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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무기체계 위주 재래식 전쟁에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중심전(NC

W)로 바뀌어 가고 있다. NCW(네트워크중심전)는 컴퓨터의 자료 처리 능력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통신 기술의 능력을

활용하여 정보의 공유를 보장함으로써 성공적,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 작전참여 구성원들의 공조활동방식의 상

호교류를 통해서 군사력의 효율성을 향상 한다는 개념으로, 우리 군에서도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더불어서 각각의 개체

들과의 상호 연결을 통해서 원활한 전장자원 정보를 공유하여 효과적인 전쟁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를 사전에 클러스터링 해 주고 클러스터 그룹에 CH(Cluster Header) 두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배치 이전에 BS(Base Station)와 센서 노드 사이에 인증서[9]를 제공하고 클러스터링 후 BS와 센서 노

드간에 인증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 클러스터 헤더 간의 인증 기술을 추가시켜 센서노드의 파괴나 교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있다. 또한 두 번의 인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더 높은 보안성을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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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network composed of numerous sensor nodes, sensor network conducts the function of sensing the surrou

nding information by sensor and of the sensed information. Our military has also developed ICT(Information and Co

mmunication Technology) along with the methods for effective war by sharing smooth information of battlefield res

ources through network with each object.

In this paper, a sensor network is clustered in advance and a cluster header (CH) is elected for clusters. Before

deployment, a certificate is provided between the BS and the sensor nodes, and after clustering, authentication is do

ne between the BS and the sensor nodes. Moreover, inter-CH authentication technique is used to allow active respo

nse to destruction or replacement of sensor nodes. Also, because authentication is done twice, higher level of securit

y can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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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 전장 수행개념

은 비접적, 비선형, 원거리 전투, 네트워크 중심 전쟁,

병렬, 동시․ 통합작전 그리고 효과 중심의 신속 기동

전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전쟁의 양상도 무기체계 위

주의 재래식 전쟁에서 각 무기체계 및 관련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중심전(NCW : Networ

k Centric Warfare)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군에서

는 임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독자적인 전용 지휘통신

망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은 2

1세기 변화된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 정보

통신분야의 적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전술적인

감시나 추적 또한 전장정보의 실시간 수집 등의 효과

를 공유하여 조직화됨으로써 전투력 발휘효과를 극대

화 시켜 효율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발전과 같이 보안적인

위협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공격할 수 있는 루트도 증가하게 되고 이동하는

데이터의 양도 증가함에 따라 유출되면 위험한 데이

터의 양도 증가하게 된다.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위한

침입이 아닌 사이버전 양상의 네트워크상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과 같은 정보와 데이터가 중요한 집단에서는 사소

한 정보 유출도 큰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 환경보다 보안을 중요시해야 한다.

미래 전장 수행개념은 비접적, 비선형, 원거리 전

투, 네트워크 중심 전쟁, 병렬, 동시․ 통합작전 그리

고 효과 중심의 신속 기동전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발전방향에 부합하고 북한은 물론 다

양한 미래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우

리군도 장거리 정밀타격과 지 ․ 해 ․ 공 입체 고속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력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발전과

더불어 군의 전쟁수행 환경도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

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은 21세기 변화된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 정보통신분야의 적

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전술적인 감시나 추적 또

한 전장정보의 실시간 수집 등의 효과를 공유하기 위

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NCW 환경에서의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센서네트워크가 중요시 되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많은 센

서들이 무작위로 뿌려져서 대상에 대해 감지하고 감

지된 데이터를 중앙의 BS로 전송하는 구조를 갖는다.

각 센서 노드가 다른 노드의 데이터를 중계해주는 기

능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모바일 Ad-hoc 네트워크

의 한 특수한 형태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센서

노드는 일회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 가격도 매우 저렴

하고 크기도 작아야 하며 작은 기억 공간, 제한된 계

산 능력 등을 특성으로 하므로 사실상 Ad-hoc 네트

워크 보안 제약 사항이 많다[1]. 센서 네트워크는 수

많은 노드들이 감지된 정보를 BS에게 보내야 하므로

중복된 데이터도 많고 BS이 각각의 데이터를 일일이

취합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트래

픽의 증가로 이를 중계해야하는 노드들에게 부담이

되어 수명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간

에 Aggregator(또는 Gateway)를 두는 계층적 기반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 노드들이

