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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유비쿼터스 시대에 진입하며 스마트 IoT 기기의 동작 검증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보통의 테스트 환경에

서는 놓치기 쉬운, 실제 사용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들을 처리하기 위한 blackbox test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스

마트 IoT 기기의 통신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인 ZigBee와 BLE를 중심으로 blackbox test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인 

Packet Analyzer를 제시한다. Packet Analyzer는 ZigBee와 BLE 패킷, beacon 패킷, IoT 허브와 스마트폰의 로그 등을 수집

하고 패킷을 기반으로 명령을 구분하며 패킷 / 로그를 명령에 매칭하여 각 명령에 대해 OK 또는 NG 판정을 내린다. 실제 스마트 

IoT 장치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Packet Analyzer가 다양한 상황에 대해 올바른 판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Verifying the behavior of smart Iot devices in the ubiquitous era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Blackbox testing is required 
to handle exceptions or errors that are difficult to detect in typical test environments, but may occur in real-world use cases. In 
this paper, we present Packet Analyzer, a program that performs blackbox testing on ZigBee and Bluetooth Low Energy (BLE), 
which are protocols mainly used in communication among Iot devices. Packet Analyzer collects ZigBee and BLE packets, beacon 
packets, IoT hub logs and smartphone logs. Then it analyzes test commands based on collected packets and logs to make 
decisions for each test command. Our evaluation on real-world smart IoT devices shows that Packet Analyzer can make correct 
decisions on various test com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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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0년대에 스마트폰이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 흐름에 따라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조작이 

가능한 스마트 IoT 기기들 또한 다수 개발되며 유비쿼터스 시

대에 진입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 IoT 기기들을 조

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IoT 기기들이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

어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Internet of Things (IoT)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로 다른 장치 간의 통신에는 표준화된 무선 통신 프로토콜

들이 사용된다. 그림 1과 같이 스마트폰과 스마트 IoT 기기들의 

통신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에는 ZigBee[1]와 BLE 
(Bluetooth Low Energy)[2]가 있다. ZigBee는 기기를 IoT 허브를 

통해 제어할 때 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IoT 허브를 중심으로 

구성된 ZigBee 네트워크상에서 통신이 이루어진다. 다수의 기기

를 동시에 연결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장거리의 기

기들을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에 

BLE는 근거리에서 스마트폰이 직접적으로 기기를 제어할 때 주

로 사용되며, 스마트폰과 장치가 1대 1로 페어링되어 통신한다.
한편 IoT 서비스가 점점 활성화됨에 따라 IoT 장치의 동작을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A/S 요청 시에는 개발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닛 테스트나 

디버깅 도구를 활용하기 어렵고, IoT 프로토콜들은 무선 통신

이기 때문에 장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발

생시키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 실제

로 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통신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기기들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사용자가 의도되지 않은 방법

으로 스마트 앱을 조작하여 잘못된 신호가 전달될 수도 있다. 
또한 실내에서 조작하는 경우와 실외에서 조작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따라서 제조사에게는 개발자의 소스 코드에 의존한 디버깅

뿐만 아니라, 장치를 사용하는 실제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실험 

환경에서 무선 통신의 동작을 검증하기 위한 blackbox test 시스

템 또한 필요하다. Blackbox test는 개발 도구를 사용하여 기기

를 조작하지 않고 사용자의 입장이 되어 온전히 기기 자체만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 환경에 의해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

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찾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Blackbox test를 통한 검증의 주요 과정은 패킷을 수집 후 해

독 및 분석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에서 내린 명령이 장치에 올바

르게 전달되어 수행되고 그 결과가 올바르게 나타나는지 검증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issue들이 존재한다. i) 
무선 패킷은 암호화된 상태로 교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

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 ii) 개별 패킷들의 정보만

으로 그 패킷들이 어떤 명령으로부터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내

어 명령을 구분해서 기기 동작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그림 1. 스마트 IoT 기기 네트워크

