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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 를 이용한 화물추적시스템은 물류분야의 특성상 서로 다른 소속의 이 기종 간의 데이터의 
인터페이스로 화물의 흐름을 체계화한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인터

페이스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들은 EDI 표준을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의 시스템으로 인터페이스 되
어 적용되고 있다. 하나의 물류흐름을 만들기 위하여 RFID 를 이용한 데이터의 인터페이스가 이루

어지다 보니 다양한 보안상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 회로를 
이용하여 이 기종 간의 EDI 데이터 인터페이스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

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서론 

많은 분야에서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도입되며 대한

민국의 특수성을 이용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을 해오고 있다. 그 중
에서도 현재 기 개발 되어있으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분야가 물류 분야이다. 물류 분야에서도 화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은 RFID 기반 유비쿼터스 시스템

과 더욱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기반 
기술을 100% 이용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데이

터 인터페이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실시간에 가
까운 데이터를 요구하는 화물추적시스템에서는 데이

터가 곧 경쟁력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한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이 기종간의 
데이터를 통합 함으로 인해 원치 않은 곳에서 데이터 
보안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기존의 환경에서 RFID 를 이용한 화물 추적 시스템

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해결 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는 기업간 이 기종간의 
시스템 환경에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문제이다. 표

준화된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 
확장이나 지점 확장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간 데이터 교환 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기업간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이다. 다양

한 경로의 데이터를 수신하다 보니, 데이터 중에는 
실제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류를 내포한 
데이터도 발생을 하고, 해커들의 의해 데이터가 변조

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 
보안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에 언급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업간 국내 지점간의 RFID 를 이용하여 화물 추적 
시스템 구축 시 표준화를 위하여 국제 전자 문서 양
식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이용하였다. 더
불어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환 통합된 시스템 구조

를 제안하고, 데이터 전송 시 발생 될 수 있는 다양

한 데이터 보안 상의 문제점을 시스템에서 분류하여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실험을 통해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분

야의 개념과 연구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3 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 통합구조와 전송되어지는 데이터 포맷 
그리고 제안된 시스템 내부의 작동원리와 검증과정을 
기술한다. 4 장에서는 실험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연구 

본 논문에서 사용된 RFID 기반 화물 추적시스템에

서의 EDI 데이터 보안 관한 연구는 RFID, EDI 와 데이

터 보안에 관한 개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특정 시스템에 적용된 통합된 연구는 그 사례가 
많지 않다. 개별 정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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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이며, 기업간 거래에 관한 데

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으로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전송·수신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다. 
전자문서교환에서 사용하는 국제적인 통신표준은 
X.435, ANSI 의 X12 등 3~4 가지 중 X.435 가 표준으

로 사용되었다가, 현재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어 만든 
UN/EDIFACT 의 표준을 따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UN/EDIFACT 의 표준 문서인 CODECO(Container 
Gate-In/Gate-Out)문서를 이용하게 된다. 
 
2.2 비정상탐지(Anomaly Detection) 

일종의 비정상적인 접근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스템 내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행위가 나타났을 때 
탐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탐지하는 방법으로는 통

계적인 방법, 비정상적인 행위 측정 방법 등 여러 가
지 방법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인공 신경망 
기법이다.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 자주 발생되는 문제

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패턴을 인식함으로

써 비정상을 탐지하는 방법이다.  
 

3. 제안 시스템 통합 구조 

3.1 통합시스템 개요 
정보의 데이터 타입, 허용 가능 문자 셋, 변수 중복

의 여부, 숫자의 범위 등 기본 적인 검증에서부터 악
의적인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의 검증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부적절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검증하기 위
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인공신경망의 패턴인식으로 
분석하고 이를 프로파일 기법에 적용하려 한다. 
프로파일 기법은 기본적인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어 

이상을 탐지하는 기법으로 이상 상태 탐지를 위한 방
법으로는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더불어 프로파일러

를 시스템 전송 전의 프락시 형태로 구성하여 프락시

를 경유하여 전송되는 입력 패턴을 학습하여, 반복 
학습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 검증에 사용되도록 하였

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공개되지 않은 어플

리케이션에 대한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내포하

고 있다. 설계 될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3.2 통합시스템 동작방식 
(그림 1)에서와 같이 User(Product & Other Company 

& Container and RFID Reader)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통
합 시스템(Integration System)이 구축되어 있는 대상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전송된 데이터는 일차적

으로 프락시 모듈을 통해 최소한의 정보 검증을 한다. 
최소한의 정보 검증을 통해 에러가 없는 것으로 검증

을 마치면 데이터 정보 조합을 위해 해당 데이터베이

스로 전송 되고 이상이 발견된 데이터는 검증시스템

(Verification system)에 전달이 되어 검증을 시작한다. 
검증 시스템에서는 바이러스 탐지(Virus Detection), 프
로파일 검색(Profiling Search), 비정상 탐지(Anomaly 
Detection), 학습(Learning), 정규화(Normalization) 5 단계

의 검증 과정을 거쳐 검증을 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데이터는 바이러스 탐지 과정을 통해 해당 데이터가 
악의적인 정보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악의적인 정보

로 판별이 되면 검증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의 검증을 
하지 않고 에러 메시지를 발생 시키게 된다.  

