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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RFID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서 물류ㆍ유통 시스템을 비롯하여 향후 여러 산업

과 생활 전반에 사용이 증가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RFID 시스템의 보안성 향상을 위하여

정의한 배열과 진수변환 문자셋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리더와 태그 간 상호 인증을 위하

여 XOR, 해쉬 연산, shift 연산을 사용 하였다.

1. 서론

오늘날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

팅 기술과 상품은 미래의 IT산업 전반에 걸쳐 크게

영양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유비쿼터스 환경에 핵

심이 되는 기술 중 하나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다.

이러한 RFID 시스템의 구조는 태그(Tag), 리더

(Reader), 백엔드 서버(Back-end-server)로 되어있

으며, 작동원리는 리더의 인식 범위에 태그가 놓이

면 리더는 태그에게 질의를 보내고, 태그는 리더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서버는 다수의 리더로부

터 전송된 태그의 정보를 처리해준다.

서버와 리더는 안전한 채널통신이지만 태그와 리더

는 무선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채널통신

이다. 따라서 태그와 리더사이의 통신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가 설치된 곳을 통과할 때 그 물체

의 위치 정보 확인, 저장,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보

안 위협과 개인 정보 침해라는 역기능을 지니고 있

다.[1]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유

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RFID 상호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RFID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

과 기존의 인증 프로토콜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

안하는 상호인증 프로토콜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

2. 관련연구

2.1 RFID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RFID 시스템의 안전성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

리 할 수 있다.

1) 태그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2) 태그는 정당한 리더로 가장한 공격자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3) 태그가 리더에게 보내는 정보에 의해 위치추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4) 추적 방지를 위해서 태그소유자는 작동되는 태

그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한 리더로 가장

한 공격자에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5)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태그는 태그와 소유자간

의 장기간 연결을 피하기 위해 랜덤화가 가능해

야하고 쉽게 변경되어야 한다.

6) 접근권한에 의해 태그는 보호되어야 하고 불안전

한 채널의 통신이라면 암호화 되어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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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태그와 리더사이의 상호인증은 신뢰를 제공한다.

8) 중간자 공격과 스푸핑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9) 사이드 채널 공격 및 물리적공격에 대해 안전해

야 한다.[2]

2.2 RFID 암호학적 인증 프로토콜

2.2.1 해쉬락 기법

리더의 질의에 대해 태그는 ID를 해쉬한 metaID를

리더에 넘겨준다. Back-end-server에서는 metaID에

의한 ID를 찾아서 key값과 함께 리더를 통해 태그

에 전달한다. 태그는 이를 확인하고 자신의 ID를 리

더에게 전송한다. 하지만 ID와 key값의 도청이 가능

하고 스푸핑, 재전송 공격 등이 가능한 단점이 있

다.[3]

[그림 1] 해쉬락 기법

2.2.2 확장된 해쉬락 기법

난수 r을 생성한 태그는 자신의 ID와 함께 연접한

후 해쉬 연산을 한 h(ID||r)와 r을 함께 리더에게 보

낸다. 태그에서 리더로 보내지는 정보의 값이 항상

변하게 되는 기법이다.[4]

[그림 2] 확장된 해쉬락 기법

2.2.3 해쉬 체인 기법

서로 다른 두 개의 해쉬함수를 사용해서 매 세션마

다 태그의 응답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i번째 전송

되는 값이 노출되더라도 위치 추적에 안전하다. 하

지만 백엔드 서버에서 모든 si에 대해서 H와 G를 i

번 수행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해 계산이 늘어나는 단

점이 있다.[5]

[그림 3] 해쉬 체인 기법

3. 제안 프로토콜

3.1 용어 정리

UID : 태그의 아이디

K : 각각의 태그와 서버가 공유하고 있는 비밀 값

Sr : 리더가 생성한 랜덤 값으로 배열에서 정해진

행을 Left shift 값

St : 태그가 생성한 랜덤 값으로 배열에서 정해진

행을 Right shift 할 랜덤 값

Sdb : 서버가 생성한 랜덤 값으로 배열에서 정해진

행을 Left shift 할 랜덤 값

N : 리더에서 생성한 난수

3.2 배열 기법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FID 시스템에서 태그와 서

버 모두 문자를 진수 변환을 해 놓은 코드표인 문자

셋을 가지고 있다. 문자셋은 A∼Z 26글자, a∼z 26

글자, 숫자 0∼9 10글자, (,)콤마, (.)닷 2글자 모두

합쳐 64개의 글자가 서로 다른 조합으로 1개씩 나열

되어 있는 순서로써 Tag 마다 서로 다른 문자셋이

정의 되어 있다.

따라서 문자셋의 순서만 다르게 해주면 전체 사용

가능한 가지수는 64! 이며 1.2688693218588416410343

338933516e+89로써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수가 나온

다.

