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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장치 간의 연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무선중심

의 근거리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이루는 무수히 많은 개체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개체간의 연결은 보안 취약

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보호 관점의 보안 요구사항이 도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과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RFID(무선주파수 식별자)를 이용한 인증기술을 중심으로 보안 서비스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기반기술인 보안 및 인증기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1. 서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전방위적인 기술을 응용하여 

구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시각에서 분류될 

수 있다. 이중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이루는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보안 및 인증기술을 분류하고 있다. 

보안및 인증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가지는 특징으로

부터 발생하는 보안 취약사항과,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보안 및 인증기술을 

응용하여 안전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적용에 기여한 

기술로서 기존의 바코드를 대신하여 기업 물류 활동에 중

대한 변화를 가져올 킬러 어플리케이션 및 유비쿼터스 네

트워크의 센서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있다. 예를 들어, 태그[2]가 부착

된 소비자의 물건에 대한 추적을 통해 소비자의 위치 추적

이 가능하며, 개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을 소비자 모

르게 비밀리에 목록화하여 악용할 수 있다. 또한 태그가 

출입 통제 시스템에 사용될 경우 악의적인 리더가 태그의 

정보를 쉽게 읽어 들이고, 여기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태그를 위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태그의 정보에 대

한 인증되지 않은 접근에서 비롯된다. 만약 태그의 메모리

에 민감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보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현재 RFID 에서의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연구의 일환으로 RFID 시스템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위해 kill tag, faraday cage, 방해 전파(active 

jamming), blocker tag 등과 같은 물리적레벨의 대응 기법

과 hash lock[1][3]등과 같이 암호 기술을 이용한 보호 기

법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 레벨의 보호 

기법이 아닌 암호 기술을 중심으로 한 RFID 에서의 보안 프

로토콜을 분석한다. 

이러한 보안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기

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진행

되는 노력 중 대표적으로 정형 기법이라는 연구가 있으며 

이는 정형 명세와 정형 검증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정형 명세는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동작 및 시스템

이 만족해야 하는 특성을 정형적인 표현방법을 이용해 모

델링하는 방법이고, 정형 검증은 정형적으로 명세된 시스

템을 대상으로 그 시스템이 정확한지 혹은 그 시스템의 요

구사항으로 주어지는 특성을 만족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증

명하는 방법이다. 

그 중 정형 검증은 정리증명과 모델체킹 기법으로 구분

되며, 전자는 BAN[8], GNY 와 같은 보안 로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논리식으로 시스템을 명세하고 정확한 논리 증명단

계로써 정확성을 증명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프로토콜의 

인증과정을 유한상태기계의 형식으로 모델링하고 그 모델

이 만족해야하는 요구사항이나 특성을 모델에서 만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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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검증도구를 이용해 자동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ESTEREL, Murphi, NRL protocol Analyzer[9]와 FDR[6][7]과 

같은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형검증 도구 중 FDR 이라는 모델체킹 

도구를 이용, RFID 보안프로토콜인 해쉬기반 프로토콜들

[3]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보안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해쉬기반 보

안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3 장에서는 프로토콜을 명

세하고 검증하기 위한 Casper[5] 및 FDR 도구에 대해 소개

하며, 4 장에서는 CSP[4], Casper 와 FDR 을 이용하여 해쉬-

언락킹 보안프로토콜의 분석 및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5 장

에서는 이러한 보안프로토콜의 취약성을 해결한 새로운 프

로토콜을 제안한다. 마지막 6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쉬 기반 보안프로토콜 

2.1 해쉬-락 스킴 

 

그림 1. 해쉬-언락킹 프로토콜 

 

  • 해쉬-락의 locking 프로토콜 

① 리더 R 은 랜덤한 키 key 를 선택하고, meta ID값으

로 hash( key)를 계산한다. 

② R 은 metaID 를 태그 T 에 기록한다. 

③ T 는 잠긴 상태(locked state)에 들어간다. 

④ R 은 ( metaID, key)를 저장한다. 

  •  해쉬 락의 unlocking 프로토콜(그림 1. 참조) 

① 리더 R은 태그 T 에게 T 의 metaID 를 질의한다. 

② R 은 데이터베이스에서 ( metaID, key)를 조사한다. 

③ R 은 T 에게 key 를 전송한다. 

④ 만약 hash( key)와 metaID 가 일치하면, T 는 잠긴 

상태에서 빠져 나온다(unlock). 

