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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바다는 지구 전체 면적의 약 70%이상을 차지하지

만 지금까지 육상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아왔다. 하지

만 육상 자원의 고갈과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

서 최근 몇 년간 해양자원에 대한 탐사, 개발,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양 자원 

탐사를 위한 해양 환경 모니터링 등을 위한 장비 등

의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 그 중 대표적으

로 수중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중 음파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이 현재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다 

[2,3,4].

수중에서 사용하는 센서네트워크는 활용 분야 및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새롭게 도출된 요구사

항을 반영하여 발전됨에 따라 수중 음파 센서네트워

크에 대한 보안 위협들이 생겨나고 있다. 수중 센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은 기존 지상 통신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들의 종류는 같지

만 발생 장소가 다를 뿐이다. 이러한 보안 위협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 무결성 등에 해당하는 보안

의 요소들을 만족하는 수중 음파 센서네트워크 환경

에 적합한 보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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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지상에서의 보안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왔지만 수중에 대한 연구 자체가 시

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중 보안 연구도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수중 환경은 지상 

환경과 보안위협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중 음파 

센서네트워크에 지상에서 연구된 보안 기법을 적용

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수중 환경의 

경우 지상 환경에 비해 높은 에너지 소모, 한정된 메

모리, 높은 에러율 등의 제약사항으로 인해 지상의 

보안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5,6]. 따라서 수중 

음파 센서네트워크에 지상 환경에서 연구된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중 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해

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상에서 연구된 

보안을 수중 음파 센서네트워크 보안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지상에서 

연구되었던 보안을 수중 음파 센서네트워크에 적용

하기 위한 이슈와 논쟁점들을 다룬다.

본 논문은 2절에서 관련 연구, 3절에서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의 특성을 비교하고, 두 네트워크

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4절에서 다룬다. 5절에서는 수중 음파 센

서네트워크에 보안을 적용하기 위한 이슈와 논쟁점

을 다루며, 6절에서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다.

2. 관련연구

기존 연구에서는 보안을 위해 크게 4가지 보안 요

소가 지켜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보안 요소

에는 대표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개체에게는 데이터

를 공개하지 않으며, 오직 인가된 개체에게만 데이터

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 기밀성, 원래의 데이터가 

전송, 저장 등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

는 성질인 무결성, 통신 개체에 대한 신원 정보를 확

인하여 유효성을 확립하는 인증, 적절한 권한을 가진 

인가자만 특정 시스템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접근제어가 있다 [7].

이 보안요소들은 물리층의 Jamming 공격, 데이터

링크층의 Collision, Exhaustion 공격, 네트워크층의 

Neglect, Greed, Misdirection, Black holes, Worm-

hole 공격 등의 보안 위협들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지상 환경에는 위에서 나열한 보안 위협들

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수중 환경에 대한 연구 자체가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중 환경에 보안을 적용하

기 위한 보안 연구 또한 지상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중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은 지상 환경에

서의 보안 위협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지상 환경의 

보안을 수중 환경에 적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중 환경의 경우 지상과 달리 노드의 제한된 메모

리, 느린 전파지연, 높은 통신 에러율, 에너지 소모 

등의 제약사항 때문에 지상에서 사용 중인 보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수중 환경의 특징

을 고려한 보안이 필요하다 [8,9].

최근에는 열악한 수중 환경에 보안을 적용하기 위

한 연구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 수중 환경에서 

안테나의 통신 구역을 활용하여 웜홀 공격을 판단하

는 방법에 대한 연구 [10], 수중 환경에 적합한 암호

화 키 경량화 알고리즘[11,12], 수중 환경에 암호알고

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성능 비교 [13] 등이 연구되었

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수중 

환경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 경량화에 주로 초점

이 맞추어져있다. 따라서 지상의 보안을 수중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일부만 반영하여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3.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의 특성

본 절에서는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가 갖는 

특성에 대해 서술한다. 수중 환경에서는 RF 통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 환경과는 달리 주로 음

파 통신을 사용한다. 3.1절에서는 수중 음파 통신의 

특성을 살펴보고, 3.2절에서는 수중 음파 통신을 사

용하는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한다. 3.3절에서

는 3.1절과 3.2절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중

과 지상 통신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다.

