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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불법적인 외부 위

협으로부터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술

적, 관리적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보호를 위한 절차와 대책을 제공하기 위해 보안 지침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정의한다. 이를 위하여 본 표준은 USN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표준 구성 요소 및 분류 기준을 정의하고 무선 센서 네트워크 운용 시 

발생하는 취약점과 공격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안전한 구축 

및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관점에서 도출되는 일반적인 점검 지침

을 정의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USN 응용 서비스 개발 및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표준적인 접

근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개발 비용 및 시간 절감이 기대되며, 사용자

의 요구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USN 서비스 만족도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4. 참조 표준(권고) 

4.1 국외 표준(권고) 

  - 해당 사항 없음

4.2 국내 표준 

  - 해당 사항 없음

5. 참조 표준(권고)과의 비교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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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수 제․개정일 제․개정 내역

제1판 2010.12.23 제정

5.1 참조 표준(권고)과의 관련성

  - 해당 사항 없음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 해당 사항 없음

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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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적합 인증 관련사항

  - 해당 사항 없음

7.1 적합 인증 대상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7.2 시험 표준 제정 여부(해당 시험 표준번호) 

  - 해당 사항 없음

8. 표준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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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is Standard provides the technical and management guideline to protect user 

from malicious attack to obtain information in the wireless sensor network, to 

establish the secure network environment.

2.  The Summary of Contents

  This standard defines the guideline for the wireless sensor network protection. 

Therefore it classified the USN service based on the wireless sensor network, the 

components of it, and defined the criteria of the sensor network, including the 

weakness, malicious attacks of the wireless sensor network. and also suggested 

the technical and management guideline for establishing wireless secure sensor 

network.

3. The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We expect that this standard can be used in USN application service 

development and sensor network establishment providing standard approach. From 

that, the development, which meas that the development cost and time can be 

reduced and the user requirements can also be reflected. Accordingly, this 

standards can be expected to promote the USN service vitalizations and 

satisfaction.

4. The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None

4.2 Domestic Standards 

  -None

5. The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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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10.12.23 Established

5.1 The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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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The Objec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None

7.2 The Standards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None

8. The History of Standard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12.0149v

목   차

1. 개 요 ···········································································································································1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1

3. 용어 정의 ···································································································································1

4.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에 따른 취약점 및 보안 요구 사항 ·······································4

5. 센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 및 분류 기준 별 공격 유형에 따른 보안 요구 사항 ··· 10

6. 센서 네트워크 보안 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및 지침 ···················································11

7. 보안 점검 항목 활용 방법(예) ····························································································28

부록 I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에 따른 보안 요구 사항 ··················································31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12.0149vi

Contents

1. Introduction ·······························································································································1

2. Constitution and Scope ········································································································1

3. Terms and Definitions ···········································································································1

4. Weakness and security requirements based on sensor network classification · 5

5. Security requirements according to sensor network classification and attack 

patterns - by Sensor network components ········································································7

6. Inspection list and guideline for sensor network security management ··············7

7. Security inspection list vitalizations plan ········································································9

Appendix I Security requirement by sensor network classification ···························12

Appendix II Security inspection list by sensor network components ·······················44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12.0149- 1 -

무선 센서 네트워크 보안 관리 지침

The Guideline of The Wireless Sensor Network Security 

Managements

1. 개요

본 표준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통한 안전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한 사용 환경 

구축과 이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안 관리 지침을 정의한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표준은 USN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및 분류 기

준을 정의하였고 이에 따른 공격 유형, 보안 취약점 및 위협을 정의하였다. 

  또한 본 표준은 분류 기준별 공격 유형 및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요구 사항 

및 대응 기술을 보안 점검 리스트와 함께 정의하였다.

그러나 본 표준에서 언급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신호(제어 및 데이터)의 

무결성, 상호 인증, 기밀성 제공에 사용되는 보안 알고리즘과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정

의 및 테스트 장비(본 표준에서 언급한 장비는 일반적인 예를 든 것으로 본 표준과는 무

관함.)는 본 표준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용어 정의

3.1 센서 네트워크 객체 용어

가. 센서 노드(sensor node)

  : 데이터를 센싱 하거나 센싱한 데이터를 싱크 또는 게이트웨이 노드로 전송하는 노드

나. 싱크 노드(sink node)

  : 센서 노드의 데이터를 전달받아 통합하거나 게이트웨이 노드로 전송하는 노드

다. 게이트웨이 노드(gateway node)

  : 센서 또는 싱크 노드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서비스로 전송하는 노드

라.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로 구성된 센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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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센서 네트워크 공격 유형 용어

가. 도청(Sniffing) 공격

  : 센서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도청함

나. 플러드(Flood) 공격

  : 센서 네트워크에 (불필요한) 반복적인 신호를 전송함

다. 스캔(Scan) 공격

  : 센서 네트워크에 (불필요한) 신호를 전송하고 그 응답 신호를 활용하여 공격함

보충 - 응답신호에는 노드 및 센서 네트워크 정보(노드 ID, 키-노드, 네트워크 등) 포함

라. 죽음의 핑(Ping of death) 공격

  : 센서 네트워크에 허용 범위 이상 크기의 신호를 반복 전송하여 공격함

마. 위조(Spoofing) 공격

  : 정상적인 노드를 가장하여 센서 네트워크를 공격함

바. 랜드(Land) 공격

  : 도청, 위조 공격을 활용하여 센서 네트워크를 공격함

사. 서비스 거부(DoS) / 분산 서비스 거부(Distributed DoS - DDos) 공격

  : 센서 네트워크에 (불법적인) 다량의 신호를 전송하여 센서 네트워크를 공격함

아.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중간자(MITM :Man In The Middle) 공격

  : 도청, 위조 공격을 활용하여 센서 네트워크를 공격함

자. Fake Access Point 공격

  : 불법적인 노드(싱크/게이트웨이 역할) 주입을 통해 센서 네트워크 공격

차. 물리적인 노드 공격

  : 노드에 대한 물리적 파괴 및 절취, 전파 방해 등의 방법을 통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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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센서 네트워크 복합 공격 유형

가. 도청(Sniffing) 기반 공격

  : 스캔(Scan)과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공격

나. 위조(Spoofing)기반 공격

  : MITM(Man In The Middle)과 Fake Access Point 공격

  

다. 서비스 거부(분산 서비스 거부 포함) 기반 공격

  : 플러드(Flood), 즉음의 핑(Ping of death), 랜드(Land) 공격

라. 물리적인 공격

  :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에 대한 물리적 파괴 및 절취, 전파 방해 등을 통한 센서

네트워크 공격

3.4 본 표준에서 정의한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본 표준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및 특정 서비스에 독립적이

며 다양한 USN 응용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보안을 고려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을 정의하였다. 

  ‘나. 분류 기준’에서는 각 기준의 정의 및 세부 분류 타입을 보충을 통해 설명하였다.

가. 구성 요소

  본 표준에서 제안하는 구성 요소는 ‘3.1 센서 네트워크 객체 용어’에서 정의한 노드로 

구성되며 (그림 3-1)은 제안한 센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활용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성과 일반적인 USN 서비스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성 및 USN 서비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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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류 기준

(1) 에너지(Energy)

  :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 전송, 처리를 위한 센서 네트워크 구성 객체의 전력 제공 형

태

  : 분류 타입

    - 전력 공급 형태(battery vs. solar vs. commercial power), 전력 공급 기간

(2) 구성(Topology)

  :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 및 통신 형태

  : 분류 타입

    - 통신 형태(infrastructure vs. ad hoc), 구성(star vs. tree vs. graph)

(3) 이동성(Mobility)

  : 센서 네트워크 구성 객체의 이동성(Mobility) 관리(인증 등)와 형태

  : 분류 타입

    - 이동의 빈도(occasional vs. continuous)와 이동성 형태(active vs. passive)

(4) 연결성(Connectivity)

  : 센서 노드의 연결 주기

  : 분류 타입

    - 연결 주기(connected vs. intermittent vs. sporadic)

(5) 위치 및 영역(Deployment)

  : 센서 노드와 센서 네트워크의 물리적 위치 및 영역

  : 분류 타입

    - 살포 형태(살포 방법(manual vs. random), 노드 개수(number)), 살포 영역

      (sparse vs. dense vs. redundant). 

