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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단말기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통신 기능을 결합한 모바일 RFID는 객체에 대한 정보 확

인 및 관련 응용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모바일 RFID는 기존 RFID와 마찬가지로 보안 기능이 취약

해 많은 보안적 위협에 노출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에 참여하는 각 요소들이 생성한 임의의 난수와 대칭키 암

호화 알고리즘 OTP(One time Password)를 이용하여 보다 강력한 보안성을 갖는 상호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
안한 프로토콜은 매 인증시 메시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 프로토콜과 비교하여 스푸핑 공격 및 재전송 공격 등에 

안전하다.

ABSTRACT

Mobile RFID system, that consists of the existing RFID reader mounted on the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is able to provide the users a variety of services and convenience. But security of mobile RFID system is too weak like 
the existing RFID system.  In this paper, the mobile RFID mutual authentication protocol with high level of security is 
proposed to overcome the troubles such as cryptographic protocols in the existing RFID system responding with the 
same value in every authentication procedure and the exposure in the exchange of messages. The proposed protocol 
exchanges messages  unexposed by using the random numbers generated in the mutual authentication between the tag 
and the reader and making numbers coded with the symmetric key. Besides, the protocol uses the mutual 
authentication utilizing OTP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der embedded in mobile devices in the mutual 
authentication process between the reader and the server.  Because changed message in every authentication, which 
produces safe from spoofing attacks and replay attacks, etc. 

키워드 : Mobile RFID, RFID, 상호인증,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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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비쿼터스 환경이 세상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는 가운데 무선통신 기술을 사용

한 RFID는 이미 국가 전반에 걸쳐 정부, 기업, 학계를 

통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 

및 적용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다. 더욱이 초기에 적용

된 분야를 넘어서 유통, 물류, 의료, 자동차, 농·축산, 군
사 그리고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적용분야가 확대되

고 있으며, 서비스업 전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핵심적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1]. 
RFID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비롯한 PDA 

및 태블릿 PC 등 모바일 단말기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 및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현대 정

보 사회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 RFID 기술은 모바일 단말기와 RFID 통신 기

능을 결합함으로써 관심 있는 객체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 및 관련 응용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는 기술이다.  
구체적으로는 RFID 통신,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

라, 그리고 정보처리 기술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대표적인  IT융합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 RFID 서비스 환경에서는 사물단위의 정보화

가 이루어져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이 가능해 질 

것이지만, 현재의 모바일 RFID 기술은 기존 RFID 기술

과 마찬가지로 보안 기능이 매우 취약해 태그(Tag)의 

변조, 위장 리더,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수많은 위협에 노

출되어 있다. 또한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사용자가 제품의 정보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얻는 것

이며, 보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안전한 

제공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이다. 
모바일 RFID는 특성상 태그와 리더(Reader), 서버

(Server)가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기 때

문에 각종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안전한 데이터 교환을 

위하여 무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RFID의 제한적

인 환경에 적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통신 요소들이 생성한 임의의 난수

와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OTP를 이용하여 보다 강

력한 보안성을 갖는 상호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Ⅱ. 모바일 RFID 시스템

모바일 RFID 시스템은 모바일 휴대 단말기에 RIFD 
태그를 인식 할 수 있는 리더를 내장하거나 장착한 것

을 말하며, 모바일 단말기를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

나 RFID 태그가 부착된 물품의 RFID 식별코드를 획득

할 수 있는 기술이다[2].

