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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2년 Das 등은 계층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동  패스워드 기반 사용자 인증 스킴을 제안하

다. 그러나 Das 등이 제안한 동  패스워드 기반 사용자 인증 스킴은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한 취

약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as 등이 제안한 동  패스워드 기반 사용자 인증 스킴을 분석하

고, Das 등의 인증 스킴이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안 하지 못함을 증명한다. 한 패스워드 길이에 따

른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한 공격시간을 분석한다.

1. 서론1)

   계층  무선 센서 네트워크(Hierarchical Wireless 

Sensor Networks)는 기능에 따라 기지국(BS : Base 

Station), 클러스터 헤드(CH : Cluster Head), 센서 노드

(SN : Sensor Node) 간의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으로 센서 노드는 렴하고, 제한된 기능, 그리고 

일반 인 무선 장치이다. 센서 노드는 제한된 배터리 

원, 메모리 크기  데이터 처리 능력, 짧은 무선 송 범

를 갖추고 있다. 클러스터에 있는 센서 노드는 클러스터

의 서로 다른 센서 노드 간에 통신을 하고 마지막으로 클

러스터 헤드와 통신을 한다. 클러스터 헤드는 기존의 센서 

보다 풍부하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고성능 배

터리, 큰 메모리 장소, 강력한 안테나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클러스터 헤드는 더 긴 무선 

송 범 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센서 노드보다 상

으로 복잡한 수의 연산을 실행할 수 있다. 한 클러

스터 헤드는 다른 클러스터 헤드  기지국 간의 데이터 

송  통신을 할 수 있다. 기지국 는 게이트웨이 노드

(GWN : Gateway Node)는 일반 으로 강력한 데이터 처

리/ 장소 센터, 인간 인 인터페이스에 한 근 (AP : 

Access Point), 다른 네트워크에 한 게이트웨이이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융

합 고 인력과정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3-H0301-13-3007)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가 기지국, 클러스

터 헤드, 센서 노드 간에 안 한 데이터를 송하기 해

서는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

를 한 사용자 인증 스킴이 많이 제안되었다. 2004년 

Watro 등은 TinyPK라고 불리는 RSA  Diffie-Hellman 

로토콜에 기반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사용자 인

증 스킴을 제안하 다. 한 Wong 등은 효율 인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패스워드에 기반한 사용자 인

증 스킴을 제안하 다. 그러나 Das는 Watro 등의 스킴과 

Wong 등의 스킴이 여러 가지 공격에 취약하다고 증명하

고, Wong 등의 스킴에 한 안 성을 개선한 사용자 

인증 스킴을 제안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Das의 스킴

은 내부자에 의한 오 라인 패스워드 추측 공격(offline 

password guessing attack), 내부자 공격(insider attack), 

장 공격(impersonation attack), 병렬 세션 공격(parallel 

session attack), 훔친 스마트카드 공격(stolen smart card 

attack) 등의 여러 가지 보안 취약 이 발견되었으며, 이

에 따라 많은 인증 스킴들이 제안되었다. 그  2012년 

Das 등은 계층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동  패스워

드 기반 사용자 인증 스킴을 제안하 다. 그러나 Das 등

의 스킴은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Das 등의 인증 스킴에 한 안 성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Das 등의 

제안한 계층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동  패스워드 

기반 사용자 인증 스킴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Das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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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스킴이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안 하지 못함을 증명

하고 이를 통해 패스워드 길이에 따른 공격시간을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Das 등의 사용자 인증 스킴 분석

   본 장에서는 Das 등이 제안한 계층  무선 센서 네트

워크를 한 동  패스워드 기반 사용자 인증 스킴에 

하여 분석한다. <표 1>은 Das 등이 제안한 계층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동  패스워드 기반 사용자 인증 

스킴에서 사용하는 표기법을 나타낸다. (그림 1)은 등록 

단계이고, (그림 2)는 로그인  인증 단계이다. 마지막으

로 (그림 3)은 패스워드 변경 단계이다.

구분 설명

Ui i번째 사용자

BS 베이스 스테이션

CHj j번째 클러스터 헤더

IDi i번째 사용자의 식별자

IDCHj j번째 클러스터 헤더의 식별자

PWi i번째 사용자의 패스워드

XS

베이스 스테이션에 의해 유지되는 비  

정보

XA

사용자와 베이스 스테이션 간에 공유된 

비  정보

E 칭키 암호화

D 칭키 복호화

y 사용자만이 알고 있는 비  랜덤 넘버

T 타임스탬

h(·) 일방향 해시 함수

|| 연  연산

⊕ 배타  논리합

A→B: X A가 B에게 X를 송

<표 1> 표기법

2.1 등록 단계

<그림 1> 등록 단계

   Step R1. Ui→BS: {IDi, RPWi}

   사용자 Ui는 랜덤 넘버 y, 식별자 IDi, 패스워드 PWi를 

선택하고 나서 RPWi=h(y||PWi)를 계산한다. Ui는 안 한 

채 을 통해 BS에게 IDi와 RPWi를 송한다.

