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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조품(counterfeit products)은 현재의 상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협 중의 하나이다.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CIB(Counterfeiting In-

telligence Bureau)는 위조품이 세계 무역의 5%에서 

7%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2]. 위조품은 시계, 의

복, 의약품 등의 고가의 작은 제품에서부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고가의 큰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제품에 퍼져 있다. 위조품을 막기 위해 홀로그램,

워터마크, 마이크로 프린팅, 형광잉크 등을 사용하고 

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함으로써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제품들을 인식할 수 있고, 공

급망(supply chain)에서 제품이 유통되는 경로를 추

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위조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다.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들의 위조 방지 및 탐지

를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3-12]. 이들 연구들

을 몇 개의 부류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통 

경로 추적(track and trace)에 기반을 둔 방법이다[3,

4,5,6]. 이 방법에서는 태그가 부착된 제품들이 유통

노드(예를 들어,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등)를 따라 

이동할 때마다 유통노드(distribution node)에 있는 

RFID 태그의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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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리더(reader)에 의하여 엑세스되고 리더는 이 

제품들의 위치를 서버에 전달한다. 서버는 각 제품들

의 위치와 관련 정보들을 수정한다. 위조된 태그(즉,

제품)는 수상한 사용 패턴(예를 들어, 같은 태그가 

다른 두 지역에 존재)을 보일 것이다. 이런 현상을 

이용하여 위조품을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서버와 

리더 간의 통신량이 많고 프라이버시(privacy) 문제

가 발생한다[7]. 두 번째 방법은 암호화에 기반을 두

고 있다[7,8,9]. 모든 태그는 유일한 ID와 비밀키를 

가진다. 리더와 태그의 통신에는 비밀키로 생성된 암

호화된 메시지가 사용되며, 태그(제품)의 진위 여부

는 리더에 의해 이루어진다. 태그가 올바른 비밀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송된 메시지를 풀 수 없기 때

문에 올바른 응답 메시지를 보내 수 없다. 따라서,

위조된 제품으로 판별하게 된다. 이 방법은 암호화의 

방식에 따라 대칭 암호화 기법과 공개키 기반 암호화 

기법[7,8,9]으로 나뉠 수 있으며, 리더가 위조를 판별

하기 위해 서버의 도움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온라인

[9], 오프라인[8], 그리고 준-오프라인(semi-offline)

방식[7]으로 나뉜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태그가 암

호화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함으로 태그의 

비용이 비싸진다. 또한, 공급망 관리(예를 들어, 유통 

경로 추적 등)를 위해서는 별도의 메카니즘이 필요

하다. 세 번째 방법은 공급망에서의 올바른 유통 경

로에 기반을 둔 방법이다[10,11]. 공급망에서 제품이 

유통노드를 거칠 때, 태그에는 거쳐간 유통노드 관련 

정보가 저장된다. 리더에는 공급망에서의 모든 올바

른 유통노드의 경로들이 미리 저장되어 있다. 리더가 

태그에 저장된 거쳐온 유통노드의 정보를 엑세스하

여 올바른 경로를 거쳐온 제품은 진품으로, 그렇지 

않은 제품은 위조품으로 판별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제품이 거쳐야 될 올바른 경로를 사

전에 설정하여 리더에게 제공해야 하는 점이다. 유통

노드가 바뀌면 다시 모든 올바른 경로를 재설정해야 

한다. 네 번째 방법은 태그의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

(ownership transfer protocol)을 이용한 것이다. 유

통노드 간에 태그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으면 위조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없음을 기반

으로 한 방법이다. 이런 연구는 C.L. Chen 등이 공개

키 기반으로 제안하였다[12]. 하지만, C.L. Chen 등이 

제안한 프로토콜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태그 ID,

전자서명 등의 정보가 노출되어 위조된 태그를 만들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또한, 이 

프로토콜은 소매상과 소비자 간의 소유권 이전만을 

다루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네 그룹의 위조 방지 및 탐지 방법

들을 위조품의 유통 범위 측면에서 분석하면, 첫 번

째와 세 번째 그룹의 방법들은 유통망 내에서만 위조

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반면, 두 번째 그룹은 소

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시에만 위조품을 판별토록 한

다. 네 번째 방법은 소매상과 소비자 간에 제품이 전

달될 때 위조품인지를 판별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통망 내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

와 소비자 간의 제품 전달 과정에서도 위조품이 유통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공장에서부

터 제품의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마다, 즉,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마다 진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RFID 태그의 소유권 이전 프로

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은 태

그가 부착된 제품을 현 소유주에서 새 소유주에게로 

안전하게 제품을 이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유통노드에서 유통노드로 진

품을 안전하게 유통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가 가진 

제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이전할 때도 진품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프

