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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컨테이  보안 장치(CSD)는 컨테이 의 문 안에 장착되어 센서를 통해 컨테이 의 문이 비정상 으로 열리는 

것을 탐지하는 장치다. 이러한 CSD 장치는 컨테이 의 보안성을 제공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도청이나 조와 같은 

공격에 안 해야할 뿐만 아니라 복제 되어서도 안된다. 만약 복제된 CSD를 탐지할 수 없다면, CSD는 공격자에 의

해 불법 으로 복제되어 정상 인 목 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복제된 CSD

를 탐지하기 한 정책 기반 복제 탐지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한 실제 구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을 검증  

평가한다. 

ABSTRACT

CSD(Container Security Device) is a security device with sensors that can detect the abnormal behavior such as illegal opening of a 

container door. Since the CSD provides security and safety of the container, CSD should not only provide security services such as 

confidentiality and integrity but also cloning detection. If we can not detect the cloned CSD, an adversary can use the cloned CSD for many 

illegal purpos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policy based cloned CSD detection mechanism. To evaluate proposed clone detection mechanism, 

we have implemented the proposed scheme and evaluated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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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SD는 Container Security Device1)의 약자로, 컨테이

의 문 안 쪽에 부착되어 센서를 통해 문이 비정상 으

로 열리는 것을 탐지하는 장치이며 능동형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일종이다. CSD 장치는 

높은 보안성을 가지는 장치로서 컨테이 의 내용물에 

한 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을 보장하는 장치다. 

2007년 12월 미국 국토안보부 (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는 CSD 요구사항 문서를 발표하

다[1]. 이 문서는 재까지 CSD 표 으로 사용되어 지

고 있으며, CSD의 보안과 련된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보안 요구 사항은 데이터 암호화에 

한 부분만 명시하고 있어서 여러 공격에 취약하다. 

CSD는 컨테이 의 보안을 해 만들어진 보안 장치

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으로 능동형 RFID 태그의특성

을 가지므로 일반 인 능동형 RFID 태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청, 변조, 복제와 같은 공격이 있을 수 있다. 

로서 [2]에서는 RFID 태그를 한 라이버시 보호 기술

에 해 기술하고 있으며, 라이버시 보호를 한 Kill 

태그, 패러데이 이지 등 몇 가지 표 인 기술을 소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RFID 라이버시 보호 기술

들은 반 로 RFID를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기술

이다. 즉, 만약 패러데이 이지 (Faraday cages)나 

Jamming 기술을 사용하여 CSD와 게이트웨이의 통신을 

차단 혹은 방해하면서 CSD를 복제하는 공격이 가능하

다. 이와 같이 CSD에 한 복제 공격은 실제 응용 환경

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 

[3, 4, 5]에서는 CSD와 같이 물류 환경에서 사용되는 

RFID 태그를 한 복제 탐지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 

세 논문에서는 각 터미  는 항구들 사이의 이동 확률

을 이용하여 복제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동 확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공격자가 이동 확

률을 비슷하게 맞추면서 복제된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이를 탐지할 수 없게 된다. 

[6]에서는 CSD와 비슷한 자 인장치에서의 복제 

공격에 해 복제 방지 로토콜을 제안하 다. 이 로

토콜은 [7]의 가변 식별자 태그 기법을 기반으로, 자

인장치의 이동 에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복제를 방지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CSD는 자 인장

치에 비해 더 오래 사용되며 재사용이 가능한 과 같이 

자 인장치보다 더 복잡한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

에 제안하고 있는 로토콜은 CSD에 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복제된 CSD를 탐지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로토콜의 이해를 

돕기 해 CSD 시스템에 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

안하는 정책 기반 복제 탐지 기법에 해 설명하고, 4장

에서는 제안한 로토콜의 구  결과를 통해 성능을 제

시한다. 결론에서는 논문의 기여  향후 연구 과제에 

해 설명한다.

