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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센서 네트워크는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을 실 하기 한 네트워크로 센싱  통신 능력으로 인간

이 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감시나 탐지 등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러한 환경

의 구 을 하여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가 수집한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달될 때 안 한 통

신을 보장하기 해 센서 노드간 키를 설정하는 것은 보안을 한 기본 인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따

라서 소형, 빈번한 데이터 이동, 제한 인 계산 능력  장 능력 그리고 베터리 력 사용이라는 

특성을 갖는 센서 노드에 알맞은 암호화를 한 키 리 구조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효율 인 키 설정을 해 클러스터에 기반한 구조와 다항식을 사용한 pair-wise key설

정 방법을 제안 하 다.

1. 서론

   센서 네트워크는 많은 수의 센서 노드들로 구성되고 

센서를 통한 정보감지  감지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각 센서 노드들은 제한된 연산 처리 능력만을 

가지고 있고 노드들이 애드혹의 형태로 구성되어 통신하

게 된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센서 노드 간에 송되

는 데이터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거나 변조될 험이 존재

한다.[1] 그러므로 안 한 통신을 하여 센서 노드간 키

를 설정 하는 것은 보안을 한 기본 인 요구사항이 되

고 있다. 보다 실 이고 원활한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

을 구 하기 해서는 센서 네트워크의 활용 방안  센

서 기술 개발과 함께 감지된 정보를 안 하게 처리하고 

리 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상에서의 보안 메커니즘 

개발이 반드시 함께 연구되어 용되어야 한다.[2,3]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효울  키 설정을 한 

클러스터 구조와 다항식을 사용한 pair-wise key설정 방

법을 제안하 다. 안 한 통신을 한 직  키 설정을 

해 다항식을 사용하되 이를 공유하는 센서의 수를 이고

자 클러스터 단 로 다항식을 분배하고, 클러스터 헤드에

게는 근  노드와 키를 사 에 분배하는 방식을 조합한 

키 분배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pair-wise key의 

설정에서 통신 데이터의 도청에 해서도 클러스터 헤드

의 이변수 다항식을 안 하게 하 다.

2장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 기존의 키 리 기법을 설명

하고, 3장은 클러스터 기반의 키 분배 기법을 설명하고 안

한 통신을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커니즘을 살펴본

다.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안에 하여 

기술한다.

2. 센서 네트워크에서 키 리

 2.1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키 리 기법

  이 장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키 리 구조로서 센

서 노드 간에 안 한 통신을 해키를 생성하고 분배하고 

갱신하는 키 리 연구 분야에 해 살펴보겠다. 센서 네

트워크 환경에서 센서 노드가  지역에 설치된 경우 

보안성은 특히 요한데, 이를 해 주로 센서 네트워크에 

합한 방식의 키 생성, 분배, 갱신에 한 로토콜이 제

안되고 있다. 지 까지 제안된 센서 네트워크를 한 키 

리 기법은 크게 그룹 키, pair-wise 키, 계층  키 리 

기법으로 구분되며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키 리 기법

에 하여 간단히 기술한다. 

키 셋업 서버가 그룹에 따라 키를 만들어서 분배하고 그

룹 내 센서 노드들은 하나의 키를 이용하여 센서 노드 간 

안 한 통신을 지원하는 그룹 키 방식[4,5]은 모든 센서가 

하나의 그룹 키만 유지, 리하면 되므로 키 리에 있어

서 효율 이다. 하지만 그룹 키가 노출 되었을 경우 그룹 

체의 통신이 험에 처하는 단 도 있다.

각 센서 노드 간 서로 다른 키를 이용하는 pair-wise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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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센서 노드별로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여 각 노드

와 통신하므로 키가 노출 되어도 다른 센서 노드는 안

한 통신을 보장한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각 센서 노드

는 다른 모든 센서 노드와의 키를 장해야하기 때문에 

제한 인 장 공간을 가지는 센서 노드에게는 제약이 따

르는 단 이 있다. 그러므로 효울 인 pair-wise 키 리 

방법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표 으로 

랜덤 키 풀 기반방식[6,7]과 다항식  그리드 기반 키 사

 분배 방식[8]등이 있다.

