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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몇 년 동안 센서 네트워크에 보안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로 
몇 가지의 보안 프로토콜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된 보안 프로토콜들은 많은 시스템 
자원과 부가적인 통신 횟수들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암호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센
서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사용하기에는 힘들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센싱 정보에 기반한 보안 프로토콜 모델인 MKR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육성ㆍ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1. 서론 

센서 네트워크는 센싱 기능을 갖는 초소형 디바이

스인 센서(sensor)를 일반사물에 장착하고 무선 송수신

기능을 탑재하여 서로간에 무선 네트워크로 센싱 정
보를 주고 받아 호스트나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전송

하여 원격지 상에서 전체상황을 확인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전원 공급 능력, 프로세싱 능력, 메모리 
공간, 전송 대역폭, 그리고 전송 거리 등과 같은 사항

들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1]. 
그러나 센서 네트워크의 주된 응용은 군사목적과 

병원에서의 환자 상태 모니터링 등으로 대부분이 센
싱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그로 인해 위와 같은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요
구사항의 충족을 위해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한
다[2]. 

센서 네트워크의 보안 요구사항을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제약사항은 전원 공급 능력과 프로세싱 능력

이다. 실제 센서 전원의 80%가 무선 송수신에 의해 
소비되는데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 부가적인 
전송이 일어난다[3]. 이를 위해 센서 네트워크만을 위
한 몇 가지 보안 프로토콜들이 제안되어 왔으나 자원 
제약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고 있다. 이의 해결 방안으

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센
싱 정보에 기반한 보안 프로토콜 모델인 
MKR(Message-based Key Relay)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2 장에서는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본 후 3 장에서는 본 논문에 의해 제안되는 
MKR 의 구조와 동작에 대해 알아본다. 4 장에서 MKR
의 성능 분석과 함께 5 장에서는 개선사항 및 향후 과
제에 대해 논하고 끝으로 6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 

기존에 센서 네트워크를 위해 제안된 보안 프로토

콜은 크게 마스터 키에 기반한 방식과 공개키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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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이 있다. 마스터 키에 기반한 방식은 마스터 
키를 이용해 세션키를 공유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는

다. 대표적인 프로토콜로는 SPINS 와 C&R(Challenge 
and Response) 등이 있다. 공개키에 기반한 방식은 서
로의 공개키를 이용해 세션키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대표적인 프로토콜로는 
EG(Eschenhaur-Gligor) 등이 있다. 

마스터 키 방식의 장점은 공개키 방식에 비해 수행

속도가 빠르고 키 길이도 더 짧다. 공개키 방식은 사
용자 인증이 가능하고 전체 키의 노출 위험이 없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기존의 암호화 방식들로 알고

리즘 수행을 위해 많은 시스템 자원을 소비하게 되고 
부가적인 통신도 필요로 한다. 그로 인해 센서 네트워

크에서 구현할 경우 센서가 가진 자원의 대부분을 소
비하게 된다[4]. 

이의 해결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메시지 기반 암
호화 기법을 이용한 보안 프로토콜 모델인 MKR 프로

토콜을 제시한다. 
메시지에 기반한 암호화 기법은 평문 메시지를 이

용해 스트림 단위마다 랜덤하게 생성된 키로 암호화

하는 기법으로 본 논문의 프로토콜을 위하여 고안한 
처음으로 소개되는 새로운 암호화 기법이다. 

이를 이용한 프로토콜은 센싱 데이터인 스트림 단
위의 메시지를 이용해 랜덤한 키를 만들어 암호화를 
한다. 그로 인해 간단한 구조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
용하더라도 전체 프로토콜에서는 충분한 암호 강도가 
보장된다. 간단한 구조의 알고리즘 사용으로 프로세서 
점유시간이 작고 부가적인 통신도 없어서 센서 네트

워크에 적용 시 자원의 소모가 작다. 
 

3. MKR 프로토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로토콜은 베이스 스테이션

(base station)과 센서 또는 센서와 센서 사이에 각각 
하나의 세션이 만들어져 통신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센서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해 구현하

는 단계에서는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

콜들과 결합시킨 형태가 되고 키의 길이도 64 비트 
이상으로 확장된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토콜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기법들을 사용한다. 

 
A  B : A 와 B 의 Exclusive OR 연산 
A = B : B 의 값을 A 에 대입 
A ↔ B : A 와 B 의 값을 교환 
Pr[m] : r 번째 라운드의 평문 스트림에서 m 번째 비

트 
Cr[m] : r 번째 라운드의 암호문 스트림에서 m 번째 

비트 
MACr[m] : r 번째 라운드의 MAC에서 m 번째 비트 
MKr[m]: r 번째 라운드의 MAC키에서 m 번째 비트 
RKr[m] : r 번째 라운드의 라운드 키에서 m 번째 단

위 라운드 키 (4 bits) 
RKr[m][n] : r 번째 라운드의 m 번째 단위 라운드 키

에서의 n 번째 비트 

( 단, m={0,1,2,3,4,5,6,7}, n={0,1,2,3}의 범위를 가짐 ) 
 
