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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으로 스마트 도어락을 이용한 공공 시설물 관리 시스템은 블루투스 무선 통신 구간에서 항상 보안 취약점

을 가지게 된다. 특히 인증 절차 과정에서 비밀키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교환할 때는 주로 무선 구간에서 공격자에 노

출될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무선 구간에서 교환되는 정보는 적절하게 암호화되어 전송될 필요가 있다. 지하철 환기

구와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GNU Radio 플랫폼과 HackRF 장비의 도입을 

통해 소프트웨어적 전력분석 공격이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실험장비를 통해 얻어진 무선 패킷은 패

킷 타입, CRC, 데이터 길이 및 데이터 등으로 간단하게 디코딩할 수 있으며 이는 보안취약점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

다.

ABSTRACT

In general, automatic access control management system using smart door-lock must be always exposed to security 
vulnerability during wireless communication based on Bluetooth. In particular,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a secrete 
key can be exposed to the attacker when the authentication protocol has been operating in the wireless section. 
Therefore important information exchanged in the radio section needs to be properly encrypted. In order to analyze 
security vulnerability for automatic access control management system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subway vent, GNU 
Radio platform and HackRF device will be considered and experimented. Proposed experimental system to perform 
software based power analysis attack could be very effectively applied. As a result,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packet type, CRC, length of data, and data value can be easily decoded from wireless packet obtained from HackRF 
device on GNU Radio platform. Constructed experimental system will be applied to avoid some security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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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블루투스 통신기능은 컴퓨터, 스마트폰, 아

이팟, 태블릿 PC, 스피커, 게임 컨트롤러 등 거의 모든 

기기에 내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실 부정한 목

적으로 이들 블루투스 기기에 대한 해킹 사례들은 꾸준

히 보고되고 있다. 

사진, 전자메일, 텍스트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블루

투스 통신 기반에서 교환하는 과정 중에 부정한 목적으

로 공격을 당하면 공격대상의 장치 제어 및 이러한 장

치에 불필요한 정보를 전송하여 정보 손상을 유도 시키

는 행위도 가능하다.

블루투스 해킹을 위해서는 블루투스에 내장된 보안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취약점 분석

을 통해 보다 안전한 블루투스 통신을 보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거리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블루투스는 

2.485GHz의 주파수 대역에서 초당 1600홉에 해당하는 

주파수 호핑 확산 스펙트럼을 사용한다[1]. 통신 범위는 

10m 이내의 거리에서 가능하지만 특수 안테나를 사용

하면 더 넓은 통신 커버리지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개의 블루투스 장치를 연결하는 과정을 페어링이

라고 부르며 임의의 검색 가능한 블루투스 장치는 이름, 

클래스, 서비스 목록 및 기술정보 등을 전송하게 된다

[1]. 페어링이 완료되면 이들 블루투스 기기는 미리 공

유된 비밀키 또는 링크키를 교환한 뒤에 다음 연결에서 

디바이스를 식별할 목적으로 이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림 1에서의 블루투스 장치 스택의 모

든 프로토콜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블루투스 스택은 

데이터 통신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응용 프로

그램은 이 스택 중 하나의 수직 슬라이스를 사용하고 

있다[1].

블루투스 보안은 몇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첫 

번째로는 주파수 호핑을 들 수 있다[1]. 마스터와 슬레

이브 디바이스끼리는 주파수 호핑 알고리즘을 공유하

고 다른 디바이스는 이를 알지 못한다. 둘째, 페어링 과

정에서는 사전 공유키 인증 또는 암호화 (128 비트)를 

사용한다. 블루투스에 대한 세 가지 보안 모드는 다음

과 같다.

∙ 보안 모드 1 : 활성 보안.

∙ 보안 모드 2 : 서비스 수준의 보안을 제공한다. 중앙 

집중식 보안 관리자 인증, 구성 및 권한 부여를 처리

하며 사용자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 디바이스 

수준의 보안은 제공하지 않는다.

∙ 보안 모드 3 : 장치 수준의 보안을 제공한다. 인증 및 

암호화는 비밀키를 기반으로 항상 낮은 수준의 보안 

연결에 적용된다.

Fig. 1 Bluetooth layer protocols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보안모드만으로는 기

본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기 힘들며 통신거리 범위 내에

서는 통신 중에 발생하는 신호원에 대한 보안대책은 거

의 어려운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에 기반하여 무선통신 시

스템을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는 GNU Radio[2] 플랫폼

을 이용하였다. 블루투스 무선신호 공격에 필요한 전력

샘플링 과정과 신호 추정에 요구되는 신호처리 과정을 

자동화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그 활

용 범위를 확인하였다.

