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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환경을 위한 집중식 원격 보안 서비스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구성 방안

박남제

요약

사물 간 통신기술인
은 각각의 구성 장치 사물 에 인터넷과의 연결성을
제공하면서 기술로 확장 발전되고 있다
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장치들이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트렌드를 나타낸다 의 개념이 확산
되면서 홈 내에 다양한 오브젝트가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무수히 많은 다양한 장비들
이 보급되면서 각각의 장비에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지고 개발자로서 그들을 접근 제어하기 위
해서는 무수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비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응용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
해 보안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원이 제한된 장치 간 인증 및 데이터 송신 인증 시
스템과 장치 간 인증을 고려한
환경에서의 중앙집중식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인증 메커니즘 프레임워크는 온라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다
른 기술과 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어
보안 프로비저닝 보안 프레임워크
Abstract
Machine-to-Machine (M2M) communication provides each component (machine) with access to Internet,
evolving into the IoT technology. IoT is a trend where numbers of devices provide the communication
service, using the Internet protocol. As spreading the concept of IoT(Internet of Things), various objects
become home information sources. According to the wide spread of various devices, it is difficult to access
data on the devices with unified manners. Under this environment, security is a critical element to create
various types of application and service. In this paper propose the inter-device authentication and
Centralized Remote Security Provisioning framework in Open M2M environment.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n this task is carried out by protecting it with the latest information on M2M / IoT and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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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ovide the ultimate goal of future M2M / IoT optimized platform that can be integrated M2M / IoT
service security and security model presents the information.
Keywords : M2M, IoT, Open M2M, Security Provisioning, Security Framework

서론
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발전해 온 기술은 주로 인간을 중심으로 기기가 중간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신 환경이었다 그러나 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지능형 사물이 폭발적으로 증
가함이 따라 통신의 주체가 사물이 되어 사물 간에 통신을 하는 기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를
사물 인터넷
또는 라고 한다 이전까지는 기반의 유선 인터넷을 거쳐
무선 인터넷으로 발전되면서 이동성을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언
제 어디서든 쉽게 찾는 것에만 만족했었다면 현재는 주변의 사물이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
대가 된 것이다 사람이 제공받는 정보 또한 사람이 직접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데이터를
스스로 마이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 통신기술
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통신
의 형태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통신의 대상은 사람과 사람에서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로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당 보유 통신 기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수많은 통신기기들이 생겨나서 년에는 억 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한다 이러한 통신 환경의 발전에서 미래 인터넷의 형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즉 사물 인터넷이다
프로토콜 스택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인터넷 디바이스는 항상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통신 계산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를 가진
디바이스가 등장함에 따라 저전력 저성능의 디바이스 기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응용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은 이와 같은 디바이스 기반의 다양한 응용 유스케이스를 만
들고 이들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구사항 구조 프로토콜 관리 등의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이에 기반한 보안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환경에
적합한 보안 프로토콜 접근제어 기법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까지 발표된
및 관련 표준 기술 및 보안관련 사항들을 분석하여
제약있는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구성방안에 대해 분
석 및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프레임워크는 홈 가전 교통 물류 건설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미래 응용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특히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 보안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안 플
랫폼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방형 서비스 환경에서의 보안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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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 아키텍처는 개의 계층 중
계층은

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별 및 인증 기능은
와
사이에 식별 및 상호 인증기능을 담당한다 식별은 해당 개체의 가 유
효한지 검사하는 과정으로 식별이 완료되면 해당 개체의 는 인증프로세스로 전달된다 인증은
식별 단계에서 제공된 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상호 인증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인가 기능은 접근 제어 정책 및 할당된 역할에 따라서 인증된 개체에게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을 인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접근 제어 정책은 개체에게 보호된 자원에 대한 접근
을 허가할지 여부를 정의한 조건들의 집합이며
과
같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관리 기능은 가 보안환경
내에 저장된 경우에 요청하는 개체에게
와 식별자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식별자는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와 에서 접근가능한
민감한 데이터로 처리될 수도 있고 인증이나 권한관리 기능과는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그림 보안 아키텍쳐 개요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는 필드 도메인 개체와
인증 함수 사이의 보안 연
계 설정을 위한 필수 정보의 사전 프로비저닝을 제공한다 필수 보안 정보는 보안 인증정보와 식별
자를 포함한다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 절차는 적절한 인증정보 설정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
의 외부에 있는
등록 함수를 이용한다 그림 는 각각의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를 나타낸다 참고로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 절차에서
개체 와 사이에 통신은 제공되지 않
는다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보안 연계 설정 절차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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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에 포함된 개체들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구성방안
본 논문에서 분석한 보안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는 두 개체들 사이에 공유된 대칭키 제공을 수
행한다 여기서 두 개체는
와
인증함수 또는 두개의
가 될 수 있다 제
공된 대칭키는 대칭키 보안 연계 설정 프레임워크나
기반 보안연계 설정 프레임워크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마스터 인증정보와 마스터 인증정보 식별자 또는 보안 연결 키 와 보안 연
결키 식별자
의 원격 프로비저닝을 필요로 하는 또는 를
라 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다음의 보안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
대칭키 기반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대칭키는 개체들의 상호 인증을 위해
와
등록함수에게 사전에 제공된다
인증서 기반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와
등록함수는 해당 개체만 알고
있는 개인 서명 키 대응하는 공개 검증 키를 포함하는 인증서 디바이스 인증서의 경우
인증서 또는
인증서 개체들의 인증서에 대한 인증서 체인과 같은 인증정보를 발
급받는다
기반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등록 기능은
부트스트랩 서버 기능
에 의해 수행되고 이 프레임워크는
와
등록 함수의 인증을 위해
또는
대칭키를 사용한다
84

Copyright

2016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2, February (2016)

그림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구성방안 분석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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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와
등록함수는 다른 개체를 인증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부트스트랩 인증정보
를 사전에 제공받는다 부트스트랩 명령 구성은
와
등록함수에게 기반 보안 연
계 설정 프레임워크와 함께 사용될 때 인증 함수 식별자
또는 대칭키 기반 보안 연
계 설정 프레임워크와 함께 사용될 때
의 식별자
를 제공된다 부트스트
랩 등록 핸드쉐이크는
와
등록함수 사이의 식별 및 인증 보안 컨덱스트를 설정한다
등록 키 생성은
와
등록함수에게 공유되는 등록키 와 대응하는 등록키 식별자
를 생성하며 이것은 마스터 인증정보 또는
보안 연결키 의 생성에 사용된
다 연계 보안 핸드쉐이크의 통합은
기반 대칭키 보안 연계 설정에서 중앙 키 분배 서버 핸
드쉐이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는 등록키 와
인증 함수 식별자
로부터
마스터 인증정보 를 도출하고 마스터 인증정보 식별자 를 생성한다 그런 다음
인
증 함수에게 등록 키 식별자 를 전달한다 그림 은 위에서 정의된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 프
레임워크를 나타낸다

결론
사물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물인터넷 기술은 센서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유기적
으로 동작해야 하는 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사물인터넷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등에서 표준화
작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까지 발표된 관련 표준 기술 및 보안관
련 사항들을 분석하여 제약있는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원격 보안 프로비저닝 프레임워
크 구성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관련 최신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분석 결과는 홈 가전 교통 물류 건설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미래 응용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특히 보안 위협과 대응방안 보안 프레임워크 및 인증 메커니즘
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양한 응용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안 플
랫폼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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