그림 1. 모바일 RFID 시스템

Fig. 1 Mobile RFID System

모바일 RFID 시스템은 식별코드를 가지고 있는 태

그, 휴대용 단말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리더, 그리고 

리더로부터 전송 받아 태그의 정보를 처리하는 응용서

비스를 갖춘 서버로 구성된다. RFID 시스템은 기존 바

코드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원거리에서 직접적인 접촉 

없이 동작 할 수 있으며 시야가림 상태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빠른 판독 속도는 동

시에 많은 상품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태그별 고유번

호를 통한 인식으로 많은 개체들 속에서도 원하는 개체

의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모바일 RFID는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

송한다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나 보안에 대해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한 취

약점들은 개인이나 기업의 심각한 보안 문제를 발생시

킨다. 또한 RFID 시스템에서 태그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도 어떤 시스템과 결합 하느냐에 따라 개

인정보와 연계될 수 있는 점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가

능성이 제기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 RFID 시
스템에서 태그와 리더 사이의 무선통신을 이용한 데이터 

교환에 있었으며, 모바일 RFID 시스템에서는 리더의 특

성상 태그와 리더, 서버의 데이터 교환이 모두 무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신에 참여하는 모든 요소들이 

정당한 사용자에 의한 것인지 검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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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연구

3.1. 기존 RFID 시스템 보호 기법

기존의 RIFD 시스템의 보호 기법으로는 물리적 

보호 기법과 암호학적 인증 기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물리적 보호 기법으로는 태그의 기능을 정지시켜버리

는 Kill 태그[3] 기법, 태그 자체에 그물(Cage)이나 박막

을 입혀 무선주파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Faraday 
Cage 기법, 방해 신호 발생장치를 이용한 Active 
Jamming 기법[4] 등이 있다. 암호학적 인증 기법으로는 

공개키, 대칭키,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각 노드간 통신 

과정에서 노출되는 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악의적인 

공격자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시기반 

인증기법에는 해시락, 변형된 해시락, 해시체인, 해시

기반 ID 변형 기법 등이 있으며, 대칭키 기반 인증기법

으로 Feldhofer의 프로토콜[5], Gen2기반 경량화 프로

토콜에는 Duc의 프로토콜[6]과 Chien-Chen의 프로토

콜[7] 등이 있다.

3.1.1. Feldhofer의 프로토콜

M. Feldhofer은 32비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인 AES 
를 RFID에 적합하면서 효율적인 저전력 AES로 설계하

고 안전한 상호 인증을 위한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그림 2. Feldhofer‘s 프로토콜의 3-way 인증 방식

Fig. 2 3-way authentication method of Feldhofer's Protocol

Feldhofer의 프로토콜은 태그와 리더간 통신 메시지

를 AES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기법으로 해시함수나 공개키 기반의 큰 문제

인 게이트 제약사항을 해결하였다. 또한 태그와 리더가 

서로 공유한 비밀키에 의해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서버

의 동작 없이 상호 인증을 수행한다.
각종 공격에 대해서는 태그와 리더간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태그와 리더가 각각 난수를 사용하며, 이를 비

밀키 K를 이용하여 암호화 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도청

공격과 재전송 공격에 안전하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

에서 리더가 태그에게 전송하는 메시지 RNr은 아무런 

암호화과정 없이 전송되므로 공격자는 이를 통해 재전

송공격을 시도 할 수 있다. 공격자는 첫 번째 단계에서 

리더가 태그에게  RNr을 도청하여 이를 정당한 리더로 

위장하여 태그에게 RNr을 전송, 태그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암호문의 분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단계에서 RNr

을 주고받으며 리더에서 태그를 인증하지만 공격자가 

특정 태그에 대하여 일정한 메시지를 계속 전송하게 된

다면 태그의 메시지가 암호화 되어 있더라도 같은 메시

지를 계속 전송하므로 위치 추적 공격에 취약하다.

3.1.2.  Duc의 프로토콜

Duc은 Gen2에서 제공하는 PRNG 함수와 CRC만을 

사용하여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동기화 기반의 프로토

콜을 제안하였다. 태그와 서버는 동일한 PRNG 함수를 

사용하여 세션키를 생성하게 된다.
Duc 프로토콜은 EPC Class-1 Gen 2에서 제공하는 

PRNG와 오류검사 함수인 CRC만을 사용하여 상호인

증을 하는 기법이다. 리더의 Query 요청에 대한 응답으

로 태그 난수 r을 생성하여 도청공격에 의한 프라이버

시를 방지한다. 또한 통신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검사

를 위해 해시함수를 대신하여 CRC를 사용한다.
메시지 M1, M2를 전송함에 있어서 세션키 Ki를 사용

하여 XOR 연산을 하기 때문에 CRC 함수의 일방향성 

약점을 해결하고 도청을 방지한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

의 “End Session” 명령어를 획득하여 서버와 태그에게 

재전송공격을 시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리더로 위

장하여 서버와 태그에게 스푸핑 공격을 시도 할 수 있

다. 태그와 서버에서 사용되는 비밀 정보인 EPC, PIN 
키 값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루어졌던 통