 

일방향 해시 함수의 역함수 계산 어려움에 기반한 해쉬-락 

스킴은 인가받지 않은 리더기가 태그 콘텐츠 읽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다. 위장(spoofing)은 방지하지 못하지만 탐지

는 가능하다. 공격자는 태그에게 metaID 를 요구한 후에 재

생 공격(replay attack)에서 합법적 리더기에게 태그를 위

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합법적 리더기는 위장된 태

그에게 키를 주게 된다. 그러나 리더기는 태그의 콘텐츠

(일반적으로 태그의 ID)를 체크하여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적절한 metaID 인지를 검증할 수 있다. metaID 가 

부적절한 경우, 리더기는 적어도 위장이 발생했음을 경고

할 수 있다. 해쉬-락 스킴은 태그에 해시 함수의 구현만을 

요구하고, 백앤드에 키관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조건

은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방식에서는 metaID 가 식별자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자 

추적(tracking of individual)이 가능하다. 

 

 2.2 랜더마이즈 해쉬-락 스킴 

 
그림 2. 랜더마이즈 해쉬-언락킹 프로토콜 

 

해쉬-락기법에서 가능한 사용자 추적을 방지하기 위한 방

식이다. 태그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한 질의에 대하

여 예상 가능한 응답을 하지 않지만, 합법적인 리더기에 

의해서는 여전히 식별 가능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 기법에

서는 태그에 일방향 해시 함수와 난수발생기(PRNG)가 구축

되어있어야 한다. 합법적인 리더기는 태그를 스캔하기전에 

“knows what she owns”를 가정한다. 태그를 lock 상태로 

만드는 것은 프로토콜이 필요 없는 간단한 과정이나, 태그

를 unlock 상태로 하는 프로토콜은 필요하다. 태그를 

unlock 상태로 하는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그림 2. 참

조). 

 

① 리더 R은 태그 T에게 질의를 보낸다. 

② T 는 랜덤한 난스(nonce)R 을 생성하고, hash(ID || R) 

값을 계산한다. 

③ T 는 R 에게 (R, hash( ID || R))을 전송한다. 

④ R 은 모든 알려진 IDi 값에 대해 hash(IDi || R) 

을 계산한다. 

⑤ 만약 hash(IDi || R) == hash(ID || R)을 만족하는 

IDi 를 찾는다면, R 은 T에게 IDi 를 전송한다. 

⑥ 만약 IDi 와 ID 가 일치한다면, T 는 잠긴 상태에서 빠

져나온다. 

 

이 방식은 초당 100~200 개의 태그를 읽어야 하는 많은 개

수의 태그를 소유한 환경에서는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상

대적으로 적은 수의 태그 사용자를 갖는 환경에서는 가능

한 방식이다. 소매 상점은 일반 사용자에 비해서 위치 프

라이버시와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소매 상인들은 해쉬-락 

기법을 적용하고,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랜더마이즈 해

쉬-락 기법을 적용한다. 한 가지 문제는 합법적인 리더기

들이 어떻게 그들의 태그를 알게 되느냐는 것이다. 물건이 

팔렸을 때, 그것의 ID 도 반드시 같이 전송되어야 한다. 그

렇지 않으면 새로운 소유주가 태그를 읽을 수 없다. 새로

운 소유주가 자신의 태그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식이 

printed master key 를 사용하는 것이다. 위 방식이 충분히 

현실적이지만 이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 이는 일방향 

함수의 정의가 역함수 계산의 어려움만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ID 비트가 노출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다 강

한 프리미티브의 사용이 가능하다. 각 태그는 리더기와 유

일한 비밀키를 공유한다고 하고, PRF(Pseudo-Random 

Function) 앙상블(ensemble)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이론

적으로 ID 비트 노출 방지가 가능하다. 구현상의 문제로 

PRF 앙상블을 대칭키 암호화보다 아주 적은 자원으로 구현 

가능하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PRF 앙상블의 최소 하드웨

어 복잡도는 open problem 이다. 

 

3. CSP, Casper and FDR 

 3. 1 CSP(Communicating Sequential Process)[4] 

 CSP 는 프로세스 알제브라 언어로서, 병렬성을 갖는 통

신프로토콜의 동작을 효율적으로 명세하기 위한 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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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일반 통신 프로토콜 및 제어 시스템의 명세를 위해 

사용되어졌으나, 점차 보안 프로토콜의 명세를 위한 영역

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CSP 에서 제공하는 pure 

synchronization(|||)과 Interleaving parallelism(||) 개

념을 사용하여 분산 시스템 환경하에서 동작하는 클라이언

트 서버와 공격자 모델을 정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

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분산시스템 환경하에서 동작하

는 보안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표현할 수 있다. 