좁은 영역에 조밀하게 분포되고, Broadcast방식의 통

신 방식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하나의 센서

노드가 통신하는 노드의 수가 하나가 아닌 다대다 통

신인 그물망 통신(Mesh)으로 이루어지는 센서 네트워

크에서는 노드들의 상호 인증과, 제한된 센서 자원을

이용하여 인증과 암호화에 사용될 암호 키 관리의 문

제가 주요 이슈중에 하나이다[2]. 센서 네트워크는 네

트워크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일반 네트워

크보다 훨씬 보안에 취약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특히

군과같은 보안이 중요한 집단에서는 이와같은 센서간

의 상호인증과 보안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를 사전에 클러스터링

해 주고 클러스터 그룹에 CH(Cluster Header) 두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배치 이전에 BS(Base Sta

tion)와 센서 노드 사이에 인증서[9]를 제공하고 클러

스터링 후 BS와 센서 노드간에 인증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 클러스터 헤더 간의 인증 기술을 추가시켜 센

서노드의 파괴나 교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있다. 또

한 두 번의 인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더 높은 보안

성을 제공 할 수 있다.

2. 관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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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NCW (Network Centric Warfare)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군사혁신을 통하

여 정보기술을 비롯한 현 시대의 기술적 성과를 군사

부문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산물 중의 하나

가 네트워크 중심전이다. 현대의 발전된 컴퓨터 기술

및 네트워크가 군대에 도입되어 지휘통제통신체계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모든 부대와

각 개인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개념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기체계적인 면에서도 정밀타격능

력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는 표적의 위치나 형태를

식별하기만 하면 즉각적인 제압이 가능하고, 부대의

기동성이 증대되어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제한사항이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중심전은 이러한 현

대 군대의 발전성과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으

로서 제시되었다[2].

2.2 TICN(Taciocal Information and Commu

nication Network)

TICN은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정보의 원활한 소통

을 위해 센서체계, 지휘통제체계, 타격체계에게 고속

대용량의 정보통신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이다. TICN의 부체계로서는 기간망 전송체계, 기

간망 교환접속체계, 망제어체계, 전투무선망체계, 전술

이동통신체계로 구분된다. 이중 전술이동통신체계는

지휘소 및 주변지역, 원격지원의 전술용 다기능 단말

기 가입자에게 음성,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이동통신 수단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그림 1) TICN 체계 개념도

2.3 LECH-CE

LEACH-C와 같은 중앙 집중형 기법에서 매 라운

드마다 모든 노드들이 자신의 현재 남아있는 에너지

레벨을 BS에게 전송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클러스터 헤드와 일반노드의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여 클러스터 헤드였던 노드는 클러스터 헤드의

소비량 만큼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차감하고 일반 노

드는 일반 노드의 소비량 만큼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차감하여 다음 라운드의 클러스터링을 위한 정보로써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LEACH-C에 비해 좀

더 네트워크의 생존 시간을 늘릴 수 있었고 총 사용

된 에너지의 양도 줄일 수 있었다[4][5].

2.4 μTESLA

μTESLA는 TESLA방식을 센서 네트워크에 적용

가능하도록 응용한 것으로 인증키 생성이나 브로드

캐스팅 생성 방식은 TESLA와 유사하다. 이 방식은 k

ey를 알고 있는 센서 노드에 의해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칭키 기반의 인증 방식을 제공한다. BS에서

키 체인을 생성하여 유지 시켜주고 해시 체인을 이용

하여 효과적으로 데이터 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중간

에 패킷의 분실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패킷을 통해 이

전 패킷들을 검증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두 노드 사

이에 공유하여야 하는 비밀키의 노출을 최대한 늦춤

으로써 비대칭 암호키 방식을 사용한 듯한 효과를 누

릴 수 있다. 하지만 인증하여야 하는 노드 수가 많아

질 경우에는 지연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전송하려는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인증을 할 때 많

이 사용되는 방식이다[6][7].

3. 제안기법

본 기법의 전체적인 동작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가. 센서 노드들을 배치하기 이전에 BS과 센서 노드

들에게 인증서와 인증서 리스트를 포함시켜서 배치

나. ECSE[8] 방식을 사용하여 CH를 선출하고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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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구성

다. CH로 선출된 센서 노드는 BS에게 보고를 하고 B

S에서는 key값을 생성해서 CH에게 배포

라. BS에서 생성해준 key값과 인증서 리스트를 가지

고 μTESLA 방식으로 주변의 CH끼리 인증

마. 인증 과정이 끝나고 인증이 성공되면 서로의 CH

가 속해있는 그룹을 인증

(그림 2) 네트워크 구성도

(그림 2)과 같이 전체적인 센서 네트워크의 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동작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센서 노드들을 배치해 주기 이전에 인증서와 인증서

리스트를 포함 시킨다. BS에서는 이 인증서 리스트를

기반으로 초기에 센서 노드들을 인증시켜준다[7].