Fig. 1. Smart IoT device network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을 검증

하기 위한 blackbox 형식의 패킷 분석 도구인 Packet Analyzer를 

제시한다. Packet Analyzer에서는 ZigBee 와 BLE 패킷들과 IoT 
허브의 로그 및 스마트폰의 로그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종합적

으로 이용하여 명령 단위의 분석을 수행하고 각 명령에 대한 

OK 또는 NG 판정을 내린다. 실험 평가를 통해 Packet Analyzer
에 대한 여러 사용 시나리오에서의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패킷 분석 도구의 설계 및 분석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

고, Packet Analzyer의 구현 상세를 기술한다. IV장에서는 실험

을 통해 이 도구가 제시한 Packet Analyzer의 유효성을 보이고, 
V장에서는 이 논문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시스템 테스트는 완료 시 수행되는 테스트의 한 유형이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IoT 장치의 동작 검증은 시스템 테스트에 해

당한다. [3]의 연구에서는 휴리스틱을 기반으로 한 GUI 테스트

에 대한 시스템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4]에서는 컴퓨

터 과학 분야의 테스트와 벤치마킹에 대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5]의 연구에서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Apache 
HTTP Server, Mozilla Web Browser, NetBeans IDE)에서 세 가지 

테스트 프로세스 및 테스트 프로세스 표준 ISO/IEC의 활동과 유

사한 세 가지 활동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테스트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OSS-TPF)가 제안되었다.
[6]의 연구에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트 환경의 구성

을 도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으며, 제안된 마이크로

코어 플러그인을 통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트 개발 환경

을 설계할 수 있다. [10]의 연구에서는 실시간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 시스템에서 온라인 모바일 기반 테스트(MBT)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프레임워크를 테스트하기 위한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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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Test on real 
device

Blackbox
Can use various 
information

Packet Analyzer Y Y Y

PlatformIO[7] Y N N

SimIoT[8] N Y N

IoTIFY[9] N N N

표 1. 기존 도구들과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to existing tools

[11]의 논문은 지식 기반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고, 이 프레임워크는 시스템 유효

성 검사 노력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네

트워크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테스트 프레

임워크를 제안하였다.
IoT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12]에

서는 IoT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한 기존의 도구와 테스트 방법

들을 정리하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커뮤니티에서 널리 사

용되던 최신 기술과 방법들을 IoT 개발에 도입할 필요성을 제

시하였고, [13]에서는 IoT 네트워크의 모델과 사용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효율적인 테스트 방법을 제시하였다.
표 1에서는 [12]에서 소개한 기존의 도구들과 Packet 

Analyzer를 비교하였다. 이 논문은 실제 IoT 장치의 동작을 패

킷, 스마트폰 로그 등의 다양한 정보의 수집을 통해 종합하여 

명령 단위의 무결성을 blackbox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한다

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된다.

Ⅲ. Packet Analyzer의 설계 및 구현

이 장에서는 Packet Analyzer의 전체적인 설계를 설명하고, 
통신 과정의 검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issue들과 Packet 
Analyzer에서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소개한다.

Packet Analyzer가 동작하는 시나리오는 그림 2와 같이 ZigBee
를 사용할 때와 BLE를 사용할 때로 구분된다. 각각의 경우에 발생

하는 패킷 (BLE 사용 시 beacon 포함)은 각각 nRF52840-Dongle과 

nRF52840-DK를 통해 스니핑되어 Wireshark를 통해 JSON 형식으

로 변환된 뒤 Packet Analyzer에 전달된다. ZigBee의 사용 과정에

서 발생한 IoT 허브의 로그는 클라우드에 기록되고, 이를 Packet 
Analyzer가 크롤링을 통해 가져온다. 스마트폰에서는 ZigBee와 

BLE를 사용할 때 각각 다른 종류의 로그가 발생하며 이 로그들도 

Packet Analayer에 전달된다.

