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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그비에서는 Trust Center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통한 키 분배를 통해 안전한 통신을 한다. 그러나 현

재 표준에서 사용하는 TCA 는 모든 트래픽이 Trust Center 로 집중됨으로써 부하 및 지연이 발생된다. 또

한 표준에서 사용하는 보안 프로토콜은 서비스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암ㆍ복호화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

서는 지그비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TCA 및 MAC 프레임 구조 설계하였다. 제안하는 TCA 는 Trust 
Center 간의 키 분배를 통해 이전의 키 정보를 재사용한다. 또한 MAC 프레임에 추후 적용 가능할 서비

스들을 위해 차등적 보안 레벨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통신 지연시간을 줄였다. 

                                                           
1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2008-S-041-01, u-City 용 센서네트워

크 PHY/MAC 개발] 

1. 서  론 

 

센서 네트워크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을 위한 기반 
분야로서 국내외 다양한 표준기구 및 연구단체의 
주도로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 결과 물류, 
환경제어, 홈 네트워크,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센서 
네트워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은 체계적인 분석과 서비스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1]. 

지그비는 이러한 WPAN의 국제 표준인 IEEE 
802.15.4를 기반으로 하는 저속 근거리 무선통신의 
국제표준 스팩이다[2]. 그러나 지그비 네트워크는 멀티 
홉 기반의 무선 Ad-Hoc 특성 상 보안에 취약하고 
메모리나 베터리 용량 등의 제약으로 인해 일반적인 
보안 기술 적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그비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TCA 및 MAC 프레임 구조 설계를 설계하였다. 제안하는 
TCA는 Trust Center 간의 키 분배를 통해 이전의 키 
정보를 재사용한다. 또한 MAC 프레임에 추후 적용 
가능할 서비스들을 위해 차등적 보안 레벨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통신 지연시간을 줄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현재 
표준에서 사용하는 TCA와 SKKE 프로토콜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TCA에서 사용하는 명령ㆍ응답 
메시지와 TCA 및 MAC 프레임 구조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TCA(Trust Center based Authentication) 

 
이 절에서, 우리는 현재 표준에서 사용하는 TCA 를 

설명한다. Trust Center(TC)는 장치의 목록, 마스터 키, 
링크키들, 네트워크 키들을 관리한다. Trust Center 는 
노드 제어, 네트워크 키 갱신의 정책과 네트워크 허가를 
수행한다. 또한 기존의 TCA 는 지그비의 Trust Center 의 
기능을 이용한다. 초기 네트워크가 구성된 후, Joiner 
인증은 같은 네트워크 안의 Trust Center 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1 은 인증 기술을 보여준다. 
 

 
그림 1. 기본 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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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SKKE(Symmetric Key Key Establish) 프로토콜 
 

지그비는 네트워크 키(Network Key)와 링크 키(Link 
Key), 그리고 마스터 키(Master Key)를 이용하여 인증 및 
암호화를 수행한다. 네트워크 키는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인증 및 암호화에 사용되며, 링크 키는 장치 레벨에서의 
인증 및 암호화에 사용된다. 그리고 마스터 키는 장치 
간에 링크 키를 유도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정보로 사

용된다.  
생성된 키는 Trust Center 와 신규 노드간 SKKE 프로토

콜을 사용해 전달된다. SKKE 는 Trust Center 와 노드가 
마스터 키를 사용하여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비밀키(링크 
키)를 유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1].  

그림 2 는 신규 노드가 Trust Center 를 통해 네트워크

에 조인 할 경우, 신규 노드간 인증을 위한 키 전달 과

정을 나타낸다.  
 

 
그림 2. Trust Center 와 신규 노드간 인증을 위한  

키 전달 과정 
 

신규 노드가 Trust Center 와 비컨 및 결합 명령을 주고 
받으며 인증 과정이 시작된다. 우선 Trust Center 는 신규 
노드에게 마스터 키를 전송하고 SKKE 프로토콜 과정을 
거쳐 링크 키를 생성한다.  

