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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음은 요약문 입니다. 여러 종류의 무선 통신망들에 한 통합화된 서비스에 한 수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

한 요구는 기존의 유선망과 무선 통신망의 통합 배치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각각의 무선 통신망들은 기존이 

망들에 비해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방형 무선 통심 환경 하에서의 주요한 문제 의 하나가 보안성에 련

된 문제이다. 개방형 환경 하에서 통합된 환경의 보안성을 실 하기 해서는 실에서 실제 으로 용 가능한 통

합 보안 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을 분석하 다.   

ABSTRACT

The increasing demand of users for various wireless communication services  has lead to the development with uniting co-existence of 

different and wireless networks. Each one of the these wireless networks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as compared to other networks. An 

integrated security mechanism is one of the key issue in the open wireless network. To realize overall security mechanism in open wireless 

architecture, we should provide practical workable framework for the realization of the integrated security challenges. In this paper, we 

analysed integrated security platform and considerations based on the security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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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정보통신 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많은 통신 환

경이 변화되고 있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들은 유선망과 

무선망의 분할로 이루어지고 개별 통신망으로 구성되

어 발 하 다. 그러나 근래에는 유선망과 무선망 등이 

통합되는 단계로 융합되면서 기존의 유선망과 무선망

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는게 실이다. 다양한 종류의 특

성을 가진 무선 통신망을 한 사용자들의 요구로 인하

여 각각의 통신망들은 각각의 특징에 맞게 발 되고 있

다. 사용자의 에서 보면 기존의 통신망을 통합하여 

사용자 심의 무선통신 기반의 새로운 특징을 가진 통

신망 구조로 발 되고 있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무선 

 이동 통신의 특징을 실 하기 하여 개방형 기반의 

무선망 구조를 이용한 형태로 발 되고 있다. 이 게 구

성된 여러 종류의 무선 통신망을 하나의 형태의 개방형 

무선망으로 구성하기 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 들

이 많이 있다. 특히 무선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성에 따른 각각의 시스템을 리하기 한 리 기

법, 서비스의 품질, 무선망에서의 고유 문제인 취약성 문

제, 서로 다른 시스템의 상호 간의 보안성 연결 문제 등

이 아주 요한 요소로 잡고 있다 [1].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개방형 기반의 통합 무선 환경 망에서 요구

되는 통신망에서의 특징, 보안성 문제 등에 하여 살펴

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에서는 서론에 해서 알아보고 

2장에서는 련연구에 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시

스템 보안을 한 요구사항에 해서 살펴보고 4장에서

는 이종기기간의 시스템에서의 보안사항에 해서 기

술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련 연구 

일반 인으로 개방형 무선 통신망의 구조는 기존의 

셀룰라망, WLAN, 에드 혹망, 센서 네트워크 망 등으로 

구성되어 개별 으로 운 되고 있다. 일반 인 셀룰라

망은 기지국을 기 으로 하여 단말기까지 단일 홉 방식

의 로토콜을 사용한 구조의 네트워크이다.  이에 반해 

WLAN은 무선 사용자들을 억세스포인트를 사용하는 

단일 홉 기반의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무선랜은 유선이 

필요 없고 단말기의 재배치가 쉽고 이동 에도 통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네트워크의 구축이 

용이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선망을 매개

체로 사용하여 개방성에 따른 해킹  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상거래, 자 메일, 데이터 송과 같이 데이

터 보안의 요도가 높은 응용 시스템에서 보안성의 요

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일반 으로 에드홉 네트워크 

구조는 공개된 통신 환경 하에서 주로 사용되며, 네트워

크 리 차원에선 더욱더 복작한 환경을 제공 한다. 한 

센서 네트워크는 다  홉 구조의 통신망을 이루고 있으

며, 특정한 기능을 한 폐쇄 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네트워크 망이 형성되면 새로운 

센서 노드는 망에 연결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최

근에는 RFID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인식 시스템 혹은 특

정 정보를 인식 교환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

으나, 무선 통신망의 한계성으로 나타나는 보안상의 취

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까지 비약 인 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정보기

