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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클러스터 구조는 부하균형, 에 지 약, 분산 키 리와 같은 요한 이 들을 유발한다. 네트워크

를 클러스터 구조로 변경하기 해서 센서들은 배치된 후에 클러스터 구성 로토콜을 실행해야 한다. 이때 일부 노드들이 공

격자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며 이들이 클러스터 구성 로토콜에 따르지 않으면 임의의 클러스터에서 멤버십의 비일치가 발생

한다. 이러한 경우에 클러스터들은 분할되게 되며 이에 따라 클러스터 수는 증가하고 클러스터내의 멤버수가 어드는 문제

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염노드들의 로토콜 비 조에 잘 처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먼 , 제안방법은 클러스터 내에

서 임의의 두 노드 간에 거리가 최  2홉이 되는 2홉 클러스터들을 생성한다. 게다가 제안방법은 오염노드에 의한 클러스터들

의 분할을 막기 해 2홉 거리의 노드에 의한 검증을 이용한다. 한 제안방법은 노드들의 에 지 소모를 감소시키기 하여 

주로 방송 송들을 이용한다. 실험결과들은 제안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클러스터 수를 감소시키며 좀 더 안 하고 에 지 

효율 임을 보여주었다.  

Abstract

In wireless sensor networks, cluster structure brings on many advantages such as load balancing, energy saving, and 

distributed key management, and so on. To transform a physical network into the cluster structure, sensor nodes should 

invoke a cluster formation protocol. During the protocol operation, if some nodes are compromised and they do not 

conform to the protocol, an inconsistency of membership in a cluster happen. This splits the cluster and consequently 

increases the number of clusters and decreases the number of members in the cluster. In this paper, we propose a scheme 

which well copes with such a problem. First, our scheme generates two hop clusters where hop distance between any two 

nodes is at most two. Besides, our scheme employs verification of two hop distant nodes to prevent the cluster split 

induced by compromised nodes. Last, our scheme mainly employs broadcast transmission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of 

nodes. Simulation results have proven that our scheme reduces the number of clusters and more secure and 

energy-efficient than other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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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군 정찰, 환경  건물 감시, 

환자 추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 용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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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클러스터 구조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 지 

약
[1-2]
, 부하균형

[3]
, 분산 키 리

[4-5]
와 같은 매우 유용

한 이 들을 얻게 해 다.

클러스터 구조는 물리 으로 인 한 노드들을 논리

인 그룹들로 묶는 것에 의해 생성된다. 이러한 클러

스터 구조의 생성을 해서 각 노드는 임의의 클러스터 

구성 로토콜을 실행시켜야 한다. 한 클러스터를 

리하고 조정하는 리자가 필요한 경우에 각 노드는 

리자 선출 로토콜을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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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후부터 클러스터 헤드(CH: Cluster Head)라 칭하

기로 한다. 임의의 CH는 다른 노드로부터 수집된 데이

터를 모으고 모여진 데이터를 싱크로 송하는 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격자들에게는 주요한 공격목표가 

된다. 공격자들이 CH가 되는 것을 막기 해서는 크게 

두 가지 략이 있다. 하나는 기 클러스터 생성에서 

공격자들이 클러스터에 포함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만

일, 공격자가 임의의 클러스터에 멤버로 포함되면, CH 

선출에 참여해서 자신의 CH 당선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클러스터 생성 과정에서 공격자들을 식별

하고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이 된다. 두 번째는 

공격자들이 CH 선출과정에서 자신의 당선확률을 높이

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방어책은 안 한 클러스

터 구성을 한 두 번째 방어선이 되고 여타 문헌[6-8]에

서 다루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안 한 클러스터 구조의 유지를 해서는 첫 번째 방

어선을 잘 구축해야 한다. 만일, 첫 번째 방어선이 무력

화 된다면, 두 번째 방어선 한 쉽게 무 질 것이기 때

문이다. 지 까지 첫 번째 방어선을 구축하기 하여 

칭키 암호화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9-11]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외부의 공격자들-즉 클러스터 구

성에 참여하기 해 필요한 정보가 없는-을 잘 방어하

지만 내부의 오염된 노드들에 의한 공격들을 잘 방어하

지 못한다. Sun 등은 비 칭키 암호화와 로토콜 부응

성 검사를 이용한 내부 공격자를 제거하는 방법
[12]
을 제

안하 다. 이 방법은 클러스터 구성 로토콜의 동작을 

방해하는 두 가지 형태의 공격들에 해 잘 방어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클리크라 불리는 작은 크기의 클러

스터들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주 분리시킨다. 

이는 많은 수의 클러스터들을 생성하게 하므로, 클러스

터들의 평균크기가 작아지는 문제 을 유발한다. 게다

가 이 방법은 노드들의 로토콜 부응성 체크를 해 

많은 량의 통신 오버헤드를 유발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에서 언 한 문제들을 해결하

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먼 , 우리의 방법은 임의의 

두 노드가 최  2홉 력으로 통신할 수 있는 2홉 클러

스터들을 생성하며 그들의 분리를 최소화 한다. 두 번

째, 우리의 방법은 2홉 클러스터들을 유지하기 하여 

2홉 부응성 검증과 공개키 기반의 서명  검증 기법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방법은 통신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하여 유니캐스트 통신을 최소화 하고 방

송 통신을 자주 이용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안 한 

클러스터 구성과 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다. Ⅲ장

에서는 네트워크와 공격 모델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고 Ⅴ장에서는 실험결과를 

제공한다. Ⅵ장은 결론을 내린다.