신들에 대한 정보 역시 노출 가능성이 있다. 공격자가 

태그의 현재 정보 M1, M2, r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

용하여 이전 정보 EPC, PIN, Ki의 획득이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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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경로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법에서는 전

방향 안전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림 3. duc의 프로토콜

Fig. 3 duc's Protocol

마지막 단계의 “End Session” 명령어는 세션에서의 

동기화를 유지하기 위해 태그와 서버의 세션키를 업데

이트하여 동일한 세션키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서비

스 거부공격을 시도한다면, 태그와 서버 간에 비동기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증이 실패한다.
 

3.1.3. Chien-Chen의 프로토콜

Duc가 제안한 기법들을 향상 시킨 Gen2 기반에서 보

다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으로 서비스 거부 공격

을 통한 비 동기화 문제를 개선하였다. Chien-Chen의 

프로토콜은 Duc의 프로토콜과 같이 PRNG와 CRC를 

통해 상호 인증을 수행하며 서버는 태그와 상호인증을 

위한 많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다.
Chien-Chen의 프로토콜은 Duc의 프로토콜을 개선

하여 각각 Kold, Knew 2개의 인증키와 접근키를 사용한

다. Knew는 현재의 갱신된 키로서 태그를 인증하는데 사

용하지만 비동기화 문제로 인증이 실패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Kold를 사용한다. 따라서 두 개의 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통한 비동기화 문제를 방지한다. 하지만 

비동기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

며, 효율적인 측면에서 서버는 특정 태그를 인증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모든 태그에 대

하여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오버헤드로 인해서 

비효율적이다.
Chien-Chen의 프로토콜에서 메시지 M1, M2는 세션

키 Ki와의 XOR 연산을 하기 때문에 CRC 함수의 값이 

숨겨져 있어 도청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공격자는 i
번째 세션에서 메모리에 저장된 Ki, Pi, ECPx 값을 알아

낼 경우, 이전 i번째 세션에서 1, 2단계에서 도청한 M1, 
NR, NT값들과 함께 M1⊕CRC(EPCx║NR║NT)을 계산

하여 인증키 Ki를 알 수 있다. 또한 NR, NT값을 획득한

다면, 새로운 태그를 통해 거짓 M1을 생성하여 재전송

공격을 시도 할 수 있다.

그림 4. Chien-Chen의 프로토콜

Fig. 4 Chien-Chen‘s Protocol

재전송공격과 마찬가지로 인증키 Ki와 NR, NT값을 

통해 정당한 태그인 것처럼 위장하여 스푸핑 공격을 시

도할 수 있다. Chien-Chen의 프로토콜은 1, 2, 4 단계에

서 메시지는 태그와 리더에서 생성한 난수 NT, NR로 인

해 태그 및 리더의 출력 값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기본

적으로 위치 추적에 안전하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공

격자가 Ki-PRNG(Ki-1)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결과 i번째 

세션의 인증키와 이전 i번째 세션의 인증키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전방향 안정성을 만족하지 못하며 

위치추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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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하는 프로토콜

본 장에서는 기존의 RFID 시스템을 분석한 취약점

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

인 기법을 프로토콜로 제안한다. 대칭키 암호화를 이용

하여 메시지의 직접 노출을 막고, 난수를 사용하여 매 

세션 다른 값을 사용하였다.

