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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시  통신 환경 내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받을 때, 공격자가 도청하는 치는 특정할 수 없다. 공
격자는 특정되지 않은 치에서 다양한 행 를 할 수 있다. 공격자는 조명 그 자체를 측하여 유의미

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고, 사용자의 근처에서 사용자와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도청 행 를 방지하기 해서 암호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통신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물리계층 암호화 방법을 제안한다.
1

1. 서론

  가시  통신은 조명을 이용하여 통신하기 때문에 

조명 아래에 치한 사용자만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즉, 이 통신 방법은 사방이 투명하지 않은 벽

에 막 있고, 인가 받지 않은 사용자(도청자)가 공간

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제를 가진다. 보안을 

요하게 생각하는 국가 단 의 연구소나 큰 회사와는 

달리, 가정이나 일반 인 회사는 이러한 환경을 조

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시  통신을 상용화하기 

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한 암호화 방법

이 필요하다.

(그림 1) 내부 도청자와 외부 도청자

  가시  통신이 사용될 경우 (그림 1)과 같은 도청

이 가능하다. 내부 도청의 경우 사용자의 정보를 손

 본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본

연구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7R1D1A1B03028926)

쉽게 도청할 수 있는데, 같은 조명으로부터 받아온 

값이 사용자나 도청자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외

부 도청의 경우 정보를 담고 있는 빛이 외부까지 도

달하기는 힘들지만, 조명기구를 고속 카메라를 이

용하여 촬 함으로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지 까지 연구된 고속 카메라의 경우 당 5조 

임까지 사진 촬 이 가능하며[1], 시  인 고

속카메라 Phantom V2512의 경우 최  당 100만 

임을 지원한다[2]. 따라서 이 카메라의 경우 1 

MHz 샘 링을 갖는 센서라고 볼 수 있다. 

  가시  통신 방법  OOK(On-off keying)는 

LED의 꺼짐과 켜짐을 이용한 데이터 송방법이다. 

1 Mbps 이하의 송속도를 사용하는 가시  통신의 

조명을 직  찰할 경우 데이터는 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수집될 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

어하기 한 가시  통신 물리계층 암호화 방법을 

제안한다.

2. 련연구

2.1.실내 가시  통신에서 물리계층 보안

  실내 가시  통신에서의 물리계층 보안 에서도 

다  안테나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림 2)와 같이 

조명등은 여러 개이며, 도청자가 같은 공간에 치

하더라도 사용자의 SNR(Signal-to-noise ratio)을 

높게 설정하고 다른 치의 도청자의 SNR을 낮게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2017. 11)

- 207 -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설정하는 방식이다[3].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조명에서 나오는 빛을 바

탕으로만 SNR을 측정한다. 그러므로 조명 자체를 

측하여 도청하거나 정상 사용자 근처에서 데이터

를 도청할 경우에는 취약함을 보인다.

(그림 2) 다  안테나를 통한 물리  보안

2.2.가시  통신을 이용한 군용 차량 보안통신

   군 통신을 해 민간인이나 악성 침입자가 도청

을 하거나 통신에 방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를 방지하기 해서 군용 통신의 신뢰성 있는 키 

송을 통해 군용 통신망을 구축했다. 신뢰성 있는 키 

송 방식으로 가시  통신을 사용했으며, 암호화 

방식은 AES이다[4].

(그림 3) 가시  통신을 이용한 군용 보안 통신

  이 논문에서 사용한 가시  통신은 신뢰 계를 유

지하기 해,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담

은 데이터가 아니라 비 키를 보낼 때만 사용하고 

있다. 키 교환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빛의 

직진성 때문이며, 앞차와 뒤따르는 차량의 계를 

시각 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키를 제

공받을 수 있다. 

3. 물리계층 보안 동작원리

  물리계층 보안은 상  계층을 부 방어할 수 있

으며, 계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독립 으로 사용 

가능하여 상  계층의 보안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

다. 물리 계층에서는 회선을 어떻게 공유할지, 데이

터의 송을 단방향 혹은 양방향으로 보낼지, 데이

터를 교 로 보낼지를 정해야 한다. 한 어떤 네트

워크 장치들이 상호 작용하는지에 한 토폴로지를 

설계해야 한다. 어떤 신호를 사용할 것인지, 인코딩

은 어떻게 할 것인지, 두 장치 간에 정보를 공유하

는 효과 인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고려해야한다. 단

순해 보이는 물리계층이지만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한다.