Ⅱ. 관련연구

참고문헌[1]은 센서들이 CH가 되는 확률에 의해 스스

로 CH가 되는 방법(LEACH: Low-Energy Adaptive 

Clustering Protocol)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모든 노

드가 번갈아가면서 CH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네

트워크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 다. 이 방법에서, 임의

의 높은 확률을 가지는 노드는 자신을 CH로 선언하고 

다른 노드들은 이들 에서 하나에 가입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공격자가 없는 환경을 가정하기에 무자격 노

드의 CH 선언에 처할 수 없다.

F-LEACH는 LEACH의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제안되었다. 이 방법에서 임의의 노드는 자신이 

싱크와 공유하는 키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CH로 선언하

며 싱크는 역시 공유된 키들을 이용해서 CH선언들을 

검증한다. 이후에 싱크는 검증된 CH들을 μTESLA[13]

를 이용하여 방송하고, 일반 노드들은 그들 에서 하

나의 CH에 가입한다. 이 방법의 단 은 일반노드들의 

클러스터 가입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Oliveira 등은 싱크가 CH 선언노드들을 

인증하고 CH들이 일반노드들의 가입을 인증하는 

SecLEACH[10]를 제안하 다. LEACH의 클러스터 구성

을 보호하기 해 제안된 두 방법들은 모두 센서들이 

배치되기 에 인증을 한 키들을 미리 분배 받는다는 

가정을 제로 한다. 따라서 두 방법들은 분배된 키들

을 가지지 않은 공격자들로부터만 클러스터 구성을 보

호할 수 있다. 그들은 임무 장에 배치된 후에 오염된 

노드들이 클러스터 구성에 참여하고 CH로 선언하는 것

을  막을 수 없다.

참고문헌[11]에서는 미리 정해진 노드들이 자신을 CH

로 선언하고 나머지 노드들이 하나의 클러스터에 직  

혹은 계노드를 통해 간 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제

안하 다. 이 방법에서 임의의 CH선언이나 클러스터 

가입은 미리 분배된 다항식 배당(polynomial shar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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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인증된다. 따라서 다항식 배당을 가지지 않은 외

부 공격자는 클러스터 구성에 참여할 수 없다. 한 이 

방법은 많은 이웃을 가진 정상노드가 스스로 네트워크

에서 이탈하거나 싱크의 오염노드 보고에 의해 퇴출시

키는 웜홀 방지 기법을 가진다. 그러나, 임의의 계노

드가 공격자에 의해 오염이 되면 그 계노드는 해당 

CH와 멤버노드들 사이에서 DoS(Denial of Service)공

격을 일으킬 수 있다. 한 임의의 오염된 노드는 계

노드 결정을 방해하거나 CH와 멤버노드들 사이의 연결

을 단 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리 정해진 CH들은 

공격자들의 집  표 이 될 수 있다.

Sun 등은 오염된 노드들을 정상노드들로부터 분리시

키기 하여 로토콜의 부응성을 검사하는 클러스터 

구성 방법[12]을 제안하 다. 이 방법에서 하나의 물리  

네트워크는 클러스터 내에서 서로 간에 직  통신 가능

한 클리크들로 묶여지게 된다. 클리크 생성 후에 각 노

드는 클리크내의 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멤버십을 보유

하는지 검사한다. 만일 임의의 정상노드가 멤버십의 비

일치성을 탐지하게 되면 내부 공격자들을 탐지하고 제

거하기 한 로토콜 부응성 검사를 수행한다. 이 방

법은 이 부응성 검사를 통해 내부 공격자들을 잘 찾아

내고 제거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크기가 작은 클러스

터들(즉, 클리크들) 만을 생성하고 의심스러운 노드가 

발견될 때 마다 이들을 분리시키므로, 네트워크 내에 

클러스터들의 수가 격히 증가한다. 더구나 이 방법은 

로토콜 부응성 검사 동안에 많은 양의 유니캐스트 통

신을 요구하기에 통신 오버헤드가 크다.

Ⅲ. 네트워크 및 위협 모델

1. 네트워크 모델

센서 노드들은 항공기 등을 통해 랜덤하게 임무 장

에 배치된다. 배치 후에 센서노드들은 그들의 치를 

변경하지 않으며 데이터 집약과 같은 에 지 효율 인 

동작을 해 클러스터 구조 생성에 참여한다. 싱크는 

데이터 집약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기반구조를 

가진 네트워크들로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가정한다.

먼 , 우리는 각 노드가 웜홀 탐지  방지루틴을 이

용해서 자신의 1홉 이웃들을 정확히 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우리는 클러스터 구성 과정 동안에

는 공격자의 고의  송회피로 인한 메시지 손실 외에 

여타 메시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한다. 세 번째, 각 노드

는 디지털 서명이나 검증과 같은 공개키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참고문헌
[14]
에 따르면, 센서노드들

도 이러한 ECC 서명  검증과 같은 경량의 공개키 연

산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노드

들의 모든 공개 키들은 네트워크에 이미 배포되어 있으

며 인증기 의 공개키에 의해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가

정한다. 따라서, 각 노드는 자신의 개인키에 의해 다른 

노드들과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다.

2. 위협 모델

공격자들은 네트워크에 다양한 공격들을 수행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공격 의 하나는 물리계층에서 방해

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DoS(Denial of Service) 공

격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격자가 이러한 형태의 공격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Sybil공격[15]과 웜홀 공격
[16] 한 네트워크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데 이는 이 

공격들이 정확한 이웃노드의 악을 방해하기 때문이

다. 우리는 그러한 공격들이 각각 참고문헌[17]과 [16]에서 

제시된 방법들에 의해 무력화된다고 가정한다.

