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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한 역 도청에 응하여 통신 경로 상의 노드들을 은닉하기 해서는 네트워크 

반에 걸쳐 수많은 속임수용 더미 패킷들이 발행되어야한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싱크(기지국)와 근원지들

을 포함하는 일정 크기의 원 형태 내에 존재하는 노드들로 국한되는 러딩 기반의 데이터 송 로토콜을 

제안하여 노드들의 치 기 을 유지하고 생성되는 더미 패킷들의 수를 감축하고자 한다. 러딩 크기는 보

안 수 과 통신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안 로토콜을 설계하고 주요 특성을 검증한다.

ABSTRACT

Tremendous amount of dummy packets are generally generated for faking over a wireless sensor network so as to keep the 

location privacy of nodes on the communication paths against the global eavesdropping. In this paper, a scoped-flooding protocol is 

designed for transferring data between each source and mobile sink(aka, basestation) where, the only nodes within the scope are 

allowed to issue dummy packets at every idle time so that the location privacy of the nodes on the paths is kept and the amount 

of dummy packets is reduced to the extend of the flooding scope. The size of the flooding diameter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of the privacy level and the communication cost. We design a detailed specification of the protocol and verify 

seve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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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의 송 시 기 으

로의  신호 발생이 불가피하다. 발생되는 신호들

을 포착하면 데이터가 발생한 노드(근원지, source)로

부터 데이터를 계 송하는 간 노드들은 물론 데

이터의 최종 노드(도착지, destination)들의 치를 알 

수 있다[1-2]. 통신 과정에 직  방해나 여 없이 

무선 네트워크 역에 걸친 이러한 수동  역도청

(passive global eavesdropping)에 응하는 비용의 

데이터 송 로토콜을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이다.

역도청에 의한 통신 경로상의 노드들의 치 

악 공격에 응하는 데이터 송 기법으로는 최근에 

발표된 PCM(Periodic Collection Method)이 거의 유

일하다[3]. PCM은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들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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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마다 데이터 패킷이나 는 내용이 의미없는 신

호발생용 더미(dummy) 패킷 둘 의 하나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므로 보안성은 매우 높으나 과 한 통

신 비용을 유발하여 규모가 큰 네트워크에서는 실용

이 않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응용 분야에 따라 데이터의 

발생과 수집의 범 가 네트워크 반에 걸쳐 일어나

지 않고 시각을 달리하면서 국소 인 범 로 국한되

는 경우가 있다. 를 들어 희귀 동물의 생태를 모니

터링 하는 응용에서는 동물들의 거주지와 이동경로 

등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계 과 주야에 따

라 일정한 패턴을 갖는다. 군사 작 에 이용되는 네트

워크의 경우에도 활동 범 가 일정한 물리  공간에 

제한되고 데이터의 발생도 일정 공간 범 내의 노드

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응용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데이터 발생에 한 패턴 정보를 사 에 알고 있는 

이동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싱크(mobile sink)를 투입

하여 운용한다면 통신 경로를 보호하기 해 네트워

크 반에 걸쳐 속임수용 패킷 즉, 더미 패킷들을 발

생할 필요 없이 보안 수 에 따라 재 활동 인 노

드들을 포함하여 일정 지역 내의 노드들에 한해 통신

을 제한함으로써 치 보안 유지와 통신 비용 감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모바일 싱크를 수용하는 센서 네트워크
Fig. 1 A sensor network deploying a mobile sink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모바일 싱크를 수용하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발생과 이의 수집에 

여하는 근원지들이 일정 지역에 편재되는 즉, 클러스

터링 되는 경우를 상으로 근원지들과 모바일 싱크

의 치 그리고 이들 사이의 데이터가 송되는 경로

상의 노드들의 치를 역 도청자로부터 보호하기 

한 데이터 송 기법을 제안한다. 연구와 련된 가

정이나 용어  수동  역도청 공격자 등에 해서

는 련 연구들[4],[6]을 따른다. 아울러 송 정보는 

기 성을 해 참고문헌[5]과 같은 한 암호화체계

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다음 장에서는 제안 로토콜의 근방식과 사용 

패킷들과 동작 차를 소개한다. 제 Ⅲ 장에서는 제안 

로토콜이 제공하는 보안성 정도와 발생되는 패킷들

의 수 즉, 통신비용을 분석한다.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해서는 제 Ⅳ 장에서 기술한다.