 

SYSTEM = CLIENT1 ||| CLIENT2||| SERVER || INTRUDER 

 

3.2 Casper(A Compile for the Analysis of Security  

Protocols)[5] 

 CSP 와 FDR 을 이용한 보안프로토콜 명세시 명확하고 세

부적인 표현에 있어 machine-based 이 아닌 수작업에 전적

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매우 방대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비용 대 효과면에서 다소 비효율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한 도구로서 추

상적인 표현만으로 CSP 명세소스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개

발도구가 바로 Casper 이다.  

 

3.3 FDR(Failure Divergence Refinement)[6] 

모델체킹 도구로서, CSP 언어로 생성된 파일을 통해 구현된 

보안 모델에 대해 비밀성, 인증성과 같은 보안 속성의 만

족여부를 체킹하는 도구이다. 이를 통해 해당 속성을 만족

시키지 못할 경우 반례를 보여주어, 공격 시나리오의 가능

형태를 분석해 준다. 즉 보안 프로토콜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인 비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와 같은 보

안속성의 만족여부에 대한 검사 도구이다. 

 

4. Casper/FDR 을 이용한 해쉬-언락킹 프로토콜 분석 

및 결과 

 4.1 해쉬-언락킹 프로토콜 분석 

본 논문에서는 해쉬-언락킹 프로토콜을 모델체킹 도구를 

이용해 모델링하였는데 그림 3 은 해쉬-언락킹 프로토콜을 

Casper 표현방식으로 모델링한 것으로 8 가지 항목 중 자유

변수 영역과 프로토콜 기술영역, 침입자 영역에 대한 표현

이다. 

 

#Free variables 
R, T : Agent 
DB: Server 
key : SessionKey 
Id : Text 
InverseKeys = (key, key) 
H : HashFunction 
 
#Protocol description 
0.     -> T  : R 
1.  T  -> R  : (H(key)) % metaID 
2.  R  -> DB : metaID % (H(key)) 
3.  DB -> R  : key, Id 
4.  R  -> T  : key 
5.  T  -> R  : Id 
 
#Intruder Information 
Intruder = Mallory 
IntruderKnowledge = {Tag, Reader, DataBase} 

그림 3 . Casper 를 이용한 해쉬-언락킹 프로토콜 명세 

먼저 자유변수 영역에서, R 은 리더, T 는 태그로서 각각 

Agent 로 나타내고, DB 는 백엔드 서버의 역할을 한다. key

는 Session 키, Id 는 Tag 의 정보를 표현하고, 

InverseKeys 는 Session 키에 대한 암호화 복호화를 표현하

며, H 는 해쉬함수를 뜻한다. 다음으로 프로토콜 기술 영역

은 해쉬-언락킹 프로토콜을 명세한 부분으로 여기서 % 표

현은 메세지 1 에서 T 가 H(key) 값을 metaID 로서 수신자인 

R 에게 복호화의 목적이 아닌 단지 다른 수신자 DB 에게 전

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메세지 2 에서 이 메세

지가 DB 에게 전달되어 복호화된다. 마지막으로 침입자 영역

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4.2  해쉬-언락킹 프로토콜 검증 결과 

해쉬-언락킹 프로토콜에서는 metaID 의 값을 중간자 공

격 및 재생 공격에 이용함에 따라 태그 정보의 노출 및 추

적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더기와 태그의 인증

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를  Casper script 를 

이용하여 명세하기 위해 해쉬-언락킹 프로토콜의 두 개체

간 사용된 정보에 대한 비밀성과 개체간 상호 ID 에 대한 

인증을 만족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ecret(R, key, [T]) 

Secret(R, Id, [T]) 

Agreement(T, R, [Id, key]) 

 

첫번째 표현은 “R 은 key 정보를 오직 T 와만 알고 있

다”라고 풀이할 수 있고 두번째 표현은 “R 은 Id 정보를 

오직 T 와만 알고 있다”로 풀이할 수 있다. 세번째 표현은 

“T 는 Id,key 정보를 통해 R 로부터 자신의 개체를  인증

받는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모델 체커를 이용해 비밀성과 개체인증 속성의 만족여부

를 확인한 결과 첫번째 표현에서 R 이 전달하는 key 에 대

해 T 와의 비밀성 속성을 만족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결국 

두 개체간의 데이터가 누설되었다. 또한 Id 의 정보도 비밀

성 속성을 만족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속성인 개체 인증에

서도  Id, key 의 정보를 이용해 두 개체간의 인증에 실패

했다. 