SKKE 프로토콜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Trust 
Center 는 신규 노드에게 네트워크 키를 전송하며 인증을 
완료한다. 
 
2.2 제어 프레임 
 

제어 프레임[2]은 각 프레임의 맨 처음 시작 부분에 
있는 2 바이트 필드로서, 무선 노드와 노드 간에 
전송되는 제어 정보를 가지고 있다. 센서 노드가 
네트워크로의 결합 및 인증을 끝내고, 실제 데이터 
프레임의 전달을 돕는데 사용된다.  

통신에 사용하는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비컨(Beacon) 
프레임, 데이터(Data) 프레임, 응답(Ack) 프레임, 
명령(Command) 프레임으로 구분된다. 

 2.2.1 비컨(Beacon) 프레임 
 
비컨 프레임은 비컨 신호의 주기적 전송을 통해 각 

노드에게 무선 네트워크의 존재를 알리고, 상호 교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2]. 그림 3 은 
일반적인 비컨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3. 일반적인 비컨 프레임 구조 

 
2.2.2 데이터(Data)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은 망의 데이터 링크층 프로토콜에 

의하여 정의되며 망 노드 간의 세션 키 상에서만 
존재한다[2]. 그림 4 는 일반적인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4. 일반적인 데이터 프레임 구조 

 
2.2.3 응답(Ack) 프레임 

 
응답 프레임은 패킷이 에러 없이 수신되었다는 것을 

송신자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 제공되는 프레임이다[2]. 
그림 5 는 일반적인 응답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5. 일반적인 응답 프레임 구조 

 
2.2.4 명령(Command) 프레임 

 
명령 프레임은 상대방 노드의 원격제어에 사용된다[2]. 

그림 6 은 일반적인 명령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6. 일반적인 명령 프레임 구조 

 
3. 제안하는 TCA 및 MAC 프레임  
 
3.1 제안하는 TCA 에서 사용하는 명령ㆍ응답 메시지 

 
본 논문에서 센서 노드의 키 관리 및 인증을 위해 표 

1 과 같은 명령 타입(Command type)을 정의해 사용한다. 
표 1 은 키 관리 및 인증을 위한 명령 타입을 나타낸다. 

Secured Transport Key Command (Network Key) command 

Master Key request command 

Unsecured Transport Key Command (Master Key) 

Trust Center New Node

Joined (unauthenticated) 

 

Joined (authenticated) 

SKKE 

Beacon request command (unsecured) 

Beacon response command (unsecured) 

Association request command 
Association response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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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키 관리 및 인증을 위한 명령 타입 
CMD_SKKE_1 0x01 
CMD_SKKE_2 0x02 
CMD_SKKE_3 0x03 
CMD_SKKE_4 0x04 

CMD_REQUEST_KEY 0x05 
CMD_TRANSPORT_KEY 0x06 
CMD_UPDATE_DEVICE 0x07 
CMD_REMOVE_DEVICE 0x08 

Reserved 0x09~0xFF 
 
명령 SKKE 프로토콜 과정에서 명령 타입 필드는 

SKKE-1, SKKE-2, SKKE-3, SKKE-4 프레임 중 하나의 
값을 나타내고, 그 외는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키에 
대한 요청, 전송, 갱신 및 폐기를 나타낸다. 
 
3.1.1 CMD_SKKE_#seq 
 

모든 Key Establishment 명령 프레임은 불안전하게 
보내진다. 앞으로 일반적인 APS 프레임 구조의 APS 
Header 부분의 임의의 필드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림 
7 은 일반적인 SKKE 명령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7. 일반적인 SKKE 명령 프레임 구조 

 
 Command Identifier Field: APS command type 

(CMD_REQUEST_KEY, 표 1 참조)을 나타낸다. 
 Initiator Address Field: 키 수립 프로토콜에 있는 

Initiator로 작동하는 장치의 64비트 확장된 주소이다. 
 Responder Address Field: 키 수립 프로토콜에 있는 

Responder로 작동하는 장치의 64비트 확장된 주소이다. 
 Data Field: Command Identifier 필드에 따라 달라진다. 
 
