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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USN에서 노드 간 보안 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노드 간 상호 인증 및 암호키 분배를 

위한 프로토콜 규격을 정의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USN에서 노드 간 보안 통신을 위하여, 각 노드는 이웃한 노드들에 대하여 통신 접속 

권한을 판정하고, 통신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키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USN 응용 특성과 다양한 디바이스 특성으로 인하여, 각 환경에 적합하도록 필요

한 기능에 따라 보안 프로토콜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본 표준은 USN 시스템에 사용되는 센서 노드 간 상호 인증 및 키 분배를 통하여 보

안 세션을 수립하는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것으로, 한 노드가 이웃한 노드를 인지하고 보

안 통신 접속을 위한 과정을 시작하면, 공개키를 사용한 방식, 사전 대칭키 지정 방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두 노드가 공유하는 마스터키를 생성한 후, 마스터키로부터 통신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될 세션키를 생성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USN 기술은 사용되는 하드웨어 플랫폼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응용에 따른 요구 사항

들도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USN 기술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표준들이 아직 충분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USN 보안 기술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왔으나 실제 

산업계에는 초보적인 보안 기술들만이 적용되고 있다. 본 표준은 다양한 USN 플랫폼에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USN 노드 간 인증 및 키 분배 표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보안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 주도록 한다. 따라서 USN 개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시장에서도 관련 분

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조 표준(권고)  

 

4.1 국외표준(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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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Std 802.15.4-2006, "Wireless Medium Access Control (MAC) and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s for Low-Rate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WPANs)" 

- SECG, "SEC 1: Elliptic Curve Cryptography", 2000 

- SECG, "SEC 2: Recommended Elliptic Curve Domain Parameters", 2000 

 

4.2 국내표준  

해당사항 없음 

 

 

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표준(권고)과의 관련성  

 

IEEE 802.15.4-2006 규격은 USN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MAC 계층 규격으로, MAC 

계층에서의 통신 보안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서 보안 MAC 프레임의 구조

와 여기에 사용되는 보안키의 종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노드 간 인증과 보안키의 생성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본 표준에서는 IEEE 802.15.4-2006 규격에 적용

할 수 있는 노드 간 인증 및 키 분배 프로토콜을 규정한다. 

SECG(Standards for Efficient Cryptography Group)은 정보보호 산업계의 협회로서, 

효율적인 암호 기법의 적용과 다양한 컴퓨팅 플랫폼에서의 호환성을 제공하는 상업적 

표준을 개발한다. SECG의 SEC 1, SEC 2는 타원곡선을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에 대한 권고로, 본 표준의 공개키 암호 연산은 이를 따른다.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해당사항 없음 

 

 

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본 표준의 ‘지적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적합인증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제․개정내역 

제1판 2008.12.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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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o protect the security of USN communications, this standard defines the 

authentication and key distribution protocol between USN nodes. 

 

 

2.  The Summary of Contents  

 

To protect the security of USN communications, each node should authenticate 

neighbor nodes and generate keys to encrypt the communication. And also,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USN applications and devices require selective choice of the 

functions of security protocols to satisfy the requirements. 

When a node recognizes a neighbor node and starts the security protocol, it 

generates the master key from various methods such as public-key based or pre-

assigned methods. And then, they generate the session key from the master key. They 

encrypt the data communication with the session key. 

 

 

3. The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ere are various hardware platforms from different vendors and various application 

requirements in USN technology. It causes the lack of available standards in USN. 

Specially, various methods for USN security have been proposed, but the industry 

adopts only elementary security technologies. This standard provides selective USN 

node authentication and key distribution methods for various USN platforms, and 

satisfies various security requirements. So it minimizes the confusion of the early 

stages of USN development, reinvigorates various applications, and allows 

preoccupying the international market related USN security. 

