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사물인터넷과 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사람과 사물 간의 유기적인 연
결이 이뤄지면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
와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 산업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사이버 위협
의 주요 타겟이 되었으며, 그 위험성 및 파급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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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크다. 종래 연구에서는 한정된 배터리 용량을 
가진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전력 소모
량을 관리하고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개선하
기 위해 경량 보안 모듈을 개발하여 기기의 물리
적인 크기 및 메모리 용량, 데이터 전송 성능 등 
스토리지 할당 측면의 제약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지능적 공격에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한 기술적 한
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플랫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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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은 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센서를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람과 사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물인터
넷은 디바이스의 크기, 메모리 용량, 데이터 전송 성능 등 스토리지 할당 측면의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
어 제한적인 배터리 용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 소모량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래 
연구에서는 주로 암호 모듈의 보안 알고리즘을 경량화하여 전력 효율을 개선한 대신 보안성이 열화되
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고성능의 보안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 저전력 
보안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이는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는 작은 로직을 추가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위협 
탐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보안 모듈을 실행시켜 저전력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복잡도가 높은 보안 모듈
을 활용해 높은 보안성과 전력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The Internet of Things (IoT) is a technology that can organically connect people and things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by using communication network technology and sensors, and transmit and receive data in real time. The 
IoT used in all industrial fields has limitations in terms of storage allocation, such as device size, memory capacity, 
and data transmission performance, so it is important to manage power consumption to effectively utilize the limited 
battery capacity. In the prior research, there is a problem in that security is deteriorated instead of improving power 
efficiency by lightening the security algorithm of the encryption module. In this study, we proposes a low-power 
security architecture that can utilize high-performance security algorithms in the IoT environment. This can provide high 
security and power efficiency by using relatively complex security modules in low-power environments by executing 
security modules only when threat detection is required based on inspection results.

키워드

Internet of Things, Security, Low Power Architecture, Energy Efficiency, Integrity

 199 



저전력으로 고성능 보안 모듈을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무결성 검사기를 서브 로직으로 추가하
여 이상 탐지 시에만 메인 로직의 고성능 보안 모
듈을 사용하는 저전력 보안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이는 종래의 경량 보안 모듈과 고성능 보안 모듈
을 사용하는 모델 대비 높은 보안성과 전력 효율
성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종
래의 사물인터넷을 위한 경량 보안 기법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저전력 환경에서 고성
능 보안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4장에서는 수식 증명을 기반으로 종래 
보안 모듈 대비 제안 모듈의 전력 효율성 개선 효
과를 입증하였으며, 5장에서는 논문을 요약하며 결
론을 내린다.

Ⅱ. 경량 보안 기법

사물인터넷은 센서와 통신 기술을 통해 객체 간 
유기적인 연결을 지원하고 정보를 수집, 생성, 공
유, 활용하는 기술로서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가진
다. 종래 디지털 통신 환경에서는 송수신되는 데이
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암호화 기법
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중 사물인터넷과 같이 
제한된 배터리 용량과 메모리를 가지는 경우, 전통
적 암호화 알고리즘이 적합하지 않아 저전력 환경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량 암호화 알고리즘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는 현재 표준
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블록 암호 기술이다. 
128-bit의 블록 사이즈 및 128, 192, 256-bit의 키를 
통해 암호화할 수 있다[2]. 스토리지 측면의 한계점
을 갖는 사물인터넷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적합하
며, 모든 프로세서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장점을 
가진다[3]. PRESENT는 저전력의 높은 하드웨어 효
율성을 목표로 제안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ISO/IEC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표준으로 정의되었다. 64-bit의 블록사
이즈와 80-bit, 128-bit의 키 크기를 가지며, AES보
다 2.5배 작은 하드웨어 설계가 가능해 경량 알고
리즘 구현이 유리하다[4]. KATAN은 
ARX(Addition, Rotation, eXclusive-or) 기반의 암호
화 알고리즘으로, 사칙 연산을 가지고 블록 알고리
즘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5]. 32, 48, 64-bit 블
록 사이즈를 가지며, 80-bit의 키 사이즈를 사용한
다. non-linear, boolean, shift, xor 연산으로 구성되
며, 254번의 round 함수를 수행한다.

