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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센서 노드는 제한적인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라우팅 기법 개발에 있어 에너지 효율은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체인 기반 클러스터 구조의 라우팅 기법은 각 센서 노드에서 수집되는 유사한 
정보를 베이스 스테이션에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한 라우팅 기법이다. 체인 기반 클러스터 구조의 
라우팅 기법은 에너지 효율적으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센서 노드의 키를 오용
하여 메시지를 삽입, 수정하는 공격이 발생할 경우 매우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체인 기반 클러스터 구조의 라우팅 기법을 사용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키의 오용을 
탐지하고 이를 막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체인 기반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서 센서 노드의 키의 오용을 막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1. 서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다수의 센서 노드와 베이스 
스테이션(Base station, BS)으로 구성 된다. 센서 노드는 
특정 지역에 흩어져 해당 지역을 모니터 하여 주변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BS 에 전달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BS는 센서 노드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자에게 제공하거나 전체 센서 노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군사적인 목적, 
학문적인 목적, 관리적인 목적, 보안적인 목적 등 다
양한 목적으로 응용될 여지가 있다 [1].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수백, 수천개의 센서 노드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센서 노드의 단가가 매우 저렴하
여야 현실성을 가진다[2]. 따라서, 각각의 센서 노드들
은 낮은 에너지, 낮은 계산 능력, 적은 메모리를 가지
며,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서는 <표 1>과 같은 디자인 요소가 중요하다. 

 
<표 1>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메커니즘 디자인 요소 

에너지 효율 
연산에 의한 에너지 소모 
통신에 의한 에너지 소모 

저장 공간 연산을 위한 저장 공간 
특정 알고리즘을 위한 저장 공간 

계산 효율 논리, 산술 연산의 시간차 

 

체인 기반 클러스터 구조의 라우팅 기법은 전체 센
서 노드들로부터 주기적으로 유사한 값들을 수집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에너지 효율적인 라우팅 기법이
다. 이 기법은 전체 센서 노드와 BS 를 연결하는 체
인을 형성하여 각 센서 노드가 수집한 정보를 순차적
으로 다음 센서 노드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체인 기반 클러스 구조의 라우팅 기법은 센서 노드로
부터 BS 까지 메시지가 전달되는 동안에 많은 단계를 
거치므로 정보의 무결성이 보다 쉽게 위협받는다. 

 

 
(그림 1) 확률적 키 분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키 

노출이 발생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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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노드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확률적 

키 분배를 통한 대칭키 암호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확률적 키 분배는 통신에 참여하는 노드의 수가 많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키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확률적 키 분배를 사용할 경
우 통신에 직접 참여하는 두 센서 노드 이외에 다른 
센서 노드가 두 센서 노드의 보안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칭키를 알고 있을 수 있다. 악의적인 제 3 자가 복
수 개의 센서 노드를 취하여 대칭키 일부를 확보할 
경우 정상적인 센서 노드간의 통신에 참여하여 메시
지를 삽입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센
서 노드에 의해 들어난 대칭키로 인해 정상적인 센서 
노드간의 통신에 메시지를 삽입 또는 수정하는 경우 
대칭키가 오용되었다고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는 체인 기반 클러스터 구조의 라우팅 

기법을 사용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 
간의 통신을 위협하는 대칭 키의 오용을 탐지하는 방
법에 대해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두 센서 

노드 사이의 오용키 탐지를 위한 Liu와 Dong의 오용
키 탐지 기법과 자발적 탐지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체인 기반 클러스터 
구조의 라우팅 기법에서 효율적으로 오용키를 탐지하
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4 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
과 다른 오용키 탐지 기법들의 성능을 비교한다. 5 장
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2. 오용키 탐지 기법 

2.1 분산 탐지 기법 
 
Liu 와 Dong 의 오용키 탐지 기법은 가장 처음 제

안된 방법이다. Liu와 Dong의 오용키 탐지 기법은 두 
센서 노드 사이에서 발생하는 키의 오용 여부를 탐지
하고 이를 BS 에 전달하기 위해 탐지 노드(detecting 
node)라는 특수한 센서 노드를 사용한다. 
아래 (그림 2)은 Liu 와 Dong 의 동작 과정을 나타

낸 그림이다[3]. 
 

 
(그림 2) Liu와 Dong의 분산 탐지 기법 동작 과정 

두 센서 노드 a, b 는 공격자에 의해 조작되지 않은 
노드이며, i 는 오용키 탐지를 위해 추가된 탐지 노드
이며, BS는 베이스 스테이션이다. Liu와 Dong의 오용
키 탐지 기법은 단방향에 대해 동작한다. (그림 2)에서 
센서 노드 a 는 메시지를 송신 하는 노드이며 센서 
노드 b 는 메시지를 수신 하는 노드이다. 센서 노드 a
는 매번 메시지를 송신할 때 오용키 탐지를 위한 값 
V1, V2를 송신한다. V1, V2는 아래 수식 (1)과 같이 구
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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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수신 하는 노드 b는 확률 p에 따라 센서 

노드 a 로부터 수신한 V1, V2 를 오용키 탐지를 위해 
탐지 노드에 전달한다. 탐지 노드는 b 에게서 받은 
Ca,b 를 통해 V1 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직접 계산해
낸 V1 과 b 로부터 전해받은 V1 을 비교하여 두 값이 
같으면 오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만일 두 값이 
다르면 a, b 사이의 키가 오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를 BS에 전달한다. 

