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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센서 노드의 에 지 소모뿐만 아니라 센서 노드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센서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병합하는 클러스터 헤드

의 오버헤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로부터 달된 데이터를 클러스

터 헤드가 병합할 때 클러스터 헤드의 오버헤드를 이고 병합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한 다  경로 해쉬 

체인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데이터 병합시 클러스터 헤드의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해서 주경로와 

보조경로로 나 어 다  해쉬 체인을 형성한다. 주경로 이외에 사용되는 보조 경로는 센서 노드의 인증 시 클러스

터 헤드의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면서 센서 노드의 무결성을 지원한다.

  

ABSTRACT 

        

Recently, In the wireless sensor network, a study which guarantees integrity of not only data gathered from sensor node but also energy 

consumption of it is now going on. However, the existing study cannot guarantee data integrity and overhead of cluster head which merges 

data from sensor node. This paper proposes multi-path hash chain technique which guarantees integrity of merged data and reduces overhead 

of cluster head when cluster head merges with data transmitted from sensor node. The proposed technique forms multi-hash chain dividing 

main-path and assistance-path to guarantee data integrity of cluster head, when merges data. The assistance-path ,which is used when 

main-path is not, supports integrity of sensor node while minimizing overhead of cluster head when sensor node is authent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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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력 통신과 련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다

양한 센서와 목하여 낮은 에 지 소비(low-power)와 

비용(low-cost)을 목 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 응용 

범 가 군사 인 목 에서부터 환경/생태 감시 분야, 에

지 리 분야, 물류/재고 리 분야, 투지역 리 분

야, 의료 모니터링 분야, 보안, 헬스 어 등의 응용 분야

까지 크게 확장되고 있어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이용성

과 요성이 두되고 있다[1].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수 많은 센서 노드들이 미

리 결정된 형태없이 배치될 수 있고 근 한 센서 노드들

이 유사한 정보를 감지하는 특성에 의해 임의의 센서 노

드의 동작이 실패하거나 기능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네

트워크의 체 인 동작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무선 매체의 

속, 오류가 심한 송 특성  제한된 원 공 , 센서 노

드의 임의 배치로 인한 교체 불가능 등의 문제 을 가진

다. 이러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센서 노드의 에 지 소비를 네트워크 체에 분

산시켜 체  시스템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센서 네트워크의 동 인 변화에 빠르

게 응하여 수집된 정보를 안 하게 달할 수 있어야 

한다[2,3]. 

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가 신뢰할 수 없고, 험 환

경에 노출되고 있으나 기존 데이터 병합 기법은 센서 

노드와 베이스 스테이션 종단간 데이터 라이버시(데

이터 기 성  무결성)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병합시 수집된 데이터의 무

결성을 보장하기 한 다  경로 해쉬 체인을 제안한

다. 제안된 기법은 데이터 병합시 클러스터 헤드의 오

버헤드를 최소화하기 해서 주경로와 보조경로로 나

어 다  해쉬 체인을 형성한다. 한, 제안 기법에서 

주경로 이외에 사용되는 보조 경로는 클러스터의 오

버헤드를 최소화하면서 센서 노드의 인증  무결성

을 지원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쉬 체인 

기법과 기존 데이터 병합 기법에 해서 분석한다. 3장

에서는 다  경로 해쉬 체인 기법을 제시하고, 4장에서

는 제안 기법의 성능평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

서는 이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에 한 방향

을 제시한다. 

 

Ⅱ. 련 연구

2.1 해쉬 체인

해쉬체인은 랜덤한 seed를 이용하여 연속 으로 해

쉬값을 계산하여 생성하는 기법으로써 one-time 

passwords의 효율 인 인증을 Lamport가 처음 제안하

다[4]. 해쉬 체인은 seed가 s이면 길이가 n인 해쉬체인을 

생성하기 해서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 ( ),  = ( ( )), ...,   = 
 , 

=
                                (식 1)

여기서   =
 는 를 번 해쉬한 값을 의

미하고 =
   는 해쉬체인의 루트 값을 의미

한다.

해쉬체인은 해쉬함수의 일방향 특성 때문에 
 

를 알고 있어도    는 계산할 수 없다. 하지만 


 를 알고 있으면    의 유효성은 한번의 해

쉬연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 기존 연구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안 하게 데이터를 병합하

기 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데

이터 병합 기법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가 

데이터를 송할 때 소요되는 에 지를 이기 한 기

법 에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 데이터 병합 연구는 센서 

노드와 베이스 스테이션 종단간 데이터 라이버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암호화 기법이 데이터 병합에 

목되어 연구되고 있다.

Peter et al.[5]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숨

긴 병합 기법을 제안하 다. 이 기법은 동형 수집 속성을 

추가한 3가지 암호 알고리즘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기 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숨길때마다 난수

의 사용이 증가하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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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ao et al.[6]은 Domingo-Ferrer로 불리우는 칭 암

호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덧셈과 곱셈의 연산을 수행하

는 동형 병합 기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Domingo-Ferrer 

기법[7]은 칭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WSN에 배치할 

때 정보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단 이 있다. Mykletun과 

Girao[8]는 감쳐진 데이터를 동형으로 수집할 수 있는 공

개 키 기법을 제시하 고 병합 방법은 덧셈이나 곱셈의 

단일 연산만을 사용했다. 