3-1 Packet Analyzer의 설계

1) 분석 정보의 수집

통신 과정의 검증을 blackbox 형식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선 통신에서 발생하는 ZigBee와 BLE 패킷들을 스니핑을 통

해 수집해야 한다.

그림 2. Packet Analyzer 시스템

Fig. 2. Packet Analyzer system

그러나 스니핑은 통신하는 기기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간

에 끼어들어 엿듣는 것이기 때문에 스니핑으로 패킷 정보를 얻

어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Packet 
Analyzer는 효과적인 테스트를 위해 패킷 정보 외에도 IoT 허브

가 남기기는 로그와 스마트폰이 남기는 로그를 최대한 활용한다.
ZigBee 패킷의 수집. ZigBee를 사용하여 IoT 허브와 연결할 

때에는 ZigBeeAlliance09를 사용한 암호화 통신을 수행한다. 여
기서는 미리 정해진 값의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키를 사용

하여 연결 과정에서의 패킷들을 해석할 수 있다. 연결 과정의 마

지막에는 두 기기가 이후 장기적으로 통신에 사용할 키를 교환

하는 단계가 있고 이 키의 값 또한 읽을 수 있으므로 연결된 이

후의 통신에서 발생하는 패킷들의 내용을 모두 해석할 수 있다.
IoT 허브의 로그 수집.  ZigBee를 사용하는 경우 IoT 허브가 

각 명령에 대한 로그를 별도로 클라우드에 기록할 수 있다. 클
라우드에 기록되는 정보로는 명령의 종류와 명령의 값, 그리고 

명령을 수행한 시간 등이 있다. 이 기록을 API를 사용하거나 웹 

페이지에 기록되는 경우 크롤링을 통하여 가져올 수 있다. IoT 
허브의 로그로부터는 명령의 정확한 내용을 항상 알 수 있으므

로 교환된 ZigBee 패킷 내역과 비교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인

다. 만일 IoT 허브에서 기록한 로그가 캡처된 패킷과 일관성이 

없다면 어딘가에서 오작동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BLE 패킷의 해석. BLE의 패킷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기들이 BLE로 페어링하는 과정에서는 초기

에 short term key (STK)를 생성하는데, 이때 공격자가 키를 가

로챌 수 없도록 Diffie-Hellman key exchange[14]를 사용하기 때

문에 제3자는 이 키의 값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페어링 

과정의 나머지 부분의 패킷들은 모두 이 STK를 이용하여 암호

화되어 교환되고, 이 과정에서 이후 두 장치가 장기적으로 통신

에서 사용할 별도의 키가 교환되므로 그 값을 알아낼 수 없다.
따라서 BLE 패킷의 스니핑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

계가 있다. 그러나 값을 알아낼 수 없는 키를 통해 암호화되는 정

보는 각 패킷의 데이터 필드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필드

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암호화되지 않는 필드 

중에는 패킷의 종류 (write request, write response 등), 명령의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UUID), 그리고 service UUID 등이 

있고, BLE 프로토콜의 generic attribute profile (GATT)에 정의된 

값을 참조하여 각 패킷이 어떤 종류의 명령을 내린 것인지, 또는 

어떤 명령에 대한 응답을 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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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evel Control 패킷 집합

Fig. 3. Packet Set of Level Control

예를 들어, 특정 BLE 패킷에서 밝기 수준의 알아낼 수 없지만 해

당 패킷이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패킷이라는 것은 해석할 수 있다.
BLE beacon 패킷의 수집. BLE의 경우 구체적인 데이터 필드

의 값을 명령 패킷으로부터 직접 알아내지 못하는 대신 beacon 
패킷을 분석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기기에서는 

짧은 주기로 자신의 상태를 advertising하는 beacon 패킷을 전송

하는데, beacon 패킷의 데이터 필드는 암호화 되어있지 않으므

로 특정 명령이 내려진 전후의 상태 변화를 분석하여 각 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ED 장치의 밝