위 비밀성 요구사항의 반례에 대해 FDR 의 interpret 기

능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0.          ->    Tag     : Reader 

1.   Tag    ->  I_Reader  : H(Key) 

2.  I_Tag   ->  DataBase  : H(Key) 

1.  I_Tag   ->   Reader   : H(Key) 

3. DataBase ->   I_Tag    : Key, ID 

2.  Reader  -> I_DataBase : H(Key) 

Reader believes ID is a secret shared with Tag 

The intruder knows ID 

그림 4. FDR 을 이용한 반례의 분석결과 

 

T 가 R 에게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을 했다고 간주했으나 

I_Reader 에 의해 H(key)정보가 노출되었다. 결과적으로 문

제점은 T 의 metaID 정보는 중간자 공격에 이용되었으며, 

또 다른 공격시나리오로서 R 입장에서 T 로부터 정상적인 

데이터를 전송받았다고 간주했으나, I_Tag 나 I_DataBase

와 같은 악의적인 개입이 가능했다. 이러한 해쉬-언락킹 

프로토콜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던 부분은 태그 내에 저장

된 정보를 해쉬 기반기법으로 태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

생되었으며 이는 태그의 정보를 인증된 리더기에 의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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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에 접근함으로써 태그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간자 공격과 재생공격을 방지할 수 있었다. 즉 

리더기는 태깅하고자 하는 태그로부터 랜덤한 값을 받아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인증을 받고 이 데이터 베이스는 리

더기와 태그에게 각각 인증코드와 태그 정보를 부여한다. 

이렇게 인증코드를 부여받은 리더기는 태그에게 인증을 요

청하고 태그는 허가된 인증코드를 확인함으로써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받은 태그정보를 리더기에게 제공함으로써 해

쉬 기반 기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5. 해쉬기반 프로토콜의 취약성을 수정한 제안프로

토콜 

 
그림 5.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안프로토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인증이 이루어지며 앞서 

언급된 취약성은 인증과정에서 도입된 2 가지 기술에 의해 

극복할 수 있다. 

 

메시지 1. 리더의 식별자, 태그의 식별자를 익명의 값으로 

처리된 값, 태그의 식별자를 데이터베이스와의 세션키값으

로 암호화하여 리더에게 전송한다. 

메시지 2. 태그로부터 전송받은 값이 메타값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데이터베이스에게 재전송만 가능하고 데이

터베이스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태그의 식별자와 리더의 식

별자를 익명으로 처리한 값,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의 세

션키를 전송한다. 

메시지 3. 데이터베이스는 리더와 태그로부터 전송받은 각

각의 세션키값을 배타적합을 통해 리더에게 전달하고 리더

는 SKeyR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SKeyT 값을 복호화 할 수 

있게된다. 

메시지 4. 태그의 세션키 값으로 리더의 식별자를 암호화

하여 태그에게 전송하며 이를 통해 태그는 리더를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위 프로토콜에서는 2 가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다.  

 

1. 메시지 1 과 2 에게 태그와 리더가 각각의 식별자를 

Privacy 라는 통신참여자의 식별자를 파라미터로 하여 익명

의 값을 출력하는 함수를 이용한 기술로써 각각의 프라이

버시를 노출시키지 않고자하였다.  

2. 태그에게 리더의 안전한 인증을 위해 사전에 리더와 태

그가 데이터베이스와 세션키를 각각 설정하고, 데이터베이

스는 리더에게 배타적합 (Exclusive-or) 기술을 이용하여 

리더로부터 태그의 세션키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하여 자신

의 식별자를 암호화하는데 이용함으로써 태그로부터 인증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유비쿼터스환경에서 RFID 보안프로토콜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RFID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암호 기술

을 분석하였다. RFID 환경을 위한 암호 기술로 키설정 기술 

및 개발된 보안 프로토콜 기술을 분석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

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대칭적인 세션키 기반 경량화 보안프로토

콜의 설계 및 검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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