(6) 기능 및 매체(Heterogeneity)

  : 센서 노드의 역할 및 전송 매체

  : 분류 타입

    - 노드 역할(single vs. multiple), 전송 매체(radio vs. light vs. inductive vs. 

sound)

4.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에 따른 취약점 및 보안 요구 사항

  본 표준에서는 ‘3.4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에 따른 보안 취약점과 요구 사항을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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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 유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알려진 유․무선 네트워크상에서의 공격 유형을 조사, 분석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10가지의 단일 공격 유형을 ‘3.2 센서 네트워크 공격 유형 용어’에

서 정의 하였다. 그리고 공격 가능성, 단일 공격 유형 간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4개

의 복합 공격으로 ‘3.3 센서 네트워크 복합 공격 유형 용어’에서 정의하였으며, (1)~(4)

에서 각각의 복합 공격 형태를 도식화 하였다.

  <표 4-1>은 단일 공격 유형과 복합 공격 유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단일 공격 유형

도청
위조

플러드
스캔

죽음의 핑
랜드

(분산)서비스 거부
MITM / 세션가로채기
위장 엑세스 포인트

물리

⇨
복합 공격 유형

도청
스캔

세션가로채기

위조
MITM

위장 엑세스 포인트

(분산)

서비스거부

플러드
죽음의 핑

랜드

물리

전파 방해/차단, 

절취, 파손, 케이블 

접속

<표 4-1> 단일 및 복합 공격 관계도

  (1) 도청(Sniffing) 기반 공격

      : 스캔(Scan)과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공격

  도청을 통하여 센서 네트워크 구성 노드 및 센서 네트워크를 탐지하고 불법으로 획득

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격하거나 신호 전송 과정을 공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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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복합 공격 - 도청기반

  (2) 위조(Spoofing)기반 공격

      : MITM(Man In The Middle)과 Fake Access Point 공격

  센서 네트워크 구성 노드의 MAC 주소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엑세스 포인트(싱크 또는 

게이트웨이 노드) 삽입을 통해 센서 네트워크 구성 노드나 센서 네트워크를 공격한다. 

(그림 4-2) 복합 공격 - 위조기반

  (3) 서비스 거부(분산 서비스 거부 포함) 기반 공격

      : 플러드(Flood), 즉음의 핑(Ping of death), 랜드(Land)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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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네트워크 구성 노드 또는 센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대용량, 대량의 신

호(또는 데이터)를 전송하여 공격한다.

(그림 4-3) 복합 공격 - 서비스거부 기반 

  (4) 물리적인 공격

  센서 네트워크 구성 노드 및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 파괴 및 절취, 케이블 접속, 

전파 방해 및 차단 등을 통해 공격한다.  

(그림 4-4) 복합 공격 - 물리

4.1.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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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분류 타입 위협 요소 요구 사항

에너지

battery

/solar  

/commercial 

-power

hour

day

week

month

year

노드 자원 고갈

(전송)구간 회선 

  자원 고갈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간의 인증

노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제한

전송 신호 암호화 통한 정보 보호

  - 노드 정보

불법적/고의적 재전송 방지(부인 방지)

비정상적인 신호에 대한 처리 거부

<표 4-2>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별 보안 요구 사항

가. 에너지(Energy)

  - 불법 노드에 의한 강요된 데이터 수집/전송/처리로 인해 특정 지역의 정상 노드의 

에너지 소비를 강요하고 고갈시키는 공격에 취약 

  - 해당 지역을 센싱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노드가 없게 되는 현상(센싱 홀) 발생

나. 구성(Topology)

  - 센서 네트워크의 연결 형태와 구성에 따라 각 노드(센서, 싱크, 게이트웨이)에 대한 

보안 취약 지점이 상이하게 발생

다. 이동성(Mobility)

  - 노드(센서, 싱크 등) 이동에 따른 노드 인증 및 센서 네트워크 구성에 취약

  - 노드의 이동에 의한 핑퐁(ping-pong) 현상에 취약(노드 에너지 고갈 발생)

라. 연결성(Connectivity)

  - 노드(센서, 싱크)의 이동에 의한 핑퐁 현상에 취약

  - 불법적 노드 침입 및 접속 유발하는 공격에 취약

마. 위치 및 영역(Deployment)

  - 노드의 데이터 수집, 전송 영역이 너무 클 경우 내부 정보(센서 노드 및 네트워크의 

위치)의 유출에 취약

  - 사용자 거부, 불법적 위치 추적, 노드 물리적 도난 및 해킹에 취약

바. 기능 및 매체(Heterogeneity)

  - 전파 방해(jamming) 및 전파 차단(차폐물) 등의 물리적인 공격과 정보 수집의 정확

성에 취약

4.2. 보안 요구 사항

  본 표준에서 정의한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에 따른 위협 요소 및 보안 요구 사항을  

<표 4-2>에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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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송 신호에 대한 무결성 검증

정보 수집/전송의 시간적 제한(lifetime)을 

통한 정보 노출의 최소화 

구성

infrastructure

/

ad hoc

star

tree

graph

노드 및 구간 도청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간의 인증

노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제한

전송 신호 암호화 통한 정보 보호

  - 망 구성 정보

불법적/고의적 재전송 방지(부인 방지)

비정상적인 신호에 대한 처리 거부

  - 전송 신호에 대한 무결성 검증

이동성

occasional

/

continuous

active

passive

세션 하이재킹

노드 및 구간 도청

노드 자원 고갈

구간 회선 자원 고갈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간의 인증

  - 이동노드 인증 위한 키 생성 및 분배

노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제한

전송 신호 암호화 통한 정보 보호

  - 이동 노드 정보

불법적/고의적 재전송 방지(부인 방지)

비정상적인 신호에 대한 처리 거부

  - 전송 신호에 대한 무결성 검증

연결성
connected / intermittent 

/ sporadic

세션 하이재킹

노드 및 구간 도청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간의 인증

노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제한

전송 신호 암호화 통한 정보 보호

  - 연결 주기 정보

비정상적인 신호에 대한 처리 거부

  - 전송 신호에 대한 무결성 검증

위치 

및 

영역

manual

/

random

number

sparse

dense

redundant

노드 및 구간 도청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장애/설정 변경

세션 하이재킹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간의 인증

노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제한

  - 물리적 접근 및 절취 포함

전송 신호 암호화 통한 노드 위치 정보 보

호

불법적/고의적 재전송 방지(부인 방지)

비정상적인 신호에 대한 처리 거부

  - 전송 신호에 대한 무결성 검증

살포(배치) 범위 최적화를 통한 공격 반경 축소

기능 

및

매체

single

/

multiple

radio

light

inductive

sound

노드 및 구간 도청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장애/설정 변경

노드오용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간의 인증

  - 노드 간 인증 및 관리자 인증

노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제한

전송 신호 암호화 통한 노드 정보 보호

  - 노드의 MCU 정보, 전송프로토콜 등

불법적/고의적 재전송 방지(부인 방지)

비정상적인 신호에 대한 처리 거부

  - 전송 신호에 대한 무결성 검증

4.3. 대응 기술

  

  본 표준에서는 ‘4.1 취약점’ 과 ‘4.2 보안 요구 사항’을 통해 기술된 위협 요소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응 기술을 <표 4-3>과 같이 정의하고 <표 4-4>에서는 정의된 대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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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부 기술로 분류하여 정의한다.