기가 명령 이전에 a였으나 명령 이후 b로 변한 것을 beacon에서 

확인했다면 그 명령의 내용은 b로 밝기를 조절하는 명령임을 

유추할 수 있다.
스마트폰 로그의 수집. 스마트폰에서의 로그는 스마트 어플

리케이션이 BLE 통신을 수행할 때마다 사용한 API에서 디버

깅용으로 남기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송한 패킷에 대한 요약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 명령의 구분

사용자가 명령을 발생시키면 스마트폰과 기기, 또는 IoT 허
브는 정해진 수순에 따라 패킷들을 발생시키고 그에 대한 로그

를 남긴다. 어떤 명령이 내려졌을 때 발생하는 패킷 및 로그의 

목록을 그 명령에서의 패킷·로그 집합이라고 부른다. 검증 프

로그램은 수집한 정보로부터 이러한 패킷·로그 집합들을 감지

하여 그 시점에서 내려진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하

고, 각 패킷이나 로그가 어떤 명령에 의해 발생했는지 알아내야 

한다. 즉, 명령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은 크게 명령

의 감지와 매칭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명령의 감지. 분석의 주 대상인 ZigBee 또는 BLE 패킷을 기

준으로 하여 명령을 감지하는 단계이다. 특정한 종류의 패킷은 

특정한 명령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떤 명령

의 패킷·로그 집합에 속한 패킷이 모두 캡처되었다면 그 명령

이 내려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령 C의 패킷·로
그 집합에 속한 패킷이 순서대로 P, Q, R이라고 할 때, P 패킷을 

찾은 경우 이후 Q와 R 패킷도 캡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모두 

존재하는 경우 명령 C가 내려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나의 패킷·로그 집합에 속한 패킷들이 항상 일정한 순서로 

캡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패킷이 모두 연속적으로 하나씩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sequence number를 가진 패킷

들이 병렬적으로 동시에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이다. 예를 들어 level control 명령은 그림 3과 같은 패킷 집합을 

가지고 있는데, IoT 허브는 첫 패킷인 ⓐ 패킷을 전송한 이후 응

답 패킷인 ⓑ 패킷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 패킷을 이어서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패킷의 발생순서는 ⓐ - ⓑ - ⓒ - ⓓ - ⓔ
일 수도 있고, ⓐ - ⓒ - ⓑ - ⓓ - ⓔ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순서로 패킷을 탐색해서는 명령을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할 수

도 있다. Packet Analyzer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서로 같은 

sequence number를 가진 패킷들을 그룹화하고 그룹별로 개별

적으로 탐색하여 명령을 구분한다. 그림 3의 예시에서 ⓐ, ⓑ 패

킷을 순서대로 먼저 찾은 뒤, ⓐ가 발생한 시간으로부터 다시 

ⓒ, ⓓ, ⓔ 패킷을 순서대로 찾는 방식이다.
매칭 프로시저. 감지된 명령 각각에 ZigBee 또는 BLE 패킷 

이외의 다른 로그들을 대응시키는 단계이다. 매칭 프로시저의 

목표는 크게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명령과 매칭하는 것”과 

“실제와 다른 명령에 매칭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매칭 프로시저에서는 로그를 기록하는 장치들 사이의 

timestamp 오차가 중요한 문제이다. 서로 다른 장치에서 로그를 

남기기 때문에 각각의 장치가 사용하는 시계가 서로 동기화되

지 않을 수 있어, 한 장치에서 시간 t에 기록한 로그가 실제로는 

시간 t+a에 기록한 로그일 수도 있다. 따라서 검증 프로그램에

서는 장치 사이의 timestamp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매칭을 수행한다.
반면에 오차를 너무 크게 허용하는 경우 실제와 다른 명령에 