 

 

4. The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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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Std 802.15.4-2006, "Wireless Medium Access Control (MAC) and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s for Low-Rate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WPANs)" 

- SECG, "SEC 1: Elliptic Curve Cryptography", 2000 

- SECG, "SEC 2: Recommended Elliptic Curve Domain Parameters", 2000 

 

4.2 Domestic Standards  

None 

 

5. The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  

 

IEEE Std 802.15.4-2006 is the representative MAC standard and it defines the MAC 

frame security. It only defines the structure of secure MAC frames and the sorts of 

encryption keys without the methods for authentication and key generation. This 

standard defines the authentication and key distribution protocol that is applicable to 

IEEE Std 802.15.4-2006. 

The Standards for Efficient Cryptography Group (SECG) is an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consortium. It develops commercial standards that facilitate the adoption of 

efficient cryptography and interoperability across a wide range of computing platforms. 

SEC 1 and SEC 2 of SECG are recommendations of the elliptic curve cryptography 

implementation. The public key based operations of this standard obey SEC 1 and 

SEC 2. 

 

5.2 Differences between Reference Standard(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None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related to the present document may have been declared to TTA.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IPRs, if any, is available on the TTA Website.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None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8.12.19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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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에서의 센서 노드 간 인증 및 키 분배 프로토콜 

USN Sensor Node Authentication and Key Distribution Protocol 

 

1. 개요  

 

USN에서도 기존 네트워크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 기능이 요구됨은 물론, USN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안 기능에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다. USN에 사용되는 노드들의 하드

웨어들은 주로 작은 메모리를 가지고 전력 사용에 제한을 가지고 있어, PKI와 같은 고급 

보안 기능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기존의 암호기술을 경량화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노드들이 공개된 장소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 보호가 불가

능한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노드 캡처에 의한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인

증 및 키 분배 프로토콜에 있어서도 USN 고유의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표준에서 USN 노드 간 보안 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노드 간 상호 인증 및 암호키 

분배를 위한 프로토콜 규격을 정의한다. USN 시스템은 보안 기능의 필요에 따라 본 규

격의 일부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표준은 USN 시스템에 사용되는 센서 노드 간 상호 인증 및 키 분배를 통하여 보

안 세션을 수립하는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본 프로토콜에 의한 보안 세션 수립과정은 두 

노드 사이에 공유되는 마스터키를 수립하는 과정, 수립된 마스터키로부터 통신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할 세션키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마스터키를 수립하

는 방법은 본 표준에서 제공하는 방식들 중 선택하거나, 별도로 지정된 방식일 수 있다. 

  본 표준은 USN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링크 계층을 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표준을 적용하는 USN 시스템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16 바이트의 키 크기를 사용하는 

대칭키 기반 프레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정의  

 

3.1. 용어 정의  

 

 가. 마스터키(Master Key) 

: 두 노드 간에 공유된 비밀키 정보로서 세션키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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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션키(Session Key)  

: 두 노드 간에 공유되는 16 바이트 크기의 대칭 암호키로서 데이터 링크 계층 프레임

의 암호화 및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 

 다. 노드 식별자 

: 하나의 USN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2 바이트 혹은 8 바이트 

크기의 주소 

 라. 인증서(Certificate)  

: 인증 기관의 개인키로 암호화되어 위조할 수 없게 만들어진 노드 식별자 및 공개키 

정보 

라. 요청 노드 

: 두 노드 간 상호 인증 및 키 교환을 맺기 위한 과정을 처음 요청하는 노드 

마. 응답 노드 

: 요청 노드와 상호 인증 및 키 교환을 수행하는 노드 

바. ECDH(Elliptic Curve Diffie-Hellman) 

타원 곡선 암호 알고리즘 기반 Diffie-Hellman 키 교환 프로토콜 

사.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 센서가 부착된 작은 컴퓨팅 디바이스인 센서 노드들 다수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서, 

온도, 소리, 진동, 압력 등 주변의 정보를 수집한다. 