3.1 수중 음파 통신의 특성

수중 음파 통신의 특성은 여러 방면에서 지상의 

RF 통신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본 절에서는 대표

적으로 7가지 항목에 대한 특성을 다룬다. 수중 음파 

통신의 7가지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운영환경 : 수중 환경에서는 지상 환경과는 다

르게 음파 통신을 주로 사용한다. 지상에서 사용하는 

RF 통신은 음파 통신에 비해 빠른 전파 속도, 다양한 



194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12호(2017. 12)

주파수 대역폭과 사용 가능한 채널 등의 장점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수중에서 RF 통신을 사용할 경우 빛

의 감쇠 현상으로 인해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파속도 : 지상 환경에서 사용하는 RF 통신의 

경우 300,000Km/s의 전파 속도를 갖지만 수중 환경

에서 사용하는 음파통신의 전파 속도는 평균적으로 

1.5Km/s의 전파 속도를 갖는다. 게다가 음파통신은 

노드 간의 통신 거리, 수압, 염도, 온도, 탁도 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파 속도와 거리가 

일정하지 않은 특성을 갖는다.

∙주파수 대역폭 : 수중 환경에서 사용하는 주파

수 대역폭은 일반적으로 3～70KHz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지상에 비해 굉장히 한정적인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을 위해 사용 가능한 채널의 

수도 굉장히 제한적이며 한정적인 주파수 대역으로 

인한 간섭 현상도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갖는다.

∙통신 에러율 : 수중 음파 통신은 환경 요소에 

굉장히 가변적이고 경로 손실, 멀티 패스, 도플러 효

과, 지표면 덕트(Surface Duct), 해저 반사(Bottom

Bounce) 등의 특성으로 인해 높은 통신 에러율을 갖

는다. 이로 인해 데이터 손실률이 지상에 비해 더 높

으며, 수중 통신에서의 최대 패킷 크기는 지상에 비

해 더 작은 특성을 갖는다.

∙높은 전력 소비 : 수중 환경에서 사용하는 음파 

통신은 지상에서 사용하는 RF 통신에 비해 더 높은 

소비전력을 갖는다.

∙센서 노드의 이동성 : 수중 환경에는 지상에 비

해 노드를 고정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 바닥에 노드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수중

에 설치된 노드는 물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아 노드의 위치가 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 3D 위치인식 : 수중 환경에 설치된 노드들은 

수중에서 물의 흐름에 따라 수평, 수직 방향으로 이

동하게 된다. 따라서 수중 노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D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노드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2D 구조에서 노드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특성을 갖는다.

3.2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의 특성과 문제점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는 Fig. 1과 같이 센

서 노드, 수중 싱크 노드, 수표면 게이트웨이 등으로 

구성된다. 센서 노드는 수중에 설치되어 수중 환경 

정보를 센싱하고 주위의 센서 노드 혹은 수중 싱크 

노드에게 데이터를 전달한다. 데이터를 전달받은 노

드는 최종적으로 수표면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목적지 까지 데이터를 전달한다. 이러한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운용되

Fig. 1. Structure of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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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센서네트워크의 특징과 수중 음파 통신을 사용함

으로써 갖는 수중 음파 통신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센서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저가격,

초소형으로 만들어져 넓게 분포되기 때문에 하드웨

어 자원이 제한적이며, 그로 인해 센서네트워크가 갖

는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된 메모리 공간을 갖는다. 메모리 소형

화 기술은 점점 발전되고 있지만 그만큼 가격은 비싸

지게 된다. 센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는 저가격,

초소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낮으면서 

초소형으로 만들기에는 메모리 공간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둘째, 느린 처리속도를 갖는다. 한정된 메모리 공

간과 마찬가지로 가격과 성능을 고려하여 MCU를 

제작하여야하기 때문에 MCU의 성능 또한 일반적인 

PC, 스마트폰 등에 비해 낮다.

셋째, 에너지 효율이 중요하다. 센서네트워크는 기

본적으로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되어 

센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때문에 주로 무선 배터리

를 사용한다. 따라서 주기적인 배터리의 교체가 필요

하며, 배터리 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상에서 운용되는 일반적인 센서네트워크와 수

중 음파 통신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중 환경에 센서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운용

된다.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는 수중 환경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설치 또한 수중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노드의 설치 간격이 좁다. 수중 통신은 통신 

에러율이 높고 전파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상 환경보

다 노드를 더욱 촘촘히 배치할 수밖에 없다.

