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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그룹증명을 위한 응답손실 감지기법

A Tag Response Loss Detection Scheme for RFID Group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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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RFID 그룹증명은 다수의 태그가 동시에 스캔 되었음을 증명하는 요킹증명의 확장이다. 기존의 그룹증명 기
법들은 태그응답의 손실을 검증단계에서 감지하는 지연된 태그손실 감지를 지원한다. 그러나 지연된 태그손실
감지는 태그의 손실을 즉각적으로 감지해야 하는 실시간 응용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 연구에서 나는 태그의
손실을 빠르게 감지하는 새로운 태그응답손실 감지기법인 TRLD(Tag Response Loss Detection)를 제안한
다. 제안기법에서 태그는 응답과 함께 시퀀스번호를 전송하며, 리더는 시퀀스번호를 통해 태그를 식별하는 과
정 없이 태그응답의 손실을 감지한다. 안전성 분석에서는 메시지 비구별성 실험을 통해, 시퀀스번호가 특정태
그와 태그그룹을 구분하려고 시도하는 메시지 분석 공격에 대해 안전하다는 것을 보인다. 효율성 측면에서
제안기법은 어떤 태그의 응답이 손실되었는지 확정하기 위해 기존의 기법보다 더 적은 수의 통신과 데이터베
이스 연산을 요구한다.
■ 중심어 :∣RFID∣응답손실 감지∣그룹증명∣요킹증명∣비구별성∣

Abstract
The RFID group proof is an extension of the yoking proof proving that multiple tags are scanned by
a reader simultaneously. Existing group proof schemes provide only delayed tag loss detection which
detects loss of tag response in a verification phase. However, delayed tag loss detection is not suitable
for real-time applications where tag loss must be detected immediately. In this study, I propose a tag
response loss detection scheme which detects loss of tag response in the proof generation process
quickly. In the proposed scheme, the tag responds with the sequence number assigned to the tag
group, and the reader detects the loss of the tag response through the sequence number. Through an
experiment for indistinguishability, I show that the sequence number is secure against an analyzing
message attack to distinguish between specific tags and tag groups. In terms of efficiency, the
proposed scheme requires fewer transmissions and database operations than existing techniques to
determine which tags response is lost.
■ keyword :∣RFID∣Tag Response Loss Detection∣Group Proof∣Yoking Proof∣Indistinguishability∣

I. 서 론
RFID 그룹증명은 다수의 태그들이 동시에 스캔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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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증명하는 RFID 요킹증명의 확장이다. RFID 그룹
증명은 로컬에서 태그들의 물리적 인접성을 검사하는
여러 응용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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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들을 하나의 컨테이너 박스에 넣고 다른 장소로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 태그손실

동해야 하는 경우, 그룹증명을 이용하여 출발지, 경유

감지에 관한 문제를 정의하고, 3절에서 태그응답 메시

지, 목적지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열지 않고 제품 상자

지의 비구별성을 공격하는 공격자 모델을 제시한 다음,

들과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다.

4절에서 배경지식과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5절에서 빠

그룹증명 프로토콜은 리더가 인접한 태그들을 스캔

른 손실태그 감지기법인 TRLD를 제안하고, 5절에서

하는 증명생성과 스캔 결과를 사전정보와 비교하는 검

해당 기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6

증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증명생성 단계에서 리더는

절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를 언급하고 끝을 맺는다.

태그에게 질의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하고, 태그는 질
의 메시지를 받아 무선으로 응답한다. 이 과정에서 태
그의 응답이 리더에 전송되는 되지 못하는 태그응답손
실이 발생하면, 요킹증명은 검증에 실패하게 된다.

