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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사물간의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작용하는 IoT(Internet of Thing)환경이 

발 하고 있다. 홈 IoT환경에서는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하여 집안 내부를 살펴보고 외부 침입

자가 들어오면 이를 감지, 신고할 수 있는 IP Camera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IP Camera의 

해킹 사례가 증가 하고 있고 취약한 인증, 잠재 인 공격 가능성 등 보안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IP Camera와 Smart Phone과의 안 한 사용자 인증 로

토콜을 제안하 다. 

※ 본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수행한 결과임

1. 서론

 최근 인터넷을 통해 사물간의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작용하는 IoT환경이 발 하고 있다. IoT 환경은 기존의 

유선통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인터넷보다 

진화된 단계로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이 사람의 개입 없이 

상호간에 자율 으로 정보를 주고받아 서비스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IoT 시장이 차 확  함에 따라  사회에서는 치안 

 보안 문제로 상보안장비와 상시스템에 한 수요

가 계속 증가 되고 있다. 상보안 시스템은 상 취득기

기와 상모니터링장치, 상 장  검색장치로 구성된

다.[3] 그  IP Camera는 기존의 CCTV 와 VCR보다 

렴하고 어디서든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통하여 상내

용을 볼 수 있다. 이러한 IP Camera 시장은  세계 으

로 5년동안 10배 이상 증가해왔다.[1-2] IP Camera는 범

용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이 보유한 

PC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손쉽게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을 할 수 있다. 2015년 시만텍에 따르면 스마트 홈 

기기와 서비스에서 취약한 인증, 웹 취약 , 잠재 인 공

격 가능성 등 기본 인 보안 문제가 발견 다. 한 IoT

기기를 제어하는 모바일 애 리 이션의 약 20%가 암호

화 통신(SSL)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홈 IoT기기인 IP camera를 안 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보

안 이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는 련연구

에 하여 서술하 고 3장에서는 본 시스템의 로토콜에 

해서 소개하 다. 4장에서는 구 된 로토콜의 성능 평

가를 통하여 그 효율성과 보안성에 하여 살펴보고, 끝으

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로토콜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해 논의하 다.

2. 련연구

2.1 IP Camera

 (그림 1) IP Camera 구조[9]

 최근 들어 IP Camera가 기존의 상 취득기기인 CCTV

보다 편리하고 가격이 더 렴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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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IP Camera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

하는 카메라이다. 이러한 IP Camera는 디코더, 모듈, 상 

압축 칩, CPU, 네트워크 송 칩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IP Camera는 카메라 모듈로부터 받은 아날로그 신호는 

디코더를 통해 디지털로 바 고, 압축 칩에서 압축을 거쳐 

송되는 과정으로 상이 달된다.[6] 최근 IP Camera 

해킹은 단순한 패스워드(pass word)를 사용해 IP Camera

에 근하는 방법이 아닌 상을 탈취하고 패스워드에서

는 다른 상으로 체한 후 침입하는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2.2 Multi Factor Authentication

 인터넷을 통한 상취득기기의 서비스들은 안 한 사용

자 인증을 증명하기 해 사용자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

를 요구를 한다. 그러나 안 하지 못한 채 로 송되는 

사용자의 인증정보는 공격자에 의해 쉽게 탈취가 가능하

고 데이터의 ·변조에 험하다. 

 한 탈취한 상으로 범죄에 악용되고, 막 한 경제  

손실이 발생되어 사회 , 국가  문제로 확 될 수 있

다.[5] 때문에 상정보를 안 하게 송하기 하여 이

인증을 제시하 다. 

3.제안

 제안하는 구조는 [그림2]와 같이 홈 IoT환경에서 

Registration Phase와 User Authentication의 안 한 인증

과정에 하여 나타내고 있다. Registration Phase 과정은 

안 한 CA(Certification Authority)를 통하여 안 한 채

을 통하여 공개키와 개인키가 분배 된다. 

 User Authentication 과정은 Registration Phase을 통하

여 얻은 난수값을 배타  논리합(XOR)을 통하여 세션키

를 생성한 세션키로 암호화하여 통신한다.

STEP 1. Smart Phone은 IP Camera Server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ℎ(IC_SN|| 1||S_ID),S_ID, 1 값을 

IP Camera Server에게 보낸다. 

STEP 2. IP Camera Server는 Smart Phone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ℎ( 1||IP_ID|| 2),IP_ID, 2를 

Smart Phone에게 보낸다. STEP 2 의 과정이 

모두 끝난후 Smart Phone과 IP Camera 

Server는 랜덤 값 교환을 마친다.

