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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WSN은 통신의 특성상 네트워크보안에 취약점을 가진다. 무선통신의 취약점은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

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침입에 강인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인 INtrusion-tolerant routing protocol for wireless 
SEnsor NetworkS(INSENS)가 제안됨으로써 WSN의 초기 라우팅 설정 시 침입하는 공격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라우팅 설정 후에 노드가 공격자에 의해 훼손당하게 된다면, 노드의 주요정보를 이용해 공격자는 또다시 라우팅 공격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공격자에 의해 훼손된 노드가 라우팅 공격 중 대표적인 공격인 싱크홀 공격 메시지를 방송하였을 때, 
페어와이즈 키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격메시지를 차단하는 양방향인증기법을 제안한다. 이로써 INSENS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공

격을 차단함으로써 WSN의 보안 강화에 기여한다.

키워드: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 INSENS(intrusion-tolerant routing protocol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훼손(compromise), 싱크홀 공격(Sinkhole attack), 탐지(detecting)

I. 서 론

최근 소형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 저비용, 저전력, 다기능의 소형 

센서 노드가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WSN 
(Wireless Sensor Network; 이하 WSN)이 등장하였다. 다기능의 

WSN은 군사,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이 가능하다[1]. 
WSN은 노드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BS에 방송하여 데이터를 정보화한다. 생성된 정보는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곳에 쓰인다. 그러나 공격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도청, 파기, 훼손하기 위해 자신의 악의적인 노드를 WSN에 침입시켜 

라우팅 공격을 시도한다. 이와 같은 악의적인 노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Jing Deng은 INSENS (INtrusion–tolerant routing protocol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이하 INSENS)프로토콜을 제안하였

다[2]. 이 프로토콜은 초기 라우팅 설정 시 공격자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INSENS는 라우팅 설정이 완료된 

구성원 노드를 공격자가 훼손시킨다면 또다시 라우팅 공격이 가능해진

다. 이러한 라우팅 공격 중 대표적 공격은 싱크홀 공격(sinkhole 
attack)이 있다. 싱크홀 공격은 자신이 BS라고 속이는 방법과 자신이 

BS까지의 최단경로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공격한다. 이 두 공격 모두 

WSN의 라우팅을 변경하여 자신에게 메시지가 도달하게 한 후 메시지

를 훼손하는 공격이다[3]. 본 논문은 INSENS를 기반으로 하는 WSN
의 구성원 노드가 공격자에 의해 훼손되어 싱크홀 공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INSENS와 싱크홀 공격을 소개하고, INSENS를 

대상으로 한 싱크홀 공격에 대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INSENS에서 

발생한 싱크홀 공격을 감지하고 이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4장에서는 결론을 논의한다. 

II. 관련 연구

본 장은 돌진공격(rushing Attack)[4]을 감지하기 위한 Basic 
INSENSE를 기반으로 둔 Enhanced INSENSE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1. INSENS의 정의

INSENS프로토콜은 최초 라우팅 설정 시 침입하는 공격자의 노드

가 WSN에 구성원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INSENS의 동작과

정은 크게 이웃노드인증, 라우팅 요청 및 설정으로 총 2가지로 나뉜다. 
이웃노드 인증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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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O는 메시지의 종류이며 ||는 연접을 뜻한다. global_KEY는 

노드가 배치되기 전 노드들에 직접 주입한 대칭 키로서 인가되지 

않은 공격자의 침입을 방지한다. ID는 ECHO메시지를 발송한 노드의 

ID이며, nonce는 랜덤으로 생성된 숫자이다. 이 메시지를 받은 노드는 

응답메시지를 만들어서 방송한다. 응답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노드x는 위 메시지를 수신하면 ID를 비교하고 <이면 