술에 기반한 디지털기술의 융복합화, 개인화로 인하여 

유무선 통신 기술을 통합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발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을 한 병원에서의 환자 찰을 한 시스템의 발

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 무선 

통신 채 을 통하여 환자와 의사간의 의료 진단을 한 

정보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표  

보안 메카니즘의 성능을 분석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

고 있다[2].  Ming Li는 그의 논문에서 헬스캐어 시스템

에서의 무선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무결성 문제를 체계

으로 분석 제시하 다 [3]. 한 Jelena는 IEEE 80.215.4 

환경하에서 EC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무선 센서네트

워크 환경하에서 헬스시스템에서의 보안 시스템을 설

계하 다 [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선 이동 

통신망에서의 설계 시 요구되는 보안사항에 해서 분

석하 다.  

Ⅲ. 시스템 보안을 한 요구사항

본 에서는 이러한 개별 인 네트워크에 용하기 

한 표  보안 알고리즘을 알아보기 에 무선 통신망

에서 사용되는 보안 메카니즘에 한 기 인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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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본다. 무선 통신망의 경우 유선망에 비해 보안 인 

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3.1. 보안 요구 사항

일반 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

을 충족하여야 한다[5]. 

1) 기 성(Confidentiality)

하나의 시스템과 각 노드 사이의 모든 통신이 공격자

에게 도청되더라도 어떠한 의미 있는 정보는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즉 공격자는 도청을 하더라도 어떠한 정보

를 얻을 수 없어야 한다. 일반 으로 이러한 기 성을 

하여 기존의 수학에 기 한 암호학 인 방법이 요구되

고 있으나 단말기 혹은 노드에서의 은 용량의 메모리, 

연산 능력, 면  등의 제한 인 리소스로 문제로 인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있어 다양한 새

로운 기법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2) 익명성(Anonymity)

공격자가 송신자와 단말기 간의 통신을 통해서 단말

기의 치를 추  혹은 감시할 수 없어야 하는 성질을 말

한다. 이러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하여 구별 불가능성

(Indistinguishability) 과 방향 안 성(Forward Secrecy) 

을 만족해야 한다. 구별 불가능성은 단말기에서 송되

는 정보를 통해서는 어떠한 태그로 부터의 정보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야 한다. 한 방향 안 성은 단말기의 

 데이터가 노출되더라도 이 의 데이터가 추 되지 

않아야 한다. 

3) 상호 인증(Mutual Authentication)

상호 인증은 송신단과  수신 단말기에서 서로 정당한 

객체임을 확인하는 차 과정을 말한다. 어느 한 방향이

라도 인증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공격자는 상자를 

통한 공격 등을 통하여 간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통하

여 조  변조가 가능하다. 

4) 가용성(Availability)

송신단의 시스템이 수신단 까지 통신을 하는 동안 

악의 인 코드를 통한 시스템의 사용을 제한 받는 경우

를 말한다. 이  가장 흔한 공격 방법이 서비스 부정 공

격이다. 

5) 무결성(Integrity)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자가 송신한 데이터가 수신

자가 수신하기 인 간 과정에서 데이터의 변조가 없

이 달되어야 한다.

일반 인 보안 기술은 보안 알고리즘  로토콜을 

실 하기 해서 요구되는 기술 인 내용을 수학 인 

요소로 분석하여 암호학 으로 검증을 하여야 한다. 다

음에서 기술하는 사항은 그 표 인 요구사항이다. 일

반 으로 암호학 인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암호  복

호화 과정을 이루는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키를 

통한 암호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칭키 암화화 시스

템의 경우, 암호화  복호화 과정에서 동일한 키를 사용

하며,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경우, 암복호화 과정에서 서

로 다른 키를 사용한다. 특히 암호화 키를 통하여 복호화 

키를 유추할 수 없는 단방향의 해쉬 메카니즘을 사용한

다. 이러한 해쉬 알고리즘은 디지털 서명, 난수 발생, 데

이터의 무결성을 해 사용된다. 

3.2. 제안되는 이종기기간의 보안 요구 사항 

다음의 (그림 1)은 이종기기간의 무선 이동통신망을 

통합한 망 구성도의 이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 통신

망에 한 보안 요구 사항  특징에 해서 분석하

다[6]. 

