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오늘날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다양한 위협이 존재한다

[1-3]. 특히,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홈을 위한 다양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4-11]. 
2011년 Vaidya등은 일회성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원격 
사용자 인증 기법을 제안하였다[4]. 하지만 논문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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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스마트 홈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와 산업 분야의 하나로 급격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무선 통신 채널의 열린 특성 때문에 보안과 프라이버시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Shuai등은 타원곡선암호시스템을 사용하는 스마트 홈 환경을 위한 익명성 인증 기법을 제안하였다. Shuai등
은 정형화된 검증과 휴리스틱 보안 분석을 제시하고 그들의 기법이 비동기화 공격과 모바일 장치 분석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에 안전하고 사용자 익명성과 비추적성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Shuai등의 기법이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시된 사용자 익명성과 비추적성에 초점을 맞춘 취약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스마트 홈, 타원곡선암호시스템, 인증, 프라이버시, 익명성 

Abstract  Smart home based on Internet of things (IoT) is rapidly emerging as an exciting research and 
industry field. However, security and privacy have been critical issues due to the open feature of 
wireless communication channel. As a step towards this direction, Shuai et al. proposed an anonymous 
authentication scheme for smart home environment using Elliptic curve cryptosystem. They provided 
formal proof and heuristic analysis and argued that their scheme is secure against various attacks 
including de-synchronization attack, mobile device loss attack and so on, and provides user anonymity 
and untraceability. However, this paper shows that Shuai et al.‘s scheme does not provide user 
anonymity nor untraceability, which are very important features for the contemporary IoT networ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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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Vaidya등의 기법이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하고 
사용자 익명성과 전방향 보안을 제공하지 못함을 보였다. 
그 후 Vaidya등은 타원곡선암호시스템(Elliptic curve 
cryptosystem) 기반 스마트 에너지 홈 네트워크를 위한 
장치 인증 기법을 제안하였다[6]. 이와는 다른 연구로 
Santoso와 Vun은 타원곡선암호시스템을 사용한 스마트 
홈을 위한 인증 기법을 제안하였다[8]. 이들 기법에서 게
이트웨이(Gateway, GWN)가 사용자와 스마트 장치간 
상호인증을 수행하는 주요 노드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들 기법은 사용자 익명성과 비추적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huai등은 스마트 홈 환
경을 위한 익명성 인증 기법을 제안하였다[11]. 특히, 보
안 분석을 위해 정형화된 보안 검증 및 휴리스틱한 분석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안 분석 결과 익명성과 비추적
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공격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huai등의 익명성 인증 기법이 프라이
버시를 제공하지 못함을 보인다. 특히, 익명성과 비추적
성에 초점을 맞춘 Shuai등의 기법에 대한 프라이버시 취
약점 분석을 제시한다.

2. 스마트 홈 환경 
Fig. 1은 전형적인 스마트 홈 환경을 보여준다. 스마

트 홈 네트워크 모델은 집안 내의 스마트 장치들(Smart 
devices), 게이트웨이노드와 종단 사용자(User) 그리고 
등록기관(Registration authority, RA)로 구성된다.  

Sensors Sensors

User Internet

RA

GWN

Fig. 1. Typical smart home environment 

스마트 장치들은 다양한 이기종 장비들로 구성되고 일
반적으로 자원 제약적인 속성을 가진다. 이들 장치들은 
센서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조명제어, 감시, 온도 제어 등 
다양한 사용 목적을 제시한다. 가정 내에 설치되는 
GWN은 사용자와 스마트 장치간의 네트워크 브릿지
(Bridge)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이기종 스마트 홈 

장치들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RA는 높은 계산능력
과 통신능력을 가지고 다른 네트워크 참가자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RA는 시스템 파라미터를 생성하고 네
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이들 정보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그리고 사용자와 스마트 장치들의 등록을 담당하고 
키 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3. Shuai등의 익명성 인증 기법 
Shuai등은 효율적이면서 익명성을 제공하는 타원곡

선암호시스템 기반의 스마트 홈 환경을 위한 인증 기법
을 제안하였다[11]. Shuai등은 Table 1에서 제시한 기
호를 이용하여 익명성 인증 기법을 제안하고 정형화된 
보안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보안 분석을 제시하였고, 본
인들의 기법이 보안과 효율성 간 밸런스를 달성한다고 
주장하였다[12-15]. 