안 한 클러스터 구성 문제에 집 하기 해 본 논문

에서는 공격자들이 클러스터 구성 로토콜에 조하지 

않음으로써 클러스터 멤버십의 불일치  클러스터의 

분할을 목표로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두 가지 형태의 공격이 클러스터 구성 로토콜에 가해

질 수 있다. 먼 , 공격자는 방향성 안테나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내의 일부노드들에게는 메시지를 달하고 나

머지 노드들에게는 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형

태의 공격을 지 부터는 선택  송 공격이라 부르기

로 한다. 더불어 공격자는 임의의 메시지를 아  송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공격을 지 부터

는 침묵공격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공격들은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노드들이 각기 다른 클러스터 멤버십

을 가지게 만든다. 따라서 클러스터는 여러 개로 분할

이 되며 클러스터내의 멤버의 수도 작아지게 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 클러스터내의 멤버의 수가 작아지게 되

면 공격자가 CH로 선출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해 클러스터 구성이 완료된 후에 작은 크기

의 클러스터와 큰 크기의 클러스터에 각각 하나의 노드

가 오염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한 각 클러스터가 [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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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처럼 자신의 CH를 랜덤하게 선출하고 오염노드는 

CH선출 로토콜에 조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작은 수의 멤버를 가진 클러스터는 오염된 노드를 CH

로 선출할 확률이 높다.

Ⅳ. 2홉 검증을 이용한 안전한 클러스터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  제안된 방법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정의와 

메시지들의 형태  기능에 해 설명한다. 앞서 언

했듯이 각 노드는 이미 자신의 이웃에 한 정확한 정

보를 알고 있으므로, 자신의 ID보다 낮은 ID를 가진 노

드들의 ID를 알고 있다. 그러한 이웃들을 이후부터는 

우성노드라 부르기로 하고 각 노드는 이 리스트를 자신

의 기억장소에 장한다. 이웃들 에서 가장 작은 ID

를 가진 노드는 클러스터 분리자가 된다.

다음으로 제안된 방법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들의 형

태  기능에 해 설명한다. 임의의 클러스터 분리자

는 CH가 아니고 단지 로토콜의 개시자일 뿐이며 클

러스터의 경계를 정하기 하여 클러스터 분리자 메시

지를 방송한다. 어떠한 클러스터에도 속하지 않은 노드

는 이 메시지를 수신하면 그 클러스터에 가입하며 그 

표시로 그 클러스터 분리자에게 방송 메시지로 응답한

다. 이 방송 메시지를 클러스터 응답 메시지라 부르기

로 한다. 만일 클러스터 응답 메시지의 송자가 우성

노드이면 수신자는 그 송자를 자신의 우성노드 리스

트로부터 제거하며 더 이상 우성노드가 없는지 검한

다. 만일 그 다면 그 수신자 한 클러스터 분리자가 

된다. 만일, 로토콜에 공격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 

과정은 네트워크 내에 클러스터들을 증 으로 생성하

게 된다. 임의의 클러스터 분리자가 자신의 클러스터 

병합을 멤버들에 요청할 때 그 분리자는 최종 클러스터 

메시지를 방송한다. 이 메시지에는 다른 노드들이 보낸 

클러스터 가입 메시지들의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동일한 멤버십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 클러스터 가입메

시지들의 리스트가 동일한 경우에만 클러스터 분리자의 

가입은 허용된다. 만일 클러스터 분리자가 특정노드를 

제외하고자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 노드의 클러스터 가

입메시지의 를 차단하고 최종 클러스터 메시지에서 

그 노드의 가입메시지를 제외해서 보내게 된다. 피해노

드가 이를 인지하는 경우에, 피해노드는 간청메시지를 

메시지 형태
송 시기

기능

클러스터 분리자 

선언(CS 선언)

1단계 클러스터 구성 시작

클러스터 경계 설정

클러스터 응답(CR)
클러스터 분리자 메시지 수신시

클러스터 가입 요청

최종 클러스터 분리자 

선언

(최종 CS 선언)

2단계 클러스터 구성 시작

클러스터 분리자의 클러스터 병합

간청
최종 CS 선언 메시지의 배타  미수신

자신의 법성에 한 증인 확보

간청 응답
간청메시지 수신  증거 보유시

간청메시지 송자의 법성 증명

공격자 보고
클러스터 분리자의 이상행  확인

클러스터 분리자의 멤버 퇴출

표 1. 제안방법에서 사용된 메시지의 형태와 기능

Table 1. Types and functions of messages used in the 

scheme.

송하여 자신의 가입메시지를 보유한 노드가 증인이  

돼  것을 요청한다. 간청메시지 송자의 클러스터 

응답 메시지를 보유한 노드는 그 메시지를 자신의 개인

키로 서명하여 수신한 최종 클러스터 메시지와 함께 

달한다. 이를 통해 피해노드는 자신의 법성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 게 클러스터 분리자의 이상

행 가 확인된 경우에 피해노드는 클러스터 분리자를 

공격자 보고 메시지를 통해 고발하여 다른 노드들이 클

러스터 분리자를 멤버에서 제거하도록 한다. 표 1 은 

제안방법에서 사용된 메시지들의 송 시기  기능에 

해 요약한 것이다.

