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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네트워크 환경에서 칭형 암호화 알고리즘을 용하는 경우에 제한된 자원과 키 길이로 

인하여 다양한 보안 공격에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해 온라인상에서 앙 키 리 센터를 통

해 정기 으로 사용 인 키를 갱신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안된 로토콜은 정기 인 키 

갱신  키 정보 인증을 실시하며, 송신자는 키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공개된 하나의 랜덤 비트 패

턴으로 방송한다. 한 간단하고 빠른 비트 주 XOR 연산을 사용한다. 제안된 키 리 로토콜이 네

트워크의 성능 측면에서 다른 로토콜보다 우수함을 보이기 해 기존의 칭키 암호화 로토콜, 마
스터 키 기반 SPINS 로토콜과 비교분석한다.

1. 서론

   무선 센서네트워크 (Wireless Sensor Network : 

WSN)에서 일반 으로 노드들은 제한된 자원( 력, 

메모리, 로세서, 네트워크 역폭)을 가지기 때문

에 소비 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안 로토콜 요

구되며,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의 비 칭형보다는 보

다 간단하고 처리비용이 낮은 칭형 암호화 알고리

즘을 사용하며, 이 경우 센서 노드는 제한된 키 길

이와 메모리를 사용하므로 보안 공격에 취약하다. 

이에 한 해결책은 세션키 길이를 확장하거나 세션

키 정기 으로 갱신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칭형 암호화 알고리즘을 기반으

로 하는 효율 인 키 리 로토콜을 기술한다. 키

를 갱신하거나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비

용을 이기 해 비트 주 XOR 연산을 사용해서 

세션키를 분배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 련연구

를 기술하고, 3장에서 WSN 환경에서 보안 문제를 

설명한다. 4장에서 세션키 생성과 갱신 로토콜을 

기술하고, 5장에서는 통신 오버헤드와 각 노드의 계

산 비용, 메모리 사용 측면에서 기존의 로토콜과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연구방

향을 제시한다.

2. 련연구

   Carman [2] 등은 WSN에서 키 일치와 분배를 

한 다양한 근방식을 제안하 다. 그들은 다양한 

하드웨어 랫폼에 해 각 로토콜들의 오버헤드 

측면에서 비교분석하 다.

   Jamshaid [3] 등은 신뢰된 키 서버에 의해 키를 

생성되고 분배되는 메커니즘과 기존의 네트워크에 

가입(join)을 원하는 새로운 노드나 네트워크로부터 

탈퇴(leave)하는 노드가 있는 경우에 그룹키를 갱신

하는 로토콜을 제안하 다. 그러나 이 구조는 키 

교환과 인증을 해 공개키 방식을 사용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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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henauer [4] 등은 키 사  분배 방식을 제안

하 다. 즉, 각 노드들은 지역에 배치되기 에 키 

풀로부터 키 집합을 선택하고 장한 다음에 배치된 

후에 인  노드와 서로 공유하고 있는 키를 찾아서 

비 키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구조는 1 

 1 통신에는 합하지만 1  n 통신 환경에는 

합하지 않는 방식이다. 

   Perrig [5] 등은 SPINS에서 BS가 자신과 각 노

드 간에 데이터를 안 하게 교환하는데 사용할 세션

키와 인증을 한 MAC 키를 리하며 SNEP가 두 

노드간에 교환되는 데이터의 비 성을 보장하고 인

증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고, TESLA가 지연된 

칭키의 공개(disclosure) 방식으로 비 칭 원리를 

도입한 인증된 멀티캐스트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구조는 노드가 방송된 데이터를 읽는 것이 일정 

시간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 환경에는 

부 합하다.

   Jolly [6] 등은 WSN을 한 계층 인 키 리 

구조를 제안하 다. 이 구조는 각 노드들은 자신과 

연결된 게이트웨이 간에 키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간 노드는 모든 메시지에 해 암․복호화 처리 

과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오버헤드를 받게 

된다.

