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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일정(무선) 주 수 역을 이용한 자동인식기술로 원거

리에서도 상물을 분석하여 개체의 정보를 읽거나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재 RFID기술은 바

탕으로 한 유비쿼터스(Ubiquitous)환경  물류시스템, 바코드 시스템을 사용하기 힘든 동물 태깅이나 

고속도로 요 부과, 도난 방지, 치매환자의 보호 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으로 사회 반에 걸쳐 

그 사용 폭을 넓  가고 있다. 그러나 RFID의 낮은 연산능력과 기억능력의 특징상 정보 보안이나 개

인의 라이버시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RFID 인증 로토콜들을 

비교 분석하고, 태그와 리더기 사이의 정보 송  공격자에 의한 정보의 변형을 방지하는 RFID 인

증 로토콜을 제안한다.

 

1. 서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일정(무

선) 주 수 역을 이용한 자동인식기술로 원거리에

서도 상물을 분석하여 개체의 정보를 읽거나 기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재 RFID 기술을 바탕으

로 한 유비쿼터스(Ubiquitous)환경  물류시스템, 

바코드 시스템을 사용하기 힘든 동물 태깅이나 고속

도로 요 부과, 도난 방지, 치매환자의 보호 리 등

에 사용할수 있다는 으로 사회 반에 걸쳐 그 사

용 폭을 넓  가고 있다. 그러나 RFID의 낮은 연산

능력과 기억능력의 특징상 정보 보안이나 개인의 

라이버시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를 

들어 가의 RFID에 식별 가능한 정보를 그 로 

송하는 경우 태그와 리더기 사이의 송내용을 쉽게 

도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치 등을 악하는 등의 라이버시 침해로 직결이 

가능하다[1].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RFID 인증 로토콜들을 

비교 분석하고, 태그와 리더기 사이의 정보 송  

공격자에 의한 정보의 변형을 방지하는 RFID 인증 

로토콜을 제안한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기

존의 RFID 인증 로토콜들에 련연구에 해 기

술하고, 3장에서는 태그와 리더기 사이의 정보 송 

 공격자에 의한 정보의 변형을 방지하는 RFID 인

증 로토콜을 제안한다.

2. 련연구

2.1 RFID 시스템의 구성

   RFID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태그, 리더, 백 앤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며 시스템 작동 형태는 그림 

1과 같다[1,3,11]. 방  역(Forward ragne)은 리

더가 RF 신호를 태그로 송할 수 있는 역이며, 

후방  역(Backward range)는 태그가 리더의 요

청에 하여 자신의 정보를 송할 수 있는 역으

로 후방  역같은 경우 주 수의 종류에 따라 신

호의 반경이 달라진다[1,3].

￭ 태그(Tag)는 RFID 시스템에서의 리더의 요청에 

해 식별 정보를 송신하는 것으로 무선 통신을 

한 결합장치와 연산을 수행하고 정보를 장하는 마

이크로 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력을 공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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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따라 능동형 태그(Active tag)와 수동형 태

그(Passive tag)로 나뉘어 진다.

그림 1. RFID 시스템의 구성

Tag1Reader Ta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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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Reader)는 태그가 송신한 식별 정보를 수신

하여 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트랜시버(Tranceiver)

라고도 한다. 리더는 태그에게 RFS(Radio 

Frequency Signal)를 송하여 력을 공 하고, 태

그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Back and DB로 송한다.

￭ Back and DB는 리더가 수집한 정보를 장하며 

리더기의 연산 능력보다 더 큰 연산을 요구할시 리

더를 신하여 복잡한 연산을 수행한다. 즉, 태그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장하고 리더가 태그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진 를 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

한다.

2.2 RFID 인증 로토콜 설계 시 고려사항

   RFID 시스템은 물리   없이 태그의 식별이 

가능하다는 특징과 반면 태그와 리더간의 통신이 불

안 한 채  상에서 이루어지므로 공격자에 의한 도

청(Eavesdropping), 트래픽 분석(Traffic Analysis), 

재 송 공격(Replay Attack), 스푸핑 공격(Spoofing 

Attack),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메시지 유

실등에 한 보안사항을 유지해야한다[1,3].

   RFID 시스템의 보안 문제는 크게 정보 출

(Information Leakage)과 치 추 (Location 

Privacy)문제로 나  수 있다[4].  첫째로, 정보 출

은 공격자가 무선을 이용하는 리더와 태그 사이의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으며 DB나 리더 혹은 태그를 

속이기 해 정당하다고 꾸민 거짓 메시지를 이용하

여 이들의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을 막기 해 블로커 태그, AES를 태그에 탑재

한 RFID 시스템, XOR One-Time Pad등이 제시되

고 있다. 둘째, 치 추 에는 태그 자체가 정보가 

되는 경우로 해시 기반 인증 로토콜, 해시 체인, 

재 암호화 기법, 상태 기반 인증 로토콜 등이 제

안되었다.