Ⅱ. 연구 배경

공공시설물 중 하나인 지하철 환기구는 차단시설이 

미비하고 인도와 똑같은 높이의 환구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불법 침입사건 및 안전

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3].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인프라에 대한 출입관리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시내 도시철도 1-4호선에 

설치된 환풍구는 총 832곳으로서 지표면에서 0.2-0.7m 

가량인 배기구가 464곳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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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설물 관리 권한이 없는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안전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전통적인 

시설물 관리 절차에 따라 방치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

고 안전한 방법으로 시설물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물리보안 산업이 컴퓨터, 네트워

크상의 정보를 보호하는 IT 정보보안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차세대 고부가가치 융합보안 서비스 산업으로 급

부상하고 있다[4]. 따라서 공공 시설물 운영에 따른 출

입관리 시설에 대한 IoT 기반의 출입관리 시스템을 구

축하고 정보보안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출입관리 시스템 구

축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블루투스 근거리 통신을 활용한 스마

트폰 인증키 기반 출입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앙시

스템을 거친 인증만으로 지하공동구 개폐기 사용이 가

능하도록 하여 높은 보안설정과 출입 인력에 대한 관리

가 가능한 통합 출입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3].

Fig. 2 Door-lock system exposed subway vent

Ⅲ. 블루투스 기반 출입관리 시스템

3.1. 시스템 요구사항

일반적으로 지하철 환기구의 특수 환경을 고려할 때 

네트워크/전력선 인프라의 부재, 시설물의 디지털 도어

락 이용을 위한 리더기가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 등이 먼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시설물 관리 대상은 그림 2와 같이 야외에 

단순 노출된 상태로서 시설물 관리사무소에서 키를 수

령 받은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반인도 

이러한 시설물에 접근 가능한 상태이다.

시설물 관리자가 관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인증키를 발급받고 시

설물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비인가

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

가 있다.

3.2. 블루투스 기반 출입관리 시스템

출입관리 시스템 서버는 HTTP,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Push 형태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서버로서 출

입요청 및 허가, 이력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 전달, 암호

화 인증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에 나타낸 것처럼 모바

일 App은 출입관리 시스템 서버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며 출입 도어락 제어 인증 및 긴급 출입요청, 출입자 

위치정보 등을 제공한다[3].

Fig. 3 Access control system based on Bluetooth

Fig. 4 Authentication procedure of smart door-lock

출입 인증 모바일 App 및 출입관리 서버가 만족하여

야 하는 기본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3]. 

∙ 모바일 App: 출입자 인증 기능, 출입/점검 이력 전송 

등

∙ 스마트 도어락: 블루투스 통신(세션 제어), 서보 모

터 구동, 내장된 암호 모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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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관리(Web 서비스): 관리자 등록, 출입 이력관리, 

점검 이력, 스마트 도어락 상태 및 모니터링 등

그리고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인 인증 절차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3].

기존 공공 시설물의 도어락 대체를 위해 암호화 모듈

이 장착된 슬라이드형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을 개발하

고 있다. 그러나 작업인증 절차를 위해 송수신하는 무

선 데이터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

제 무선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실

제 나타나는 취약점 분석을 통해 적용하고자 하는 암호 

알고리즘의 보안성 검증이 필요하다.

Ⅳ. GNU Radio를 이용한 신호계측

4.1. 전력신호를 이용한 공격 시스템

GNU Radio[2]는 1998년에 시작된 GNU의 대표적

인 정규 프로젝트로서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무선 통

신시스템을 연구하고 제작하기 위한 툴킷이다. 이것

은 USRP(Universal Software Radio Peripheral) 또는 

HackRF와 같은 범용 무선장치를 이용하여 강력한 신

호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가

능하다. 일반적으로 전력분석공격은 알고 있는 평문값 

및 중간 암호값과 추정된 마스터 키(비밀키)로부터 생성

된 숨겨진 값을 입력받아 연산하는 시점에서 해밍무게/

해밍거리에 따른 차분전력/상관성분석이 이루어진다

[5-7]. 따라서 암호연산 결과 값과 연산중에 측정된 전

력신호의 상관도를 분석함으로써 숨겨진 값을 탐색할 

수 있고, 탐색된 이 값을 통해 비밀키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5에서와 같이 통상적인 전력분석 공격