   Cam [1] 등은 키 갱신 과정에서 세션키를 안

하게 리하기 해 다른 키로 암호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계산 속도가 빠른 비트 XOR 연산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즉, 센서 노드들이 배

치되기 에 BS와 각 노드만이 공유하는 비 키를 

분배하고 새로운 키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 모든 

노드들에게 공개된 하나의 비트 스트림을 온라인으

로 송하고, 각 노드는 수신한 비트 스트림을 자신

이 리하고 있는 세션키와 XOR 연산을 통해 새로

운 세션키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들의 논

문에는 BS와 각 노드 간의 1  1 통신을 한 키 

리 로토콜을 제안했을 뿐 1  n의 통신, 노드

와 노드간의 통신을 한 서  그룹키 리에 해

서는 언 되어 있지 않다.

3. WSN 보안 요구사항

3.1 요구조건

   신뢰성 있는 WSN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BS는 고성능의 처리 기능과 력, 규모 메모리

를 가지고 있으며, 신뢰된 노드로 가정한다. 그러나 

각 노드들은 제한된 력, 계산․통신 능력을 가지며, 

노드 간에 무선 링크로 통신으로 보안에 매우 취약

하기 때문에 각 노드들은 해당 지역에 배치되기 

에 기 세션키와 보조키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3.2 표기

   보안 로토콜과 암호화 연산을 기술하기 해 

다음과 같은 표기법을 사용한다. 

• A, B : 노드의 식별자 A, B

• S(Si), NA : 모든 노드들(멤버)과 노드 A에 의해

서 생성된 난수

• KI, SKi, sKi : 키정 보, BS와 노드 i가 공유하는 

세션키와 보조키

• GKs, KA,B : 모든 노드가 공유하는 그룹키와, 노

드 A와 노드 B만이 공유하는 임시 키 

• [M]SK : 키 SK를 사용하여 메시지 M을 암호화

한 메시지

• MAC(SKi, M) : 세션키 SKi를 사용하여 메시지 

M에 한 MAC를 계산한 값

• 단방향 해쉬 체인함수 Ғ() : Ki = Ғ(Ki+1), 0≤i≤
n-1

4. 세션키 생성과 갱신 로토콜

4.1 BS와 노드간의 세션키 갱신 

BS BS노 드 i
노 드

1 2      3  n

⒜ BS-노 드 통 신 ⒝ m ulticas t  통 신

⑴

⑵

⑴

⑶
⑵

•••

(그림 1) BS와 노드, BS와 노드들 간의 통신

   BS와 노드간의 통신에 이용 인 세션키를 새로운 

세션키로 갱신하는 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1(a)).

1. BS는 주기 으로 키를 갱신하기 해 각 노드

의 새로운 세션키(SKi'=KI⊕SKi,(i=0,n))을 계산

하고 자신의 메모리에 장한다.

2. B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키를 갱신하기 해 

각 노드에게 메시지(00, null, KIBS′, Ts, Tint)을 

방송한다(그림 1⒜메세지⑵).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은 모든 센서 노드뿐만 아니라 공격자들에

게도 공개된다. 여기에서 00은 개인 세션키의 갱

신을 나타내는 필드이고, 두 번째 필드인 null은 

특정 노드가 아닌 모든 노드를 나타내며, KIBS′

는 BS가 생성한 키 정보로서 KIBS = Ғ(KIBS′)
의 계를 만족한다. Ts와 Tint는 BS가 메시지를 

송한 시각과 세션키의 사용 기간을 나타낸다.

3. 메시지를 수신한 각 노드는 메시지의 인증과 새

로운 세션키를 계산한다(그림 1⒜메세지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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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키정보(KIBS′)가 BS에 의해서 보내졌는지를 

검사하기 해 단방향 해쉬 체인함수 Ғ를 
용한다. 즉, 수신 메시지 내에 포함된 KIBS′

와 이 에 수신한 KIBS에 해 조건식(Ғ(KIB
S′) = KIBS)이 만족하는지를 검사한다. 서로 

일치하면 BS에 의해 생성 정보로 인정한다.