로토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12-18]. 기

존의 프로토콜들은 공개키 암호화를 사용하는 방법

[12], 대칭키를 사용하는 방법[1,13,14,17], 그리고 해

시함수를 사용하는 방법[15,16,18] 등이 있다. 이 프

로토콜들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현 소유주와 새 소유

주가 한 곳에서 동시에 태그를 접근하여 소유권 이전

이 이루어진다. 공급망에서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은 

제품을 인도할 유통노드와 제품을 인수할 유통노드

가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어 한 장소에서 동시에 태

그를 접근하여 제품을 인도 및 인수할 수 없다. 즉,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을 그대로 공급망에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

을 위조 방지를 위해 공급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칭키 암호화를 사

용한 비교적 간단한 G. Kapoor와 S. Piramuthu가 

제안한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1]을 공급망에서 제품

의 유통 경로 추적과 위조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수정

하였다. 우리가 제시한 프로토콜은 크게 3개의 단계

로 이루어진다. 제품을 인도하는 유통노드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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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제품 인도 단계, 제품을 인수할 유통노드에서 

수행될 제품 인수 단계, 그리고 소매점에서 소비자에

게 제품을 판매할 때 수행되는 제품 판매 단계이다.

이 프로토콜은 위조 방지를 비롯한 여러 보안 공격에 

안전함을 보였다. 다른 여러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들

도 우리가 수정한 방식과 유사하게 수정함으로써 위

조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기여(contribution)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공급망 내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

와 소비자 간에도 유통되는 제품의 유통 경로 추적과 

위조 방지를 할 수 있는 보안 공격에 안전한 프로토

콜을 제시하였다. 둘째, 태그의 능력에 맞는 기존 소

유권 이전 프로토콜을 공급망에서의 위조 방지 프로

토콜로 수정하는 방법을 보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위조 방지 프로토콜을 기술하기 위한 표기법과 보안 

요구 조건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위조 방지 프로토

콜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제시한 프로토콜이 보안 

공격에 안전함을 보인다.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연

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2. 표기법 및 보안 요구 조건
본 절에서는 공급망(supply chain), 표기법 및 가

정, 보안 요구 조건 등을 기술한다.

2.1 표기법 및 가정
제품은 Fig. 1처럼 생산공장에서 생산되어 물류창

고을 거쳐 여러 도매상에 보급되고, 여러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에 전달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이런 

물류의 흐름 속에 배송을 담당하는 배송업자도 포함

될 수 있다. 제품의 성질에 따라 생산공장에서 물류

창고,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생산공장에서 1개 이상

의 물류창고와 1개 이상의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에

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구조를 가질 수도 있으

며, 또한 제품이 생산공장, 물류창고, 도매상 및 소매

상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배송업자가 관여할 수도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 공장, 물류 창고, 배송업자,

도매상, 소매상 등을 ‘유통노드’ 라고 부른다.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으며, 각 유통노드에 RFID 리더를 두어 태그들을 

엑세스한다. 또한, RFID 태그와 리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유통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및 진품 

판정을 위해 리더와 통신하는 서버(또는 TTP

(Trusted Third Party Server))를 둔다. 대부분의 

RFID 시스템처럼 태그와의 통신은 리더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서버와 태그 간의 통신 시, 서버는 리

더를 통해 태그와 통신한다. 또한, 리더와 서버 사이

의 통신은 안전한 통신 채널을 사용하고 태그와 리더 

사이의 통신은 노출된(안전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한다. 그리고, 태그와 리더 사이의 통신을 위해서는 

상호 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로토콜을 위한 표기법은 

Table 1과 같다.

2.2 보안 요구 조건
제품에 부착된 RFID 태그에는 소유자 정보 및 접

근 제어를 위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공급망

에서 위조 방지를 위해 아래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새 소유자 프라이버시(New owner privacy): 태

그의 소유권이 새 유통노드에게로 이전 되었을 때,

단지 새 유통노드만이 태그를 식별하고 태그 내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 이전 유통노드는 그 태그에 

대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

∙전 소유자 프라이버시(Old owner privacy): 태

그의 소유권이 새 유통노드에게 이전되었을 때, 새 

유통노드는 전 유통노드와 태그 사이의 과거 활동을 

추적할 수 없다.

Manufacturer

Wholesaler

Warehouse Warehouse

Retailer Customer

Wholesaler……

……

Fig. 1. The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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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복구(Authorization recovery): RFID 태그

가 붙은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애프터 서비스(after-

sales service)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유통노드는 

전 유통노드가 태그 내의 정보를 접근할 권한을 잠시 

동안 가지도록 태그의 소유권을 잠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거부 공격에 안전(Resistance to Denial

of Service (DoS) attack): DoS 공격 을 막기 위해서 

태그와 서버가 공유하고 있는 비밀정보에 대한 동기

화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재생 공격에 안전(Resistance to replay attack):

공격자가 리더와 태그 사이의 통신 메시지를 도청하

여 리더나 태그를 속이기 위해 도청한 메시지를 사용

할 수 없도록 한다.