Ⅱ. 문제정의

기존의 그룹증명 기법들은 증명이 검증에 실패했을

지연된 태그응답손실의 감지. 기존의 그룹증명 기법

때 태그응답손실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검

들은 태그그룹을 스캔하여 증명을 생성하는 과정이 끝

증과정에서 태그응답손실을 감지하는 지연된 태그응답

난 후에, 검증과정에서 재고의 손실을 감지하고, 손실된

손실 감지는 객체의 상태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해야

태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연된 손실감

하는 실시간 응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는 태그의 손실을 즉각적으로 감지해야 하는 실시간

이 연구에서 나는 그룹증명 기법을 위한 빠른 태그응

응용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도난방지를 목적

답손실 감지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태그응답손실

으로 하는 응용에서 일부 물품이 손실되었을 경우, 이

감지기법은 태그그룹 단위의 시퀀스번호를 활용하여

같은 사실은 최대한 빨리 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

증명생성 중에 태그응답손실을 감지한다. 제안기법은

존의 그룹증명 기법들은 증명생성 과정에서 일부 물품

기존의 요킹증명 기법들에 적용되어 동작하며 태그의

의 손실로 인해 잘못된 그룹증명이 생성되고, 검증과정

응답에 시퀀스번호를 포함하는 것 외에 태그에 추가적

에서 해당 증명이 검증에 실패한 후에 물품의 손실을

인 연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감지할 수 있다.

나는 특정 그룹에 속한 태그들을 찾을 목적으로 태그

손실된 태그의 확인. 태그응답손실이 감지되면, 어떤

응답의 분석을 시도하는 공격자와 태그응답의 비구별

태그그룹에 속한 어떤 태그가 손실되었는지 확인이 필

성 실험을 정의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제안기법의 안전

요하다. 예를 들어, 운송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추적하

성을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그룹에 속한 태그

기 위해 그룹증명이 적용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재고

들을 찾을 목적으로 태그응답의 분석을 시도하는 공격

의 손실을 감지했다면 어떤 운송 차량에서 어떤 물품이

자에게, 시퀀스번호가 주는 정보가 무시할 만 하다는

손실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것을 보이기 위해, 3절에서 공격모델과 비구별성 실험
을 정의하고, 5절에서 시퀀스번호의 비구별성을 검증한
다. 실험결과는 특정태그와 태그가 속한 그룹을 알아내
기 위해 태그응답의 분석을 시도하는 공격자가 시퀀스
번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시할 만 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효율성 측면에서, 제안기법은 태그의 응답메시지에
포함된 시퀀스번호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연산을 요구
하지 않으며, 기존의 기법들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검
색비용과, 더 적은 수의 인증메시지 생성을 요구한다.

Ⅲ. 배경지식 및 관련연구
3.1 요킹증명
A. Juels는 [1]에서 기본적인 yoking proof 프로토
콜을 제안했다. 기본 요킹증명 프로토콜에서 RFID 리
더는 한 태그의 응답을 다른 태그에 대한 챌린지로 사
용하여 두 태그를 모두 증명에 포함 시킨다. 이 과정에
서 안전한 증명생성 및 검증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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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초과 기능을 사용한다. 이 기법에서 각 태그는 신

Chien 등은 [6]에서 트리기반 매칭 RFID 요킹증명

뢰할 수 있는 검증자와 고유한 비밀키를 공유하며, 이

기법을 제안했다. 이 기법은 태그를 스캔하는 프로세스

비밀키를 포함하여 증명을 생성한다. 이로 인해 이 비

에서 유효한 증명을 얻기 위해 미리 태그를 그룹화하

밀키를 모르는 공격자는 증명을 생성할 수 없다. 여기

고, 이 정보를 이용해 스캐닝 결과의 불필요한 데이터

에 더해, 이 프로토콜은 두 개의 응답이 함께 스캔되었

를 필터링한다. 이 기법에서는 빠른 식별을 위해 비밀

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세션 시간을 제한하는 타임아

키, ID, 그룹키, 그룹 ID, 트리상의 경로 정보 및 시퀀

웃을 사용했다.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태그는 현재 세션

스 번호 같은 사전지식들을 이진트리에 저장한다. 이

을 종료한다.

