VPN
가상 클라이언트는 각각 하나의 터널을 생성하고
로그도 각각 기록한다. 따라서 IPSec/IKEv2 단계별
테스트 프로그램을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활용할 수
있었다.
해쉬 기반 데이터 검증은 외부망에서 파일을 다
운로드한 후 해쉬값을 비교하는 것으로 수행하였다.
개별 VPN 터널이 생성되면 KVM 네트워크 Bridge
모드를 NAT로 설정했기 때문에 호스트 NIC를 통
해 외부망에 접근할 수 있다. 외부망과의 통신 검증
을 위하여 테스트 스크립트를 활용해 strongSwan
홈페이지에서 strongSwan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md5와 다운로드받은 데이
터의 md5를 비교하였다.
테스트 스크립트를 통해 다중 터널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8은 KVM기반 다중 터널 생성 프로그
램에 3rd-party 플러그인과 단계별 연결 검증 프로
그램을 연동하여 수행한 화면이다. 각각의 터널에
10.42.42.* 주소가 배정이 되었다. KVM 네트워크
내에서 VPN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
트가 192.168.122.* 주소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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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험 결과3: strongSwan 홈페이지의 소스코드와 MD5를 활용한 물리 환경 가상 환경 연
계 실험 결과.
Fig. 7. Experimental Result 3: Link experimental result of physical and virtual environment
using MD5 and source code of strongSwan homepage.

그림 9. 실험 결과1: 단계별 연결 검증 테스트 결과.
Fig. 9. Experimental Result 1: Stepwise verification test result.

에 배정된 IP 주소도 함께 출력하였다.

그림 8. 다중 터널 생성 후 서버 로그.
Fig. 8. Server log after multi-turnel generation.

네트워크 내부에 VPN 서버 로그를 이용해
단계별 연결 검증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그림 9는
잘못된 인증서로 연결을 시도한 후 정상 인증서로
연결을 완료한 결과이다. IKE_INIT, IKE_AUTH
단계별로 성공, 실패한 메시지가 나타난다. 연결이
성공할 경우 SPI를 함께 출력하여 클라이언트에 배
정된 SPI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클라이언트
KVM

그림 10. 실험 결과2: 호스트 PC의 IPC 데몬이 보낸 메시
지를 기록하는 3rd-party 플러그인 결과
Fig. 10. Experimental Result 2: 3rd-party plug-in writing
the message sent by host PC's IPC daemon

호스트 PC에 연결된 하드웨어에 동시에 접근하여
활용하기 위해 IPC 통신 3rd-party 플러그인을 사용
하였다. 그림 10은 호스트 PC에 띄워져있는 IPC
서버와 통신하여 서버가 보낸 메시지를 로그에 기
록한 3rd-party 플러그인 결과이다. libstrongswan에
로드된 3rd-party 플러그인은 암호화 과정중 동작하
여 IPC 서버가 보낸 메시지를 기록하였다. IPC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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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호스트 PC의 파일에서 내용을 읽어서 전송하
였다. 3rd-party 플러그인을 이용해 오픈소스 VPN
프로젝트의 확장성을 넓힐 수 있었다.
다중 터널 생성 후 내부 가상 환경과 외부 물리
환경이 연계된 실험을 위하여 MD5 해쉬를 활용하
였다. 그림 7은 다중 터널 생성 후 각각의 클라이
언트가 strongSwan 홈페이지에 개시된 소스코드를
다운받은 후 MD5 해쉬를 계산한 결과와
strongSwan 홈페이지에 개시된 MD5 해쉬를 비교
한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통하여 내부 가상 네트워크
에서의 통신뿐 아니라 외부 물리 네트워크와의 통
신도 무결함을 알 수 있다.

Ⅵ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Open-source IPSec/IKEv2 프로젝
트인 strongSwan의 활용성 증대 및 동작 검증을 위
해 KVM 기반 다중 터널 생성과 3rd-party 플러그
인 제작, IPSec 단계별 연결 검증을 수행하였다. 단
계별 연결 검증을 위해 소스코드 분석으로 정규화
된 동작 log를 정의하였고 이를 strongSwan 로그와
비교하였다. KVM 기반으로 하나의 호스트 PC에서
여러 개의 터널링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KVM 기반 VPN 클라이언트에서 IPC를 통한 플러
그인 동작 및 연결 검증으로 하나의 하드웨어 토큰
을 활용해 다중 터널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는 오픈소스 IPSec
VPN 프로젝트의 테스트 방법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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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기기들의 사용과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는 급성장 하였으나
사물인터넷 보안은 아직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디바이스, 네트워크 및 데이터에 대한 다
양한 보안 취약성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솔루션으로서, 경량화 된 상호인증 기법 및
접근제어 메커니즘을 통해 보안이 강화 된 통합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상호 인증 기법은 인증 체계가 제한된 사
물인터넷 디바이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ECC (Elliptic Curve Cryptography) 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접근 제어 메커니즘의 경우 디바이스에 사용자 증명의 저장 경감을 위해 토큰
(Capability) 기반 접근 제어 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다양한 공격에 대해 제안 연구를 분석하고 기
존 연구와 비교를 통한 성능평가를 하였다.
Key Words : Internet of Things, ECC, security, mutual authentication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oT (Internet of Things), the use of various devices connected to the Internet and
Internet services related to IoT have grown rapidly, but the security for IoT is still vulnerabl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event things from being compromised. As a solution for the challenges, we propose a security
enhanced integrated approach of a lightweight mutual authentication and access control mechanism. The mutual
authentication is based on ECC (Elliptic Curve Cryptography) algorithm because the authentication scheme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constrained IoT devices. Also, for the access control mechanism, we used a capability
based access control mechanism which has fewer burdens for the device to store user credentials. The proposed
work is analyzed against various attacks and is compared with other works in terms of computational time for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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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164 bit key [7]. Therefore, ECC is becoming

Ⅰ

widely used for mobile applications because it helps

. INTRODUCTION

to establish equivalent security with lower computing

Internet of things (IoT) is a collection of many
interconnected objects, services, humans, and devices

power, battery resource usage, memory requirement
and processing.
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a mutual

that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share
data and information to achieve a common goal in

authentication mechanism between user and device

different areas and applications [1]. Recently, IoT

(or node) based on ECC. Even though users and

has been enabled by the latest technologies in smart

devices are mutually authenticated and aware of
each other’s identity, an access control mechanism is

sensors,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Internet
protocols.
The main purpose is to collaborate IoT devices

necessary to allow the authenticated user to access

without the intervention of humans. Moreover, IoT

Access control also enables the management of

has been implemented in a variety of areas like

traffic and provides secure access to and from the

transportation,

network. Access control is mostly based on access
control lists or capabilities. In this paper, we have

agriculture,

healthcare,

energy

production, and so on. Gartner report [2] describes

the data which the user has privileges to access.

the recent emerging technologies and its Hype
Cycle. A variety of IoT devices and its technologies

proposed the access control based on capability

equally increase a wide variety of security issues.