2.3 기존에 제안된 RFID 인증 로토콜

￭ Weis의 해쉬 락 로토콜은 해쉬 함수를 갖는 

태그에 ID와 인증시 이용할 랜덤하게 선택된 Key의 

해쉬 값인 metaID(metaID=h(key))를 장 후 독

기로부터 송된 key를 이용하여 해쉬한 값이 자신

의 metaID와 같다면 그 정보가 타당한 것으로 간주

하여 ID를 송하게 된다. 해쉬 락 로토콜의 험

성은 ID 노출을 방지하기 한 고정된 metaID의 이

용으로 태그의 추 이 가능하며 재 송 공격에 취약

하다[2,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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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쉬 락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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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쉬 락 프로토콜

￭확장된 해쉬 락 로토콜은 해쉬 락 로토콜의 

확장기법으로 해쉬 함수와 의사난수 생성기를 갖는 

태그는 자신의 ID를 입력값 h(ID || R)을 계산하여 

c와 r을 리더에서 달하고 달받은 DB는 장된 

모든 IDt와 r로부터 c에 응하는 식별 정보를 연산

후 IDk를 달하게 된다. 그러나 IDk가 불안 한 채

을 통해 송되므로 치추 이 가능하고 공격자

가 도청에의해 R, H(ID,||R)을 획득하여 재 송할 경

우 정당한 태그로의 가장이 쉽기 때문에 재 송 공

격에도 취약하다.[2,3,6,7]

1. Query

2. R, H(IDk||R)

3. Get all IDs

4. ID 1,‥ , IDk

5. IDk

DB RFID Reader TAG

그림 3 확장 해쉬 락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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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확장 해쉬 락 프로토콜

￭ 해쉬 기반 ID 변형 로토콜은 질의를 받은 태그

는 TID를 1증가 시킨 후 해쉬를 통해 H(ID), 

H(TID○＋ID), ΔTID)의 정보를 달하고 데이터베이

스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태그를 인증하고 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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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값 R을 생성하여 태그에게 송한다. 이후 태그

는 H(R○＋TID○＋ID)를 생성하여 달받은 정보와 비

교한 후 값이 같으면 기존의 ID를 (ID○＋R)값으로 

갱신시킨다. 해쉬 체인 기법과 유사한 ID 변형은 공

격자의 재 송 공격으로부터 안 하나 공격자가 정

당한 리더로 가장하여 H(ID), H(TID○＋ID), ΔTID를 

획득하여 리더의 질의에 한 응답으로 사용 시 정

당한 태그로 인증이 가능하다[1,3,10].

1. Query

3. H(ID), H(TID  ID),ΔTID)

4. R, H(R  TID  ID)

DB RFID Reader TAG

그림 4 해쉬 기반 ID변형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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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해쉬 기반 ID변형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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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 해쉬 기반 ID 변형 로토콜은 리더가 의

사난수 생성기를 이용하여 랜덤한 S를 생성하여 태

그에게 질의를 보내면 태그는 h(ID)와 R=h(ID||S)를 

생성 후, R의 왼쪽 반인 L(R)을 리더를 통해 DB에 

송한다. 

1. Query, S

2. H(ID), half_L(R)

3. H(ID), half_L(R), S

4. half_R(R)

5. half_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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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개선된 해쉬 기반 ID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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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개선된 해쉬 기반 ID 변형

   DB는 h(ID)를 통해 ID를 검색하여 S와 R'를 생

성 후 R'과 L(R'), L(R)을 비교하여 일치할 경우 정

당한 태그로 인증하고 ID를 R'로 XOR 연산 후 R'

의 오른쪽 반인 R(R')을 송한다. 태그는 R(R)과 

R(R')을 비교하여 일치할 경우 ID를 R과 XOR 연산

하여 갱신한다.   이 로토콜의 문제 은 태그가 

데이터를 가지는 시스템에 용될 경우, 공격자는 

리더로 가장하여 태그를 속이고 태그 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푸핑 공격을 가할 수 있다[3,10].

￭ 해쉬 체인 로토콜은 서로 다른 두개의 해쉬 함

수를 이용하여 리더의 질의에 응답하여 At, I, G(Si) 

정보를 달하고 DB에서 G(Si)에 한 i번의 인증

연산을 거친 후 ID를 달하게 된다. 그러나 해쉬 

체인은 리더이 질의에 해 항상 다른 응답을 하므

로 공격자가 태그의 응답 αt,i를 알고 있으며 αt,i를 

재 송 하는 경우 정당한 태그로 가장할 수 있으므

로 재 송과 스푸핑 공격에 취약하다[1,2,3].