3.1.2 CMD_REQUEST_KEY 
 

키 요청을 위한 장치에 의하여 사용되는 APS 명령 
프레임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그림 8 은 Request Key 
명령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8. Request Key 명령 프레임 구조 

 
 Command Identifier Field: Request Key APS command 

type(CMD_REQUEST_KEY, 표 1 참조)을 나타낸다. 
 Key Identifier Field: 표 3과 같이 값이 지정된다. 
 Partner Address Field: Key Type Filed의 값이 

'2'(Application Key)가 되었을 때, 키를 보낸 Partner 
Device의 확장된 64비트 주소를 포함한다.  

3.1.3 CMD_TRANSPORT_KEY 
 

키 전송을 위한 장치에 의하여 사용되는 APS 명령 
프레임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그림 9 는 Transport Key 
명령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9. Transport Key 명령 프레임 구조 

 
 Command Identifier Field: Transport Key APS command 

type(CMD_TRANSPORT_KEY, 표 1 참조)을 나타낸다. 
 Key Identifier Field: 표 3과 같이 값이 지정된다. 
 Key Descriptor Field: 적절한 인증 사용되는 인자값들과 
함께 전송한 키의 실제적인 값을 갖는다. 

 
3.1.4. CMD_ UPDATE_DEVICE 
 

장치 갱신을 위해 사용되는 APS 명령 프레임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그림 10 은 Update Device 명령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0. Update Device 명령 프레임 구조 

 
 Command Identifier Field: Update-Device APS command 

type(CMD_UPDATE_DEVICE, 표 1 참조)을 나타낸다. 
 Device Address Field: 상태가 갱신된 장치의 확장된 

64비트 주소를 나타낸다. 
 Device Short Address Field: 상태가 갱신된 장치의 

16비트 주소를 나타낸다. 
 Status Field: 장치의 상태 코드를 나타낸다. 

 
3.1.5 CMD_REMOVE_DEVICE 
 

장치의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APS 명령 프레임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그림 11 은 Remove Device 명령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1. Remove-Device 명령 프레임 구조 

 
 Command Identifier Field: Remove Key APS command 

type(CMD_REMOVE_KEY, 표 1 참조)을 나타낸다. 
 Child Address Field: 네트워크로부터 제거하는 것을 
요청받은 장치의 확장된 64비트 주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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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안하는 TCA 
 
3.2.1 동일한 서브넷 상에서의 인증 
 

동일한 서브넷 상에서의 인증은 신규 노드가 동일 한 
서브넷에 위치하는 Trust Center 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경우이다.  

센서 네트워크내의 모든 센서 노드는 자신이 속한 
서브넷에 존재하는 Trust Center 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등록 요청한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 정보와 장치 정보를 
함께 등록한다.  

그림 12 는 Trust Center 에서 이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 
요청한 센서 노드의 개인키를 생성하여 발급하는 세부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12. 동일한 서브넷 상에서의 인증 

 
 단계 1: Joiner가 네트워크에 조인 시 비컨 및 결합을 
위한 프레임을 전송한다. 

J → ∀v∈MA 
 
 단계 2: Router가 Trust Center에 Joiner 등록을 요청한다. 

∀v∈MA → TC∈MA: CMD_UPDATE_DEVICE(JID) 
 
 단계 3: Trust Center가 Joiner에게 링크 키 생성을 위한 
마스터 키를 전송한다.  

TC∈MA → J: CMD_TRANSPORT_KEY(MKEY) 
 

 단계 4: Trust Center와 Joiner 간 SKKE 프로토콜을 통해 
링크 키를 생성한다. 

TC∈MA → J: CMD_SKKE_#seq 
 
 단계 5: Trust Center가 Joiner에게 네트워크 키를 
전송하고 인증을 완료한다. 