∙중간자 공격에 안전(Resistance to man-in-

middle attack): 공격자가 태그와 리더 사이에서 가

짜 메시지 또는 수정한 메시지를 사용하여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위조 방지(Anti-Counterfeiting): 공급망에 위

조된 태그를 부착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공급망에서의 위조 방지 프로토콜
3.1 초기단계

서버에는 Table 2와 같은 4개의 테이블이 필요하

다. 태그 테이블(Tag Table)에는 태그번호(tag num-

ber, i), 공유 비밀키(shared secret key, ti), 비밀키

(secret key, s), 새 비밀키(new secret key, s'), 제품

의 소유 유통노드(distribution node의 owner 필드),

Table 1. The meaning of the notation 
Notation Meaning

RO RFID reader of the distribution node O

Tagi
ith RFID tag(i is the product number or
EPC)

rO
shared secret key between reader RO and
server

ti
shared secret key between tag Tagi and
server

cu
shared secret key between customer c
and server

s secret key

fk keyed(with key k) encryption function

N J random nonce generated by J

H k keyed(with key k) hash fuction

h hash function

⊕ exclusive OR

|| concatenation

Table 2. Tables in server
(a) Tag Table

tag number shared secret key secret key new secret key
distribution node

others info.
owner delivery

(b) Reader Table

reader shared secret key distribution node others info.

(c) Customer Table

user name password shared secret key others info.

(d) Distribution Node Table

distribution node relat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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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다른 유통노드로 전달 중이면 전달될 유통노

드(distribution node의 delivery 필드) 및 기타 정보

로 구성된다. 리더 테이블(Reader Table)에는 리더

(reader, RO), 서버와 리더 간에 공유하는 비밀키

(shared secret key, rO), 이 리더를 소유하고 있는 

유통노드(distribution node) 및 기타 필요한 정보가 

저장 된다. 소비자 테이블(Customer Table)에는 소

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본인이 직접 진품임을 확인

하기 위해 사용자명(user name), password, 공유 비

밀키(shared secret key) 및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다.

유통노드 테이블(Distribution Node Table)은 모든 

유통노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제품이 생산되면 제품에 부착되는 태그에는 제품

번호(i), 서버와 공유하는 공유 비밀키(ti)와 비밀키

(s)를 생성하여 저장하고, 서버의 태그 테이블에 저

장한다. 태그 테이블의 owner 필드를 생산공장으로 

설정한다. 또한, 서버는 제품의 비밀키를 생산공장의 

리더에게 전송하여 생산공장의 리더가 태그를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유통노드의 리더는 제품의 

인도/인수 과정에서 비밀키를 획득하여 태그를 접근

한다.

리더가 태그에 접근하기 위해 리더와 태그 간의 

상호인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G. Kapoor와 

S. Piramuthu가 제시한 Fig. 2의 프로토콜[1]을 사용

한다.

리더 RO와 Tagi는 비밀키 s를 가지고 있다. 상호

인증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리더가 난수 를 생성하여 Tagi에게 인증을 

요구한다.

(2) Tagi는 난수 NT를 생성하여 리더로부터 받은 

난수 를 (NT⊕s)를 키로 사용하여  해시값을 만

들어 전송한다.

(3) 리더는 자신의 비밀키 s를 사용하여 해시값을 

구하여 비교한다. 같으면 태그를 인증한다. 그리고,

새로운 난수 ′를 생성하고, ⊕를 키로 사용하

여 ′⊕를 암호화한 메시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op는 필요한 연산(읽기, 쓰기, 갱신 등)을 나타낸다.

(4) 이 메시지를 받은 태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키(s)를 이용하여 이 메시지를 해독 하여 리더를 

인증한다. 마지막으로 ACK 메시지로  ′ 를 전

송한다.

태그의 비밀키가 2개인 경우(비밀키 s와 새 비밀

키 s'), 리더와 태그의 상호 인증 시 어떤 비밀키를 

사용하더라도 태그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은 

다음에 설명하는 위조 방지 프로토콜에서 자주 발생

한다.

3.2 제품 인도 단계
RO 리더를 가진 유통노드에서 Rd 리더를 가진 유

통노드로 제품을 전달한다고 하자(본 논문에서는 유

통노드의 이름 대신 그 노드의 리더명을 사용한다.

