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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은 통신,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과 융합으로 인

해 탄생 되었다. 그에 따른 응용 중 하나로 UAV(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시스템에도 적용되고 있다. 
운용상 유인용 항공기(manned aircraft)는 지상에 있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 운항의 지시를 받아, 조종사가 직접 비행

기체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UAV는 GCS(Ground Control System, 지상 제어시스템)를 통해 직접 비행 제

어를 받는다. 따라서 UAV와 GCS 간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로 개방형인 MAVLink (Macro Air Vehicle Link)가 주

로 사용이 되고 있으나, 범용이고 공개적이다 보니 일부구간에서 제삼자에 의해 쉽게 노출되어 비행체의 상태 및 기

타 제어 정보 등의 정보 보안에 취약하다. 본 제안은 UAV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GCS 내 통신메시지의 암호화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IoT (Internet of Things) emerges from various technologies such as communications, micro processors and embedded 
system and so on. The IoT has also been used to UAV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In manned aircraft, a pilot 
and co-pilot should control FCS (Flight Control System) with FBW(Fly By Wire) system for flight operation. In contrast, 
the flight operation in UAV system is remotely and fully managed by GCS (Ground Control System) almost in real time. 
To make it possible the communication channel should be necessary between the UAV and the GCS. There are many 
protocols between two systems. Amongst them, MAVLink (Macro Air Vehicle Link) protocol is representatively used due 
to its open architecture. MAVLink does not define any securities itself, which results in high vulnerability from external 
attacks. This paper proposes the method to enhance data security in GCS network by applying cryptographic methods to 
the MAVLink messages in order to support safe UAV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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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은 통신, 마이크로 프로

세서 그리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과 융합

으로 인해 탄생 되었다. IoT 기술에 의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으며, 항공 분야에서도 역시 적용이 되고 있

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제어되는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시스템에도 이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상황이다. 
유인용 항공기(manned aircraft)의 경우 지상에 있는 

관제 시스템(FCS: Flight Control System)을 통해 운항 

지시를 받아, 이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탑승한 조종사

가 비행기 운항을 조종한다. 반면, 사람이 탑승하지 않

는 UAV의 경우 원격의 GCS(Ground Control System, 
지상 제어시스템)를 통해 직접 비행 제어를 받는다. 따
라서 이 GCS는 유인용 비행 시스템에서의 FCS의 기능 

과 유인 비행체의 조종사 업무기능을 동시에 갖는다.
UAV 시스템에서 UAV는 원격의 제어를 바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UAV와 GCS 간에는 항상 무선통

신을 기반을 둔 링크(communication links)가 형성되어

야 한다. 그리고 실시간 통신 및 제어가 필수적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MAVLink 

(Macro Air Vehicle Link)[1]가 있다. 이 프로토콜은 장

거리 무선통신에 따른 낮은 전송률 환경에서 실시간성

과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상당히 단순하고 작은 구

조의 메시지 형태를 가진다. 또한, 범용적이고 공개적이

다 보니 전송되는 메시지는 제삼자에 의해 비행체의 위

치, 자세, 상태 그 외, 기타 제어 정보까지 쉽게 노출된

다. 또한 UAV를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도 발

생하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취약성이 증명되었고 이러

한 취약점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2-6] 
그 중 전송 메시지에 대한 보안성(기밀성, 비밀성, 가용

성)도 하나의 요소이다.
본 제안은 GCS의 통신메시지를 암호화 하여 보안성

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는 관련 기술들을 설명하고, 3장에서 보안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암호화적용 방안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유사

환경에서 실험 후 성능을 얻고 5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기술

2.1. UAV 시스템

영상(video stream)을 통한 감시체계의 경우 높은 고

도에 도달할수록 가시권(LOS: Line Of Sight)이 더 넓어

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그러한 이유

로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가 오래전부터 행하여져 왔다.
무인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항공 분야에서는 다양

한 UAV가 개발되고 있으며, 많은 제품들이 상용화되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그림 1은 UAV에 가장 널리 적용된 구성요소들을 보

여주고 있다. 항공역학적인 부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의 이/착륙이 용이하고 비행 및 체공에 있어서 비교적 

구현이 쉬운 다중 프로펠러가 적용된 로터(roter) 기반

의 멀티콥터형(multi-copter type) UAV의 대표적 구성

형태이다.