The rest of the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Due to the inherent vulnerabilities of Internet before

Section 2 describes the related works regarding
authentication and access control in IoT field with

the IoT is widely deployed, security and privacy

which is a permission (token) to access devices.

issues should be considered and addressed [3].
Fremantle and Scott [4] describe the main challenges

security as main key point. Section 3 presents our

in

as

mechanism. Section 4 gives the security analysis of

hardware/device, network and cloud/server. Devices

our proposed scheme. Section 5 giv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 terms of comparison with

IoT

world

under

three

aspects

such

in constrained environments need more interoperable
authentication and access control mechanisms to
ensure the security of IoT devices. An authentication

proposed mutual authentication and access control

other existing solutions. Finally we conclude with a
brief discussion of future work in Section 6.

is a method to verify the identity of devices
mutually.

An

access

control

is

to

allow

Ⅱ

an

. RELATED WORK

authenticated user to be able to access the right data

Recently various works have been done with

which the user has privileges to access. By this
way,
the
devices can be secured from

regard

unauthenticated and unauthorized users.

mechanisms in order to secure the constrained

Elliptic Curve Cryptography (ECC) [5] is a public
key technique based on elliptic curves over finite
fields [6] which can reduce the issues of symmetric

to

authentication

and

access

control

devices meanwhile to meet up the requirements of
IoT.
Ramos,

et

al.

[8]

proposed

a

distributed

key based schemes such as key distribution, key
storage and scalability. Moreover, ECC based

capability-based access control for Internet of things.

schemes show better performance as compared to

token, in which an end-device carries out the

traditional public key based schemes because ECC

authorization process. It decides whether to allow the
user or not. But authentication between the user and

schemes have the advantages of low computation

It provides a distributed approach using a capability

overhead and small key size. Traditional systems
such as RSA yield a level of security with 1024 bit

end-device is not provided. Instead of authentication,

key while ECC achieves the equal level of security

on behalf of the sensor node) has to be available

the author says that an issuer (a trusted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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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ssuing the capability token to the user before

instead user interacts only with the gateway which

she can access resources from the device. The issuer

shows the lack of end-to-end security. Also, the

issues a capability token when the user is identified

access control mechanism is not mentioned in the

as a legitimate one. But how this authentication
process takes place between the issuer and the user

paper.
Most of recent proposals have addressed the

is not provided. Thus, secure process between the

problem

communication of user and issuer is not provided.

approaches where a central entity or gateway is

Mahalle, et al. [9] provided an efficient and scalable

responsible

ECC based authentication and access control protocol
between two devices. ECDH (Elliptic Curve

authorization mechanisms, allowing or denying
requests from external entities. Although in these

Diffie-Hellman) is used for the key generation phase

approaches,

among devices. An identity establishment phase

access control models such as Role Based Access

shows

one-way

and

for

control

using

managing

traditional

the

security

centralized
corresponding

mechanisms

and

by

Control (RBAC) [12] or Attribute Based Access
Control (ABAC) [13] [14] can be used, but the

of MAC value. In order to perform all these
functions, the computational time taken by the

end-to-end security between devices and any Internet
hosts cannot be achieved. Works [15-19] have

mentioned

addressed RBAC and ABAC mechanism using a

increases.

authentication

access

performing hash function, encryption and generation

protocol

mutual

of

Ye,

et

al.

[10]

proposed authentication mechanism by establishing

central

session key based on ECC. The paper provides an

authorization mechanisms and decides whether or not

authentication method between the devices (user and
sensor nodes) but does not provide the relation

the requester is allowed to access system resources.
In this process, an end-to-end security cannot be

between the authentication mechanism and such

achieved. Also, the traditional access control methods

access control policy as mentioned in our paper.

such as RBAC and ABAC do not fulfil the IoT

Moreover,

authentication

requirements because they lack flexibility, usability

mechanism gives an effect towards the access
control to the IoT devices are not provided. It

and scalability in environments with several million
or billions of devices. We proposed a solution of

describes attributes based access control. In case of

mutual

attribute based access control, it has to depend on

without the requirement of a third- party issuer. In

other entities to make decisions instead of the

case of access control mechanism, devices can make

end-device.
Ndibanje, et al. [11] suggested the use of home

the authorization decision by themselves. Therefore,
we provide an approach which integrates mutual

registration

are

authentication and capability based access control

registered through the mentioned registration phase.

method. Mutual authentication done in our proposed

Only authenticated entities among IoT can access to

approach uses the ECC scheme which fits the

get the service requested. But this system needs

requirements of IoT such as scalability, flexibility

third party or an availability of a central entity is
needed to authenticate and authorize the user to

and interoperability.

how

the

authority

proposed

where

all

the

users

access the network. In the paper, a gateway as
Registration Authority verifies the certificate contents
and the identity of things or devices and reviews the
contents in
information

order to
accurately

determine
describes

whether the
the
user.

entity

or

authentication

gateway

between

which

device

carries

and

out

user

Ⅲ

. PROPOSED METHOD

Our research focuses on providing an efficient
mutual authentication and access control mechanism
based on capabilities for IoTs. The algorithm

Authentication processes go through two phases:

presented in this paper

registration phase and authentication phase. Mainly

authentication and access control. The proposed

in the work, the user does not interact with devices,

method is composed of two phases; first phase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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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establishment

procedures,
follows.

and
The

and

then
key

an

mutual
access

establishment

authentication
control

phase

and

mutual

 ∈    →   × 

 

 ∈    →   × 

 

authentication flow are shown in Fig. 1 and Fig. 2
respectively. The notations and descriptions are given
in Table 1.

Table 1. Notations and Descriptions
Notations

Descriptions

Ku, Kn
Qu, Qn

private keys of user and node
public keys of user and node
shared secret key

SSK

between user and node
base point

P
Q
h()
||
IDu, IDn
ACR

order of elliptic curve group

Fig. 1. Key Establishment Phase

one-way hash function
concatenation function
IDs of user and node
Access Control Rights

This paper considers sensor node as a device. Once
the private keys and public keys are generated for
users and devices, public keys get exchanged in a
secure communication channel. User and device

1. Key Establishment Phase

The key establishment is mainly based on the
Elliptic Curve Cryptography (ECC). Initially, Key

compute
the
shared
secret
key
(SSK)

  ×  for user's shared secret key and

Distribution Center (KDC), a trusted third party,

   ×  for node’s (or device’s) shared

performs the basic operations like the generation of
base point P. The KDC generates public keys and
private keys for user and device node based on P.
Also, a random number generation and an ECC
multiplication are done by KDC. KDC generates a
random number which is the private keys for user
and device. KDC does an ECC multiplication to

secret key. At this stage of establishing the shared
secret key, no other parameters are disclosed except
the public keys. Then, any third party, who is not
aware of the private credentials of each device, will
not be able to calculate the shared secret key from
public information available.

obtain public keys. We assume that the public keys
are exchanged between user and device through a
secure channel such as SSL or TLS beforehand. A
transport encryption method such as Secure Sockets
Layer (SSL) or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secures the data while a communication takes place
between two entities.
KDC generates random number  ∈    ,
and  ∈    as private keys for user and
device

respectively,

corresponding

to

that,

it

generates public keys (Qu, Qn) using the private
keys where GF(P) is Galois Fields which is one of
finite fields.