 

 
 

(그림 1) 통합 시스템 

 

반대로 정상적인 데이터로 판단이 되면 다음단계를 
진행하게 된다.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로파일 
된 정보가 해당 데이터가 가진 오류사항이 없는지 검
증하게 된다. 해당 프로파일 된 정보는 레코드로 구
성된 테이블 형태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수행 속
도를 고려하여 해당 데이터는 인덱싱이 되어 있는 정
보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해당 테이블의 정보는 국
내뿐이 아닌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위해 UTF8 형태

의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2) Container Gate-In/Gate-Out EDI Data  

마지막으로 데이터 정규화(Normalization) 과정을 거치

게 된다. 정규화 과정은 EDI 포맷 형식으로 수신된  
데이터로 EDI 데이터의 단위 그룹 정보 형태인 세그

먼트(Segment)의 맞는 데이터를 추출하게 된다. 여기

서 사용되는 EDI 포맷은 CODECO(Container Gate-In / 
Gate-Out Report) 문서를 사용하게 되고 버전(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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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D95B 표준은 UN 표준에 맞추어서 사용한다. 화물 
추적 시스템의 특성상 국내 화물 추적 시스템 만이 
아닌 해외 화물 추적 시스템까지 포괄하기 위해 UN 
표준을 사용한다. 전송되어 온 EDI 데이터는 아래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3.3 가중치와 프로파일을 이용한 보안 기법 
(그림 1) 통합 시스템에서의 검증 시스템 중에서 

④학습(Learning) 부분은 생명체의 신경망을 이용하여 
만든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대한 검증을 
실행하고 계속된 학습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예측한다.  

 

 
 

(그림 3) 가중치와 프로파일 모델 

학습을 통해 작성된 데이터들은 분석을 통해 현재 
시스템에 적용된 수행탐지 기법뿐 만이 아닌 인식하

지 못했던 새로운 침입 탐지 패턴까지 발견하여 보다 
향상된 침입 탐지 시스템을 구현한다. 
새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학습 과정

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습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패턴의 내용을 프로파일 테이블에 
계속적으로 저장한다. 프로파일 된 정보가 저장될 테
이블 구조는 다음과 같다. 프로파일 테이블은 크게 3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프로파일 들의 마스터 

정보를 저장 할 (A) Profiling Master 테이블, 두 번

째로 EDI 전송 시 발생되는 세그먼트 단위 에러 정보

를 저장 할 (B) EDI Segment Error Detail 테이블, 

마지막으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주소

를 파악 할 수 있는 (C) Attack IP 테이블로 구성 하

였다.  
인공신경망 모델에서 발견된 패턴 중 계속 반복적

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적 시키지 않고 해당 
패턴에 대한 시간을 체크하고 해당패턴에 대한 가중

치를 증가 시키는 과정을 걷히게 된다. 또한 반복 학
습을 통해 해당 프로파일 데이터들은 공격 형태 뿐만

이 아닌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자료로도 사용하게 된
다. 이렇게 본 논문에서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EDI
와 인공 신경망 모듈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데이터 보
안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4. 시스템 실험 및 분석 

4.1 실험 개요 

지금까지 RFID 기반 유비쿼터스 화물 추적 시스템

에서의 기반 기술 및 연구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살

펴 보며 시스템 운영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 

상실과 데이터 보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이번 장

에서는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통해 제안된 시스템

의 효용성을 확인하려 한다. 실험내용과 환경은 다음

과 같다.  

위에서 언급한 기술을 바탕으로 RFID 를 통해 취득

한 정보를 EDI 형태로 정보를 전달 하여, 미들웨어에

서 각 지역의 정보를 안전하게 수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시에는 

실제 지역별 화물 운송 시 화주의 화물이 시작되는 

지점인 DOOR 지역, CY(Container Yard), CFS 간의 이

동 시 데이터 전송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있는 상태

로 실험을 실시하여 전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하였다. 개별 컨테이너의 대한 정보는 국제간 

회사간 이 기종 간의 시스템 통합을 위하여 EDI 를 

이용한 데이터 통신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문서양식

은 CODECO EDI 표준을 이용하였으며, 버전은 UN 버전

을 이용하여 데이터 교환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실험환경은 MS 2003 Sever 상에서 

구현하였으며, 미들웨어로는 Oracle AS 10g 버전을 

사용하였다. 실험대상으로 삼은 데이터의 양은 약 15

만 여 건의 데이터를 표준으로 삼아 4 개의 다른 이 

기종간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번째

로 시스템을 제안하기 이전과 이후의 환경에서의 데

이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제

안된 시스템으로 정상적인 요청과 비정상적인 요청에 

대한 정상 처리 여부를 확인 하였다. 

