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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 시스템은 재 교통카드나 자여권 등 우리 실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RFID 시스템은 시스템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어 재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암호 알고리즘을 

용하기 힘들고, 시스템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의 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FID 시스템의 개념과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RFID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 을 공격 유

형에 따라 분류한다. 그 후, 각 취약 에 응되는 응 방안에 해서 알아보고, 이들을 분류하고 비

교, 분석한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하여 RFID 시스템의 새로운 보안 기법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1. 서론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은 무선에서 

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도 데이터를 장, 송신 할 수 있

는 기술을 말한다[1]. RFID가 처음 사용되게 된 것은 세

계 2차  당시 피아식별을 목 으로 비행기에 부착된 

것이지만, 학술 으로 처음 소개된 것은 1973년 1월 23일 

Mario Cardullo가 등록한 특허(특허번호 : US 3713148）

이다. Cardullo가 처음 제안한 RFID 시스템은 재 임베

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의 통신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기술로 교통카드나 자여권 등 실생활의 여러 분

야에 쓰이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RFID 시스템은 CPU, 

메모리와 같은 시스템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어 연산량이 

많은 암호 알고리즘을 용하기 힘들고, 시스템이 개방되

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의 을 

받고 있다[5]. RFID 태그와 RFID 독기 사이에 주고받

는 데이터를 공격자가 스니핑(Sniffing)하는 것과, 서비스

거부공격(Denial of Service)이 표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RFID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 을 공격 유형에 따

라 분류하고, 이에 한 응방안을 알아보고 방안들을 비

교,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 논문의 2장에서는 

RFID의 기본 인 개념과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RFID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 들을 공격자의 공격 유형에 

따라 분류해본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이러한 보안상 취약

에 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알아보고, 5장에서

는 4장에서의 응 방안들을 비교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6

장에서는 분석 결과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RFID 보안 기

법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RFID의 개념과 작동원리

  RFID 시스템은 고유 정보를 담고 있는 RFID 태그(이하 

태그), 태그를 감지할 수 있는 안테나, 태그와 독기가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게 하는 통신 장비, 태그로부터 정

보를 송신 받는 RFID 독기(이하 독기), 호스트 소

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1]. 

  RFID 시스템의 작동원리는 (그림 1)과 같다. 우선 

RFID 시스템의 구성요소  하나인 태그의 메모리에는 

각각의 태그를 구별할 수 있도록 고유의 ID나 생산일자 

등의 데이터를 장한다. 호스트가 독기에게 태그와 통

신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독기는 안테나를 통해 자기장

을 발생시켜 사정거리 내에 있는 태그와 통신을 할 수 있

도록 한다. 독기는 안테나를 통해 고주 의 자기 와 

쿼리 신호(Query Signal)를 보는데, 이 때 주변의 많은 태

그가 있을 수 있지만, 태그는 정해진 쿼리 신호에만 응답

하게 되어있으므로 많은 태그가 같이 있어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후 태그는 자신의 ID 등의 정보를 독기에 보

내고, 독기는 받은 정보를 해석하고, 호스트에게 보낸다. 

이후 호스트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자신이 받은 태

그의 고유정보가 유효한지를 확인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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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RFID 시스템의 작동원리

RFID 시스템은 1973년에 특허를 받은 오래된 기술이지

만, 재에도 버스카드, 유료도로 통행료 징세기(하이패

스), 자여권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서 쓰이고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최근 RFID 방식을 사

용하는 충 식 버스카드의 보안상 취약 이 밝 지는 등 

RFID 시스템의 보안성 취약 들이 지 받았다[6]. 

3.  RFID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

  RFID 시스템은 구조 인 특성 때문에 공격자로부터 여

러 가지 들을 받고 있다. RFID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

들을 공격 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7].

공격 상 보안

단말기 력 분석, 태그 복제, 역공학

네트워크 스니핑, 재 송공격

소 트웨어 서비스 거부, 태그 킬

<표 1> RFID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

3.1 단말기

  이 공격은 RFID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태그나 독기에 

한 직 인 공격을 말한다. 태그나 독기가 근제어

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격자가 태그에 근하여 태그

의 정보를 알아 낼 수 있다. 단말기를 상으로 한 공격으

로는 크게 역공학, 력분석, 태그 복제가 있다.

3.1.1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역공학은 장치나 시스템의 구조  작동원리를 발견하

는 것을 말한다. RFID 시스템에서 만약 공격자가 태그에 

근할 수 있으면, 공격자는 태그의 메모리로부터 칩을 빼

내고 이를 분해하여 안의 게이트들을 분석하는 등의 방법

으로 태그 메모리의 ID이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게 된

다. 이를 통해 알아낸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RFID 시스템

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Karsten Nohl, 외 3명은 역공학

을 이용하여 키가 48비트라는 특성을 가지고 48개 이상 

비트 이상의 지스터와 XOR 게이트로 되어있는 칩의 암

호화를 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암호키 

값을 구하 다[8].