이 리더명이 전달되면 서버가 유통노드를 알 수 있으

므로 리더명과 유통노드는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 두 단계를 거친다. 먼저, 제품

을 인도하는 유통노드에서 처리되는 제품 인도 단계

와 제품을 인수하는 유통노드에서 처리되는 제품 인수

단계이다. 제품 인도 단계는 Fig. 3의 과정을 거친다.

제품인도 단계는 Fig. 3과 같이 아래의 단계로 처

리된다.

(1) 제품을 인도할 유통노드의 리더가 물품인도요

구(Delivery Request)메시지를 서버로 전송한다.

RO

( , s)

Tagi

( , s)

Query, 

NT, ⊕ 

′ , ⊕ ′⊕ , op

 ′

Fig. 2. The authenticati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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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시지에는 태그번호(i)와 전달될 유통노드(Rd)

가 포함되어 있다. 태그번호는 앞에서 언급 한 리더

와 태그의 상호인증을 통해 리더가 태그로부터 읽은 

값이다.

(2) 요구를 받은 서버는 새로운 키 s'와 난수 를 

생성한 후, (ti||s')를 (⊕ti⊕s)로 암호화한 값과 

를 Tagi로 전송한다.

(3) 태그는 ti가 올바르면 s'를 추출하여 저장한 후,

난수 를 생성하여 와 해시값  ⊕ ′⊕ 를 

서버로 전송한다. ti가 틀린 값이면 무시한다.

(4) 서버는 전송된 해시값을 확인 후, 올바른 값이

면 태그를 인증하고 리더(RO)에게 제품 인도를 허락

하는 메시지 (Ok, )를 전송한다. 만약 잘못된 

값이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2)번 작업, 즉, ( , ⊕⊕ ′)메시지를 재전송

한다. 정해진 횟수만큼 재전송 후에도 잘못된 값이거

나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RO에게 제품 인도 거절 메

시지 (Refuse, )를 보낸다.

(5) RO는 허락 메시지를 받으면 제품을 Rd 유통노

드로 배송한다. 만약, 거절 메시지를 받으면 2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된다. 먼저, 통신상의 문제, 즉, 통신

상태 불량 또는 침입자의 공격(DoS 공격 등)이고,

두 번째는 제품의 진위문제이다. RO는 첫 번째 문제

를 해결한 후, 제품 인도 단계를 다시 요청한다. 정해

진 횟수만큼의 반복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되

면 제품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여 반송처리 한다.

서버는 제품 인도 단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태

그 테이블의 새 비밀번호 필드에 s', 유통노드의 de-

livery 필드에 Rd를 저장한다.

3.3 제품 인수 단계
제품이 Rd로 전달되면 유통노드 Rd에서 제품 인

수 단계를 수행한다. 제품 인수 단계는 Fig. 4와 같이 

아래의 단계로 처리된다.

(1) 제품을 인수할 유통노드의 리더 Rd가 서버에

게 인수요청(TakeOver Request)메시지 를 보낸다.

(2) 서버는 Rd로 인도될 제품의 태그를 태그 테이

블의 유통노드의 delivery 필드를 통해 찾는다. 찾은 

태그의 비밀키(s')을 Rd로 전달하기 위해 난수 ′을 

생성하고 (′ ,  ⊕’′⊕ ) 메시지를 Rd로 전송

한다.

(3) Rd는 비밀키(s')을 추출하여 태그를 액세스하

기 위해 난수 NRd를 생성한다.

(4)태그의 소유주를 Rd로 바꾸기 위해 ( ,  ′ )
메시지를 태그로 전송한다. 태그는  암호화된 를 

풀어 보내온  와 일치하면 비밀키(s)를 s'으로 변

경한다. 즉, 이 태그 의 소유주를 비밀키(s')를 알고 

있는 Rd로 변경한다. 만약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

무런 작업도 않는다.

(5) 값이 일치하여 s를 변경시킨 후, Rd에 응답메

시지 ( ′ , ′⊕ ′⊕′)를 전송한다.

(6) Rd는 응답 메시지의 해시값을 계산하여 일치

하면 태그의 비밀키 s를 새 비밀키 s'으로 설정한 후,

제품 인수가 완료되었음을 서버에게 (Ok,  ′⊕′)
메시지로 알린다. 서버는 제품 인수가 완료됨에 따른 

Fig. 3. The products delivery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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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수정 작업을 한다. 예를 들어, 비밀키 s를 s'으

로 바꾸고, 태그의 owner 필드를 수정한다. 만약, Rd

가 받은 응답메시지의 해시값이 일치하지 않거나, 정

해진 시간 내에 응답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4)번 작

업 (즉, ( , ′ ) 메시지 전송)을 다시 한다. 정

해진 횟수만큼 반복해도 올바른 응답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2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통신상의 

문제, 즉, 통신 상태 불량 또는 침입자의 공격(DoS

공격 등)이고, 두 번째는 제품의 진위 문제이다. Rd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4)번 작업을 요청한

다.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해도 올바른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제품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서버에게 인

수거절을 나타내는 메시지 (No,  ′⊕′)을 전송

한다. 서버는 제품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여 반품처

리토록 한다.