잘못 매칭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만일 어떤 이유로 특정 명령

에 대한 로그가 남지 않았다면 그 로그는 수집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오차를 허용한 것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다

른 명령에서 남긴 로그에 매칭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오차를 허용하는 정도는 각 로그를 기록하는 장치의 동작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오차 허용은 패

킷·로그 집합에 속한 패킷들을 찾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2 Packet Analyzer의 설계

Packet Analyzer는 스마트 LED 장치를 대상으로 구현하였

다. IoT 허브로는 SmartThings Hub를 사용하였으며, 스마트폰

으로는 Galaxy S8을 사용하였고, 스마트폰에서는 SmartThings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였다. Packet Analyzer에서 분석하는 정

보는 모두 이 기기들 사이에서의 통신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며, 인식할 수 있는 명령은 SmartThings 어플리케

이션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네 가지 명령인 On, Off, 밝기 조절, 
색온도 조절이다. 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해 Python 3.8을 사용하

였고, PyQt5로 GUI를 구현하였다. SmartThings Hub의 로그를 

크롤링하기 위한 모듈로는 chromedriver[21]를 사용하였다.

1) 정보의 수집

스니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ZigBee 및 BLE 프로토콜을 인



스마트 IoT 기기의 동작 검증을 위한 패킷 분석 프로그램

893 http://www.dcs.or.kr

식할 수 있는 특수한 하드웨어와 펌웨어가 필요하다. ZigBee 패
킷의 스니핑에는 nRF52840 Dongle[15]과 nRF Sniffer for 
802.15.4[16]를 사용하였고, BLE 패킷과 beacon 패킷의 스니핑

에는 nRF52840 DK[17]와 nRF Sniffer for Bluetooth LE[18]를 

사용하였다. 패킷들은 모두 Wireshark[19]를 통해 수집하여 

JSON 형태로 저장한 뒤 Packet Analyzer에서 사용하였다.
ZigBee의 경우 각 명령을 수행한 직후 SmartThings Hub에서 

클라우드에 로그를 기록한다. 이 로그에서는 각 명령을 수행한 

시간, 명령의 종류, 그리고 값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정

보는 SmartThings Groovy IDE[20]에서 웹 페이지의 형태로 제공

되며, 이를 chromedriver를 통해 크롤링을 통해 정보를 받아온다.
스마트폰 로그는 SmartThings 어플리케이션에서 디버깅용

으로 남기는 것을 사용하였다. 로그의 종류는 ZigBee를 사용할 

때와 BLE를 사용할 때가 서로 다른데, ZigBee의 경우 명령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고 올바른 응답을 받았다는 정보를 확

인할 수 있으며, BLE의 경우 각 명령의 종류와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USB로 연결한 후 

Android 디버그 브리지 (adb)[22]의 logcat 기능을 사용하여 얻

어온 뒤 연관된 로그들만 필터링하여 수집하였다.

2) 명령의 구분

Packet Analyzer에서는 JSON으로 저장된 패킷 정보를 필터링 

하여 명령과 연관된 패킷들만을 사용한다. ZigBee 또는 BLE 패
킷 목록을 순서대로 탐색하며 각 명령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패킷을 발견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 범위 내의 패킷들

을 탐색하여 패킷·로그 집합에 속한 패킷들을 모아 그룹화한다. 
서로 다른 명령들의 첫 패킷이 같은 경우 두 명령에 대한 패킷·로
그 집합을 각각 탐색하여 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그룹화한다.