3.1. 송신측 MKR 구조와 동작 

송신측 MKR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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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송신측 MKR 구조 

(그림 1)에서의 각 입출력 값과 프로토콜 모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입출력 값 ] 
P1, P2, …,Pn : 평문 스트림 (8 bits) 
C1, C2, …,Cn : 암호문 스트림 (8 bits) 
CSK (Current Session Key) : 현재 세션키 (32 bits) 
NSK (Next Session Key) : 다음 세션키 (32 bits) 
MN (Message Number) : 메시지 번호 (8 bits) 
MAC (Message Authentication Code) : 메시지 인증 코

드 (8 bits) 
 
[ 프로토콜 모듈 ] 
SE (Simple Encryption) : 암호화 모듈 
RKG (Round Key Generator) : 라운드 키(32 bits) 생성 

모듈 
MKG (MAC Key Generator) : MAC 키(8 bits) 생성 모

듈 
SM (Simple MAC) : MAC 생성 모듈 
 
평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각 8 비트의 평문 스트

림들로 분할된다. 
 
P = P1 || P2 || … || Pn 
 
송신측에서의 동작은 각 평문 스트림마다 암호화, 

라운드 키 생성, MAC 키 생성, MAC 생성의 과정을 
거친다. 

 
Cr = SE(Pr, RKr-1) 
RKr = RKG(Pr, RKr-1) 
MKr = MKG(RKr) 
MACr = SM(Cr, MKr, MACr-1) 
 
이 과정을 라운드(round)라 하며 한 라운드가 끝나

면 현재의 라운드에서 생성된 라운드 키와 MAC 이 
다음 라운드로 넘겨진다. 전체 평문 메시지가 n 개의 
평문 스트림들로 분할될 경우 총 n 번의 라운드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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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다. 
n 번의 라운드를 마친 후 각 라운드에서 만들어진 

8 비트의 암호문 스트림들을 연결하여 암호문 메시지

가 만들어진다. 
 
C = C1 || C2 || … || Cn 
 
전체 프로토콜에서의 입력 매개변수는 현재 세션키

와 메시지 번호이고 출력 매개변수는 다음 세션키와 
MAC 이다. 

 
3.2. 암호화 모듈 

각 라운드에서 사용되는 라운드 키는 각 4 비트의 
8 개의 단위 라운드 키들로 분할되어 사용된다. 

 
RKr = RKr[0] || RKr[1] || … || RKr[7] 
 

각 단위 라운드 키들에서 앞 세 비트는 전치를 위
해 사용되고 마지막 한 비트는 환자를 위해 사용된다. 

 
Cr[ RKr[m][0]×4 + RKr[m][1]×2 + RKr[m][2] ] = Pr[m]  

RKr[m][3] 
 
암호화 모듈은 환자와 전치가 한번씩 이루어지는 

단순한 적 암호 구조로 되어있으나 각 라운드마다 랜
덤한 값을 갖는 라운드 키가 사용되고, 이러한 단순한 
구조가 전체 라운드 수만큼 반복되어 Claude Shannon
의 확산과 혼돈이 특정 패턴을 갖지 않고 완전하게 
랜덤한 구조로 전개된다[5]. 

 
3.3. 라운드 키 생성 모듈 

평문 스트림을 이용하여 두 개의 단위 라운드 키의 
위치를 교환하고 환자를 위해 사용되는 마지막 비트

의 값을 갱신한다. 
 
RKr[ Pr[0]×4 + Pr[1]×2 + Pr[2] ] ↔ RKr[ Pr[4]×4 + Pr[5]×2 

+ Pr[6] ] 
RKr[ Pr[0]×4 + Pr[1]×2 + Pr[2] ][3] = Pr[3] 
RKr[ Pr[4]×4 + Pr[5]×2 + Pr[6] ][3] = Pr[7] 
 
라운드 키 생성 모듈 또한 단순한 구조이나 랜덤한 

값인 메시지에 기반하여 키가 생성되고 있어 매 라운

드 마다 랜덤한 값을 갖는 라운드 키가 생성된다. 
 
3.4. MAC 키 생성 모듈 

각 단위 라운드 키의 네 비트를 EX-OR 연산을 수
행하여 MAC 키를 위한 하나의 비트를 만들어낸다. 

 
MKr[0] = RKr[0][0]  RKr[0][1]  RKr[0][2]  

RKr[0][3] 
MKr[1] = RKr[1][0]  RKr[1][1]  RKr[1][2]  

RKr[1][3] 
   : 
MKr[7] = RKr[7][0]  RKr[7][1]  RKr[7][2]  

RKr[7][3] 
 
전체 프로토콜 동작에서 MAC 생성을 위한 키가 

매 라운드마다 랜덤하게 변하게 된다. 
 