 

4.2 실험 분석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들은 일정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총 표본 데

이터의 수는 152,198 Row 의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하

여 해당 데이터들의 보안 문제들을 체크 하였다. 또

한 발생한 보안문제에 대한 표본 데이터들을 일정한 

기간으로 나누어 (그림 1)의 통합 시스템을 적용전과 

적용 후로 나누어 시스템을 비교 분석 하였다. 

 
<표 1> 비정상 데이터 수 

공격유형 
1 차 표본

데이터 

2 차 표본

데이터 

표본데이터 양 77,788 74,829 

Data 타입조작 108 93 

Data 길이조작 57 67 

Terminate 조작 5 7 

비정상 명령어 실행 공격 25 14 

시스템명령 실행공격 13 3 

사용자 오류 167 209 

보안 문제 총 발생 건수 375 393 

발생 비율(%) 0.48% 0.53% 

 

실험을 수행하기 이전 일부 프로파일 들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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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작업 수행 도중 데이터의 상태에 따라 미리 

분석된 프로파일 들을 참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 중에는 정상이지만 프로파일을 참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실제로 프로파일이 적용이 되어 정상데이

터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개입하여 

수정 작업을 수행하여, 프로파일 화 하지 않았다. 이

는 참조 할 수 있는 프로파일 수를 최소화 하여 수행

속도의 문제를 사전의 예방하는 역할을 하였다. 시스

템 분석 작업을 수행한 결과 아래<표 1>과 같은 보안

상의 문제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일정 기간 동안 비슷한 양의 데이터를 표본으로 삼

아 실험한 결과 기간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는 같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발생 빈도를 보였다.  

 

4.3 시스템 비교 

위의 <표 1>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적용 이

전과 이후의 데이터의 변화를 측정해보았다. 또한 1

차 표본데이터와 2 차 표본 데이터를 비교하여 또 다

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표 2> 표본데이터와 System 적용 후 비교 

공격유형 표본데이터 
시스템 

적용 

표본데이터 량 74,829 74,829 

Data 타입조작 93 5 

Data 길이조작 67 3 

Terminate 조작 7 2 

비정상 명령어 실행 공격 14 1 

시스템명령 실행공격 3 4 

사용자 오류 209 1 

보안 문제 총 발생 건수 393 16 

발생 비율(%) 0.53% 0.02% 

 

<표 3> 1 차 표본데이터와 2 차 표본데이터 비교 

 1 차 표본데이터 2 차 표본데이터

표본데이터 량  77,788 74,829 

Data 오류건수 375 16 

Data 오류 율(%) 0.126% 0.02% 

False(+)건수 0 45 

 

전체적으로 프로파일 적용 후 데이터의 문제는 현

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수행 속도 측면에

서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실험 진행 과정에서 프로파일 매치 시 정상

적인 것(Positive)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오

류(False)인 양성오류(False Positive)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False Positive 를 False(+)로 

표현 하도록 하겠다.  

<표 3>에서와 같이 시스템 적용 이전의 데이터에서

는 False(+) 발생건수가 없었으나, 시스템 적용 이후

에는 False(+)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alse(+) 문제의 발생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일정 기간별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0

5

10

15

20

25

기간1 기간2 기간3 기간4 기간5

 
(그림 5) False(+) 발생 건 수 

 

분석 결과 False(+)는 시스템 발생 초기에는 발생

하였으나, 관리자가 개입하여 일정 프로파일에 대해

서 예외 사항을 추가하여주고, 관리한 결과 시스템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초기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이 

기종간의 데이터 표준화가 힘들고, 데이터 인터페이

스 시 발생되는 데이터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탐지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표준화가 

가능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

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였다. 동작 방식을 살펴보면  

발생된 문제에 대한 프로파일들을 식별하고 데이터의 

타입, 길이, 사용자의 오류로 인한 이상현상들의 특

징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현상에 대한 탐지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약

속된 장소로부터 데이터를 전송 받기 때문에 인공신

경망과 프로파일을 이용한 탐지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한 실험에서는 많은 데이터의 검증을 통

해 이상현상 탐지가 효과적임을 증명하였으며, 패턴 

매치 시 단점으로 지적되는 False(+)에 대한 문제도 

실험을 통해 조절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EDI 와 RFID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상의 문제를 일반화된 보안 모듈로 

구현함으로써,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

련 분야 연구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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