Notation Descriptions
ECCUiGWNSDkIDiPWiDIDiGIDjSIDkRAKSKR1, R2, R3, ah(·)X||Y
⊕

Elliptic curve cryptography
Remote user
Gateway node
Smart device in the home
Unique identity of UiPassword of UiPseudonym identity of UiUnique identity of GWN
Unique identity of SDkRegistration authority
Master secret key of GWN
Session key
Random numbers
One-way hash function
Concatenate operation
XOR operation

Table 1. Notations and abbreviations 

3.1 초기화 단계
초기화 단계는 RA에 의해 안전하게 수행된다. 먼저 

RA는 유한필드 Fp에 기반한 타원곡선 E를 선택하고 오
더(Order) q를 가진 E의 덧셈군 G와 G의 생성자인 P를 
선택한다. 그리고 RA는 시스템 개인키 x∈Zq*를 생성하
고 시스템 공개키 X=x·P를 계산한다. RA는 장기간 사용
할 비밀키 K와 해쉬함수 h(·):{0, 1}* ->Zq*를 선택한다. 
또한, RA는 x와 K를 GWN의 메모리에 안전하고 저장하
고 파라미터 {E(Fp), G, P, X, h(·)}를 발표한다. RA는 스
마트장치 SDk의 유일한 식별자로 랜덤 값 SIDk를 선택
하고 이것을 SDk의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 단계에서 설
정된 파라미터 {E(Fp), G, P, X, h(·)}는 모든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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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야 하고 GWN과 모든 스마트 장치에 미리 업로드 
되어야 한다.

3.2 등록 단계
Shuai등의 기법은 사용자 등록 단계와 스마트 장치 

등록 단계가 필요하다.  
[사용자 등록 단계] 스마트 장치로부터 수집된 민감한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 각 사용자는 RA에게 등록해
야 한다. 사용자 등록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사용자 Ui는 식별자 IDi와 패스워드PWi를 
선택하고 난수 a를 생성한다. Ui는 HWPi=h(PWi||a)
계산하고 안전한 채널을 사용하여 {IDi, HWPi}를 RA
에게 보낸다.

(2) 등록 메시지를 받은 후 RA는 사용자 정보 테이
블에서 IDi가 존재하는지 체크한다. 만약 존재한다면 
RA는 Ui에게 새로운 IDi를 보내도록 요청한다. 그렇
지 않다면 RA는 KGU=h(IDi||K)와 A1=KGU⊕HPWi를 
계산한다. RA는 사용자 로긴 실패 횟수를 기록하기 
위한 랜덤 값 TEMP를 생성하고 0으로 초기화 한다. 
그리고 RA는 {A1 TEMP}를 안전한 채널을 이용해 Ui
에게 전송한다.

(3) RA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후 Ui는 A2=a⊕
h(IDi||PWi)와 A3=h(IDi||HPWi)를 계산하고 A2와 
A3을 모바일 장치에 쓴다. 모바일 장치는 {A1, A2, A3, 
TEMP}를 저장한다.
[스마트 장치 등록 단계] 스마트 장치의 등록 은 다음 

단계를 따른다.
(1) 스마트 장치 SDk는 식별자 SIDk를 선택하고 안

전한 채널을 사용하여 RA에게 보낸다.
(2) SIDk를 받은 후 RA는 스마트 장치 정보 테이블

에서 SIDk가 존재하는지 체크한다. 만약 존재한다면 
RA는 스마트 장치 등록 요청을 거절한다. 그렇지 않
다면 RA는 KGS=h(SIDk||K)를 계산하고 SDk에게 안
전하게 전송한다. 

(3) RA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후 SDk는 KGS를 자신
의 메모리에 안전하게 저장한다. 