Rd가 인수할 제품이 n개이면, (2)번 작업에서 서버

에서 Rd로 보내는 메시지 (′ ,  ⊕’′⊕ ) 대신

에 (′ ,  ⊕’′⊕ ′⊕  ⋯ ′⊕ ) 메

시지를 전송하면  Rd는 n개의 비밀키를 추출하여 각

각 제품의 인수 작업을 처리 할 수 있다.

3.4 제품 판매 단계
제품들은 여러 유통노드를 거쳐 소매점에 도착한

다. 각 유통노드를 거칠 때 마다 3.2절과 3.3절의 제품 

인도와 인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전달된 제

품이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소비자가 제

품을 구매할 때 제품이 진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제

품을 구입한 후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제품 판매 단계는 앞에서 설명한 제품 인

도 과정과 인수 과정을 적절히 조합한 구조로 Fig.

5와 같이 아래의 단계로 처리된다.

(1) 제품을 구입할 소비자는 자신을 서버에 등록

한다. 이 때, 사용자명과 password가 제공되고, 이 

password를 사용하여 서버와 소비자가 공유할 비밀

키 cu를 해시함수 h(password)로 구한 다. 사용자명,

password와 공유 비밀키를 소비자 테이블에 저장  

한다.

(2) 소매상(소매상의 리더)은 제품 판매 요청(Sale

Request)메시지를 서버로 전송한다. 이 메시지에는 

태그번호(i)와 소매상(Rt)이 포함되어 있다.

(3) 요구를 받은 서버는 새로운 키 s'와 난수 를 

생성한 후, (ti||s')를 (⊕ti⊕s)로 암호화한 값과 

를 Tagi로 전송한다.

Fig. 4. The products takeover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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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그는 ti가 올바르면 s'를 추출하여 저장한 후,

난수 를 생성하여 와 해시값  ⊕ ′⊕ 를 

서버로 전송한다. ti가 틀린 값이면 무시한다.

(5) 서버는 전송된 해시값을 확인 후, 올바른 값이

면 태그를 인증하고 소비자에게 태그의  비밀키(s')

을 전달하기 위해 난수 ′을 생성하고 (′ ,
⊕’ ′⊕ ) 메시지를 전송 한다. 만약 잘못된 값

이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3)

번 작업, 즉, ( , ⊕⊕′)메시지를 재전송한

다. 정해진 횟수만큼 재전송 후에도 잘못된 값이거나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2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된다.

먼저, 통신상의 문제, 즉, 통신상태 불량 또는 침입자

의 공격(DoS 공격 등)이고, 두 번째는 제품의 진위문

제이다. 소매상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한 후, (2)번 

단계, 즉, 제품판매요청을 다시 요청한다. 정해진 횟

수만큼의 반복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되면 제

품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여 반송처리토록 한다.

(6) 소비자는 (′ , ⊕’ ′⊕ ) 메시지로부터 

비밀키(s')을 추출하여 태그를 액세스 하기 위해 난

수 를 생성한다.

(7) 태그의 소유주를 소비자로 바꾸기 위해 (

,  ′ ) 메시지를 태그로 전송한다. 태 그는 암호화

된 를 풀어 보내온 와 일치하면 비밀키(s)를 

s'으로 변경한다. 즉, 이  태그의 소유주를 비밀키(s')

를 알고 있는 소비자로 변경한다. 만약 값이 일치하

지 않으면 아무런 작업도 않는다.

(8) 값이 일치하면, 태그는 s를 변경시킨 후, 소비

자에게 응답메시지( ′ , ′⊕ ′ ⊕′) 를 전송한

다.

(9) 소비자는 응답 메시지의 해시값을 계산하여 

일치하면 태그의 비밀키 s를 새 비밀키 s'으로 설정

한 후, 제품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서버에게 (Ok,



′⊕′)메시지로 알린다. 서버는 제품 판매가 완

료됨에 따른 테이블 수정작업을 한다. 예를 들어, 비

밀키 s를 s'으로 바꾸고, 태그의 owner 필드를 사용

자명으로 수정한다. 만약, 소비자가 받은 응답메시지

의 해시값이 일치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응

답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7)번 작업, 즉, ( ,  ′ )
메시지 전송을 다시 한다.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해도 

올바른 응답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2가지 경우를 고

려해야 한다. 첫째, 통신상의 문제, 즉 통신 상태 불량 

또는 침입자의 공격(DoS 공격 등)이고, 두 번째는 

제품의 진위 문제이다. 소비자는 첫 번째 문제를 해

결한 후, 다시 (7)번 작업을 다시 요청한다.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해도 올바른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제

품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서버에게 위조를 알리

기 위한 메시지 (No, ′⊕′)을 전송한다. 서버는 

제품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여 반품처리토록 한다.

