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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해서는 기 성, 불구분성, 방 보안성 등의 3가지 필수 

보안 요건을 만족시키는 라이버시 보호 로토콜이 필요하다. Ohkubo et. al[2]가 제안한 Hash-Chain 기반 로

토콜은 기존에 제안된 로토콜 에서 필수 보안 요건을 만족하는 안 한 RFID 라이버시 보호 로토콜이나, 

백엔드 서버에서 태그를 별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Hash-Chain 기반 로토콜의 

안 성은 그 로 유지하면서 백엔드 서버에서 태그를 별하는데 걸리는 계산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한

다. 제안 기법은  Hash-Chain 기반 로토콜 기법보다 백엔드 서버에서의 계산 시간을 하게 단축시키는 결과

를 보여 다.

ABSTRACT

We need privacy protection protocols, that satisfy three essential security requirements; confidentiality, indistinguishability and forward 

security, in order to protect user's privacy in RFID system. The hash-chain based protocol that Ohkubo et. al proposed is the most secure 

protocol, that satisfies all of the essential security requirements, among existing protocols. But, this protocol has a disadvantage that it takes 

very long time to identify a tag in the back-end server. In this paper, we propose a scheme to keep security just as it is and to reduce 

computation time for identifying a tag in back-end server. The proposed scheme shows the results that the identification time in back-end 

server is reduced considerably compared to the hash-chain based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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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은 무선 

주 수를 이용하여 물리 인 없이 개체에 한 정

보를 읽거나 기록하는 기술로써 최근 도래하고 있는 유

비쿼터스 컴퓨 환경을 구 하기 한 핵심기술  하

나이다. 그러나 물리   없이 인식이 가능하다는 특

징은 안 성과 사생활 침해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발생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보안문제를 발생시킨다. RFID 태

그가 부착된 기기  사물과 RFID 리더가 정보를 주고받

는 과정에서 통신 내용이 제3자에 의해 쉽게 도청이 될 

수 있고,도청된 정보로 인하여 사용자들에 한 개인 성

향  치추  등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1-4].

이에 따라, 사용자 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

기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 에 있으며, 이 에서 

라이버시 보호를 한 필수 보안 요건인 기 성, 불구

분성, 방보안성에 가장 안 한 Hash-Chain 기법[2-4]

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 에 있다. 그러나 Hash- Chain 

기법은 태그 ID를 별하기 하여 모든 태그에 한 정

보를 백엔드 서버가 가지고 순차 으로 별과정을 수

행하기 때문에 태그 수 증가에 따른 막 한 계산능력을 

요구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수의 태

그를 가진 RFID 시스템에서는 하드웨어 비용을 감하

며, 태그 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

다[5-6].

본 논문에서는 계산 그리드 기술을 사용하여 사무

용으로 사용 인 개인용 컴퓨터들을 하드웨어로 활

용하면서  렴한 비용으로 백엔드 서버의 부하를 감

소하고 태그 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평가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동 으로 리하며 계산 자원의 부

하에 응하여 작업을 분배한다. 태그 별 과정은 데

이터들 간에 의존성이 없는 독립 인 작업이므로 계

산 그리드를 활용하여 병렬 처리의 효율을 충분히 얻

을 수 있다.

Ⅱ. 관련연구

2.1. HCP(Hash-Chain Protocol)

HCP는 Ohkubo et. al[2]가 제안한 기법으로, 그림 1과 

같이 태그 내부에 다른 분산을 갖는 두 개의 일방향 해쉬

함수 H와 G를 가지고 로토콜을 수행할 때마다 2번의 

해쉬연산을 함으로써, 치 추  공격에 안 하며 방

향 안 성도 보장되는 로토콜이다[2-4]. 

백엔드 서버는 그림 와 같이 태그 에 한 각각의 식

별정보 값과 임의로 생성한 해시 시드값   을 

DB에 장하고 각 태그에는  만을 해시 시드값으로 

장한다. Hash-Chain의 최 길이 값은 정해져 있어

야하고 의 범 는  ≤ ≤ 이다. 리더가 질의를 

할 때마다 태그는 그림 과 같이 먼  재의 자신의 시

드값인  를 해시함수 에 입력하여    = 

을 계산한 후,  를 리더에게 송해 다. 송 후, 태

그는 자신의 시드값을 스스로 갱신하기 해서 해시함

수 를 이용하여       를 계산한다.   