제안된 방법의 클러스터 구성은 크게 2단계로 수행

된다. 1단계에서는 클러스터의 경계를 설정하고 설정된 

경계를 검증한다. 2단계에서는 클러스터 분리자가 자신

의 클러스터에 병합되고 나머지 노드들이 이 병합을 검

증한다. 그림 1은 제안된 방법의 클러스터 구성과정을 

보여 다.

1. 클러스터 경계 설정 및 검증

가. 클러스터 분리자 및 응답 메시지의 교환

이웃에서 가장 작은 ID를 가진 노드(즉, 우성노드가 

없는 노드)는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해 클러스터 분리

자(CS: Cluster Separator) 선언 메시지를 송한다. 이 

메시지는 메시지 타입과 스푸핑 공격을 방지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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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클러스터 경계 설정의 순서도

Fig. 2. Flow chart of cluster border determination.

개인키로 서명된 ID를 포함한다. 만일 임의의 노드가 

여러 분리자들로부터 선언 메시지를 수신하면 그 수신

자는 첫 번째 분리자의 클러스터에만 가입하고 나머지 

메시지들은 무시한다.

만일 임의의 노드가 CS 선언 메시지를 수신하면 수

신된 서명을 검증하고 해당 클러스터에 클러스터 응답

(CR: Cluster Response) 메시지를 통해 가입한다. CR 

메시지는 타입, 분리자 ID, 그리고 분리자로부터 수신한 

서명된 ID를 포함한다. 클러스터 응답메시지는 방송되

기 에 송자의 개인키로 서명되며 송자의 ID가 서

그림 1. 제안된 방법의 클러스터 구성 과정

Fig. 1. Cluster formation process of the proposed 

scheme.

명 뒤에 첨부된다. 같은 클러스터 내에 있는 임의의 노

드가 CR 메시지를 수신하면 메시지를 검증하고 정확한 

경우에 그 메시지를 장한다. 장된 메시지들은 단계 

2에서 클러스터 분리자가 자신의 병합을 멤버들에게 요

청할 때 증거로 이용된다. 만일 임의의 클러스터 응답 

메시 지내에 있는 분리자의 ID가 자신과 같고 원천 

송자로부터 수신한 첫 번째 메시지인 경우에 그 CR 메

시지는 침묵공격을 막기 해 재방송된다. 그러나 만일 

CR 메시지 내에 있는 분리자가 자신의 클러스터 분리

자와 다르면, 수신자는 응답메시지의 송자가 우성노

드인지만 검한다. 우성노드인 경우에 수신자는 우성

노드 리스트로부터 송자를 제거하고 우성노드 리스트

가 비어 있으면 스스로 클러스터 분리자가 된다. 그림 

2는 에서 언 한 클러스터 경계 설정 단계에 한 순

서도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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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클러스터 경계 설정의 검증을 한 순서도

Fig. 3. Flow chart for verification of cluster border determination.

나. 클러스터 경계설정의 검증

클러스터 경계 설정이 완료된 후에 각 노드는 앞 단계

에서 로토콜에 한 어떤 일탈이 있었는지 검한다.

먼 , 임의의 클러스터 분리자가 CS 선언 메시지를 

아  송하지 않는 경우에 이웃 노드들은 어떠한 메시

지도 수신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이웃노드들은 유력한 

클러스터 분리자 노드를 우성노드 리스트와 이웃에서 

제거하고 우성노드 리스트가 비어있는지 검한다. 우

성노드가 없는 노드는 자신이 클러스터 분리자가 되어 

CS 선언 메시지를 방송한다.

다음으로, 임의의 노드가 자신의 CS 선언 메시지를 

일부 노드들에게만 방송하는 경우에, 나머지 노드들은 

그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다. 그러나 CS 선언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들이 방송하는 CR 메시지는 수신할 수 있

다. 따라서 임의의 노드가 CR 메시지만 수신하는 경우

에 그 노드는 클러스터 분리자 노드를 우성노드 리스트 

 이웃노드에서 삭제하고 우성노드가 없는지 검한

다. 우성노드가 없는 노드는 자신을 클러스터 분리자로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임의의 클러스터 내에서 클러스터 분리

자가 노드들 사이의 유일한 연결  역할을 할 때, 클러

스터 분리자는 임의의 멤버로부터 수신된 CR 메시지를 

재 송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클러스터 분리자

를 통해서만 연결된 노드들은 CR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다른 클러스터 멤버십을 가지게 된

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임의의 노드가 자신의 이웃

이 아닌 노드로부터 CR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면, 그 

노드는 자신의 CR 메시지를 2홉 력으로 방송한다. 이

러한 메시지를 수신하는 노드들은 그 메시지 송자를 

자신의 멤버로 등록하고 자신의 CR 메시지를 한 2홉 

력으로 방송한다.

그림 3은 에서 기술한 클러스터 경계 설정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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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클러스터 분리자의 병합  검증

Fig. 4. Merger of cluster separator and its verification.

과정을 순서도로 도식화 한 것이다.

2. 클러스터 분리자 병합 및 검증

가. 클러스터 분리자의 병합

임의의 클러스터 분리자(CS 노드)는 수신된 CR 메시

지들을 이용하여 최종 클러스터 분리자 선언(최종 CS 

선언) 메시지를 방송한다. 최종 CS 선언 메시지는 메시

지 타입과 수신된 CR 메시지들의 리스트로 구성된다. 