위협 요소 대응 기술

노드 도청 암호/접근 제어/인증

구간 도청 암호/접근 제어/인증

노드 자원 고갈 암호/접근 제어/침입 탐지/전력 관리

구간 회선 자원 고갈 암호/접근 제어/침입 탐지

전송 방해 및 중단 암호/접근 제어/인증/침입 탐지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장애/설정 변경
접근 제어/인증/침입 탐지

세션 하이재킹 암호/접근 제어/인증

노드오용 암호/접근 제어/인증

<표 4-3> 위협 요소별 대응 기술

대응 기술

대분류 소분류-세부 기술

암호

제어/관리 신호 암호

데이터신호 암호

키 관리

암호 통신 호환성

접근 제어

게이트웨이노드 접근 제어

싱크/게이트웨이노드 인증/차단

게이트웨이노드 관리시스템 인증

물리적 접근 제어/차단

트래픽 제한

블랙홀 기능

경로 인증/차단

인증
물리적(노드)인증

관리자, 사용자 증

침입 탐지 악의적 전송 신호 탐지

전력 관리 전력 관리

<표 4-4> 대응 기술 분류

5. 센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 및 분류 기준별 공격 유형에 따른 보안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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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와 분류 기준에 따라 각각의 공격 형태(복합)별로 위협 요소를 

분석하고 <표 5-1>과 같이 보안 요구 사항을 작성한다.

구성 요소 분류 기준
공격 유형

요구 사항
복합 단일

센서

/

싱크

/

게이트웨이

에너지

(E) 도청
스캔

세션가로채기

작성 방법

 : 해당 구성 요소별로 각각

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

항을 기입한다.

구성

(T)
위조

MITM

위장 엑세스 포인트
이동성

(M)

연결성

(C)
(분산)

서비스거부

플러드

죽음의 핑

랜드위치 및 영역

(D)

물리
전파 방해/차단

절취/파손/케이블접속
기능 및 매체

(H)

<표 5-1> 센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 별 보안 요구 사항

  <표 5-1>의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구성 요소에는 센서, 싱크, 게이트웨이 노드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 분류 기준(6가지)은 각각의 구성 요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공격 유형(복합 공격, 단일 공격)은 각각의 분류 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구분된 구성 요소와 분류 기준에 따라 공격 유형별로 요구 사항을 기입한다.

   - 작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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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분류 기준
공격 유형

요구 사항
복합 단일

센서

(E)

도청
스캔

세션가로채기

작성방법

 : 10가지 단일 공격 유형별

로 보안 요구 사항을 기입한

다.

위조
MITM

위장 엑세스 포인트

서비스거부

플러드

죽음의 핑

랜드

물리

전파 방해/차단

절취/파손/케이블 접

속

(T)

도청 상동

.

위조 상동

서비스  

거부
상동

물리 상동

.

.

.

.

.

.

.

.

.

.

(H)

도청 상동

.

위조 상동

서비스 

거부
상동

물리 상동

<센서 노드 보안 요구 사항>

  부록 I 는 <표 5-1>에 의해서 작성된 센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별 (최소)보안 요구 사

항을 정리한 것이다.(응용 서비스에 따라 요구 사항 중 선택기입)

6. 센서 네트워크 보안 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및 지침

  본 표준의 보안 점검 항목은 USN 사업자 및 사용자(관리자) 측면에서 무선 센서 네트

워크의 설치, 운용, 관리 시 보안 수준에 대한 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해 정의되었다. 

  아래는 보안 점검 항목의 정의, 특성 및 기술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가. 점검 항목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센서, 싱크, 게이트웨이)와 

무선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술적 점검과 관리적 점

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나. 기술적 점검 항목은 위협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대응 기술의 존재 및 적용 

유, 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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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관리적 점검 항목은 기술 점검 항목의 구체적인 기술 적용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정의한다.

  라. 무선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에 따른 각 구성 요소의 취약점 극복을 위한 대응 

기술과 점검 항목 그리고 위협 요소 등으로 구분 정의하였다.

  

  <표 6-1>은 센서 네트워크 보안 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항   목 내    용

점검 번호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에 따른 점검 번호

대응 기술 센서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술

기술적 점검 대응 기술의 기술적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

관리적 점검 대응 기술의 관리적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

위협 요소 해당 대응 기술과 관련된 정보 보호 위협 요소 항목

점검 결과 점검 결과 기재

적용 기술 대응 기술로 사용된 구체적인 기술 명시

비    고 기타 고려 사항 기재

<표 6-1> 센서 네트워크 보안 관리 점검 항목

6.1.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별 보안 점검 항목

     - 센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별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별 보안 점검 항목을 정의하고 센서, 싱크, 게이트웨이 노드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보안 점검 항목을 선택 정의한다.

점검

번호

대응 기술
기술적 점검 관리적 점검

위협 

요소

점검

결과

적용

기술
비 고

대분류 세부기술

1

2

.

n

<표 6-2> 센서 네트워크 보안 관리 점검 항목

                       - 구성 요소(센서/싱크/게이트웨이)로 각각 작성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12.0149- 14 -

번호
대응 기술

기술적 점검 항목 관리적 점검 항목 위협 요소
점검

결과

적용

기술

비

고대분류 세부기술

T1

암호

제어/관리 신호 암호

센싱 데이터/제어 및 관리메시지에 대한 기밀

성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 및 접

속 보호기술이 적용되었는가?

-예)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TinySec 같은 암호화기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기법이 적용되거나 지원하는 칩(예.CC2420) 

 을 사용하고 있는가?

-암호 정책에 따라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를 

 결정하는가?

-암호 키 관리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노드 및 구간 도청

-세션하이재킹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장애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설정 변경T2

데이터 신호 암호 -전송 방해 및 중단

T3 키 관리

암호화를 위한 안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은 적

용하고 있는가?

-예)랜덤/Bloom 스킴/위치 기반/q-합성수 랜덤 키 

등

-노드 및 구간 도청

-전송 방해 및 중단

T4 암호통신 호환성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

성 제공 방안은 있는가?

-노드 및 구간 도청

-전송 방해 및 중단

T5

인증

노드 인증
노드 검증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인증을 위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리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정책이 정의 

 되어 있는가?

-관리자 권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션하이재킹

-노드 오용

-노드 설정 변경

T6 관리자인증
관리자 검증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설정 변경

-노드 오용

T7
접근

제어

싱크/게이트웨이

접근 제어

악의적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적용 되었는가? (검증된 노드 및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 및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노드 도청

-노드 자원 고갈

<표 6-3> 센서 네트워크 구성(Topology) 보호를 위한 점검 항목

가. 구성(Topology)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중 구성(Topology) 보호를 위한 점검 항목(<표 6-3>, <표 6-4>)으로 센서, 싱크, 게이트웨이 노드로 구분하여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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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접근 제어 관리자만 허용)
-구간 회선자원고갈

-전송 방해 및 중단

T8
싱크/게이트웨이

노드 인증/차단

수신하는 제어/관리 메시지가 정당한 싱크/게

이트웨이 노드로부터 전송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인증 메커니즘 및 트래픽 차단 기술이 

적용 되었는가?

-트래픽 차단을 위한 필터링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노드 자원 고갈

-전송 방해 및 중단

-세션하이재킹

T9

노드 관리 

시스템 

인증/차단

센서
관리자의 노드 관리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관리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정책이 정의 

 되어 있는가?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장애/설정 변

경

싱크

게이트웨이

T10 물리적 접근 제어/차단

외부접속포트(JTAG, USB, Serial 등)에 대한 

접근 제어 및 차단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

가?

-외부접속포트에 대한 하드웨어적 접근제한이 

 이루어져 있는가?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장애/설정 변

경

T11 트래픽 제한

트래픽 폭주에 대비하여 싱크노드의 시스템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적용 되

었는가?

-트래픽 제어 정책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구간 회선자원고갈

T12 블랙홀 기능
트래픽 폭주에 대비하여 악의적인 패킷을 필터

링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었는가?

-트래픽 차단을 위한 필터링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노드 자원 고갈

-구간 회선자원고갈

T13 경로 인증/차단

인증을 우회하는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전송

경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는가? (인증된 

싱크노드만 허용)

-트래픽 제어 정책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경로 설정/인증 정책에 따라 메커니즘을 결정 

 하는가?

-설정, 인증관리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노드 오용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자원 고갈

-구간 회선자원고갈

T14
침입

탐지

악의적 

전송 신호 탐지

수신된 메시지가 정상적인 메시지 형식을 만

족하는지와 악의적인 공격 내용이 포함되었는

지 검사하는 기능이 적용 되었는가?