 다양한 보안 벨에 따라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이용하

여 데이터의 암호화를 수행하는 계층  키 리 방식

[9,10]은 네트워크의 일부가 노출되어도 다른 부분은 안

할 수 있게끔 벨 별로 보안을 달리 제공하여 효율 인 

에 지 소비가 가능한 장 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보안 

벨을 기 에 따라 정해야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2.2 랜덤 키

 L. Eschenauer, V. Gilgor가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안 한 

통신을 지원하기 해 센서 노드간 pair-wise key 설정 

로토콜을 제안하 다.[11](그림1)과 같이 베이스 스테이

션은 다량의 랜덤 키를 생성하여 이를 키 풀(pool)에 장

하고 키 풀에서 무작 로 임의의 키 셋을 선택하여 각 센

서 노드에게 분배한다. 센서 노드 A,B는 부여 받은 키 셋

에서 서로 공유하는 키가 없는 두 센서 노드들은 경로키

를 생성하여 pair-wise key로 사용한다.

 H. Chan, A. Perrig, D.Song은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키 

설정을 한 노드 사이에 q개의 키를 공유하는 q-composite 스

킴을 제안하 는데 해쉬 함수나 XOR 방식을 통한 새로운 키 

생성방식은 기존의 노드 간의 통신을 한 키 분배 방식 보다 

노드가 공격을 당했을 때의 통신 채 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장 을 가진다.[7]

           (그림1)랜덤 키 분배 구조

           (그림2)다항식 기반 키 분배 구조

           K = hash(k1 || k2 || ....||kq)

2.3 D. Liu, P. Ning은 센서 노드간 pair-wise key 설정 

로토콜로서 다항식을 이용한 그리드 기반 키 분배 구조

를 제안하 다.[8] 기존 스킴과의 두드러지는 차이 은 실

제 키 값을 센서 노드들에게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키를 

유도할 수 있는 다항식을 생성하여 분배한다는 것이다. 임

의의 두 센서 노드가 동일한 t차 다항식을 공유하면 두 

노드는 그 다항식으로부터 서로 공통되는 키 값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2)의 (a)와 같이 동일한 행 는 열에 치한 노드

들은 서로 간에 pair-wise key를 바로 생성할 수 있다. 동

일한 i에 있는 임의의 두 노드는 i행에 부여된 다항식을 

동일한 열 j에 치한 임의의 두 노드는 j열에 부여된 다

항식을 공통 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임의의 두 노

드에 해서 한 노드는 <ci, ri>에 치하고, 다른 노드는 

<cj, rj>에 치할 때, ci = cj이면, 두 노드는 ∱




(x,y)

를 공통 으로 공유하고, ri = rj이면, 두 노드는 ∱




(x,y)

를 공유함으로써 각 센서의 ID를 이용하여 공유키를 설정

할 수 있다.

D. Liu, P. Ning이 제안한  다른 다항식 기반 키 분배 

방식은 치 기반(location based) pair-wise key 설정 

로토콜이다.[12] 그리드 기반 키 분배 구조에서 사용하

던 방식처럼 다항식을 분배하는데, 그리드 방식이 i행 j열

에 있는 센서 노드에게 두개의 다항식을 배분하 다면 여

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2)의 (b)와 같이 센서 필드를 

셀 단 로 나 고 그 셀과 고유한 다항식을 연 시킨다. 

그리하여 특정 셀에 치하고자 하는 센서는 그 치에 

해당하는 다항식과 그 셀 인  4개 셀에 해당하는 4개의 

다항식이 할당되어 이웃 4개 셀에 배치된 센서와 pair-wise 

key를 생성한다.[13]

3. 클러스터 기반 키 분배 메커니즘

기존의 다항식 기반 키 분배 구조에서 다항식의 노출로 

인한 키 노출시 네트워크에 끼치는 향을 최 한 이기 

해 네트워크를 클러스터링 하여 클러스터 단 로 하나

의 다항식을 공유하게 하여 센서노드들은 그 다항식을 바

탕으로 노드간 키를 생성하여 공유한다. 즉 하나의 다항식

을 공유하는 센서네트워크의 역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제한하여 다항식을 공유하는 센서의 수를 제한하여 향상