Ⅱ. CSD 시스템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메커니즘의 련 연구인 CSD 

시스템에 해 알아본다. [1]에서 설명된 CSD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CSD 시스템의 개요
Fig. 1 Overview of CSD system

CSD 시스템은 CSD, CSD와 DCP (Data Consolidation 

Point)  간에 데이터를 달하고 CSD에게 명령을 보내는 

리더, 그리고 서버인 DCP로 이루어져 있다. 

CSD 리더는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각 

항구 는 터미 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형 리더이고, 다

른 하나는 컨테이  운반자가 들고 다니는 이동형 리더

이다. 리더와 CSD 간의 인터페이스와 각 계층에서의 통

1) 표  문서에는 Coveyance Security Device로 정의되지만 실제 Container Security Device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됨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100

신 로토콜, 데이터 포맷 등에 해서는 [8]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DCP는 앙 DCP와 지역 DCP로 나뉘는데, 지역 DCP

는 각 터미  는 항구에서 리더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와 앙 DCP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앙 DCP는 모든 

데이터들을 리하고 외부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

해 주는 역할을 한다. DCP와 리더 간의 인터페이스와 통

신 로토콜, 메시지 타입과 제 등에 해서는 [9]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에서는 CSD가 통과하는 터미 들을 세 가지로 나

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POA(Point of Arming)는 CSD가 

컨테이 에 장착되는 터미 이며, POA에서는 지역 

DCP 신 Access Gate가 사용된다. ITP(Intermediate 

Transit Point)는 POA와 마지막 도착지인 TTP(Trip 

Termination Point) 사이의 모든 터미 을 뜻하며, TTP는 

CSD가 컨테이 로부터 탈착되는 도착지 터미 이다. 

즉, CSD는 POA에서 컨테이 에 장착이 되며, 여러 ITP

를 통과하여 TTP에서 탈착된다.

CSD는 각 POA, ITP, TTP를 드나들 때, 고정형 리더에 

의해 데이터가 읽히게 되며, 각 터미 을 드나드는 시간

이 앙 DCP에 장되어 진다. 

Ⅲ. 제안하는 복제 탐지 메커니즘

이 장에서는 복제 탐지를 해 제안하는 로토콜에 

해 설명한다. 제안하는 로토콜은 [6]에서 제안된 

로토콜을 기반으로 했는데 [6]에서는 CSD가 아닌 eSeal 

(Electronic Seal, 자 인장치)에서의 복제 탐지 기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기법은 수입측과 수출측이 기존에 

서로 주고받은 기 값을 통해 만들어진 임의의 값 T를 

사용하여 이동 에 g(T)의 시간이 흐를 때마다 T 값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이후에 갱신된 최종 값을 계산함으

로써 복제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6]의 방법을 기반으로 CSD의 환경에 

더 합하도록 [6]의 로토콜을 수정하 으며 좀 더 복

잡한 새로운 복제 검증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6]

에서는 복제 검증을 해 이동 에 갱신되었던 값만 확

인을 하는 단순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는 CSD 시스템에 더 합하도록 보다 복잡한 복제 검증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로토콜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복제 

탐지를 해 필요한 값을 기화하기 한 기화 로

토콜이고, 두 번째는 CSD가 이동하고 있을 때 복제를 방

지하기 해 기화된 값을 갱신하는 N 값 갱신 로토

콜이며, 세 번째는 갱신된 값을 기반으로 CSD의 복제 여

부를 확인하는 복제 여부 확인 로토콜이다. 각 로토

콜에 해서는 각 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본 논문에

서는 터미  는 항구를 모두 포인트라고 칭하며, 모든 

로토콜은 안 한 통신 채 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

한다. 

3.1. 기화 로토콜

기화 로토콜은 복제 탐지를 해 필요한 값들을 

기화시키는 로토콜이며, POA와 ITP에서 이 진다. 

POA와 ITP에서 각각 비슷한 기화 알고리즘이 행해지

지만 사용되는 값이 조 씩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

한다.