TC∈MA → J∈MA: CMD_TRANSPORT_KEY(NKEY) 
 
 

3.2.2 서로 다른 서브넷 상에서의 인증 
 

서로 다른 서브넷 상에서의 인증은 초기 인증 과정을 
거친 노드(이하 이동 노드)가 다른 서브넷으로 이동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이다. 서로 다른 서브넷 상에서의 
인증은 서로 다른 서브넷 상으로 노드가 이동할 경우 
기존의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Trust Center 간에 노드의 
인증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서 인증 절차를 간소화 
시켰다. 그림 13 은 서로 다른 서브넷 상에서의 인증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13. 서로 다른 서브넷 상에서의 인증 

 
 단계 1: Joiner가 다른 서브넷으로 조인 시, 비컨 및 
결합을 위한 프레임을 전송한다. 그 뒤 등록을 
요청한다. 

J → TCB∈MA: CMD_UPDATE_DEVICE(JID) 
 

 단계 2: Trust Center B는 노드 인증을 위해 이전 Trust 
Center A로부터 노드의 초기 인증 정보를 전달받는다. 
이 때 인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TCA∈MA → TCB∈MA: CMD_UPDATE_DEVICE(JID) 
 
 단계 3: Trust Center와 Joiner 간 SKKE 프로토콜을 통해 
링크 키를 생성한다. 

TCB∈MA → J: CMD_SKKE_#seq 
 
 단계 4: Trust Center가 Joiner에게 네트워크 키를 
전송하고 인증을 완료한다. 

TCB∈MA → J∈MA: CMD_TRANSPORT_KEY(NKEYy) 
 
3.3 제안하는 TCA 를 위한 MAC 프레임 구조 
 

그림 14 는 본 본문에서 제안하는 키 관리 및 인증을 
위한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MAC 프레임은 프레임 헤더(MAC Header: 
MHR), 페이로드(MAC Service Data Unit: MSDU), 
풋터(MAC Footer: MFR)로 구성된다.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각 노드의 통신을 위한 필드는 
일반적인 프레임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키 관리 및 
인증을 위한 프레임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Association response command

Beeacon request command

Trust Center 

 Secured CMD TRANSPORT  KEY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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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d CMD TRANSPORT KEY (#Network Key) 

Joined (authenticated) 

JoinerRo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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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D UPDATE DEVICE (#id) 

Secured CMD REQUEST KEY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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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D SKK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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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d CMD UPDATE DEVICE (#id) 
 Secured CMD REMOVE DEVICE (#id) 

CMD SKKE 3 
CMD SKKE 4 

Association response command

Beeacon request command

Trust Center 

 Secured CMD TRANSPORT  KEY (#Master 

Joined (unauthenticated) 

Secured CMD TRANSPORT KEY (#Network Key)

Joined (authenticated) 

JoinerTrust Center 

Beeacon response command
Association request command

Secured CMD UPDATE DEVICE (#id)
Secured CMD REMOVE DEVICE (#id)

CMD UPDATE DEVICE (#id)
Secured CMD TRANSPORT  KEY (#id) 

Secured CMD UPDATE  DEVIC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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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제안하는 MAC 프레임 구조 

 
3.2.1 Security level 
 

보안 레벨(Security level) 필드는 센서 노드 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보안 기능의 지원여부를 
나타낸다.  

표 2 는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보안 레벨을 
나타낸다. 

 
표 2. 키 관리 및 인증을 위한 보안 레벨 

None 0x00 
Low 0x01 
High 0x02 

Reserved 0x03~0xFF 
 
3.2.2 Key identifier 

 
키 식별(Key identifier) 필드는 센서 노드 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암ㆍ복호화에 사용되는 키의 식별을 
위해 사용된다.  

표 3 은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키 구분 값을 나타낸다. 
 

표 3. 키 관리 및 인증을 위한 Key identifier 필드 값 
세션 키 0x00 

마스터 키 0x01 
링크 키 0x02 

네트워크 키 0x03 
Reserved 0x04~0xFF 

 
3.2.3 Counter 

 
카운터(Counter) 필드는 중복된 프레임 처리의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필드이다. 
 

3.2.4 Parent TC ID 
 
Parent TC ID 필드는 센서 노드 자신이 속한 서브 

네트워크 영역의 Trust Center 의 고유한 식별 ID 값을 
나타낸다. 

