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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WSN의 센서 노드는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보안상의 취약성을 가지며 공격자는 쉽게 임의의 데이터를 삽입하는 허위 데이터 

주입 공격을 할 수 있다. WSN에서는 이러한 공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허위 데이터를 가능한 빨리 여과해야 한다. 허위 데이

터 주입 공격을 탐지하는 기법으로 동적 여과 기법이 제안되었는데 이 기법은 초기 분배된 비밀키에 대한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공격에 계속 노출될 경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효율적인 키 재분배를 통

해 허위 데이터를 빨리 감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전달 노드에서 허위 데이터가 탐지되면 정의된 알람 메시지를 통

해 베이스 스테이션에 보고되고 키 재분배를 수행하여 더 효율적으로 허위 데이터를 감지한다. 그러므로 제안 기법은 기존 기법

과 비교하였을 때 허위 데이터를 조기에 감지하고 전체 네트워크의 에너지를 절약한다.

키워드: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 허위 데이터 주입 공격(False Data Injection Attack), 동적 
여과 기법(Dynamic En-route Filtering scheme), 키 재분배(Key Re-dissemination)

I. Introduction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 이하 WSN)는 

제한된 자원(연산능력, 메모리, 전력, 단거리 무선 통신 등)을 가진 

다수의 소형 센서 노드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지 노드(Base Station; 
이하 BS)로 구성된다[1]. 센서 노드는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공격자에

게 쉽게 포획 또는 손상되는 보안상의 취약성을 가진다. 이러한 취약성

으로 공격자는 쉽게 임의의 데이터를 삽입하는 허위 데이터 주입 

공격(false data injection attack)을 할 수 있다. 이 공격의 피해는 

잘못된 알람을 일으키고 데이터 전달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를 일으켜 

네트워크 수명을 감소시킨다. 제한된 자원을 갖는 WSN에서는 이러한 

공격이 치명적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공격을 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격을 탐지하는 기법으로 동적 여과 기법(Dynamic En-route 
Filtering scheme; 이하 DEF)이 제안되었다[2]. DEF는 초기에 분배

된 비밀키에 대한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공격에 

계속 노출되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제안 기법은 효율적인 키 재분배 방법을 통해 허위 데이터의 빠른 

감지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II장에서 

기존 기법인 DEF를 소개하고 제안하는 기법의 동기를 언급한다. 

III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IV장에서 본 연구의 

기여를 제시한다.

II. Background

1. DEF

DEF는 허위 데이터 주입 공격을 효율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법이다. DEF는 3단계 과정을 가진다. 배포 전 단계에서 BS는 

해쉬 함수를 사용해 인증키를 생성하는 seed키와 키 풀에서 임의로 

선택된  개의 비밀키를 각 센서에 분배한다. 배포 후 단계에서 

각 노드는 자신의 비밀키로 인증키를 암호화하여 클러스터 헤드

(Cluster Head; 이하 CH)에 전송한다. CH는 노드들에게 받은 암호화

된 인증키를 취합해 미리 정해진 일정 홉 수만큼 전달한다. 수신한 

노드는 메시지의 비밀키 인덱스를 비교하여 자신의 비밀키와 일치하는 

것이 있으면 복호화하고 인증키를 저장한다. 여과 단계에서 CH는 

취합된 데이터와 인증키를 전달 노드에 전송한다. 수신한 전달 노드는 

자신의 인증키로 인증키 메시지와 취합된 데이터를 검증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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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노드에 검증 결과를 전달한다.

2. Motivation

기존 기법에서 키 노출을 통해 공격이 발생할 경우 네트워크의 

센서들은 키 재분배를 통해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때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재분배하면 많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있다. 따라서 제안 기법은 효율적인 키 재분배를 통해 허위 

데이터 주입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Assumptions

BS는 허위 데이터가 전달 노드 상에서 탐지될 때마다 보고 받는다. 
보고받는 메시지는 알람 메시지(alert message)로 정의하였고 소스 

클러스터 ID, 검증 클러스터 ID, 검증 키 Index를 가진다. 소스 

클러스터 ID는 허위 데이터 발생 클러스터를 말하며, 검증 클러스터 

ID는 허위 데이터 탐지 클러스터를 말하고 검증 키 Index는 검증한 

키의 Index이다. BS는 모든 라우팅 경로를 알고 있다. 키 재분배 

시점은 미리 정의된 임계값을 넘었을 때 수행하고, 임계값의 적절한 

선택은 향후 연구 과제이다.

2. The Proposed Scheme

Fig 1은 키 재분배를 통한 허위 데이터 탐지를 보여준다. 전달 

노드는 허위 데이터를 탐지할 때 알람 메시지를 BS에게 전송한다. 
BS는 허위 데이터 발생 임계값에 도달하면 키 재분배를 실행한다. 
BS는 모든 노드의 키를 알고 알람 메시지를 통해 소스 클러스터를 

알 수 있으므로 그 클러스터의 비밀키와 동일한 키를 생성한다. BS는 

소스 클러스터의 다음 노드에 생성한 키를 전달한다. 배포 후 단계를 

통해 공격 발생 클러스터의 인증키들은 다음 홉 전달 노드에서 해당하

는 비밀키가 존재하므로 인증키를 저장한다. 소스 클러스터에서 허위 

데이터 주입 공격이 발생하면 다음 노드에서 MAC을 검증하여 허위 

데이터 유무를 조기 탐지한다.

Detection of false data by key re-dissemination

IV. Conclusions

기존 DEF에서는 10홉 이내에 90% 확률로 허위 데이터를 탐지한다

[2]. 제안 기법은 DEF 탐지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며 소스 클러스터와 

한 홉 내에서 검증될 확률을 상승시켰다. 따라서 제안한 키 재분배 

기법을 통해 기존 기법보다 허위 데이터를 조기 탐지하고 전송되는 

홉 수를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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