Fig. 2. Mutual Authenticati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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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control models can be classified into two
2. Mutual Authentication Phase

After the initialization phase of generating the
keys, both user and device have the shared secret
key (SSKu for user and SSKn for device or node)
where SSKu is equal to SSKn. A user sends a
request message to access resources from the device.
The request message is represented as

classes, based on capabilities and access control lists.
In this paper the access control mechanism is based
on the capability based access control. In the
capability based access control, capability is a token
which gives a permission to access devices or not.
The capability based access control has the following
advantage such as the Principle of Least Privilege

‐

which supports a more fine grained access control.
In [20], if a user wishes to access a resource from

         
the

a device, the user sends this token together with the

hashed value of user’s credentials, device credentials

request. Thus, the entity or device that receives the

Where

    ∥∥    is

and shared secret key. The Tu is the time stamp
generated by the user. The ACR is the access
control rights. It will be well explained in capability
based access control method in the next section.
When a node n receives a request message, it
generates its time stamp Tn and checks the validity
of Tu using     ≤ ∆ , where ∆ is the
expected time interval for transmission delay. Then
the node calculates a hash value and verifies that
the

hash

value
is
    ∥∥    and

equal
also

to
checks

whether the shared secret key is the same or not as
its own shared secret key. If all the conditions
regarding the user match, we can say that the user
is authenticated with the node. The node sends a
response
message
to
the
user
as
      , where Y is a hashed value of
device’s credentials, user credentials and shared
secret
key.
That
    ∥ ∥    .
Once

is,
user

capability

already

knows

the

right

level

(i.e.

permissions) that the requester has been granted to
process. This simplifies the authorization mechanism
with resources-constrained devices since complex
access control policies are not required.
The information carried by the token includes user
credentials, device credentials and operations to be
performed. The capability token can carry more
parameters for more security but we prefer to use
only few important parameters. More number of
parameters may decrease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 The capability token is represented as
follows:
ACR = {“fr”, “to”, “op”} where,
“fr” : ID of a user or requester
“to” : address of a target resource
“op” : operations (CREATE, RETRIEVE,
UPDATE, DELETE) to be performed
Devices also have their security attributes such as

receives the message, it verifies the timestamp
values,     ≤ ∆ and also checks the

access control rights and other information. Once a

hash value obtained. Finally, it verifies that the
shared secret key is equal. If a match is found, the

compares user’s credentials with the capability stored
in the device. Therefore, if the capability carried by

device is also authenticated to the user. After the

the user matches with the information stored in the

user and device are mutually authenticated, the

device, then the device grants the access to the

access to device will be granted according to the

resources. This method reduces the number of

ACR (Access Control Rights).

capabilities stored in the device to offer more
scalability.

3.

Capability

Contro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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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receives a request for accessing resource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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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 device will stop the authentication

Ⅳ

process. Even if the attacker tries to access a single

. SECURITY ANALYSIS

resource simultaneously using different IDs, it is

In this section, we analyse the security of our
proposed method.

access of the same ID to the same resource can be

1. Mutual Authentication

The

proposed

scheme

provides

easy to control accesses using one ID because the
system is able to maintain the session. Thus, the

mutual

authentication between user and node. A secret key
is securely shared between user and node. When the
node
verifies
a
message
(        ) from user and the user

restricted to only one session at a time. Therefore,
DoS attack can be prevented.

Ⅴ

. PERFORMANCE EVALUATION

In this section, we show that the proposed

verifies a response message (       )

scheme

from the node, a secure mutual authentication is

constrained

achieved. Then both user and node can make sure

proposed authentication scheme is energy efficient.
The test setup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at they are legitimate ones. Through this mutual
authentication, a trusted relationship between user
and node can be established.

is

light-weight
devices.

and

Then we

fits

for

IoT

show

that

the

consists of mica2 motes, user device, and KDC.
Assuming that devices with Mica2 motes act as a
node. Kerberos Key Distribution Center (KDC) is

2. Replay Attack

The proposed scheme is resistant to replay attacks
since the messages         and

a network service that accepts requests for tickets
from clients, validates their identity, and grants
tickets to them. When a user tries to access the

      are time-stamped. Suppose an

nodes, it has to come across three phases such as

attacker intercepts the message and tries to send the
request again. Then the device will verify the
timestamp value     ≤ ∆ . If the

key

timestamp sent by attackers is older than the
predefined threshold then the authentication process

establishment

phase,

mutual

authentication

phase and capability based access control phase as
mentioned in the proposed work. Then the
performance evaluation mainly focuses on mutual
authentication because it is one of the most

will stop because the timestamp was used for the

important

processes

during

the

authentication

previous authentication.

phase. First, we show the performance analysis on
computation time for authentication phase. Then,
we show the proposed authentication scheme is

3. Man-in-the-Middle Attack

After an attacker modifies a request message (
       ) if she sends the

energy-efficient. Performance analysis is done by

modified

(e.g.

parameters such as one way hash function h(),

         ) to the device for

random number generation R, ECC multiplication,
encryption,
XOR
function,
and
message

message

authentication, then the device checks its shared
secret key. If it is not same as the key shared with
device, then the device will not authenticate the

analyzing

computational

time

using

different

authentication code (MAC) function in comparison
with other related works. According to Mahalle,

attacker. By this way, Man-in-the-Middle attack can
be avoided in the proposed mechanism.

et al. [9], which shows time taken by Mica2
motes to process functions mentioned above,
Table 2 shows the computational time taken by

4. DoS (Denial of Service) Attack

Mica2 motes to perform each function. SHA-1 as

When a device receives a request message M1

one way hash function takes 3.63 milliseconds on

from user, it first validates the timestamp Tu.

Mica2 motes. The time taken by Mica2 mot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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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 random number is 0.44 milliseconds. For
generating MAC value and ECC by performing

Table 3.

Comparison
Authentication Protocols

point multiplication, they take 3.12 milliseconds
and 800 milliseconds respectively. The time taken
by Mica2 motes to encrypt and decrypt by RC5
is

0.26

milliseconds.

Table

3

shows

the

comparison among protocols mentioned above.
Security level of the proposed work depends
mainly on hash function and shared secret key.
We have calculated the total time of our proposed
mechanism using the time taken by Mica2 motes
given in [9]. We have not taken ECC point
multiplication into account because it takes place
in KDC. KDC is responsible for generating keys
and distributing them to users and devices.
Moreover, KDC is a powerful device, so

of

Auth +
ABAC

IECAC
[9]
Hash

Computational

[10]

Time

Auth

Proposed

[11]

work

2

4

2

2

N/A

2

1

N/A

multiplication

N/A

2

N/A

N/A

(MUL)
XOR
Encryption

N/A

N/A

N/A

N/A

(RC5)
MAC
Total time in

2

N/A

N/A

N/A

2

N/A

N/A

N/A

14.02

1615.4

8.7

7.26

function (H)
Random
number (R)
ECC

milliseconds

for

computational overhead is trivial as compared to
nodes. However, Mahalle, et al. [9] performs two
times hash function and encryption respectively,
and sends messages as a MAC value between the
two devices, thus it takes around 14.02
milliseconds. Therefore, the total time taken by our
scheme is 7.26 milliseconds which is less as
compared to other protocols. This shows that our
scheme is light-weight and fits for IoT constrained
devices. The performance delay of the compared
protocols with our proposed scheme is shown in Fig.
3. The protocol described in [10] shows the highest

Fig. 3. Performance Delay for Authentication Protocols

delay to perform the authentication phase, and our
proposed scheme gives much less delay performance
as compared to other protocols.

