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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저가의 많은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노드들은 정보수집, 계산, 통신을 
위한 전력등을 가지고 있다. 센서 네크워크에서의 보안을 위하여 주로 암호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자원이 제약적인 센서 네크워크에서 많은 에너지와 계산을 필요로 하는 암호화 방법은 센서 
노드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 은닉을 이용한 저전력 
보안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위치정보의 은닉을 위하여 상대거리정보를 사용하며, 센
서 노드간 통신에서는 상대좌표로부터 구할 수 있는 노드사이의 상대거리정보가 사용된다. 

 
 

1. 서론  

저가의 많은 센서 노드들로 구성된 센서 네트워크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센서 네트워크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센서노드의 

전력이다. 수백, 수천개로 이루어진 센서노드는 주로 

자신의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수행한다. 

관리자가 센서노드의 배터리를 일일이 교환할 수 

있으나,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센서 네크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센서

노드의 수명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다. 센서네트워크

에서의 보안 또한 중요하다. 비록 센서 노드가 작고, 

에너지 한정적인 노드이지만, 이 센서 노드는 정보수집을 

주 목적으로 하므로 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센서네트워크의 보안분야는 다른 

분야(라우팅, 에너지, 위치정보 등)에 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좌표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적인 

보안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21 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
진되고 있는 유비쿼터스컴퓨팅네트워크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 
이 논문은 2005 년도 두뇌한국 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위치정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위치정보가 없는 

정보는 거의 무의미한 정보로 여겨진다[1].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센서 네크워크에서의 보안을 제공한다. 

상대좌표를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은닉함으로써 센서

노드의 정보를 무의미한 정보로 만들어 외부의 악의

적인 공격자가 이 정보를 습득하더라도 공격자에게 

필요 없는 정보로 만드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보안방법을 EESMRC(Energy Efficient Security 

Method using Relative Coordinate)로 부르고자 한다. 

EESMRC 에서는 상대좌표가 사용되므로 상대좌표를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상대좌표를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4][5]). 그러나 

[4]에서는 GPS 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좌표를 구하였기 

때문에 많은 양의 계산이 필요하며 또한 이 상대좌표를 

다시 절대좌표로 바꿀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최소한의 GPS 를 사용하고 기존에 이미 

제시된 노드의 위치를 찾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대

좌표를 구한다(TOA(Time of Arrival), 3/2NA(3/2 

Neighbor Algorithm)[2]). 네크워크 구성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단지 3 개의 GPS 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통신간 

상대좌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대 거리정보

(이웃한 노드와의 상대 거리정보는 두 노드간 상대좌표의 

차이로 구한다)를 이용하여 노드간 통신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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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위치 및 절대위치 정보 

2.1 상대거리정보와 상대좌표 

 

상대거리정보는 상대좌표를 구한 뒤 노드간 통신을 

통해 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상대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대좌표를 구하기 위한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싱크노드 그룹에서 수행하는 

과정과, 모든 노드에서 수행되는 과정이다. 아래의 

과정은 싱크노드 그룹에서 수행된다. 

 

 싱크노드 그룹의 절대좌표를 구한다. 

 GPS 사용을 중지한다. 

 싱크노드 그룹의 상대좌표를 설정한다. 

 

싱크노드 그룹은 하나의 싱크노드와 GPS 를 장착한 

두 개의 Node 들로 구성된다(Sink-Node, GPS-Node1, 

GPS-Node2). 네트워크 설정 시 GPS 노드들은 GPS 를 

이용하여 각각 자신의 절대좌표를 구하여 싱크노드로 

전달한다. 그 다음 에너지의 소모를 막기 위하여 GPS 

사용을 중지한다. GPS 사용을 중지하였으나 GPS 노드

들은 계속적으로 동작한다. 그 결과 싱크노드는 3 개의 

절대좌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절대좌표는 노드의 상대

좌표로부터 절대좌표를 구하기 위한 레퍼런스로 사용

된다. 이 절대좌표는 오직 싱크노드만이 가지고 있으며 

다른 node 로 전송되지 않는다.  

상대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싱크노드가 기준점(0,0)이 된다. GPS-
Node1 의 상대좌표는 싱크노드와 GPS-Node1 의 거리를 
x 좌표로 하고, 0 이 y 좌표인 상대좌표로 설정한다. 이를 
기준으로 다시 GPS-Node2 의 상대좌표를 결정한다. 
다음 과정은 모든 노드에서 수행되는 과정이다. 

 

 One hop 이웃 노드를 찾는다. ( iK ) 

 이웃 노드와의 거리를 측정한다. ( iD ) 

 iK 와 iD 를 모든 one hop 이웃노드로 전송한다. 

 iK 에 포함된 j의 수가 3보다 클 때 TOA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상대좌표를 구하고, 3보다 작을 경우 

3/2NA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좌표를 구한다. 

 상대좌표로부터 Node의 상대거리정보를 구한다. 