값을 수신한 리더는 수신된 값을 백엔드 서버에게 송

한다. 백엔드 서버는 모든  ≦  ≦ 와  ≦  ≦ 

에 해서         를 계산하여 송받은 

  와 일치하는    값을 검색한다.    값을 찾게되

면 곧바로 식별정보 를 알 수 있고, 백엔드 서버는 

리더에게 식별정보 를 송해 주고 로토콜을 종

료하게 된다.

그림 1. HCP(Hash-Chain Protocol)
Fig. 1 HCP(Hash-Chain Protocol)

결국 백엔드 서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해시 시

드값을 계산식에 넣어서 그림 2와 같이 모든 Hash-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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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특정 태그가 어떤 Hash- 

Chain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5,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2. m⨯n Hash-Chain 테이블 역
Fig. 2 District of m⨯n Hash-Chain Table

2.2. 그리드 컴퓨

빠른 컴퓨 기술의 발 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

하고 발 하고 있는 가운데 지리 으로 분산되어있는 

여러 컴퓨 자원들을 공유하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

리하는 기술인 그리드 컴퓨 이 등장하게 되었다. 기존

의 클러스터컴퓨 이나 분산컴퓨 은 제한된 네트워크

상에서 소유한 자원의 이용이 가능했지만, 그리드 컴퓨

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지리 으로 분산된 자원들

을 지정된 시간동안 빌려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휴

면자원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하나의 슈퍼 컴퓨터  가

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비용 감과 량의 데이터처

리가 가능해진다[8-10]. 

그리드 컴퓨 은 애 리 이션 특징에 따라 크게 4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데이터 그리드(Data Grid)는 용

량의 정보를 생산하는 장비, 용량 DB  고성능컴퓨

터를 사용자 심으로 연결하는 그리드이고, 액세스 그

리드(Access Grid)는 계산 그리드(Computational Grid)와 

데이터 그리드에서 생성된 정보를 원거리의 연구자들

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 환경을 제공하는 그리드이다. 

그리고 계산 그리드는 많은 자원들을 연결하여 계산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드이며, 마지막으로 모바일 그리드

(Mobile Grid)는 모바일이라는 이동성개념이 그리드 컴

퓨 에 목이 된 그리드이다[11-12].

Ⅲ. 계산 그리드 기반 RFID 태그 판별 

시스템 설계와 구현

RFID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라이버시를 완 하게 

보호하기 해서는 기 성, 불구분성, 방 보안성 등의 

3가지 필수 보안 요건을 만족시키는 RFID 라이버시 

보호 로토콜이 필요하다. 기존에 제안된 로토콜 

에서 이 3가지 필수 보안 요건을 만족하는 안 한 RFID 

라이버시 보호 로토콜은 Ohkubo et. al[2]가 제안한 

Hash-Chain 기반 로토콜이다. 그러나, Hash-Chain 기

법은 안 한 보안성이 보장되지만 태그 수의 증가에 따

른 막 한 태그 별 계산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 이 있

다[2-3]. 

본 논문에서는 계산 그리드 기술을 사용하여 사무

용으로 사용 인 개인용 컴퓨터들을 하드웨어로 활

용하면서 렴한 비용으로 백엔드 서버의 부하를 감

소하고 태그 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Hash-Chain 기법에서 각 태그의 

       를 계산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

이 서로 독립 이다. 한 태그 별 과정도 서로 종속성

이 없이 독립 이다.

제안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Grid Manager, 계산노드, 

태그, 리더로 구성된다. 