② 각 노드는 세션키(SKi'=KI⊕SKi)를 생성하고 

단계 5로 이동한다.

4. 단계 3에서 키정보에 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를 BS에게 통보하고 수신한 

메시지를 폐기한다.

5. BS와 노드는 새로운 세션키(SKi')에 의해서 암

호화된 데이터를 송한다.

 

4.2 BS와 노드들 간의 그룹키 갱신

   세션키와 보조키를 사용하여 그룹 키를 생성하는 

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1(b)).

1. BS는 그룹키를 갱신하기 해 의 단계(1)와 

같이 각 노드들에 해당하는 키정보(KIi)를 생성

하고 자신의 메모리에 장한다. 

2. BS는 각 노드에게 KIi와 Ts, Tint, N, Authi를 방

송한다(그림 1⒝메세지⑴). 여기에서 KIi′는 노

드 i를 한 키정보, N은 난수, Authi은 인증정보

인 MAC(SKi, KIi|Ts|N)이다.

3. 메시지를 수신한 각 노드는 그룹키 정보에 한 

인증을 처리한다. 인증이 확인되면 자신의 세션키

와 보조키를 사용하여 그룹키 GK'(=KIi⊕SKi⊕

sKi)를 생성한다. 인증에 실패하면 BS에게 오류 

메시지를 송하고 수신한 메시지를 폐기한다. 

4. BS는 각 노드에게 데이터를 보낼 때는 그룹키 

GK'로 암호화하여 송한다(그림 1⒝메세지⑵).

4.3 노드와 노드간의 서  그룹키 생성

Node A Node C Node D Node B

A

C

D

B

DCAAB NNNK ⊕⊕=

B]GK QRY,[ )1(
B]GK QRY,[ )1(

ACC ]KN RPY,[ )2(

ADD ]KN RPY,[ )2(

1
ABK

⊕ 2
ABK

AC
1
AB]K[K (3)

AD
2
AB]K[K (3)

BC
1
AB]K[K (4)

BD
2
AB]K[K (4)

QRY : query identifier

broadcast message 
unicast message 

RPY :  reply identifier

2
AB

1
ABAB KKK ⊕=

(그림 2) 2홉 이상 노드들 간의 임시키 설정 

   인 하고 있는 센서 노드와 노드간의 안 한 데

이터 교환을 해 그룹키를 사용할 수 있지만 데이

터의 라이버시를 보장하기 해는 두 노드만이 공

유하는 임시키(KA,B)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임의의 

노드가 자신의 1 홉 이웃에 있는 노드와 비화통신을 

하기 해서는 노드들이 임무 장에 배치된 후에 설

정된 1 홉 임시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1 홉 

이상의 거리에 있는 임의의 노드와 비화 통신을 하

기 해서는 다수의 간 노드들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에서는 기에 설정된 1홉 임시키를 이

용하여 1 홉 이상의 거리에 있는 노드들 간에 임시

키를 설정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그림 2에서 노드 A는 노드 B와 1홉 임시키를 설

정한 노드를 질의 메시지의 방송을 통해 검색한다

(1). 이때 메시지는 질의 메시지 식별자(QRY: query 

identifier)와 키 설정 목표 노드(B)를 포함한다. 이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 C와 D는 자신들이 노드 B와 

이미 1 홉 임시키를 설정하 으므로, 응답메시지를 

구성하여 노드 A에게 되돌린다(2). 이 응답메시지는 

노드 A와 공유된 1 홉 임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 한 

뒤 노드 A에게 되돌려진다. 응답메시지를 수신하는 

노드 A는 자신이 생성한 난수(NA)와 수신한 난수들

(NC, ND)을 XOR연산하여 노드 A와 B사이의 임시키

를 생성한다. 이후 노드 A는 임의의 키 분할 방법을 

이용하여 이 임시키를 응답노드의 수(즉, 2) 만큼 분

할한다. 노드 A는 분할된 키들( , )을 각 응

답노드(노드 C와 D)들에게 공유된 1 홉 임시키로 암

호화하여 송한다(3). 노드 C와 D는 수신한 부분 

키들을 다시 노드 B에게 암호화 하여 송한다(4). 