셋째, 통신 에러율이 높다. 수중 환경에서 사용하

는 음파통신의 경우 좁은 주파수 대역폭과 도플러 

현상 등으로 인해 통신 에러율이 높다. 이로 인해 센

서 데이터가 손실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넷째, 에너지 효율이 중요하다. 센서네트워크는 인

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주로 설치되기 때문

에 에너지 효율에 대한 문제는 항상 고려해야 할 문

제이다. 하지만 수중 환경의 경우 음파 통신이 지상

에서 사용하는 RF 통신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

모하고, 지상에 비해 배터리 교체의 수월성이 더 낮

기 때문에 지상의 센서네트워크보다 에너지 효율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중 채널환경이 좋지 않다. 수중 통

신의 대역폭은 약 3～100KHz로 RF통신에 비해 굉

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수중 채널도 제한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수중 환경에서 사용하는 수중 음파 통신

의 경우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하다.

3.3 수중 음파 통신과 지상 통신의 비교

Table 1은 3.1절과 3.2절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

로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와 지상 센서네트워

크를 포함한 지상 통신 네트워크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와 비교대상이 

되는 지상 통신 네트워크의 종류는 와이파이, 블루투

스, 모바일, 지상 센서네트워크가 있다.

수중 음파 센서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음파를 이

용하여 통신을 하며 전파속도는 RF 통신에 비해 약 

20만배 이상 느린 특성을 갖는다. 수중 음파 센서네

트워크는 음파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파 통신의 

특성으로 인해 사용가능한 통신 채널의 수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상 환경보다 수중 환

경은 배터리 교체가 더 어렵고, 통신 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Table 1을 참고

하면 된다.

4. 수중 음파 센서네트워크의 보안 고려사항

본 절에서는 3절에서 식별된 수중 음파 통신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을 기반으로 기존 지상 중심의 무선 

네트워크에 적용된 보안을 수중 음파센서네트워크 

보안에 적용할 경우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도

록 한다. 4.1절에서는 수중 음파 통신에 기존의 보안

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4.2절

에서는 수중 음파 통신에 기존의 보안을 적용하기 

위한 문제점과 고려사항의 관계에 대해 정리한다.

4.1 수중 음파 센서네트워크에 보안 적용을 위한 고려

사항

4.1.1 암호화 키 경량화

평문을 암호화 시키기 위해서는 암호화 키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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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암호화를 하게 되며 암호화 키는 암호화 알고리

즘에 의해 사용된다. 암호화 키의 길이가 길수록 평

문을 암호화 하는데 더욱 복잡해지며 Fig. 2와 같이 

그에 따른 처리 시간과 처리 능력, 에너지 소모가 요

구된다.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는 하드웨어의 

제약으로 인해 메모리가 한정적이고 처리 시간이 오

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음파 통신 사용 시 일반적인 

RF 통신에 비해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에서 암호화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리 시간, 처리 능력, 에너

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암호화 키를 경량화 할 필요

가 있다. 암호화 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암호화 레

벨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데 소

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이 트레이드 오

프 관계를 고려하여 수중 환경에 적합한 암호화 키 

경량화 기술이 요구된다.

4.1.2 암호화 알고리즘 경량화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평문을 암호화 할 수 있는

데 암호화 된 문서를 읽기 위해서는 암호화된 문서를 

복호화 해야 한다. 이때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평문

을 암호화 하고, 암호화된 문서를 다시 평문화 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알고리즘이 암호화 알고리즘이며,

보안의 기밀성, 무결성, 인증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암호화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키의 종류에 

따라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은 대칭 암호 알고

리즘,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비대칭 암

호화 알고리즘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칭 암호 알고

리즘에는 대표적으로 DES, AES 알고리즘이 비대칭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RSA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키 길이, 연산에 대한 성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Fig. 3과 같이 암호화 키 경량화에

서 고려해야 할 수중 통신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중요하고 낮은 처리 능
Fig. 2. Issues to Consider for Encryption Key Lig-

htweight.