Fig. 1 Example of UAV composition

UAV의 비행기능으로 인해 Flight control부는 그림

에서와 같은 요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비

행의 기능 보조 및 각종 응용임무를 처리하기 위해 

Sensor부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구성된다. 특히 Energy 
Resource는 배터리, 수소 및 기타 내연 요소 등이 될 수 

있다.
UAV은 무인특성으로 인해 이를 제어하기 위한 별도

의 외부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UAV 시스템은 

UAV와 GCS의 두 부분으로 분리된다. 그림 2는 UAV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여준다.

비행조종사는 GCS를 통해 UAV를 원격으로 제어한

다. 또한 GCS는 미리 입력된 비행(flight) 및 임무

(mission)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UAV를 프로그램적으

로 제어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임무에는 UAV의 이

륙/착륙/비행 그 외, 각종 감지기(sensor) 및 제어기

(actuator)들의 기능에 대한 제어 등을 모두 포함된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UAV와 GCS간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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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링크유지와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보장되어야 

한다.

Fig. 2 The UAV operation system concept

UAV 시스템을 위한 RF는 일반적으로 ISM (Industrial, 
Science, Medical) 목적을 위한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 대

역을 사용한다. 통상 433MHz, 915MHz, 2.4GHz 그리고 
5.4GHz 영역이 주로 사용되며, 최적의 운영상황에서 최

대 50km의 통신 범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이동 통신망 또는 LoRa도 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UAV와 GCS의 관계는 N:1, 1:M 또는 N:M으로 구성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UAV들을 그룹으로 구성하여 

통합 운영을 위한 UAV간의 네트워크 (FANET : Flying 
Ad-hoc Network)를 구성한(Swarm Drones) 연결 관계

도 있다. 따라서 GCS와 UAV간의 통신링크를 고려한 

운영형태에 따라 RF 기지국(RF Base Station)이 단일 또

는 복수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비행조종사가 제어하

는 기지국(Console Station)과 RF 기지국의 경우, 동일 

시스템 또는 그림과 같이 원격으로 구성된 독립적 시스

템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때, 이 두 기지국간에는 인터

넷 또는 인트라넷으로 연결된다.

2.2. MAVLink 프로토콜

UAV와 GCS 간의 프로토콜 중의 하나로 MAVLink 
(Micro Aerial Vehicle Link)[1]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

토콜은 전송되는 메시지 구조 및 각 항목을 포함한 모든 

세부사항들이 공개되어 있어 다양한 UAV 시스템에 적

용되고 있다.
2013년 버전 1.0 발표를 시작으로 2017년에 버전 2.0

으로 변경되었다. 개발 편의와 다양한 플랫폼에 쉽게 이

식될 수 있도록 C, Python, C# 외, 다양한 언어(총 13종)

로 된 라이브러리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Fig. 3 The message formats of MAVLink

그림 3은 MAVLink에서 정의한 메시지 프레임을 보

여준다. UAV와 GCS 간 통신 경로에서 사용되는 버전

에 따라 둘 중 하나의 구조로 사용이 된다. 메시지에서 

STX(Start of TeXt) 항목은 메시지 프레임의 시작을 의

미하고 값에 따라 0xFE는 버전 1.0을 0xFD는 버전 2.0
의 프레임의 시작임을 각각 의미한다. LEN 항목은 페이

로드(payload) 크기, SEQ 항목은 메시지 프레임의 순차

번호, SYS ID 항목은 메시지 프레임의 송신체(sender) 
또는 수신체(receiver)를 의미한다. 그 외, MSG ID는 페

이로드내 SDU(Service Data Unit)의 타입을 정의한다. 
메시지 프레임의 주기(intervals)는 MSG ID에 따라 다

르며 고정과 가변(또는 이벤트성)이 있다.

2.3. 도청(Eavesdropping) 공격

스니핑(sniffing) 공격이라고도 불리며, 네트워크상

의 전송되는 패킷 또는 통신링크상의 전송되는 신호를 

엿듣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 공격은 수동적 공격에 해당

되며, 일반적으로 정보를 몰래 습득하여 악용하는 형태

의 공격이다.
이 공격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시스템(victim)은 이

러한 공격에 대한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게 큰 특징이

다. 유선 매체의 경우 태핑(Tapping)을 해서 전기적 신

호를 분석해 정보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전기적 신호를 

템페스트(Tempest) 장비를 이용해 분석하는 것도 이런 

공격의 예이다.