ECSE Protocol 기법을 사용하여 CH를 선출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준다. CH가 선출된 이후에는

BS과 센서 노드사이에 직접적으로 인증은 하지 않고

CH를 거쳐서 인증을 한다. CH가 선출되면 BS와 통

신을 하여 이것을 보고하게 되고 BS은 인증서 리스트

를 확인하여 올바른 CH인지를 인증한다. 정당한 CH

로 판명이 되면 BS은 key값을 생성하여 보내주게 된

다. BS과 CH의 인증과정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S에서는 인증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

적으로 인증서를 발행시켜주고 CH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증서리스트와 내용을 비교하여 BS에서 온 리

스트가 맞는지 확인하게 된다. CH는 BS이 생성하여

보내준 key값을 가지고 자신의 주변의 CH와 TESLA

인증기법을 사용하여 인증을 하게 된다. 이 인증 기법

을 사용하여 한 번으로 인증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인증을 하여 주변의 CH가 수명이 다하거

나 외부의 공격을 받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BS에 이 정보를 보고를 하여 새로운 CH가

선출되게 할 수 있다. 또한 CH의 파괴로 인해 BS에

게 전달할 수 없었던 센서 노드들도 자신이 속해 있

는 CH에게 인증된 다른 CH에게 데이터를 전달하여

BS에게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두 번의 인증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보안성을 높

일 수 있다. 다른 CH를 가지고 있는 그룹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CH 간의 인증이 되어 있으므로 안심하고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다. 또한 CH가 다른 그룹을

인증할 때 BS을 따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송에 의

한 전력량 등의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시간적

인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9].

4. 실험 및 성능 분석

본 장에서는 알고리즘 분석을 하고 이 모델을 제안

된 방법에 적용하여 관련연구와 비교 분석한다.

4.1 실험환경

실험은 리눅스상에서 NS-2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를 사용하였고, LEACH-CE의 모듈은 MIT의 uAM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LEACH-C의 소스를 다

운 받아 구현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수정하여 제

안모델을 구현하였다.

요소 정의 값

토폴로지 노드수 100 개

센서 필드의 면적 100m X 100m

데이터 전송속도 1Mbps

데이터 전송지연 1ps

전파속도 3 X 108㎧

안테나 전방향 안테나(Omni antena)

인터페이스

914MHz의 Lucent WaveLan

DSSS(Direct-Sequence

Spread-Spectrum

<표 1> 실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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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결과

실험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동일한 면

적에서 각각 50, 100, 150, 200개의 노드가 임의의 위

치로 분포되어 고정되어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LEA

CH_CE에서 실험을 통해 얻어낸 최적의 예측주기인

8라운드 예측주기를 적용하였다. 센서네트워크의 네

트워크 생존시간은 노드 중 처음으로 에너지 소모를

다하여 네트워크에서 사라지는 시간(FND:First Node

Diest)과 마지막 노드의 사라지는 시간(LND:Last No

de Diest)로 나뉜다.

(그림 3) 센서의 생존시간

(그림 3)은 시간에 따른 생존 노드의 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FND는 비슷하나 LND는 LEACH-CE보

다는 다소 빨랐다. 이는 인증을 위한 처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총 에너지량

5. 결 론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노드들의 상호 인증과, 제한

된 센서 자원을 이용하여 인증과 암호화에 사용될 암

호 키 관리의 문제가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이다. 센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일반 네트워크보다 훨씬 보안에 취약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특히 군과같은 보안이 중요한 집단에서는 이

와같은 센서간의 상호인증과 보안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초기에 센서 노드들을

배치시키기 전에 BS(Base Station)과 센서 노드가 인

증서와 인증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CH를 선출하여

BS과 인증을 하고 이 인증이 완료되면 BS이 key값을

생성하여 CH에게 주게 된다. 이 key값을 가기고 다른

그룹에 CH와 TESLA인증기법을 가지고 인증을 하게

된다. 이 기법은 CH가 외부나 내부의 공격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파괴되었을 때 주기적으로 다른 CH와

의 통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 할 수 있다. 또

자신의 CH와 통신이 안 될 경우 자신이 속한 그룹과

인증된 다른 그룹의 CH에게 전송을 해주어서 데이터

를 전송하게 된다. 이 기법은 두 번의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높여줄 수 있

다. 또 다른 CH을 인증을 할 때 BS을 거치는 과정

이 없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시간적

인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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