3.5. MAC 생성 모듈 

현재 라운드의 MAC 키, 암호문 스트림, 그리고 우
측으로 한 비트 시프트 시킨 이전 라운드의 MAC 에 
대하여 EX-OR 연산을 수행해 현재 라운드의 MAC 을 
만든다. 

 
MACr[0] = MKr[0]  Cr[0]  MACr-1[1] 
MACr[1] = MKr[1]  Cr[1]  MACr-1[2] 
  : 
MACr[6] = MKr[6]  Cr[6]  MACr-1[7] 
MACr[7] = MKr[7]  Cr[7]  MACr-1[0] 
 
MAC 생성 모듈 또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

나 각 라운드 마다 랜덤하게 변하는 MAC 키를 사용

하여 MAC 을 만들고 있어 충분히 강한 인증 강도를 
제공한다. 

 
3.6. 수신측 MKR 구조와 동기화 
수신측 MKR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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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신측 MKR 구조 

송신측 프로토콜과 비교해보면 암호문 스트림에서 
평문 스트림으로 데이터가 흐르고, 암호화 모듈대신 
복호화 모듈(SD: Simple Decryption)이 사용된다. 복호

화 모듈에선 암호화 모듈에서 행해졌던 전치의 역전

치가 이루어지고, 프로토콜 구조에서 다른 부분들은 
모두 동일하다. 이를 통해 송신측과 수신측의 라운드 
키와 프로토콜 관련 매개변수들이 동기화된다. 

 

< Sender > < Recei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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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로토콜 매개변수들의 동기화 

(그림 3)은 실제 동기화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송신측과 수신측의 세션키와 메시지 
번호가 Time(t+2)에서 동기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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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KR 의 성능 분석 

4.1. 구현시의 성능 

비트 레벨에서 동작하므로 하드웨어 모듈로 구현하

여 센서의 성능을 높일 수 있고 최종 암호 메시지 전
송 이외에 추가적인 통신이 없으므로 센서의 에너지 
소비가 적다. 또한 몇 번의 EX-OR 연산만을 사용하

므로 센서에서의 프로세서 점유시간이 작고 프로토콜 
수행에 필요한 전체 메모리 요구량은 8 바이트로 키 
길이에 비례한다. 

 
4.2. 암호학적 기능 
기밀성(confidentiality)의 제공과 함께 메시지 번호와 

MAC 의 사용으로 무결성(integrity)과 데이터 인증(data 
authentication)을 제공한다. 또한 두 센서에 대해 하나

의 세션이 열리고 각 세션의 메시지 단위마다 세션키

와 메시지번호를 동기화시키므로 부인방지와 data 
freshness 의 기능도 제공한다. 

 
4.3. 암호학적 강도 

메시지 기반 암호화 방식에서의 평문은 암호키 생
성을 위한 핵심 정보가 되며 스트림 방식의 암호 구
조를 갖게 된다. 각 암호화 단계마다 랜덤한 값인 평
문을 이용하여 스트림 단위마다 랜덤한 키를 만들어 
사용하고 실제 전송 단위인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도 
매번 다른 키가 사용되므로 충분한 암호학적 강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로 인해 암호화 알고리즘은 단
순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4.4. 공격에 대한 저항성 

데이터 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MAC 에서 첫 라운드

의 입력으로 메시지 번호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메시

지의 순서를 동기화시키고 replay attack 을 막을 수 있
다[6]. 또한 프로토콜의 특성상 센서가 보관하는 키는 
메시지의 전송 시마다 바뀌며 현재의 키로 이전 키를 
알아낼 수 없어 메시지 단위의 키마다 perfect forward 
secrecy 를 제공한다[7]. 

 
5. MKR 의 개선사항 및 향후 과제 

지금까지는 두 센서간의 통신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 시 최초의 세션 설정이나 경로

가 재설정되는 경우를 위해 마스터 키가 필요할 수도 
있다. 마스터 키를 적용하는 방법은 전체 센서들이 동
일 마스터 키를 사용하거나, 각 센서 마다 자신의 마
스터 키가 있고 베이스 스테이션이 전체 마스터 키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더 강한 인증을 위해선 마스터 
키에 대해서만 공개키 구조로 대치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키 생성의 주요 데이터인 센싱 정보가 
랜덤하지 못한 경우로 전 시간 영역에 걸쳐 동일하거

나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앞서 
알고리즘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라운드 키들이 메시

지에만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라운

드 키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임의적으로 랜덤한 특
성을 만들어주기 위해 카운터, 타임스탬프, 센서의 ID, 

또는 네트워크 정보 등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 
 

6. 결론 

기존에 몇몇 종류의 센서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

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실제 구현되어 사용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인 메시

지 기반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실제 센서 네트워크

를 위한 보안 프로토콜 모델인 MKR 프로토콜을 제시

하였고 그 세부 동작과 기존에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

는 프로토콜과는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차후에는 실제 구현과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성능 평가와 함께 앞서 향후 과제로 남
긴 사항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선된 프로토콜을 소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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