Table 1. Comparison of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s and Terrestrial Communication Networks

Wi-Fi Bluetooth Mobile
Terrestrial

Sensor Network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

Communication

Type
RF RF RF RF Acoustic

Wire/Wireless Wireless Wireless Wireless Wire/Wireless Wire/Wireless

Frequency
2.4GHz,

5GHz
2.4GHz 2.1GHz 445～2450MHz 3～100KHz

Communication

Environment
Terrestrial Terrestrial Terrestrial Terrestrial Underwater

Bit rate 10Mbps 1Mbps 144Kbps～384Kbps 20～250Kbps 40bps～15Kbps

Node Type
Smart Phone,

Laptop, etc.

Smart Phone,

Laptop, etc.
Smart Phone, etc. Embedded Device Embedded Device

Memory 512MB 512MB 512MB Up to 1MB Up to 1MB

Battery Using None Yes/None Yes Yes Yes

Battery

Replacement
N/A Easy Easy Difficult Difficult

Energy

Consumption
High Low Low Low Very High

Propagation Delay 300,000Km 300,000Km 300,000Km 300,000Km 1.5Km

Mobility Yes Yes Yes Yes/No Yes/No



1945수중 음파 센서네트워크에 기존 네트워크 보안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과 논쟁점

력을 갖는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에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경량화가 요구된다.

4.1.3 보안 메시지 길이 최소화

평문을 암호화하여 목적지로 전송하는 메세지를 

보안 메세지라고 한다.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

에서는 보안 메시지의 길이 또한 최소화 시켜야 한

다. 수중에서 사용하는 음파통신은 지상에서 사용하

는 RF 통신에 비해 낮은 비트율과 높은 통신 에러율

을 갖기 때문이다.

수중 음파 통신은 물의 온도, 노이즈, 탁도 등에 

높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통신 에러율이 

높아지게 된다. 보안 메시지가 길어지면 보안 메시지

를 분할하여 여러 번 전송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에너

지 소모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중 음파 통신

의 경우 Fig. 4와 같이 대역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채널 환경이 매우 불안하므로 메시지 전송 시 음파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 메시지가 손실되어 메시지를 다

시 재전송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보안 

메시지 길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보안 레벨을 함께 만족

해야 한다.

4.1.4 보안을 위한 통신 횟수 최소화

보안을 위해서는 보안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안을 위한 통신도 함께 요구된다. 수

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는 Fig. 5와 같이 에너지 

효율이 중요하고 높은 통신 에러율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한정된 수중 음파 통신 채널로 인해 

통신 횟수가 증가할수록 다른 노드들의 통신을 방해

할 수 있게 되고,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의 전

체적인 에너지 소모가 함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에 통신 횟

수를 최소화 해야 한다.

4.1.5 이동성에 따른 보안 관리

일반적인 지상 센서네트워크에서의 노드는 이동

성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수중 음파 통신 센서

네트워크에 설치된 노드들은 수표면, 수중 등에 설치

되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된다. 수

중 혹은 수표면의 노드가 이동하게 되면 기존 라우팅 

경로에서 벗어나게 되어 라우팅 경로가 재설정 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이동성을 위한 보안을 적용할 때에는 암호화 

키, 보안 알고리즘, 보안 메시지 길이와 통신 횟수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Fig. 6과 같이 수

Fig. 5. Issues to Consider for Communication Minimiza-

tion.

Fig. 6. Issues to Consider for Mobility Security.

Fig. 3. Issues to Consider for Encryption Algorithm 

Lightweight.

Fig. 4. Issues to Consider for Security Message Length 

Min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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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음파 통신과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의 문제

점 중 제한된 메모리, 느린 처리속도, 에너지 소모, 수

중 통신 환경, 한정된 채널, 낮은 비트율과 높은 에러

율, 이동성을 모두 고려하여 보안을 적용해야 한다.

