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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란?RFID 란?

- RFID : 소형 전자칩이 삽입된 태그에서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 처리하는 비 접촉식 인식기술

바코드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 상품 구입 시 자동 계산으로 시간을 대폭 절약

1. RFID/USN 보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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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_City 핵심 적용 기술 및 표준화 연구-한국전산원 (저전력 zigbee를 용한 홈네트워크)

USN 이란?USN 이란?

- USN : 각종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감지, 저장, 가공하여 인간 생활에 폭넓게 활용하는 네트워크

1. RFID/USN 보안 개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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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FID/USN 보안 개요 (계속)

U-City 란?U-City 란?

- U-City : 도시관리, 주민편의 등 도시를 기반으로 각종 u-서비스를 도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의 유기적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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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ID/USN 보안 위협 사례

USN 환경에서의 물리적 보안 위협USN 환경에서의 물리적 보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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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ID/USN 보안 위협 사례

USN 환경에서의 응용 서비스 보안 위협USN 환경에서의 응용 서비스 보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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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ID/USN 보안 위협 사례(계속)

시나리 측도시나리 측도

보안 위협 시나리오보안 위협 시나리오

- USN 환경에 접속, 침투하여 전송 데이터 도청

- 전송되는 데이터의 위변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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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ID/USN 보안 위협 사례(계속)

Zigbee 해킹 장비Zigbee 해킹 장비

- USB Zigbee 동글을 이용하여 주변 Zigbee 장비를 모니터링

- 해킹 장비이용하여 기존의 zigbee 네트워크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단절시켜버림

(온도센서, 가열센서)



- 10 -

현장 RFID/USN 기반의 침해 시나리오현장 RFID/USN 기반의 침해 시나리오 망 기반의 침해 시나리오망 기반의 침해 시나리오

WEB/DB
/SMS 서버 등

수중
카메라

PDA 센서

이동통신사

가짜 센서해커

해커

해커

긴급사항
SMS 발송

DB서버
연계 서버

2. RFID/USN 보안 위협 사례(계속)

물류 기반 RFID/USN 기반에서의 보안 위협물류 기반 RFID/USN 기반에서의 보안 위협

양식장
이력추적 서비스

이력정보 포털 서비스해커

해커

인터넷

(와이브로, HSDPA, C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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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예측도시나리오 예측도

보안 위협 시나리오보안 위협 시나리오

- 접근 제어의 부재로 비인가자가 RFID에 접근하여 손상, 복사하는 방법

- 제품의 태그를 바꿔치기 하여 빼돌릴 수 있음

RFID 해킹 장비

RFID 태그 손상, 복사

RFID 해킹 장비를 이용하여 상품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손상 혹은

복사하기 시도

- 태그에 비인가자가 접근하여 복사된

다른 태그를 붙일 수 있는 가능성 –

물리적 접근 (저가의 상품을 고가의

상품으로 위조)

- 태그의 정보를 해킹장비로 대량

손상 시킬 수 있는지의 가능성

시나리오 내용시나리오 내용

2. RFID/USN 보안 위협 사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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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예측도시나리오 예측도

무선 AP

운영 시스템

RFID 리더
&PDA

RFID 태그
RFID 리더기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운영시스템에 접근 가능성

시도

- 리더기에 대한 접근통제가 부재한

경우 리더기를 통해 접속 시도

- 리더기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운영시스템에 접근

시나리오 내용시나리오 내용

2. RFID/USN 보안 위협 사례(계속)

보안 위협 시나리오보안 위협 시나리오

- 비인가자가 RFID 리더 자체에 접근하여 저장되어 있는 정보 유출

- 리더기에 접속하여 운영시스템에 침투한 후 질병이 존재하는 양식장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유통흐름을 방해하도록 정보를 수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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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ID/USN 보안 위협 사례(계속)

RFID 해킹 장비RFID 해킹 장비

- Rfdum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FID에 저장된 정보 열람

- RFID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복사 및 변조하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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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ID/USN 보안 위협 사례(계속)

영상 장비 해킹 – CCTV영상 장비 해킹 – CCTV

- CCTV를 감시하는 장비 해킹 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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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ID/USN 보안 위협 사례(계속)

