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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무선 통신 기술과 센서 디바이스들의 발달로 센서 기반 IoT 환경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

다. 하지만, IoT 환경을 구성하는 센서 노드가 소형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어 메모리, 처리능력, 에
지 등에서 많은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키 없는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센서 

노드간 인증  키 교환을 경량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숲이나 군사지역 등 사람이 

근하기 어려운 곳에 활용되는 센서 노드들의 배터리 수명을 향상시켜 효율 이고 지속 인 데이터 수

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1. 서론

최근 무선 통신 기술과 센서 디바이스들의 발달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s)기술에 기반한 

IoT(Internet of Thing) 환경이 의학, 군사, 상업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특히, 소형의 센서를 활용하

여, 사람들 쉽게 근하기 어려운 숲이나 군사 지역 등에 

뿌려놓고 해당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유용하게 활

용되고 있다. 이러한 IoT 환경은 무선 센서를 이용해 데

이터를 감지하고 이 정보를 베이스 스테이션이나 간노

드 들로 송하는 센서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이

러한 환경에서 활용되는 센서 들은 소형 하드웨어로 구성

되어 있어 한정된 메모리, 처리능력, 에 지 등에 제약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제한된 자원을 최 한 활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에 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연산량, 속도, 장 공

간 등에 크게 제약이 없는 해시함수에 기반한 경량화 된 

상호 인증  키 교환 방법을 제안한다.

2. 련연구

IoT 스마트 환경에서는 기존 무선센서 네트워크 환경과 

유사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

존 센서 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센서 인증 기술들을 분석하

다.

먼 , S. Zhu 등은 키 리 로토콜인 LEAP(Localized 

Encryption and Authentication Protocal)[1]을 제안했다. 

LEAP은 보안성 향상을 해 네 종류의 키를 사용한다. 

Individual Key의 경우 베이스스테이션과 노드가 공유 하

는 키로서 노드가 배치되기 에 재 되며,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을 생성할 때 사용된

다. Pairwise Key는 노드가 주변 노드와 공유하는 키로서 

클러스터 헤드의 인증을 해 사용된다. Cluster Key는 

주변 노드와 공유하는 키로서 클러스터 헤더의 인증을 

해 사용 된다. Group Key는 네트워크 상에 있는 노드들

과 베이스스테이션이 모두 공유하는 키로서 베이스스테이

션이 로드캐스트를 할 때 암호화에 이용되며 노드들은 

메시지를 복호화 할 때 사용 한다. LEAP의 경우 노드들

이 많은 키를 사용하고 많은 계산량을 요구함으로서 하드

웨어의 제약이 있는 센서노드에 무리를  수 있다.

Perrig 등은 기 성, 인증 등을 제공하는 SNEP(Sensor 

Network Encryption Protocol)[2]과 로드캐스트 인증을 

제공하는 u-TESLA(Timed Efficient Stream 

Loss-tolerant Authentication)로 구성된 SPINS(Security 

Protocols for Sensor Network) 로토콜을 제안 하 다. 

u-TESLA는 칭 인 요소를 이용하여 효율 인 인증서

비스를 제공 하지만 송수신자와의 시간 동기화가 필요하

며 수신자가 패킷을 수신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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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증  키 교환 로토콜 

야 인증이 가능하다. 한 공격자가 ID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이 용이하다. 

3. 제안 내용

본 논문에서는 소형 센서 디바이스들과 미들 노드는

(Middle Node) 사 에 베이스 스테이션과 키를 공유하고 

있음을 가정한다. 구성 환경은 수 많은 노드들이 특정 지

역에 분포되며, 이를 리하기 해 미들 노드들이 특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클러스터 헤드의 역할을 한다. 노드들

은 가까운 미들 노드에 인증  키 교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 수집되는 데이터는 미들 노드를 통해 베이스 

스테이션에게 달하게 된다. (그림 1)은 Node i와 미들 

노드가 인증  키 교환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먼 , 배치된 노드들은 인근 미들 노드에 가입하기 해 

조인 메시지를 송 한다. 조인 메시지를 받은 미들 노드

들은 해당 노드에게 응답 메시지를 보내며, 노드는 응답 

받은 메시지  가장 신호가 강한 미들 노드에게 M0, H0

을 보내며 인증 과정을 요청한다. 이때, M0은 베이스스테

이션과 합의된 칭키로 암호화 되며 랜덤 값 R1이 포함

된다, 한, 값의 무결성 검증을 해 랜덤 값이 포함된 

해시 값을 만들어 송한다.

노드로부터 값을 받은 미들 노드는 본인이 생성한 랜덤 

값과 노드가 보낸 메시지를 암호화 하고, 무결성 검증을 

한 해시를 생성하여 베이스 스테이션에게 송한다. 베

이스스테이션은 M0, M1을 각각 복호화 하여 두 노드가 

생성한 랜덤 값을 획득하며, 각각의 노드가 서로 생성한 

랜덤 값을 알 수 있도록 XOR 방식을 이용하여, 랜덤 값

을 숨긴 후 각각의 칭키를 활용해 암호화  미들 노드

에게 송한다.

미들노드는 베이스스테이션으로부터 받은 M3를 노드에게 

송하며, 각각의 노드들은 베이스스테이션이 보낸 값을 

통해 서로의 랜덤 값을 획득한다. 이후 f()에 랜덤 값을 

넣어 세션 키를 생성한다. 서로 올바른 세션 키를 생성했

는지 확인하기 해 노드는 x,y값을 생성하여, V1을 생성 

후 세션키로 암호화 하여 미들 노드에게 송 한다. 미들 

노드는 세션키로 복후화 후 V1을 검증하고, V2를 생성하

여 노드에게 송한다. 노드는 V2검증 후 응답 메시지를 

송한다. 이후 데이터 송은 이때 생성된 세션 키

를 통해 이루어 지며, 일정 기간을 두고, 랜덤 값과 

x,y값과 f()를 통해 키 갱신을 하도록 한다.

4.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는 인증  키 교환 과정에서 타임 스탬  값

을 용하여 Replay Attack에 응하도록 한다.  한, 사

에 공유된 비  키를 이용하여 난수 교환을 통해 키를 

생성하며, 상호인증을 진행함으로서 도청 공격에 안 하

다. 교환된 값들은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속 으로 

검증함으로서 변조 공격에도 응할 수 있다. 노드가 재

인증 과정에서도 키를 갱신함으로서 재사용 공격에도 안

하다. 에 지 효율성의 경우 인증  키 교환 과정이 

부분 해시 연산이나 XOR연산을 통해 이루어져, 여러 가

지 키를 통해 인증하는 LEAP이나 동기화가 필요한 

u-TESLA보다 속도나 에 지 효율성이 높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환경 보호를 한 숲, 산 등이나 군사 지역

과 같이 사람이 쉽게 근 하지 못하는 지역을 한 센서 

기반 IoT 환경에서 센서들의 에 지 효율성을 높이기 

한 경량화된 인증  키 교환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

은 에 지, 처리능력 등의 제약사항을 가진 센서 디바이스

의 하드웨어  한계를 극복하기 해 베이스스테이션과 

공유된 키 값만을 활용하여 해시와 XOR 연산을 통해 효

율 으로 노드들이 인증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에 지 효

율성을 높 다. 제안하는 로토콜은 성능평가를 통해 에

지 효율성과 동시에 IoT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보안 에 응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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