3.1.2 력 분석(Power Analysis)

  력 분석은 RFID 시스템의 력소모 패턴을 분석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공격을 말한다. RFID 시스템에 맞는 비

번호를 입력했을 경우와 다른 비 번호를 입력받을 경

우의 력소모가 다르다. 이 패턴을 분석하면 비 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이후 획득한 비 번호를 이용하여 RFID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다. Oren은 이 특성을 이용하여 

RFID 시스템의 태그 킬 비 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

하여 시스템을 공격하 다[9].

3.1.3 태그 복제(Tag Cloning)

  태그 복제는 RF dump와 같은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당한 태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인가 받지 않은 

태그에다가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존스 홉킨스 학과 

RSA Lab의 연구자들은 자동차 가솔린 제품에 부착된 태

그와, 자동차의 화장치에 사용되는 암호화된 태그를 복

제하 다[11].

3.2 네트워크

  RFID 시스템은 무선으로 통신한다. 무선통신은 회선 없

이 공기 으로 를 보내서 통신하는 개방 인 구조를 

가진다.  RFID 시스템의 구조 인 특성상 공격자가 보

이지 않는 장소에서 태그와 독기 사이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다. 공격자는 도청으로 알아낸 정보를 통해 RFID 시

스템을 공격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상으로 한 공격에는 

크게 스니핑과 재 송 공격이 있다.

3.2.1 스니핑(Sniffing)

  스니핑은 공격자가 불법 으로 독기와 태그 사이의 

통신을 인가 받지 않은 독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가로채

는 것을 말한다. 부분의 RFID 시스템들이 통신을 할 때 

가격이나 태그의 메모리 용량 등의 문제로 정보를 암호화

를 하지 않고 보내기 때문에, RFID 시스템은 이러한 스니

핑 공격들에 매우 취약하다[7]. 이를 이용하여 2006년 3월 

미국의 RFID 엔지니어 Jonathan은 자체 제작한 장비로 

태그와 독기간의 통신정보를 복제하 다[10].

3.2.3 재 송 공격(Replaying)

  재 송 공격은 태그와 독기 사이에 송한 정보를 공

격자가 수집하고, 그 정보를 통하여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

을 말한다. 공격자는 수집한 인증정보를 독기에게 송

하여 정당한 태그로 조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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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 트웨어

  이 공격은 RFID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쓰이는 소 트웨

어에 한 공격들을 말한다. RFID 시스템은 한정된 시스

템 자원 때문에 단시간에 다량의 통신이 일어날 경우 시

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  긴 길이의 암호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brute force 공격으로 암호키가 노출될 수 있

다[14]. 이러한 유형의 공격으로는 크게 서비스거부공격과 

태그 킬 공격이 있다.

3.3.1 서비스거부공격(Denial of Service)

  서비스거부공격은 태그의 정보를 조, 변조시키는 것이 

목 이 아니라, RFID 시스템 체를 마비시키는 것이 목

인 공격이다. 공격자는 다량의 데이터를 보내 독기가 

과부하에 걸리게 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다[7].

3.3.2 태그 킬(Tag Killing approach)

  태그 킬은 태그의 내용을 지워 독기가 태그를 더 이

상 읽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태그 

킬은 보통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도록 킬 비 번

호(Kill password)로 보호 되어있다. 하지만, 킬 패스워드

가 충분히 강하지 않을 경우 공격자로부터 태그 킬 명령

이 악용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 태그 킬 상태가 되

면 통신은 못하지만, 태그 메모리에는 그 정보가 남아있어 

역공학 등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7].

   

4.  RFID의 보안상 취약 을 응하기 한 방안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다루었던 RFID 시스템의 보안

상 취약 들을 응하기 방안들을 공격 상에 따라 분류

하여 소개한다. 

4.1 단말기

  단말기를 상으로 한 공격을 막기 해서는 공격자의 

근을 소리로 알리는 경보장치나 패러데이 차단막을 설

치하는 등으로 공격자의 근을 원천 으로 쇄하는 물

리 인 방법을 사용해야한다. 

4.1.1 역공학

  역공학에서 RFID 시스템에 한 실제 공격에 앞서 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태그에 한 근이다. 그러므로 

역공학 공격을 막기 해 가장 요하면서도 기본 인 방

안은 태그에 한 근을 통제하는 것이다. 태그에 한 

근 제어에는 태그에 경보 장치를 설치하거나, 태그 칩에 

코 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7].

4.1.2 력 분석

  력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력소모에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패턴을 분석하기 어렵게, 패턴에 

랜덤성에 주면 된다. 패턴에 랜덤성을 더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랜덤한 력을 소모하는 장치를 RFID 시스템에 추

가하면 된다[7].

4.1.3 태그 복제

  Pim Tuyls와 Lejla Batina은 RFID 시스템에서의 태그 

복제를 막기 해 PUFs(Physically Unclonable 

Functions)을 제안하 다. PUF는 태그에 암호키를 장할 

수 있는 안 한 메모리이며, 물리 인 태그 복제 공격이

나, 태그와 독기 사이의 통신을 통해 태그를 복제하는 

것 모두 방지 할 수 있다[13].