Table 2. Computational Time Taken on Mica2 Motes
Notation
TH
TR
TMAC
TMUL
TRC5

Time in

Description
Time to perform

milliseconds

one-way

hash function
Time to generate a
random number
Time to generate MAC
value
Time to perform

ECC

point multiplication
Time to encrypt or
decrypt by RC5

3.63
0.44
3.12
800
0.26

Fig. 4.

Comparison

of

Energy

Consumption

for

Authentication Protocols

Next, we compute the energy consumption of
security computations as mentioned in [21].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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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2 mote, when the processor is in active mode I

Finally, as a future work, we plan to develop more

= 8 mA [22], it is assumed that two AA batteries

efficient

are used whose voltage v = 3.0V [22]. Therefore,

capability and to implement the mechanism in real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of our protocol can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eq. (1) mentioned below.

time applications like smart home control systems.
Also we will consider to apply our proposed

   ×

 

    × 
∴    × × 

  

access

control

development focuses on integrating data from a

the charge, the “v” represents the voltage, the “i” is
the current and the “t” is the elapsed time.
Therefore,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by our
scheme according to the eq. (4) is 0.17mJ which is
less as compared to the other protocols mentioned in
which IECAC consumes energy around 0.34mJ, [11]
takes around 0.20mJ and [10] takes around 38.76mJ
where more amount of energy consumption takes
place. Thus, we can say that our authentication
scheme is more efficient. The energy consumption

variety of sources and reflecting them to
collaboration service. The data integration (mashup)
is

needed

to

integrate

. CONCLUSION

issues in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we need
attack

resistant

authentication and access control methods. As a
solution for the aforementioned challenges, we have
provided a lightweight mutual authentication and
access control mechanism. The mutual authentication
on

ECC

algorithm

because

the

authentication scheme ha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oT devices. Also, we have proposed a capability
based access control mechanism which has fewer
burdens for the device to store more credentials
regarding user. Moreover, the device itself involves
both

authentication

and

and

sensing information from multiple IoT sources to
create a new service. Therefore, we are doing
research on the issues like consistency, data security,
and personal privacy preservation in developing
universal

mashup

of

data

generated

from IoT

integrated collaboration. In future work, we will
consider more security issues raised in IoT network
with our developing collabo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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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쉬업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 개발
이응기w, 김현우*, 주홍택°
Development of Mash-up Service
for Chemical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using Mash-up Framework
Eunggi Leew, Hyunwoo Kim*, Hongtaek Ju°

요 약

최근 발생하는 화학실험실 내의 사고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화
학실험실 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안전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동
화된 안전관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하여 매쉬업 프레임워크(Mash-up Framework)를 이용한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은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서비스 시나리오, 구성도, 시퀀스 다이어그램
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매쉬업 프레임워크와 다양한 외부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화학실
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설계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들을 확인하였다.
Key Words :

Mash-up Framework, Open IoT Platform, Open API

ABSTRACT
Recent data on careless accidents in laboratories show that they have various causes. Therefore, automated
safety management services are needed to prevent accidents and reduce damage in chemical laboratories.
However, developing automated safety management services has some problems. In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developed Mash-up Service for Chemical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using Mash-up Framework.
We designed service scenario, architecture, and sequence diagram to develop Mash-up Service for Chemical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Based on these designs, this paper implemented the Mash-up Service using
Mash-up Framework and a variety of external services. In order to validate this implementation, we applied the
service scenario designed before, and confirmed whether the results are appropriate for each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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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문제정의
최근 발생하는 화학실험실 내의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고들이 화학 실험자
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외에도 허가되지 않은 화학물질 사용이나 도난에
의한 화학 안전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또한 이
렇게 발생한 화학 안전사고가 사고원인 파악과 초
동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2차 사고로 이어져 더
큰 피해를 낳게 된다 .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나
실험실에서는 화학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피
해를 줄이기 위하여 화학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
한 교육 및 지침서들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 공유나 교육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고에
직접적인 대처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화학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직접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자동화된 안전관리 서비스가 필요
하다. 자동화된 안전관리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 요구된다. 우선, 화학 실험자가 위험 화학물질
을 다룰 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실
험자에게 전달해줘서 실험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를 예방해야한다. 그리고 위험 화학물질이나 위험
실험기구에 접근을 제어하여 도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화학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관리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대피
하도록 알려 빠른 초동조치와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된 안전관리 서비스를 마련
하려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화학물질
정보안내를 위한 방대한 양의 화학물질 정보를 구
축해야 된다. 화학물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만 아니라 혼합물들의 정보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
는 헤아릴 수 없다. 둘째, 하나의 자동화된 안전관
리 서비스는 여러 개의 실험실에, 여러 위치의 다양
한 종류의 센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화
학 안전사고를 탐지하는 센서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화학 안전사고를 놓치지 않고 탐지해야
하기 때문에, 센서의 위치나 분포정도가 탐지능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센서의 작동상태를 지속적
으로 확인하여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해야한다. 셋
째, 화학실험실이나 보관 장소에 권한이 없는 비허
가자의 위장출입을 방지해야한다. 출입 제어 기술에
[1,2]

[3]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ID카드나 비밀번호를 이
용한 출입제어 방식은 ID카드와 비밀번호 도용에
의해 쉽게 보안이 위협될 수 있다.
1.2. 연구목표 및 해결방안
본 논문의 연구목표는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된 안전관리 서비
스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
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 절에서 제시한
안전관리 서비스 자동화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
안을 제시한다.
첫째, 방대한 양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 에서 제공하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 안전 보건
자료) Open API를 사용한다.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위험성, 취급방법, 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방안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정리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한 자료이다. MSDS는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게 Open API로 제공되고 있
다. 이 MSDS Open API를 사용하면 방대한 양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화
학물질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화학 안전사고를 탐지하기 위한 다양한 종
류의 센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Open
IoT 플랫폼인 IoTivity 를 사용한다. IoTivity는 다
수의 IoT 디바이스들을 운영체제나 네트워크 프로
토콜에 구애받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Open IoT
플랫폼이다. 현재 IoTivity는 에디슨, 아두이노와 같
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우분투, 타이젠, 안드로이
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지원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센서 디바이스를 연결해야하
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면 IoTivity를 사용
해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화학실험실이나 화학물질 보관 장소에 권한
이 없는 비허가자의 위장출입을 막기 위해서는 안
면인식 Open API를 활용하여 2단계 인증방법을 사
용한다. 기존 출입제어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던 비
밀번호나 ID카드는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ID카드
가 분실될 경우 보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최근 출입제어 시스템 시장에는 생체
인식을 이용한 출입제어 시스템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생체인식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체 정보를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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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인식방법으로 복제나 분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된다. 생체인식 방법으로는 홍채, 망막, 지
문, 손금, 안면, 음성 등이 있다. 홍채나 망막을 이
용한 생체인식 방법은 정확도는 높으나 센서의 가
격이 비싸고, 사회적 수용성이 낮다. 지문이나 손금
을 이용한 생체인식 방법은 정확도도 높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며 사회적 수용성도 높다. 하지만 심한
노동으로 지문이 닳거나 피부의 건습도, 상처, 이물
질 등의 요인으로 인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안면
을 이용한 생체인식 방법은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
지만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격도 저렴하다. 하지만 안면을 이용한 생체인식
방법은 환경이나 목적에 따라 안면인식을 위한 데
이터를 학습시켜야하며 이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때 안면인식 서비스를 Open API를
이용하면 학습이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가격대비 성능이 우
수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안면인식 Open API
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ID카드를 사용하여 안면인식
의 단점인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ID
카드를 이용하여 출입권한 인증을 하고 안면인식
Open API를 이용하여 ID카드의 소지자와 출입자가
동일인물인지 비교함으로써 ID카드 도난으로 인한
위장출입을 방지할 수 있다.
1.3. 연구내용
이 절에서는 이전 절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동화된 안전관리 서비스
를 설계하고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 설명 한
다.
이전 절에서는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서비스 자동
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MSDS Open API
와 얼굴인식 Open API 그리고 IoTivity Open IoT
Platform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Open API는
서비스 개발자가 개발하고자하는 서비스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특수한 기술이 없더라도 손쉽게 서
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Open API를 사용하면 서비스 개발에 필요
한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Open IoT
Platform 또한 IoT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다
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Open API나 Open IoT
Platform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나
회사마다 메시지의 형식이나 프로토콜이 제각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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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통합하고 연계하기 위
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점이 오히려 개발비용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화된 화학실험실 안전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매쉬업 프레임워크
(Mash-up Framework)를 이용하여 Open API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매쉬업 프레임워크는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서비스들을 조합하여 새로
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로서,
여러 개의 어댑터(Adaptor)와 이 어댑터들 간의 메
시지를 중계해주는 메시지 라우터(Message Router),
프레임워크의 보안을 관리하는 Security Manager,
사용자와 프레임워크사이의 인터페이스인 Mash-up
Framework Open API로 구성된다. 이 매쉬업 프레
임워크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메시지 형식과 프로
토콜을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
스를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서비
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Open API와 Open IoT
Platform을 이용하고 이들을 연계하기 위해 매쉬업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에 대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시나리오,
구조도 설계,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의
구현에 대한 방법과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검
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서 논의한다.