POA에서는 화물주가 CSD를 컨테이 에 부착하고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이 지며 POA에서의 기화 

로토콜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POA에서의 기화 과정
Fig. 2 Initialization process in POA

그림 2에서 보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앙   DCP에

게 자신의 아이디(IDoper)와 CSD의 아이디 IDCSD, 

그리고 컨테이 의 아이디 IDCont를 앙 DCP에 

달한다.

2. 앙 DCP는 CSD가 이동할 경로(PathCSD)와 이동 경

로의 각 포인트 간의 상 시간을 계산해서 달받은 

값들과 함께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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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주는 CSD를 활성화 시킨 후 이동 에  필요한 값

들을 다음과 같이 생성한다. 

     IV = IDoper || IDPOA || IDCont 

     N = MACTact(IV)

4. 화물주는 앙 DCP에 N 값, IV 값, IDPOA, CSD가 활성

화된 시간 Tact 값을 달하고,   CSD에는 N 값, 이후에 

사용될 시간 t 값을 달하는데, t 값은 화물주가 임의

로 정한다.

ITP는 CSD가 TTP에 도달하기 까지 지나가게 되는 

포인트이며, CSD는 ITP에서 빠져 나올 때마다 POA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비슷한 기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ITP에서의 기화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ITP에서의 기화 과정
Fig. 3 Initialization process in ITP

그림 3에서 보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CSD가 ITP에 도착해 게이트를 통과할 때,   게이트 리

더는 CSD가 게이트를 통과한 시간  (Tin)과 IDCSD를 지

역 DCP를 통해 앙 DCP에게 달한다.

2. 앙 DCP는 해당 CSD의 이  IV 값(IVprev)을 지역 

DCP에게 달한다.

3. 지역 DCP는 이동 에 필요한 값들을 다음  과 같이 생

성한다.

HV = Hash(IVprev),IV = HV || IDITP,N = MACTin(IV)

4. 지역 DCP는 N, IV 값과 CSD가 ITP의 게이  트에 들어

온 시간 Tin, 이동 에 N 값이 갱신될 시간 간격 값 t, 

그리고 ITP의 아이디 IDITP를 앙 DCP에 달하고 

CSD에는 N, t값을 달한다.

POA와 ITP에서의 N 값 생성 과정의 다른 은 IV 값

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POA에서는 IV 값을 IDoper와 

IDPOA, IDCont를 연결시켜서 생성했지만, ITP에서는 이  

IV 값에 해쉬함수를 취하고 다시 IDITP와 연결시켜서 IV 

값을 생성한다. 

3.2. N 값 갱신 로토콜

N 값 갱신 로토콜은 CSD가 포인트들 사이를 이동

하는 에 이루어지는 로토콜로, 복제를 방지하기 

해 기화 로토콜 결과 값인 N 값을 t 시간마다 갱신하

는 로토콜이다. CSD가 포인트에서 다음 포인트로 이

동하는 동안 N 값은 일정 시간 t마다 다음 식과 같이 이

 N 값에 해쉬 함수를 취해 N(Hash())값을 계속해서 갱

신하게 된다. 

이는 공격자가 공격을 해서 N 값을 취하게 되더라도 

이후에 앙 DCP가 계산을 하면서 N 값을 비교해 으

로써, 복제를 탐지할 때 사용하기 함이다.

3.3. 복제 여부 확인 로토콜

복제 여부 확인 로토콜은 ITP와 TTP에 CSD가 들어

올 때마다 CSD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한 로토콜

이다. CSD가 각 ITP 는 TTP의 게이트를 통과할 때 고

정형 리더는 CSD로부터 CSD ID와 이벤트 로그뿐만 아

니라, 이  포인트 ID, 재 N 값, 데이터를 읽은 시간을 

지역 DCP에 달하고 지역 DCP는 CSD의 복제 여부를 3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이 때 복제 여부 단은 

사용자가 미리 정해 놓은 정책에 따른다. 이것은 DCP가 

사람처럼 스스로 단하여 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미리 복제라고 단되는 경우를 정책

으로 정해 놓고 DCP는 이 정책에 따라 복제 여부를 단

하여 사용자에게 알리기 함이다.