그림 2. 기  노드에 의한 치보호구역(LPZ) 설정
Fig. 2 Location-privacy zone(LPZ) setup by the 

reference node

Ⅱ. 제안 로토콜

2.1 근방법

모바일 싱크는 사 에 어느 지역의 어느 부근에 데

이터 송이 정된 근원지들이 존재하는지 알고 있

는 상황에서, 기  노드(reference node)라고 불리는 

노드에 의해 치보호구역(LPZ: Location-Privacy 

Zone)의 설정을 알리는 패킷이 발행될 때까지 기한

다. 기  노드는 선행 연구[6]에서 근원지 락시나 

도착지 락시를 선정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동

으로 선정될 수 있고, 미리 그 역할이 지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가정한다. 

기  노드는 그 치가 알려져도 무 한 노드로 LPZ

의 심에 치한다. 

모든 노드들이 기 ACTIVE(활동) 모드에 있는 

상황에서 그림 2에서 나타내듯이 기  노드는 자신으

로부터 k-홉(hop)에 이르는 노드들에 해 LPZ가 설

정됨을 알리게 된다. 그러면 LPZ 내의 노드는 매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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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마다 패킷을 보내어야 하고, 이는 LPZ가 해제될 때

까지 지속된다. 그러므로 이 구역 내의 모든 노드는 

데이터 송이 종료될 때까지 매 타임 슬롯마다 패킷

들을 송함으로써 외부의 신호발생 찰자 즉, 도청

자로 하여  어느 것이 근원지이고 기지국이고 데이

터 경로 상의 노드인지 명확히 선별하여 낼 수 없도

록 한다.

LPZ의 크기를 나타내는 k는 일련의 근원지 들을 

모두 포함할 만큼 충분히 크고 모바일 싱크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LPZ 밖의 노드들은 휴면 모드인 

SLEEP로 환된다.

2.2 로토콜 패킷  차

제안 로토콜에서 사용되는 패킷들의 종류와 이들

이 구에 의해 생성되고 어떤 노드를 한 것인지 

표 1에 나타내었다. 한 각 패킷의 주요 필드들과 그 

의미는 표 2와 같다. 송 패킷의 순서나 흐름 제어 

는 오류 제어 등과 같은 것을 한 필드는 논의의 

편의성을 해 생략하 다. 

패킷들은 Packet_Type 필드 값( 를 들면 1, 2, 3, 

4)으로 구분된다.  신호만을 발생하는 DUMMY

(이 논문에서는 표 1에 의한 dummy 패킷은 DU-

MMY로 표기하고 그 지 않은 일반 인 경우는 

dummy로 구분한다)를 제외하고 해당 패킷을 처음으

로 생성한 노드의 id는 Origin에 기억된다. 모든 패킷

들은 동일한 길이로 패딩(padding)되어 송되기 때

문에 모두 동일한 시간동안 송 신호가 지속되어 도

청자는 발생 신호만으로 패킷을 구분할 수 없다.

LPZ을 설정하기 해 기  노드에 의해 

LPZA(LPZ Advertizement)가 러딩 되는데, 기에 

Hop_Count=0으로 설정되어 간 노드를 거칠 때마다 

1씩 증가하여 Hop_Limit에 다다를 때까지 된다. 

Hop_Limit은 치 보안 수 과 통신 비용을 고려한 

일정한 값 k(>0)로 정해져 달된다. 

패킷 DATA는 LPZ내의 근원지들의 집합 VLPZ
source

에 하여, t∈VLPZ
source인 노드 t의해 발생된다. 송 

데이터의 크기를 알려주는 Data_Length 필드가 존재

하고, 송 Data가 끝이면 More 필드는 0으로, 아니

면 1로 설정된다. 주의할 은 DATA 내에는 도착지

를 나타내는 필드가 없다. 모바일 싱크만이 자신의 이

웃 노드로부터 수신되는 DATA를 수신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DUMMY는 송할 패킷이 없는 노드가 즉, 빈

(empty) 타임 슬롯에서 발행하는 패킷으로 수신자나 

내용 필드도 존재하지 않고, 수신에 따른 처리도 불필

요하다. 도청자에게 모든 노드가 매 타임 슬롯마다 패

킷을 송한다는 것을 의도 으로 보여주기 한 것

이다. 한편, Sequence_Number 필드는 DUMMY를 제

외한 모든 패킷에 있는데 수신자가 복수신 여부를 

가릴 때 사용한다.

표 1. 사용 패킷의 종류와 용도
Table 1. Packets and their usages

표 2. 사용 패킷의 필드와 의미
Table 2. Packet fields and their semantics

LPZW(LPZ Withdrawal)는 데이터 송 단계가 종

료됨을 알려 다. 이는 기  노드에 의해서 생성되며 

마지막 근원지로부터의 DATA 패킷내의 More 필드 

값이 0일 때 발행된다. 