그림 3. 시스템 구조
Fig. 3 Structure of Proposal System

3.1. Grid Manager

Grid Manager는 그림 4와 같이 Job Scheduler와 

Resource Manager로 구성되며, Job Scheduler는 태그로부

터 달받은    = 를 작업 큐(Job Queue)에 담아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2698

스 쥴링한다. Resource Manager는 계산 자원으로 활용

될 체 컴퓨터의 성능정보를 갖고 있으며, 체 컴퓨터 

 재 Grid에 참여 인 계산자원 리스트를 자원 큐

(Resource Queue)에 장한다. 한 Job Scheduler의 작업 

큐에 장된    = 를 각 계산자원의 여력만큼 

분배한다.

그림 4. Grid Manager 작업처리 구조
Fig. 4 Structure of Job Process on Grid Manager

작업을 분할하여 계산자원의 처리능력과 상황에 따

라서 분할된 작업을 분배하기 해 우선순  값과 CPU 

사용률 임계값을 사용한다. 우선순  값은 식 (1)과 같이 

HCP의 주연산인 Hash 연산 평균 시간을 측정하여 그 결

과를 수치화한 값이다.

  



  



 


 


(1)

Resource Manager는 이 값들을 우선순  값의 합으로 

정규화하여, 표 1과 같이 해당 계산자원의 우선순  값

에 비례하게 작업을 할당한다. 한 계산노드로부터 

CPU 사용률  처리속도 정보 등 컴퓨터 상태정보를 실

시간으로 수신하여 자원 큐(Resource Queue) 정보를 갱

신하고 임계치가 넘는 계산노드는 작업할당에서 제외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계산노드의 성능을 측정하기 해 

SHA-1 알고리즘으로 구 된 Hash 연산을 계산노드 당 

1000회 수행하여 측정한 값을 우선순  값을 결정하는

데 이용하 으며, 입력 메시지는 2Kbyte의 크기를 갖는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사용하 다. 한, CPU 사용

률 임계값은 계산노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30으로 설

정하 다. 

계산자원
Hash연산시간

(s)

우선순 값

(Priority)

작업할당

비율

PC1 0.080648 0.337984 33.79844

PC2 0.077453 0.351927 35.19265

PC3 0.087903 0.310089 31.00891

표 1. 계산자원 작업할당 우선순
Table. 1 Priority of Computing Resource Job 

Assignment

그림 5. Grid Manager 스크린 샷
Fig. 5 Screen Shots of Grid Manager

3.2. 계산노드

계산노드는 Hash-Chain 연산 ′을 수행하여   

Resource Manager에서 받은  와 일치하는 값을 찾아 

해시 시드 값에 해당하는 식별 정보 를 Resource 

Manager에게 송한다. 한, 실시간으로 자신의 상태

를 Resource Manager에게 송하여 성능정보를 업데이

트할 수 있도록 한다.

계산노드는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

터의 유휴자원을 제어하기 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되

며, 컴퓨터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

록 작고 가벼운 32비트 콘솔형태의 실행 일로 설계한

다. Grid Manager로부터 작업을 많이 할당받기 해서는 

타 계산노드보다 우선순 가 높고 CPU의 사용률 한 

기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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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Manager로부터 작업이 할당되면 그림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할당 작업을 실행큐(Execute Queue)에 장

한 후, 각 작업별로 작업쓰 드(Worker Thread)에 할당

된다. 작업을 분배받은 계산노드는 Hash-Chain 연산 

′을 수행하여   Resource Manager에서 받은  와 일

치하는 값을 찾아 해시 시드 값에 해당하는 식별 정보 

를 Resource Manager에게 송한다. 

그림 6. 계산노드 작업처리 구조
Fig. 6 Structure of Job Process on Computing Node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Grid Manager로부터 처리

할 작업을 할당받고 작업을 완료하면 처리시간, 처리결

과, 송상태 등을 화면에 표시한다. 한, 주기 으로 

CPU 사용률을 체크하여 Grid Manager에게 달한 결과

도 화면에 표시한다.

그림 7. 계산노드 스크린 샷
Fig. 7 Screen Shots of Computing Node

Ⅳ. 시스템 평가 및 분석

4.1. 구  환경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평가를 한 실험 환경

은 표 2와 같이 구성된다. 그리고 Hash-Chain 연산에 사

용한 일방향 해시 함수는 160bit의 SHA-1 알고리즘을 이

용하 으며 검색 방법은 순차 검색을 이용하 다.