4.2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 보안 적용의 문제점

과 고려사항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는 크게 제한된 메모

리, 느린 처리시간, 에너지 소모, 수중 채널 환경, 제

한된 채널, 낮은 비트율과 높은 에러율, 이동성의 문

제를 가지며 이 문제들을 고려하여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에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키 경량화, 암호화 알고리즘 경량화, 보안 메시지 길

이 최소화, 통신 최소화, 이동성에 대한 보안이 요구

되며 이들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암호화 키 경량화 : 제한된 메모리, 느린 처리시

간, 에너지 소모

∙암호화 알고리즘 경량화 : 제한된 메모리, 느린 

처리시간, 에너지 소모

∙보안 메시지 길이 최소화 : 에너지 소모, 수중 

채널 환경, 제한된 채널, 낮은 비트율과 높은 에러율

∙통신 횟수 최소화 : 에너지 소모, 수중 채널 환

경, 제한된 채널, 낮은 비트율과 높은 에러율

∙이동성에 대한 보안 : 제한된 메모리, 느린 처리

시간, 에너지 소모, 수중 채널 환경, 제한된 채널, 낮

은 비트율과 높은 에러율, 노드의 이동성

암호화 키 경량화와 암호화 알고리즘 경량화 설계 

시 지상 무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노드와 다르게 

수중 음파 센서 네트워크의 노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노드는 저가 및 낮은 사양과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정된 메모리 공간, 느린 처리 속

도, 에너지 소모를 고려해야 하며, 보안 메시지 길이 

최소화와 통신 횟수 최소화는 긴 전파 지연 시간과 

수중 환경에 따라 에러율이 급변하게 변화하는 음파

통신의 특성으로 인해 전송률, 수중 채널 환경, 에너

지 소모, 통신 채널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통신 

에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중 환경에서 메시지를 

작은 크기로 잘라서 여러 번 전송할 경우 노드의 에

너지 소모와 통신 채널 점유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트레이드오프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마지막

으로 이동성에 대한 보안은 기존에 식별된 모든 문제

점을 포함하여 노드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보안을 설

계해야 한다.

5.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 보안 이슈와 논

쟁점

본 절에서는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에 기존

의 보안을 적용하기 위한 이슈와 논쟁점에 대하여 

서술한다. 4절에서 식별한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

워크에 기존의 보안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과 고려

사항을 수중 음파 통신 환경에 적합한 토폴로지, 수

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 암호화를 위한 경량화와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경량화,

수중에서의 이동성에 따른 보안관리로 나누어 보안 

이슈와 논쟁점을 다루며, 해당 내용은 각각 5.1절부

터 5.4절에서 상세히 다룬다.

5.1 수중 음파 통신 환경에 적합한 토폴로지

수중 음파 통신의 경우 비트 에러율이 약 10-3으로 

지상 RF 기반 통신에 비해 1,000～10만배 이상 비트 

에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파 지연의 경우 약 1.5

km/s로 지상에 비해 20만배 느리고, 주파수 대역폭

이 20～70KHz로 제한적이다. 데이터율도 지상에 비

해 굉장히 낮으며, 수중 채널 상태 또한 불안정하기 

때문에 통신 오류가 빈번하다. 따라서 인증, 키 분배 

등의 보안을 위한 통신을 여러 번 진행해야 하는 문

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채널 점유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Fig. 7과 같이 수중 환경

에서는 클러스터 헤드 기반 구조를 따른다.

클러스터 헤드 기반은 클러스터 헤드와 1홉으로 

Fig. 7. Cluster-head based Network T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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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으며, 클러스터 헤드는 다른 헤드와 바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파수 채널 대역폭이 낮고,

비트 에러율이 높은 등의 열악한 수중 환경에서 인

증, 암호화 키 분배 등을 위한 메시지 전송이 한 번의 

통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시지 전송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클러스트 헤드 토폴로지의 클러스트 헤드는 키 분

배, 인증 노드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고, 제한된 주파

수 채널 대역폭, 낮은 전파지연, 낮은 데이터율로 인

한 채널 점유 현상이 빈번하기 때문에 채널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클러스터 헤드 

토폴로지에 DTN 의 개념을 함께 도입하면, 최초 노

드에서 인증, 키 분배 등 목적의 메시지 전송 시 통신 

장애로 메시지 전송이 실패할 경우 중간 노드에서 

메시지를 보관 후 통신이 복구되면 메시지를 재전송

할 수 있다.

5.2 암호화를 위한 경량화

4절에서 식별한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에 

기존의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 중 암호화 키 경량화와 암호화 알고리즘 경량

화는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의 암호화를 위한 

경량화, 노드의 이동성으로 인해 필요한 고려사항은 

이동성 보안을 위한 이슈로 종합할 수 있다.

