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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 환경은 다양한 장치들이 상호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발생하고 이에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를 통해 많은 데이터와 객체 정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노출되어진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근 제어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capability 토큰 기반의 IoT 근제어 시스템에서 토큰의 생성, 임, 폐기 과정에서 블록

체인을 이용한 분산 트랜잭션 근제어 모델을 제시한다. 

1. 서론

IoT 환경은 다양한 장치들이 상호 통신을 통해 데이터

를 발생하고 이에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많

은 데이터와 객체 정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노출되어진

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근 제어 서비스가 필

요하다. 

기존 연구[1]에서는 IoT 환경에서 근제어를 수행하기 

하여 CapSG라는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앙 집 인  

Capability 토큰의 발행  리를 수행하 으며, 

Capabiltiy 토큰 기반의 근제어의 효율성을 증명하 다. 

그러나 토큰 발행에 있어서 앙집 인 리가 이루어

지고 있어, IoT 장치  사용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를 처리하기 한 게이트웨이의 부하가 많아지고 게이트

웨이가 발행하는 토큰에 한 신뢰성에 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약 을 가지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IoT를 한 보안 이슈로 두됨

에 따라, IoT 환경에 블록체인을 통합하는 기술이 연구되

고 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분산 트랜잭션 인증 

기법을 용하여 토큰의 발행, 임, 폐기 과정에서 IoT 

환경내 참여하는 기기간에 작업증명(Proof of work)을 통

한 토큰에 한 인증이 이루어지는 근제어 모델을 제시

하 다.   

1) 본 논문은 한국 력공사지원 스마트 에 지 캠퍼스 사

업으로 지원된 연구임.

2. 블록체인을 이용한 토큰 기반 IoT 근제어

2.1 블록체인의 작업증명(Proof of work)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하나인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사용되는 일종의 분산 공개 디지털 장부를 의미한다. 비트

코인에서는 블록에 해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작업증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거래내용에 한 인증을 받는다. 블록

의 변조 여부를 단하기 해 트랜잭션이 모인 블록의 

해시를 만들게 되며, 이 해시는 이  블록의 해시를 포함

하고 그림 1처럼 논리 으로 연결되어 있어 블록체인을 

이룬다.   

(그림 1) 블록체인 개념도[3]

비트코인에서 작업증명은 다수의 의사 결정을 통해 작

업에 한 인증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장치(CPU)가 하나

의 작업에 해 한 번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다[3]. 이로 인해 다수의 장치를 가지거나, 다수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군가로 인한 변조를 피할 수 없다는 문

제를 갖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참여자를 포함한 분산 인

라에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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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IoT 근제어 시스템 

  IoT 보안 랫폼 환경에서 근제어는 그림 2와 같이 

게이트웨이 는 앙 인증 서버를 통하여 앙집 인 

근제어 서비스가 수행되었다[1]. 이러한 시스템에서 사

용자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토큰을 발행받고, 한, 게이트

웨이를 통해 리소스에 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장치가 많아질수록 게이트웨이가 발행하는 토

큰의 수는 상 으로 비례하며, 이에 한 리 기술  

부하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 Gateway 기반 앙형 IoT 

근제어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같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 

토큰 블록을 구성하여 다수의 참여자의 인증을 통하여 토

큰의 생성, 임, 폐기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IoT 근제어 시스템을 제안하 다.  

(그림 3)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IoT 

근제어 시스템

   

제안된 시스템에서 모든 장치, 사용자는 작업증명에 참

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

치들은 리소스가 된다. 모든 참여자는 토큰의 작업증명 과

정에 동일한 참여권을 갖을 수 있으며, 각 참여자는 블록

을 장할 수 있는 장소를 유지하여야 한다. 토큰의 트

랜잭션은 기존 IoT 근제어 시스템의 토큰 생성, 임, 

폐기를 포함하며, 토큰은 리소스에 한 근권한을 포함

한다. 

기존의 블록체인이 가상화폐에 한 트랜잭션 작업에 

국한되어 있다면, 제안된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은 다양한 

리소스에 한 근 권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블록체인으로 모든 정보를 유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 IoT 환경내의 장치는 용량의 블록체인의 

장을 한 공간 확보  처리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

어 본 연구에서는 멀티 블록체인을 구성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1]를 통하여 IoT 보안 랫폼내 리소스들을 

도메인으로 분류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멀티 블록체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림 4와 같이 IoT 환경내의 리소스에 해 

도메인별 분류를 하고 도메인별로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블록들은 도메인 식별자 (Domain 

_ID)를 갖으며, 도메인 내 토큰에 한 트랜잭션들로 구성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어떤 리소스들을 하나의 도메인으

로 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앙집 형과 

분산형의 결합된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림 4) 도메인 기반 블록체인 구성 

두 번째는 그림 5와 같이 IoT 환경내의 리소스별로 블

록체인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블록들은 리소

스 식별자 (Resource _ID)를 갖으며, 리소스에 한 토큰

에 한 트랜잭션들로 구성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완 히 

분산된 근제어 방식이나, 리소스가 많을수록 체인의 수

가 많아질 수 있으며, 이에 한 리소스의 장공간의 처

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 리소스 기반 블록체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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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기반 블록체인 구성방법은 도메인내의 리소스들

만으로 작업증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장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분산 트랜잭션 인증 기법을 

용하여 토큰의 발행, 임, 폐기 과정에서 IoT 환경내 

참여 기기간에 인증이 이루어지는 근제어 모델을 제시

하 다. 

이를 하여 도메인 기반 블록체인 구성 방법과 리소스 

기반 블록체인 구성 방법을 제안하 으며, 추후 상세 아키

텍쳐 설계  시스템 구 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시스

템의 보안성을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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