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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SSL/VPN 터 링 기법을 이용하여 CCTV에서 상정보를 보호하기 한 SSL 통신

메카니즘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법을 기본으로한 보안 시스템의 설계  구축에 하여 기술한다.  제

안한 보안 시스템(VPN client와 Server) 은  Linux System O/S 인 Fedora 8 버 에서 개발하 으며 

사용한 라이 러리는 OpenSSL과 PPTP와 PPP를 사용하 다.

 

1. 서론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TV)는 화상

정보를 특정의 목 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달해 주는 시

스템으로, 기 은행의 범죄 방지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최

근에는 가정, 학교, 회사, 공공기  등 산업 반으로 사용

범 가 넓어지고 있다[1]. 특히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

라 CCTV는 방범용으로 기하 수 으로 설치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방범 등의 목 으로 설치, 리하는 CCTV의 

개인 상정보의 유출 험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언론

을 통해 문제 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1, 2].

 재 CCTV의 보안체계는 무 허술해 사생활침해를 넘

어 상정보가 해킹 당해 사실 계가 바 거나 결정 인 

증거 등이 고의 으로 조작되거나 기될 험성도 있다. 

이블 연결의 경우 간에  다른 이블을 따로 연결

하면 상을 훔쳐보거나 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방화벽 

없이 카메라와 제센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한 경우에도 

해킹을 통해 상정보가 제 3자에게 유출 될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SSL/VPN 터 링 기법을 이용하여 

CCTV에서 상정보를 보호하기 한 보안 시스템의 설

계  구축에 하여 기술한다. 

2. CCTV 보안 시스템 설계

 기존의 CCTV 방범 시스템은 장단의 카메라로부터 

Video Server로 압축되지 않은 상정보와 음성정보를 

송하면 Video Server는 상 압축 알고리듬(MPEG or 

H.264)을 통하여 상정보를 압축을 한다. 그리고 구축되

어 있는 네트워크(TCP/UDP)를 통하여 제센터에 있는 

View Server로 정보가 송이 된다. View Server는 장

†본 연구는 안양지식진흥원 “2009 년도 SW  IT 기술

개발 지원 사업”과 IDEC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단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화면으로 디스 이를 해주거나 

DB Server에 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존의 방법은 네

트워크를 통하여 Video Server에서 View Server로 송

되는 구간을 해킹하여 데이터의 고의 인 조작이나 기 

등의 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림 1)은 SSL/VPN 터

링 기술을 이용하여 CCTV에서 상정보를 보호하기 

한 보안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 선

으로 된 구간은 기존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낸

다.

(그림 1) SSL/VPN 기반 CCTV 보안 시스템의 구성도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SSL을 이용한 VPN망을 보안이 

취약한 장단과 제센터간의 네트워크상에 VPN Client

와 VPN Server를 설치하여 송수신 데이터를 암호화함으

로써 기존의 데이터 변조 등의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 

 VPN Client는 Video Server부터 달받은 압축된 상

정보를 암호화 하여 VPN Server로 보내게 되고, VPN 

Server는 암호화된 상정보를 복호화 하여 View Server

로 보내게 되는 것이다. 

 VPN에서 터 링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향도 받지 않고 

안 하게 정보를 송할 수 있는 가상의 연결로서, 사 에 

약속된 특별한 로토콜로 세션을 구성, 타 사용자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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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안 하게 보호받는 기술이다[3]. VPN을 한 터

구성은 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로토콜인 PPTP(Point 

to Point Tunnel Protocol)를 사용하며, 데이터의 암호화는 

SSL 로토콜을 이용한다. SSL은 재 많이 사용하고 있

는 오  라이 러리인 OpenSSL 라이 러리를 사용한다. 

3. 시스템의 구

 제안한 시스템은 Linux System O/S 인 Fedora 8 버

에서 개발하 으며 사용한 라이 러리는 OpenSSL 라이

러리와 PPTP 로토콜과 PPP 로토콜을 사용하 다. 라

이 러리는 모두 소스가 공개된 라이 러리를 사용함으로

써 향후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 다. 

 SSL Server와 SSL Client는 공통된 기화와 오류처리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Common.c 와 Common.h에 기

화  오류처리 함수를 구 하 으며 OpenSSL을 이용하

여 Sever.pem, dh1024.pem, Client.pem 의 인증서를 생성

한다. pem은 x.509기반의 인증서로 OpenSSL을 이용하여 

생성이 가능하다. Wserver.c 에서는 Wclient.c 와 인증서 

검사와 함께 Handshake 과정을 하며 Handshake 과정이 

종료가 되면 Server와 Client는 인증이 되고 PPTP 로

토콜이 실행됨으로써 터 이 구성이 되어 암호화 통신을 

하게 된다. 제안한 SSL Client와 Server에서 통신을 한 

메커니즘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SSL Server와 Client의 구조도 

SSL Server와 Client간의 통신연결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이 두 모듈은 SSL 통신을 한 기화 과정을 거친다. 

2. Client는 Server에 속 요청을 하고 인증 차를 밟는

다(Handshake).

3. Server는 Client의 인증서를 확인하고 연결을 한다. 

4. SSL 암호화 통신을 한다. 

․SSL Server 인증 : 사용자는 Server의 신원을 확인하고 

Client의 소 트웨어는 Server의 Certificate와 Public ID가 

정당하며 Client의 신뢰된 인증기 들의 목록에 Server의 

인증기 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해 RSA와 같은 

표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다. 

․SSL Client 인증 : Server는 Client의 신원을 확인하고 

Server의 소 트웨어는 Client의 Certificate와 public ID가 

정당하며 Server의 신뢰된 인증기 들의 목록에 Client의 

인증기 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구축한 SSL/VPN 터 링 기법을 이용한 

CCTV 보안시스템의 테스트는 기존의 CCTV 제시스템

에 개발한 VPN Server와 VPN Client를 연결하여 실시하

다. (그림 3)은 기존의 CCTV 제시스템에서 은 

상 화면을 나타내며, View Server에 카메라의 상이 제

로 송됨을 의미한다. (그림 4)는 상 데이터의 조작

이나 기를 해 해킹된 암호화된 화면을 나타낸다. 즉, 

VPN Client에서 암호화된 상을 Server에서 복호화 하

지 않아 상이 제 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림 3) 기존의 화면       (그림 4) 암호화된 화면

 

(그림 5) 복호화된 화면

(그림 5)는 VPN Server에서 데이터 복호화를 수행하여  

Viewer에 나타난 화면이다. 즉, VPN Client에서 암호화된 

상이 터 을 통해 VPN Server에서 복호화 되어 

Viewer에서 제 로 된 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테스트 

결과 개발한 VPN Server와 Client를 통한 TCP/UDP 구

간의 상 암호화를 확인하 으며, Server와 Client가 서

로 다르면 정상 인 상이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SSL/VPN 터 링 기법을 이용하여 

CCTV에서 상정보를 보호하기 한 보안 시스템의 설

계  구축에 하여 기술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

하면 CCTV에서 보안이 취약한 장단과 제센터간의 

네트워크상에 SSL/VPN Client와 Server를 설치하여 송수

신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써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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