   Step R2. BS는 fi=h(IDi||XS), x=h(RPWi||XA), 

ri=h(y||x), ei=fi⊕x=h(IDi||XS)⊕h(RPWi||XA)를 계산한다. 

그런 다음 BS는 자신과 연계되어 있는 클러스터 헤더 

CHj들의 키 Kj=EMKCHj
(IDi||IDCHj||XS)와 ID 조합 {(Kj, 

IDCHj)|1≤j≤m}을 계산한다.

   Step R3. BS→Ui: {Smart card[IDi, y, XA, ri, ei, h(·), 

{(Kj, IDCHj)|1≤j≤m}]}

   마지막으로 BS는 IDi, y, XA, ri, ei, h(·), {(Kj, IDCHj)|1

≤j≤m}을 스마트카드에 장하고 안 한 채 을 통해 Ui

에게 스마트카드를 송한다.

2.2 로그인 단계

   Step L1. Ui는 카드 단말기에 자신의 스마트카드를 삽

입하고 자신의 패스워드 PWi를 입력한다.

   Step L2. 스마트카드는 RPW’i=h(y||PWi)을 계산하고 

나서 이를 이용하여 x’=h(RPW‘i||XA)과 r’i=h(y||x’)를 계산

한다. 그런 다음 계산한 r’i와 자신의 메모리 안에 장된 

ri를 비교한다. 만약 비교한 결과가 같지 않다면, 스마트카

드는 세션을 종료한다. 그 지 않다면 스마트카드는 다음

을 수행한다.

   Step L3. Ui→BS: {IDi||IDCHj||EKj(IDi||IDCHj||Ni||ei||T1)}

   스마트카드는 시스템의 재 타임스탬  T1를 이용하

여 Ni=h(x'||T1)를 계산한다. 그런 다음 Ui가 CHj에게 실

시간 데이터를 송하고자 할 때, 스마트카드는 Kj를 이용

하여 암호문 EKj(IDi||IDCHj||Ni||ei||T1)을 계산한다. 그런 다

음 사용자는 공개된 채 을 통해 BS에게 IDi, IDCHj, 

EKj(IDi||IDCHj||Ni||ei||T1)}을 송한다.

2.3 인증 단계

   Step A1. BS는 CHj의 마스터 키 MKCHj를 이용하여 

Kj=EMKCHj
(IDi||IDCHj||XS)를 계산한다. 그런 다음 Ui가 송

한 암호문 EKj(IDi||IDCHj||Ni||ei||T1)을  복호화한다.

   Step A2. BS는 검색된 IDi와 수신된 IDi, 검색된 IDCHj

와 수신된 IDCHj, 타임스탬  |T1-T
*
1|∠△T1을 비교한다. 

만약 비교한 결과가 같지 않다면, BS는 세션을 종료한다. 

T*
1은 BS의 재 시스템 타임스탬 이고, △T1은 송 지

연을 한 상 시간 간격이다. 그런 다음 BS는 

X=h(IDi||XS), Y=ei⊕X, Z=h(Y||T1)을 계산하고 계산한 Z

와 수신된 Ni을 비교한다. 만약 비교한 결과가 같다면, BS

는 Ui의 로그인 요청을 허용한다.

   Step A3. BS는 시스템의 재 타임스탬  T2를 이용

하여 u=h(Y||T2)를 계산한다. 그런 다음 BS는 CHj의 마스

터 키 MKCHj를 이용하여 암호문 

EMKCHj
(IDi||IDCHj||u||T1||T2||XS)을 계산하고 CHj에게 IDi, 

IDCHj, EMKCHj
(IDi||IDCHj||u||T1||T2||X||ei)을 송한다.

   Step A4. BS로부터 메시지를 수신받은 후 CHj는 자

신의 마스터 키 MKCHj를 이용하여 암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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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CHj
(IDi||IDCHj||u||T1||T2||X||ei)을 복호화한다. 그런 다음 

검색된 IDi와 수신된 IDi, 검색된 IDCHj와 수신된 IDCHj, 타

임스탬  |T2-T
*
2|∠△T2을 비교한다. T*

2은 CHj의 재 

시스템 타임스탬 이고, △T2은 송 지연을 한 상 

시간 간격이다. 만약 비교한 결과가 부 같다면, CHj는 

v=ei⊕X=h(RPWi||XA), w=h(v||T2)=h(h(RPWi||XA)||T2)를 

계산한다. 그리고 CHj는 Ui를 인증하기 해 계산한 w와 

수신된 u를 비교한다. 만약 비교한 결과가 같다면, CHj는 

Ui를 인증하고 세션 키 SK=h(IDi||IDCHj||ei||T1)을 계산한

다. 마지막으로 CHj는 다른 클러스터 헤드와 BS에게 Ui의 

승인을 송하고 Ui의 쿼리를 응답한다.

   Step A5. CHj로부터 승인을 수신받은 후 Ui는 CHj와 

같은 세션 키 SK=h(IDi||IDCHj|ei||T1)을 계산한다. 따라서 

Ui와 CHj는 계산된 SK를 이용하여 안 하게 통신할 수 

있다.