된 보안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같은 클러스터 역에 있

는 센서들은 공통의 다항식을 사용하고 서로의 ID를 이용

하여 pair-wise key를 만들 수 있어 키풀 크기에 상 없

이 직  키를 설정할 수 있다. 한 클러스터 내의 센서들

은 클러스터에 배치되면 그 후에 클러스터 헤드로부터 다

항식 부분정보를 분배받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보다 사

에 분배하는 정보의 양을 일 수 있다. 센서가 다른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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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 역에 있어서 경로키를 만들어야하는 경우도 클러

스터 헤드간의 키는 센서가 배치되기 에 미리 분배되어

있으므로 클러스터 헤드를 통해 안 하게 경로키를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센서노드에게 달 할 수 있다.

클러스터 헤더의 송범 는 클러스터 역을 포함한다고 

가정한다. 센서들은 자신의 송범  내에 있는 이웃 노드

들과 클러스터 헤드로부터 분배받은 다항식 부분 정보를 

이용하여 pairwise key를 생성할 수 있다. 임의의 두 센서

가 동일 클러스터 내에 치할 경우 직 키를 생성하여 

pairwise key를 생성할 수 있고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포

함될 경우는 경로키를 생성하여 pairwise key로 사용한다. 

제안 메커니즘의 구조는 다음 [그림3]과 같다. 한 베이

스 스테이션은 소수 q에 하여 유한체 Fq 상에서 임의의 

t차 이변다항식(bivariate)을 아래와 같이 생성한 후 각 클

러스터 헤더에게 임의의 다항식을 선택하여 분배한다.

        [그림 3]제안한 센서 네트워크 구조

fc(x,y) = ∑aijx
iyj

 
단, 이 다항식은 fc(x,y) = fc(y,x)의 성질을 만족해야 한

다. 클러스터 헤드 Ci에게 분배된 다항식을 fci(x,y)라고 

한다. 임의의 클러스터 역에 센서들이 임의로 배치되면 

클러스터 헤드는 자신의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센서들의 

존재 여부를 악한 후 이 센서들에게 다항식에서 생성된 

다항식 부분정보를 분배한다. 를 들어 클러스터 헤드 Ci

는 해당하는 클러스터에 치하는 모든 센서들에게 다항

식 fci(x,y)로부터 생성된 다항식 부분정보를 생성하여 분

배하는데, 노드는 Ni에게 분배되는 다항식 부분정보는 

fci(Ni,y)이다. 

fc(N1,y) =Σai,j N1iyj   fc(N2,y) =Σai,j N2iyj

N1은 fc(N1,y)를 갖고 있고, N2는 fci(N2,y)를 갖고 있으

므로 두 노드들의 ID를 이용해 다항식을 생성한다. 

fc(N1,N2) = Σai,j N1iN2j , fci(N2,N1) = Σai,j N2iN1j 앞에서 가

정한 다항식 fci(x,y)의 성질에 따라 fci(N1,N2) = fci(N2,N1) 

이므로 두 센서 노드는 동일한 키를 공유할 수 있다.

이변수 다항식 f(x,y)를 사용한 다항식 기반 키 분배

구조에서 클러스터 C가 두 개의 노드 N1과 N2에 다항식

의 부분정보를 달할 때 이를 도청하면 fc(N1, y) =Σ

ai,jN1
iyj, fc(N2, y) = Σai,jN2iyj 두 값을 알 수 있다. 이 

때 yj에 련 있는 계수 ai,j와 x의 차수를 구할 수 있으면 

클러스터 헤더가 가지고 있는 이변수 다항식을 알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클러스터 내의 모든 노드의 키 을 알 수 

있게 된다.