표 1. 용어 정리

Table. 1 Term List

용어 내용

QueryT  태그 응답 요청 질의

RR  리더에서 생성한 임의의 난수

TagID  태그 고유의 ID
SK  대칭키

PRNG  난수 발생기

CRC  CRC 전송코드

ESK(*)  대칭키를 이용한 암호화 연산

DSK(*)  대칭키를 이용한 복호화 연산

⊕  eXclusive OR
∥  연접 연산자

RR은 64bit로 리더에서 생성성한 임의의 난수이며, 
TagID는 RFID 태그의 고유의 식별 값으로 서버의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 태그 ID를 의미한다. 태그와 리더는 

64bit의 동일한 CRC 발생코드를 생성하며, OTP는 S/ 
KEY 알고리즘[8]을 사용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다

음과 같은 전제조건과 가정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① 태그는 리더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수동형 태그이다.
② 태그와 리더는 난수를 생성할 수 있는 난수 발생기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CRC 발생코드를 사용한다.
③태그와 리더, 서버는 AES 암호화 알고리즘 연산이 

가능하며, 사전에 대칭키 SK를 안전한 방법으로 공

유하고 있다.
④ 리더와 서버는 S/KEY 알고리즘의 연산이 가능하다.

4.1. 태그-리더 인증 과정

Step 1에서는 초기 질의 단계로 리더가 태그에게 

QueryT, M1을 전송한다. 이 때 M1은 리더에서 생성한 

임의의 난수 RR에 CRC발생코드를 연접한 메시지를 대

칭키 암호화하였다. 태그와 리더는 무선으로 서로 메시

지를 교환하기 때문에 난수 RR를 직접 전송하지 않고 

대칭키 암호화 하여 전송함으로써 도청공격으로부터 

노출을 방지할 수 있고, 매 인증 요청 시 랜덤한 값을 갖

기 때문에 완전 암호계 판정법을 만족한다.
Step 2에서 태그는 리더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 M1

을 복호화 하여 RR∥CRC를 획득하고, CRC 발생코드

로 나눠 획득한 메시지가 정당한 리더로부터 전송된 것

인지 판별한다.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세션이 종료되며, 
나머지가 0이면 태그는 리더를 인증한다. 리더를 인증

한 태그는 자신의 고유 식별 정보인 TagID와 리더로부

터 전달받은 RR을 XOR 하고 CRC 발생코드와 연접하

여 대칭키 암호화한 메시지 M2를 리더로 전송한다.
Step 3에서 리더는 태그로부터 전송 받은 메시지 M2

를 복호화 하여 TagID⊕RR∥CRC를 획득하고, TagID
⊕RR을 CRC 발생코드로 나눠 획득한 메시지가 정당한 

태그로부터 전송된 것인지 판별한다. 나머지가 0이 아

니면 세션이 종료되며, 나머지가 0이면 리더는 태그를 

인증한다. 리더가 태그를 인증함으로써 리더와 태그는 

상호인증이 이루어진다.

그림 5. 태그 리더간 인증 과정

Fig. 5 Authentication Process between Tag and Reader

그림 5는 제안하는 프로토콜의 태그 리더간 상호 인

증 과정이며 Step 1부터 Step 3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것

이다. Step 2의 과정을 통해 태그는 리더를 정당한 사용

자인지 CRC 발생코드를 이용하여 판별하고, CRC 판별 

코드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인증이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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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종료된다. Step 3의 과정에서는 리더가 동일한 방식

으로 태그를 정당한 태그인지 판별한다. 교환되는 메시

지는 각각 리더에서 임의로 생성한 난수를 포함하고 있

어 불구분성을 만족하고, 대칭키 암호화 되어있어 기밀

성을 만족한다. 또한 CRC 발생코드를 이용하여 리더의 

난수를 판별하기 때문에 전송되는 메시지의 무결성을 

만족한다.

4.2. 리더-서버 인증과정

리더 서버간 인증과정은 리더가 모바일 기능을 갖춘 

단말의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사용자 인증을 위한 OTP 
시스템은 S/KEY 방식을 기반으로 구현 한다.