Ⅲ. 저전력 보안 아키텍처 제안

본 절에서는 저전력 환경에서의 높은 보안성 및 
전력 효율성 제공을 위한 ‘고성능 보안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 저전력 보안 아키텍처’을 제안한
다. 아키텍처의 전체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물인터넷 보안 메커니즘 구조도

그림 1은 사물인터넷 기기가 수신한 외부 신호
에 대해 별도의 사전 탐지 없이 고성능 보안 모듈
로 이상 행위 탐지 등 보안 조치를 수행하는 종래 
방식과 별도의 로직으로 사전에 이상 행위 탐지를 
수행하고 이상 감지가 된 경우에만 고성능 보안 
모듈을 호출하여 보안 조치를 수행하는 제안 방식
인 저전력 보안 아키텍처에 대한 구조도이다.

종래에는 매 수신 신호마다 고성능 보안 모듈 
혹은 경량 모듈을 실행해 저전력 환경에 비효율적
이거나 보안성이 열화되는 한계점을 가진다. 반면, 
제안 방식은 서브 로직의 탐지부에서 이상 행위가 
감지된 경우에만 메인 로직의 고성능 보안 모듈을 
호출하여 수행함으로써, 저전력 환경에서도 복잡도
가 높은 고성능 보안 모듈을 활용할 수 있다. 

Ⅳ. 평  가

본 절에서는 Ⅲ절에서 제안한 저전력 보안 아키
텍처의 성능 평가를 위해 서브 로직이 있는 제안 
모델과 서브 로직 없이 메인 로직에서 고성능 보
안 모듈 및 경량 모듈을 사용하는 종래 모델의 전
력효율성을 수식으로 증명한다. 전체 에너지 소모
량( )은 메인 로직()과 서브 로직( )의 각 전력
소모량( )에 각 실행 시간( )을 곱한 값으로, 아
래의 수식으로 정의된다. 이때, 과 은 메인 
로직이, 와 는 서브 로직이 각각 소모하는 
전력 소모량과 실행 시간을 나타낸다.

  ×   ×   ×  … (1)

수식 (1)에 따르면, 제안 모델은 메인 로직과 서
브 로직에서 소모되는 각 전력 소모량과 수행 시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0 



간의 곱을 합한 값과 같다. 반면, 종래 모델은 서
브 로직의 동작 없이 메인 로직만 실행되므로 
와 가 0이다. 이때 보안성은 보안 모듈의 키 길
이에 비례하므로 로직의 회로 크기( )에 비례하며, 
이는 수식 (2)의 이론적 가정에 의해 전력 소모량
(P)과 비례한다[6].

  ××    ……………  (2)

수식(1)에 따라 각 모듈 별 에너지 소모량을 비
교하면 표 1과 같다. 전체 실행 시간을 10으로 가
정하였으며 메인 로직이 전체 시간을 사용하는 종
래 모델과 서브 로직과 메인 로직이 동작하는 제
안 모델의 경우, 각 로직의 실행 시간 비율에 따라 
전력 소모량이 달라지므로 각각 1:9, 5:5, 9:1일 때
를 각각 비교한다. 전력 소모량은 서브 로직은 1, 
메인 로직은 100으로 가정하였다.

표 1. 보안 모델별 전력 효율성

표 1과 같이, 제안 모델은 서브 로직과 메인 로
직의 비율에 따라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 실행 시간 동안 메인 로직만 수행하
는 종래 모델 대비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사물인터넷은 스토리지 할당 측면의 제약사항으
로 제한적인 배터리 용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력 소모량 관리가 중요하다. 종래에는 저전
력 환경을 위해 경량 보안 모듈을 탑재하였으나 
사물인터넷 기기의 보안성이 열화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본 논문은 저전력 환경에서 고성능 보안 
모듈을 활용하기 위한 보안 아키텍처를 제안하여 
전력 효율성과 보안성을 개선하였다. 서브 로직의 
탐지부에서 수신한 신호 중 이상 행위가 탐지된 
경우에만 메인 로직을 실행시킴으로써 저전력 환
경에서 상대적으로 복잡도가 높은 고성능 보안 모
듈을 활용할 수 있다. 종래 모델과 제안 모델에 대
한 수식적 정의·분석 결과, 제안 모델의 경우 서브 
로직과 메인 로직의 비율에 따라 전체 에너지 소
모량의 차이는 보이나 종래 모델 대비 최저 효율
로 가정한 1:9의 비율에서 약 9.9%, 최대 효율인 

9:1의 비율에서 약 89.1%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제안 모델을 통해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개인 정보 관련 산업 분
야에서도 막강한 보안 모듈을 탑재한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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