무선 장비 해킹 – 무선랜무선 장비 해킹 – 무선랜

- 무선랜 장비를 해킹하여 침입

Attacker 1Attacker 1

packet packet

Mobile
Station

Attacker 2Attacker 2

packet

AP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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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용 노드 혹은 공격용 게이트웨이에 대한 인증을 통한 불법적 접근
방지 기능 제공

센서노드/게이트 웨이
인증 기능

센서 노드 내부의 메모리에 대한 불법적 읽기/쓰기를 통한 코드 및
데이터 유출/위변조 공격 방지, JTAG 보안 기능 제공

노드 구성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성

소비 전력이나 전자파 방사 정보에 의해 센서 노드 내부의 중요 정보에
대한 분석 공격 방지 기능 제공

부채널 공격에 대한
안전성

센서노드에 대한 물리적인 손상이나 절취 등에 대한 확인 및 방지 기능
제공 및 함체 안전성 제공

물리적 안전성

설명보안 요구 사항

3. RFID/USN 보안 대책

보안 요구 사항보안 요구 사항

- USN 센서노드 보안 요구 사항



- 17 -

공격용 노드 혹은 공격용 게이트웨이에 대한 인증을 통한 불법적 접근
방지 기능 제공

게이트웨이

인증 기능

게이트웨이 내부의 메모리에 대한 불법적 읽기/쓰기를 통한 코드 및
데이터 유출/위변조 공격 방지, JTAG 보안 기능 제공

게이트웨이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성

소비 전력이나 전자파 방사 정보에 의해 게이트웨이 내부의 중요 정보에
대한 분석 공격 방지 기능 제공

부채널 공격에 대한
안전성

센서노드에 대한 물리적인 손상이나 절취 등에 대한 확인 및 방지 기능
제공 및 함체 안전성 제공

물리적 안전성

설명보안 요구 사항

3. RFID/USN 보안 대책 (계속)

보안 요구 사항보안 요구 사항

- USN 게이트웨이 보안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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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미들웨어의 주요 기능으로서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안성 유지를 통해, 다양한 링크 계층 및 라우팅 계층
공격 가능성을 방지/확인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

링크 계층 및 라우팅
계층에 대한 보안성

미들웨어 코드 및 주요 센싱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 및 무결성 제공을
통한 주요 정보 유출 및 악성 코드 출현, 악의적인 데이터 조작 등을
방지함

기밀성 및 무결성 제공

공격용 노드 혹은 공격용 게이트웨이, 악의적인 응용 서비스의
미들웨어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통한 데이터/코드 위변조, 공격용
노드로의 활용, 네트워킹 공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및 접근
제어 기능을 갖춰야 함

센서 노드 및 게이트웨이, 
응용 서비스에 대한 인증, 

접근 제어 기능

설명보안 요구 사항

3. RFID/USN 보안 대책 (계속)

보안 요구 사항보안 요구 사항

- USN 미들웨어 보안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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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에 대한 다양한 공격에대한 방지 및 확인 기능 제공라우팅 계층 보안 기능

물리 계층과 링크 계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공격 방지 및 확인
기능 제공

물리계층/링크계층 보안성

센서 노드와 노드, 노드와 게이트웨이 간에 안전하게 키를 분배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안전한 키 관리/분배 기능

노드와 노드, 노드와 게이트웨이 통신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 기능 제공

기밀성 및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 기능

설명보안 요구 사항

3. RFID/USN 보안 대책 (계속)

보안 요구 사항보안 요구 사항

- USN 네트워크 보안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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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카드와 여권을 저장할 수 있는

RFID 방어 여권 케이스

6개의 카드를 넣을 수 있고, 2개의 지폐

저장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지갑

3. RFID/USN 보안 대책 (계속)

물리,기술적 방안 - 1물리,기술적 방안 - 1

- 중요 RFID 제품에 대한 차단 케이스 사용

- RFID의 중요 정보 저장 시 강력한 암호화 정책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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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FID/USN 보안 대책 (계속)

물리,기술적 방안 - 2물리,기술적 방안 - 2

- 인터넷 구간과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보안 강화 (유*무선랜, 와이브로, HSDPA, CDMA..)

- 무선 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 (WiFi Manager, WiFi IPS..)



문의 : 롯데 보통신 보안컨 팅사업부 계근

toproach@lotte.net



고객의 가치 창출 노력과 함께하는
롯데 보통신이 겠습니다.

고객의 가치 창출 노력과 함께하는
롯데 보통신이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