 

4. 보안 프로토콜  

 

4.1. 프로토콜 개요 

 

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보안 프로토콜은 이웃한 두 노드가 서로를 인증하고 보안에 적

용할 키를 생성하는 과정을 규정한다. 프로토콜의 전체 과정은 보안세션을 요청하는 과

정, 두 노드가 마스터키를 수립하는 과정, 마스터키로부터 세션키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림 4-1은 요청 노드와 응답 노드의 보안 세션 수립과정이다. 보안세션을 요청하는 

과정은 요청 노드에서 응답 노드로 보안세션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이 메시지에 

마스터키를 수립 과정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후 지정된 마스터키 수립 과정에 

따라 두 노드 사이에 마스터키 수립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USN 응용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안 요구 사항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장비

의 성능 또한 다양하여, USN 시스템에 보안 기능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마스터키 생성 수립 과정들 중에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기능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마스터키를 수립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공개키를 사용

한 방식, 사전 대칭키 지정 방식에 따른 보안 세션 수립 과정을 4.2에서 기술한다. 

두 노드 사이에 공유되는 마스터키가 수립되면, 이로부터 도전응답 방식으로 세션키를 

수립한다. 또한 세션키가 수립되는 과정을 통하여 노드 간 인증이 보장되며, 세션키를 

수립함으로써 인증 및 키 분배 과정을 완료한다. 

마스터키 생성 이후의 세션키 수립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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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노드가 난수 발생기를 사용하여 세션키 SK와 난수 NA를 생성하고, 세션키 SK와 

난수 NA를 포함하는 세션키 요청 메시지를 응답 노드가 요청 노드와의 마스터키 MK를 

사용하여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암호화한 EMK(SK∥NA)를 요청 노드로 전송한다. 

요청 노드가 응답 노드로부터 세션키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다. 응답 노드와의 마스터

키 MK가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마스터키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응답 노드로 거

절 메시지를 전송한다. 

요청 노드에서 응답 노드와의 마스터키 MK가 수립되어 있다면, 응답 노드에서 수신한 

세션키 요청 메시지를 복호화하여 세션키 SK와 난수 NA를 추출한다. 

요청 노드가 난수 NB를 생성하고, 요청 노드의 브로드캐스트키 BKB와  (NA + 1) 값, 

난수 NB를 세션키 응답 메시지에 담아 마스터키 MK를 사용하여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암호화한 EMK(BKB∥(NA+1)∥NB)를 응답 노드로 전송한다. 

응답 노드가 요청 노드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복호화하여, 브로드캐스트키 BKB와 난

수 NA, 난수 NB를 획득하고, 응답 노드에서 생성한 난수 NA와 요청 노드로부터 수신한 

난수 NA 값을 비교하여 요청 노드를 인증한다. 만약 인증에 실패한다면, 거절 메시지를 

요청 노드로 전송한다. 

응답 노드가 응답 노드의 브로드캐스트키 BKA와 (NB + 1) 값을 세션키 확인 메시지에 

담아 마스터키 MK를 사용하여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암호화한 EMK(BKA∥(NB +1))를 요

청 노드로 전송한다. 이후 세션키 SK를 두 노드 사이의 메시지 암호화 키로 사용한다. 

요청 노드가 응답 노드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복호화하여, 브로드캐스트키 BKA와 난

수 NB를 획득하고, 요청 노드에서 생성한 난수 NB와 응답 노드로부터 수신한 난수 NB 

값을 비교하여 응답 노드를 인증한다. 인증에 성공한다면, 세션키 SK를 두 노드 사이의 

메시지 암호화 키로 사용한다. 만약 인증에 실패한다면, 거절 메시지를 응답 노드로 전

송한다.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12.0092 ４

요청노드(A) 응답노드(B)

EMK(SK||NA)

SK, NA 생성

EMK(BKB||(NA+1)||NB )

EMK(BKA||(NB+1))

NB 동일성 검증으로

노드 인증 및 세션키 수립

NB 생성

보안 세션 요청

NA 동일성 검증으로

노드 인증 및 세션키 수립

마스터키 생성

 
(그림 4-1) 보안 세션 수립 과정 

 

세션키는 주기적으로 혹은 응용의 요청에 의하여 갱신될 수 있다. 그 과정은 보안세션

을 요청하는 과정 이후, 마스터키 수립 과정 없이, 이미 생성된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세

션키 수립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한다 

수립된 세션키는 이후 메시지 암복호화에 사용된다. 4.3에서는 본 프로토콜에 사용되

는 메시지의 구조에 대하여 기술한다. 