3.2.1 배열 생성

태그와 서버는 가로 세로가 각각 6바이트(byte)인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다.

2차원 배열의 모든 셀들은 총 64가지의 문자셋을

이용하여 랜덤하게 패딩 된다.

그림 4는 64가지의 문자를 이용하여 패딩한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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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랜덤하게 패딩된 2차원 배열

3.2.2 배열로 R1, R2 생성 방법

R1에 해당되는 값은 2차원 배열을 {Sr, St} shift 하

고 각 열을 XOR 한 결과 값이고, R2에 해당되는 값

은 {Sr, St, Sdb} shift 하고 각 열을 XOR 한 결과 값

이 된다. 그림 5는 {Sr = 3, St = 2} 일때 R1이 생성

되는 과정을 나타냈다.

[그림 5] R1이 생성되는 과정

각 글자당 6Bit씩 할당된 64가지 글자의 문자셋은

각 열의 값을 XOR 하여 R1 또는 R2 값을 구하는데

필요하다. 그림 6과 같다.

이 문자셋은 각각의 태그마다 서로 다른 순서를 가

지고 있으며, 서버는 모든 태그마다의 문자셋을 가

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태그들은 자신만의 문자셋

만을 알고 있다.

[그림 6] 진수 변환 문자셋

3.3 제안 프로토콜의 인증 과정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RFID Tag 인증 과정에 대

해 기술한다. 그림 7은 제안하는 RFID 인증 프로토

콜의 구성과 동작 과정을 보여주며,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인증이 이루어진다.

[그림 7] 제안하는 인증 프로토콜

1) 인식 범위 내에 태그가 존재하면 리더는 난수 값

N을 생성하고 랜덤 값 Sr과 함께 질의를 보낸

다.

2) 태그는 도청과 위치추적을 막기 위해 UID값과

리더로부터 받은 난수 N을 비밀 값 K로 각각 해

쉬 연산한 후 XOR 하여 hkey(UID)⊕hkey(N)를 리

더에게 보낸다.

3) 리더는 태그에게서 받은 값 hkey(UID)⊕hkey(N)를

백엔드 서버로 보낸다.

4) 백엔드 서버는 DB에 있는 UID값과 N값으로

hkey(UID)⊕hkey(N)를 계산하여 리더로부터 받은

값과 일치가 되면 해당 태그 배열에 정해져있는

Sdb값을 전송한다.

5) 리더는 백앤드 서버로부터 받은 Sdb 값을 태그에

게 보낸다.

6) 태그는 리더로부터 받은 Sdb 값을 임시저장소에

저장하게 된다. 과정 1에서 리더로부터 받은 Sr

값과 태그 자신이 생성한 St 값으로 배열을 shift

한 후 각 열을 XOR 하여 생성된 R1과 태그의

아이디인 UID, 난수 N, 비밀 값 K를 XOR 한

후 비밀 값 K로 해쉬 연산을 하여 나온 P와

XOR하게 된다. 이 값을 비밀 값 K로 해쉬 연산

을 한 hkey(R1⊕P) 와 St 값을 함께 리더에게 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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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더는 태그로부터 받은 hkey(R1⊕P), St 을 Sr과

함께 백엔드 서버로 보낸다.

8) 백엔드 서버는 리더로부터 받은 값으로 부터 태

그의 배열을 이용해 hkey(R1⊕P) 값의 일치

여부를 판별한다. 일치할 경우 자신이 생성한

Sdb 값과 Sr, St 값과 함께 shift 한 후 각 열을

XOR 하여 R2를 계산하고 P와 XOR 한다. 이

값을 비밀 값 K로 해쉬 연산을 한 hkey(R2⊕P)

을 리더에게 전송한다.

9) 리더는 백앤드 서버로부터 받은 hkey(R2⊕P)을 태

그에게 보낸다.

10) 태그는 과정 5에서 리더로부터 받은 Sdb를 이

용해 hkey(R2⊕P)를 계산하여 과정 9에서 받은

값과 일치 여부를 판별한다. 동일한 경우 상호

인증이 이루어진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증 프로토콜은 태그와 서

버가 미리 정의 및 공유한 배열과 진수변환 문자셋

을 기반으로, XOR 연산, shift 연산, 해쉬 연산을 사

용하였다. 각각의 태그는 서로 다른 문자셋을 가지

고 있으므로 악의적인 공격자는 유추하기가 어렵고,

태그의 UID노출을 막기 위해 비밀 값 K로 해쉬 연

산을 수행한 값과 리더에서 생성한 난수 값을 비밀

값 K로 해쉬 연산 후 XOR 하여 리더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재전송 공격, 스푸핑, 위치추적 공격에 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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