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2 -

I. 서  론

‘보안 불감증’급속도로 발전해가는 IT 기술에 
비해 보안 의식이 성장하지 못해 보안 의식은 심
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IP Camera 설치 이후 
별도의 간단한 비 번호도 설정하지 않고 제조사
의 초기 비 번호를 사용해 해킹 없이도 IP 

Camera에 접근해 사생활 영상을 유포는 사례가 
발생했었으며, 크래커들이 IP Camera의 관리자 
계정을 탈취하여 일부 제조사의 IP Camera는 공
격자에게 완전한 무방비 상태였다. 이는 안전하지 
않은 IP Camera 인증 방식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ID, 

PW를 이용한 1차 인증 방식과 Device를 식별하

는 2차 인증을 요구하여 강력한 인증기법을 도입
하였다. Device는 사용자가 IP Camera에 접근하
기 위해 사용하는 PC와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를 
말하며, DUI(Device unique identifier)는 단말기
를 식별할 수 있는 중복되지 않은 유일한 값을 
말한다. 

II. 본  론

기존에 IP Camera는 지식기반 인증을 사용하
고 있으며, 지식기반 인증 방식의 취약점[1]을 그
대로 가지고 있다.

IP Camera는 최초 제조사의 Default 값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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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별도의 설정 없이 
Default 값으로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공격 없이
도 관리자 계정을 탈취할 수 있다.

사용자가 별도로 PW를 지정하여 사용하더라도 
Replay Attack, Web Spoofing, Keylogger 등 다
양한 공격 방법으로 ID, PW를 탈취할 수 있다. 

탈취한 계정을 이용하여 IP Camera의 영상을 무
단으로 배포하여 비 누설과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DUI(Device unique identifier)를 이
용한 2차 인증 방식을 도입하여 IP Camera와 User

의 Device를 종속시켜 공격자에게 ID, PW가 노출
되어도 등록된 Device가 아니면 인증 제한한다.

III. IP Camera 공격 방법

IP Camera를 공격하기 위해 3가지 공격 방법
을 이용한다.

가. Replay Attack

Alice가 Bob에게 자신임을 인증하기 위해 ID, 

PW 또는 전자서명과 같은 자신을 증명하는 특정
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Bob에게 보내면 Bob은 전
달받은 정보를 확인하고 Alice임을 알게 된다.

이때 소극적인 공격자 Eve는 Alice가 인증에 
성공했던 Message를 탈취하고 탈취한 Message를 
B에 재전송하여 Alice, 즉 정당한 사용자로 가장
하는 소극적인 공격이다. Eve는 Alice의 ID, PW

를 알지 못해도 인증에 성공한 Cookie, Session을 
이용한다면 Bob에게 Alice 인적 Bob을 속여 
Alice의 모든 권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나. Web Spoofing

공격자 Eve가 진짜 웹 사이트를 똑같이 복제하
여 가짜 웹 사이트를 생성하고 Alice를 가짜 웹 
사이트로 유인하여 Alice의 비  정보입력을 요구
하고 Alice가 입력한 비 번호나 인증 정보와 같
은 중요한 정보를 탈취하는 소극적인 공격이다.

다. Keylogging

Keylogging은 사용자 Alice의 키보드 입력한 
기록 즉, 로그를 가져오는 소극적 공격이다. Alice

가 키보드에 key를 입력하게 되면 키보드를 통해 
Windows의 Keyboard Driver로 전송되고 Driver

를 거친 데이터는 Messaging Service를 통해 응
용 프로그램에 전달되게 된다. 공격자 Eve는 미
리 Alice의 PC에 Keylogger를 설치하여 키보드에
서 입력한 key 데이터가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되
는 사이에서 key 값을 탈취해 Log로 남겨두고 해
당 Log는 Eve가 회수하게 된다. 이처럼 Keylog-

ging을 하게 되면 개인 정보, 기  정보, 인증 정
보를 탈취할 수 있다.

IV. IP Camera 문제점

IP Camera는 외부 공격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가. Replay Attack에 취약하다.

Replay Attack 공격에 취약점을 보인다. Alice가 
최초 IP Camera에 접속하기 위해 Web Browser

를 이용하여 ID, PW 인증을 하게 된다. 이후 Alice

가 IP Camera에 접속을 시도하게 되면 이전에 
방문했던 기록을 저장한 쿠키의 정보로 인증하게 
된다.

공격자 Eve는 IP Camera에 인증에 사용된 
Cookie를 탈취하고 재전송하여 공격할 수 있다.