-탐지를 위한 정책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해킹을 통한 노드 

 장애

-노드 위조(사칭)

T15
전력

관리

전력 관리 

시스템

센서 악의적 공격 및 운용기간 내 노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력 관리 메커니즘이 적용 되

었는가?

-운용 주기(설치/운용/폐기)에 따른 전력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노드 오용싱크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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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암호 기술 인증 접근 제어 침입 탐지 전력 관리

센서 T1 ~ T4 T5 ~ T6 T7 ~ T10 - T15

싱크 T1 ~ T4 T5 ~ T6 T7 ~ T12 T14 T15

게이트웨이 T1, T3, T4 T5 ~ T6 T7 ~ T13 T14 T15

<표 6-4> 노드별 점검 항목

번호
대응 기술

기술적 점검 항목 관리적 점검 항목 위협 요소
점검

결과

적용

기술

비

고대분류 세부기술

M1

암호

제어/관리 신호 암호

센싱 데이터/제어 및 관리메시지에 대한 기밀

성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 및 접

속 보호기술이 적용되었는가?

-AES, TinySec 같은 암호화기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기법이 적용되거나 지원하는 칩(ex. CC2420) 

 을 사용하고 있는가?

-암호 정책에 따라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를 결정하는가?

-암호 키 관리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이동노드에 대한 관리 지침 및 절차

 : 이동노드로 인한 키 교체 주기

-노드 및 구간 도청

-세션하이재킹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장애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설정 변경

M2 데이터 신호 암호 -전송 방해 및 중단

M3 키 관리

암호화를 위한 안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은 적

용하고 있는가?

-랜덤/Bloom 스킴/위치 기반/q-합성수 랜덤 키 

-노드 및 구간 도청

-전송 방해 및 중단

<표 6-5> 센서 네트워크 이동성(Mobility) 보호를 위한 점검 항목

  

나. 이동성(Mobility)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중 이동성(Mobility) 보호를 위한 점검 항목(<표 6-5>, <표 6-6>)으로 센서, 싱크, 게이트웨이 노드로 구분하여 정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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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M4 암호통신 호환성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 

제공 방안은 있는가?

-노드 및 구간 도청

-전송 방해 및 중단

M5

인증

노드 인증 노드 검증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이동노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관리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정책이 

 정의되어 있는가?

-관리자 권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션하이재킹

-노드 오용

-해킹을 통한 노드 

 설정 변경

M6 관리자인증 관리자 검증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오용

-해킹을 통한 노드 

 설정 변경

M7

접근

제어

싱크/게이트웨이

접근 제어
악의적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적용 되었는가? (검증된 노드 및 

관리자만 허용)

-비인가 이동노드 대한 관리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노드 도청

-노드 자원 고갈

-구간 회선자원고갈

-전송 방해 및 중단
게이트웨이 접근 제어

M8
싱크 /게이트웨이

노드 인증/차단

수신하는 제어/관리 메시지가 정당한 싱크/게

이트웨이 노드로부터 전송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인증 메커니즘 및 트래픽 차단 기술이 적

용 되었는가?

-트래픽 차단을 위한 필터링 정책이 마련 

 되어 있는가?

-노드 자원 고갈

-전송 방해 및 중단

-세션하이재킹

M9

노드 관리 

시스템 

인증/차단

센서

관리자의 노드 관리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관리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정책이 

 정의되어 있는가?

-이동노드 관리를 위한 관리자 상호 정보 

 교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장애/설정 변

경

싱크

게이트웨이

M10
물리적 

접근 제어/차단

외부접속포트(JTAG, USB, Serial 등)에 대한 

접근 제어 및 차단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외부접속포트에 대한 하드웨어적 접근제

한이 이루어져 있는가?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장애/설정 변

경

M11 트래픽 제한

트래픽 폭주에 대비하여 싱크노드의 시스템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

는가?

-트래픽 제어 정책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 이동노드 트래픽 제어를 위한 정보 교환

-구간 회선자원고갈

M12 블랙홀 기능 트래픽 폭주에 대비하여 악의적인 패킷을 필터 -트래픽 차단을 위한 필터링 정책이 마련 -노드 자원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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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었는가?
되어 있는가?

 : 이동노드 트래픽 차단을 위한 정보 교환
-구간 회선자원고갈

M13 경로 인증/차단

인증을 우회하는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전송경

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는가?

(인증된 싱크노드만 허용)

-트래픽 제어 정책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경로 설정/인증 정책에 따라 메커니즘을 

 결정하는가?

-설정 및 인증관리 지침 및 절차가 마련 

 되어 있는가?

 : 이동노드에 대한 설정/인증 정보교환

-노드 오용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자원 고갈

-구간 회선자원고갈

M14
침입

탐지

악의적

전송 신호 탐지

수신된 메시지가 정상적인 메시지 형식을 만족

하는지와 악의적인 공격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검사하는 기능이 적용 되었는가?

-탐지를 위한 정책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해킹을 통한 노드 

장애

-노드 위조(사칭)

M15
전력

관리

전력 

관리 

시스템

센서
악의적 공격 및 운용기간 내 센서 노드의 생존

을 보장하기 위한 전력 관리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운용주기(설치/운용/폐기)에 따른 전력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노드 오용싱크

게이트웨이

구  분 암호 기술 인증 접근 제어 침입 탐지 전력 관리

센서 M1 ~ M4 M5 ~ M6 M7 ~ M10 - M15

싱크 M1 ~ M4 M5 ~ M6 M7 ~ M12 M14 M15

게이트웨이 M1, M3, M4 M5 ~ M6 M7 ~M13 M14 M15

<표 6-6> 노드별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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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응 기술

기술적 점검 항목 관리적 점검 항목 관련위협
점검

결과

적용

기술

비

고대분류 세부기술

C1

암호

제어/관리신호 암호

센싱 데이터/제어 및 관리메시지에 대한 기

밀성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 

및 접속 보호기술이 적용되었는가?

-AES, TinySec 같은 암호화기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기법이 적용되거나 지원하는 칩(ex. CC2420)을 

 사용하고 있는가?

-암호 정책에 따라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를 결정하는가?

-암호 키 관리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노드 간 연결 주기에 따른 관리 지침 및 절차

 :노드 간 연결 주기에 따른 키 교체 주기

-노드 및 구간 도청

-세션하이재킹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장애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설정 변경

C2 데이터 신호 암호 -전송 방해 및 중단

C3 키 관리

암호화를 위한 안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은 

적용하고 있는가?

-랜덤/Bloom 스킴/위치 기반/q-합성수 랜덤 키 

등

-노드 및 구간 도청

-전송 방해 및 중단

C4 암호 통신 호환성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 제공 방안은 있는가?

-노드 및 구간 도청

-전송 방해 및 중단

C5

인증

노드 인증
노드 검증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노드연결 주기에 따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관리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정책이 

 정의되어 있는가?

-관리자 권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션하이재킹

-노드 오용

-노드 설정 변경

C6 관리자인증
관리자 검증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설정 변경

-노드 오용

C7 접근 싱크/게이트웨이 악의적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 -연결 주기에 따른 노드 연결 관리 및 절차가 -노드 도청

<표 6-7> 센서 네트워크 연결성(Connectivity) 보호를 위한 점검 항목

다. 연결성(Connectivity)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중 연결성(Connectivity) 보호를 위한 점검 항목(<표 6-7>, <표 6-8>)으로 센서, 싱크, 게이트웨이 노드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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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제어
근 제어 기술이 적용 되었는가? (검증된 노

드 및 관리자만 허용)
마련되어 있는가?

-노드 자원 고갈

-구간 회선자원고갈

-전송 방해 및 중단
게이트웨이 접근 제어

C8
싱크/게이트웨이

노드 인증/차단

수신하는 제어/관리 메시지가 정당한 싱크/

게이트웨이 노드로부터 전송된 것인지 검증

하기 위한 인증 메커니즘 및 트래픽 차단 

기술이 적용 되었는가?

-트래픽 차단을 위한 필터링 정책이 마련 

 되어 있는가?

