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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보안 강화를 위해 WOL(Wake On LAN) 기능을 출입문 제어시스템에 탑재하여 RFID 카드를 소지한 

사용자만이 컴퓨터에 일차적으로 접근 가능한 전략을 제안한다. 이러한 전략은 컴퓨터 사용을 위해 단순히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온 하는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 사전에 자신의 RFID 카드를 이용한 물리보안 인증 단계를 전처리 과정으로 포함함으로써 

컴퓨터 보안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출입문 제어시스템에 탑재된 WOL 기능에 의해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일부 부팅과정에 완료됨에 따라 사용자가 컴퓨터 부팅 과정동안 기다려야하는 대기시간

을 줄임으로써 업무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RFID 리더기와 라즈베리파이(Rasqberry Pi)사용해 WOL 기능을 탑

재한 출입문 제어시스템을 직접 구현하고 실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컴퓨터 보안(computer security), WOL(Wake On LAN), 출입제어시스템(access control system)

I. 서 론

최근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으로 양분화 되어 있는 보안 영역이 

융합보안(converged security)이라는 이름으로 융합되고 있는 추

세에 있다. 보안 영역을 하나의 관리범위 안으로 통합함으로써 보

안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각각의 보안체계의 취약점을 상호 

보안함으로써 보안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융합보안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융합보안을 위한 

구체적인 표준, 프레임워크, 혹은 개발된 융합보안 장비를 찾아보

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융합보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제품을 하

나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일반 가정과 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가장 흔한  물리보안 

장치는 RFID 카드로 작동하는 출입문제어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해당 지역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거치게 되며 인가

받은 사람만이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출입

문제어기에 원격으로 컴퓨터를 켤 수 있는 WOL (Wake on 
LAN)[1] 기능을 추가로 구현하여 컴퓨터 보안강화를 위한 방법

을 제안한다. 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사용자들

은 자신의 컴퓨터에 로그온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문제어기에서 먼저 인증된 사용자만이 자신의 

비밀번호로 컴퓨터에 로그온 할 수 있다면 컴퓨터 보안은 한층 강

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대부

분의 출입문제어시스템의 크기를 고려해 WOL 기능을 소형의 라

즈베리파이(Rasqberry Pi)[2]로 구현하여 실제 생활에 사용 가능

하게 구현하였다.

II. 구현 및 실험

Intel과 IBM이 1997년 제안한 Remote Wake-up 이라고도 하

는 Wake on LAN (WOL) 은 특수한 데이터 패킷(매직 패킷이라

고 함)을 전송하여 네트워크 연결된 컴퓨터를 원격에서 켤 수 있

는 기술이다. 컴퓨터가 꺼진 경우에도 네트워크 어댑터가 계속해

서 네트워크를 “수신 대기”하므로 특수한 패킷이 도착하면 네트워

크 어댑터가 컴퓨터를 켤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1과 

같이 RFID 리더기와 SPI 인터페이스 연결된 라즈베리파이에 

RFID 인증과 WOL 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고 정상적인 사용자

가 인증에 성공하면 해당 사용자의 컴퓨터 MAC주소로 매직 패킷

을 전송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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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조

Fig. 1. System Architecture

전체 시스템 구현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과 같이 RFID 리더기와 라즈베리파이를 한 조(그림의 앞

쪽)로 구성한  무선인증 단말기와 AP(시스템에서는 허브모드로 

운영), 스위치, 그리고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는 라즈베리파이를 한 

조(그림의 뒤쪽)로 구성한 유선 인프라로 구성하였다. 유선 인프라 

내 AP는 무선인증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매직 패킷을 스위치를 통

해 연결된 모든 컴퓨터로 브로드 캐스팅하여 해당 컴퓨터를 켠다. 
한편 인터넷에서 브로드 캐스팅은 동일 네트워크 대역에서 가능함

으로 유선 인프라 내에 존재하는 라즈베리파이에 DHCP 기능과 

IP Masquerade 기능을 구현해 무선인증 단말기와 유선 인프라 

내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이 동일 대역이 되도록 하며 외부 망과의 

연동도 가능케 하였다.
한편 해당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 인증한 사용자는 무선인증단

말기에 로그정보를 남기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지역을 떠나

기 위해 다시 무선인증단말기에 인증을 하면 RPC(Remote 
Procedure Call)을 이용해 자신의 컴퓨터를 끌 수 있는 기능을 무

선인증단말기에 추가로 구현하였다.

III. 결론 및 토의

보안에 대한 인식이 강조됨에 따라 대부분 컴퓨터 사용자들은 

로그온 비밀번호를 설정해 사용하고 있다. Windows 컴퓨터 부팅

의 경우 사용자가 로그온 되기 전까지는 컴퓨터 주변장치 드라이

버와 윈도우 서비스들이 실행되고 로그온이 되면 user 폴더 하위

에 ntuser.dat 파일이나 하위폴더의 설정사항을 불러 오는 과정이 

진행된다. 따라서 로그온 되기 전단계가 사용자 비밀번호에 의해 

진행되는 로그온 이후 단계와 비교해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우리가 로그오프 상태의 컴퓨터를 로그온할 때 느끼는 

대기시간은 일반 부팅시간과 비교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

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아이디어와 같

이 일반 사용자가 빌딩이나 출입문 제어기에서 출입 인증을 하면 

곧바로 자신의 컴퓨터가 로그온 전단계까지 부팅을 진행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다면 컴퓨터 사용자는 상당한 편의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떠날 때 무선인증단말

기의 인증을 통해 원격으로 컴퓨터를 끌 수 있어 컴퓨터 보안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컴퓨터 전원을 이용한 부팅을 금지하도록 컴퓨터를 설치 

운영한다면 출입문제어시스템과 같은 물리보안 장치에서 진행되는 

사용자 인증과정이 컴퓨터 사용을 위한 1차 보안 단계로 이용될 

수 있다. 즉 물리보안 장치에서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는 컴퓨터 로

그온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부팅이 불가능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컴퓨터 사용을 위한 이중 보안 개념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융합보안을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 제품으로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라
즈베리파이는 영국의 라즈베리 파이 재단이 과학 교육 목적으로 

제안한 저비용의 신용카드 크기의 소형 싱글보드 컴퓨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아이디어가 상품화 가능하도록 라즈베리파이 2
개를 사용해 무선인증 단말기와 라우터 기능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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