 

Ⅲ. 다  경로 해쉬 체인을 이용한 

데이터 병합 기법

이 에서는 데이터 병합을 수행하는 클러스터 헤드

의 오버헤드를 이면서 센서 노드의 인증  무결성을 

보장하기 한 다  경로 해쉬 체인을 이용한 데이터 병

합 기법을 제안한다. 

3.1 용어 정의

제안 기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면 표 1

과 같다. 

Notaion Definitions

  해쉬 체인 길일

  주 경로에서 생성되는 해쉬 체인 키

  ,   보조 경로에서 생성되는 해쉬 체인 키

||  연 (concatenate ) 연산

표 1. 제안 메커니즘의 용어 정의
Table 1. Parameter of Proposed Mechanism

3.2 네트워크 모델

제안 기법의 네트워크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베이스 

스테이션, 클러스터 헤드, 센서 노드로 구성된다.

네트워크에 배치된 센서 노드는 에 지가 남아있는 

동안 센서 노드 자신의 치를 유지한다. 센서 노드들은 

클러스터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되며 클러스터 헤

드와 센서 노드간 거리는 1 홉으로 구성된다. 센서 노드

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클러스터 헤드가 1차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클러스터 헤드가 베이스 스테이션에

게 직  달하거나 인 한 클러스터에게 달하여 베

이스 스테이션에게 달하도록 한다. 베이스 스테이션

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클러스터 헤드를 해 그림 1에서

는 멀티 홉 라우  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포워드하며 각 

클러스터의 데이터 수집 결과는 다  경로 해쉬 체인을 

이용하여 다른 간 수집자에 의해 다시 수집하지 않고 

베이스 스테이션에게 보내진다.

Base Station Sensor

Mesh link Star link Cluster

Cluser Head

그림 1. 네트워크 모델
Fig 1. Network Model

3.3 다  경로 해쉬 체인 기법

이 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수집 역

할을 수행하는 클러스터 헤드의 오버헤드를 최소화면

서 센서 노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의 병합을 효율 으

로 수행하기 한 다  경로 해쉬 체인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에서 데이터 병합시 클러스터 헤드의 오버헤

드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경로를 주경로와 보조경로

로 나 어 다  해쉬 체인을 형성한다. 제안 기법에서 주

경로 이외에 사용되는 보조 경로는 센서 노드의 인증  

무결성을 해 사용되며 이 때 보조 경로를 통해 생성된 

해쉬 체인의 결과 값은 과 을 통해 센서 노드를 인

증한다.

해쉬 체인의 길이를 이라고 가정하면 생성자는 먼

 주 경로에서 사용할  랜덤 키 을 생성한 후 2개의 

보조 경로 과 을 의 값이 짝수와 홀수일 경우로 

나 어 주 경로와 XOR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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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n-1  = h(kn || xn-1) K n-2 =  h(kn-1 || y n-2) K n-3 = h(kn-2 || xn-3)

xn-2  =  h (kn-1 || xn-1) xn-3  =  h(kn-2 || xn-2) xn-4  =  h(kn-3 |

y n-2  = h (kn-1 || y n-1) y n-3  = h(kn-2 || y n-2) y n-4  =  h(kn-3 |

K n = h(kn-1 || yn)

y n-1 = h(kn || yn)

xn-1 = h(kn || xn)

K n

y n-1

xn-1

그림 2. 다  경로 해쉬 체인
Fig 2. Multipash Hash Chain

이 때, 의 기값은   으로 할당하고, 의 

기값은 과 동일하게 할당한다. 해쉬 함수에 사용되는 

|| 는 연 (concatenate) 연산을 의미한다. 

그림 2는 센서 네트워크의 임의 센서 노드에서 데이

터를 병합하려고 할 때 데이터를 달한 센서 노드의 인

증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해 다  경로 해쉬 체인으로 

키를 생성하여 데이터를 병합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은 

방법은 다  경로 해쉬 체인을 수행함으로써 주경로와 

보조경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주 경로 은 데이터 병합

과 련하여 데이터의 병합 유․무를 단하는데 사용

되며 보조 경로  과   은 데이터를 송․수신하

는 노드들의 인증과 무결성을 단하게 된다.

(식 1)은 데이터 병합을 수행하는 노드의 해쉬체인 값

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 해쉬 체인 값은 의 값에 따라 

짝수인 경우에는 (   ||  )와 같은 해쉬 값이 생성

되고, 홀수인 경우에는 (  ||    )와 같은 해쉬 값이 

생성된다.











(    ||  ) =짝수

  = (식 1)

(  ||    ) =홀수

이 때, 보조 경로 과 은 (식 2)～(식 3)과 같이 

 번째 키 값을 해쉬 함수에 용한다. 