4.2 네트워크

  공격자가 조된 독기나 태그를 통해 시스템에 근

하지 못하도록 인증을 거치거나, 통신내용을 암호화 하여 

보내는 것이 효과 이다.

4.2.1 스니핑 

  스니핑은 공격자가 독기와 태그 사이의 통신을 도청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격이다. 그러므로 도청을 막

기 해서 독기와 태그간의 인증을 거치거나, 통신내용

을 암호화 하여 보낼 경우 공격자가 통신내용을 알더라도, 

실제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인증 로토콜에는 해시 

함수 기반 인증 로토콜이 있다[15]. 해시 함수를 이용하

여 태그 ID를 직  노출하지 않으므로 도청하더라도 알 

수 없다. 암호화 로토콜에는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로토콜이 있다[16]. AES는 블록단 로 암호

화를 하는 로토콜로 치환, 행 옮기기, 열 섞기, 키 더하

기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4.2.2 재 송 공격

  재 송 공격을 막기 해 쓰이는 것은 Challenge and 

Response 로토콜이다. Challenge and Response 로토

콜은 통신할 때마다 임의의 난수를 생성하고 이를 태그에

게 보낸다. 태그는 이 난수에 한 응답을 독기에 보낸

다. 독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난수에 한 응답과 태그

가 보낸 값을 비교한다. Challenge and Response 로토

콜에서 가장 요한 것은 공격자가 난수를 알아내더라도 

응답을 측 할 수 없어야 한다[7].

4.3 소 트웨어

4.3.1 서비스거부공격

  서비스거부 공격을 방하는 것보다 더 효과 인 방법

은 공격을 감지하다가, 공격이 감지 을 때 독기를 가 

태그 읽는 것을 단하는 것이다[7].  다른 방법으로는 

Gossamer 로토콜이 있다. Gossamer 로토콜은 서비스

거부공격을 막기 한 로토콜로 태그 인식, 태그와 독

기 간의 상호 인증 등의 차를 거친 다음에 태그가 독

기에 정보를 보낸다[12]. 서비스거부 공격은 다량의 데이

터를 흘려보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인데, 공격자가 

- 695 -



201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2015. 10)

상호 인증 차를 통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거부공

격에 처할 수 있다.

4.3.2 태그 킬

  태그 킬 명령에 한 비 번호 외에도 태그 메모리와 

읽기에도 비 번호를 추가로 걸거나, 태그 킬이 불필요한 

태그에 해서는 태그 킬 명령에 한 구 인 잠 을 

걸어 태그 정보가 훼손되는 것으로 부터 방지한다[7].

5. 분석결과

  RFID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 을 응하기 한 방안들

을 크게 둘로 나 면 하나는 하드웨어를 이용한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소 트웨어를 이용한 방안이다. 하드웨어를 

이용한 응 방안은 공격자를 원천 인 차단 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지만, 장소나 물체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 제

약이 있다. 반면 소 트웨어를 이용한 응 방안은 태그의 

정보나 독기의 ID와 같은 통신 내용을 공격자가 알아내

더라도 기 성이 유지된다는 장 이 있지만, 로토콜의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시스템의 자원들을 최 화해야 하

는 RFID 시스템의 특성과 거리가 멀고,  가격 문제로 

가의 RFID 제품에 용하기 힘들다. 이 내용을 정리하

면 <표 2>와 같다.

하드웨어를 이용한 

응방안

소 트웨어를 이용한 

응방안

내용

태그에 한 근 

제어, 보조 장치 추가,

태그 킬 명령 구

인 잠  

통신 내용 암호화, 

Gossamer 로토콜, 

PUFs, Challenge and 

response 

장
공격자를 원천 으로 

차단이 가능하다.

통신 내용을 알더라도 

기 성이 유지된다.

단

장소나 물체의 크기나 

형태에 따른 제약이 

크다.

가격이 비싸지고, 

시스템의 성능이 

하된다.

<표 2> 응방안에 한 비교·분석

  

6.  결론

  앞장에서 RFID 시스템에서의 보안상 취약 을 알아보

고, 보안상 취약 을 응할 수 있는 기법들을 기술 인 

응 방법과 로토콜을 통한 응 방법으로 분류하고 비

교, 분석하 다. 향후 RFID 시스템의 보안에 한 연구의 

방향은 기술 인 응 방안의 경우, 장소나 물체의 형태나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 차단막을 만들 수 있게 해야 되고, 

 가의 RFID 제품에도 사용 가능한 가의 메모리나 

CPU를 개발해야 한다. 반면 로토콜을 통한 응 방안

의 경우 일반 으로 쓰이는 암호 로토콜의 경우 연산량

이 많기 때문에 RFID 시스템에 맞는 경량화 된 로토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격에도 비하기 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일

어나는 공격을 연구하여 이들이 RFID 시스템에 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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