백엔드 서버와 계산노드에 설치되는 로그램은 C언

어를 이용하여 도우즈 콘솔기반으로 구 하 으며, 

백엔드 서버와 계산노드의 통신은 TCP/IP 로토콜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도록 구 하 다.

RFID 태그의 샘  데이터는 10byte의 시드 값과 

1Kbyte의 크기를 갖는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사용

한다. 체 태그의 개수 m,은 500, 1000, 1500, 2000개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하 고, Hash-Chain의 최  길이 n은 

1000으로 설정하여 실험하 다. 

표 2. 구  환경
Table. 2 Environments of Proposal System

항목 내용

H/W

백엔드 서버

Windows Server 2003

Intel Xeon(R) 2.0GHz

4G RAM

계산노드 1
Windows XP

Pentium4 2.4G 512M RAM

계산노드 2
Windows XP

Pentium4 3.0G 512M RAM

계산노드 3
Windows 7

Pentium4 2.13G 1GM RAM

S/W
Grid Manager C Language

Grid Client C Language

성능측정 방법은 Grid Manager로부터 작업  을 할

당받아 Hash-Chain 연산 ′을 수행하여  와 일치하

는 값을 찾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계산 그리드 용

의 효과를 입증 받기 해서 계산노드의 수의 증가에 따

른 태그 별속도를 측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1 의 계산

노드로 구성 했을 때와 2 의 계산노드로 구성 했을 경

우 등, 그 수를 차 늘려가며 최종 3 의 계산노드까지 

구성하여 측정하 으며, Hash-Chain 길이 n과 태그 수 

m은 고정된 상태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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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

그림 8은 Hash-Chain 길이 n을 1000개로 고정하고 

체 태그의 개수 m,은 500, 1000, 1500, 2000개로 변화시

키면서 백엔드 서버만을 이용했을 때와 1 ~ 3개의 계산

노드로 구성된 Grid 환경에서의 태그 별 시간을 비교

한 그래 이다. 

측정결과 1개의 계산노드로 구성된 Grid에서는 백엔

드 서버만을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태그 수가 500개일 

때  17%, 1000개일 때  17%, 1500개일 때  18%, 2000개일 

때  19%의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2개의 계산노드로 구

성된 Grid에서는 태그 수가 500개일 때  27%, 1000개일 

때  26%, 1500개일 때  25%, 2000개일 때  27%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3개의 계산노드로 구성된 Grid에서는 태

그 수가 500개일 때  38%, 1000개일 때  39%, 1500개일 때  

39%, 2000개일 때  38%의 성능이 향상되어 계산 그리드 

용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0.05

0.06

0.07

0.08

0.09

0.1

0.11

0.12

500 1000 1500 2000

Sec

tag 수

Only BE Node 1 Node 2 Node 3

그림 8. 성능 비교 : 그리드기반 vs 백엔드 서버 기반
Fig. 8 Performance Comparison Grid-based vs 

Back-end Server-based

Ⅴ. 결 론

본 연구는 계산그리드 기술을 이용하여 Hash-Chain 

기반 RFID 시스템에서 태그 수 증가에 따른 막 한 계산

능력 요구 문제 을 개선하며 비용측면에서 효과 인 

태그 별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으로 실험한 결과 백엔드 

서버만을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계산노드가 한 씩 

증가할 때마다 각각 평균 으로 18%, 27%, 38%씩 처리

속도가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계산자원을 다 으로 구성한 효과를 검증하

으며, 태그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가 늘어 날수록 백

엔드 서버만을 이용하여 태그를 별했을 때보다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됨을 확인하 다. 

본 논문에서 구 한 시스템은 유휴 PC를 계산자원으

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 측면에서 효과 이며, 동

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수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그리드를 구성하는 컴퓨  자원들은 언제 

원이 꺼지고 언제 다시 재시작될지 측하기 힘든 비 신

뢰 이고 측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

로는 기치 못한 단에 따른 처리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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