CSD 복제 여부 확인을 한 첫 번째 방법은 장된 이

동 경로와 재 이동 경로 조를 통해 복제 여부를 확인

하는 CSD 이동 경로 기반 복제 여부 확인 방법으로, 그

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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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동 경로 기반 복제 여부 확인 로토콜 과정
Fig. 4 Cloning detection protocol based on 

CSD's path

그림 4에서 발생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게이트 리더는 지역 DCP를 통해 앙 DCP  에게 재 

포인트의 아이디와 CSD에 장되어 있는 이  포인

트의 아이디를 달한다.

2. 앙 DCP는 화물 운반자가 장해 뒀던 컨  테이 의 

이동 경로에서 재 포인트 아이디 (IDpoint)의 이  포

인트 아이디를 검색한다.

3. 검색된 아이디가 CSD가 달해  이  포  인트의 

아이디 IDbfpoint와 다르면 복제 가능성이 있다고 단

한다.

이 로토콜의 경우에는  엉뚱한 포인트로 이동

한 CSD를 탐지하게 된다. CSD 복제 여부 확인을 한 두 

번째 방법은 장된 각 포인트 간 이동 상 시간과 실제 

이동 시간 조를 통해 복제 여부를 확인하는 상 시간 

기반 복제 여부 확인으로, 그림 5와 같으며 그림 5에서 

발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상 시간 기반 복제 여부 확인 로토콜 과정
Fig. 5 Cloning detection protocol based on 

expected time

1. 게이트 리더는 지역 DCP를 통해 앙 DCP 에게 재 

포인트의 아이디, 이  포인트의 아이디, 게이트에 들

어온 시간을 달한다.

2. 앙 DCP는 CSD가 이  포인트에서 출발한   시간을 

검색하고 CSD가 실제 이동한 시간 Tmov을 계산한다.

3. 앙 DCP는 재 포인트와 이  포인트 간  의 상 이

동 시간 Texp을 검색한 뒤 Tmov와 Texp 간의 차이를 계산

한다.

4. 만약 계산된 차이 값이 보안 에이 트가 미 리 정해 뒀

던 ±α 값 범 를 벗어나면 복제가 되었다고 단한다.

이 로토콜은 정해진 경로 로 움직 더라도 상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를 탐지해 내게 된다. 여기

서 α 값은 보안 에이 트에 의해 임의로 정해지는 값인

데 실제 이동 시에 생길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요하다. CSD 복제 여부 확인을 한 세 번째 방

법은 기화 로토콜에서 생성되어서 이동 에 갱신

되었던 N 값을 계산된 N 값과의 조를 통해 복제 여부

를 확인하는 N 값 기반 복제 여부 확인 방법으로, 그림 6

과 같다. 

1. 게이트 리더는 지역 DCP를 통해 앙 DCP 에게 CSD, 

N 값 등을 달한다.

2. 앙 DCP는 CSD가 이  포인트에서 출발한 시간 

Tbfpoint와 CSD가 재 포인트의 게이트를 통과한 시간 

Tin을 통해 CSD가 이동한 시간을 계산한 뒤 이동 에 

몇 번의 갱신이 이루어 졌는지 계산한다.

그림 6. N 값 기반 복제 여부 확인 로토콜 과정
Fig. 6 Cloning detection protocol based on value N

3. 앙 DCP는 이  포인트에서 생성해서 장된 N 값

을 검색해서 n만큼 갱신을 해서 새로운 N' 값을 계산

한다.

4. 앙 DCP는 CSD로부터 달받은 N 값과 계산된 새

로운 N'값을 비교해서 만약 두 값이 틀리면 복제가 되

었다고 단한다. 이 로토콜의 경우에는 이동 에 

CSD가 복제가 되는 것을 탐지하기 해 N이라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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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복제 여부를 단하는 로토콜이다. 간에 

공격자가 CSD를 복제할 경우 N 값이 달라지게 되면 

이를 탐지할 수 있게 된다.