3.5 소비자 간의 소유권 이전
소비자에게서 다른 소비자로 소유권 이전이 필요

할 때, 제품의 진품 여부 확인과 제품(즉, 태그)의 소

유권 이전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두 소비자는 

서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전할 소비자를 U1, 이전 

받을 소비자를 U2라 하자. 소유권 이전 작업은 두 

소비자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와 멀리 떨어진 장

소에 있는 경우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는 Fig. 5의 제품 판매 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는 Fig. 3의 제품 인도 

작업과 Fig. 4의 제품 인수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이

루어진다.

먼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는 제품 판매 단계에

서 소매상 대신 U1로, 소비자 대신 U2로 설정한다.

U1과 서버의 공유키는  로, 비밀키는 s로 하고, U2

와 서버의 공유키는  로 하여 U1이 서버에 소유권 

이전 요구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후의 과정은 제

품 판매 단계와 같다.

두 소비자가 멀리 떨어진 경우는 제품 인도 단계

에서 RO 대신 U1로 하고, U1과 서버의 공유키는  

로, 비밀키는 s로 하여 U1이 서버에게 소유권 이전 

요구를 한다. 이후의 과정은 제품 인도 단계와 같다.

제품이 U2에게 도착하면 U2는 소유권을 이전을 받기 

위해 제품 인수 단계에서 Rd 대신 U2로, U2와 서버의 

공유키는  로 하여 U2가 서버에게 소유권 인수 요

구를 한다. 이후의 과정은 제품 인수 단계와 같다.

이렇게 두 소비자 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는 소비자는 서버가 인증하는 RFID 리더가 있는 곳

(예를 들어, 소매점)으로 가서 소유권 이전 작업을 

해야 한다. 이는 태그와의 통신 시, 서버가 인증하는 

리더와 통신을 해야 올바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RFID 태그 대신 NFC 태그를 사용한다면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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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 요구 조건 분석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위조 방지 프로토콜

이 2.2절에서 기술한 보안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분석하고 이 프로토콜과 관련된 기타사항들을 언급

한다.

4.1 보안 요구 조건 분석
3.1절에서 언급한 상호 인증 프로토콜은 보안에 

안전하다[1]. 여기서는 우리가 제시한 위조 방지 프

로토콜에 대한 보안 분석만 한다.

∙새 소유주 프라이버시(New owner privacy):

제품 인도 단계에서 제품을 인도할 유통노드가 서버

에게 제품 인도 요구를 하면 새 비밀키 s'를 생성하여 

Tagi에게 전송한다. 이 새 비밀키는 제품을 인도할 

유통노드는 알 수 없다. 제품이 인도되어 제품 인수 

단계에서 제품을 인수할 유통노드는 인수요청을 서

버에게 요구한다. 서버는 이전에 생성해 둔 비밀키 

s'를 제품을 인수할 유통노드에게 보내고, 서버와 

Tagi의 비밀키를 s'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Fig. 5. The products sal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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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인도한 유통노드는 더 이상 Tagi를 접근할 

수 없고, 인수한 유통노드만이 Tagi를 접근할 수 있

다. 제품 판매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매상이 소비

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Tagi의 비밀키를 새 비밀

키로 변경함으로서 소매상은 더 이상 Tagi에 접근할 

수 없고 단지 소비자만이 Tagi에 접근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새 소유주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

∙전 소유주 프라이버시(Old owner privacy): 제

품을 인수할 유통노드(또는 소비자)는 서버로부터 

변경된 비밀키 s'만을 받는다. 따라서, 제품을 인수한 

유통노드(또는 소비자)는 제품을 인도한 유통노드와 

Tagi 사이의 트랜잭션들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인도한 유통노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권한 복구(Authorization recovery): 제품을 인

도한 유통노드에게 권한을 복구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 가능하다. 먼저, 제품을 인수한 유

통노드(또는 소비자)가 서버에게 권한 복구 요청을 

한다. 서버는 제품을 인도한 유통노드에게 태그를 접

근할 수 있는 비밀키(s)를 전송한다. 제품을 인도한 

유통노드는 이 비밀키로 태그를 접근할 수 있다. 사

용이 끝나면, 제품을 인도한 유통노드는 서버에게 사

용이 끝났음을 알린 후, 3장에서 제시한 제품 인도 

단계와 제품 인수 단계(또는 제품 판매 단계)를 사용

하여 소유권을 기존의 유통노드(또는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다.