클러스터 분리자는 이 메시지를 방송하기 에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한다. 최종 CS 선언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은 서명을 검증하고 그 메시지에 포함된 CR 

메시지들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를 비교한다. 

만일 그들이 정확히 일치하면 수신자들은 클러스터 분

리자를 자신의 멤버에 등록하고, 그 지 않으면 메시지

를 폐기한다.

나. 클러스터 분리자의 병합 검증

임의의 클러스터 분리자는 고의로 일부 멤버들의 CR 

메시지를 자신의 최종 CS 선언 메시지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멤버들에게만 최종 CS 선언 메시지를 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상행 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1단

계에서 피해자들의 CR 메시지가 다른 노드들에게 달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즉, 최종 CS 선언 메시지를 

수신하는 노드들은 고의 으로 제외된 멤버들의 CR 메

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제외된 최종 

CS 선언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 따라서, 그 노드들은 

클러스터 분리자를 정상노드로 인식하여 클러스터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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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5. CS 선언메시지  CR 메시지의 교환 (a) CS 선언 메시지의 방송 (b) CR 메시지의 방송

Fig. 5. Exchange of CS declaration and CR messages (a) Broadcast of CS declaration messages (b) Broadcast of CR 

messages.

                  (a)                                                                  (b)

그림 6. 추가 인 CS 선언  CR 메시지의 교환 (a) 추가 인 CS 선언 메시지의 방송 (b) 추가 인 CR 메시지의 방송

Fig. 6. Additional exchange of CS declaration and CR messages (a) Additional broadcast of CS declaration messages 

(b) Additional broadcast of CR messages.

함시키고 피해 노드들을 클러스터 멤버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를 막기 해서 임의의 노드가 최종 CS 선언 메시

지를 수신하지 못하면 간청메시지를 2홉 력으로 방송

한다.

간청메시지를 수신하는 노드는 자신이 간청 메시지 

송자의 CR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검한다. 만일 

가지고 있다면 그 노드는 보유한 CR 메시지를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하고 이를 최종 CS 선언 메시지와 더불

어 간청 메시지 송자에게 송한다.

간청 메시지 송자는 간청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먼  최종 CS 선언 메시지를 검한다. 만일 최종 CS 

선언 메시 지내에 알려지지 않은 CR 메시지가 존재하

는 경우에 그 CR 메시지의 최  송자를 멤버에 포함

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CR 메시지가 최종 CS 선언 메

시지에서 락된 경우에는 클러스터 분리자를 공격자로 

간주하여 공격자 보고 메시지를 생성하여 2홉 력으로 

방송한다. 공격자 보고 메시지는 다른 노드에 의해 서

명된 CR 메시지와 서명자의 ID를 포함한다. 

공격자 보고 메시지를 수신하는 노드는 수신된 CR 

메시지를 검증하고, 그 CR 메시지가 처음으로 수신된 

경우에 클러스터 분리자를 멤버에서 제거하고 신에 

공격자 보고 메시지의 송자를 멤버로 등록한다. 사실 

공격자 보고 메시지를 수신하는 노드는 CR 메시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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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7. 최종 CS 선언  간청메시지의 방송 (a) 최종 CS 선언 메시지의 방송 (b) 간청 메시지의 방송

Fig. 7. Broadcast of final CS declaration and solicitation messages (a) Broadcast of final CS declaration messages (b) 

Broadcast of solicitation message.

스트의 불일치 상이 클러스터 분리자 만의 책임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간에 클러

스터 분리자는 클러스터 내에 있는 모든 노드들과 연결

이 되어 있기에 클러스터 분리자는 그 불일치 상에 

해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최종 CS 선언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노드가 

간청 메시지를 송한 후에도 어떠한 메시지도 수신하

지 못한 경우에는 클러스터 분리자를 클러스터 멤버와 

이웃노드에서 제거하고 로토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한다.

그림 4는 에서 언 한 클러스터 분리자의 병합  

검증과정을 순서도로 도식화 한 것이다.

3. 클러스터 구성 예제

본 에서는 에서 언 한 클러스터 구성 과정을 도

식 인 제를 통해 설명한다. 그림 5(a)는 단계 1에서 

클러스터 경계 설정을 한 기 과정을 보여 다. 노

드 1, 4, 5는 이웃에 우성노드가 없으므로 클러스터 분

리자(CS)가 된다. 그들은 CS 선언 메시지를 방송한다. 

그러나 CS 노드 1은 노드 7과 22를 클러스터에서 제외

하기 해 자신의 CS 선언 메시지를 그들에게는 방송

하지 않는다. 이때 노드 7과 22는 그들의 CS후보인 노

드 1을 이웃  클러스터에서 제거하고 우성노드가 있

는지 검한다. 노드 7은 우성노드가 없으므로 스스로 

CS가 된다.

그림 5(b)는 단계 1에서 CS 선언 메시지를 수신하는 

각 노드가 CR(클러스터 응답) 메시지를 방송하는 것을 

보여 다. 만일 임의의 노드가 CR 메시지를 수신하고 

그 메시지가 복되지 않았으면 재방송한다. 하지만 공

격자는 그 재방송을 회피할 수도 있다. 노드 4는 노드 

29와 노드 30  40을 서로 알지 못하게 하기 해 그

러한 공격을 수행한다. 그래서 노드 29는 클러스터 내

에 숨겨진 노드를 찾기 해 자신의 CR 메시지를 2홉 

력으로 방송한다. 노드 30과 40은 노드 29를 자신의 

멤버 리스트에 등록하고 그들의 CR 메시지를 2홉 력

으로 방송한다. 그 결과로 노드 29 한 노드 30과 40을 

자신의 멤버 리스트에 등록한다. 노드 14가 노드 9로부

터 CR 메시지를 수신하면 자신의 모든 우성노드가 다

른 클러스터에 가입했음을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노드 

14는 이제 스스로 CS가 된다.