그림 1. 유무선 통합 환경 하에서의 시스템 구성도
Fig. 1 Topology of System under Unified with Wire 

and Wireless Surrou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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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셀룰라 네트워크의 보안

셀룰라망에서 사용되는 표 인 로서 3G UMTS

를 들 수 있는데, 각각의 서비스 역은 무선 근 

과 기지국 사이에서의 서비스 보안을 한 보안 메카니

즘을 필요로 하고, 사용자의 보안을 해서는 AAA 

(Authentication, Accounting, Authorization)에 의해서 생

성되는 인증기술을 사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인증 알고

리즘은 단일 라운드 교한 방식을 이용한 핸드쉐이킹 방

식을 사용한다. 

3.2.2. 무선랜 보안

무선랜 보안을 해서는 인증과 비 성을 한 역

으로 나 어진다. 일반 으로 IEEE802.11 표 안은 

WEP(Wired Equivalent Privacy)를 통하여 비 성을 제공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짧은 키와 기치 값의 충돌

로 인하여 보안성에 취약한 면을 가진다. 재는 IEEE에

서 802.11i 로토콜을 무선랜 보안의 표 으로 제정하

고 있으나 그 취약성으로 인하여 지속 인 향상된 알고

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로토콜은 인증과 키 

리에 국한되어 설명이 되어있어서 다른 공격에는 취

약한 상태이다.

3.2.3. 에드홉 네트워크망의 보안

에드 홉망은 기존의 유선  무선망과 같이 고정된 하

부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선 단말기로만 구성된 네

트워크이다. 이러한 망구조에서의 보안 인 메카니즘

은 에드 홉 망에서의 로토콜의 라우  동작을 한 보

안성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키 분배와 안 한 라우  

로토콜의 설계가 주된 문제가 된다. 특히 공개키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AODV(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 

로토콜을 사용하며, 개인 키 기반의 표 인 로토

콜은 SRP(Secure Routing Protocol)이다. 

3.2.4. 센서 네트워크 보안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센서 노드들이 서비스 역에 

배치된 후 자동 으로 Ad-hoc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

조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무선 Ad-hoc 네트워크는 많은 

로토콜과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를 센서 네

트워크에 그 로 용하기에는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무선, 이동성  분산화의 특성을 갖는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의 경량화로 인하여 에 지 장 용량, 

컴퓨  연산 능력  통신 능력 면에서 제한 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존의 네트

워크 환경에서 제공되었던 보안 기술들을 그 로 센서 

네트워크에 용하기에는 많은 문제 이 있음을 상

할 수 있다. 특히 무선 통신 환경 하에서의 키 설정, 통신 

기 성, 요 정보에 한 라이버시, DoS(Denial of 

Service)에 한 견고성, 보안 라우 , 물리 인 공격에 

한 응, 보안 그룹 리  침입탐지 등의 각각의 요

구 조건에 한 보안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3.2.5. RFID 보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는 물체의 인식

을 한 매개체로 사용함으로 인해 로토콜의 취약성

을 나타낸다. 로토콜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하여 기

존의 일반 인 연산 인 방법으로서 사용하기에는 태

그에서의 은 용량으로 인하여 기존의 방법이 사용되

기가 어렵다. 한 태그에서의 정보를 유출하기 한 

외부의 여러 가지의 공격에 한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

다. 이러한 보안 인 취약   으로부터 방어하기 

한 기술  발 이 진 되고 있으나, 암호학 인 측면

에서는 용량, 작은 메모리 역  제한 인 자원으

로 인하여 완 히 보안성을 구 하지 못하고 있다. 

재는 가의 RFID를 한 보안 기법을 내장한 설계가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기존의 방법인 단방향 해쉬 함

수를 사용한 기법들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가의 태그 

구 에 합하지 않다. 이러한 연구와는 상반된 개념으

로 태그에 해쉬 함수를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할 경우, 

태그의 용량 자원으로 인하여 고비도의 암호 알고리

즘을 구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RFID를 이용한 응용 

시스템의 경우, 연산 능력과 장 능력에 한 제한

인 요소로서 기존의 공개키 방식이나 칭키 방식의 암

호화 알고리즘을 용하기는 하지 않다. 재까지 

발표된 표 인 연구결과의 부분은 태그 내부에서

의 실질 인 칭키 암호 연산을 통한 보안 문제 해결로 

근하는 연구결과는 미약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을 주

로 연구하고 있다[7-9].