2.4. 암호화 기술

데이터의 보안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

로 전송 메시지들에 대한 암호화가 될 수 있다. 관련 응

용으로 [7]과 [8]은 IoT 및 드론관련 다양한 암호화 기술

들과 적용 사례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적용으로 RC4와 AES 암호

화 기법을 사용한다. RC4[9, 10]는 1987년 Ron Rives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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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개발되었다. 이 암호화 기술은 스트림 암호방식을 

지원하고 IEEE 802.11 보안 프로토콜인 WEP (Wired 
Equivalent Privacy)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스트림 암호 방식은 작은 크기의 데이터의 암호화와 동

시에 비교적 빠른 성능을 갖는다.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11, 12]는 대칭

형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128, 192 그리고 256 비트 

키를 제공한다. RC4와는 달리 특정크기 단위(블록)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미국의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 의해 채택되었다. 키의 길

이에 따라 연산 횟수도 증가하고 복잡도가 높아지는 게 

특징이다.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WiFi의 암호화 방식

에서도 지원되며, Bluetooth 4.0부터는 AES 표준을 이

용하고 있다.

Ⅲ. 암호화 적용

GCS는 UAV와 통신을 위해 결국 RF 전송을 위한 시

스템으로 비행 제어 및 임무 명령을 MAVLink 프로토

콜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그림 4는 GCS내 데이터 흐름과 UAVs간의 RF를 통

한 데이터 통신관계를 보여준다. 비행조종사는 콘솔

(Console Station)내 설치된 비행제어 프로그램(예: 
MissionPlaner, QGroundControl)을 조작한다. 

Fig. 4 UAV Operation Example

Console Station과 RF Base Station간의 통신은 암호

화된 메시지로 전달하여,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한

다. 암호화된 명령 메시지를 수신한 RF Base Station은 

이를 복원(decrypt)하여 UAV와 무선으로 통신을 한다. 

비행제어의 정교성 및 제어하는 비행체의 개수에 따라 

RF Base Station과 Console Station간의 명령메시지의 

개수는 다르다.

Ⅳ.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본 실험을 위해 Console Station의 경우 윈도우즈 10
기반의 PC (Intel I9-10900F, 32G RAM, 1Gb Ethernet)
에서 QGroundConrol[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성하

였다. 그림 5는 프로그램의 동작화면이다.

Fig. 5 QGroundControl Operation

RF Base Station의 경우 일반적으로 WiFi기반의 무

선 AP(Access Point)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함께 고려하여 임베디드용 SBC (Single Board Computer, 
성능: Broadcom BCM2837B0, ARMv8 계열의 SoC, 
1GB RAM)에 라즈비언 10운영체제(리눅스)를 사용하

였다. 그림 6은 실험을 위한 구축환경을 보여준다.

Fig. 6 UAV Operation Example

RC4와 AES의 경우 암호화와 복호화에 걸리는 시간

의 차이는 서로 크지 않다. 따라서 Console Station으로

부터 수신된 암호화 데이터에 대하여 복호화 기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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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도록 하였다. 해당 프로세스의 경우 기본 우선순

위인 20의 NICE 값으로 할당되었다. 그 외, 복호화 프로

세스의 조금 더 정밀한 성능측정을 위해 타 프로세스의 

동작 개수를 최소화 시켰으며 데몬의 경우 3개(sshd, 
proftpd, samba)만 구동하였다.

4.2. 실험 결과

Console Station에서 수신된 암호화된 UAV 제어 메

시지에 대한 RC4 와 AES 암호화 기법에 대한 복호화를 

진행했을 때, 그림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 7 Decryption Times of RC4 and AESs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RC4의 경우 AES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성능의 복호화 시간이 걸린다. AES의 경우 

암호화 키로 128, 192, 256비트가 제공되는데 이 또한 

키의 비트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CPU Usages between RC4 and AESs

GCS와 UAV의 경우 다-대-다의 연결관계 또한 가질 

수 있다. 실험을 통해 UAV하나당 약 14KBps의 데이터 

전송대역폭이 필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40KBps(약 

10대의 UAV 운용)와 1MBps(약 70대의 UAV 운용)로 

전송되는 환경에서는 그림 8과 같은 CPU 점유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RC4의 경우 AES 대비 낮은 CPU 점유율을 가지나, 

그림 결과와 같이 괄목할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데이터의 송/수신 및 전달에 상

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소모된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Ⅴ. 결 론

빠른 인터넷의 장점과 IoT기술의 도움으로 원격지의 

RF Base Station을 통해 무선으로 연결된 UAV를 제어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기능이 밑바탕이 되는 모든 기

술에는 전송데이터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전송 데이터의 암호화/복호화에 프로세서의 부담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UAV 시스템의 운영환경

에서 어느 정도의 CPU 부담을 갖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

었다. 
본 논문에서는 GCS에 관련 기술이 적용될 때, 이를 

위한 성능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RC4와 

AES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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