두 다항식 fc(N1, y)와 fc(N2, y)의 y
j 계수를 나 면

aijNi1/aijNi2= (N1/N2)i 이 된다. 그런데 fc(x, y) = fc(y, 

x)이므로 i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다항식 부분정보인 

fc(N1,y)의 y의 차수 에 있다. 따라서 도청한 두 노드의 

N1과 N2 값과 y의 차수 k들에 해 (N1/N2)
k 값을 계산

하고도청으로 얻은 (N1/N2)i 과 비교한다. 만약 같은 값이 

나왔다면 k=i 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변수 다항식의 yj

가있는 항이 xiyj인 것이다. xiyj의 계수는 fc(N1, y)의 yj

의계수를 N1i으로 나 면 ai,j =aijNi/Ni이다. 따라서 클러

스터 헤드가 노드들에게 이변수 다항식의 부분정보로 일

변수 다항식을 달하는 것은 도청에 의한 공격이 가능하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fo(x, y) = F0(y)을 만족하는 값을 

사용하여보자. 여기서 x를 만족하는 수는 유한체 Fq상의 

자연수이므로 1부터 선택해서 계산한다.

그러나 노드 N1에게 분배하는 부분정보F0(N1)F0(y)을도

청하면, F0(N1)F0(N1) = F0(N1)
2 ∈ Fq 이므로 F0(N1)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14].

F0(Nj) = ΣaiNj
i for j=1,2,...,k 이므로 k개의 연립방정식을 

통해 f(x,y)의 계산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클러스터 헤더의 키인 이변수 다항식을 통한 부분정보인 

일변수 다항식 fc(N1, y)을 달하는 과정에 도청이 가능

하므로 fc(N1, y)을 달하는 신에 클러스터 헤더로부터 

선택한 난수를 포함한 방법을 제안하 다. 클러스터 헤더

는 random number r을 선택하여 (r, fo(x, y))을 생성하여 

분배한다. fo(x, y) = Σai,j xiyj 은 부분정보의 노출로 공격

이 가능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r, fo(x, y), F(y)>에서 

fo(x, y) = F0(y)를 만족하여야하므로 x를 만족하는 수는 

유한체 Fq 상의 자연수이므로1부터 선택해서 계산한다. 

노드 N1과 N2의 ID를 주고 받은 값에 클러스터 헤더로

부터 선택한 난수 r을 곱한 값을 두 노드간의 pairwise

key로 공유한다. 두 노드간의 pairwise key를 공유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드 N1과 N2의 식별자와 fo(x, y) = F0(y)의 값에 클러

스터 헤더에서 선택한 난수 r을 곱한 값은

r* F0(N1)F0(y)과 r* F0(N2)F0(y)이 된다.

N1은F0(N1)F0(y)를 갖고 있고, N2는 F0(N2)F0(y)를 갖고

있으므로 두 노드의 ID를 이용하여 r* F0(N1)F0(N2), 

r*F0(N2)F0(N1)를 생성할 수 있다. 앞에서 가정한 다항식 

fci(x,y)의 성질에 따라 r*F0(N1)F0(N2) = r*F0(N2)F0(N1) 이

므로 두 센서 노드는 pairwise key를 공유할 수 있다.

즉 두 노드의 ID를 교환한 값에 난수 r을 사용하여 이

변수 다항식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게 하 다.

4. 결론

센서네트워크에서의 키 리 구조로서 센서 노드 간 안

한 통신을 해 키를 생성하고 분배하고 갱신 하는 키

리 연구의 보안성은 매우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센

서네트워크를 클러스터링하고 이변수 다항식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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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wise key 설정 방법에서 클러스터 헤더가 노드에게

이변수 다항식의 부분정보를 할당할 때 일변수 다항식을

보내는 경우 이를 도청하면 클러스터 해더의 이변수 다

항식을 찾을 수 있음을 보 다.

이를 해결하기 해 클러스터 헤더가 노드들에게 일변

수 다항식을 달할 때 f(x,y)를 사용하는 신에 x값을

유한체 Fq상의 자연수를 입한 F0(y)값에 두 노드의 ID

를 입한 값과 클러스터 헤더가 선택한 난수를 포함한

값을 달함으로써 이웃노드들과 pairwise key를 생성할

때 도청에 의한 이변수 다항식의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키 분배 구조를 설계하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기존에 제안된 방법

과의 시뮬 이션을 통한 그 효율성을 증명하는 방안과

제안한 키 설정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센서노드의 송범

 내에 치하나 동일하지 않은 클러스터에 있는 센서

노드들과의 경로키를 설정하는 방안에 한 향후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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