-노드 자원 고갈

-전송 방해 및 중단

-세션하이재킹

C9

노드 

관리시스템 

인증/차단

센서
관리자의 노드 관리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연결 주기를 고려한 관리자 계정 및 패스

워드 관리 정책이 정의되어 있는가?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장애/설정 변

경

싱크

게이트웨이

C10
물리적

접근 제어/차단

외부접속포트(JTAG, USB, Serial 등)에 대

한 접근 제어 및 차단 메커니즘이 적용 되

었는가?

-외부접속포트에 대한 하드웨어적 접근제한 

 이 이루어져 있는가?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장애/설정 변

경

C11 트래픽제한

트래픽 폭주에 대비하여 싱크노드의 시스템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트래픽 제어 정책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 연결 주기를 고려한 제어 정책 및 지침

-구간 회선자원고갈

C12 블랙홀기능

트래픽 폭주에 대비하여 악의적인 패킷을 

필터링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

었는가?

-트래픽 차단을 위한 필터링 정책이 마련 

 되어 있는가?

 : 연결 주기를 고려한 필터링 정책

-노드 자원 고갈

-구간 회선자원고갈

C13 경로 인증/차단

인증을 우회하는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전

송경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는가?

(인증된 싱크노드만 허용)

-트래픽 제어 정책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경로 설정/인증 정책에 따라 메커니즘을 

 결정하는가?

-설정 및 인증관리 지침 및 절차가 마련 

 되어 있는가?

 : 연결 주기에 따른 설정 및 인증

-노드 오용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자원 고갈

-구간 회선자원고갈

C14
침입

탐지

악의적

전송 신호 탐지

수신된 메시지가 정상적인 메시지 형식을 

만족하는지와 악의적인 공격 내용이 포함되

었는지 검사하는 기능이 적용 되었는가?

-탐지를 위한 정책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해킹을 통한 노드 

 장애

-노드 위조(사칭)

C15
전력

관리

전력 

관리 

센서 악의적 공격 및 운용기간 내 센서 노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력 관리 메커니즘

-운용주기(설치/운용/폐기)에 따른 전력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노드 오용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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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게이트웨이 이 적용 되었는가?

구  분 암호 기술 인증 접근 제어 침입 탐지 전력 관리

센서 C1 ~ C4 C5 ~ C6 C7 ~ C10 - C15

싱크 C1 ~ C4 C5 ~ C6 C7 ~ C12 C14 C15

게이트웨이 C1, C3, C4 C5 ~ C6 C7 ~ C13 C14 C15

<표 6-8> 노드별 점검 항목

번호
대응 기술

기술적 점검 항목 관리적 점검 항목 관련위협
점검

결과

적용

기술

비

고대분류 세부기술

D1

암호

제어/관리신호 암호

센싱 데이터/제어 및 관리메시지에 대한 기

밀성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 

및 접속 보호기술이 적용되었는가?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TinySec 같은 

암호화기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기법이 적용되거나 지원하는 칩(ex. CC2420)을 

 사용하고 있는가?

-암호 정책에 따라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를 결정하는가?

-암호 키 관리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노드의 물리적 전송 범위 고려

-노드 및 구간 도청

-세션하이재킹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장애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설정 변경

D2 데이터 신호 암호 -전송 방해 및 중단

<표 6-9> 센서 네트워크 위치 및 영역(Deployment) 보호를 위한 점검 항목

라. 위치 및 영역(Deployment)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중 위치 및 영역(Deployment) 보호를 위한 점검 항목(<표 6-9>, <표 6-10>)으로 센서, 싱크, 게이트웨이 노

드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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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키 관리

암호화를 위한 안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은 

적용하고 있는가?

-랜덤/Bloom 스킴/위치 기반/q-합성수 랜덤 키 

등

-노드 및 구간 도청

-전송 방해 및 중단

D4 암호통신호환성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 제공 방안은 있는가?

-노드 및 구간 도청

-전송 방해 및 중단

D5

인증

노드 인증
노드 검증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관리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정책이 정의 

 되어 있는가?

-관리자 권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션하이재킹

-노드 오용

-노드 설정 변경

D6 관리자인증
관리자 검증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설정 변경

-노드 오용

D7

접근

싱크/게이트웨이

접근 제어
악의적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

근 제어 기술이 적용 되었는가?(검증된 노드 

및 관리자만 허용)

-노드 접근 관리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노드 도청

-노드 자원 고갈

-구간 회선자원고갈

-전송 방해 및 중단
게이트웨이 접근 제어

D8
싱크/게이트웨이

노드 인증/차단

수신하는 제어/관리 메시지가 정당한 싱크/

게이트웨이 노드로부터 전송된 것인지 검증

하기 위한 인증 메커니즘 및 트래픽 차단 

기술이 적용 되었는가?

-트래픽 차단을 위한 필터링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노드 자원 고갈

-전송 방해 및 중단

-세션하이재킹

D9

노드 

관리시스템 

인증/차단

센서
관리자의 노드 관리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관리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정책이 정의 

 되어 있는가?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장애/설정 변

경

싱크

게이트웨이

D10
물리적

접근 제어/차단

외부접속포트(JTAG, USB, Serial 등)에 대

한 접근 제어 및 차단 메커니즘이 적용 되

었는가?

-외부접속포트에 대한 하드웨어적 접근제한이 

 이루어져 있는가?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장애/설정 변

경

D11 트래픽제한

트래픽 폭주에 대비하여 싱크노드의 시스템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트래픽 제어 정책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구간 회선자원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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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블랙홀기능

트래픽 폭주에 대비하여 악의적인 패킷을 

필터링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

었는가?

-트래픽 차단을 위한 필터링 정책이 마련 

 되어 있는가?

-노드 자원 고갈

-구간 회선자원고갈

D13 경로 인증/차단

인증을 우회하는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전

송경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는가? (인

증된 싱크노드만 허용)

-트래픽 제어 정책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경로 설정/인증 정책에 따라 메커니즘을 

 결정하는가?

-노드 오용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자원 고갈

-구간 회선자원고갈

D14
침입

탐지

악의적

전송 신호 탐지

수신된 메시지가 정상적인 메시지 형식을 

만족하는지와 악의적인 공격 내용이 포함되

었는지 검사하는 기능이 적용 되었는가?

-탐지를 위한 정책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해킹을 통한 노드 

 장애

-노드 위조(사칭)

D15
전력

관리

전력 

관리 

시스템

센서
악의적 공격 및 운용기간 내 센서 노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력 관리 메커니즘

이 적용 되었는가?

-운용주기(설치/운용/폐기)에 따른 전력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노드 오용싱크

게이트웨이

구  분 암호 기술 인증 접근 제어 침입 탐지 전력 관리

센서 D1 ~ T4 D5 ~ D6 D7 ~ T10 - D15

싱크 D1 ~ T4 D5 ~ D6 D7 ~ T12 D14 D15

게이트웨이 D1, T3, T4 D5 ~ D6 D7 ~ T13 D14 D15

<표 6-10> 노드별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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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응 기술

기술적 점검 항목 관리적 점검 항목 관련위협
점검

결과

적용

기술

비

고대분류 세부기술

H1

암호

제어/관리신호 암호

센싱 데이터/제어 및 관리메시지에 대한 기

밀성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 

및 접속 보호기술이 적용되었는가?

-AES, TinySec 같은 암호화기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기법이 적용되거나 지원하는 칩(ex. CC2420)을 

사용하고 있는가?

-적용된 암호화 기법이 적절한가?

  :전송 매체 특성 및 기능 고려

-암호 정책에 따라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를 결정하는가?

-암호 키 관리 지침 및 절차가 마련 되어 

 있는가?

-노드 및 구간 도청

-세션하이재킹

-전송 방해 및 중단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 및 설정 변경

H2 데이터 신호 암호 -전송 방해 및 중단

H3 키 관리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 제공 방안은 있는가?

-노드 및 구간 도청

-전송 방해 및 중단

H4 암호통신호환성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

환성 제공 방안은 있는가?

-노드 및 구간 도청

-전송 방해 및 중단

H5

인증

노드 인증
노드 검증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

었는가? -관리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정책이 

 정의되어 있는가?