Ⅱ

.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화학실험실 내의 안전사고 사례와
안전관리 시스템, 출입제어 시스템, 매쉬업 프레임
워크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 대해 논의한다.
2.1. 화학실험실 사고 사례
장유리 등 은 기존 가스 누출에 의한 피해 분석
연구들은 플랜트나 충전소와 같이 사용하는 화학물
질의 양이 많은 대상을 위주로 연구하여 일반 실험
실의 피해 영향과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래
서 장유리 등은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학 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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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들을 선정하여 이 물질들이 누출 되는 시나리오
를 가지고 피해 정도를 예측하여 위험성에 대한 평
가를 하였다.
이태형 등 은 기존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 관
련 연구들은 화재나 폭발과 같은 안전사고의 예방
이나 대책을 위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화
학사고의 발생 유형이나 원인 등과 관련된 연구는
미진함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태형 등은 2013년
부터 2015년까지 국내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의 유형, 원인, 기관현황, 사고 물질 등을 분석
하여 화학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경삼과 백은선 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제도
나 안전관리 실태 등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점
을 분석하였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유해물질
화학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취급시설
개선, 안전관리 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설명한
다.
화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
은 사업장과 같은 대상 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경우에도 관련 연
구도 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그
리고 화학실험실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실험
자의 부주의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과,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2.2. 안전관리 서비스
김범수 등 은 산업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발생 시 누출 사업장의 환경과 화학물질의 정
보 등을 파라미터로 하여 수학적 모델에 적용 하여
화학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다. 이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은 기존 소프트웨어 보다 저렴한 비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
고, 비전문가도 사용하기 쉽도록 간단한 UI와 3D
도면으로 개발하여 실제 사업장 외에도 학교나 연
구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하였다.
장하용 등 은 국내의 위험유해물질 사고관련 대
응 업무가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있고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있지 않고, 각 부처
의 데이터들은 사고 대응데이터 중심으로 비표준,
비정형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대응이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장
하용 등은 국내의 위험유해물질관련 사고데이터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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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

[7]

고품질화 및 표준화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
고 합리적인 대응을 결정하도록 지원하고, 여러 부
처 간의 체계적인 사고관리가 가능한 사고이력관리
시스템(HATS)을 개발하였다.
Ryu 등 은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위험유해물질
사고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국내 사고
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유해물질
사고에 특화된 시스템이나 장비가 없다. 둘째, 사고
대응 매뉴얼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꼭 필요하다. 셋째,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시스템은
통합관리 돼야 한다. Ryu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
탕으로 국내에 위험유해물질 통합 관리 시스템 개
발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서비스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 은 화
학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서비스의 통합
및 자동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구현하
고자 하였다. 안전관리 서비스의 자동화는 사고 대
응에 대한 결정에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유도하
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2.3. 매쉬업 프레임워크
Kim 등 은 두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매쉬업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여러 서비스를 효율적이
고 쉽게 연계하기 위한 매쉬업 프레임워크를 설계
하였다. 매쉬업 프레임워크는 한두 개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만들 때 보다는 많은 서비스들
이 연계된 복잡한 매쉬업 서비스를 생성하는데 개
발비용을 줄여주는 프레임워크이다. Kim 등은 제안
한 매쉬업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CSMMS(Campus Safety Management Mash-up
Service)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검증하였다.
김현우 등 은 출입자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매쉬업 프레임워크를 EIP(Enterprise
Integration Patterns)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하였다.
매쉬업 서비스에서 연계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EIP의 엔드포인트(Endpoint)로 표현하여 이 엔드포
인트들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변환, 라우팅 등 다
양한 기법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였다.
2.4. 출입자 제어 서비스
Lee 등 은 매쉬업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출입자
제어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이 출입자 제어 시스템
은 ID 카드와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2단계 인증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도용카드를 이용한 위장출입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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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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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 하고자 하였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 중 식
별(Identification) 기능만을 사용하여 출입자를 인증
하는 방법과 검증(Verification)기능과 ID카드를 연
계하여 인증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검증 기능을 이
용한 방법이 응답속도와 신뢰도에 있어 이점이 있
음을 보였다.
Kwon 등 은 컨테이너(Container) 기반의 출입
자 제어 매쉬업 서비스의 테스트베드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출입자 제어 매쉬업
서비스의 메시지 라우터와 어댑터 등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개발하여 모듈화 하였다. 그래서 이 컨테
이너들을 출입자 제어 매쉬업 서비스의 테스트베드
를 한 번에 빌드, 실행, 테스트, 로그모니터 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설계함으로써 컨테이너들을 통합
관리 하고자 하였다.
매쉬업 프레임워크를 설계한 기존 연구들 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개발할 때 발생하는
메시지의 복잡성 문제나, 개발비용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매쉬업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 매쉬업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한 기존 연구들은 기존의 단일 서비스가 가지
는 문제점들을 서비스 매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화학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
동화된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
하고자 한다. 이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
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Open API 서비스를 이용
하여 개발함으로써 개발비용을 줄이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할 때 생기는 복잡성의 문제를 매쉬
업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개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12]

[9-12]

Ⅲ

. 서비스 설계

이 장에서는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
의 시나리오, 요구사항, 시스템 구성도 설계에 대해
서 설명을 한다.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
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서비스 시나리오를 설
계하고 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도출된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성도 설계를
하였다.
3.1. 서비스 시나리오 설계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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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화학물질 정보 안내 시나리오 타임라인
Fig. 1. Chemical Information Guide Scenario Timeline