트리 안에 저장된 태그의 식별정보는 상수시간 검색이
보장된다. 증명생성 과정에서, 검증자는 암호화 된 타임

3.2 그룹증명

스탬프를 생성하여 그것을 판독기에 전송하고, 리더는

그룹증명은 한 쌍 이상의 태그들이 동시에 스캔 되었
다는 것을 증명하는 요킹증명의 확장이다. 현재까지 제
안된 그룹증명 기법 중 일부는 다수의 태그로부터 안전
한 증명을 생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치를 사용한다.
Saito와 Sakurai는 [2]에서 Juels의 기법이 재생공격
에 대해 올바른 증거를 생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재
생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타임스탬프를 사용하는 기법
을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은

그루핑증명

(Grouping proof)이라고 부르는, 한 쌍 이상의 태그
들을 위한 확장된 요킹증명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태그들을 대신하여 타임스탬프를 발급하고 응
답메시지를 암호화하는 팔레트 태그 (Pallet tag)라는
추가장치를 사용한다. 이 기법은 검증과정에서 인접한
태그에 대한 사전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태그그룹에 속한 일부 태그의 응답이 손실되어도 이 사
실을 감지할 수 없다.
Bolotnyy 등은 [4]에서 Juels의 기법을 그룹증명으
로 확장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태그의 익명성을 고려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기법은 검증과정에서 인
접한 태그에 대한 사전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 때
문에 태그그룹에 속한 일부 태그의 응답이 손실되어도
이 사실을 감지할 수 없다.
Cho 등은 [5]에서 Piramuthu의 기법[3]을 수정하여
전수공격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는 요킹증명 기법을 제
안하고, 이 기법을 그룹증명으로 확장하였다. 이 기법은
태그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수공격에 대
한 저항성과 그룹증명으로의 확장을 지원한다. 이 기법
은 검증과정에서 인접한 태그에 대한 사전정보를 사용
하지 않기 때문에 태그의 응답손실을 감지할 수 없다.

암호화 된 타임스탬프를 태그들에게 브로드캐스트한다.
그다음 타임스탬프를 수신한 태그는 응답메시지를 생
성하기 위해 해시 함수를 네 번 실행하고 PRNG를 한
번 실행한다. 증명 생성 프로세스 중에 리더는 총 세 번
의 태그 스캐닝을 수행하며, 그룹 ID, Tag type ID, 그
리고 태그 ID를 그룹 내의 모든 태그에게 전송한다. 이
정보들은 증명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시간을 감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트리기반
방식은 증명생성에 참여하는 태그의 수에 비례해서 전
송해야 할 메시지의 수가 늘어나므로, 한 그룹에 포함
된 태그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효
율이 크게 저하된다.
Lien 등은 [7]에서 [2]의 기법을 수정하여 팔레트 태
그를 사용하는 개선된 그룹증명 프로토콜을 제안했다.
이 기법에서 검증자는 태그들이 스캔되는 순서에 상관
없이 증명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빠른 증명
생성과 검증이 가능하다. 이 기법은 재전송공격과 증명
위조 공격에 안전하지만, 태그와 검증자가 동일한 난수
를 생성하기 위해 동기화가 필요하다. 이 기법은 검증
과정에서 인접한 태그에 대한 사전정보를 사용하지 않
기 때문에 태그그룹에 속한 일부 태그의 응답이 손실되
어도 이 사실을 감지할 수 없다.
Brumester 등은 [8]에서 전방향 안전성을 지원하는
요킹증명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한 쌍의 태그
에 대한 요킹증명의 생성과 검증만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 기법에서는 사전에 인접한 태그들에게 그룹키를 할
당하고 검증자가 인접한 태그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당기법을 그룹증명 기법으로 확장할 수 있
다. 이 기법은 비동기 상태에서 재전송공격에 취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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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위장과 증명위조 공격에도 안전하지 않다.

고 한다. 이 기법은 시계태그라는 추가장비를 사용하여

Lo등은 [9]에서 그룹증명 지원하는 Online verifier

타임스탬프 값을 생성하고 암호화한다. 증명생성 단계

based protocol(OVBP)를 제안하였다. 이 기법에서

에서 시계태그는 타임스탬프를 생성하고 이를 검증자

리더는 수신한 태그의 응답을 검증자에게 보내고, 검증

와 공유하고 있는 비밀키로 암호화한다. 검증자는 암호

자는 수신한 태그의 응답과 타임스탬프를 포함하는 해

화 된 타임스탬프를 통해 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쉬값을 리더에게 송신한다. 리더는 이 값을 다시 태그

있다. 이 기법은 DoP 공격(Denial of Proof attack),

에게 보내고 수신한 응답을 질의메시지와 함께 다음 태

재생공격, 태그위장에 대한 보안을 제공한다. 또한 검증

그에게 송신한다. 이 기법은 검증과정에서 인접한 태그

과정에서 인접한 태그에 대한 사전정보를 사용하여, 태

에 대한 사전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태그그룹에

그응답손실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은 키 그

속한 일부태그의 응답손실을 감지할 수 없다.