Ⅳ. 제안 메커니즘 구   결과

4.1. 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실제 환경인 POA, ITP, TTP에서 실험

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뮬 이션을 통해 제안한 복제 

탐지 메커니즘의 성능을 제시한다. 시뮬 이션은 그림 

7과 같이 C#으로 구 한 웹 형태의 로그램이며 사용

자 리 로그램 형태로 구 되었다. MS SQL을 이용

하여 구 된 DB는 DCP를 신하는데, 시뮬 이션이기 

때문에 앙 DCP와 지역 DCP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나타냈다. 즉, 리더를 거치지 않고 CSD와 DCP가 직  

연결된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시뮬 이션은 CSD 데이

터를 생성해서 DB에 장하는데 이 때 표 1과 같이 몇 

가지 시나리오가 반 된 데이터가 생성되어서 DB에 

장된다.

그림 7. 시뮬 이션 로그램 화면
Fig. 7 Screen View of Simulation program

시나리오 1

 CSD가 path에 맞게 이동, 상 시간 안에 각 

포인트 도착, 올바른 N 값을 가진 정상 인 

시나리오

시나리오 2
 CSD가 path에 맞게 이동, 상 시간과 다르

게 포인트에 도착한 비정상 인 시나리오

시나리오 3

 CSD가 path에 맞게 이동, 상 시간 안에 각 

포인트 도착, 올바르지 않은 N 값을 가진 비

정상 인 시나리오

표 1. 시뮬 이션에 사용된 시나리오
Table. 1 Scenarios in simulation

시뮬 이션은 DB에 장된 재 사용되고 있는 CSD

의 ID에 해 표 1과 같이 복제 여부를 3단계로 나눠서 

단하는데, 이 복제 여부 별 단계는 앞에서 제안한 복

제 여부 확인 로토콜의 결과를 통해 결정되며 미리 정

해 놓은 정책에 따라 세 가지 단계  한 가지로 결정된

다. 기화 로토콜에서 사용된 MAC 함수와 Hash 함

수는 HMAC과 SHA-1을 사용하 다.

단계 1

Dangerous Level: 복제가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N 값과 이동 경로가 잘못된 경우에 이 단

계로 별

단계 2

Doubtful Level: 복제일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동 시간이 상 시간과 다를 경우에 이 

단계로 별

단계 3 Safe Level: 복제가 되지 않은 안 한 경우

표 2. 복제 여부 별 단계
Table. 2 Level of verification

4.2. 구  결과

4.2.1. 복제 탐지 메커니즘이 용되지 않은 경우

이 에서는 먼  복제 탐지 메커니즘이 용되지 

않은 일반 인 경우를 보인다. 그림 5는 복제 탐지 메

커니즘이 용되지 않은 경우의 시뮬 이션 화면으

로, 복제 탐지 메커니즘이 용되지 않은 경우 시뮬

이션은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

고 있다. 

그림 8. 일반 인 사용자 화면의 CSD 정보
Fig. 8 Information of CSD in general user screen

를 들면, 사용자는 그림 8과 같이 사용되는 CSD의 

아이디와 재 포인트, CSD가 게이트 리더에 읽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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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간단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8의 리스트에

는 실제로 정상 인 CSD도 있지만 복제되었거나 복제

되었다고 의심되는 CSD도 있다. 그림 8의 리스트에서 

세 번째에 치한 ID가 WA2325W2S3인 CSD의 경우 서

버에 장된 경로 정보에 따르면 재 포인트인 시애틀 

항에 오기 에 오키나와 항에서 출발을 했어야 했지만 

오키나와 항이 아닌 안트워  항에서 출발을 했다. 하

지만 사용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림 8의 리

스트에서 다섯 번째에 치한 ID가 EW3215F3Z2인 

CSD의 경우 이  포인트인 안트워  항에서 재 포인

트인 아우토반 항까지 7080분에서 7920분 사이에 도착 

정이지만 실제 걸린 시간은 7000분으로 80분이나 빨

리 도착을 했다. 이 경우 실제로는 공격자가 CSD를 복

제해 안트워  항에서 출발한 것처럼 정보를 넣고 CSD

를 다른 항구에서 아우토반 항으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

고, 는 특정한 사유가 있어 상 시간보다 빨리 도착

했을 수도 있지만 사용자는 이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가 없다. 

