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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환경의 센서 네트워크의 보안요소를 살펴보면 센서의 치, 력에 합한 암호 리미

티 , 경량의 상호 인증 메커니즘 등이 있다. 그  기존의 RFID/USN 환경에서의 식별  인증 메

커니즘 기법을 살펴보고 RFID/USN 환경에 합한 상호 인증 메커니즘의 공통된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본 논문에서는 도출/제시한다. 그리고 RFID/USN 환경에서의 상호인증 기법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개발한 평가결과 자동생성도구를 이용하여 실제 검증․평가한다.

1. 서론

IT 환경이 발달하면서 두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

퓨  환경은 개방된 환경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한 보

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컴퓨  환경을 

이루는 장치들이 유선과 동일한 형태의 보안을 제공해

야 하는 문제 과 개인의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하고 보

호해야 하는지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1],[2]

RFID/USN 환경에서 합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기

존의 여러 가지 식별  인증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한 기존의 식별  인증 메커니즘에서 요구하는 공

통된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본 논문에서 

RFID/USN 상에서 용될 식별  인증 메커니즘을 

보다 더 안 해질 수 있도록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도

출/제시한다. 그리고 이 보안기능요구사항이 실제 제

품에서 어떻게 구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해석을 

기술한다. 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개발한 식별 

 인증 기능을 자동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결과 

자동생성 도구를 통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한다.

2. 공통평가기

  2.1. 공통평가기  소개

IT 제품 는 시스템의 요 심사 의 하나는  

보안 기능성을 보증하는 보안평가이다. IT 보안성 평

가에는 ISO 표 (ISO/IEC 15408:1999)인 공통평가기

(CC, Common Criteria)이 리 사용되고 있다. 

 IT 보안성 평가를 한 기 의 개발이 각 국가와 

국가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1993년 6월 국제 

표 화 기구인 ISO에서 일반 사용자를 한  ‘공통평

가기  로젝트’라고 명명된 로젝트가 시작되었고 

1996년 1월 CC 1.0이 완료되고 1997년 10월 CC 2.0 

“베타”가 완료된 이후 검토를 거쳐 CC 버  2.0이라

는 공통평가기 이 발표되었다. 다음 그림은 CC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8, 9]

(그림 1) 공통평가기  통합 과정

2.2. 공통평가기  구성

CC는 1부 소개  일반모델, 2부 보안기능요구사

항, 3부 보증요구사항으로 구성된다. 공통평가기 에

서 보안요구사항이란 보안목 을 TOE 보안요구사

항과 IT 환경에 한 보안요구사항으로 정교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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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ash-Locking 식별  인증 차 

것으로, 이는 보안요구사항이 만족되면 TOE가 자신

의 보안목 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다. 이러한 TOE 보안요구사항은 보안기능 요구사항

과 보증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안기능 요구사항은 IT 보안성을 뒷받침하기 

해 TOE 기능에 요구되는 것으로, 필요한 보안 행동

을 정의한다. 보안기능 컴포 트는 가정된 TOE 운

환경의 에 처하고 조직의 보안정책과 가정

사항을 만족시키기 한 보안요구사항을 표 한다.

보안기능들이 제 로 동작하는지에 한 증거를 보

증 요구사항을 통해 제시한다. 이러한 보안기능 요구

사항들과 보증 요구사항들은 평가의 기본 인 토 가 

되고 보증 요구사항의 제시에 따라서 평가 등 이 결

정된다. 

3. 기존의 RFID/USN 환경에서의 식별  인증 메커니즘

본 논문에서는 RFID/USN 환경에서 합한 상호

인증 메커니즘을 검증․평가 방법에 하여 기술하

고자 한다. 먼  RFID/USN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

별  인증 기법은 력, 컴퓨  능력 같은 여

려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가장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은 력이고 이 력을 고려한 해

쉬함수 기반의 식별  인증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3.1 Hash-Locking 식별  인증방식

RFID에서 요한 정보을 가진 태그의 데이터에 

한 식별  인증 방법은 해쉬함수를 기반으로 식

별  인증을 수행하여 데이터에 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태그 데이터의 근을 허용하기 해서는 리더기

는 태그로부터 MetaID 값을 쿼리를 하고 리더기는 

MetaID를 이용하여 Back-end-데이터베이스에서 

Key를 찾는다. 태그는 Key를 송받아 그 값을 해

쉬하여 MetaID와 비교하여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정

확하게 매치 될 경우는 태그의 데이터 근을 허용

하고 그 지 않을 경우에는 태그의 데이터 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차를 다음 그림에서 표시하

고 있다. 

