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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센서 노드는 제한적인 하드웨어 성능과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수시로 변하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

기 때문에 유선 네트워크보다 보안이 취약하다. 보안을 강화하는 기법 중 노드 인증 메커니즘은 노드의 ID를 이용한 데이터

위변조 공격이나 네트워크의 라우팅을 방해하는 라우팅 공격을 방어하는 데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스 스테이션이 인증

요청을 하는 노드의 시간에 따른 에너지 값을 이용해서 인증키를 생성하고, 다른 노드와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 절차를

수행하는 AM-E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노드의 에너지 값은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인증 요청을 할 때마다 인증키가 바뀌는 특

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은 센서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WSN을 구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Abstract

Sensor nodes in wireless sensor networks are vulnerable to security than wired network due to using limited hardware

performance and wireless communications that network topology changes frequently. Among techniques to enhance the

security, the node authentication mechanism is used to defend against data forgery attacks using the ID of the node or to

interfere with the routing of the network routing.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AM-E mechanism that makes

authentication key by using the energy value of node requesting authentication and performs the communication procedures

for data transfer between different nodes. Because the energy value of node is changed depending on time, every time the

authentication request is, an authentication key is changed. These features enhance the security of sensor networks and

will help to configure the more secure W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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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온도, 조도, 풍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수의 센서 노드들이 무선으로 통신하도록 구

성된 네트워크이다. 각 센서 노드는 무선으로 통신하며,

정형화된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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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 사항인 기밀성과 무결성을 제공하지 못하므

로 유선 네트워크보다 더욱 다양한 보안 취약성이 존재

한다. 센서 노드의 ID 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위변

조하는 공격이나 공격자가 센서 노드의 ID 정보를 위장

하여 센서 네트워크의 라우팅을 방해하는 공격을 방어

하기 위해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노드 인증 메커니

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각 센서 노드의 에너지 갑을 이용한 AM-E

(Authentication Mechanism using a Node's Energy in

Wireless Sensor Network)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AM-E 메커니즘은 베이스 스테이션이 인증 요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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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드의 시간에 따른 에너지 값을 이용해서 인증키를

생성하고, 다른 노드와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 절

차를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 장에서는 센서 노

드의 ID와 시간에 따른 노드의 잔량 에너지 값을 이용

한 AM-E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Ⅲ 장에서는 제안한

AM-E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Ⅳ 장은 본 논문의 결론

및 향후 과제이다.

Ⅱ. AM-E 메커니즘

1. 기존의 노드 인증 메커니즘

안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고

려해야 할 사항은 노드 인증과 암호화 통신에 사용되는

암호화키(Cryptographic key)를 분배하는 것이다.

가. 대칭 키(Symmetric key)

대칭키 암호 방식은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센서 노드가 단일키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노드로부터 단일키가 노출이 될 경우, 센서 네트워크

전체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는

랜덤-키 사전 분배(Random-Key Predistribution) 기법
[1], -합성수 랜덤 키 사전 분배(-composite random

key predistribution scheme) 기법[2], Bloom의 키 사전

분배 기법
[3]
등이 있다.

나. 공개키(Public key)

공개키 인증 방식은 RSA 또는 ECC와 같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두 노드가 직접 안전하고 신

뢰성 있도록 키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공개키 알고리즘

에는 각 노드들이 자신의 고유의 공개키와 비밀키를 쌍

으로 가지고 있으며, 키를 생성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공개키와 자신의 비밀키를 사용하여 두 노드 사이에 공

유되는 키를 생성한다.

다. SPINS

      (Security Protocols for Sensor Networks)[4]

보안 프로토콜인 SPINS
[4]
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UC 버클리에서 개발한 보안

프로토콜이다. SPINS[4]는 SNEP(Secure Network

Encryption Protocol)과 -TESLA(the “micro” version

of Timed, Efficient, Streaming, Loss-tolerant

Authentication Protocol)로 구성되어 있다. SNEP은 데

이터의 기밀성(confidentiality), 인증(authentication), 무

결성(integrity)teg적시성(freshness) 기밀공하는 일대일

통신이고, -TESLA는 베이스 스테이션(base station)

으로부터 인증된 브로드캐스트(broadcast)를 제공한다.