∙서비스 거부 공격에 안전(Resistance to Denial

of Service (DoS) attack): 제품 인도 작업, 제품 인수 

작업 및 제품 판매 단계에서 DoS공격이 가능하다.

먼저, 제품 인도 작업에서의 공격을 알아보자. 이 단

계에서의 공격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서버

에서 Tagi로 전송되는 메시지 ( , ⊕⊕′)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공격과 둘째, Tagi에

서 서버로 전송되는 메시지( , ⊕ ′⊕ )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공격이다. 3.2절의 

제품 인도 단계 (4)와 (5)에서 언급했듯이 서버는 정

해진 시간 내에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2)번 작업,

즉, ( , ⊕⊕ ′)메시지를 재전송한다. 정해

진 횟수만큼 재전송 후에도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RO에게 제품 인도 거절 메시지를 보낸다. RO가 거절 

메시지를 받으면 통신상의 문제, 즉, 통신상태 불량 

또는 침입자의 공격(DoS 공격 등)을 해결한 후, 제품 

인도 단계를 다시 요청한다. 정해진 횟수 만큼의 반

복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되면 제품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여 반송처리토록 한다. 다음으로, 제품 

인수 작업에서의 공격을 알아보자. 이 단계에서의 공

격 역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Rd에서 Tagi

에 전송되는 메시지 (  ,  ′)의 전송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공격과 둘째, Tagi에서 Rd로 전송

되는 메시지 ( ′ , ′⊕ ′ ⊕′)의 전송이 이루

어지지 않도록 하는 공격이다. 3.3절의 제품 인수 단

계 (6)에서 언급했듯이, Rd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응답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4)번 작업 (즉, (, ′)
메시지 전송)을 다시 한다.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해

도 올바른 응답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통신 상태 불량 

또는 침입자의 공격(DoS 공격 등)을 해결한 후, 다시 

(4)번 작업을 요청한다.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해도 

올바른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제품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서버에게 인수거절을 나타내는 메시지 (No,

 ′⊕′)을 전송한다. 서버는 제품이 위조된 것으

로 판단하여 반품처리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품 

판매 단계에서의 공격을 알아보자. 이 단계에서의 공

격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서버에서 Tagi로 

전송되는 메시지 ( , ⊕⊕′)의 전송이 이루

어지지 않도록 하는 공격, 둘째, Tagi에서 서버로 전

송되는 메시지( , ⊕ ′⊕ )의 전송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공격, 셋째, 소비자에서 Tagi에 전

송되는 메시지 ( ,  ′ )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공격, 넷째, Tagi에서 소비자로 전송되

는 메시지 ( ′ , ′⊕ ′⊕′)의 전송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공격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공격

은 제품 인도 단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공격은 제품 인수 단계에서와 같

은 방법으로 처리된다. DoS 공격으로 반품된 제품들

은 진위 확인을 거친 후, 진품이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따라서, 위조 방지 프로토콜은 서비스 거부 공

격에 안전하다.

∙재생 공격에 안전(Resistance to replay at-

tack): 위조 방지 프로토콜에서 도청할 수 있는 메시

지는 8개이다. 제품 인도 작업에서 서버에서 Tagi로 

전송되는 메시지 ( , ⊕⊕ ′)와 Tagi에서 서

버로 전송되는 메시지( , ⊕′⊕ ), 제품 인

수 작업에서 Rd에서 Tagi에 전송되는 메시지 ( ,

 ′ )와 Tagi에서 Rd로 전송되는 메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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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품 판매 단계에서 서버에서 

Tagi로 전송되는 메시지 ( , ⊕⊕′), Tagi
에서 서버로 전송되는 메시지( , ⊕ ′⊕ ),
소비자에서 Tagi에 전송되는 메시지 ( ,  ′ )와 

Tagi에서 소비자로 전송되는 메시지 ( ′ , ′⊕ ′
⊕′) 등이다. 공격자는 이들 메시지들을 도청하

여 재생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도청한 메시

지의 전송은 리더와 태그 사이에서 발생함으로 3.1절

에서 언급한 상호 인증 프로토콜로 리더와 태그 사이

에 상호 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 인증을 위해

서는 비밀키 s를 알아야 하지만 공격자는 비밀키 s를 

알 수 없으므로 도청한 메시지를 송신할 수 없다. 따

라서, 위조 방지 프로토콜은 재생 공격에 안전하다.