그림 6(a)는 스스로 CS가 된 노드 7과 14가 자신의 

CS 선언메시지를 방송하는 것을 보여 다. 이를 통해 

CS 선언노드의 멤버가 되는 노드 22와 17은 그림 6(b)

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CR 메시지를 방송한다.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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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8. 공격자 보고의 방송  최종 클러스터 구조 (a) 공격자 보고의 방송 (b) 최종 클러스터 구조

Fig. 8. Broadcast of attacker report and final cluster structure (a) Broadcast of attacker report (b) Final cluster structure.

17로 부터의 CR 메시지를 수신한 후에 노드 19는 이웃

에 우성노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CS가 된다.

단계 2에서 각 클러스터내의 멤버들은 자신의 클러

스터 분리자(CS)가 로토콜을 수하는 경우에 멤버

로 흡수한다. 각 CS가 1단계에서처럼 2단계를 시작한

다. 그림 7(a)에서 노드 1, 4, 5, 7, 14, 그리고 19는 최종 

CS 선언 메시지를 방송한다. 이해를 돕기 해 그림 

7(a)에서는 최종 CS 5의 경우만을 로 든다. 그림 7(a)

에서 최종 CS 5와 노드 12는 오염노드이며 이들은 1단

계에서 노드 20의 CR 메시지 송을 회피하 다고 가

정한다. 이 경우에 노드 9와 27은 노드 20의 CR 메시지

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후에 CS 5가 노드의 20의 

CR 메시지를 제외한 최종 CS 선언 메시지를 방송하게 

되면 노드 9와 27은 CS 5가 동일한 CR 메시지 리스트

를 보유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CS 5는 자신의 최

종 CS 선언 메시지를 노드 20에게는 송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노드 9와 27은 CS 5를 멤버로 합류시키게 

된다. 

그림 7(b)에서 노드 20은 최종 CS 선언 메시지를 수

신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법성을 증언해  수 있는 

노드를 찾기 하여 간청메시지를 2홉 력으로 방송한

다. 노드 8은 노드 20으로부터 수신한 CR 메시지를 보

유하므로, 노드 20의 CR 메시지를 자신의 개인키로 서

명하고 간청 응답 메시지(서명된 메시지와 수신한 최종 

CS 선언메시지)를 노드 20에게 달한다.

그림 8(a)에서 간청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 20은 

최종 CS 선언메시지에 알려지지 않은 노드가 있는지 

검하고 있으면 그 노드를 멤버 리스트에 등록한다. 

한 노드 20은 최종 CS 선언 메시지가 자신의 CR 메

시지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CS 노드 5가 로토콜

을 수하지 않는다고 단한다. 따라서 노드 20은 그

림 8(a)처럼 CS 5를 공격자로 보고하는 메시지를 2홉 

력으로 송한다. 그 메시지는 노드 8의 개인키로 서

명된 20의 CR 메시지와 노드 8의 ID를 포함한다. 따라

서, 이 메시지의 수신자인 정상노드 8, 9, 27은 서명을 

검증하고 CS 5를 클러스터 멤버에서 제거한다. 한 그

들은 노드 20을 새로운 멤버로 등록하는데 이는 노드 8

에 의해 그 법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이 게 모든 클러스터 구성 과정이 완료되면, 그림 

8(b)와 같은 클러스터 구조가 생성된다.

V. 실  험

본 장에서 우리는 제안된 방법의 안 성과 효율성을 

ns-2 네트워크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실험 

환경에서 100 개의 노드가 랜덤하게 100m.×100m. 역

에 배치되었다. 각 노드는 클러스터 구성 동안에 
[1]
에서

의 에 지 모델을 사용하여 에 지를 소모하 다. 각 

노드는 비 속  CSMA 방식의 MAC을 사용하 다. 

표 2는 실험에 사용되었던 라미터들과 그 값들을 보

여 다. 제안된 방법은 Sun의 방법과 비교되었다. 여타 

방법들은 클러스터 구성을 한 목 이 다르고 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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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 값

실험 역 100m.×100m.

노드수 100

오염노드수 10～50

기 에 지량 20 Joule

에 지 소모 모델 [1]의 에 지 모델

역폭 1Mbps

패킷 헤더 사이즈 25 bytes

송범 25 meter

MAC 로토콜 비 속  CSMA

서명 알고리즘
ECDSA(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

데이터 암복호화 

알고리즘

AES(Advanced Encryption 

Algorithm)

해쉬 알고리즘 SHA-1

표 2. 실험에 사용된 라미터와 값들

Table 2. Simulation parameters and values.

그림 9. 오염노드 증가에 따른 평균 클러스터 수의 변

화

Fig. 9. Avg. number of clusters vs. increase of 

compromised nodes.

터 구성 방법이 확연하게 다르기에 직  비교하기엔 힘

들기 때문이었다.