Hub의 로그 및 BLE의 스마트폰 로그와 같이 명령 하나당 하

나의 로그가 남는 경우에는 지정된 timestamp leniency 내에서 시

간상 가장 가까우면서 명령의 종류가 일치하는 그룹과 일대일 매

칭을 한다. ZigBee의 스마트폰 로그의 경우에는 명령 하나에 여

러 로그가 함께 남으므로 이들을 모두 찾아서 묶은 뒤 매칭한다.
BLE beacon 패킷의 경우에는 각 패킷이 명령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명령의 수행 전후로 상태가 바뀌는 것을 관

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연속적으로 같은 상태가 반복되는 패

킷을 모아 그룹화하고, 각 명령이 발생한 시간 전의 그룹과 후의 

그룹을 각각 찾아 둘을 모두 매칭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Ⅳ. 실험 및 평가

Packet Analyzer의 평가를 위해 4-1과 4-2에서는 스마트 LED 
장치의 여러 사용 케이스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SmartThings 어플리케이션에서 On, Off, 밝기 조절, 색온도 조

절 명령을 내리고 이때 발생하는 패킷과 로그를 분석하여 상황

에 맞는 판정을 내리는지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실외에

서의 조작 실험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은 모두 실내 (약 50cm 거

리)에서 진행하였다. 기기의 상태가 Off일 때에는 On 명령만을 

수행하였고, BLE 실험 중 상태 변화가 없는 명령 실험을 제외

한 모든 실험은 현재 상태와 다른 상태가 되도록 하는 명령만을 

수행하였다. 4-3에서는 Packet Analyzer가 패킷 정보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NG를 판정하고 문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4-1 ZigBee 검증 실험

ZigBee 검증 실험으로는 실외에서의 조작, 짧은 시간 간격의 

명령, 그리고 timestamp leniency 실험의 세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

다. 모든 실험은 네 가지 명령 중 임의의 명령을 무작위로 선택하

는 것을 반복하였다. 표 2에 ZigBee 검증 실험 결과를 기술하였다.

1) 실외에서의 조작

ZigBee의 통신은 스마트폰과 IoT 허브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

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외에서도 온전한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표 2의 실험 1의 결과는 스마트 IoT 기기와 약 30m 거리에

서 내린 명령을 Packet Analzyer가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짧은 시간 간격의 명령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경우 여러 

명령에서 발생한 패킷들이 서로 순서가 섞일 수 있다. 표 2의 실

험 2의 결과는 Packet Analyzer가 이러한 경우에도 각 패킷이 

어떤 명령의 일부인지 찾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Timestamp leniency 실험

로그 기록 장치와의 시간 오차가 크거나 불안정한 경우 

timestamp leniency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매칭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표 2의 실험 3은 IoT 허브의 로그가 일부 늦게 기록되

는 환경에서 timestamp leniency를 1초로 설정했을 때 일부 로

그를 매칭하지 못해 NG로 판단한 것을 보여주며, 실험 4에서는

timestamp leniency를 3초로 설정하여 모든 명령을 OK로 판정

한 것을 보여준다.

4-2 BLE 검증 실험

BLE 검증 실험으로는 실외 / 실내에서의 조작, 짧은 시간 간

격의 명령, 그리고 상태에 변화가 없는 명령에 대한 실험을 진

행하였다. 상태에 변화가 없는 명령에 대한 실험은 밝기 조절과 

색온도 조절만을 측정하였고, 나머지 실험은 모두 무작위 명령

을 사용하였다. 표 3에 BLE 검증 실험 결과를 기술하였다.

1) 실외 / 실내에서의 조작

표 3의 실험 1에서, BLE는 유효 거리가 약 10m로 짧기 때문

에 거리가 멀어지면 연결이 끊겨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어 실

외에서는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다. 대신 실험 2와 같이 실내에

서 실험했을 때에는 모든 명령에 대해 OK를 판정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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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짧은 시간 간격의 명령