1. Query

2. At, I, G(Si)

3. G(Si)

4. ID

DB RFID Reader TAG

그림 6 해쉬 체인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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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Si)

4.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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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해쉬 체인 프로토콜

￭ One time Pad 로토콜은 리더가 태그에게 질의

를 요청하면 태그는 K∈{α}∪{β}∪{γ}를 구성하는 

값  어떠한 d가 결정 되었을때 αd를 송하고 검증

자는 αd와 같은 정보가 있는지 검색하여 이에 해당

하는 βd를 태그에게 송한다. 이때 βd가 일치하는 

값이면 태그는 γd를 검증자에게 송하여 서로를 인

증하고 필요시 One-Time pad를 태그에게 송하여 

패드에 k를 덧붙여 k'를 구성하고 k를 XOR 연산한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2,11].

￭ 재 암호화 로토콜에서 태그는 비 키 xt와 공

개키 yt 값을 생성하고 DB에 각 태그의 (xt, IDt)를 

장하게 된다. 리더는 각 태그의 암호문 C와 난수 

R값을 사용해서 one-time pad를 생성하고 기 

one-time 값과 C값은 태그에 장되고 다음부터 이 

값을 갱신한다. 리더가 태그로부터 C를 받으면 리더

는 해당 ID를 식별하기 해 DB의 모든 태그의 비

키를 이용하여 복호화를 수행하고 태그가 리더로 다

시 신호를 보낼때 one-time pad에서 2개의 값을 선

택해서 암호화를 수행하게 된다[2,11].

3. RFID 기반 인증 로토콜 설계

   제안하는 로토콜은 그림7 에 간략히 묘사 되어 

있다. 

3.1 사 비단계

① 랜덤값인 y1를 선택하고, y1⊙y2=P인 y2를 결정한

다.(⊙는 연산자)

② y1
2 mod N, y2

2 mod N으로 하여 ID에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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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태그에는 ID, h(ID)를 장한다.

④ DB서버에는 ID, y1, y2를 장한다.

③ 리더의 질의 시 마다 매번 값이 증가하는 C, 

기값을 0으로 갖는 flag를 태그에 장한다.

3.2 인증단계

① 최  리더는 Request 메시지를 태그에게 보낸다.

② 태그는 h(ID)를 DB서버에게 달한다. 

③ DB서버는 장된 ID를 이용 태그로부터 송받

은 h(ID)와 비교하여 같으면 y2
2 mod N을 태그에 

송하고, 다르면 통신을 단한다.

④ 태그는 DB에서 송된  y2
2 mod N을 이용하여 

y1⊙y2=P를 계산하여 같으면 y1
2 mod N을 송하고 

다르면 세션을 단한다.

⑤ DB는 태그에서 송된  y1
2 mod N을 이용하여 

y1⊙y2=P를 계산하여 인증을 완료한다. 

그림 7 RFID 인증 로토콜 제안

①Request

②h(ID)

③y2
2 mod N

④y1
2 mod N

DB Reader Tag

3.3 안 성 분석

￭ Replay : 공격자는 도청으로부터 획득한 h(ID), 

y1
2
 mod N, y2

2
 mod N을 이용하여 재 송공격을 시

도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 시 마다 C값이 매번 증

가하므로 재 송 공격에 안 하다.

￭ 조 : 만약 공격자가 태그나 DB서버를 조할 

때, 공격자는 h(ID), y1
2 mod N, y2

2 mod N을 도청

하여 y1, y2를 올바르게 생성해야만 한다. 그런데, y1

이 P보다 큰 정수에서 랜덤에서 선택한다. 그러므로 

공격자가 y1, y2를 결정하기 한 공간은 계산상 불

가능하다.

￭ 치추  : 공격자가 정당한 리더로 가장하여 지

속 으로 Request를 요청하면서 h(ID)를 획득하여도  

DB에 태그의 실질 인 개인 정보 y1, y2를 보 하므

로 개인 정보 라이버시를 보장하며, 태그에 장

된 ID값이 변하지 않더라도 공격자가 y1, y2를 결정

하기 한 공간은 계산상 불가능하므로, 치 라

이버시를 만족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RFID 인증 로토

콜들에 한 인증  라이버시에 하여 논의하

고, 재 송 공격, 조, 치추  공격에 안 한 

RFID 인증 로토콜을 제안하 다. 재 태그와 리

더가 공유하는 키 값을 이는 여러 방법이 제안되

고 있으나 강력한 암호를 사용하지 않는 한 안 성

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RFID의 자원 제약성에 따

른 특성으로 암호 모듈에 한 경량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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