 

4.2. 마스터키 수립 

 

마스터키를 수립하는 방법은 아래에 기술된 방식들 중 선택하거나 그 밖의 방식일 수 

있다. 

마스터키를 수립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공개키를 사용한 방식, 사전 대칭키 지정 방식

에 대하여 기술한다. 향후 다른 방식에 의한 마스터키 수립 방식들이 본 표준의 개정 혹

은 별도의 표준에 의하여 추가될 수 있다. 

 

4.2.1. 공개키를 사용한 방식 

 

요청 노드와 응답 노드의 마스터키를 수립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때, 공개키 연

산과정은 SECG SEC 1, SEC 2를 따른다. 

 

응답 노드가 요청 노드로 인증서 메시지 전송한다. 이때 인증서는 여러 프레임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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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어 전송될 수 있다. 

요청 노드가 응답 노드의 인증서를 모두 수신하면 요청 노드가 응답 노드로 인증서 메

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인증서는 여러 프레임으로 나뉘어 전송될 수 있다. 

각 노드에서 수신한 인증서에 포함된 인증 기관의 서명을 검증한다. 검증 과정이 성공

적이라면, ECDH 키 수립 절차에 따라 수신한 인증서의 공개키와 자신의 비밀키를 사용

하여 공유키 KAB를 생성한다. 각 노드는 SHA-1(KAB.x∥“0001”)의 상위 16 바이트를 마

스터키로 사용한다. KAB.x는 KAB의 x 좌표 값이다. 

요청 노드에서 마스터키 생성이 완료되면 마스터키 준비 완료 메시지를 응답 노드로 

전송한다. 

응답 노드에서 마스터키의 생성이 완료되고, 요청 노드로부터 마스터키 준비 완료 메

시지를 수신하였으면, 세션키 수립 과정을 시작한다. 

 

그림 4-2는 공개키를 사용한 마스터키의 생성 방식에 따른 보안 세션 수립 과정이다. 

 

요청노드(A) 응답노드(B)

EMK(SK||NA)

EMK(BKB||(NA+1)||NB )

EMK(BKA||(NB+1))

보안 세션 요청

인증서 검증
마스터키 MK 생성

첫번째 인증서 블럭

마지막 인증서 블럭

첫번째 인증서 블럭

마지막 인증서 블럭

마스터키 준비 완료

인증서 검증
마스터키 MK 생성

 

(그림 4-2) 공개키를 사용한 마스터키의 생성 방식에 따른 보안 세션 수립 과정 

 

4.2.2. 사전 대칭키 지정 방식 

 

사전 대칭키 지정 방식의 마스터키 생성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USN 내의 모든 노드

들은 16 바이트 크기의 비밀키 정보 K를 공유한다. 노드 A와 노드 B에 마스터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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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메시지 교환 없이, 노드 A의 식별자 IDA, 노드 B의 식별자 IDB, 그리고 K를 사용한 

연산 ((IDA⊕IDB)∥padding)⊕K 이다. 이 연산에서 각 바이트의 값을 0으로 하는 패딩

(padding)을 적용한다. 사전 대칭키 지정 방식에서는 보안세션 요청 메시지를 송수신한 

이후, 마스터키를 수립하기 위한 별도의 메시지 송수신 없이 그림 4-3과 같이 세션키 

수립과정을 수행한다. 