2. 기존의 노드 인증 기법들의 장단점 분석

대칭키 인증 기법의 인증키 생성 주체는 상호 노드이

다. 즉, 두 노드가 대칭키를 가지고 상호 간 인증을 한

다. 장점은 비교적 간단한 인증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며, 단점은 노드가 증가함에 따라 인증키가 증가하게 되

어 이에 대한 키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공개키 인증 기법의 인증키 생성 주체는 싱크 노드

(또는 베이스 스테이션)이다. 즉, 싱크 노드가 공개키를

사용하여 센서 노드를 인증한다. 장점은 공개키 연산

수행을 싱크 노드(또는 베이스 스테이션)가 하여 센서

노드의 연산 오버헤드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단점은 노

드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이 필요하고, 인증기관에서 발

행하는 인증서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TELSA 인증 기법의 인증키 생성 주체는 동기화

된 싱크 노드이다. 즉, 동기화된 싱크 노드와 센서 노드

간 일정 시간 간격에 맞추어 인증키를 송수신한다. 장

점은 해시 체인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인증을 한

다는 것이다. 단점은 인증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키

인증키

생성 주체
장점 단점

대칭키

인증기법
상호 노드 간단한 인증 구조

인증키 증가에

따른 키 관리로

효율성 저하

공개키

인증기법
싱크 노드

싱크 노드의

공개키 연산

수행으로 센서

노드의 연산

오버헤드 감소

노드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과

인증서의 저장

공간이 필요

SPINS

인증기법

시간이

동기화된

싱크 노드

해시 체인을 이용

인증지연 시간과

키 체인의 저장

공간이 필요

표 1. 인증 기법들의 장단점

Table 1. Strengths and weaknesses of certific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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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1은 이러한 인증 기법들의 장단점을 요약한 것이다.

기존의 노드 인증 메커니즘을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서 적용하고자 할 때, 각각의 특징에 따른 제약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노드 인증 메커니즘의 개선이 필요하다.

3. 제안하는 AM-E 메커니즘

본 절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를

인증하는 AM-E(Authentication Mechanism using

Node's Energy in Wireless Sensor Network) 메커니

즘을 제안한다. AM-E 메커니즘은 베이스 스테이션

(base station)이 인증 요청을 하는 노드의 에너지 값을

이용해서 인증키를 생성하고, 이를 인증 요청한 노드에

게 전송함으로써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가. AM-E 메커니즘의 네트워크 모델

제안하는 AM-E 메커니즘은 하나의 베이스 스테이

션과 다수의 노드로 구성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노드는 베이스 스테이션에게 인증키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베이스 스테이션의 인증 과정을 통해 인증키

를 받은 후 통신에 참여한다.

베이스 스테이션은 인증을 위한 키 생성, 암·복호화

등의 연산을 처리한다. 이는 많은 연산 처리 과정으로

인한 노드의 연산 오버헤드를 줄이게 한다. 노드의 인

증키 요청 메시지를 통해 인증키 생성 과정을 수행하여

인증키를 생성한다.

제안하는 AM-E 메커니즘은 아래의 요구사항을 만

족한다고 가정한다.

-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베이스 스테이션은 인증 프

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 베이스 스테이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네트워크 내

에 있는 노드의 ID 정보가 사전에 저장되어 있다.

- 노드는 네트워크에 진입 시 베이스 스테이션에게

인증을 요청한다.

- 라우팅 보안(secure routing)은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나. 인증키 메커니즘

인증키 메커니즘은 인증키 생성, 인증키 분배, 인증키

갱신 단계를 수행한다.

(1) 인증키 생성

베이스 스테이션은 인증 요청한 노드가 전송한 정보

를 이용하여 개인키와 인증키를 생성한다. 표 2는

표기 정의

Calculate 와 
를 계산

Search 베이스 스테이션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Verity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Ignore 다음 과정의 진행을 무시

Save 베이스 스테이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Send to  에게 전송

 의 


 의 이전 잔량 에너지 값


 의 현재 잔량 에너지 값

 의 타임스탬프(time stamp)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값

 True

 False

 의 개인키

 의 인증키

 해시 함수(hash function)

 ⋯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

표 2. AM-E 메커니즘의 명령 및 변수 정의

Table 2. AM-E mechanism of the command and

variable definitions.