암호화를 위한 경량화에는 크게 수중 서비스 종류

에 따른 암호화 키 및 알고리즘의 경량화, 보안 수준 

결정, 수중 음파 통신에 적합한 보안 방법 추천에 대

한 이슈와 논쟁점이 존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호화 키 및 알고리즘의 경량화 : 지상 센서네

트워크에서 주로 사용되는 Zigbee 통신은 최대 

254byte의 패킷 길이를 가진다. 그러나 수중 음파 통

신의 최대 패킷 길이는 약 32byte로 지상의 최대 패

킷 길이의 약 1/8배에 불과하다. 또한 보안을 위한 

패킷은 보안 정보로 인하여 패킷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데, 패킷의 길이가 길어지면 패킷을 분할하여 전

송해야 한다. 같은 크기의 메시지를 분할하여 전송해

야 한다면 수중 음파 통신 환경에서는 지상에서 메시

지를 전송할 때 보다 약 8배 이상을 전송해야한다.

또한 8개의 메시지에 대해 각각 암호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상과 동일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하는 경우 8배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

된다. 따라서 수중 환경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과 

암호화 키를 경량화 해야 한다.

∙수중 서비스 종류에 따른 보안 수준 결정 : 암호

화 수준은 일반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암

호화 및 복호화를 복잡하게 설정할수록 보안 레벨은 

굉장히 높아지지만 그만큼 자원도 많이 소모해야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보안을 풀기 위해 

얻는 이득이 보안을 풀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되도록 보안 레벨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수중 환경의 경우 지상 통신에서 사용되는 

MCU와 비교하여 메모리 연산 능력이 떨어지고 에

너지 소모가 많으며 전파 지연, 통신 속도 등이 느리

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보안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중 환경에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 지상 환경과 다른 수중 환경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보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

때, 수중 서비스 종류에 따른 보안 수준을 결정할 때,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서비스의 경우 암호

화 및 복호화에 시간이 많이 요구되더라도 암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수중 음파 통신에 적합한 보안 방법 추천 : 수중 

서비스 종류에 따른 보안 수준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암호화 키, 알고리즘, 보안 메시지 길이 등이 복합적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보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고 힘든 작업이지

만 보안 수준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암호화 키, 알고

리즘, 보안 메시지 길이 등을 결정하는 것 또한 굉장

히 힘든 작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안 수준이 결정

되면 그에 적합한 암호화 키의 길이, 알고리즘의 복

잡도, 보안 메시지의 길이 등이 추천될 수 있는 연구

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중 환경의 응용에서 작용

할 수 있는 통신 거리, 응용의 중요도 등의 특성들을 

식별하고, 특성들의 점수에 따라 수중 음파 통신에 

적합한 보안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5.3 통신을 위한 경량화

통신을 위한 경량화에는 보안 메시지 길이 최소

화, 통신 횟수 최소화에 대한 이슈와 논쟁점이 존재

하며, 이에 대해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암호화 키 분배 : 지상 센서네트워크에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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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Zigbee 통신의 경우 주파수 대역폭은 800

MHz～900MHz, 2.4GHz～2.5GHz 이지만, 수중 음

파 통신의 주파수 대역폭은 20～70KHz에 불과하다.

이것은 수중 음파 통신의 채널 대역폭이 지상 센서네

트워크에 비해 굉장히 한정적이며, 데이터 대역폭 또

한 한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과 전파 지

연이 낮아 수중 음파 통신에서의 보안 위협 중 하나

인 Reply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암호

화 키를 갱신해야 하는데 수중 음파 통신 채널 주파

수 대역폭과 데이터 대역폭, 데이터율이 낮기 때문에 

채널 점유율도 함께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암호화 키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암호화 

및 복호화를 적시에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중 환경에서 클러스터 헤드 기반

의 토폴로지를 사용하면, 대부분 1홉 이내에서 통신

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키 분배를 위한 통신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어 암호화 및 복호화를 

적시에 할 수 있게 된다.