(그림 4) 계층별 암호화되는 역과 방식

  이  인코딩은 데이터를 어떻게 신호로 표 할 

것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가시  통신의 기본

인 메커니즘은 LED의 깜빡임으로 비트를 구분하는 

것이다. LED의 켜짐과 꺼짐의 표 인 ‘0’과 ‘1’을 나

타내는 비트를 사용한 디지털 통신방법이라 볼 수 

있다. 가시  통신에서의 인코딩은 빛이 꺼지지 않

게 디자인해야 하므로, 일정 간격 동안 지속 으로 

꺼지는 상황을 피하기 해 OOK나 VPPM(Variable 

Pulse Position Modulation)을 이용한다[5]. 이러한 

인코딩 과정에 키를 더해, 조명의 기능을 하면서도 

데이터 암호화도 가능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가시  통신에서 사용하는 OOK(On-off keying)

방식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멘체스터코딩을 이용한 OOK방식

 OOK 방식은 멘체스터코딩을 이용한 방식으로 클

럭과 데이터를 XOR하여 보내는 신호를 생성한다. 

 (그림 5)의 ➀과 ➁를 보면 데이터가 ‘1’값일 때 

‘01‘값을 가지며, ➂과 ➃를 보면 데이터가 ’0‘값일 

때 ’10‘값을 가진다. 따라서 데이터가 ’1‘값일 때와 

’0‘값일 때 값이 고정 이다. 하지만 키를 인가했을 

때, (그림 6)의 ➀과 ➃번의 경우 데이터는 같은 

’1‘이지만 결과 값은 ’10‘과 ’01‘로 다르다. 이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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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표 형으로 나타나므로 비트의 표 형에 있어 

’0‘과 ’1‘을 결정지을 데이터의 확률은 동 을 던졌을 

때의 확률과 같다.

(그림 6) 암호화된 OOK 방식

  데이터 통신을 하기 해 사용자와 조명과의 세션

을 맺는 과정을 우선 으로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기지국인 조명 사이에 공유하는 비 키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한다. 비 키는 

상  단계에서 만들거나 직  키를 지정하는 두 가

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키를 생성하는 메커니즘

으로, (그림 7)과 같이 디피-헬만 키 교환 알고리즘

을 사용한다. 

  세션키를 생성하는 과정은 물리계층에서 만들어지

는 것이 아니라, 상  단계인 송계층(transport 

layer)에서 사용하는 키 교환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생성된 키를 물리계층에서 직  사용하는 방

법과 메시지에 물리계층에서 사용할 비 키를 넣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7)  키 교환 메커니즘

  이 두 가지 키 교환 방식은 각각 장단 이 존재한

다. 세션키를 이용했을 때 키의 제약조건이 발생한

다. 키의 제약조건은 소수여야 하며, 안 성을 해

서는 10진수로 백에서 천 자리의 큰 소수여야 한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연산할 때는 이와 같은 

키를 사용하는 것이 안 하지만, 실시간으로 상을 

처리할 수 있는 스트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해서

는 처리할 데이터의 사이즈가 작아야 한다. 이처럼 

사이즈가 작은 키를 교환할 때는 메시지에 물리계층

용 키를 새로 생성하여 넣는 것이 낫다. 메시지에 

키를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키의 크기에 제한 

조건이 없으므로 키를 생성할 때 편리하다.