<그림 2> 로그인  인증 단계

2.4 패스워드 변경 단계

<그림 3> 패스워드 변경 단계

   Step P1. Ui는 카드 단말기에 자신의 스마트카드를 삽

입하고 원래 패스워드 PW
old

i와 새로운 패스워드 PWnew
i를 

입력한다. 스마트카드는 RPW*
i=h(y||PW

old
i)을 계산하고 

나서 이를 이용하여 M1=h(RPW
*
i||XA)과 M2=h(y||M1)를 

계산한다.

   Step P2. 스마트카드는 계산한 M2와 자신의 메모리 

안에 장된 ri를 비교한다. 만약 비교한 결과가 같지 않

다면, Ui는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하 기 때문에 패스워드 

변경 단계가 종료한다.

   Step P3. 그런 다음 스마트카드는 M3=ei⊕

M1=h(IDi||XS), M4=h(y||PW
new

i), r'i=h(y||M4), 

M5=h(M4||XA), e'i=M3⊕M5=h(IDi||XS)⊕h(h(y||PWnew
i)||XA)

를 계산한다.

   Step P4. 마지막으로 스마트카드는 자신의 메모리 안

에 ri를 r'i으로, ei를 e'i으로 교체한다.

3. Das의 스킴 분석

3.1 안 성 분석

   공격자는 사용자 Ui의 스마트카드를 훔치거나 획득하

고 Ui의 스마트카드 안에 있는 정보 [IDi, y, XA, ri, ei, 

h(·), {(Kj, IDCHj)|1≤j≤m}]를 추출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 

후 공격자는 Ui의 패스워드를 추측하기 해서 다음의 단

계를 수행한다.

   Step 1. 공격자는 새로운 패스워드 PW’i를 선택하고 

선택한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RPW'i=h(y||PW'i)를 계산한

다.

   Step 2. 공격자는 x'=h(RPW'i||XA)과 r'i=h(y||x')를 계

산하고 나서 계산한 r'i와 추출된 ri를 비교한다. 만약 비

교한 결과가 같지 않다면, 공격자는 Step 1로 돌아가서 

새로운 패스워드를 다시 선택하여 Ui의 패스워드를 추측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그 지 않고 비교한 결과가 같

다면, 공격자는 Ui의 패스워드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런 다

음 공격자는 추측한 패스워드를 통해 BS에게 자신이 Ui

인척 장할 수 있다.

3.2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한 공격시간 분석

   이 의 세션에서 Das의 스킴에 한 안 성을 분석한 

결과 Das의 스킴은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하 다. 

Das의 스킴이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함에 따라 본 세

션에서는 패스워드 길이에 따른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한 공격시간을 분석한다. Das의 스킴에 따른 패스워드 추

측 공격에 한 알고리즘은 Java로 구 하 으며, 구 한 

결과를 통한 시뮬 이션은 Intel Core i5-2467M(1.60GHz) 

RAM 4GB의 환경에서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먼  패스워드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

다. S는 구하는 조합의 수, A는 사용가능한 문자종류의 

수, n은 패스워드의 문자수, B는 패스워드 엔트로피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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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B=log2(S)

   패스워드의 평균공격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

다. T는 패스워드 평균공격시간, V는 패스워드 평균공격

공간(패스워드 엔트로피), R은 1 당 실행되는 추측횟수를 

나타낸다.

  


   Das의 스킴에서 시뮬 이션한 패스워드에 한 문자종

류의 수는 문자 는 소문자로 이루어진 26문자로 설정

하 다. 시뮬 이션 환경에서의 패스워드 추측 속도는 1

당 2,000회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1 당 실행되는 추측횟

수는 2,000으로 설정하 다. <표 2>는 26문자에 한 평

균공격시간에 해 분석한 것이다. 7문자와 8문자에 한 

시뮬 이션한 평균공격시간은 시간 계 상 측정을 못하

다.

구분
평균공격

공간

이론상

평균공격시간

시뮬 이션한

평균공격시간

1문자 5비트 0.016 약 0.016

2문자 9비트 0.256 약 0.156

3문자 14비트 8.192 약 0.765

4문자 19비트 262.144 약 6.552

5문자 24비트 8,388.608 약 217.558

6문자 28비트 134,217.728 약 5,598.634

7문자 33비트 4,294,967.296 ·

8문자 538비트 137,438,953.472 ·

<표 2> 26문자에 한 평균공격시간 분석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Das 등이 제안한 계층  무선 센서 네

트워크를 한 동  패스워드 기반 사용자 인증 스킴을 

분석하 고, 그에 따른 안 성을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 

Das 등의 인증 스킴은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하 고 

이를 통해 패스워드 길이에 따른 공격시간을 분석하 다. 

이러한 공격은 공격자가 패스워드를 모르더라도 다른 값

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시된 값들 에서 

패스워드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방하기 해서는 사용자만이 알고 있는 난수 등을 패스

워드와 같이 입력하고 이를 해시하여 스마트카드 안에 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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