짧은 시간 간격 (약 0.3초)으로 내리는 명령에 대해 beacon 
상태의 변화를 올바르게 매칭하는지에 대한 실험이다. 명령이 

전송된 후 기기의 상태가 변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

기에 Packet Analyzer에서는 명령이 내려진 시간 이후의 beacon 
패킷을 찾기 위해 명령 패킷의 시점보다 일정 시간 이후의 

beacon 패킷을 명령 후 상태로 인식한다. 이 여유 시간을 실험 

환경에서 0.5초로 설정했을 경우 실험 3과 같이 일부 명령을 

NG로 판단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연속된 두 명령이 기기의 

상태를 S에서 다른 상태 T로 바꾸었다가 다시 S로 만들 경우 

Packet Analyzer가 명령의 전후로 선택한 beacon 패킷의 상태가 

둘 다 상태 S에 대한 패킷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유 시간을 0.2
초로 변경하여 실험한 결과 실험 4와 같이 모든 결과가 OK로 

판정되었는데, 이 값은 실험 대상 기기의 동작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상태에 변화가 없는 명령

밝기 조절과 색온도 조절 명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현재 값

과 동일한 값으로 설정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실험 

5에서는 이러한 명령들만을 수행했을 때 beacon에 의해 판정을 

NG로 내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beacon을 판정 기준에 사

용할 경우 그 시점에 어떤 명령이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

거가 상태의 변화뿐이기 때문이다.

4-3 문제 분석 실험

캡처한 패킷 내역에 결함이 있을 때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

는 기능을 실험하였다. 실험을 진행한 기기와 환경에서 결함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기 어려운 관계로, OK로 판정된 정상적인 

패킷 캡처 내역의 일부 중요 패킷을 변조 혹은 삭제하였을 때의 

프로그램의 동작을 실험하였다.

그림 4는 정상적인 패킷 캡처 파일과 변조한 패킷 캡처 파일

을 각각 Packet Analyzer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

다. 변조한 패킷 캡처 파일에서는 세 번째의 Level 명령에서 요

구되는 Report Attributes 패킷과 Default Response 패킷을 삭제

하고, 여섯 번째의 Color Temperature 명령에서 요구되는 Read 
Attributes Response 패킷을 삭제하였다. 두 명령에 대해 모두 

명령 자체는 인식하였으나, 결여된 패킷이 있음을 인지하고 

NG로 판정하며 그 패킷이 어떤 패킷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

를 보고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Packet Analyzer는 명령을 구성

하는 패킷의 일부만으로도 어떤 명령이었는지 구분할 수 있으

며 문제점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함을 볼 수 있다.

그림 4. 정상 패킷 파일과 변조된 패킷 파일에 대한 보고서

Fig. 4. Report for a normal and a manipulated packet file

Exp. no. Details # of cmd. OK NG Command type

1 Outdoor commands (~30m distance) 100 100 0 random

2 Commands with short time interval 100 100 0 random

3 Timestamp leniency 1 second 100 87 13 random

4 Timestamp leniency 3 seconds 100 100 0 random

표 2. ZigBee 검증 실험 결과

Table 2. ZigBee verification test results

Exp. no. Details # of cmd. OK NG Command type

1 Outdoor commands (~30m distance) N/A N/A N/A random

2 Indoor commands 100 100 0 random

3 Commands with short time interval (wait time 0.5 seconds) 100 63 37 random

4 Commands with short time interval (wait time 0.2 seconds) 100 100 0 random

5 Commands that don’t change device status 100 0 100 level control, color control

표 3. BLE 검증 실험 결과

Table 3. BLE verification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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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 IoT 장치의 동작을 blackbox 형식으로 

검증하기 위한 ZigBee / BLE 패킷 분석 프로그램인 Packet 
Analyzer를 제시하였다. Packet Analyzer의 설계와 이 과정에서 

마주한 문제점들 및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실제 스마트 IoT 
기기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다양한 사용 

케이스에 대해 패킷을 비롯한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합리적인 OK / NG 판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패

킷 정보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찾아내어 문제의 원인을 파악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향후에는 제안하는 프

로그램이 IoT 기기 개발사의 검증 절차 및 A/S 과정에 적용되

어 다양한 검증 시나리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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