-관리자 권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션하이재킹

-해킹을 통한노드 설정 변

경

-노드 오용

H6 관리자인증
관리자 검증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전송 방해 및 중단

-해킹을 통한노드 설정 변

경

-노드 오용

H7
접근

제어

싱크/게이트웨이

접근 제어
악의적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

근 제어 기술이 적용 되었는가? (검증된 노

드 및 관리자만 허용)

-노드 접근 관리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전송 매체의 특성 고려

-노드 도청

-노드 자원 고갈
게이트웨이 접근 제어

H8 싱크/게이트웨이
수신하는 제어/관리 메시지가 정당한 싱크/

게이트웨이 노드로부터 전송된 것인지 검증
-트래픽 차단을 위한 필터링 정책이 마련 -노드 자원 고갈

<표 6-11> 센서 네트워크 기능 및 매체(Heterogeneity) 보호를 위한 점검 항목

마. 기능 및 매체(Heterogeneity)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중 기능 및 매체(Heterogeneity) 보호를 위한 점검 항목(<표 6-11>, <표 6-12>)으로 센서, 싱크, 게이트웨이 

노드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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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인증/차단
하기 위한 인증 메커니즘 및 트래픽 차단 

기술이 적용 되었는가?
 되어 있는가?

-전송 방해 및 중단

-세션하이재킹

H9

노드 관리 

시스템 

인증/차단

센서

관리자의 노드 관리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

는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관리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정책이 

 정의되어 있는가?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장애/설정 변경
싱크

게이트웨이

H10
물리적

접근 제어/차단

-외부 접속 포트(JTAG, USB, Serial 등)에 

대한 접근 제어 및 차단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전송 매체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하드웨

어적 접근 제어 및 차단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외부접속포트에 대한 하드웨어적 접근 

 제한이 이루어져 있는가?

-전송 매체의 물리적 특성이 접근 제어 및 

  차단 방안에 적용되었는가?

-해킹을 통한 노드 

 도청/장애/설정 변경

H11 트래픽제한

트래픽 폭주에 대비하여 싱크노드의 시스템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트래픽 제어 정책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구간 회선자원고갈

H12 블랙홀기능

트래픽 폭주에 대비하여 악의적인 패킷을 

필터링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

었는가?

트래픽 차단을 위한 필터링 정책이 마련 

되어 있는가?

-노드 자원 고갈

-구간 회선자원고갈

H13 경로 인증/차단

인증을 우회하는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전송경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는가? 

(인증된 싱크노드만 허용)

-트래픽 제어 정책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경로 설정/인증 정책에 따라 메커니즘을 

 결정하는가?

-노드 오용

-전송 방해 및 중단

-노드 자원 고갈

-구간 회선자원고갈

H14
침입

탐지

악의적

전송 신호 탐지

수신된 메시지가 정상적인 메시지 형식을 

만족하는지와 악의적인 공격 내용이 포함되

었는지 검사하는 기능이 적용 되었는가?

-탐지를 위한 정책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해킹을 통한 노드 장애

-노드 위조(사칭)

H15
전력

관리

전력 

관리 

시스템

센서 악의적 공격 및 운용기간 내 센서 노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력 관리 메커니즘

이 적용 되었는가?

-운용주기(설치/운용/폐기)에 따른 전력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노드 오용싱크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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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암호 기술 인증 접근 제어 침입 탐지 전력 관리

센서 H1 ~ H4 HT5 ~ H6 H7 ~ H10 - H15

싱크 H1 ~ H4 H5 ~ H6 H7 ~ H12 H14 H15

게이트웨이 H1, H3, H4 H5 ~ H6 H7 ~ H13 H14 H15

<표 6-12> 노드별 점검 항목

구성

요소

대응

기술

위협

요소

점검 리스트

기술적 점검 관리적 점검

센서

센서

암호화 도청

센싱 데이터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함 암호화 기법이 적

용되었는가? -암호 정책에 따라 암호 알고리즘을 결정하였는가?

-암호 키 관리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안전한 채널 설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노드 간(센서-싱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안전한 채널 설정 메

커니즘이 적용되었는가?

무결성 위변조
센싱 데이터가 전송 중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무결성 

보장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데이터 훼손 시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표 6-13> 센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 간 데이터 보안 점검 항목

6.2. 센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 간 데이터 전송 시 보안 점검 항목

  센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 간 데이터 전송 시 보안을 위한 보안 항목을 <표 6-13>에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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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노드

사칭
노드 검증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어 있는가?

-관리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정책이 정의되어 있는가?

-관리자 권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침해

대응

자원

고갈

악의적인 패킷을 필터링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었

는가?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관리 정책 및 대응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서비스거부, 노드자원고갈, 회선자원고갈

-서비스 요구 사항(QoS)을 자원관리 정책 반영하였는가? 

 : 데이터 손실/시간 민감도/대역폭 등

인증
노드

사칭
노드 검증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있는가?

-관리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정책이 정의되어 있는가?

-관리자 권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침해

대응

자원

고갈

악의적인 패킷을 필터링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었

는가?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관리 정책 및 대응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서비스거부, 노드자원고갈, 회선자원고갈

-서비스 요구 사항(QoS)을 자원관리 정책 반영하였는가? 

 : 데이터 손실/시간 민감도/대역폭 등

싱크

암호화 도청

싱크/게이트웨이 노드로 전송하는 데이터 기밀성 및 무결성 보

장을 위함 암호화 기법이 적용되었는가? -암호 정책에 따라 암호 알고리즘을 결정하였는가?

-암호 키 관리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안전한 채널 설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노드 간(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데이터 전송을 위한 안

전한 채널 설정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는가?

무결성 위변조
노드 간 데이터 전송 중 데이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무결성 

보장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데이터 훼손 시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인증
노드

사칭
노드 검증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있는가?

-합당한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정책이 정의되어 있는가?

-합당한 사용자 권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침해

대응

자원

고갈

악의적인 패킷을 필터링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었

는가?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관리 정책 및 대응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서비스거부, 노드자원고갈, 회선자원고갈

-서비스 요구 사항(QoS)을 자원관리 정책 반영하였는가? 

  : 데이터 손실/시간 민감도/대역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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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웨이

암호화 도청

-액세스 네트워크 전송하는 데이터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적용되었는가?
-암호 정책에 따라 암호 알고리즘을 결정하였는가?

-암호 키 관리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안전한 채널 설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노드 간(싱크-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액세스 네트워크 에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안전한(Secure) 채널 설정 메커니즘이 적

용되었는가?

무결성 위변조
노드 간 데이터 전송 중 데이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무결성 

보장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가?
데이터 훼손 시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인증
노드

사칭
노드 검증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 되어 있는가?

-합당한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정책이 정의되어 있는가?

-합당한 사용자 권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침해

대응

자원

고갈

악의적인 패킷을 필터링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었

는가?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관리 정책 및 대응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서비스거부, 노드자원/회선자원 고갈

-서비스 요구 사항(QoS)을 자원관리 정책 반영하였는가? 

 : 데이터 손실/시간 민감도/대역폭 등

6.3. 보안 점검 항목 활용의 한계

  본 표준에서 정의한 보안점검 항목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점검 항목이나 정량적으로 몇 개의 항

목을 만족하여야 하는지는 본 표준에서 정의하지 않는다.

  이는 제공하고자 하는 USN 서비스의 종류와 운영 정책에 따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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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 점검 항목 할용 방법 - 예 

  본 표준에서는 정의된 보안 점검 항목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

통(일반)점검과 대응 기술별 점검 방법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7.1. 공통(일반) 점검 방법

  USN 응용 서비스 및 기반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노드 장비에 대한 물리적 사용과 

사용되는 전송 프로토콜, 운용체제, 미들웨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각각의 특성을 

점검한다.

가. 센서 장비 사양

(1) MCU(Multipointing Control Unit) 확인

  : Micorchip PIC, Intel 8051 core, Atmel AVR ATmega 등 MCU 칩 정보를 확인한다.

(2) RF Transceiver 확인

  : RF, Modem, MAC으로 나누어 송수신 형태 및 주파수 기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한다.