1) Full-fledged 방법 : 자여권과 같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암호학  방법인 단방향 해쉬함수 등

을 사용한 방법이나 하드웨어 인 구성 요소가 많이 

증가되는 단 을 가진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1352

2) 난수 발생 방법 : 태그에 단방향 해쉬함수를 사용하거

나 의사유도난수 발생기를 이용한 방법으로서 태그

에서의 용량 메모리를 고려할 때 실 인 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3)경량화 방법 : 의사난수 발생기, CRC(Cyclic redun- 

dancy code) 등을 사용하여 하드웨어 인 구성요소를 

이는 방법을 개선한 방법이다.

4) 경량화 방법 : XOR, AND, OR 과 같은 비트 연산을 

사용한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격의 RFID 시스

템에 용가능하나 보안상의 취약성을 가진다[10]. 

Ⅳ. 이기종간의 단말기간의 

보안 분석

4.1. 보안 요구 사항 

이기기종 통합 무선망에서 각각의 망구조에 합한 

통합 환경의 보안 인 구조에 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

은 사항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1) 송신단에서 목 지까지의 다  환경의 보안 메카니

즘이 구 되어야 한다.

2) 단일의 최 화된 보안 메카니즘의 문제 으로 인하

여 각 단계의 시스템에 한 다 의 보안 메카니즘이 

제공되어야 한다. 

3) 트랜스포트 층에서 각각의 보안성을 구 하기 상  

벨의 구 이 합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4) 이기종간에 서로 독립 인 상호 보안 인증 과정을 제

공해야 한다. 

5) 상  계층에서 여러 종류의 보안 메카니즘을 사용하

기 하여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   

4.2. 보안 요구 사항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 환경 하에서 각각

의 네트워크에 근하기 해 요구되는 보안 차 구간

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와 노드간의 인증을 한 차 

2) 센서 네트워트 환경 하에서의 Sink에 한 센서 디바

이스의 인증 차

3) 에드 홉 네트워크과 각각의 센서 네트워크 간의 인증 

차

4) 에드 홉 망과 무선랜 사이의 인증 과정 

5) 무선랜과 셀룰라 망과의 인증 차 

<표 1>은 일반 인 WSN(Wireless sensor network)과 

RFID 시스템과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6]. 

표 1. WSN과 RFID 시스템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WSNs and RFID systems

득징 WSN RFID

목
 부착된 물체의 조건에 한 

센서 라메터 인식

 태그가 장착된 

물체를 인식

구성 요소  센서 노드, 릴 이 노드, 싱크  태그, 리더

로토콜  지그비, WIFI  RFID 표

통신  멀티 홉  단일 홉

이동성  센서 노드는 정 임
 태그는 부착된 

물체에 의해 동 임

원  배터리 장착
 능동  혹은 태그에 

부착

로그램

가능
 로그램 가능  불가능 

가격  센서 노드가 고가
 리더는 고가,  

 태그는 가

배치  이동 혹은 고정  고정형

4.3. RFID 시스템에서의  요소 분석  

일반 인 RFID 시스템을 구 했을 경우 보안 인 취

약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은 재 많

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재까지 알고리즘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그 해결책

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주요 내용으

로는 물리  공격, 서비스 부인 공격, 조, 스푸핑, 릴

이 공격, 도청 등이 있다 [11-14].

Ⅴ. 결  론

최근에는 유선망과 무선망의 통합 환경으로 인하여 

유선망과 통신망의 구분이 없이 통합되는 구조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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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유선망에서 사용하

는 보안 알고리즘을 무선망에서 공통 으로 사용하기

에는 무선 환경 하에서의 통신망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근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이기종간의 통합 환경 하에서의 고려해야 하는 보안 

메카니즘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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