룹화 코드를 포함한 추가적인 사전지식이 필요하며, 태

[10]에서 Lopez 등은 기존기법들의 보안 및 프라이
버시 문제를 보이고, 그룹증명 프로토콜을 위한 보안지

그가 메시지 암호화, 해시, MAC, 그리고 PRNG 연산
을 수행해야 한다.

침을 제안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제안한 보안지침을 준
수하며 EPCglobal Gen-2 표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그
룹증명 기법인 Kazahaya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초기화 단계에서, 태그를 그룹화하고 비밀 키,

Ⅳ. 공격모델

ID, 그룹 키 및 그룹 ID를 태그에 할당한 다음, 태그그

이 절에서는 제안기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태

룹과 할당된 정보들을 백앤드 데이터베이스(back-end

그응답의 비구별성 실험을 정의한다. 나는 태그응답의

database)에 저장한다. 증명생성 단계에서 검증자는

비구별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암호화된 타임스탬프를 생성하고, 리더는 암호화된 타



비구별성 (Un-distinguishability): 하나의 태그가

임스탬프를 요청 메시지와 함께 브로드캐스트한다. 이

생성한 한 개 이상의 메시지들의 집합을 부분집합

타임스탬프를 수신한 태그들은 리더에 응답하고 리더

으로 가지는 전체 태그의 메시지 집합이 있다. 이

는 이 응답을 그룹 내의 다른 태그들에 전달한다. 태그

집합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메시지를 선택한 다음,

들은 그룹 키 및 그룹 ID를 통해 전달받은 응답 메시지

이 메시지와 같은 부분집합에 속하는 다른 메시지

를 인증한다. 증명생성이 끝난 후에 증명생성 프로세스

를 찾을 수 없다면, 이 태그의 메시지는 비구별성을

의 경과 시간은 암호화된 타임스탬프를 사용하여 검증

만족한다.

된다. kazahaya는 메시지 인증과 암호화된 타임스탬

공격자모델. 태그응답의 비구별성 실험에서 공격자는

프를 통해 증명위조 공격에 안전하지만 태그에게 많은

리더와 태그 사이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으며, 태그에

연산을 요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증명생성을 위해

질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응답을 얻을 수 있다. 공격시

리더가 태그를 세 번 스캔하는 동안, 태그는 응답하기

간은 전수공격을 통해 태그의 비밀값을 알아낼 수 있는

위해 의사 난수 생성기를 14회 실행한다. 이 기법에서

시간보다 작다고 가정하며, 태그를 물리적으로 손상시

검증자는 그룹키를 통해 인접한 태그들의 그룹을 알 수

키거나 직접 탈취하는 공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있으며, 이 정보를 활용하여, 태그그룹에서 발생한 태그
응답손실을 감지할 수 있다.

준비단계. 다수의 태그가 포함된 태그집합으로부터
전체 태그의 메시지 집합이 생성된다. 공격자는 전체

[11]에서 Yang 등은 물류 관리에서 다중 리더를 사

태그의 메시지 집합을 생성한 태그집합을 공격대상으

용하는 그룹 증명 프로토콜을 제안했다. 이 기법에서는

로 한다. 공격자의 목적은 전체 태그의 메시지 집합을

여러 리더들의 스캐닝 결과를 조합하여 하나의 그룹화

분석하여, 특정 태그그룹에 속한 태그의 응답을 구분하

증명을 생성하며, 이 증명생성 과정을 "다중계층-리더

는 것이다. 준비단계에서, 공격자는 주어진 시간 동안

그룹증명(Multi-layered readers group proof)이라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공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RFID 그룹증명을 위한 응답손실 감지기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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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가 1인 태그와 그 외의 태그들의 링크드 리스트 형