그림 1. 인증키 생성 알고리즘

Fig. 1. Authentication key gener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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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 메커니즘에서 사용하는 명령 및 변수의 정의이고,

그림 1은 AM-E 메커니즘의 인증키 생성 알고리즘이다.

베이스 스테이션은 노드가 전송한 인증키 요청 메시

지로부터 노드의 을 얻는다. 노드의  정보가

베이스 스테이션의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면 해당 노드의

인증키 요청 메시지를 무시한다. 노드의  정보가

베이스 스테이션의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 수식 (1)과

수식 (2)을 이용하여 인증키를 생성한다.

수식 (1)은 노드의 와 노드의 현재 잔량 에너지

값 
 을 XOR 연산을 한 후 해시 함수를 통해 노드

의 개인키를 생성하는 식이다.

   ⊕
  (1)

수식 (2)은 생성한 개인키 와 노드의 현재 잔량

에너지 값 
 을 XOR 연산을 한 후 해시 함수를 통

해 인증키를 생성하는 식이다.

  ⊕
  (2)

(2) 인증키 분배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생성된 인증키는 그림 2와 같

은 분배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2. 인증키 분배 절차

Fig. 2. Authentication key distribution procedure.

① 인증 요청

노드는 자신의 와 이전 잔량 에너지 값 
 의

XOR 연산을 한 값과 현재 잔량 에너지 값 
 , 타임

스탬프 로 구성된 인증 요청 메시지를 베이스 스

테이션에게 전송한다.

노드→베이스 스테이션 

⊕
   

  

② 노드 정보 검색

베이스 스테이션은 수신한 인증 요청 메시지를 이용

하여 노드의 와 이전 잔량 에너지 값 
 을 데이

터베이스에서 검색한다.

베이스 스테이션    
 

③ 노드 정보 확인

데이터베이스에 인증 요청한 노드의 정보가 확인되

면 인증키 생성 절차를 수행한다.

베이스 스테이션    
 

④ 인증키 생성

노드의 와 현재 잔량 에너지 값 
 를 XOR

연산을 한 후 해시 함수 를 통해 노드의 개인키

를 생성한다. 생성한 개인키 와 노드의 현재

잔량 에너지 값 
 를 XOR 연산을 한 후 이를 해시

함수를 통해 인증키 를 생성한다.

베이스 스테이션      ⊕
 

    ⊕
 

⑤ 저장

베이스 스테이션은 생성한 노드의 개인키  , 인

증키  , 현재 잔량 에너지 값 
 , 타임스탬프

을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여 저장한다.

베이스 스테이션       
  

⑥ 인증키 발급

베이스 스테이션은 인증 요청을 한 노드에게 생성한

노드의 개인키 와 인증키 를 전송한다.

베이스 스테이션→노드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베이스 스테이션은 생성한 개

인키와 인증키를 노드에게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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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키 갱신

인증키 갱신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지 않고, 각

각의 노드가 베이스 스테이션에게 새로운 인증키 정보

요청을 할 때 수행한다. 이는 인증키 갱신에 따른 네트

워크에 속한 모든 모드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

고,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키 갱신을 통한 전체 네트워

크의 키 정보에 대한 동기화를 지양한다. 또한 각 노드

마다 데이터를 전달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키 갱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일부 경로에서의 키 정보 노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키 정보의 보안성을 강화한다.

다. 노드 인증 메커니즘

AM-E 메커니즘을 이용한 노드-to-노드 인증은 베

이스 스테이션으로부터 상대 노드의 인증 정보를 요청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네트워크 내

의 다른 노드와의 통신을 원할 경우, 노드 인증을 위한

그림 3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그림 3. 노드 인증 절차

Fig. 3. Node authentication procedure.

① 노드B의 정보요청

노드A가 노드B와 통신을 원할 경우, 노드B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베이스 스테이션에게 전송한

다 .노드A의 인증키 와 노드B의 를 XOR 연

산한 값과 현재 잔량 에너지 값 
 , 타임스탬프

와 함께 전송한다.

노드→베이스 스테이션 

⊕ 
  

② 검색

베이스 스테이션은 노드A가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인

증키 와 노드B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다.