그림 6. 리더 서버간 인증 과정

Fig. 6 Authentication Process between Reader and Server

Step 4에서 태그와 상호인증을 마친 리더는 모바일

단말의 고유 식별정보인 PIN을 암호화한 메시지 M3를 

서버에게 전송한다.
Step 5에서 서버는 리더로부터 전송받은 메시지 M3

를 복호화 하여 PIN을 획득하고, PIN에 해당하는 n과 

seed 값을 암호화 하여 M4로 하는 메시지를 리더에게 

전송한다. 또한 n과 seed 값을 자신의 시스템에 저장하

고, Xn-1값을 계산한다.
Step 6에서 리더는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M4를 복호

화하여 n과 seed값을 획득하고,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

로 새로운 OTP 번호 Xn을 산출한다. 리더는 Xn과 

TagID를 서버에게 암호화 하여 전송한다.
Step 7에서 서버는 리더로부터 전송받은 메시지 M5

를 복호화 하여 Xn, TagID을 획득하고, 획득한 Xn을 단

방향 해시 함수에 n-1번 수행한 값과, 다섯 번째 단계에

서 수행한 값과 비교하여 일치하면 인증하여 태그의 정

보를 검색해 리더에게 전달한다.
그림 6은 제안하는 프로토콜의 리더 서버간 인증 과

정이며, S/KEY방식을 이용한 OTP 인증 과정을 통해 

리더와 서버가 상호 인증한다. 인증을 마치면 서버는 

Step 6에서 전달받은 TagID를 통해 리더에게 태그의 정

보를 전송한다.

Ⅴ. 안전성 분석

제안한 프로토콜의 보안 요구사항과 공격유형에 대

한 안전성을 분석하고, 기존에 연구되었던 기법들과 제

안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비교 분석한다.

5.1.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5.1.1. 기밀성과 무결성

인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 구성요소들 간 

전달되는 어떠한 메시지라도 도청되어 이용되지 않도

록 암호화 및 직접노출을 피해야 한다. 제안하는 프로

토콜의 경우 전송되는 메시지가 난수로 이루어져 있으

며, 또한 대칭키 암호화하여 직접노출을 피하였다. 만
약 공격자가 메시지를 도청하더라도 대칭키로 암호화 

되어있고, 다수의 세션을 도청 및 수집하여 복호화했다 

하더라도 난수의 값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정보로 기밀

성이 유지된다. 또한 리더 서버간 인증과정에서는 OTP
를 이용하여 인증하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
신이 가지고 있는것의 이중 인증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기밀성이 유지된다.

5.1.2. 익명성과 불구분성

태그가 리더에게 송신하는 유일한 식별 정보가 매 인

증 요청마다 동일하거나 예측 가능해서는 안 되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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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ID가 노출되지 않더라도 태그를 구별할 수 있는 정

보를 얻게 되면 위치추적의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 제
안하는 프로토콜의 경우 태그는 태그 고유 식별 정보인 

TagID를 대칭키 암호화 하여 리더에게 전송한다. 이때 

상호 인증에 사용되었던 메시지는 리더가 생성한 임의

의 난수 RR을 XOR 한 값으로 메시지를 암호화하기 때

문에 매 인증 요청 시 리더는 새로운 임의의 난수를 생

성하고 TagID ⊕ RR 의 값도 항상 새로운 값으로 전송

되어 익명성 및 불구분성을 만족한다.

5.1.3. 전방향 안전성

태그가 리더, 서버에서 전송하는 유일한 식별 정보, 
메시지를 도청하여 이전에 전송했던 정보를 이용해 태

그를 추적할 수 없어야 한다. 태그가 리더에 제공되는 

응답이 예측 가능한 경우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 제안

하는 프로토콜의 경우 태그가 제공하는 메시지는 

ESK((TagID ⊕ RR)∥CRC)이므로 난수를 포함하고 있

고, 매 인증 마다 다른 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도청 공격

으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태그의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 

5.1.4. 상호인증

RFID 시스템에서 통신 요소들 간의 상호인증을 거

치지 않으면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이 공격

자에게 쉽게 노출되고 위·변조가 될 수 있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상호 인증을 위해 리더가 생성한 난수를 대

칭키 암호화한 메시지를 전송한다. 전송받은 메시지를 

사전에 안전하게 공유한 키 값으로 복호화하고 또한 복

호화한 임의의 난수 값을 CRC 순환중복검사하여 정당

한 사용자로부터 전달 받았음을 알 수 있다.