공격단계. 준비단계가 끝나면, 공격자는 전체 태그의

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그림 3]은 태그들의 사

메시지 집합으로부터 무작위로 하나의 메시지를 선택

전정보를 링크드 리스트 구조로 저장한 데이터베이스

한다. 이 단계에서, 공격자는 주어진 시간 동안 자신의

엔트리의 예시이다. 시퀀스넘버가 1인 태그의 사전정보

능력을 활용하여 선택한 메시지와 같은 부분집합에 속

와 그 외의 태그들의 사전정보는 각각 테이블 1과 테이

하는 다른 메시지를 찾는다. 즉, 자신이 선택한 메시지

블 2에 저장되어 있으며, 테이블 1의 포인터는 테이블

를 생성했던 태그가 새로 생성한 메시지를 찾기 위해

2에 저장된 엔트리 중에서 자신과 같은 태그그룹인 태

시도한다.

그들의 엔트리와 연결되어 있다.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공격자는 최종적으로 한 쌍의

응답손실 감지. 제안기법에서 응답손실 감지 단계는

메시지를 선택한다. 이 메시지 쌍이 동일한 부분집합에

증명생성이 완료된 시점에 리더에 의해 수행된다. 응답

속한다면 (즉, 같은 태그에 의해 생성되었다면) 공격은

손실 감지 단계가 수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성공한다. 반대로 이 메시지 쌍이 동일한 부분집합에
속하지 않으면 공격은 실패한다.

1. 리더는 태그들에게 질의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한
다.
2. 리더의 질의를 받은 태그들은 증명과 시퀀스번호
로 응답한다.

Ⅴ. 제안기법

3. (응답손실 검사) 리더는 수신한 시퀀스번호를 확인
한다. 모든 시퀀스번호가 수신되었다면, 증명을 생

이 절에서 나는 새로운 태그응답손실 감지기법인
Tag Response Loss Detection (TRLD)를 제안한다.
TRLD는 기존의 그룹증명 기법에 적용되어 태그응답의
손실감지를 지원하며, 태그의 응답과 함께 전송되는 시
퀀스번호의 손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태그응답의 손실
을 감지한다. 이 과정은 리더가 검증자에게 증명을 제
출하기 직전에 수행되며, 태그응답의 손실을 보고받은
검증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태그응답이 손실된 태그그
룹을 검색하고 응답이 손실된 태그를 확인한다.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제안하는 기법과 기존의
그룹증명 기법들의 지연된 태그응답손실 감지과정을

그림 1. 제안기법의 태그응답손실 감지 과정

나타낸다. 제안기법에서 태그응답손실은 태그스캐닝 중
에 리더에 의해 즉각 감지된다. 그에 반해, 기존의 그룹
증명 기법들에서 태그응답손실은 태그스캐닝과 증명의
검증이 끝난 다음에 감지되며, 이로 인해 태그손실을
감지하기까지 제안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긴 지연
이 발생한다.
초기설정. 태그들은 그룹 단위로 시퀀스넘버를 부여
받는다. 태그들은 시퀀스넘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답
한다. 모든 태그그룹들은 같은 수의 태그로 구성된다.
리더는 그룹 내의 태그의 수를 알고 있다.
같은 태그그룹에 속한 태그들의 사전정보는 시퀀스