  
3.2.5 Key seq number 

 
Key seq number 필드는 Trust Center 에 의한 주기적인 

네트워크 키 갱신에 의해 악의적인 노드로부터 전방향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3.2.6 Key value 

 
Key value 필드는 센서 노드 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암ㆍ복호화에 사용되는 128 비트 키 값을 
나타낸다. 

 
4. 성능평가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TCA 의 에너지 효율성 및 지연

시간에 대한 성능을 분석한다.  
 
4.1 TCA 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이 절에서, 제안한 기법의 TCA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을 분석한다.  

표4는 TCA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분석을 위한 
시스템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표 4. 성능 분석을 위한 시스템 파라미터 

통신반경, R 10m 
Trust Center 와의 거리, d 10m~300m 

통신 cycles 수, T 1 
Propagation 지연 손실, k 2 

총 패킷 길이, l 1000 bits 
transmitter 에서의 총 에너지 소모량, δ 30J 

전파상수(Propagation constant), μ 2 

 
현재 표준의 TCA 는 키 분배를 위하여 멀티 홉(multi-

hop) 통신을 한다.  
통신 주기 T 동안의 멀티 홉 통신에 필요한 

에너지량은 식 1 과 같다. 
 

⎟⎟
⎠

⎞
⎜⎜
⎝

⎛
++−+= )μR1()1)(μRδ2( k

2

2
k

R
dTEm

 식(1)

 
제안하는 TCA 는 키 분배를 위하여 싱글 홉(single-

hop) 통신을 한다. 주기 T 동안의 멀티 홉 통신에 
필요한 에너지량은 식 2 와 같다. 

 
)μdδ( k+= TEs  식(2)

 
키 전송에 필요한 총 에너지량 δ 을 각각 20J 로 했을 

경우, 기존 TCA 기법과 제안하는 TCA 기법의 총 에너지 
소모량은 그림 15 와 같다. 

실험 결과, 신규 노드가 Trust Center 를 통해 키를 
전달받을 경우, 제안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키 
분배를 위한 에너지 소모가 적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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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키 분배에 필요한 총 에너지 소모량 

 
4.2 보안 레벨에 따른 지연 시간 
 

이 절에서, 제안한 기법의 보안 레벨에 따른 
지연시간을 분석한다.  

표 5 는 보안 레벨에 따른 지연 시간 분석을 위한 
시스템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표 5. 성능 분석을 위한 시스템 파라미터 

홉당 암ㆍ복호화, tEnc, tDec 449ms,456ms 

노드 수, n 1<n 

통신 시간, tTrans 10ms 

할당 및 채널 제어 시간, tΔ  10ms 

 
제안한 기법의 보안 레벨에 따른 통신 지연시간은 식 

3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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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보안레벨에 따른 통신 지연시간은 그림 1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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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제안한 보안레벨에 따른 통신 지연시간 

 

실험 결과, 통신 지연시간은 보안레벨을 낮게 설정한 
경우 에는 통신 지연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적용 가능할 서비스들을 위해 차등적 보안 레벨을 
적용한다면 에너지 효율성 및 통신 지연을 줄일 수 
있다.   
 
5. 결론 
 

센서 네트워크의 대표적 기술인 지그비에서는 Trust 
Center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통한 키 분배를 통해 
안전한 통신을 한다. 그러나 현재 표준에서 사용하는 
TCA 는 모든 트래픽이 Trust Center 로 집중됨으로써 
부하 및 지연이 발생된다. 또한 표준에서 사용하는 보안 
프로토콜은 서비스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그비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TCA 및 
MAC 프레임 구조 설계를 설계하였다. 제안하는 TCA 는 
Trust Center 간의 키 분배를 통해 이전의 키 정보를 
재사용한다. 또한 MAC 프레임에 추후 적용 가능할 
서비스들을 위해 차등적 보안 레벨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통신 지연시간을 줄였다. 

성능 분석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의 기법보다 
에너지 소모 및 통신 지연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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