    예) 전송 표준 - IEEE 802.15.4 / 802.116 / 802.11

        주파수 대역 - 868~915 MHz / 2.45GHz

(3)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 기술 확인

  : 센서 네트워크 구성 노드의 운영과 제어와 관련된 기술 확인한다.

    예) 운영체제 - TinyOS/MANTIS/PEEROS/SOS/T-engine/Contiki 등

       미들웨어 - TinyDB/Cougar/SINA/DSWare/Milan/Impala/Mate 등

(4) 기타 - 노드의 H/W 구성 확인한다.

  : 노드의 물리적 구성 정보(연결 포트 등)를 확인한다.

    예) USB, JTAG, Serial(RS232-51pi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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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기술
점검방법

대분류 세부기술

암호 

기술

제어/관리 신호 

암호

① 프레임 분석도구 사용하여 프레임 캡처 분석

② 암호화 적용 필드 유/무 확인

데이터 신호 

암호

① 프레임 분석도구 사용하여 프레임 캡처 분석

② 암호화 적용 필드 유/무 확인

키 관리

① 프레임 분석도구 사용하여 프레임 캡처 분석

② 캡처된 프레임 내의 키 정보 유/무 확인

③ 키의 유추 가능여부 확인

   - SPA(Simple Power Analysis)/DPA(Differential 

Power Analysis) 분석 가능 여부 확인

암호통신 

호환성

① 프레임 분석도구 사용하여 프레임 캡처 분석

② 동일한 키 정보 생성/전송 확인

접근 

제어

노드 접근 제어

① 암호/인증 기술의 정상 동작 확인

   - 암호기법, 키 생성/분배 등에 대한 동작 확인

노드 인증/차단

노드 관리

시스템 인증

물리적 접근 

제어/차단

① 사용노드의 물리적 접근 여부 확인

   - USB/JTAG/Serial 포트 존재 유/무 확인

② 접근 가능한 포트에 대한 신호 감지

③ tampering 회로 등을 통한 확인

트래픽 제한
① 프레임 분석도구 사용하여 프레임 캡처 분석

② 특정 프레임에 대한 전송 유/무 확인
블랙홀 기능

경로 인증/차단

인증기술
노드 인증

① 신규노드(동일한 장비/암호화기법/키 사용) 삽입

② 노드 간 정상 통신 가능 유/무 확인

관리자 인증 ① 관리자 확인을 위한 ID/PW 기능 제공 확인

<표 7-1> 대응 기술별 점검 방법-예

7.2. 대응 기술별 점검 방법

  공통(일반) 점검 항목(리스트)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점검 방법에 대해 <표 7-1>

과 같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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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탐지

① 프레임 분석도구 사용하여 프레임 캡처 분석

② 무결성 확인위한 필드 정보 유/무 확인

전력 

관리

① 프레인 분석도구 사용하여 프레임 캡처 분석

② 잔여 에너지 관리 정보 유/무 확인

③ 노드 운용에 따른 전력 변화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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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에 따른 보안 요구 사항

 <표 I-1>는 센서 네트워크 구성객체별로 분류 기준 및 공격 유형에 따른 보안 요구 사항을 정의한 것이다.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Topology

(infrastructure

/ ad hoc)

도청

(sniffing)

- 공통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센서, 센서-싱크, 센서-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스캔 공격(scan attack)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MITM

  : 전송 널의 암호화 및 필요

  : 복수의 전송 널 필요

위조

(spoofing)

- 위조(spoofing) / Fake Access Point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센서, 센서-싱크, 센서-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공통 / 플러드 공격(Flood attack)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센서, 센서-싱크, 센서-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표 I-1> 센서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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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Topology

(infrastructure

/ ad hoc)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죽음의 핑(ping of death)

  : 전송 메시지 크기 확인이 필요

- 랜드 공격(land attack)

  : 자기 자신의 루프백 주소 확인이 필요

물리적 공격

(Physical attack)

- 물리적 공격(physical attack)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Mobility

(occasional

/ continuous)

도청

(sniffing)

- 도청(sniffing) / 스캔 공격(scan attack)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MITM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센서, 센서-싱크, 센서-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이동 경로 추적을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

<표 I-1> 센서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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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Mobility

(occasional

/ continuous)

위조

(spoofing)

- 위조(spoofing) / Fake Access Point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센서, 센서-싱크, 센서-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이동 경로 추적을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공통 / 플러드 공격(Flood attack)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센서, 센서-싱크, 센서-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이동 경로 추적을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이동 기술이 필요

<표 I-1> 센서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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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Mobility

(occasional

/ continuous)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죽음의 핑(ping of death)

  : 전송 메시지 크기 확인이 필요

- 랜드 공격(land attack)

  : 자기 자신의 루프백 주소 확인이 필요

물리적 공격

(Physical attack)

- 물리적 공격(physical attack)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Connectivity

(connected

/ intermittent

/ sporadic)

도청

(sniffing)

- 도청(sniffing) / 스캔 공격(scan attack)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MITM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센서, 센서-싱크, 센서-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전송 널의 암호화 및 필요

  : 복수의 전송 널 필요

<표 I-1> 센서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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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Connectivity

(connected

/ intermittent

/ sporadic)

위조

(spoofing)

- 위조(spoofing) / Fake Access Point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센서, 센서-싱크, 센서-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전송 널의 암호화 및 필요

  : 복수의 전송 널 필요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공통 / 플러드 공격(Flood attack)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센서, 센서-싱크, 센서-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전송 널의 암호화 및 필요

  : 복수의 전송 널 필요

<표 I-1> 센서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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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Connectivity

(connected

/ intermittent

/ sporadic)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죽음의 핑(ping of death)

  : 전송 메시지 크기 확인이 필요

- 랜드 공격(land attack)

  : 자기 자신의 루프백 주소 확인이 필요

물리적 공격

(Physical attack)

- 물리적 공격(physical attack)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Deployment

(sparse

/ dense)

도청

(sniffing)

- 도청(sniffing) / 스캔 공격(scan attack)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MITM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센서, 센서-싱크, 센서-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센서 노드 / 센서 네트워크의 측정 영역을 확인하는 기술이 필요

위조

(spoofing)

- 위조(spoofing) / Fake Access Point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표 I-1> 센서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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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Deployment

(sparse

/ dense)

위조

(spoofing)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센서, 센서-싱크, 센서-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센서 노드 / 센서 네트워크의 측정 영역을 확인하는 기술이 필요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공통 / 플러드 공격(Flood attack)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센서, 센서-싱크, 센서-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센서 노드 / 센서 네트워크의 측정 영역을 확인하는 기술이 필요

- 죽음의 핑(ping of death)

  : 전송 메시지 크기 확인이 필요

- 랜드 공격(land attack)

  : 자기 자신의 루프백 주소 확인이 필요

물리적 공격

(Physical attack)

- 물리적 공격(physical attack)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표 I-1> 센서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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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Heterogeneity

(single

/ multi)

도청

(sniffing)

- 도청(sniffing) / 스캔 공격(scan attack)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MITM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센서, 센서-싱크, 센서-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전송 매체 보호 기술이 필요

위조

(spoofing)

- 위조(spoofing) / Fake Access Point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센서, 센서-싱크, 센서-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전송 매체 보호 기술이 필요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공통 / 플러드 공격(Flood attack)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표 I-1> 센서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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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Heterogeneity

(single

/ multi)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정상적인 센서-센서, 센서-싱크, 센서-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전송 매체 보호 기술이 필요

- 죽음의 핑(ping of death)

  : 전송 메시지 크기 확인이 필요

- 랜드 공격(land attack)

  : 자기 자신의 루프백 주소 확인이 필요

물리적 공격

(Physical attack)

- 물리적 공격(physical attack)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전송 매체 보호 기술이 필요

<표 I-1> 센서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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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2>은 싱크 노드에서의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분 및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Topology

(infrastructure

/ ad hoc)

도청

(sniffing)

- 공통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스캔 공격(scan attack)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MITM

  : 전송 널의 암호화 및 필요

  : 복수의 전송 널 필요

위조

(spoofing)