그림 2. 기존 그룹증명 기법들의 지연된 태그응답손실 감
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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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수신되지 않은 시퀀스넘버가 있다면, 수신
된 시퀀스번호들, 태그그룹의 응답들, 그리고 태그
손실 알림을 검증자에게 전송한다. (현재 스캔중인
태그 중에 초기태그가 있다면, 수신된 시퀀스번호,
초기태그의 응답, 그리고 태그손실 알림을 검증자
에게 전송한다.)
태그그룹 검색. 제안기법에서 태그그룹 검색 단계는
검증자가 응답손실 알림을 수신했을 때 수행된다. 태그
그룹 검색 단계가 수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4. (태그그룹 검색) 검증자는 태그손실 알림을 통해
태그응답의 손실을 감지한다. 검증자는 태그손실
이 발생한 그룹을 알아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태그의 사전정보를 이용해 수신된 태그의
응답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증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수신된 태그의 응답과 비교한다. 이 과정은
수신된 태그의 응답과 동일한 인증메시지를 찾을
때까지 반복한다. 수신된 태그의 응답과 동일한
메시지가 생성되었다면, 태그그룹 검색이 완료된
다. 동일한 메시지를 찾지 못했다면, 검색을 종료
한다.
손실태그 확인. 태그그룹 검색단계가 끝나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시퀀스 번호와 수신된 시퀀스 번호를
비교하여 어떤 태그의 응답이 손실되었는지 확인한다.
손실태그 확인 단계가 수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Ⅵ. 분석
6.1 안전성
비구별성. 기존 그룹증명 기법들은 공격자가 메시지
분석을 통해 특정태그와 태그그룹을 구분할 수 없도록
암호학적 연산을 통해 태그의 응답메시지를 보호한다.
태그의 응답메시지와 함께 기존에 없던 정보를 포함하
여 전송하면, 이 정보를 통해 새로운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3절의 공격모델을 통해 제안기법
에서 사용하는 시퀀스번호가 비구별성을 만족하는 것
을 보이고, 이를 통해 제안기법이 특정태그와 태그그룹
을 구분하려는 공격에 대해 안전하다는 것을 보인다.
정리. 태그그룹의 수가 하나 이상일 때, 응답 메시지
에 포함된 시퀀스번호는 비구별성을 만족한다.
증명. 같은 수의 태그를 포함하는 두 개의 태그그룹
TA와 TB가 있고, 태그들이 시퀀스번호로 응답한다고
가정하자. TA와 TB를 스캔하면, 서로 동일한 시퀀스번
호의 집합 ScanA와 ScanB를 얻을 수 있다. ScanA와
ScanB를 합친 결과를 ScanAB라고 하자.
우선 공격자는 ScanAB중에서 무작위로 한 태그의
응답 Seqx을 선택한다. 이 태그가 속한 태그그룹을
TGA, 다른 태그그룹을 TGB 라고 하자.
이제 공격자는 두 개의 태그그룹을 새로 스캔한 결과
ReScanAB에서, TGA에 속한 태그의 응답 Seqx를 다
시 선택해야 한다. 선택한 Seqx가 TGA에 속한다면 공
격은 성공한다. 그러나, 공격자는 시퀀스번호의 모임인
ScanAB와 ReScanAB로부터 Seqx가 TGA에 속해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퀀스번호는
비구별성을 만족한다. □
그 외의 공격들. 그룹증명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다양
한 공격들이 존재한다. 기존에 알려진 그룹증명의 안전
성을 위협하는 공격들은 공격목적에 따라 태그위장과

그림 3.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엔트리

5. 태그그룹 검색을 통해 태그그룹에 속한 태그들의
사전정보를 얻은 후에, 사전정보에 포함된 태그들
의 시퀀스 번호와 수신된 시퀀스번호들을 비교하
고 손실된 시퀀스번호를 찾는다. 비교대상이 없는
시퀀스번호에 해당하는 태그는 손실태그로 확인
된다.

증명위조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태그위장은 태그의
응답을 위조하는 공격들을 의미하며, 재전송공격이 가
능한 기법들[2][3][8][9]은 태그위장 공격에 대해 안전
하지 않다. 증명위조는 인접하지 않은 태그들의 그룹증
명을 생성하는 공격을 의미하며, 인접한 태그들에 대한
사전지식을 활용하지 않는 기법들[2][3][5]은 증명위조
공격에 취약하다. [표 1]은 제안기법을 적용하기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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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태그위장과 증명위조에 대한 그룹증명 기법들의

기법이 적용된 경우가 기존기법들 단독으로 수행되는

안전성을 비교한 것이다. 태그위장과 증명위조에 해당

경우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제안기법은

하는 공격들은 [2][3][8][10][12]를 참고하였으며, 공격

손실태그 감지를 위해 기존의 그룹증명 기법들보다 더

자의 능력은 앞서 3절에서 정의된 공격자모델을 따른

적은 통신횟수와 인증메시지 생성 횟수를 요구하며, 특

다. 4.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안기법에서 태그들이

히 손실태그 확인 단계에서 태그응답을 인증하는 과정

전송하는 카운터 값은 비구별성을 만족하므로 제안기

이 필요하지 않다.