   에서 기술한 2홉 거리에 있는 노드들 간의 임

시키 설정은 간단하게 3홉 이상의 거리에 있는 노드

들 간의 임시키 설정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5. 성능분석

   WSN 환경에서 시뮬 이션을 하여 키 리 

로토콜(ESKP, SPINS, XORK)들을 다음과 같은 가

정 하에서 10  동안 수행된다. 첫째, 하나의 BS 노

드와 99개의 센서 노드들이 정해진 구역(100m× 

100m) 내에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다. 둘째, 노드

간의 통신 범 의 경계선에 있는 특정 노드들을 클

러스터 헤드로 지정하고 주 에 있는 노드들은 클러

스터 헤드에게 데이터를 송한다. 셋째, 편의상 각 

로토콜들은 세션키와 그룹키를 운용하고 인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메시지의 길이는 모두 같다. 

정확한 시뮬 이션 결과를 얻기 해 주어진 시간 

동안에 노드간의 통신 범 를 5와 10, 15, 20으로 지

정하 다. 그리고 매 시험 때마다 센서 노드들의 

치를 랜덤하게 재배치하 다. 

5.1 네트워크 오버헤드

   그림 3는 각 로토콜(ESKP, SPINS, XOR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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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키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통신 범 와 노드 간

에 송되는 체 메시지 수의 계를 나타낸 것이

다. ESKP의 세션키와 그룹키, SPINS의 세션키, 

XORK의 그룹키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송되는 메

시지의 수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XORK의 세션키와 

SPINS의 그룹키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송되는 메

시지의 수는 상당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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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통신범 에 따른 네트워크 오버헤드 

5.2 각 노드의 계산 오버헤드

   그림 4는 각 로토콜에서 노드들이 키 갱신 메

시지를 처리하는 계산 비용을 나타낸다. 각 노드들

은 수신한 메시지를 복호화하고 인증을 처리해야 하

기 때문에 계산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XOR 

K 로토콜에서는 키를 복호화하기 해 비트 주 

XOR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호화 알고

리즘을 사용하는 것 보다 훨씬 비용이 게 든다. 

한 제안된 로토콜에서 세션키와 그룹키를 갱신

하는데 있어서 계산 비용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

낸 것은 인증 처리 과정에서 자는 단방향 해쉬함

수를 사용하고, 후자는 MAC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리고 SPINS 로토콜의 그룹키의 계산 

비용이 아주 낮게 나타나는 것은 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공개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연

된 키 공개의 방식은 간단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

지만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기 에 키를 알 수 없다

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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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 노드에서 계산 비용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라이버시를 보장할 뿐

만 아니라 각 노드들의 력 소비를 일 수 있는 

키 리 로토콜을 제안하 다. 다시 말해서, 제안

된 로토콜은 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 키 노출 문제를 최소화하

기 해 정기 으로 키를 갱신하고 송신 메시지에 

한 인증을 수행하도록 하 다. 그리고 키를 갱신

하는 과정에서 송되는 메시지의 수를 가능한 한 

이기 해 송신자는 키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공개된 하나의 랜덤 비트 패턴으로 방송하고, 세션

키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처리 비용을 이기 해 

복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고 빠른 비

트 주 XOR 연산을 사용하 다.

   제안된 키 리 로토콜과 다른 로토콜을 비

교해 본 결과 네트워크 내의 메시지 송 횟수와 각 

노드에서의 처리비용 측면에서 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메시지의 송량과 계산비용을 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토콜이 WSNs에 가장 합한 구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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