그림 9는 공격자들이 침묵공격과 선택  송 공격

을 가할 때 두 방법이 얼마나 많은 수의 클러스터들을 

생성하는지 보여 다. 이 결과는 공격 하에서 두 방법

의 복원력을 보여 다.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두 방

법은  오염노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클러스터의 수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제안방법은 Sun의 방법에 비해 생

성되는 클러스터의 수를 크게 감소시킨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하는데, 제안방법은 노드간 최  

거리가 2홉인 클러스터들을 생성하고 오염노드들의 

로토콜 동작방해에도 클러스터들의 분리를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그림 10. 오염노드 증가에 따른 클러스터 당 평균 멤버

수

Fig. 10. Avg. number of members per cluster vs. 

increase of compromised nodes.

그림 11. 오염노드 증가에 따른 평균 생존 오염노드 수

의 변화

Fig. 11. Avg. number of compromised nodes survived 

vs. increase of compromised nodes.

그림 10은 두 방법이 클러스터들의 크기(클러스터 내

의 멤버수)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보여 다. Sun의 

방법은 임의의 노드가 오염노드이거나 혹은 의심스럽게 

여겨지면 무조건 그 노드를 클러스터 멤버에서 제외한

다. 따라서, 오염노드 수가 증가하면 클러스터들의 크기 

한 어들게 된다. 제안방법은 훨씬 작은 수의 노드

들만을 클러스터에서 제외하므로 Sun의 방법에 비해 

클러스터들의 크기를 잘 보존한다.

그림 11은 두 방법에서 오염된 노드들이 클러스터 구

성 이후에 얼마나 클러스터 내에 생존했는지를 보여

다. 이 결과는 두 방법에서 생성된 클러스터들의 건강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제안

방법은 Sun의 방법에 비해 오염노드의 생존을 잘 억제

한다. Sun의 방법은 오염노드의 수가 작을 때는 1홉 부

응성 체크를 통해 오염된 노드를 클러스터에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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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오염노드 증가에 따른 평균 에 지 소모량의 

변화

Fig. 12. Avg. energy consumption per node vs. increase 

of compromised nodes.

으로 제거한다. 하지만 오염노드 수가 증가하면 오염된 

노드들은 정상 인 노드들의 부응성 체크에 응답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된다. 임의의 정상노드가 클러스터 멤

버십의 비일치성을 발견하고 부응성 체크를 수행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정상노드는 이웃노드들로부터 증거

를 수집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때 이웃에 있는 모든 

노드가 오염되면 그 정상노드는 결코 증거를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비일치성을 야기한 오염노드는 그 부응성 

체크를 극복하고 클러스터에 생존할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Sun의 방법은 오염노드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생

존하는 오염노드의 수도 격히 증가한다. 반면에 제안

방법은 임의의 노드의 로토콜 부응성 체크를 해 2

홉 송을 이용한다. 그래서 제안방법은 이웃에 있는 

오염노드의 응답회피에도 증거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오염노드들을 식별하여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제안방법은 체 오염노드의 

수에 상 없이 생성된 클러스터에 생존한 오염노드의 

수를 크게 감소시킨다.

그림 12는 오염노드 수의 증가가 각 노드의 에 지 

소모에 미치는 향을 보여 다. Sun의 방법에서는 임

의의 오염노드가 클러스터 멤버십의 비일치성을 유발하

는 경우에 정상노드는 비일치된 멤버십을 가진 노드의 

로토콜 부응성을 체크한다. 그 로토콜 부응성 체크 

동안에 정상노드는 이웃노드들이 이 에 수신한 모든 

메시지들을 서명과 함께 송하도록 요구한다. 이 송

은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수행된다. 만일 오염노드의 수

가 증가하면 정상노드들이 멤버십의 비일치성을 더 많

이 발견하게 되고 더 자주 이웃노드들에게 로토콜 부

응성 체크를 한 메시지 송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웃하는 노드들은 오염노드 수가 작을 때 보다 더 많은 

양의 에 지를 소모하게 된다. 비록 제안방법이 오염노

드의 수가 아주 작을 때(오염노드 수: 7) Sun의 방법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에 지 소모를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 이고 작은 양이다. 그림 12에서 보는 것처

럼, 오염노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안방법은 오히려 

노드들의 에 지 소모량을 크게 감소시킨다. 이것은 제

안방법이 클러스터 내에 포함된 오염노드들을 잘 제거

하고 제거된 오염노드들은 더 이상 에 지 소모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제안방법은 유니캐스트 송을 최

소화 하고 신에 방송 송을 주로 사용하기에 에 지

사용면에서 Sun의 방법에 비해 유리하다.

VI. 결  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안 한 방법

으로 2홉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

안방법은 기에 2홉 클러스터 들을 생성하고 그들을 2

홉 부응성 체크와 서명검증을 통해 잘 보존한다. 이후

에 제안방법은 클러스터 생성의 개시자들이 2홉 부응성 

체크를 통과하는 경우에 그들을 클러스터에 병합시킨

다. 실험결과는 제안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클러스터

들의 크기를 잘 보존하면서도 클러스터의 수를 감소시

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른 실험결과는 제안방법

이 클러스터 구성 과정에서 더 많은 수의 오염노드들을 

제거하고 그러면서도 에 지 소모의 양을 감소시킴을 

보여주었다.

참 고 문 헌

[1] W. Heinzelman, A. P. Chandrakasan, and H. 

Balakrishnan, “An Application-Specific Protocol 

Architecture for Wireless Microsensor 

Networks,” IEEE Transactions on Wireless 

Communications, Vol. 1, No. 4, pp. 660-670, Oct. 

2002.

[2] O. Younis and S. Fahmy, “HEED: A Hybrid, 

Energy-Efficient, Distributed Clustering 

Approach for Ad Hoc Sensor Networks,” IEEE 

Transactions on Mobile Computing, Vol. 3, No. 