화학물질 안내 시나리오, 화학사고 감지 및 알람 시
나리오, 출입자 제어 시나리오 세 가지가 있다.
그림 1은 화학물질 안내 시나리오는 화학 실험자
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화학물질
사용직전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실험자에게 안
내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한 시나리오이다. 타임라인 1에
서 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시약병에 붙은 RFID
태그를 흄후드나 실험대에 위치한 RFID 리더기에
인식시켜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타임라인 2에서 이
벤트는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에 의해
처리되고, 타임라인 3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서 음성과 글로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사용
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에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유해성, 주의사항, 응급조치요령 등이 포함되어있다.
타임라인 4에서는 사용자가 전달받은 정보를 가지
고 주의하며 실험을 시작한다.
그림 2는 같이 화학사고 감지 및 알람 시나리오
는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감지될 시에 관
리자와 사용자들에게 사고사실을 알려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시나리오이다. 타임라인 1에
서 실험대나 화학물질 보관함에 위치한 화학사고
감지 센서에 화학사고가 감지되면 이벤트가 발생한
다. 타임라인 2에서 이벤트는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에 의해 처리되고, 타임라인 3에서 사
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나 실험 담당자에게 문

그림 2. 화학사고 감지 및 알람 시나리오 타임라인
Fig. 2. Chemical accident detection and alarm
timelien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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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출입자 제어 시나리오 타임라인
Fig. 3. Access control scenario timeline

자 메시지로 사고 내용을 알린다. 동시에 사고 장소
에는 경보기가 울려 주변에 사고가 났음을 알리고,
관리자는 초동조치를 실시한다.
그림 3은 출입자 제어 시나리오는 고위험 화학물
이 보관된 장소나 위험한 실험을 하는 실험실의 출
입을 제어함으로써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화학물질의 도난을 예방하여 화학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 시나리오이다. 타임라인 1에서 사
용자가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RFID칩이 내장된 카
드를 RFID 리더기에 태그를 해야 한다. RFID 칩이
태그 됨과 동시에 카메라를 통해 출입자의 안면 이
미지가 촬영된다. 타임라인 2에서 RFID 칩의 ID값
과 출입자의 안면 이미지는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에 의해 출입자의 출입권한을 확인한
다. 타임라인 3에서 출입권한 결과에 따라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열리거나 잠겨 사용자의 출입을 통제한
다. 출입 거부 시 출입 시도 사실은 관리자에게 문
자 메시지로 전달이 된다.
3.2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설계
이전 절에서 도출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그림 4와 같은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
의 구조도를 설계했다. 이 구조도는 이응기 등 에
서 설계한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를
이전 절에서 도출한 시나리오와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 및 변경하고, 메시지 중계와
Route 설정을 위해 매쉬업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재설계 하였다.
매쉬업 서비스는 크게 외부서비스, 어댑터, 메시
지라우터로 나누어진다. 외부서비스는 IoTivity와
Non-IoT Device, MongoDB , Cool SMS ,
Face++ , OKTA , MSDS 총 7가지를 사용한
다. IoTivity는 1장에서도 설명했듯이 IoT 디바이스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Open IoT Platform이
[13]

[14]

[16]

[17]

[15]

그림 4.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 구성도
Fig. 4. Chemical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mash-up
service architecture

다. Non-IoT Device는 IoTivity에서 지원하지 않는
Device를 제어하기 위한 어댑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출입자의 안면 이미지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제어하
기 위해서 Non-IoT 어댑터를 사용한다.
MongoDB는 NoSQL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되는
문서지향 데이터베이스로서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
쉬업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부터 처리되어
나온 메시지들도 모두 기록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
이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외부 서비
스들과 서비스마다 다양한 기능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록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의 형식이나 포맷이 달라
서 하나의 테이블의 스키마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또한 외부 서비스들의 업데이트로 메시지 형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매쉬업
서비스의 다양한 메시지들을 기록하기 위하여 문서
지향 데이터베이스인 MongoDB를 사용했다.
Cool SMS는 문자 메시지 전송을 위한 서비스로
서 Open API를 통해 SMS를 전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학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자나 사용
자들에게 사고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Face++는 얼굴인식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Open
API 서비스이다. Face++에서는 Face Recognition,
Detection, Comparing, Searching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출입자의 안면 이미
지와 ID카드 소지자의 안면 이미지를 비교하기 위
하여 Face Comparing 기능을 이용하였다.
OKTA는 사용자 관리, 그룹관리, 권한 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Open API 서비스이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서비스에서는 출입자의 권한을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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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출입자의 출입 권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
었다. Cool SMS와 OKTA Open API는 매쉬업 프
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점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송기능과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을
직접 구현하지 않고 Open API를 사용하여 구현했
다.
MSDS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물질 안
전 보건 자료로서 Open API를 이용하여 화학 물질
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에게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전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숙지하고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정보를 조회하
기 위해 사용된다. FCM(Firebas Cloud Messaging)
은 안드로이드나 iOS 모바일 디바이스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에서는 MSDS에서 조회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하기 위해 사용 된다.
어댑터는 크게 Route와 Core Function, Endpoint
로 분류된다. Route는 각 어댑터에서 제공하고자 하
는 서비스들의 기능들을 분류하여 다른 어댑터나
사용자가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Route가 요청되면 해당되는 서비스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처리를 Core Function에서 처리한다.
이 Core Fuction은 서비스의 기능마다 입출력 데이
터가 다르므로 각각의 어댑터들은 메시지를 처리하
는 알고리즘이 서로 다르다. Endpoint는 각각의 서
비스에 맞는 프로토콜에 따라 서비스와 통신하여
메시지를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메시지 라우터는 Messaging Queue, Routing
Engine, Route로 구성되어 미리 정의된 Route에 따
라 매쉬업 서비스의 이벤트가 처리되도록 어댑터들
간의 메시지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Messaging
Queue는 어댑터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나 어댑터로
보내는 메시지들의 통로 역할을 한다. Routing
Engine은 이렇게 메시지 라우터로 온 메시지들을
메시지의 출발지와 도착지,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정해진 Route에 따라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을 한다. Route는 매쉬업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부서비스의 기능을 연계
하여 정의해둔 집합이다.
3.3 서비스 시퀀스 다이어그램 설계
이 절에서는 이전 절에서 설계한 화학실험실 안
전관리 매쉬업 서비스의 구성도에 따른 모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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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출입자 제어 시나리오 시퀀스 다이어그램
Fig. 5. Access control scenario sequence diagram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설계
를 검증한다.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매쉬업 서비스의
출입자 제어 시나리오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최
초 IoTivity에 연결된 RFID 리더기로부터 RFID ID
카드가 태그되면 ID값은 메시지 라우터로 전달된다.
이때, 메시지 라우터로 출입자 제어 이벤트가 발생
했으므로 그에 맞는 Route를 실행하게 된다. 메시지
라우터는 바로 Non-IoT 어댑터로 메시지를 보내 출
입자의 안면이미지를 촬영하도록 한다. 촬영된 이미
지의 저장경로는 메시지 라우터로 전달된다. 메시지
라우터는 RFID의 ID값으로 사용자 ID를 조회하기
위해 MongoDB 어댑터에 조회를 한다. 조회된 사
용자 ID는 OKTA 어댑터로 전달되어 출입자의 권
한을 질의한다. 이때, 만약 출입자의 권한이 없을
경우 Route는 종료되고 출입문은 개방되지 않는다.
하지만 출입자의 권한이 있을 경우 이전에 촬영된
출입자의 안면이미지와 ID 카드 소지자의 안면이미
지 비교를 위해 Face++ 어댑터로 메시지가 전달된
다. Face++로부터 두 이미지가 동일인물이라는 결