3.3 로긴과 인증 단계
사용자 Ui가 식별자 SIDk의 스마트 장치 SDk의 실시

간 데이터를 접근하기 원할 때, Ui, SDk와 GWN간의 상
호인증이 수행되어야 하고 뒤 따르는 안전한 통신을 위
해서 사용자 Ui와 스마트 장치 SDk간의 세션키 SK가 설

립되어야 한다. 로긴과 인증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Ui는 IDi와 PWi를 모바일 장치에 입력한다. 모바

일 장치는 a*=A2⊕h(IDi||PWi), HPWi*= h(PWi||a*)와 
A3*=h(IDi||HPWi*)를 계산하고 A3*가 A3와 같은지 체
크한다. 두 값이 같지 않으면 모바일 장치는 로긴 요청을 
거절하고 TEMP를 1 증가시킨다. 만약 TEMP의 값이 사
전에 정의된 임계치를 초과(예를 들어 3)하면 그 모바일 
장치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Ui의 재등록을 요구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바일 장치는 난수 R1과 w를 생성
하고 Ui는 접근하기를 원하는 SIDk의 스마트 장치 SDk
를 선택한다. 모바일 장치는 KGU=A1⊕HPWi, A4=w·P, 
A5=w·X, DIDi=IDi⊕A5,  M1=(SIDk||R1)⊕KGU와
V1=h(IDi||R1||KGU ||M1)를 계산한 후 로긴 메시지 
{DIDi, A4, M1, V1}를 공개 채널을 이용하여 GWN에게 
전송한다.

(2) 로긴 요청을 받은 후 GWN은 저장된 비밀 값 x를 
사용하여 A5*=x·A4를 계산한다. GWN은IDi*=DIDi⊕
A5*, KGU=h(IDi*||K), SIDk||R1*=M1⊕KGU와 
V1*=h(IDi*||R1*||KGU||M1)를 계산하고 V1*와 V1가 같
은지 체크한다. 만약 같지 않다면 GWN은 세션을 종료
한다. 그렇지 않으면 GWN은 Ui의 적합성을 믿고 난수 R2를 생
성하고 KGS=h(SIDk||K), M2=(IDi||GIDj||R1||R2)⊕
KGS와 V2=h(IDi||GIDj||KGS||R1||R2)를 계산한다. 
GWN은 공개 채널을 통해 스마트 장치 SDk에게 {M2, 
V2}를 전송한다.

(3) 메시지를 받은 후 SDk는 (IDi||GIDj||R1|| 
R2)=M2⊕KGS와 V2*=h(IDi||GIDj|| KGS||R1||R2)를 계
산하고 V2*와 V2가 같은지 체크한다. 만약 두 값이 다르
다면 SDk는 세션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다면 SDk는 난수 
R3를 생성하고 SK=h(IDi|| GIDj||SIDk||R1||R2||R3), 
M3=R3⊕KGS와 V3=h(R3 ||KGS||SK)를 계산한다. 그리
고 SDk는 공개 채널을 통해 GWN에게 {M3, V3}를 전송
한다.

(4) SDk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후 GWN은 R3=M3⊕KGS, 
SK=h(IDi||GIDj||SIDk||R1||R2||R3)와 V3*=h(R3||KGS||SK)
를 계산하고 V3*와 V3가 같은지 체크한다. 만약 두 값이 
다르다면 GWN은 세션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다면 GWN은 
M4=(GIDj||R2||R3)⊕KGU와 V4=h(KGU||SK||R2|| R3)
를 계산하고 {M4, V4}를 Ui에게 전송한다.

(5) GWN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후 Ui는 
(GIDj||R2||R3)=M4⊕KGU, SK=h(IDi||GIDj||SIDk|| 
R1||R2||R3)와 V4*=h(KGU||SK||R2||R3)를 계산하고 
V4*와 V4가 같은지 체크한다.  만약 두 값이 다르다면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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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션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다면 SDk는 Ui에 의해 인
증되었고, 세션키 SK가 Ui와 SDk간에 설립되었다.

3.4 패스워드 변경 단계
사용자 Ui는 GWN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패스워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1) Ui는 IDi와 PWi를 모바일 장치에 입력한다. 
(2) 모바일 장치는 a*=A2⊕h(IDi||PWi), HPWi*=h(PWi||a*)와 

A3*=h(IDi||HPWi*)를 계산하고 A3*가 A3와 같은지 체
크한다. 두 값이 같지 않으면 모바일 장치는 패스워드 변
경 요청을 거절한다. 그렇지 않다면 모바일 장치는 Ui의 
적법성을 믿고 Ui가 새로운 패스워드 PWinew를 입력하게 
한다.

(3) 모바일 장치는 HPWinew=h(PWinew||a*), A1new=KGU⊕
HPWinew=A1⊕HPWi⊕HPWinew, A2new=a*⊕h(IDi||PWinew)
와 A3new=h(IDi|| HPWinew)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모
바일 장치에 저장된 A1, A2와 A3가 각각 A1new, A2new와 
A3new으로 대체된다.