4, pp. 366-379, Oct. 2004.

[3] G. Gupta and M. Younis, “Performance 

(685)



96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클러스터 구성 방안 왕기철 외

Evaluation of Load-Balanced Clustering of 

Wireless Sensor Networks,” in Proc. of the 10th 

Int'l Conf. on  Telecommunications, Vol. 2, pp. 

1577-1583, Mar. 2003.

[4] G. Wang, K. Song, and G. Cho, “DIRECT: 

Dynamic Key Renewal Using Secure Cluster 

Head Elect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s,”  

IEIC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and 

Systems, Vol. E93-D, No. 6, pp. 1560-1571, Jun. 

2010

[5]  G. Wang and G. Cho, “Clustering-based Key 

Renewals for Clustered Sensor Networks,” 

IEIC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 Vol. 

E92-B, No. 2, 612-615, Feb. 2009.

[6] M. Sirivianos, D. Westhoff, F. Armknecht, and J. 

Girao, “Non-manipulable Aggregator Node 

Election Protocols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in Proc. of Int'l Symposium On 

Modeling and Optimization in Mobile, Ad Hoc, 

and Wireless Networks, pp. 1-10, Apr. 2007.

[7] Q. Dong and D. Liu, "Resilient Cluster Leader 

Election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in Proc. 

of IEEE 6th Annual Communication Society 

Conf. on Sensor, Mesh and Ad Hoc 

Communications and Networks, pp. 108-116, 

Rome, Italy, Jun. 2009.

[8] G. Wang and G. Cho, "Secure Cluster Head 

Election Using Mark Based Exclus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s,” IEIC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 Vol. E93-B, No. 11, pp. 

2925-2935, Nov. 2010.

[9] A. C. Ferreira, M. A. Vilaca, L. B. Oliveira, E. 

Habib, H. C. Wong, and A. A. Loureiro, "On the 

Security of Cluster-based Communication 

Protocols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in 

Proc. of 4th IEEE Int'l Conf. on Networking, 

Vol. 3420, pp. 449-458, 2005.

[10] L. B. Oliveira, H. C. Wong, M. W. Bern, R. 

Dahab, and A. A. Loureiro, "SecLEACH-A 

Random Key Distribution Solution for Securing 

Clustered Sensor Networks,” in Proc. of 5th 

IEEE Int'l Symposium On Network Computing 

and Applications, pp. 145-154, Cambridge, MA, 

USA, Jul. 2006.

[11] D. Liu, "Resilient Cluster Formation for Sensor 

Networks,” in Proc. of 27th Int'l Conf. on 

Distributed Computing Systems, pp. 40-48, 

Toronto, ON, Canada, Jun. 2007.

[12] K. Sun, P. Peng, P. Ning, and C. Wang, "Secure 

Distributed Cluster Format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s,” in Proc. of the 22nd Annual Conf. on 

Computer Security Applications, pp. 131-140, 

Miami, FL, USA, Dec. 2006.

[13] A. Perrig, R. Szewczyk, V. Wen, D. Culler, and 

J. D. Tygar, "SPINS: Security Protocols for 

Sensor Networks,” Wireless Networks, Vol. 8, 

No. 5, pp. 521-534, Sep. 2002.

[14] A. S. Wander, N. Gura, H. Eberle, V. Gupta, 

and S.C. Shantz, "Energy Analysis of 

Public-Key Cryptography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in Proc. of 3rd  Int'l Conf. on 

Pervasiv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pp. 

324-328, Mar. 2005.

[15] J. R. Douceur, "The Sybil Attack,” in Proc. of 

the 1st Int'l Workshop on Peer-to-peer Systems, 

pp. 251-260, Cambridge, MA, USA, Mar. 7-8, 

Mar. 2002.

[16] Y. C. Hu, A. Perrig, and D. B. Johnson, 

"Wormhole Attacks in Wireless Networks,” 

IEEE Journal of Selected Areas in 

Communications, Vol. 24, No. 2, pp. 370-380, 

Feb. 2006

[17] B. Parno, A. Perrig, and V. Gilgor, "Distributed 

Detection of Node Replication Attacks in Sensor 

Networks,” in Proc. of 2005 IEEE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pp. 49-63, Washington, 

DC, USA, May 2005.

(686)



2012년 8월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49 권 TC 편 제 8 호 97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Vol. 49-TC, NO. 8, August 2012

 자 소 개

왕 기 철(정회원)

1997년 주 학교 자계산학과

       학사 졸업

2000년 목포 학교 산통계학과

       석사 졸업

2005년 북 학교 컴퓨터 통계

       정보 학과 박사 졸업

2006년～2007년 북 학교 Post-doc 연구원

2008년  남 학교 Post-doc 연구원

2009년～ 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주 심분야 : Ad hoc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무선네트워크 보안, 이동 컴퓨 >

조 기 환(정회원)-(교신 자)

1985년 남 학교 계산통계학과

       학사 졸업

1987년 서울 학교 계산통계학과

       석사 졸업

1996년 국 Newcastle 학교

       산학과 박사 졸업

1987년～1997년 한국 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1997년～1999년 목포 학교 컴퓨터과학과

        임강사

1999년～ 재 북 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주 심분야 : 이동컴퓨 , 컴퓨터통신, 무선네트

워크 보안, 센서네트워크, 분산처리시스템>

(687)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sRGB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545.000 394.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