로토콜의 동작 차를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차 내의 사용된 기호 V
LPZ

node는 LPZ 내에 존재하는 

노드들의 집합을, N(v)는 노드 v의 이웃한 노드들의 

집합을, Vnode는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모든 노드는 기 ACTIVE 모드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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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LPZ외의 노드는 휴면 모드인 SLEEP로 환된

다. 노드 A가 노드 B에서 패킷 Π를 송하는 과정은 

“A→B: Π”의 형식으로 표기하고, 이해가 용이하도록 

차  고 언어 형태로 기술하 다. 부연 실명이 요

하는 몇몇 과정은 다음과 같다.

 번호 3은 LPZ 내의 모든 노드가 ACTIVE 모드

에서 빈 타임 슬롯 즉, 송할 LPZA, DATA나 

LPZW가 없는 경우 DUMMY를 발행함을 기술한 것

이다. 다만, 네트워크의 기지국인 모바일 싱크 

M_SINK는 이 과정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 패킷 

송 시 발생 신호를 원천 으로 방지한다.

그림 3. 범 제한 러딩에 기반을 둔 데이터 송
Fig. 3 Scoped flooding based data transfer

 번호 4는 근원지가 DATA를 생성하여 송하

는 과정이다. 번호 5에는 모바일 싱크만 데이터 패

킷을 수신하고 그 지 않은 노드들은 이를 러딩한

다. 그리고 마지막 DATA가 수신되면 기  노드는 

치보호구역을 해제하는 LPZW를 발행하고, 이를 수

신하는 노드는 바로 SLEEP 모드로 환된다(  번호 

7). 주의할 은 DATA는 LPZA 내의 모든 노드들로 

러딩 된다는 것이다. 즉, 근원지와 모바일 싱크 간

에 특정 경로 하나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로 인

해 발생 신호만을 통해 데이터 통신 경로 상의 특정 

노드를 찾아내어 괴 등과 같은 극  공격을 시도

하는 경우에 노드 선정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투입되

는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도록 유도한다.

Ⅲ. 분석  평가 

이 장에서는 제안 오토콜의 보안성과 통신 비용

에 해 분석하고 평가한다. 평가 항목과 방법  비

교 등은 련 연구[4],[6]를 따른다.

3.1 일반 성질

그림 3의 로토콜은 다음을 만족한다.

성질 1. LPZA를 수신하고부터 LPZW를 수신하기

까지 모든 v∈{V
LPZ

node-M_SINK}는 빈 타임 슬롯마

다 DUMMY를 발행한다(단, M_SINK는 모바일 싱크

임).

성질 2. M_SINK는 어떠한 패킷도 송하지 않는

다. 즉, M_SINK로부터는 어떠한 송 신호도 발생되

지 않는다.

성질 3. LPZ 내의 M_SINK와 근원지 사이에 경로

가 존재하는 한, DATA 패킷은 달된다.

성질 1은 그림 3의  번호 3의 과정이, 번호 7

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동안 빈 타임 슬롯마다 

수행되므로 성립한다. 모바일 싱크 M_SINK는 번

호 5와 같이 패킷 DATA를 수신할 뿐 DUMMY 조

차 발행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패킷도 계하지도 않

으므로 성질 2가 성립한다. 성질 3은 러딩을 사용하

면 근원지와 도착지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한 

패킷은 달될 수 있다는 에서 성립한다.

3.2 치보안성

성질 4. 그림 3의 제안 로토콜이 제공하는 모바

일 싱크 M_SINK의 치보안성은 무한 이다.

증명: 성질 2에 의해 M_SINK는 어떠한 패킷 송

도 하지 않으므로 신호를 발생하]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발생 의 탐지에 의해서는 그 존재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이 성질은 참이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통신 경로 은닉

 1357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근원지들의 수 |VLPZ
source| 

> 0인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근원지가 갖는 치보

안성은 다음과 같이 PCM방식[4]에 한 비율로 정의

한다. 즉, PCM 방식에서 하나의 근원지가 선택될 확

률을 p1, 제안된 방식에서 하나의 근원지가 선택될 확

률을 p2라 하면, 제안된 방식에서의 근원지의 치보

안성은 log
2
(p2/p1)로 정의한다(단, p2≥p1). 

성질 5. 치보호구역 내의 근원지의 치보안성은 

PCM 방식에 비해 log
2
(1/ρ2)배 낮다. 단, ρ = k/R이

고, k는 LPZ의 반지름, R은 네트워크의 반지름으로 k

≤R이다.