Ca,b 는 센서 노드 a,b 에서 각각 공통적으로 관리하
는 값으로 센서 노드 a 는 자신이 b 에게 송신한 값들
을 누적하여 해쉬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센서 노드 b
는 a 로부터 수신한 값들을 누적하여 해쉬하여 저장
하고 있다. 따라서, 메시지의 오용이 없다면 두 값은 
같은 값을 가진다. 

 
2.2 자발적 탐지 기법 

 
자발적 탐지 기법은 Liu 와 Dong 의 기법이 클러스

터 구조의 라우팅 기법을 사용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
크에서 에너지 소모가 클러스터 헤드에 집중되는 현
상을 막기 위해 제안된 탐지 기법이다. 
자발적 탐지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메시지를 수신

하는 노드 b 가 직접 키의 오용 여부를 판단한 후 만
약 키가 오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BS 에 알리
는 점이다. 
아래 (그림 3), (그림 4)는 자발적 탐지 기법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4]. 

 
(그림 3) 자발적 탐지 기법의 동작 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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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발적 탐지 기법의 동작 과정 2 

 
자발적 탐지 기법은 두 단계의 과정으로 오용키 탐

지를 수행한다. 먼저 센서 노드 a 는 b 에게 메시지 m
을 전달하며 a, b 는 각각 분산 탐지 기법과 유사하게 
Ca,b를 저장한다. 이후 확률 p 에 따라 센서 노드 a 는 
자신과 유일한 키를 공유하고 있는 특수한 센서 노드
인 안전 노드 i 를 통해 오용키 탐지에 사용되는 V1, 
V2 값을 b 에게 전달한다. 안전 노드 i 는 모든 센서 
노드들과 유일한 대칭 키를 가진 노드로 V1, V2 의 안
전한 전달을 위해 사용된다. V1, V2 를 수신한 센서 노
드 b 는 자신의 Ca,b 값을 용하여 V1 을 계산해 낼 수 
있으며, 만일 계산해낸 V1 과 a 에게 받은 V1 이 다르
다면, 센서 노드 a, b 사이의 대칭키가 오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과정을 수행한다. 
다음 과정은 센서 노드 b 가 오용키의 사용 사실을 

BS 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그림 4)와 같이 자신의 Ca,b

값과 a로부터 수신한 V2를 BS에 전달한다. BS는 키
의 사용이 있은 것으로 판단하고 BS에게 보고한다. 
 
3. 제안하는 기법 

 
본 논문에서는 체인 기반 클러스터 구조의 라우팅 

기법을 사용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적합한 오용
키 탐지 기법에 대해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체
동형 가산 대칭 암호화 방식(Symmetric additive 
homomorphic encryption)[5]을 이용하여 한번의 탐지 과
정을 통해 전체 센서 노드를 대상으로 대칭키의 오용 
여부를 판단한다. 
 
3.1 가정 

 
 체인 기반 클러스터 구조의 라우팅 기법을 사용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이다. 
 체인을 구성하는 센서 노드는 공격자에 의해 조

작되지 않은 정상적인 노드이다. 
 BS 는 무한한 에너지와 연산 능력, 저장 능력을 

가진다. 
 

3.2 이체동형 가산 대칭 암호화 방식 
 
이체동형 가산 대칭 암호화 방식은 아래 수식 (2)

와 같이 각각의 암호문을 가산한 결과를 복호화한 값
이 각각의 평문을 가산한 값과 같은 암호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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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누적 해쉬값 
 

각각의 센서 노드들은 오용키 탐지를 위하여 각 센
서 노드가 BS 에게 전송한 정보를 누적하여 저장해 
둔다. 누적 해쉬값은 수식 (3)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된다. 이때 H는 해쉬 함수를 의미하며, ma는 센서 노
드 a 가 BS 에게 전송한 정보를 의미한다. 한 라운드
의 누적 해쉬값은 이전 라운드의 누적 해쉬값을 포함
하여 계산된다.  