(그림 8) OTP(One Time Password) 용

  데이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값이나 설계자가 임의로 보내는 정보 값이

다. 키의 값은 기지국인 조명과 사용자가 서로 주고

받아 생성한 키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생성하지 

않고 서로간의 약을 통해 만들어진다. 조명과 사

용자가 세션을 맺는 과정에 키를 이용한 통신을 하

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키의 값을 다시 배정받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8)과 같이 이 게 키를 다시 

배정 받는 이유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OTP(One 

Time Password)처럼 사용하기 해서이다. OTP는 

시간에 따라 다른 암호화된 키를 가지기 때문에 암

호화를 더욱 강력하게 해 다. 인코딩에 사용한 키

의 길이는 매우 짧다. 따라서 계속 사용하면 키가 

노출될 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 주기 으

로 키를 바꿀 경우 도청자는 이 의 키를 가지고 

재의 데이터를 복호화 하면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기존에 키를 복호화해도 재 통신하는 키가 아니면 

불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는 사용자는 유동 이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다른 기지국 조명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

어야 한다. 디바이스와 기지국인 조명사이에서 세션

이 유지되는 시간이 존재한다. 다른 기지국 조명으

로 갔을 때 같은 비 키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미 그 키를 받은 사용자가 존재한다면 기존의 비

키를 사용하는 것은 험하다.

4.도청자와 보안의 상 계

  보안 수 이 높을수록 도청은 어려워진다. 도청자

가 암호를 뚫는 비용과 사용자가 필요한 비용의 차

이를 계산하여 보안 수 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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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 (1)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알아보기 해 들어

가는 비용으로, 사용자가 이미 키를 가지고 있어 처

리 시간이 들지 않는다. 키의 길이가 늘어나는 경우 

메시지의 길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

는 사용자는 m 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한다.

    (2)

  식 (2)는 도청자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알아내기 

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데이터의 길이와 키의 값

을 알아내야 데이터 값을 도청할 수 있다. 데이터 

길이는 키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궁극 인 공격

방식은 키를 찾는 것이다. 이 도청자이자 공격자가 

키의 길이와 키의 값을 찾는 수조사 과정은 키를 

사용하지 않는 평문을 보내는 0의 길이부터 시작한

다. 인코딩에 들어간 키이므로 0과 1의 두 가지 경

우의 수인 2이며, 키의 길이만큼을 연산하는 k제곱

을 하여 키의 값을 찾아낸다. 

 

         (3)

  

  식 (1)과 식 (2)로부터, 식 (3)은 체 보안정도를 

나타내는 식이다. 도청자가 암호를 뚫는 비용과 사

용자가 필요한 비용의 차로 보안정도를 알 수 있다. 

키의 길이로 메시지의 길이를 반복 으로 암호화하

기 때문에, 메시지의 길이는 키의 길이와 같다. 즉, 

메시지 길이 m은 k와 같은 값을 가진다. 한 데이

터를 암호화 하지 않았을 때 도청자는 바로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 값인 1을 빼주어야 한다.

  이를 빅 오 계산으로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

이터의 사이즈가 키의 길이와 같다는 것과 키가 k라

는 것을 알기 때문에 θ(k)이며, 도청자가 알아내기 

한 빅 오 연산은     이다. k는 키의 길이로 

메시지와 키를 이용하여 복잡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키의 값에 따라 보안 정도가 결정된다. 키의 길이가 

늘어나면 보안에는 좋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받

아야할 메시지 길이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길이의 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방식은 고정키일 때 해당하는 값이며, OTP로 

사용 을 때는 키와 데이터의 길이를 시간에 따라 

다시 추측해야하므로 짧은 키를 사용하더라도 도청

자에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5.결론

  가시  통신 물리계층 보안에 한 연구는 빛의 

매개체를 와 같은 성격으로 취 하고, 사용자와 

도청자를 같은 측면에서 치에 한 안 성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사용자와 같은 환경에서만 도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용하는 환경도 고

려해야 하며, 시스템의 작동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알

고 보안을 설계해야 한다.

  IoT 디바이스가 증함에 따라 라디오 주 수가 

부족한 환경이 올 것이다. 재 유무선 공유기를 사

용해 다수의 기기들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집한 지역에서는 와이 이 수신이 불안정

하거나 통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라디오 주 수에 가용 채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

다. 와이 이의 경우 2.4GHz 역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채 수는 13개이며, 추가로 개방한 5GHz 역도 

략 9개의 채 수를 가진다. 이러한 라디오 주 수

를 신할만한 통신망 기술이 필요하다.

  한 IoT는 가볍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보안이 

힘들다. 따라서 통신망에서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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