법을 기존기법들에 적용하기 전과 후의 안전성에 차이
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Ⅶ.결

6.2 효율성
이 절에서는 태그응답손실 감지를 위한 태그그룹 감
지, 태그그룹 검색, 그리고 태그그룹 인증 비용을 분석
한다. [표 2]는 제안기법과 기존의 그룹증명 기법들의
손실태그 감지 비용을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서 분석대
상들의 데이터베이스는 4절에서 소개한 제안기법의 데
이터베이스와 동일한 링크드리스트 구조라고 가정하며,
태그그룹의 태그 중 한 태그의 응답이 손실된 경우를
고려하였다. 한 태그그룹의 증명생성 과정을 고려하며,
그룹 내의 태그 중 가장 먼저 응답하는 초기태그가 필
수적인 기법들[2][3][5][9]과의 비교를 위해서, 초기태
그가 손실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분석결과는 제안

론

이 연구에서 나는 그룹증명 기법을 위한 빠른 태그응
답손실 감지기법인 TRLD를 제안하였다. 제안기법은
태그그룹에 부여된 시퀀스번호를 활용하여 증명생성
단계에서 태그응답의 손실을 감지하며, 이것은 증명생
성 단계가 끝나고 검증과정에서 태그응답의 손실을 감
지할 수 있었던 기존의 기법들보다 더 빠른 태그손실
감지를 가능하게 한다. 제안기법은 태그의 응답메시지
에 시퀀스번호를 함께 전송하는 것을 제외하면, 태그에
추가적인 연산이나 메시지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는 제안기법의 안전성을 보이기 위해, 메시지 비구별성
실험을 제안하고, 추가된 시퀀스번호가 특정태그와 태

표 1. 그룹증명 기법들의 안전성 (TRLD 적용 전과 적용 후)

Grouping proof[2]
Generalized yoking[4]
Enhanced yoking[5]
Tree-based matched yoking proof[6]
Reading order independent GP with pallet tag[7]
A robust GP for two tags[8]
OVBP[9]
Kazahaya[10]
O: 안전 X: 공격가능

태그위장 공격
제안기법 미적용
제안기법 적용
X
X
O
O
O
X
X
O

X
X
O
O
O
X
X
O

증명위조 공격
제안기법 미적용
제안기법 적용
X
X
X
O
O
X
X
O

X
X
X
O
O
X
X
O

표 2. 손실태그 확인 비용

Grouping proof[2]
Generalized yoking[4]
Enhanced yoking proof for tag group [5]
Reading order independent GP with pallet tag[7]
OVBP[9]
Kazahaya[10]
n: 태그그룹의 총 수, TG: 한 그룹안의 태그 수

응답손실감지
(리더/태그의 통신횟수)
제안기법
제안기법
미적용
적용
2
TG
3
4
TG
TG

1
2
2
1
2
2

태그검색
(태그응답 인증횟수)
제안기법
제안기법
미적용
적용
O(n-1)
O(n-1)
O(n-1)
O(n-1)
O(n-1)
O(n-1)

O(n-1)
O(n-1)
O(n-1)
O(n-1)
O(n-1)
O(n-1)

손실태그 확인
(태그응답 인증횟수)
제안기법
제안기법
미적용
적용
O(TG-1)
O(TG-1)
O(TG-1)
O(TG-1)
O(TG-1)
O(T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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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룹을 구분하려는 공격에 안전한 것을 보였다. 효율
성 측면에서, 제안기법을 기존기법에 적용한 경우가 기
존기법들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더 빠르게 태그
손실을 감지하며, 기존기법들과 동등한 데이터베이스
검색비용과 더 적은 계산비용을 요구한다. TRLD는 기
존의 그룹증명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태그응답 손
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며, 향후 태그응답 손실을
고려한 다른 그룹증명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RLD는 태그 그룹 단위의 시퀀스번호를 태
그와 데이터베이스에 유지하는 것으로 기존의 그룹증

[5] J. S. Cho, S. S. Yeo, S. C. Hwang, S. Y. 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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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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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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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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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ffici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Vol.1, pp.1-8, 2009.

명 기법들에 비교적 손쉽게 적용 가능하며, 이 같은 확

[7] Y. Lien, X. Leng, K. Mayes, J. Chiu,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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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Proceedings of the IEE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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