x로 부터생성 된 nonce  를 페어와이즈 키(pairwise key)로 

설정하고,  >이면 y로부터 생성된 nonce를 페어와이즈 키로 

설정한다. 그리고 노드는 새로운 클러스터 키(Cluster key)[5]를 만들

어 이웃노드에 페어와이즈 키로 암호화하여 알려준다. 일정 시간이 

지난 노드는 글로벌 키를 외부침입자가 알지 못하게 자신의 ID와 

함께 MAC (Message Auth entication Code; 이하 MAC)계산을 

하여 인증된 노드라는 것을 알려주는 키 K를 만들고, 또한 임의의 

숫자와 함께 MAC계산을 하여 yi로 글로벌 키를 은닉한다. 이 두 

값은 이후 새로운 노드 추가 시 인가된 노드인지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인증과정이 끝난 WSN은 라우팅 설정을 위해 센서 노드들과 BS들과

의 다중 라우팅을 구성함으로써 공격자에 의해 차단되는 노드를 

최소화한다. 다중 라우팅 요청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는 A 노드의 클러스터 키를 의미하며, E는 암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OHC (One-way Hash Chin; 이하 OHC)는 단방향 

해시 체인으로서 인가되지 않은 공격자가 현재 방송된 OHC의 값을 

습득하여도 다음 OHC 값을 알 수 없으므로 침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 메시지를 통해 WSN은 다중 스패닝 트리(Multiple 
Spanning Trees)를 구성한다[2].

그림 1. INSENS의 동작과정

Fig. 1. Operation of INSENS

2. 싱크홀 공격

싱크홀 공격은 모든 메시지를 공격자 자신에게 도달하도록 라우팅

을 변경하고, 자신에게 도달한 메시지를 훼손시키는 공격이다. 싱크홀 

공격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 가지는 공격자 노드가 자신이 

BS인 것처럼 노드들을 속이는 공격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이 

BS까지의 최단 경로라고 속이는 공격이다[3]. 공격당한 WSN은 

공격자 노드에 메시지를 방송하고 공격자는 그 메시지를 파기, 훼손, 
위·변조를 통해 BS의 잘못된 판단, 통신상의 에러 등 혼란을 발생시킨

다. 최악의 경우에는 WNS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싱크홀 공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싱크홀 공격

Fig. 2. Sinkhole Attack

 

3. INSENS를 대상으로 한 싱크홀 공격

공격자는 싱크홀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 라우팅이 구성된 WSN의 

구성원 노드를 훼손시켜 노드의 주요정보인 yi, K, OHC, ID, 자신의 

클러스터 키, 이웃노드의 클러스터 키와 페어와이즈 키, OHC-F 
(OHC를 생성하는 함수; 이하 OHC-F)를 습득한다. 공격자는 이 

정보를 가지고 라우팅 요청 메시지를 만든다. 그리고 공격자는 노드를 

사용하여 라우팅 변경을 시도한다. 하지만 INSENS는 다중 라우팅을 

구축하기 때문에 노드 간에 계층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격자가 최단경로라 속이는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하여 공격자는 BS사칭공격(BS로 속이는 공격; 이하 BS사칭공

격)을 시도한다. 노드들은 라우팅 요청메시지의 OHC 값을 확인하여 

BS를 인증하기 때문에 인가된 모든 노드는 다음의 OHC 값을 알 

수 있도록 OHC-F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공격자는 다음 

OHC 값을 만든다. 공격자의 라우팅 요청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H-A는 포획당한 노드의 ID이다.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OHC-F를 이용하여 도출된 값과 OHC 값을 비교하여 

방송된 메시지가 BS에서 방송된 메시지인지 확인한다. 하지만 공격자

가 보낸 메시지의 OHC 값 역시 OHC-F로 만들어진 값이므로 정상노

드는 공격자의 노드를 BS라 인식하게 된다. 이후 모든 노드가 같은 

형태로 라우팅 설정을 하게 된다. 이 결과 싱크홀 공격으로 훼손된 

WSN의 라우팅 설정이 완료된다. 