 

요청노드(A) 응답노드(B)

EMK(SK||NA)

EMK(BKB||(NA+1)||NB )

EMK(BKA||(NB+1))

마스터키 MK 생성
MK = ((IDA⊕IDB)
∥padding) ⊕ K

보안 세션 요청

마스터키 MK 생성
MK = ((IDA⊕IDB)
∥padding) ⊕ K

 

(그림 4-3) 사전 대칭키 지정에 의한 마스터키의 생성 방식에 따른 보안 세션 수립 과정 

 

단, 사전 대칭키 지정 방식의 경우에 모든 노드들이 비밀키 정보 K를 공유하므로, K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다른 모든 노드들의 마스터키가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전 

대칭키 지정 방식은 K의 유출 방지가 보장되거나, 요구되는 보안 강도가 낮은 환경에만 

적용할 수 있다. 

 

4.2.3. 그 밖의 방식 

 

공개키를 이용한 방식과 사전 대칭키 지정 방식 이외에 별도의 방식으로 마스터키를 

생성할 수 있다. 이때 노드 사이에 마스터키를 생성하기 위하여 메시지들이 사용된다면 

사용자 영역 메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4.3절 참조) 

생성된 마스터키는 두 노드가 동일한 값으로 공유하는 16 바이트 크기의 비밀키 정보

로서, 권한이 없는 자가 예측할 수 없는 값이어야 한다. 

 

4.3. 메시지 구조 

 

본 절에서는 키 수립을 위하여 노드 간 전송하는 메시지들의 구조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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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메시지 종류 

메시지 유형 식별값 암호화 키 설명 

보안세션 요청 메시지 1 - 이웃 노드 탐지를 위하여 보내는 요청 

인증서 블록 메시지 17 - 
노드 식별자, 공개키와 인증기관의 서명이

포함된 인증서 

마스트키 준비 완료 

 메시지 
18 - 

마스터키가 준비 완료되어 세션키 생성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음을 알림 

세션키 요청 메시지 33 마스터키 세션키 수립을 요청하는 메시지 

세션키 응답 메시지 34 마스터키 세션키 수립 요청에 대한 응답 메시지 

세션키 확인 메시지 35 마스터키 세션키 수립 완료를 확인하는 메시지 

거절 메시지 48 - 키 수립 과정에서 인증 실패 통보 

사용자 영역 메시지 65-127 - 
본 표준에 지정되지 않은 방식에 의한

마스터키 수립을 위해 사용되는 메시지 

 

4.3.1. 보안세션 요청 메시지 

 

주변에 이웃한 노드들을 검색하기 위하여 브로드캐스트하는 메시지로, 데이터 링크 계

층에서 목적지 주소는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된다. 

 

Octets: 1 1 

식별값 (1) 수립 방식 

 

마스터키 수립 방식은 아래 지정된 수립 방식에 따른다. 

 

<표 4-2> 수립 방식 

수립 방식 식별값 설명 

공개키를 사용한 방식 1  

사전 대칭키 지정 방식 2  

사용자 지정 방식 127 그 밖의 방식에 의해 마스터키를 수립하는 방식 

 

 

4.3.2. 인증서 블록 메시지 

 

인증서는 노드 식별자, 노드의 공개키, 식별자와 공개키에 대한 전자 서명이 순서대로 

포함된다. 인증서는 둘 이상의 데이터 링크 프레임으로 나뉘어 전송될 수 있으며, 각 프

레임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Octets: 1 1 1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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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값 (17) 일련번호 길이 인증서 

 

4.3.3. 마스터키 준비 완료 메시지 

 

요청 노드에서 공개키 연산 과정 수행을 완료하여 마스터키를 확보하였음을 응답 노드

로 알리는 메시지이다. 응답 노드에서 역시 마스터키를 확보하였고, 요청 노드로부터 마

스터키 준비 완료 메시지를 수신하면, 세션키 요청 메시지를 송신함으로써 세션키 수립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Octets: 1 

식별값 (18) 

 

 

4.3.4. 세션키 요청 메시지 

 

세션키와 난수값을 포함한 세션키 요청 메시지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마스터키로 

암호화 되어 전송된다. 