그림 6. 화학물질 정보 안내 시나리오 시퀀스 다이어그램
Fig. 6. Chemical information guide scenario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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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현
4.1.1. 개발환경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의 메시지 라
우터와 어댑터들은 도커(Docker) 컨테이너 위에
서 실행된다. 도커는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
상화 플랫폼으로 기존의 가상화 방식과는 다르게
프로세스를 격리시키는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을 자
동화 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이다.
도커에는 이미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미지는 컨테
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모든 파일과 설정 값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이 이미지를 실행(run)하면 컨테이
너가 실행된다. 그런데 이렇게 실행된 컨테이너에
상태가 바뀌어도 이미지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또 다른 컨테이너를 여러 개 실행시킬 수 있다. 또
한 변경된 컨테이너는 변경된 파일이나 설정 값들
을 가진 채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도커의 기능을 활용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실행한 여러 컨테이너마다 각각 하나의 어댑터만
실행되도록 하여 각각의 어댑터를 개발할 때 동일
한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게 하고, 개발 후 어댑터
가 실행되는 컨테이너를 이미지화 하였다. 이렇게
이미지화 된 어댑터는 특정 어댑터로 트래픽이 몰
려 과부화의 위험이 있을 경우 동일한 해당 어댑터
의 이미지로 새로운 컨테이너를 실행하여 트래픽을
분산시켜 서비스를 유지시켜 준다.
4.1.2 IoTivity
IoTivity는 크게 Client와 Server로 구분된다.
Client는 Server에 있는 자원(Resource)들을 GET,
PUT, OBSERVE와 같은 명령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GET 명령어는 Server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요청할 때 쓰는 명령어이고, PUT은 Client가 Server
[18]

그림 7. 화학사고 감지 및 알림 시나리오 시퀀스 다이어
그램
Fig. 7. Chemical accident detection and alarm scenario
sequence diagram

과가 나올 경우 메시지 라우터는 IoTivity 어댑터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한다. 동시
에 메시지 라우터는 MongoDB 어댑터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출입자의 출입 사실을 기록한다.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매쉬업 서비스의
화학물질 정보 안내 시나리오의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다. 최초 사용자가 RFID 칩이 부착된 시약병을
리더기에 태그하면 이벤트가 발생한다. 태그된
RFID의 ID값은 메시지 라우터로 전달되어 알맞은
Route를 실행한다. 화학물질의 정보를 MSDS에 조
회하기 위해선 CAS 번호나 화학물질의 이름을 알
아야 하므로 MongoDB 어댑터로 전달되어 CAS 번
호를 조회한다. 조회된 MSDS 화학물질 정보는
FCM 어댑터로 전달되어 사용자의 스마트 디바이스
에 푸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매쉬업 서비스의
화학사고 감지 및 알림 시나리오의 시퀀스 다이어
그램이다. 화학실험실이나 화학약품 보관 장소에 배
치된 센서들에 화학사고가 감지되면 해당 센서의
정보가 메시지 라우터로 전달되며 이벤트가 실행된
다. 메시지 라우터는 감지된 화학사고의 정보를 관
리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MongoDB 어댑터로 메
시지를 전달하여 관리자의 정보를 조회한다. 조회된
관리자의 정보와 감지된 화학사고의 정보를 Cool
SMS 어댑터로 전달하여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한다.

IoTivity
Sensors

Ⅳ

. 구현 및 검증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설계한 화학실험실 안전관
리 매쉬업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설명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
을 설명함으로써 구현한 기능들을 검증한다.

MQTT
Broker
IoTivity Client
(Raspberry PI)

IoTivity Server
(Arduino Mega)

그림 8. IoTivity 개발 구조도
Fig. 8. IoTivity development structure

Iotivity
Ada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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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값이나 정보를 전달하여 Server의 상태를 변경하
고자 할 때 사용한다. OBSERVE는 GET과 유사하
나 한 번의 요청으로 지속적인 응답을 받음으로써
Server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명
령어이다. IoTivity의 Client와 Sever는 항상 연결되
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Client는 Server에게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싶을 때 브로드캐스트 방식을
이용하여 Server를 찾아낸 후에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Server와 Client는 보통 같은
로컬네트워크 내에 위치하게 되어 통신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매쉬업 서비스의 IoTivity는
그림 7과 같은 구조로 개발되었다. 해당 구조도는
이응기 등 의 IoTivity 구조도를 재설계하여 발전
시킨 것이다. Client는 Raspberry PI에서 실행된다.
Raspberry PI의 운영체제는 Ubuntu Mate를 사용하
였다. Ubuntu Mate는 Ubuntu에서 공식 파생된 버
전으로 Raspberry PI처럼 작은 하드웨어 성능에서
도 잘 실행될 수 있게 변형된 버전이다. IoTivity가
Ubuntu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Raspberry PI에서
IoTivity Client를 사용하기 위해 Ubuntu Mate를
사용하였다. 덕분에 Raspberry PI에서 IoTivity 개발
과 동시에 Client 실행파일을 바로 실행할 수도 있
었다.
Server는 Arduino Mega 2560에서 실행된다.
Arduino Mega 2560에는 여러 종류의 센서와 작동
기가 연결되어있다. 화학물질 안내 시나리오에서 화
학물질 시약병의 RFID 칩을 읽을 때와 출입자 제
어 시나리오에서도 출입자의 ID카드에 RFID 칩을
읽기 위하여 RFID 리더 센서를 사용했다. 또 출입
자 제어 시나리오에서 출입자의 권한에 따라 출입
문을 개폐하기 위해 전기정 스트라이크를 사용했는
데, 전기정 스트라이크가 DC 12V로 작동을 해서
아두이노용 5V 릴레이를 사용하여 제어했다. 화학
사고 감지 및 알림 시나리오에서는 화학 사고를 감
지하기 위해서 가스 센서와 온습도 센서, 불꽃 센
서, 마이크 센서를 사용했다. 해당 센서들은 특정
임계값을 넘으면 화학사고 이벤트를 발생하도록 했
다. 그리고 화학사고가 났음을 알리기 위해서 피에
조 부저를 사용하여 사고 발생 시 피에조 부저에서
경고음이 반복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IoTivity Server와 Client는 공유기를 이용
한 NAT환경에서 Private IP로 같은 로컬네트워크에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IoTivity Client와 IoTivity 어
댑터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서 COAP(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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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화학 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의 MQTT 토픽
트리
Fig. 9. MQTT topic tree of chemical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mash-up service