III. 본론

본 논문은 라우팅 설정이 완료된 INSENS기반의 WSN내에서 

공격자에 의해 포획된 노드가 BS사칭공격을 시도하기 위한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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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메시지를 방송할 때, 공격자의 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격자는 관련 연구에 제안된 BS사칭공격을 시도한다고 

가정한다.

1. 초기 이웃노드 인증단계

최초 노드가 배치되기 전 BS는 각 노드와 대칭 키 방식의 페어와이즈 

키를 Key-F (키 생성함수; 이하 Key-F)를 사용하여 생성한다. 이 

키는 라우팅 요청 및 설정단계에서 노드가 받은 경로요청메시지가 

BS에서 방송된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BS와의 양방향검증에 

사용된다. 키를 생성하는 함수인 Key -F는 BS에서만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BS와 노드 간의 페어와이즈 키는 BS에서만 생성할 수 

있다. BS는 생성된 키를 각 노드에 주입한다. 이후 기존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글로벌 키를 주입하고, 각 노드를 배치한다. BS는 노드와의 

통신을 위해 이웃노드 인증과정을 수행한다. 이웃노드 인증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기존 INSENS의 인증 메시지에 BS의 ID를 추가하여 방송한다. 
BS의 ID는 라우팅 요청단계에서 수신된 라우팅 요청 메시지가 어느 

BS에서 방송된 메시지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 노드들은 자신에게 

도달한 인증 메시지의 BS ID를 저장한다.

2. 라우팅 설정단계

이웃노드 인증이 끝나면 BS는 경로요청 메시지를 방송한다. 방송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First REQ 메시지를 받은 이웃노드 A는 ID를 통해 이웃노드에서 

방송한 메시지인지 확인하고, 노드의 클러스터 열쇠로 복호화하여 

OHC와 BS의 ID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BS의 ID이면 신뢰성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BS와의 페어와이즈 키를 사용하여 피드백 

메시지로 BS와 양방향 검증을 시도한다. 피드백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nonce는 A 노드가 생성한 난수 값이다. nonce는 이후 돌아오는 

응답메시지가 자신이 방송한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피드백 메시지를 받은 BS는 노드의 ID를 확인하고 

자신과 A 노드의 페어와이즈 키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복호화한다. 
그리고 OHC 값을 자신의 OHC 값과와 비교한다. 같다면 BS는 

nonce 값을 저장하고, nonce+1을 한다. +1을 한 nonce 값을 사용하여 

자신의 ID를 MAC계산한다. 그리고 응답메시지를 방송한다. 메시지

는 다음과 같다.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 A는 BS의 ID를 자신이 생성한 nonce에+1을 

통해 MAC계산을 하고 맞으면 REQ메시지를 노드들에 방송한다. 
REQ메시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MAC는 라우팅 설정을 완료하기 전에 BS에서 발생한 메시지가 

맞는지에 대한 재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3. 실험결과 

본 실험은 기존 INSENS와 제안 기법으로 구성된 각각의 WSN에서 

라우팅설정 후 한 노드가 공격자에 의해 훼손되었을 때를 가정한다. 
공격방법은 훼손된 노드를 통해 싱크홀 공격인 BS사칭공격으로 라우

팅 변경을 시도한다. 그 결과는 그림 3의 그래프와 같다.

그림 3. 싱크홀 공격 탐지율 그래프

Fig. 3. success rate graph of Sinkhole attack 

세로축은 싱크홀 공격의 방어율이고, 가로축은 기법의 종류이다. 
탐지율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다. 

싱크홀 공격 메시지 차단 횟수싱크홀 공격 메시지 발생 횟수×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 기법이 싱크홀 공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NSENS를 기반으로한 WSN에서 공격자에 의해 

훼손된 노드가 발생하는 싱크홀 공격메시지를 제안 기법을 이용해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INSENS의 신뢰성과 

보안 강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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