3.2 Randomized Hash-Locking 식별  인증방식[4]  

에서 설명한 Hash-Locking 식별  인증 방식

은 실제 식별  인증을 담당하는 ID인 MetaID값과 

Key 값이 노출되는 험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취약 을 해결하기 하여 태그는 램덤 값을 생성하

여 리더기에 달하는 스킴인 Randomized 

Hash-Locking 식별  인증 방식을 여기서 설명한다. 

태그의 데이터에 근을 허용하기 해서는 리더

기는 태그로부터 (R, (ID||h(ID))⊕fk(R))값을 쿼리를 

하고 Back-end-데이터베이스에서 램덤값과 태그와 

공유하고 있는 Key값들을 이용하여 fk(R)을 계산하

고 (ID||h(ID))⊕fk(R)과 XOR를 수행하여 

(ID||h(ID))을 찾는다. 이것을 수행한 후 ID/Key 

으로 장된 Back-end-데이터베이스에서 ID||h(ID) 

값을 비교하여 ID값을 찾는다.

(그림 3) Randomized Hash-Locking 식별  인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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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향상된 hash 기반 식별  인증방식[3]

에서 설명한 Randomized Hash-Locking 식별 

 인증 스킴은 여 히 Spoofing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취약성을 제거하기 하여 향상된 Hash 

기반 식별  인증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 

리더기에서 생성한 램덤 값 S를 각 태그에 쿼리

를 보내면 각 태그는 h(ID) 값과 ID와 S를 덧붙여

서 h(ID∥S) 한 후 나온 값  왼쪽 반만 리더기에 

h(ID)와 함께 보낸다. 그리고 리더기는 받은 왼쪽 

반값과 h(ID), S 값을 Back-end-데이터베이스에 보

내 ID 값을 찾고 h(ID∥S) 한 후 나온 값  오른쪽 

반값을 받아 태그에게 보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리더기와 태그는 식별  인증이 이루어진다. 하지

만 여 히 취약성이 남아 있다.

(그림 4) 향상된 hash 기반 식별  인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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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μTESLA 방식의 식별  인증방식[5,6,9]

μTESLA 방식은 USN 환경에서 Broadcast 인증

방식으로써 해쉬함수의 특징과 일정한 시간이 경과 

후 Key을 공개하여 식별과 인증하는 방식이다. 

Base Station에서 분할된 시간 단 에서 생성된 

hash-chain의 key들을 생성하고 K0는 모든 Node에 

분배가 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차로 인증이 된

다. Node에 램덤값을 받은 서버는  시간Tnow과 

Base Station을 인증할 수 있는 Ki와 시간간격이 시

작하는 시간 Ti와 시간 간격인 Tint 와 일정 시간이 

경과후 Key 값을 공개하는 시 인 δ를 Node에게 

알려 다. Node은 Ki값으로 Base Station을 인증하

고 δ기간 에 오는 Msg를 보 하고 있다가 Base 

Station에서 오는 Kj 값을 받아 장하고 있는 Msg

를 인증한다.

(그림 5) μTESLA 식별  인증 차

4. 공통된 보안기능요구사항

 유비쿼터스 환경의 센서 네트워크의 보안요소를 

살펴보면 센서의 치, 력에 합한 암호 리

미티 , 경량의 상호 인증 메커니즘 등이 있다.

RFID/USN 환경에서 합한 경량화된 상호인증기

술을 3장에서 소개하 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안

성을 요구하는 RFID/USN 환경 상으로 필요한 보

안기능요구사항을 도출하고, IT 제품의 보안기능을 

평가하기 해 공통평가기 의 보안기능 컴포 트로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표 1) RFID/USN 상의 식별  인증기능의 보안기능요구사항

보안기능 

클래스
보안 기능 컴포 트

식별  인증

FIA_AFL.1 인증 실패 처리

FIA_ATD.1 사용자 속성 정의

FIA_SOS.1 비 정보의 검증

FIA_UAU.2 모든 행동 이 에 사용자 인증

FIA_UAU.4 재사용 방지 인증 메커니즘

FIA_UID.2 모든 행동 이 에 사용자 식별

FIA_AFL.1 : 인증 실패 - RFID/USN 환경에서 센스와 

서버의 상호 인증의 실패 처리를 탐지 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실패 횟수가 명세된 값을 넘기면 센서 는 

Base-Station의 응행동이 있어야 한다. 