 

iK  를 노드 i 와 one hop 에 있는 이웃 노드로 i 와 

통신할 수 있는 노드의 집합으로, iD 는 one hop 이웃 

노드와의 거리를 나타내는 집합으로 정의한다. 통신

할 수 있는 이웃노드의 거리를 측정 후 TOA 와 3/2NA 

방법을 통하여 노드의 상대좌표를 계산한다. 

상대거리정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위에서 

설명한 2 가지 과정을 통하여 모든 노드는 상대좌표를 

가진다. 상대좌표를 가진 노드는 자신과 통신할 수 

있는 이웃노드의 좌표를 얻으며, 자신의 좌표에서 이웃 

노드의 좌표를 뺀 값이 상대거리정보이다. 이 값을 

상대거리정보 테이블에 저장한다. 다음 표 1 은 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상대정보 테이블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상대거리정보 테이블 

 
2.2 절대좌표 

 

절대좌표를 구하는 과정은 오직 싱크노드에서만 수행

된다. 싱크노드가 노드로부터 상대좌표를 받았을 때 

상대좌표를 절대좌표로 변환시켜 사용한다. 다음 과정은 

싱크노드에서 수행되는 과정이다. 
 
 GPS-Node1의 절대좌표를 상대좌표상으로 매핑한다. 
(단지 GPS-Node1의 절대좌표에서 싱크노드의 절대 
좌표만큼 감소시킨다). 
 상대좌표와 절대좌표의 회전각도를 계산한다. 
 구하고자 하는 Node의 상대좌표를 회전시킨 뒤 
싱크노드의 절대좌표를 더한다. 

 

GPS-Node1 의 절대좌표에서 싱크노드의 절대좌표 
값을 빼면 GPS-Node1 의 절대좌표는 상대좌표와 같은 
중심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방향의 x, y 축을 가진 
좌표가 된다. 그림 1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GPS-
Node1 의 절대 좌표를 상대좌표상으로 매핑 하였을 
경우 GPS-Node1 의 상대좌표와 절대좌표 사이에 α 만큼의 
회전 각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대

좌표가 절대좌표로부터 α 각도만큼 회전된 상태란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노드의 상대좌표를α 만큼 회전 시키면 
절대좌표와 같은 방향의 x, y 축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절대좌표를 구하고자 하는 노드를 NodeA 라 한다. 
NodeA 의 상대좌표와 x 축과의 각도를 β 라 할 때, 

βα + 는 회전된 NodeA 의 좌표와 x 축과의 각도를 나타

내며 이 좌표를 ),( yxRAN 라 정의를 한다. 상대좌표를 
절대좌표로 변환하기 위해 필요한 좌표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상대좌표  절대좌표 
Sink-Node )0,0(       → ),( yx PSPS  
GPS-Node1 )1,1( yx RR   → )1,1( yx PP  
NodeA ),( yx RARA       → ),( yx PAPA  
 

다음 식을 이용하여 NodeA 의 ),( yxRAN 를 구할 수 
있다. 

22

22

)sin()sin()cos()cos(

)cos(

yx

yxx

RARA

RARARAN

+⋅−=

+⋅+=

βαβα

βα
 

 

22

22

)sin()cos()cos()sin(

)sin(

yx

yxy

RARA

RARARAN

+⋅+=

+⋅+=

βαβα

βα
 

 

NodeA (x,y) 

ID 상대거리정보 

NodeB-1

NodeB-2

NodeB-3 NodeA(x,y) – NodeB-3(x,y)

NodeA(x,y) - NodeB-1(x,y)

NodeA(x,y) - NodeB-2(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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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xRAN 의 좌표를 구했으나 이것은 단지 NodeA 의 
상대좌표를 각도α 만큼 회전시킨 좌표이며 NodeA 의 
절대좌표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 좌표에 싱크노드의 
절대좌표 값을 더하면 NodeA 의 절대좌표를 구할 수 있다.  

),(),(),( yxPSyxRANyxPA +=  
이 과정의 통하여 모든 노드의 상대좌표는 절대좌표로 
변환될 수 있다. 

β
α+β

x

NodeA

(RA, RAy)

α

GPS-Node1

(Dps~p1x, 0)

Sink-Node

(0,0)

GPS-Node1

(P1x-PSx, P1y-PSy)
y

NodeA

(PAx-PSx, PAy-PSy)

 
그림 1 상대좌표와 절대좌표의 회전 각도 

 
3. 네크워크 설계 

3.1 기본설계 

 

EESMRC 는 실외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앙집중

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노드는 단지 주변환경

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싱크노드에서 거의 모든 

정보에 관한 처리가 수행된다. 또한 각 노드는 ID 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네크워크는 N 개의 위치를 

알 수 없는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GPS를 장착한 2개의 

노드와 싱크노드가 하나의 그룹이 되어 네트워크 지역 

A 에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노드의 통신범위는 

r 로 모두 똑같다고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

좌표를 구하기 위하여 TOA 와 3/2NA 방법을 사용한다. 