4.2.2. 복제 탐지 메커니즘이 용된 경우

그림 8에서 보인 것과 같은 데이터에 복제 탐지 메커

니즘을 용한 경우의 결과가 그림 9에 나타나 있다. 

그림 9. 복제 탐지 메커니즘이 용된 
사용자 화면의 CSD 정보

Fig. 9 Information of CSD with clone detection 
mechanism in user screen 

그림 9에서는 CSD의 정보를 하나의 리스트에서 보여

주던 그림 8와는 다르게 표 2의 복제 여부 별 단계에 

따라 CSD 리스트를 나 어서 사용자에게 한 화면에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첫 번째 리스트는 Dangerous 

Level 리스트로 표 2의 단계 1로 별된 CSD를 보여 주

고 있는데, Path가 잘못되었거나 계산된 N 값이 상되

는 N 값과 다를 경우가 단계 1로 별이 되며 N 값이 틀

릴 경우에 "N fail"이라는 결론을, Path가 틀릴 경우에 

"path fail"이라는 결론을 Type 칸에 보여 주고 있다. 두 번

째 리스트는 Doubtful Level 리스트로 표 2의 단계 2로 

별된 CSD를 보여 주고 있는데, 도착 시간이 상 시간 

범 를 벗어난 경우가 단계 2로 별이 되며 “time fail"

이라는 결론을 Type 칸에 보여 주고 있다. 세 번째 리스

트는 Safe Level 리스트로 표 2의 단계 3으로 별된 CSD

를 보여 주고 있는데, Path, 도착 시간, N 값에 한 결과

가 모두 True로 별된 안 한 CSD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9에서는 복제가 확실하다고 별되는 단계 1과 복

제 가능성이 있다고 별되는 단계 2의 경우에 해당 

CSD가 단계 1과 2로 별된 이유에 해서도 함께 보이

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화면에서 즉각 으로 CSD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한 단계 1과 2의 리스트

에 올라와 있는 CSD들의 상태에 해서만 바로 체크해 

보면 되기 때문에 복제된 CSD에 해 즉각 으로 처

할 수 있다. 를 들면, 그림 8의 리스트에서 세 번째에 

치했던 ID가 WA2325W2S3인 CSD는 그림 9의 

Dangerous Level 리스트에서 첫 번째에 치해 있는데, 

그림 8에서는 해당 CSD가 잘못된 경로를 통해 이동 

인 것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림 9에서는 해

당 CSD를 Dangerous Level 의 리스트에서 바로 확인함으

로써 복제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CSD의  Path와 time의 복제 여부 확인 결과가 False

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서 빠르

게 처할 수 있다. 

그림 8의 리스트에서 다섯 번째에 치했던 ID가 

EW3215F3Z2는 그림 9의 Doubtful Level 리스트에서 첫 

번째에 치해 있는데, 그림 8에서는 CSD가 재 포인

트에 상 시간보다 빨리 도착한 것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림 9에서는 해당 CSD의 time의 복제 여

부 확인 결과가 False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

문에 이에 해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8와 그

림 9을 비교해 보면 같은 데이터에 해서 그림 8는 사

용자에게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

용자는 CSD의 상태를 정확하게 단할 수가 없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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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9는 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해 복제 여부를 확인