FIA_ATD.1 : 사용자 속성 정의 - RFID/USN 환경에서 

센스와 Base-Station의 보안 속성이 정의 되어야 한다. 각

각의 식별  인증 메커니즘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보안 

속성은 다르게 정의 될 수 있지만 센스별 는 

Base-Station별로 보안속성은 Base-Station에서 리 될 수 

있어야 한다. 

FIA_SOS.1 : 비 정보의 검증 - 허용 기 을 만족시키

는 비 정보를 검증하는 메커니즘이 요구되고 리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RFID/USN 환경에서 비  정보 

검증 메커니즘의 허용기 은 표 으로 해쉬의 길이 

는 key 길이 등이 될 수 있고 이와 동등한 보안강도  

비 정보를 검증하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FIA_UAU.2 : 모든 행동 이 에 사용자 인증 - 모든 행

동 이 에 센스 는 Base-Station의 상호 인증을 요구한

다. Base-Station에서 인증 실패에 한 감사기록이 남아

야 하고 센스에서는 명세된 기간동안 인증 실패의 감사기

록이 남아야 한다.

FIA_UAU.4 : 재사용 방지 인증 메커니즘 - 재사용 인증 

메커니즘은 일회용 인증 데이터와 동작하는 인증 메커니

즘을 요구한다. 

FIA_UID.2 : 인증을 요구하는 다른 모든 행동을 수행하

기 에 사용자를 식별하는 요구 조건이 요구된다. 

RFID/USN 환경에서 센스를 식별할 수 있는 ID와 서버를 

식별할 수 있는 램덤 값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5. 식별  인증 메커니즘 검 증․평가

식별  인증 보안기능을 검증․평가를 수행하기 

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자체 개발한 평가결과 

자동생성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 평가하 다. 평가를 

수행할 제품의 부재로 인하여 공통평가기 에서 요

구하는 보안목표명세서 수 으로만 실제 평가를 수

행하 다. 다음은 실제 평가를 하여 보안목표명세

서의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본인이 직  작성하여 보

안기능요구사항 상으로만 실제 평가를 수행하

다. 

FIA_AFL.1 인증 실패 처리 

계층 계 : 없음 

FIA_AFL.1.1 TSF는 [ID,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으면]에 련된 [3회] 번의 실패한 인증 시도가 발

생한 경우 이를 탐지해야 한다. 

FIA_AFL.1.2 실패한 인증 시도가 정의된 횟수에 

도달하거나 과하면, TSF는 [인가된 리자가 

응행동을 취할 때까지 해당 사용자 인증 방지, 속 

시도한 센서는 30 동안 근거부가 이루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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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수행해야 한다. 

종속 계 : FIA_UAU.1 인증 

실제 평가를 수행한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은 보안

기능요구사항에 련된 것만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 고 실제 이 항목으로 평가를 수행하 다, 

실제 보안 기능의 동작 여부는 공통평가기  part3

의 시험 부분  ATE_FUN, ATE_IND에서 확인해

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 실제 구 된 제품이 존재하

지 않아 시험은 생략한다. 

실제 평가는 다음과 같은 평가결과 자동생성 도구

를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 고, 실제 보안 기능의 

동작 여부는 공통평가기  part3의 시험 부분  

ATE_FUN, ATE_IND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본 논

문에서 실제 구 된 제품이 존재하지 않아 시험은 

생략한다.

(그림 6) 평가결과 자동생성 도구 실행 모습 

(그림 7) 평가결과 자동생성 도구로 실제 평가한 결과물

6. 결론  향후 과제

RFID/USN의 환경에서 식별  인증이 보안제품

에 가장 요한 요소이고 이런 보안제품을 구 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 식별  인증 메커니즘의 보안

기능요구사항을 정의하 고 실제로 보안기능이 구

될 수 있도록 상 수 으로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보

안목표명세서에 기술하 다. 마지막으로 실제 보안

제품으로 보안기능을 평가하지 않았지만 보안목표명

세서의 보안기능요구사항을 간 으로 평가하여 

RFID/USN 상에서 요구되는 식별  인증 기능의 

보안성을 평가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보안기능요구사항이 높은 보

안성을 요구하는 RFID/USN 환경에서 식별  인증 

메커니즘의 보안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다만 지  시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

시한 보안기능요구사항 정도만 만족하며 최소한의 

보안기능이 구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제시된 보안

기능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식별  인증 메커

니즘 연구가 필요하고 차후 더욱더 나아가 보다 안

한 보안기능을 해서 새로운 보안기능요구사항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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