프로
토콜을 고려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개발
한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에서는
MQTT 프로토콜을 사용했다. COAP와 MQTT 프
로토콜은 둘 다 하드웨어 자원이 제한적인 IoT 환
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경량화된 메시징 프로토콜이
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COAP 프로토콜은
HTTP 프로토콜과 같은 요청(Request) & 응답
(Response) 형태의 일대일 통신 프로토콜로 본 논
문에서 개발한 서비스의 IoTivity처럼 NAT 환경의
노드(IoTivity Client)와는 통신을 하려면 포트포워
딩과 같은 특별한 공유기 설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
가 있다. MQTT 프로토콜의 경우 발행(Publish) &
구독(Subscribe)형태의 다대다 통신 프로토콜로서
브로커(Broker) 서버를 통해 토픽(Topic)을 구독함
으로써 노드간 통신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COAP와 달리 NAT 환경의 노드(IoTivity Client)가
있어도 브로커 서버의 IP만 알면 두 노드(IoTivity
Client와 IoTivity 어댑터)는 서로 통신이 가능하다.
또한 MQTT는 3단계 QoS를 지원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신뢰성 있는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개발한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의 IoTivity 어댑터는 MQTT 프로토콜을 이
용하여 IoTivity Client와 통신한다.
화학 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의 MQTT
토픽 트리는 루트(/)부터 건물(Building), 방(Room),
센서(Sensor) 순으로 구성된다. 센서들이 위치한 방
에는 IoTivity Client가 각각 하나씩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방의 번호가 곧 Client의 번호와 동일하다.
센서 역시 하나의 센서는 하나의 자원과 연결되므
로 동일하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구성된 토픽 트
리는 센서들을 장소에 따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그림 8과 같이 구성했다.
MQTT(Message Queue Telemetry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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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Apache Camel
Apache Camel은 메시지 통합 프레임워크로 일반
어플리케이션에 내장이 가능한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는 오픈소스 이다. Apache Camel에서 메시
지를 송수신하는 대상을 엔드포인트(Endpoint)라고
부르는데 Apache Camel은 이 엔드포인트들 사이에
서 라우팅, 변환, 중개, 검증, 로깅 등 다양한 기능
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EIP(Enterprise Integration Patterns)로 정의가 가능
하다. 또한 Apache Camel은 JAVA DSL(Domain
Specific Language)를 지원하고 있어 메시지 통합에
있어 복잡한 과정들을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는 이러한 Apache Camel의 장점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메시지 라우터의 입장에서 어댑터들은
각각 하나의 Endpoint가 되어 연계됨으로써 다양한
루트(Route)를 만들 수 있다.
4.2. 검증
이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화학실험실 안
전관리 매쉬업 서비스가 3장에서 설계한 세 가지
시나리오와 시퀀스 다이어그램대로 동작하는지 검증
을 한다. 검증 방법은 이벤트 발생 시 메시지 라우
터와 어댑터를 통해 외부 서비스들 간에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연계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출력 결과가
시나리오에 맞게 출력되는지 확인하여 검증한다.
4.2.1. 화학물질 안내 시나리오
화학물질 안내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화학물질 시
약병에 부착된 RFID 칩을 리더기에 태그하면 해당

그림 10. 화학물질 정보 안내 시나리오 안드로이드 어플리
케이션
Fig. 10. Chemical information guide scenario Android
application

그림 11. 화학사고 감지 및 알림 시나리오 문자메시지
Fig. 11. Chemical accident detection and alarm scenario
SMS

칩의 ID가 화학물질의 CAS번호로 변경되어
공공데이터 포털의 MSDS 정보를 조회한 후 해당
정보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텍스트와 음성으로 안내를 해야 한다. 그림 8은 안
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염산 오라민의 정보가 출
력되어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장면이다. 해당
정보는 텍스트로 표시됨과 동시에 안드로이드의
TTL(Text-To-Speech) 기능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음
성으로 안내되었다.
4.2.2. 화학사고 감지 및 알림 시나리오
화학사고 감지 및 알림 시나리오는 화학사고가
감지되면 사고 발생 장소의 관리자에게 SMS로 사
고 정보를 알려야 한다. 그림 9는 ‘eng1200’의 가
스 센서와 온습도 센서로부터 화학사고가 감지되어
SMS를 통해 관리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주는 장면
이다.
4.2.3 출입자 제어 시나리오
출입자 제어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RFID 칩이 내
장된 ID카드를 RFID 리더기에 태그하면 카메라로
사용자의 안면이미지를 촬영하고 2단계 인증을 통
RFID

그림 12. 출입자 제어 시나리오 웹 인터페이스
Fig. 12. Access control scenario web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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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출입을 시도하는 사용자가 ID카드에 등록된 소
지자와 동일인물인지 판단하여 출입권한과 동시에
위장출입 여부를 확인하여 출입문 개폐를 결정한다.
그림 4-4는 출입자들의 출입기록을 보여주는 웹페이
지다. 10번째 기록을 보면 ID ‘S0001’은 출입 장소
에 대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번째 출입기록
에서 사용자의 출입카드를 타인이 도용하여 출입시
도를 하여 출입 불허가가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화학실험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
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하
였다. 먼저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
인으로부터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서비스의 컴퓨터
자동화의 필요성을 도출했다. 그리고 화학실험실 안
전관리 서비스를 자동화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첫째, 방대한 양의 화학물질 정보 구축의
어려움. 둘째, 다양한 종류의 센서 제어 및 관리의
어려움. 셋째,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위장 출입자의
접근 문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서비스
자동화의 문제점을 Open API와 Open IoT
Platform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첫째, 공공
데이터 포털의 MSDS Open API를 이용하여 방대
한 양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자 하
였다. 둘째, Open IoT Platform인 IoTivity를 이용
하여 다양한 종류의 센서 자원을 쉽게 관리하고자
하였다. 셋째, ID카드와 얼굴인식 Open API를 이
용한 2단계 인증방법을 통하여 위장출입자의 출입
을 막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결방안들을 하나의 안전관리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하여 매쉬업 프레임워크를 사
용하였다. 그리고 매쉬업 프레임워크의 이점을 최대
한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얼굴인식과 화학물질 정보
Open API 이외에도 단문문자메시지, 사용자 권한관
리, 안드로이드 메시지 푸시 기능도 직접 구현하지
않고 외부 서비스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
서는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하
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서비스 시나리오, 요구사항, 구성
도,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설계하였다. 서비스 시나
리오는 화학물질 정보 안내, 화학사고 감지 및 알
54

람, 출입자 제어와 같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계하
였다. 서비스 요구사항 설계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스템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인터페
이스 요구사항으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서비스 구성
도는 앞서 설계한 시나리오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서비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서비스 구
성도의 모듈들 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이렇게 설계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메시지 라우
터와 어댑터들은 각각 도커의 Container 위에서 개
별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각각의 어댑터의
Container는 이미지로부터 실행될 수 있어 배포가
용이하고 트래픽 과부화시 추가로 이미지를 실행해
서 트래픽 분산이 가능하다. IoTivity 어댑터는 7가
지 센서와 작동기를 제어하기 위해 IoTivity Server
는 Arduino Mega 2560을 사용하고, IoTivity
Client는 Raspberry PI를 사용했다. 그리고 IoTivity
Client와 어댑터 사이에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하
여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댑터들은
Apache Camel을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각각이
Camel의 Endpoint가 되어 메시지 라우터에서
Route에 정의되어 이벤트 발생 시 해당 Route에 따
라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구현하였다.
이렇게 구현된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
스는 설계한 서비스 시나리오별로 검증을 하였다.
각각의 시나리오들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알맞은 외부 서비스들을 연계하여 상황에 맞는 결
과물을 출력함으로써 매쉬업 서비스가 설계된 시나
리오에 맞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화학실험실 안전관리 매쉬업 서비스를 자동
화하기 위해 매쉬업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외부 서비스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개
발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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