또한, Cookie가 보안 소켓을 이용하는 세션으
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Cookie 안에 있는 인증데
이터를 공격자가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암호화가 되어 있더라도 탈취된 Cookie는 공격
자에게는 인증 수단을 회피할 수 있는 공격 자원
이 된다.

그림 1. Cookie 정보.

나. Web Spoofing에 취약하다.

Web Spoofing에도 취약점을 보인다. IP Camera

에 간편하게 접속하기 위해는 DDNS(Dynamic 

Domain Name Service)를 이용하게 되는데, DDNS

를 이용하기 위해서 IP주소를 지정된 Domain에 
Mapping 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후 Alice는 IP 

Camera에 접속하기 위해 URL을 입력하게 되면 
등록된 DNS(Domain Name System)에 주소로 
UDP protocol을 이용하여 질의를 보내 지정된 IP

에 접속하게 된다. 공격자 Eve는 두 가지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공격으로 Eve는 중간자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Alice가 보내는 질의문을 중간에 탈취하
여 변조하고 DNS Server에 전송한다. DNS 

Server는 Eve에 의해 변조된 질의의 응답을 Alice

에게 하게 된다. 변조된 응답을 받게 된 Alice는 
Eve가 의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Alice의 DNS Address를 변조시켜 
Eve가 의도한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다. Keylogging에 취약하다.

Eve는 Keylogger를 이용하여 Alice가 IP 

Camera의 인증을 시도할 때, Alice의 ID와 PW 

값을 탈취한다면 Eve는 Alice로 가장하여 IP 

Camera에 정상적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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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안 방식

User가 IP Camera의 접근 시 2단계 인증을 시
도한다. 1차 인증은 접속을 시도한 User의 ID, 

PW 확인을 시도하고 인증에 성공하면 DUI(Device 

unique identifier)를 확인하여 User의 Device를 
식별한다.

가. 제안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System 구성도.

Device는 본인임을 식별하는 DUI를 가지고 있
으며, 사용자가 IP Camera에 인증 요청을 하면 
사용자는 ID, PW를 입력하고 1차 인증을 하게 
된다. 인증이 성공되면 IP Camera는 Key Creator

를 이용하여 Private key와 Public key를 생성한
다. 생성한 Public key는 Device에게 전달되며, 

Device는 Public key를 이용하여 DUI를 암호화하
여, 암호문을 IP Camera에게 전달한다. IP Camera

는 전달받은 암호문을 Private key를 이용하여 복
호화하고 복호화된 DUI를 DUI Table과 값을 비
교하여 2차 인증을 한다. 인증이 성공되면 사용자
는 ID에 해당하는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나. DUI 선정
DUI 선정 기준에는 다음과 표 1과 같은 조건

을 만족해야 한다.

표 1. DUI 선정 기준.

고유성(유일성)
DUI는 고유해야 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무결성
DUI는 무결해야 하며, 

일관적이어야 한다

읽기 전용
DUI는 사용자에 의해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DUI를 같은 값을 갖는 개체가 존재한다면 개
체의 인증 여부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고
유성이 충족돼야 한다. 또한, 공격자가 정당한 
DUI를 탈취하여 인증 할 수 없도록 DUI는 읽기 
전용이어야 하며, DUI는 인증 단계까지 일관적 
이여야 하며, 무결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 RSA 암호화
DUI를 IP Camera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

해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다. IP Camera

는 Private key와 Public key를 생성[2]하고 Device

에게 Public key를 전송한다. Public key를 전달
받은 Device는 전달받은 Public key로 DUI를 암
호화하여 생성된 암호문을 IP Camera에게 전달
한다. IP Camera는 전달받은 암호문을 자신이 가
지고 있는 Private key를 이용하여 복호화하여 
DUI를 확인한다. Key는 인증 요청 시 생성되고 
인증 완료 후 폐기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 
구간에서 DUI 노출을 차단하고 재사용 공격을 
무력화시킨다.

라. Key 생성
1. 매우 큰 서로 다른 소수를 랜덤하게 생성한

다. ≠ 

2. 두 수를 곱하여 N을 찾는다. (  )

3.   를 구한다.

4. 보다 작고 과 서로소인 정수 를 
찾는다.

5. 확장된 유클리드 호제법을 이용하여  를 
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정수 

를 구한다.  ≡ mod 

6. Private key는    이고 Public key는 
   이다. key 생성 이후  를 이용하
여  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는 제거한다.

마. 암호화 및 복호화

암호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   mod을 
수행한다. 은 암호화할 평문을 의미하며, 는 

암호문을 의미한다. 복호화는 ≡   mod 을 계
산하여 암호문에 대응되는 평문을 얻을 수 있다.