 

Octets: 1 16 4 

식별값 (33) 세션키 SK 난수 NA 

 

4.3.5. 세션키 응답 메시지 

 

브로드캐스트키, 1 증가한 세션키 요청 메시지의 난수 값, 응답 노드의 난수 값을 포

함하며,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마스터키로 암호화 되어 전송된다. 

 

Octets: 1 16 4 4 

식별값 (34) 브로드캐스트키 

BKB 

NA+1 난수 NB 

 

4.3.6. 세션키 확인 메시지 

 

브로드캐스트키, 1 증가한 세션키 응답 메시지의 난수 값을 포함하며, 데이터 링크 계

층에서 마스터키로 암호화 되어 전송된다. 

 

Octets: 1 16 4 

식별값 (35) 브로드캐스트키 BKA NB+1 

 

4.3.7. 거절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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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수립 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요청 메시지들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인증 실패로 거절

하는 경우 전송 되는 메시지이다. 그 밖의 이유로 보안 세션을 종료할 때에도 사용된다. 

거절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은 노드는 상호간의 인증 절차를 초기화한다. 

 

Octets: 1 1 

식별값 (48) 거절 사유 

 

<표 4-3> 거절 사유 

거절 사유 식별값 설명 

1 요청한 마스터키 수립 방식을 지원하지 않음 

2 인증서 검증 실패 

3 세션키 수립 과정에서의 난수 값 검증 실패 

4 메시지 수신 대기 시간 초과 

5 마스터키를 사용한 복호화 오류 

6 보안 세션 데이터 복호화 오류 

7 마스터키가 없음 

8 잘못된 세션키 응답 메시지 수신 

9 잘못된 세션키 확인 메시지 수신 

10 알 수 없는 메시지 수신 

11 다른 작업 처리 중으로 메시지를 처리 할 수 없음 

127 그 밖의 정의되지 않은 오류 

 

4.3.8. 사용자 영역 메시지 

 

본 표준에서 정의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마스터키를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65~127

의 식별값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사용하며, 그 메시지 구조는 본 표준에서 정의하지 않는

다.  

 

 

5. 프로토콜의 적용 

 

본 프로토콜을 IEEE 802.15.4 MAC 프레임에 적용함에 있어 IEEE 802.15.4-2006 

규격을 따르되, 추가되는 제한 사항이 있다. IEEE 802.15.4 MAC 프레임에 암호화가 

적용되면 그림 5-1 과 같이 Auxiliary Security Header 영역이 추가된다. Auxiliary 

Security Header 의 Security Control 영역에서 Key Identifier Mode 는 암호화 키가 어떤 

방식으로 추출되는지 지정하는 값이다. 이 값을 1 로 지정한다. Key Identifier 영역의 

길이가 1 이 되며, Key Identifier 의 식별값에 따라 사용되는 암호키는 표 5-1 과 같다.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12.0092 １０

Octets: 1 4 1
Security Control Frame Counter Key Identifier

Auxiliary Security
Header 구조

Octets: 2 1 0~20 0~14 variable(0~) variable 0~16 2

Frame 
Control

Sequce 
Number

Addressing 
Fields

Auxiliary 
Security 
Header

Nonpayload 
Fields

Secured 
Payload 
Fields

MIC FCS

MAC Header MAC Payload MAC 
Footer

Bit: 0-2 3-4 5-7
Security Level Key Identifier Mode Reserved

Security Control
Field 구조

 

(그림 5-1) IEEE 802.15.4 MAC 보안 프레임 구조 

 

<표 5-1> Key Identifier 에 따른 암호키 

거절 사유 식별값 설명 

1 송수신 노드 간의 세션키에 의한 암호화 

2 송수신 노드 간의 마스터키에 의한 암호화 

127 송신 노드의 브로드캐스트키에 의한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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