- 위조(spoofing) / Fake Access Point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표 I-2> 싱크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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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Topology

(infrastructure

/ ad hoc)

위조

(spoofing)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공통 / 플러드 공격(Flood attack)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죽음의 핑(ping of death)

  : 전송 메시지 크기 확인이 필요

- 랜드 공격(land attack)

  : 자기 자신의 루프백 주소 확인이 필요

물리적 공격

(Physical attack)

- 물리적인 공격(physical attack)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표 I-2> 싱크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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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Mobility

(occasional

/ continuous)

도청

(sniffing)

- 도청(sniffing) / 스캔 공격(scan attack)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MITM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이동 경로 추적을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

위조

(spoofing)

- 위조(spoofing) / Fake Access Point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이동 경로 추적을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

<표 I-2> 싱크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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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Mobility

(occasional

/ continuous)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공통 / 플러드 공격(Flood attack)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이동 경로 추적을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이동 기술이 필요

- 죽음의 핑(ping of death)

  : 전송 메시지 크기 확인이 필요

- 랜드 공격(land attack)

  : 자기 자신의 루프백 주소 확인이 필요

물리적 공격

(Physical attack)

- 물리적인 공격(physical attack)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표 I-2> 싱크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12.0149- 45 -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Connectivity

(connected

/ intermittent

/ sporadic)

도청

(sniffing)

- 도청(sniffing) / 스캔 공격(scan attack)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MITM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전송 널의 암호화 및 필요

  : 복수의 전송 널 필요

위조

(spoofing)

- 위조(spoofing) / Fake Access Point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전송 널의 암호화 및 필요

  : 복수의 전송 널 필요

<표 I-2> 싱크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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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Connectivity

(connected

/ intermittent

/ sporadic)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공통 / 플러드 공격(Flood attack)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전송 널의 암호화 및 필요

  : 복수의 전송 널 필요

- 죽음의 핑(ping of death)

  : 전송 메시지 크기 확인이 필요

- 랜드 공격(land attack)

  : 자기 자신의 루프백 주소 확인이 필요

물리적 공격

(Physical attack)

- 물리적 공격(physical attack)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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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Deployment

(sparse

/ dense

/ redundant)

도청

(sniffing)

- 도청(sniffing) / 스캔 공격(scan attack)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MITM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센서 노드 / 센서 네트워크의 측정 영역을 확인하는 기술이 필요

위조

(spoofing)

- 위조(spoofing) / Fake Access Point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센서 노드 / 센서 네트워크의 측정 영역을 확인하는 기술이 필요

<표 I-2> 싱크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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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Deployment

(sparse

/ dense

/ redundant)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공통 / 플러드 공격(Flood attack)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센서 노드 / 센서 네트워크의 측정 영역을 확인하는 기술이 필요

- 죽음의 핑(조음의g of death)

  : 전송 메시지 크기 확인이 필요

- 랜드 공격(land attack)

  : 자기 자신의 루프백 주소 확인이 필요

물리적 공격

(Physical attack)

- 물리적 공격(physical attack)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표 I-2> 싱크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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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Heterogeneity

(single

/ multi)

도청

(sniffing)

- 도청(sniffing) / 스캔 공격(scan attack)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MITM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전송 매체 보호 기술이 필요

위조

(spoofing)

- 위조(spoofing) / Fake Access Point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전송 매체 보호 기술이 필요

<표 I-2> 싱크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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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Heterogeneity

(single

/ multi)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공통 / 플러드 공격(Flood attack)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전송 매체 보호 기술이 필요

- 죽음의 핑(ping of death)

  : 전송 메시지 크기 확인이 필요

- 랜드 공격(land attack)

  : 자기 자신의 루프백 주소 확인이 필요

물리적 공격

(Physical attack)

- 물리적 공격(physical attack)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전송 매체 보호 기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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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3>는 게이트웨이 노드에서의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및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Topology

(infrastructure

/ ad hoc)

도청

(sniffing)

- 공통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스캔 공격(scan attack)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MITM

  : 전송 널의 암호화 및 필요

  : 복수의 전송 널 필요

<표 I-3> 게이트웨이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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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Topology

(infrastructure

/ ad hoc)

위조

(spoofing)

- 위조(spoofing) / Fake Access Point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공통 / 플러드 공격(Flood attack)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죽음의 핑(ping of death)

  : 전송 메시지 크기 확인이 필요

- 랜드 공격(land attack)

  : 자기 자신의 루프백 주소 확인이 필요

<표 I-3> 게이트웨이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12.0149- 53 -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Topology

(infrastructure

/ ad hoc)

물리적 공격

(Physical attack)

- 물리적인 공격(physical attack)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Mobility

(occasional

/ continuous)

도청

(sniffing)

- 도청(sniffing) / 스캔 공격(scan attack)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MITM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이동 경로 추적을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

위조

(spoofing)

- 위조(spoofing) / Fake Access Point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이동 경로 추적을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

<표 I-3>  게이트웨이 노드에서의 공격 유형별 보안 요구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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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Mobility

(occasional

/ continuous)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공통 / 플러드 공격(Flood attack)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이동 경로 추적을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이동 기술이 필요

- 죽음의 핑(ping of death)

  : 전송 메시지 크기 확인이 필요

- 랜드 공격(land attack)

  : 자기 자신의 루프백 주소 확인이 필요

물리적인 공격

(physical attack)

- 물리적인 공격(physical attack)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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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12.0149- 55 -

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Connectivity

(connected

/ intermittent

/ sporadic)

도청

(sniffing)

- 도청(sniffing) / 스캔 공격(scan attack)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MITM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전송 널의 암호화 및 필요

  : 복수의 전송 널 필요

위조

(spoofing)

- 위조(spoofing) / Fake Access Point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전송 널의 암호화 및 필요

  : 복수의 전송 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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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Connectivity

(connected

/ intermittent

/ sporadic)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공통 / 플러드 공격(Flood attack)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전송 널의 암호화 및 필요

  : 복수의 전송 널 필요

- 죽음의 핑(ping of death)

  : 전송 메시지 크기 확인이 필요

- 랜드 공격(land attack)

  : 자기 자신의 루프백 주소 확인이 필요

물리적 공격

(Physical attack)

- 물리적 공격(physical attack)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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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Deployment

(sparse

/ dense

/ redundant)

도청

(sniffing)

- 도청(sniffing) / 스캔 공격(scan attack)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MITM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센서 노드 / 센서 네트워크의 측정 영역을 확인하는 기술이 필요

위조

(spoofing)

- 위조(spoofing) / Fake Access Point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센서 노드 / 센서 네트워크의 측정 영역을 확인하는 기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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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Deployment

(sparse

/ dense

/ redundant)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공통 / 플러드 공격(Flood attack)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센서 노드 / 센서 네트워크의 측정 영역을 확인하는 기술이 필요

- 죽음의 핑(ping of death)

  : 전송 메시지 크기 확인이 필요

- 랜드 공격(land attack)

  : 자기 자신의 루프백 주소 확인이 필요

물리적 공격

(Physical attack)

- 물리적인 공격(physical attack)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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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Heterogeneity

(single

/ multi)

도청

(sniffing)

- 도청(sniffing) / 스캔 공격(scan attack)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MITM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전송 매체 보호 기술이 필요

위조

(spoofing)

- 위조(spoofing) / Fake Access Point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전송 매체 보호 기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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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분류 기준
공격 유형 보안 요구 사항

Heterogeneity

(single

/ multi)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attack)

- 공통 / 플러드 공격(Flood attack)

  : 제어 및 센싱 메시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법이 필요

  :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법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

  : 정상적인 싱크-게이트웨이 간의 인증 메커니즘 필요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전송 매체 보호 기술이 필요

- 죽음의 핑(ping of death)

  : 전송 메시지 크기 확인이 필요

- 랜드 공격(land attack)

  : 자기 자신의 루프백 주소 확인이 필요

물리적인 공격

(physical attack)

- 물리적인 공격(physical attack)

  :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

  : 정상적인 센서/싱크/게이트웨이 노드의 전송 매체 보호 기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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