증명: 치보호구역 내의 임의의 근원지 v가 선택

될 확률은 |VLPZ
source|/|V

LPZ
node|이다. 그런데 SLPZ은 하

나의 치보호구역 면 을, Snetwork는 네트워크 체의 

면 을 나타내고, 1-홉을 단 길이 1에 응시키면 

Sprivacy_zone = πδ2, Snetwork = πR2이므로 |VLPZ
node| = 

(Sprivacy_zone/Snetwork)N = (δ/R)
2N = (ρR/R)2N = ρ2N이

다. 여기서, ρ=δ/R로 표 되는 네트워크 반지름 R에 

한 LPZ 반지름의 비율로 0<ρ<1이다. 따라서 네트

워크 내에 ω개의 근원지가 있다면 PCM에서 하나의 

근원지가 발생할 확률은 ω/N 이고 제안 로토콜을 

이용하면 ω/(ρ2N)이므로 이들의 비는 (ω/(ρ2N))/(ω/N) 

= 1/ρ2이다. 고로 PCM 비 제안 로토콜의 치보

안성 수 은 log
2
(1/ρ2)이다.

3.3 통신 비용

성질 6. PCM의 통신 비용 비 제안 로토콜의 

통신 비용은 ρ3이다. 

증명: PCM은 N개의 모든 노드가 ndata개의 데이터

를 송하는 타임 슬롯 동안 DUMMY나 DATA 둘 

, 어느 한 패킷을 반드시 송해야한다. 그런데 네

트워크의 지름은 2R이므로 임의의 한 패킷이 모든 노

드에게 달되려면 최  2R개의 타임 슬롯이 소요된

다. 고로 ndata개의 데이터를 송하기 해 2R · ndata 

· N개의 패킷들이 발생한다. 제안 로토콜은 LPZ 

설정을 해 각기 |VLPZ
node| · k개의 LPZA 는 

DUMMY, 해제를 해서는 |VLPZ
node| · k개의 LPZW 

는 DUMMY가 발생한다. 그리고 하나의 DATA를 

송하기 해서는 치보호구역 지름 최  2k만큼의 

지연이 요구되므로 ndata개의 데이터를 송할 때 ndata 

· 2k · |VLPZ
node|개 즉, 2k · |VLPZ

node|(1+ndata)개가 발

생한다. 여기서 ndata ≫ 1임을 고려하면 제안 로토콜

에서 발생하는 패킷들의 총 수는 2k · |VLPZ
node| · 

ndata이다. 그런데 |VLPZ
node| = (πk

2/πR2) · N = ρ2N이

므로(단, ρ=k/R), PCM에 의한 발생 패킷 수에 한 

제안 로토콜에서 발생하는 패킷들의 비는 (ndata · 

2k · ρ2N)/(2R · ndata · N) = (kρ
2)/R = ρ3이다. 

표 3. PCM 방식 비 성능
Table 3. Comparison with PCM method

표 3에 성질 5와 성질 6에 따른 기존의 로토콜 

PCM과 제안된 로토콜의 치보안성과 통신 비용 

비교에 한 수치  값을 보 다. LPZ의 반경 k가 네

트워크 반경 R의 단지 1/2 는 1/3 정도만 되어 

체 노드의 25%나 11%만 활동하는 상황에서 통신 비

용은 각기 12.5%와 3.7% 정도의 매우 낮은 비용으로 

통신 경로의 은닉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라미터 

k는 체 노드 수 N이 큰 규모 네트워크에서 특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LPZ의 지름이 작아도 그 내부

에 많은 수의 노드들이 존재하여 무작 로 어느 한 

노드를 선정 시 그 것이 근원지나 모바일 싱크일 확

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드의 도를 고려

하여 k를 정하면 된다. 아울러 제안 로토콜은 모바

일 싱크는 단지 패킷 수신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함으

로써 어떠한 패킷의 발행에도 여하지 않아 수동  

도청자에게 그 존재를 노출하지 않는다.

Ⅳ. 결 론

이 논문에서 제안한 원 형태의 치보호구역(LPZ) 

설정에 의한 통신 경로 은닉 로토콜은 모바일 싱크

의 치 기 성을 무한 로 유지한다. 그리고 기존의 

방식 PCM에 비해 LPZ의 반경이 네트워크 반경의 

1/2과 1/3 정도만 되어도 12.5%와 3.7% 정도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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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도 통신 경로를 은닉할 수 있는 장 을 제공

한다. 

이러한 근방법에 있어서 공격자 에서 수동  

공격을 탈피하여 최소한의 노드들을 괴하며 통신 

경로를 두 시키기 한 최  공격 알고리즘에 해 

연구 에 있다. 확장 연구로는 센서 네트워크의 에

지 약 방안[7]이나 로드캐스트 비용의 축소 방안

[8] 등과 연계한 통신 경로 은닉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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