을 위한 고가의 측정 장비들(고해상도를 가진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분석 에뮬레이터, 디지털 함수 발생기, 

정밀 프로브 등)을 이용하여야만 하고, 다량의 전력샘

플 채집과 장시간의 연산수행을 통해 원하는 값을 탐색

하여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4.2. GNU Radio 기반 전력분석 시스템 구축

암호장치에서 그림 6과 같은 암호화 연산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첫 번째 라운드의 SubBytes() 함수의 출력 

값 생성 시점에 맞춰 공격한다고 가정한다[7]. 

(a)

(b) 

Fig. 5 General power signal analysis for attacking (a) 
Experimental environment for power analysis attack (b) 
Resistance insertion for measure power consumption

Fig. 6 Operation for AES encryp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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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전력분석에 필요한 전력수집은 HackRF 또는 

USRP와 같은 범용 무선장치를 이용하여 디지털 오

실로스코프를 대신하여 이용 가능하다. 실험에서는 

1MHz-6GHz 동작범위의 신호를 수신 가능하며 20Mps

의 신호 샘플링이 가능한 HackRF 장치를 통해 원하는 

신호를 채집하였다.

이후 GNU Radio 플랫폼에서 전력분석 공격을 위한 

실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신호처리를 

하여 추정된 전력신호와 측정된 전력신호간의 상관도 

분석 등을 수행하거나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비밀키를 

추정할 수 있다[8].

∙ Step 1: 범용 무선장치를 이용하여 전력신호 수집을 

위한 인터페이스 설정

∙ Step2: GNU Radio에서 범용 무선장치 인터페이스

를 통해 전력신호(power traces)를 수집하고 큐에 

저장

∙ Step 3: 큐에 저장된 전력신호를 구간 단위로 임의의 

추정 키를 대입 연산하여 SBOX에 대입하여 출력 값

을 도출

∙ Step 4: 도출된 값을 토대로 SPA 또는 신호 상관도를 

계산하여 추정키를 계산하고 전체 키를 얻을 수 있

을 때까지 Step 2로 되돌아 가서 이 과정을 반복

∙ Step 5: 최종 키 수열을 획득

Fig. 7 Experimental environment using HackRF

4.3. 실험결과

실험은 그림 7에서와 같이 블루투스 4.0으로 동작하

는 Bluinno 장치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에서 제어신호를 

송신하고 이를 주고받는 과정을 HackRF 장치를 이용

하여 무선 패킷을 캡처하여 신호를 분석하였다. 

그림 8 (a)에서와 같이 장치 사이의 무선신호는 대역

통과필터를 거쳐 주파수 신호 분석이 가능하다. 유효 

대역 내에서 강한 전력신호의 주파수 위치를 나타내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력신호 분석을 위한 공격 

대상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다.

(a)

(b)

(c)

Fig. 8 Signal analysis GNU Radio platform and HackRF
(a) Observed power spectrum using BPF (b) Signal 
flow diagram on GNU Radio companion (c) Time signal 
plot using Audacity utility

그리고 선택한 주파수의 신호를 대상으로 GNU 

Radio 플랫폼에서 원하는 신호를 비트 레벨로 변환하여 

wav 형식의 파일로 저장한다(그림 8(b) 참고). 다음 절

차로 그림 8(c)에서와 같이 Audacity 오디오 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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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관측하게 되면 신호의 비트 패턴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선 패킷의 기본 구조에 해당하는 

동기화 패턴, CRC, 신호 데이터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이와 같이 공격대상 장치의 전력신호 분석을 통해 

동작 프로토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장된 wav 형식

의 파일을 대상으로 프로토콜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그림 9와 같이 무선 패킷의 길이, PID, CRC 및 데이터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암호통신 과정에서의 비밀키 등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 Analysis result for Bluetooth protocol

Ⅴ. 결  론

공공 시설물 관리를 위해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스마

트 도어락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안전한 데이터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증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 통신과정에서 암호화 통신에 따른 취약점 

분석과 공격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GNU Radio 

플랫폼과 HackRF 장비를 이용하여 무선 데이터의 취

약점 분석을 위한 기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축된 전력분석 실험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이용되

는 고가의 전력분석 공격 시스템을 대신하여 무선 데

이터의 효율적인 채집과 프로토콜 분석에 이용 가능하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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