∙통신 에러율을 고려한 보안 메시지 길이 최소

화 : 보안을 위해 평문을 암호화하게 된다면 보안 메

시지 길이는 더욱 길어지게 된다. 수중 음파 통신 센

서네트워크의 경우 지상 RF 통신에 비해 높은 에러

율을 갖기 때문에 한번에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메시

지 크기 또한 작을 수밖에 없다. 이때 메시지의 크기

를 늘리기 위해서는 보안 레벨을 낮춰야하기 때문에 

보안을 위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게 될 수 있으

며, 보안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크기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통신 횟수 증가로 인한 에너지소

모 증가, 채널의 혼잡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고려한 적절

한 보안 메시지 길이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만약 수중 환경에서 음파 통신과 

짧은 거리에서의 RF 통신을 함께 사용하고, 보안 레

벨이 높아야 하는 메시지의 목적지까지의 RF 통신 

경로가 존재한다면 이 메시지를 RF 통신 경로를 통

해 전송하면 수중 환경의 제약으로 인한 메시지 길이 

최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통신 횟수 최소화 : 통신 횟수 최소화 이슈는 

통신 에러율을 고려한 보안 메시지 길이 최소화와 

많은 연관이 있다. 보안 레벨을 높이기 위해 메시지

의 크기를 줄이게 되면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 

횟수가 증가되게 되는데, 이 경우 에너지 소모가 증

가하고 통신 채널이 바빠지게 되어 다른 노드들의 

통신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통신 횟수 최소화는 통신 에러율을 고려한 보안 메시

지 길이 최소화를 함께 고려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수중 음파 통신 센서네트워크

에 보안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통신 횟수를 최소화할 때 수중 환경에 요

구되는 서비스의 보안 레벨과 수중 노드의 수를 고려

하여 통신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5.4 이동성 보안을 위한 이슈

마지막으로 노드의 이동성을 위해 필요한 보안에 

대한 이슈와 논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노드의 이동성 : 수중 노드는 파도, 해류, 바람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노드가 이동하게 되지만, 지상 

센서네트워크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상에 고정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이동이 거의 없다. 따라서 수중 노

드는 통신 범위를 자주 벗어나게 되어 재라우팅을 

빈번하게 수행하거나, 새로운 노드가 나타남으로 인

해 네트워크에 가입해야 하는 일들이 빈번한데, 이때

마다 보안 인증절차를 거쳐야 해서 보안 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를 위해 재라우팅

시 인증과정을 간소화 하여 진행할 수 있는 수중환경

에 적합한 보안 인증 프로토콜이 필요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한 노드가 클러스터에 가입되어 있는 상

태에서 노드의 이동으로 클러스터에 재가입 할 경우 

클러스터 헤드에 메시지 인증 코드를 전송하면, 상위 

노드들은 베이스 스테이션까지 인증 코드를 전송만 

하고, 실제 인증은 베이스스테이션에서 진행하는 방

법이 있다.

6. 결  론

수중 음파 센서네트워크는 지상의 센서네트워크

의 노드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연산 능력, 제한된 

메모리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센서네트워크에서 사

용되는 보안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 등을 수중 음파 

센서네트워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수중 

환경에서는 음파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사용하는 전파 통신에 비해 훨씬 느린 데이터 전송 

속도, 높은 에러율, 제한된 대역폭 등으로 인해 지상 

센서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 역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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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수중 환경에 보안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수중 환경에 적합한 보안 알고리즘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존의 지상에서 사용 중인 보안

을 수중 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방안 중 수중 환경에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 지상에서 사용 중인 보안을 수중 환경

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고

려사항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중 환경은 

제한된 메모리, 낮은 전파 지연시간, 느린 처리시간 

등의 문제로 암호화 키 경량화, 암호화 알고리즘 경

량화, 암호화 메시지 크기 최소화 등의 요구사항이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중 환경에 보안을 적용하

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이슈를 함께 다

루었다. 최근에는 수중 환경에 보안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암호화 키 경량화 혹

은 알고리즘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상 

환경의 보안을 수중 환경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

웠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지상 환경의 보안을 수중 환

경에 적용하기 위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통해 수중 

환경에 보안 적용 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수중 환경에 보안을 적용할 때 필요한 이슈와 논

쟁점 등을 통해 수중 음파 센서네트워크에 적합한 

또 다른 보안 프로토콜과 알고리즘 등을 연구하기 

위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보안 고려사항

을 기반으로 하여 수중 음파 센서 네트워크에 적합한 

보안 프로토콜을 제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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