베이스 스테이션    

③ 확인

인증키 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노드이면, 데이터

베이스에서 노드A가 요청한 노드B의 개인키 를

확인한다. 만약 인증키 가 발급되지 않은 노드이

면, 이후의 과정은 수행하지 않는다.

베이스 스테이션  

④ 노드B의 정보 전송

베이스 스테이션은 노드B의 개인키 를 노드A

의 현재 잔량 에너지 값 
 를 XOR 연산하여 노드A

에게 전송한다.

베이스 스테이션→노드 

⊕
 

⑤ 데이터 전송

노드A는 노드B의 개인키 를 이용하여 메시지

를 전송한다. 노드B의 개인키 로 전송한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노드A의 개인키 와 타임스탬프 

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노드B는 노드A의 개인키 

를 획득한다.

노드 →노드  
 

⑥ 데이터 응답

노드B는 노드A에게 데이터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노드B는 획득한 노드A의 개인키 를 이용하여 데

이터 응답을 암호화하고, 타임스탬프 와 함께 전송

한다.

노드→노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노드-to-노드 인증을 한다.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부터 인증 여부를 확인받은 노드는

상대 노드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통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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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M-E 메커니즘 분석

본 장에서는 AM-E 메커니즘의 성능을 비용 측면과

보안성 측면을 분석하여 SPINS
[4]
와 비교한다.

1. 비용(cost) 분석

본 절에서는 AM-E 메커니즘의 비용을 분석한다.

AM-E 메커니즘의 인증키 생성 비용과 인증키를 발급

받은 노드가 다른 노드에게 데이터 전송할 때의 통신비

용을 SPINS[4]와 비교하였다.

가. 네트워크 및 시스템 환경

네트워크 환경은 × 영역에 100개의 센

서 노드와 한 개의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구성하였고,

센서 노드는 그리드(grid) 구조로 배치하였다. 센서 노

드는 배치에 따라 베이스 스테이션에게 직접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거나 다른 노드들을 중계 노드로 하여 여

러 홉을 경유하여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다른 네트

워크의 가정 사항은 SPINS[4]와 동일하다.

시스템 환경의 센서 노드는 SPINS
[4]
와 동일한 성능

으로 구성하였고, 베이스 스테이션은 센서 노드보다 우

수한 연산 능력을 가진다. 인증 기법을 실행하는데 소

모되는 에너지는 Nachiketh의 논문
[5]
를 참고하였고, 각

노드의 송수신에 대한 에너지 소모는 NAI Labs

Technical Report[6]을 참고하였다. 모든 노드는 active

모드일 때만 에너지 소모를 하고, sleep 모드일 때의 에

너지 소모는 고려하지 않았다. 표 3은 센서 노드와 베

이스 스테이션의 시스템 환경이다.

센서 노드
베이스

스테이션

CPU 8bit, 4MHz 32bit, 2.4GHz

Storage
Instruction Flash 8KB 32KB

RAM 512byte 1KB

Bandwidth 10Kbps 250Kbps

Communication 916MHz Radio

Energy to Transmit 21μJ/byte

Energy to Receive 14μJ/byte

표 3. 시스템 환경

Table 3. environments of system.

나. 인증키 생성 비용 분석

AM-E 메커니즘의 인증키 생성 비용은 노드가 베이

정의 설명

 AM-E 인증 메커니즘의 전체 비용


 AM-E 인증 메커니즘에서 하나의 노드에서의

키 생성 비용


 AM-E 인증 메커니즘에서 하나의 노드에서의

키 갱신 비용

 SPINS의 전체 비용


 SPINS에서 하나의 노드에서의 키 생성 소모 비용


 SPINS에서 하나의 노드에서의 키 갱신 소모 비용

 노드 개수

 전체 메시지 크기

 전체 메시지의 개수

 해시 함수의 단위 비용

 비트당 전송시 단위 비용

 비트당 수신시 단위 비용

표 4. 변수 정의

Table 4. Variable definitions.

스 스테이션에게 인증키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인증

키를 수신할 때까지의 비용을 계산하여 SPINS[4]와 비

교하였다. 표 4는 AM-E 메커니즘과 SPINS
[4]
에서의 에

너지 소모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변수이다.