BS 에서는 각 센서 노드별로 각 센서 노드들로부터 
수신한 값들을 누적하여 해쉬한 값을 저장한다. BS에 
저장된 누적 해쉬값과 각 센서 노드에 저장된 누적 
해쉬값은 동일한 값을 가지며, 만약 두 값이 다르다
면 해당 노드의 대칭키가 오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aaa mCHC =  (3) 

 
3.4 동작 과정 
 

 
(그림 5) 일반적인 통신 예 

 
일반적인 경우 체인이 형성되면 먼저 (1) 센서 노

드 a 가 자신이 수집한 정보 ma 를 b 에게 전달한다.  
그 후 센서 노드 a 는 자신의 누적 해쉬값 Ca 를 갱신
한다. (2) 센서 노드 b 는 a 로부터 수신한 ma 에 자신
이 수집한 정보 mb 를 취합하여 c 로 전달한다. 그 후 
센서 노드 b 는 자신의 누적 해쉬값 Cb 를 갱신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계속해서 취합하여 결국 
(3) 센서 노드 e는 전체의 정보를 BS에게 전달한다.  

BS 이 (그림 5)의 메시지 (3)을 수신할 경우 무결성
을 확인한 후 메시지 (3)으로부터 각 센서 노드의 개
별 메시지 ma, mb, mc, md, me를 추출한다. 개별 메시지
를 이용하여 각 센서 노드들의 누적 해쉬값 Ca, Cb, Cc, 
Cd, Ce를 갱신한다. 

BS 는 확률 p 에 따라 오용키 탐지 과정을 요청한
다. 오용키 탐지 과정은 아래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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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오용키 탐지 과정 

오용키 탐지 과정은 BS 에 의해 실행된다. (1) 특정 
라운드에서 BS 는 확률 p 에 따라 오용키 탐지 과정
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체 센서 노드에 전달한다. 
이 경우 각 센서 노드는 기본적인 메시지에 오용키 
탐지과정을 위한 추가적인 메시지를 삽입하여 전달한
다. (2) 오용키 탐지 과정을 요청 받은 센서 노드 a 는 
기존의 정보 ma 이 외에 누적 해쉬값 Ca 를 BS 와의 
유일한 대칭키 keya,BS 와 함께 해쉬한 값을 이체동형 
가산 암호화 방식을 통해 암호화한 Sa 를 함께 전송한
다. (3) a로부터 메시지를 전해 받은 센서 노드 b는 a
와 유사하게 자신의 누적 해쉬값을 BS 와의 유일한 
대칭키 keyb,BS 와 함께 해쉬한 값을 이체동형 가산 
암호화 방식을 통해 암호화한 Sb 를 a 로부터 받은 Sa

에 더하여 c 에게 전달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적
으로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센서 노드 e 는 다음 (그림 
7)과 같은 메시지를 BS에게 전달한다. 

 

 
(그림 7) BS가 수신하게 되는 최종 메시지 

 
BS 는 먼저 무결성을 확인한 뒤 이체동형 가산 암

호화 방식을 통해 암호화된 Sa, Sb, Sc, Sd, Se를 모두 더
한 값인 Ssum을 복호화 한다. 만약 오용키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복호화한 결과는 BS에 저장된 Ca, Cb, Cc, Cd, 
Ce 를 각각 센서 노드들과 공유한 유일한 대칭키 
keya,BS, keyb,BS, keyc,BS, keyd,BS, keye,BS, 와 함께 해쉬한 
값들을 모두 더한 결과와 같아야 한다. 만약 두 값이 
다르다면, 특정 센서 노드의 대칭키가 오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센서 노드를 찾기 위해 
개별 센서 노드와 누적 해쉬값을 비교하기 위한 과정
을 수행한다. 

 
4. 성능 비교 

4.1 탐지율 
 

분산 탐지 기법과 자발적 탐지 기법은 두 센서 노
드 사이에서 오용키 탐지 과정이 진행된다. 이 경우 
오용키 탐지 과정이 일어나더라도, 오용키의 사용이 
해당 두 센서 노드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탐지할 수 없다. 즉, 분산 탐지 기법과 자발적 
탐지 기법의 탐지율 pd는 아래 수식 (4)와 같다.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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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Pd  (4) 

  

수식 (4)에서 p 는 오용키 탐지 과정이 일어날 확률
을 의미하며, 체인을 구성하는 전체 센서 노드의 수
를 나타낸다. 오용키 탐지 과정은 확률 p 에 따라 일
어나며, 이때 오용키 사용이 발생한 위치가 오용키 
탐지 과정이 수행되는 두 센서 노드 사이일 확률은 

11 −N 과 같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경우 오용키 

탐지 과정이 수행 될 경우 반드시 오용 여부를 탐지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탐지율 Pd는 p 와 같다. 따라서, 
본 기법이 보다 높은 확률로 대칭키의 오용 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체인 기반 클러스터 구조의 라우팅 

기법을 사용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
율적으로 오용키 탐지를 수행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
하였다. 본 기법은 이체동형 가산 암호 방식을 이용
하여 BS 에서 한번의 오용키 탐지 과정을 통해 전체 
센서 노드에 키가 오용된 적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
로 추가적인 특수한 노드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현
실적이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본 기

법의 구체적인 에너지 성능을 구해보고 에너지 효율
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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