  = (     ||     )           (식 2)

  = (    ||     )           (식 3)

생성자(generator)는 의 값이 0일 될 때까지 다음의 4 

단계 처리과정을 반복 으로 수행한다.

• 단계 1 : 생성자는 송신 노드로부터 달된 n의 값

을 1씩 감소시킨다.

• 단계 2 : 송신 노드로부터 달된 n의 값이 짝수일 

경우 생성자는 (    | | )을 계산하고 홀수일 경우 

생성자는 (  ||  )을 계산한다. 

• 단계 3 : 이  노드의 인증과 무결성을 체크하기 

해서 보조 경로   은  를 해쉬함수에 용한 값으

로 계산한다.

  = (  )          (식 4)

• 단계 4 : 생성자는 주 경로 을 계산하기 해서 

보조 경로 을 보조 경로 으로 해쉬함수에 용한 

값으로 계산한다.

= ( )           (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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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이 에서는 제안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9]

에서 사용된 방법을 통해 해쉬 체인 키 길이에 따른 키

의 변화수, 키의 평균변화 확률, 키의 변화에 따른 표  

분산 그리고 표  분산 확률에 한 성능 평가를 수행

한다.

4.1 실험 평가 항목

실험 평가를 해 해쉬 체인에 한 키 비트 수의 평

균 변화, 평균 키 변화 확률, 키 비트 수의 표  분산 그리

고 평균 변화의 분산 확률 등의 4가지 항목을 사용한다. 

실험 평가에 사용되는 4가지 항목은 [9]에서 사용된 내

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는 해쉬 체인에서 변환된 평균 키 길이 수를 의미

한다.

  = 






  



          (식 6)

여기서 는 번째 해쉬 체인의 키 길이를 의미하고 

은 실험의 반복 횟수를 의미한다. 는 해쉬 체인에서 

변환된 평균 키 변화 확률을 의미한다. 

  = 



×           (식 7)

∆과 ∆는 해쉬 체인에서 변환된 키 길이의표

분산  확률을 의미한다.

∆  = 




 



  




     (식 8)

∆  = 




 



  







   ×  

(식 9)

4.2 실험 결과

그림 3은 센서 노드가 해쉬 체인 키 길이를 128 비트

와 256 비트로 데이터를 클러스터 헤드에게 달하 을 

경우 클러스터 헤드가 데이터 병합을 수행할 때 발생하

는 센서 노드 수 변화에 따른 클러스터 헤드의 오버헤드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의 결과처럼 키 길이에 

따라 오버헤드의 크기는 다르지만 노드 수 증가에 따른 

오버헤드의 변화는 노드 수가 작은 경우 오버헤드의 변

화가 크지만 노드 수가 증가 할수록 오버헤드의 변화는 

일정한 크기로 작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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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클러스터 헤드의 오버헤드
Fig 3. Overhead of Cluster Head

표 2는 센서 노드에서 클러스터 헤드까지 해쉬 체인

의 생성자가 생성한 키의 길이가 변환될 경우 변환된 평

균 키 길이의 수와 평균 키 변화 확률, 평균 키 변화 확률

의 표  분산  확률 등을 보여주고 있다. 

평가항목
(Items)

키 길이

256 512 1024 2048 4096



 64.396 64.724 64.066 64.097 64.019

 50.309 50.565 50.052 50.076 50.015

∆ 5.6124 5.3541 5.8421 5.7743 5.7114

∆ 4.5246 4.3015 4.7565 4.7072 4.6784

표 2. 해쉬 값에 따른 키 길이의 변화율
Table 2. Number of changed key bit in hash values

표 2의 결과처럼 키 길이에 따라 변환된 평균 키 길이

의 수는 반복 으로 번 실험을 반복하여도 64비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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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났으며 64비트에 해당하는 분산값은 매

우 낮게 나타났다.

Ⅴ. 결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센서 노

드로부터 클러스터 헤드가 데이터를 병합하여 싱크 노

드에게 달한다. 그러나 클러스터 헤드는 센서 노드로

부터 복되게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데이터 병합

이 많아질수록 오버헤드 높아진다. 이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로부터 달된 데이터를 클러스터 헤드가 병합할 

때 클러스터 헤드의 오버헤드를 이고 병합된 데이터

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한 다  경로 해쉬 체인 기법을 

제안했다. 제안된 기법은 클러스터 헤드의 오버헤드를 

이면서 병합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해서 

해쉬 체인을 주경로와 보조경로로 나 어 센서 노드의 

인증  무결성을 지원한다. 실험 결과 해쉬 체인의 키 

길이를 256, 512, 1024, 2048, 4096로 구분하여 번 실험

을 반복하여도 변환된 키 길이는 64비트에 부합되게 나

타났으며 64비트에 해당하는 분산값 한 매우 낮게 나

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실제 환경에 

용하여 실험된 결과가 동일한지에 해서 연구를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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