STEP 3. Smart Phone은 IP Camera Server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ℎ( 1|| 2⊕S_ID)한 값을 IP 

Camera Server 보낸다.

STEP 4. IP Camera Server는 Smart Phone 에게 

Success Message를 보냄으로서 Registration 

Phase를 마친다. STEP 4의 과정이 끝나면 

안 하게 공유된 1, 2 값을 배타적 논

리합을 통하여 세션키를 생성한다.
STEP 5. Smart Phone는 Registration Phase 과정에서 

생성한 세션키로 암호화한 ℎ(User_ID⊕
),User_ID, 값을 보내준다. 이때 사용하는 

값은 User Authentication 과정에서 사용

하는 난수값이다.

STEP 6. IP Camera Server는 Smart Phone 에게 세션키

로 암호화한 ℎ(User_ID|| ),IP_ID 값을 보낸

다.

STEP 7. Smart Phone는 IP Camera Server 에게 IP 

Camera Server의 세션키로 암호화한  ℎ( 1|| 2|| )을 보내 줌으로서 상호간의 
인증을 마친다. 

STEP 8. 안 한 인증을 마친 IP Camera Server는 

Smart Phone에게 Success Message를 보낸

다.

STEP 9.  Smart Phone은 IP Camera Server로부터 자신

이 야하는 IP Camera를 선택한다.

STEP 10. IP Camera Server로부터 상을 선택한 

Smart Phone은 상을 확인하다. 

(그림 2) 제안하는 사용자 인증 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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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안정성

4.1 재 송 공격

 공격자는 Smart Phone과 IP Camera Server간의 통신 

메시지를 획득하여 재 송 공격을 시도 할 수 있다. 하지

만 Device와 Server간의 통신메시지에는 매번 새로운 난

수 값이 포함되어 공격자의 메시지의 재송으로부터 안

하다.

4.2 무차별 입 공격

 공격자는 IP Camera Server의 공개키로 암호화되어 있

는 IP Camera_SN과 IP Camera_ID를 알아내기 해 키

에 한 무차별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번 인 

공개키의 길이가 1024bit 인 것으로 가정 하 을 때, IP 

Camera의 공개키가 탈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4.3 도청 공격

 공격자는 Smart Phone 과 IP Camera Server 간의 통신 

메시지와 Smart Phone 과 IP Camera Server 통신 메시

지를 엿들을 수 있다. 하지만 통신메시지  공개되어있는 

값은 매번 변경되는 난수 값 R과 타임스템  TS 값이다. 

때문에 공격자는 사용자의 ID나 IP Camera의 SN(Serial 

Number)을 알아 낼 수 없다.

5.결론

 홈 IoT 환경의 확 와 함께 IP Camera를 통한 다양한 

상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상 정보 확인

은 IP Camera의 장 이나 보안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한 그 피해는 사용자의 몫으로 가되었다. 이에 본 논

문에서 제공하는 IP Camera와 스마트 폰 간의 강력한 상

호인증은 사용자 피해의 방·확  방지에 좀 더 실효

이고 안정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참고문헌

[1] Habibullah Akbar and Anton Satria Prabuwono, 

“Webcam Based System System for Press Part 

Industrial Inspection”, IJCSNS International Journal, 

Vol.9 No.10, 2008.

[2] S.J. Kim, H.S. Oh, “Implementation of Efficient 

Security System Using WebCAM”, Korea Multimedia 

Society, vol.12, no.1, 2009.

[3] 홍순호(2010) “ 상보안산업에서의 IP Camera 시장 

 기술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0(3), 18-23

[4] F.Aloul, S. Zahidi and W. EI-HAJJ, “Multi Factor 

Authentication Using Mobile Phon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Vol.4 , 

No.2, pp. 65-80, 2009.

[5] 지선수(2012). “SMS를 이용하는 개선된 이  인증 기

법”,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17(6), 25-30

[6] 한국정보통신기술 회 http://www.tta.or.kr/index.jsp

[7] 시만텍 보도자료 https://www.symantec.com/ko/kr

[8] Vallabhu, Himabindu, and R. V. Satyanarayana. 

"Biometric Authentication as a Service on Cloud: Novel 

Sol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ft Computing and 

Engineering 2.4 pp. 163. 2012.

[9] http://www.hisilicon.com/products/bvt.html

- 2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