바. DUI 등록 절차
IP Camera는 사용자가 최초 접근하게 되면 

DUI 등록 요청을 하게 된다. 이때 최초 접근이라 
하면 DUI　Table에서 1차 인증에 성공했던 ID와 
대응되는 DUI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인증 절차
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는 1차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ID, PW

를 입력하여 IP Camera에게 전달한다.

2. IP Camera는 전달받은 ID, PW와 ID, PW 

Table을 참조하여 비교한다. 

ID, PW Table에 ID, PW가 일치하는 사용자
가 있으면 1차 인증을 완료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인증 실패 세션을 전달하여 인증을 
단계를 종료한다.

3. IP Camera는 1차 인증이 완료되면 key Creator

를 이용하여 Private key와 Public key를 생성
한다. 

4. 생성한 Public key를 Device에게 전달하고 
사용자의 Device의 DUI를 요청하게 된다.

5. Device는 전달받은 Public key와 DUI를 암
호문을 생성한다.

6. 생성한 암호문을 IP Camera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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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P Camera는 전달받은 암호문을 Private 

key로 복호화한다.

8. DUI Table을 참조하여 복호화된 DUI를 추
가한다.

9. 2차 인증을 완료한다.

사. 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1차 인증과 2차 인증으로 진행되

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사용자는 1차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ID, PW

를 입력하여 IP Camera에게 전달한다.

2. IP Camera는 전달받은 ID, PW와 ID, PW 

Table을 참조하여 비교한다. 

ID, PW Table에 ID, PW가 일치하는 사용자
가 있으면 1차 인증을 완료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인증 실패 세션을 전달하여 인증을 
단계를 종료한다.

3. IP Camera는 1차 인증이 완료되면 key Creator

를 이용하여 Private key와 Public key를 생성
한다. 

4. 생성한 Public key를 Device에게 전달하고 
사용자의 Device의 DUI를 요청하게 된다.

5. Device는 DUI를 전송하기 위해 전달받은 
Public key와 DUI로 암호문을 생성한다.

6. 암호문을 IP Camera에게 전달한다.

7. P Camera는 전달받은 암호문을 Private key

로 복호화한다.

8. IP Camera는 전달받은 DUI와 DUI Table을 
참조하여 비교한다. 값이 일치한다면 2차 인
증을 완료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인증 실패 
세션을 전달하여 인증을 단계를 종료한다.

VI. Security 검증 평가

Replay Attack, Web Spoofing, Keylogging 공
격에 대한 안정도를 검증하고 안전성을 평가한다. 

가. Replay Attack

인증 단계에서 IP Camera에는 인증마다 새로
운 Private key와 Public key를 생성하기 때문에 
Cookie나 Session을 재사용할 수 없다. 이전 
Cookie나 Session을 재사용하게 되면 암호화에 
사용했던 Public key에 대응되는 Private key가 
아닌 새로운 Private key로 복호화하므로 올바른 
값을 얻을 수 없다.

나. Web Spoofing

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가짜 Web Browser

로 유도하여 ID, PW, DUI를 탈취하여도 IP 

Camera가 Device에게 DUI를 질의하는 2차 인증
에는 안전하다.

다. Keylogging

사용자의 Device가 Keylogging에 노출되어 사용
자 입력 값인 ID, PW가 노출되어도 ID, PW만으로
는 DUI를 이용한 2차 인증을 완료할 수 없다.

VII. 결  론

IP Camera는 ID, PW를 활용한 지식기반 인증 
방식 사용하고 있다. 지식기반 인증은 사용자의 
편의성은 높지만, 편의성에 반해 인증 강도는 매
우 낮아 취약점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ID, 

PW가 노출되면 보안이 무력화되며, 공격자는 계
정의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 번호 관리 또한 사용자의 재량이다. 강력
한 비 번호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비 번
호 변경(사용자의 보안 의식이 필요하다. 이전 비

번호와 완전히 다른 비 번호를 사용), 3가지 
종류 이상의 문자로 구성한 8자리 이상 길이 또
는 2가지 종류 이상의 문자구성으로 10자리 이상
의 길이의 비 번호 사용, 사전에 없는 단어를 비
번호 구성, 숫자의 반복이나 문자의 반복 등 패

턴이 있는 비 번호 사용을 금지. 안전한 비 번
호를 사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들이다. 하지
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안 의식을 회피하게 된
다. 이를 강제로 수행하게 하는 Process가 요구되
며, 계정 관리 규정을 잘 지킨다고 지식기반 인증 
방식의 취약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기반 
인증 방식의 취약점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기반 인증 방식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DUI 인증기법을 구현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DUI 인증 방식은 IP Camera 인증 외 인
증 방안으로 사용하여 강력한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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