수식 (3)은 제안하는 AM-E 인증 메커니즘의 인증키

생성 비용을 계산하는 수식이고, 수식 (4)은 SPINS
[4]
의

인증키 생성 비용을 계산하는 수식이다. 전체 네트워크

의 인증키 생성 비용은 개의 노드가 키 생성과 키 갱

신을 할 때, 비용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4)

수식 (5)은 제안하는 AM-E 인증 메커니즘의 키 생

성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 수식이고, 수식 (6)은

SPINS
[4]
의 키 생성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 수식이다.

키 생성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위수신비용과 메시

지에 대한 해시 함수를 두 번 수행하므로 단위해시비용

가 두 번 소모되며, 생성한 키를 노드에게 전송하는

단위송신비용을 소모한다.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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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수식 (7)은 제안하는 AM-E 메커니즘에서 하나의 노

드가 한 번의 키 갱신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 수식이

고, 수식 (8)은 SPINS[4]에서 하나의 노드가 한 번의 키

갱신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 수식이다. 키 갱신을 하

는 노드는 키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위수신비

용이 소모된다.

  
   (7)


   × (8)

그림 4는 AM-E 메커니즘과 SPINS[4]의 인증키 생성

비용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인증키

를 요청하는 노드가 증가함에 따른 인증키 생성 비용을

산출하였다.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AM-E 메커니즘의 인증키 생

성 비용은 약 이 소모되며, SPINS
[4]
는 약

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안한

AM-E 메커니즘의 인증키 생성 비용이 SPINS
[4]
보다

약 0.06% 정도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인증키 생성 비용 결과

Fig. 4. Authentication key generation costs resulting.

다. 통신비용 분석

통신비용은 AM-E 메커니즘과 SPINS
[4]
의 통신 절차

에 따른 데이터 전송 횟수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그

림 5는 AM-E 메커니즘의 통신 절차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6은 SPINS
[4]
의 통신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AM-E 메커니즘의 데이터 전송은 4단계 절차를 수

그림 5. AM-E 메커니즘의 통신 절차

Fig. 5. AM-E mechanism of the communication

process.

그림 6. SPINS
[4]

의 통신 절차

Fig. 6. SPINS[4] of the communication process.

그림 7. 통신비용 결과

Fig. 7. Communication cost results.

행하고, SPINS[4]의 데이터 전송은 6단계 절차를 수행

한다.

그림 7은 AM-E 메커니즘과 SPINS
[4]
의 통신비용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통신에 참여하는 각 노드는 다른

노드와 풀-메시(Full-Mesh)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 전

송 횟수를 산출하였다.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AM-E 메커니즘의 통신비용

은 약 2만 번이고, SPINS
[4]
는 약 3만 번인 것으로 나타

났다. 즉, AM-E 메커니즘의 통신비용이 SPINS
[4]
보다

약 0.7% 정도 적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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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성 분석

본 절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보안요구사항과

공격 유형을 정의하고, 각각의 공격 유형에 따라 보안

성을 만족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보안요구사항으로는 데이터의

무결성 및 기밀성, 데이터와 키 정보에 대한 적시성이

있다. 데이터의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데이

터에 대한 시간 정보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임을 보장해야 한다. 키 정보에 대한 적

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키의 비구별성과 전방향 보

안성을 만족해야 한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공격 유형에는 노드 간의 통신

시 데이터에 대한 공격과 베이스 스테이션까지의 데이

터 전달을 방해하는 라우팅 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는 이에 대한 공격 가능한 유형을 기술한 것이고,

표 6은 각 공격의 성공에 대한 어드밴티지(advantage)

 및 인시큐리티(insecurity) 를 정의하기 위

한 기호이다.

정의 1. 키의 적시성 - 비구별성

노드와 베이스 스테이션 간에서 제안하는 보안기법

에 대하여 ATKN의 와 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2)  
 max 

 

 : 공격자 노드 가 생성한 임의의 메시지

 : 임의의 메시지

정리 1. 키의 적시성 - 비구별성

ATK-SPF에 대하여  
 ≤

 : 무시할 만큼 작은 값

증명. 제안하는 AM-E 메커니즘의 현재 키 정보는

단방향 해시 함수(hash function) 에 의해 생성된다.