하고 이에 한 결과를 복제 여부 단계별로 나눠서 사용

자에게 보여 으로써 사용자가 복제되거나 의심이 가

는 CSD를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 다. 한, 사용자

에게 보다 정확한 CSD의 상태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

에 사용자는 더 정확한 CSD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즉, 사

용자는 CSD의 상태를 빠르고 쉽게 확인해서 해당 CSD

의 상태를 직  확인하고 복제된 CSD를 빠르게 폐기 처

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 하게 CSD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3. 로토콜 동작 검증

만약 공격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동 인 CSD에 

장되어 있는 N과 t 값, 이  포인트 ID를 알아낸다고 가

정할 경우, 공격자는 얻어낸 값들을 이용해 정상 인 

CSD처럼 복제할 수 있다. 공격자는 복제된 CSD를 사용

하여 제안한 복제 탐지 메커니즘을 통과하기 해서 복

제 여부 확인 로토콜의 세 가지 방법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CSD는 N과 t 값, 이  포인트 ID 외에 복제 여부 

확인 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다른 데이터를 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는 제안한 복제 탐지 메커니즘

을 통과할 수가 없다. 만약 공격자가 제안한 복제 탐지 

메커니즘을 통과하려면 다음과 같이 많은 데이터를 미

리 알고 있어야 한다. 공격자는 복제 여부 확인 로토콜

의 첫 번째 방법인 이동 경로 기반 복제 여부 확인 방법

을 통과하기 해서 해당 CSD의 화물주 ID를 알고 있어

야 하며, 화물주가 DCP에 장한 CSD의 이동 경로와 다

음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이동 경로 기반 복제 여부 확인 

방법을 통과할 수 있다. 

공격자는 복제 여부 확인 로토콜의 두 번째 방법인 

상 시간 기반 복제 여부 확인 방법을 통과하기 해서 

해당 CSD의 이동 상 시간 범 와 이  포인트에서 출

발한 시간을 알고 있어야 하며, 상 시간 범  안에 다

음 포인트에 도착을 해야 상 시간 기반 복제 여부 확인 

방법을 통과할 수 있다. 공격자는 복제 여부 확인 로토

콜의 세 번째 방법인 N 값 기반 복제 여부 확인 방법을 통

과하기 해서 해당 CSD의 N 값을 얻어낸 순간의 N 값

이 몇 번의 해쉬 함수를 취한 값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

며, t 시간마다 계속 으로 N 값에 해쉬 함수를 취해 N 

값을 갱신해야 다음 포인트에 도착해서 N 값 기반 복제 

여부 확인 방법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복제 

탐지 메커니즘은 사용자가 미리 정해 놓은 정책에 따라 

다각 인 방면에서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공격

자가 쉽게 공격에 성공할 수가 없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SD의 복제 공격에 해 정책 으로 

복제된 CSD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책 기반 복제 탐지 메

커니즘을 제안하고 있다. 복제된 CSD를 탐지하기 해

서 화물주가 CSD의 이동 경로를 장하고 DCP에서는 

장된 경로를 통해 각 포인트 간의 상 시간을 계산해

서 장하게 했으며, 특정한 값을 사용하여 이 값이 컨테

이 가 이동하는 동안 일정시간마다 갱신되도록 하

다. DCP는 이 게 장된 값들을 사용하여 CSD가 각 포

인트에 도착할 때마다 CSD의 이동 경로, 이동 시간, 갱

신된 값을 확인하여 CSD의 복제 여부를 확인한 뒤 미리 

정해둔 정책에 따라 복제 여부를 단하게 함으로써 

DCP가 스스로 복제된 CSD를 탐지하여 사용자에게 알

리도록 하 다. 제안한 메커니즘을 검증하기 해 시뮬

이션 로그램을 구 하여 상되는 시나리오 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메커니즘을 용시켜서 메커니즘이 

용되지 않은 일반 인 경우와 비교해 으로써 본 제

안 로토콜의 동작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복제 탐지 메커니즘에 해 시뮬 이션을 통

한 실험만을 진행하 지만 향후 실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며 더욱 다양한 복제 시나리오에 한 

응 연구도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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