TOA 와 3/2NA 방법은 기본적으로 3 개의 이웃된 노드와 

통신할 수 있어야 노드 자신의 위치를 구할 수 있으

므로 네크워크의 기본적인 노드의 수에 관하여 생각

하여야 한다. 센서 네크워크 지역 A 안에 N 개의 노드가 

불특정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때, 노드의 통신범위

r 안에 있는 노드의 수는 
A
rNn

2π
⊃  (1)로 나타낼 수 

있다. TOA 와 3/2NA 방법에서는 통신할 수 있는 3 개의 

노드가 필요하므로 n의 수는 4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체 노드수 N은 n이 4를 만족하는 수가 되어야 한다. 
 

3.2 추가적인 통신방법 

 

각 Node 는 상대거리정보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테이블은 상대좌표, 상대거리정보 그리고 노드의 ID 를 

가지고 있다. 노드가 싱크노드로 데이터를 보내고자 

할 때 노드가 싱크노드와 직접 통신을 하지 않는다면 

데이터는 몇 개의 노드를 거쳐서 싱크노드로 전달 되어

질 것이다. 예로 NodeA 가 싱크노드로 데이터를 보내려 

하고 NodeB 는 싱크노드와 직접 통신을 할 수 있으며 

NodeA 의 통신거리 안에 있다고 할 때, NodeA 는 자신의 

데이터를(노드의 ID와 상대거리정보(0,0) 포함) 브로드

캐스트하고 NodeB는 이 데이터를 받을 것이다. NodeB의 

상대거리정보 테이블에는 NodeA 에 대한 상대거리정보가 

있으므로 이를 NodeA 의 데이터에 더한 후 다시 브로드

캐스트한다. 싱크노드는 이 데이터를 받고 다시 자신의 

상대거리정보 테이블에 있는 NodeB 의 상대거리를 

데이터에 더한다. 이로서 싱크노드는 NodeA 의 상대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는 이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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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추가적인 통신방법 

 
4. 보안 관점 

EESMRC 에서 상대좌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절대

좌표를 상대좌표로 표현함으로써 위치정보를 은닉하는데 
있다. 상대좌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상대좌표를 절대

좌표를 바꾸는데 필요한 상대좌표와 절대좌표의 수에 
따라 틀려진다. 이 논문에서는 상대좌표로부터 절대 
좌표를 구하는데 2 개의 상대좌표와 절대좌표를 사용

한다. 그러므로 상대좌표의 x, y 축 방향과 절대좌표의 
x, y 축 방향이 틀리며, 싱크노드의 상대좌표와 절대

좌표는 서로 전혀 다른 위치를 나타내게 된다. 상대좌표 
설정 시 임의적으로 싱크노드의 좌표를 (0,0)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상대좌표는 절대좌표와 기준점이 
전혀 다른 좌표가 된다. 또한 GPS-Node1 의 상대좌표 
설정 시 GPS-Node1 과 싱크노드의 거리를 x 좌표로, 0 을 
y 좌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절대좌표와 상대좌표의 x, y
축이 서로 다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격자가 상대좌표를 획득 하였을 경우 이 상대좌표는 
실제지형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림 3 은 
실제지형에서 상대좌표의 표현 가능한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노드간 통신에서 상대좌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상대좌표로부터 구해진 상대거리정보만을 이용하였다. 
중앙집중적인 네트워크에서 정보에 관한 거의 모든 
처리가 싱크노드에서 수행되므로 가장 중요한 노드는 
싱크노드이다. 이런 네트워크에서 상대좌표를 사용할 
경우 공격자는 상대좌표로부터 쉽게 노드로 부터 싱크

노드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거리정보만을 
노드간 위치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함

으로써 공격자가 상대거리정보를 획득하여도 싱크노드

까지의 거리가 아닌 데이터를 보낸 노드와 데이터를 
받은 노드의 거리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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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제지형에서 상대좌표의  표현 가능한 좌표 

 
5. 성능평가 

EESMRC 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이미 측정되어 있는 

기존의 값과 비교하였다. Sparc 440 하드웨어 플랫폼을 

사용하였고, EESMRC 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EESMRC 의 수행간 프로세스에 의하여 사용되는 클럭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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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는 식(2)의 변수 값을 설명한 것이며 표 3 은 

성능비교를 위한 암호화 방법의 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성능평가를 위한 변수 

표 3 비교 암호화 방법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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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안방법의 시간당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량 

그림 4 가 보여주듯이 EESMRC 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다른 암호화 방법 RC4, 

SHA1, MD5 는 평균적으로 각각 100000, 50000, 10000 의 

클럭수를 소모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 상대좌표를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은닉

하는 보안기법을 제시함으로써 노드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에너지가 제한된 

센서 네크워크에서 암호화 방법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센서노드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EESMRC 는 적은 량의 에너지만을 

소비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 방법을 

통하여 센서노드의 에너지 소모를 줄여 노드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정보에 대한 보안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EESMRC 는 에너지가 제한된 센서 네크워크

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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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a 값 b 값 블록크기

MD5 203656 86298 512

SHA1 77337 233082 512

RC4 69240 13743 8

a  초기화 오버헤드 
b  암호화 처리를 위한 시간 

Text_length Data의 길이

Blocksize 암호화 데이터의 크기 
Processor_freq processor 클럭 

Bus_width CPU bus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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