따라서 해시 함수 의 성질에 의해 입력하는 값과 상

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값을 출력한다.

ATK-SPF 공격의 는 현재 키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확률과 불규칙한 메시지를 생성하여 키 정보를

알아내는 확률 값의 차이이며, 해시 함수 의 성질에

공격 유형 설명

ATK-SPF

공격자 노드 ATKN은 베이스 스테이션이

전송하는 신호 를 위장하여 주위의 노드에

게 전송한다. 각 신호 를 받은 노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인증된 메시지를 공격자 노드

ATKN에게 보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공격

자 노드 ATKN은 현재의 키 정보 를 획

득하고자 한다.

ATK-GUS

공격자 노드 ATKN은 ATK-SPF를 통하여

현재의 키 정보 를 획득하였을 때, 이후

사용될 를 알아내기 위하여

 ⊕
 가 되는 임의의 

와 
를 추측하여 네트워크 전체의 키 정보

를 알아내고자 시도한다.

표 5. 공격 유형

Table 5. Attack type.

기호 정의

 
 

보안기법  에 대하여 공격자 노드

ATKN가 임의의 노드 x에 대해 ATK

공격에 성공할 어드밴티지


  

임의의 노드 x에 대한 공격에 성공할

확률

 
 

보안기법  에대하여 임의의 노드 x,
y를 가지고 ATK 공격에 성공할 최대

어드밴티지

 무시할 만큼 작은 값, 0<<1

표 6. 기호 정의

Table 6. Symbol definitions.

의해 ATK-SPF의 는 무시할 만한 값이다. 즉,

공격자 노드 ATKN가 ATK-SPF 공격에 의해 키 정보

를 획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정의 2. 키의 적시성 - 전방향 보안성

ATK-GUS의 어드밴티지 와 인시큐리티

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2)  
 max 

  

 : 공격자 노드 가 획득한 현재의 키 정보

 : 임의의 메시지

 : 키 값

정리 2. 키의 적시성 - 전방향 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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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K-GUS에 대하여  
 ≤

 : 무시할 만큼 작은 값

증명. 정리 1에 의해 ATK-SPF에 대한 를 

라 하면,   이다. 또한, 임의의 메시지 를 입력하는

값으로 하여 단방향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와 일치할

값을 라 하면, ATK-GUS의 은 정의에

의해 · 가 되며,    ,   이므로,

·     이다. 따라서  
 ≤ 이다.

제안한 AM-E 메커니즘과 SPINS
[4]
는 모두 키 정보

의 적시성과 전방향 보안성 기밀성을 만족시킨다. 그러

나 SPINS[4]는 노드가 베이스 스테이션과 시간 동기화

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키 체인의 일부 노출이 전

체 네트워크의 키 정보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AM-E 메커니즘은 노드의 인증 요청 메시지에

의해 노드의 개인키와 인증키를 생성함으로 SPINS
[4]
의

시간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인증키 생성을

하기 위한 입력 값은 시간에 따른 노드의 에너지 값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키 정보의 노출이 전체 네

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키 정보의 노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Ⅳ. 결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에 비해 많은 보

안 취약성이 존재한다. 노드의 ID를 활용한 데이터 위

변조 공격이나 공격자 노드의 라우팅 정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라우팅 공격 등

은 노드 인증 메커니즘을 통해 방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노드의 에너지 값을 이용한

AM-E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베이스 스테이션은 인

증 요청하는 노드의 메시지를 통해 인증키를 생성한다.

인증키 생성은 노드의 ID와 현재 잔량 에너지 값을 단

방향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인증비용을 줄였다. 또한

노드-to-노드 인증은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부터 상대 노

드의 인증 정보를 요청한 후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증 절차에 따른

통신 횟수를 감소시켜 빈번한 송수신에 따른 전체 네트

워크의 통신비용을 감소시켰다. 또한 수학적 분석을 이

용하여 AM-E 메커니즘의 보안성을 증명하였다.

본 논문은 시간에 따른 변화는 노드의 에너지를 이용

하여 안전한 노드 인증이 가능함을 보였으며, 향후 제

안한 AM-E 메커니즘을 하드웨어적인 보안기법과 함께

적용함으로써 보안성이 보다 강건한 무선 센서 네트워

크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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