∙중간자 공격에 안전(Resistance to man-in-

middle attack): 공격자들은 서버, 리더와 태그 사이

에 전송된 메시지를 도청하여 이 메시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조 방지 프로토콜에서는 메시지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를 사용하며, 수정되었

는지를 쉽게 판별하기 위해 키를 사용한 해시함수를 

사용한다. 공격자들이 도청한 메시지를 수정하여 서

버, 리더 및 태그에 보냈을 때 수신자는 쉽게 이 메시

지의 진위를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공격자들이 비밀

키(s)와 서버와 태그 간의 공유키(ti)를 알 수 없어 

암호화한 메시지를 풀 수 없을뿐더러 해시함수의 값

을 유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조 방지 프로

토콜은 중간자 공격에 안전하다.

∙위조 방지(Anti-Counterfeiting): 위조 방지 프

로토콜에서 위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태그에 저장

된 비밀키를 알아야 한다. 비밀키를 알기 위해서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거나 해시함수 값에서 키를 유

추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암호학적으로 유추가 어렵

다. 따라서, 유통망 상에 위조품이 유통될 수 없다.

다만, 제품 인도를 하는 유통노드나 제품 인수를 하는

유통노드가 의도적으로 태그의 비밀키를 유출시켜 

이 비밀키를 가진 태그가 부착된 위조품을 만들어 유

통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위조 방지 프로토콜의 제품 

판매 단계에서 위조품임을 알 수 있다. 제품 판매 단

계의 (3)에서 서버에서 태그로 ( , ⊕⊕ ′)
메시지를 보내면 위조된 태그는 ti를 알 수 없어 암호

화된 메시지를 풀 수 없다. 따라서, 제품 판매 단계의 

(4)에서 태그에서 서버로 보내는 ( , ⊕′⊕ )
메시지가 올바른 값을 가질 수가 없으므로 서버는 

이 제품을 위조로 판명하게 된다.

4.2 기타 사항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위조 방지 프로토콜에서 태그

를 물리적으로 복사하거나 제품에 부착된 태그를 강

제로 제거하여 다른 제품에 부착하면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PUF(Physical Unclonable Func-

tions) 태그[19,20]를 사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제품의 특성 상, 제품에 부착된 태그와 리더의 거

리가 가까워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태그를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태그로 대체하여 

우리가 제시한 위조 방지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

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NFC 리더가 있으므로 

유통노드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태그를 접근하고 서버와 통신함으로써 어

디에서든 위조 방지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렇게 되면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기 위해 RFID 리더가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

진다.

4. 결  론 
위조품은 현재의 상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협 중의 

하나이다. RFID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함으로써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제품들

을 인식할 수 있고, 공급망에서 제품이 유통되는 경

로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위조 여부

를 파악할 수 있다.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들의 위조 방지 및 탐지

를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유

통 경로 추적에 기반으로 하는 방법, 암호화에 기반

을 둔 방법, 공급망에서의 올바른 유통 경로에 기반

을 둔 방법, 그리고, 태그의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을 

이용한 방법 등이다. 기존의 위조 방지 방법들은 대

부분 공급망에서 위조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하

지만, 소비자에서 소비자로 제품이 유통될 때는 위조

를 판별할 수가 없다.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을 사용

하면 유통망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서 소비자로 제품

이 유통될 때도 위조를 판별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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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을 이용하면 유통노드에서 유통노드로 진

품을 안전하게 유통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가 가진 

제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이전할 때도 진품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소

유권 이전 프로토콜들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현 소유

주와 새 소유주가 한 곳에서 동시에 태그를 접근하여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공급망에서 제품이 유통

되는 과정은 제품을 인도할 유통노드와 제품을 인수

할 유통노드가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어 한 장소에서 

동시에 태그를 접근하여 제품을 인도 및 인수할 수 

없다. 즉,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을 그대로 공급망에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을 공급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한 비교적 간

단한 G. Kapoor와 S. Piramuthu가 제안한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1]을 공급망에서 제품의 유통 경로 추

적과 위조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우리가 

제시한 프로토콜은 크게 3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품을 인도하는 유통노드에서 수행되는 제품 인도 

단계, 제품을 인수할 유통노드에서 수행될 제품 인수 

단계, 그리고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수행되는 제품 판매 단계이다. 이 프로토콜은 위

조 방지를 비롯한 여러 보안 공격에 안전함을 보였

다. 다른 여러 소유권 이전 프로토콜들도 본 논문에

서 수정한 방식과 유사하게 수정함으로써 위조 방지

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제품의 특성 상, 제품에 부착된 태그와 리더의 거

리가 가까워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태그를 

NFC 태그로 대체하여 우리가 제시한 위조 방지 프

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NFC 리더가 있으므로 유통노드 뿐만 아니라 소비자

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태그를 접근하고 서

버와 통신함으로써 어디에서든 위조 방지 프로토콜

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다른 소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RFID 리더가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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