4. 프라이버시 취약성 분석 
Shuai등은 자신들의 기법이 다양한 보안 특성을 제공

할 수 있고 사용자 익명성과 비추적성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에 강함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본 절에서는 Shuai
등의 익명성 인증 기법이 사용자 익명성과 비추적성을 
제시하지 못함을 보인다.

4.1 사용자 익명성
Shuai등은 자신들이 제안한 기법에서 사용자의 실제 

식별자 IDi가 어떤 메시지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
격자가 사용자의 식별자 IDi를 획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
고 있다. 특히, 식별자 IDi 관련 정보가 메시지 DIDi, M1, 
V1, M2 와 V2들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GWN의 비밀키인 
x와 K를 알지 못하는 공격자는 사용자의 실제 식별자 
IDi를 통신 메시지로부터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Shuai등의 기법에 대한 사용자 익명성 공격을 위해서
는 기법에서 사용하는 기호들의 비트 수에 대한 명확한 
고려가 제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각 기호들
의 비트 수는 Shuai등의 5.2절 통신 오버헤드에서 제시
한 바와 동일한 Table 2의 길이를 가정한다.

Primitive Length Primitive Length
User identity 128 bits User Pseudonym 128 bits

User password 128 bits Sensor identity 128 bits
Timestamp 32 bits Secret key 160 bits

Random number 160 bits ECC point 
multiplication 320 bits

Ciphertext block 256 bits Hash function 160 bits
MAC 160 bits

Table 2. Length of primitives 

Shuai등의 기법에서는 사용자 익명성을 제공하기 위
해서 로긴과 인증 단계의 (1)번에서  DIDi=IDi⊕A5와 
(2)번에서 M2=(IDi||GIDj||R1 ||R2)⊕KGS를 이용하였
다. 특히, M2에서 ‘⊕’ 연산을 기본 연산으로 제시하고 있
고 왼쪽 피연산자는 문자 결합연산자인 ‘||’을 이용하고 
있다. 즉 M2 계산을 위해서는 Fig. 2와 같은 연산을 수행
한다. Fig. 2의 연산에서 각각의 기호들의 비트 수를 적
용하면 Fig. 3과 같다. Fig. 3을 통해서 M2 계산 결과가 
전체 576 비트이고 이중 최하위 160 비트 만이 ‘⊕’ 연산
의 영향을 받아서 M2=(IDi||GIDj||R1||R2⊕KGS)로 계
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Shuai등의 기법은 M2 연산을 
통해서 사용자 IDi를 마스킹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의의 공격자는 M2의 최상위 128 
비트를 확인함으로서 어떤 사용자가 통신의 주체인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IDi||GIDj||R1||R2)

         ⊕           KGS

                                 M2

Fig. 2. Configuration of ⊕ operation for M2
            (128||128||160||160)

         ⊕          160 
                         (128||128||160||160)

Fig. 3. Configuration of ⊕ operation with bits for M2 

4.2 비추적성
Shuai등은 자신들이 제안한 기법에서 사용자가 각 세

션에서 난수 w와 R1을 생성하고 현재 세션의 메시지가 
다른 세션의 메시지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Shuai등의 기법이 비추적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분석에
서 제시하였다. Shuai등이 논의 한 것처럼 비추적성은 
공격자가 통신 세션의 사용자를 알 수 없고 같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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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수행된 연속 세션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Shuai등의 기법은 사용자 익명성 분석에서 보
여준 것처럼 M2 연산을 통해서 사용자 IDi를 효과적으로 
마스킹 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세션간 추적성을 제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Shuai등의 익명성 인증 기법에 대한 

프라이버시 취약점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스마
트 홈 환경에 대한 구성과 Shuai등의 인증 기법에 대한 
리뷰를 제시하였다. 특히, Shuai등의 기법이 논문에서 
주장한 익명성과 비추적성을 제시하지 못함을 보였다.

현재에도 다양한 보안 기법에 대한 다양한 공격이 진
행 중에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 또한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특히 정형화된 보안 증명이 제시된 기법
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연구에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보안 기법에 
대한 설계는 다양한 보안 분석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들은 현재 Shuai등의 기법에 존재하는 프라
이버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동적식별자를 사용하
는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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