5.2. 공격 유형에 대한 분석

5.2.1. 스푸핑 공격

공격자의 태그나 리더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속여 거

짓 정보로 응답하고, 인증을 통과하는 공격법이다. 상
호 인증을 하지 않고 메시지 정보를 전달할 경우, 스푸

핑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제안한 프로토콜은 대칭키 

암호화된 메시지 정보를 가지고 인증을 참여하기 때문

에 공격자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 할 수 없어 상

호 인증 과정에서 비 정상 종료된다. 

5.2.2. 도청공격 

모바일 RFID 시스템에서 메시지 교환은 무선 채널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격자에게 도청공격을 받

을 수 있다. 제안한 프로토콜은 기밀성 및 무결성의 보

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난수를 사용하고, 대칭키 암호

화한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비밀키가 없는 공격자

는 해독할 수 없다. 

5.2.3. 재전송 공격

재전송 공격은 무선 채널상 메시지를 도청공격으로 

획득하여 이후 정당한 태그나 리더에게 획득한 메시지

를 다시 전송하여 인증과정을 통과하고 태그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안한 프로토콜의 경우 상호 

인증과정에서 매 세션 마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생성

한 난수가 포함되어있어 재전송 공격에 안전하다.

5.2.4. 위치추적 공격

위치 추적은 공격자가 태그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여 

동일한 응답 값이 전송되는 것을 이용한 공격법이다. 
이는 태그의 응답 값을 매 세션마다 다른 값으로 전송

하여 방어 할 수 있다. 공격자의 리더가 태그에게 식별

정도 요청 질의를 보내더라도 태그는 항상 자신이 생성

한 임의의 난수를 대칭키 암호화 하여 보내기 때문에 

매 인증 시 동일한 응답 값이 전송되지 않아 위치추적 

공격에 안전하다. 

표 2. 안전성 분석

Table. 2 Safety analysis

구분 Feldhofer duc chien-chen 제안
프로토콜

기밀성 ○ ○ ○ ○

불구분성 × × × ○

전방향안전성 × × × ○

상호인증 ○ ○ ○ ○

스푸핑공격 × × × ○

도청공격 ○ ○ ○ ○

재전송공격 × × × ○

위치추적공격 × × × ○

○ : 안전, × :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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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기존 RFID 기술이 주로 기업간 비즈니스 영역에서 

유통 및 물류 개선을 위해 사물 식별 및 데이터 수집 효

율화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 RFID 기술은 일반 

개인 사용자의 영역으로 그 활용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RFID 시스템의 핵심은 무선통신으로 이루어

진 각 요소들 사이의 데이터 교환이며,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안전한 데이터 교

환을 위하여 무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

콜을 적용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저

가의 수동형 태그의 제한적인 환경에 적용하기 힘든 것

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RFID 시스템에서 

연구되었던 암호학적 프로토콜들이 매 인증 시 동일한 

값으로 응답하는 것과 메시지 교환 시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높은 보안성을 갖는 모바일 RFID 
상호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프로토콜은 태그와 리더간 상호 인증 시 리더

가 생성한 임의의 난수를 사용하고 대칭키로 암호화하

여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진다. 
또한 리더 서버간 상호 인증 시 모바일 단말에 내장된 

리더의 특성을 고려하여 OTP를 활용한 상호 인증 방식

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제안한 프

로토콜은 임의의 난수와 OTP가 활용되어 매 인증 마다 

메시지가 변경되어 스푸핑 공격, 재전송공격 및 위치 

추적 및 트래픽 분석 공격 등에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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