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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국내 U-city 등 다양한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환경에서 그 환

경의 특성에 맞는 키 관리 기법을 선택 및 적용하는 지침을 정의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으로는 USN 환경에서의 키 관리 모델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격 유형 분류를 통해 유형별로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키 관리 기술을 분석한

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센서 네트워크의 설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센서 네

트워크에서 키 관리 기법을 선정하는 과정을 정의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센서 기반 USN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키 관리 기술을 선택하도록 하여 국내 U-City 등 센

서 네트워크 기반의 USN 환경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또한, 센서 네트워크의 안전성 강화를 통해 센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

성화 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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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참조 표준(권고)과의 관련성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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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수 제․개정일 제․개정 내역

제1판 2010.12.23 제정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 해당사항 없음 

6.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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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적합 인증 관련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7.1 적합 인증 대상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7.2 시험 표준 제정 여부(해당 시험 표준 번호) 

- 해당 사항 없음  

8. 표준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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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is standard proposes a guideline to select a suitable key management scheme 

based on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ubiquitous sensor networks such as U-city.

2.  The Summary of Contents

This standard first identifies several factors to be considered in key management 

schemes under the USN environments and proposes the most efficient key 

management schemes for each attack model considering the identified factors. This 

standard also describes some example application sensor networks to show the 

key management selection procedure.

3. The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tandard contributes to minimize the security breaks in the USN 

environments by proposing a systematic procedure and guideline to select a 

suitable key management scheme. Thus, this standard enhances the deployments 

of various application services by enhancing the security of sensor networks. 

4. The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 None

4.2 Domestic Standards 

- None

5. The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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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10.12.23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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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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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환경에서의 키 관리 기술 적용 지침

The Application Guideline for Key Management over USN

1. 개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는 모든 사물에 부착된 RFID 태그를 통해 사물을 식

별, 지능화·소형화된 센서 노드로 주변의 모든 정보를 탐지하여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다수의 센서 노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물 및 환경 정보를 감지․저장․가공․
통합하여 무선으로 전송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센서 네트워크는 전송되는 데이터 도청, 

위변조, 노드 캡쳐 등 다양한 공격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USN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센서 네

트워크에서 전송하는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인증 등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능

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 키를 사용하게 된다. 센서 노드의 경우, 일반적

인 무선 통신 모바일 장치에 비해서 연산 능력, 저장 공간 등 제약 요소를 가지므로 고

전적인 방법으로 암호화 키를 공유, 생성, 분배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센서 네트워크 환

경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키 설립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싱글 네트워크 키(single network-wide key), 양방향 키 확립

(pair-wise key establishment), 신뢰기간 기반 키 설정(trusted base station)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었다. USN 환경을 위한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더라고 그에 적절한 키 관리 

기술을 선택하는데 적절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키 관리 기술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본 표준은 국내 U-city 등 다양한 USN 환경에서 적절하게 키 생성 및 관리하는 방법

을 선택하도록 센서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유형을 정의하고, 각 유형별로 가장 효율적인 

키 관리 기법을 정의한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표준은 국내 U-city 등 USN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서 필요한 보안기술 중 키 관리 기술의 적용 모델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크

게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4절에서는 USN 환경에서 안전한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개발된 키 관리 기술들에 대해

서 기술한다. 

5절에서는 USN 환경에서의 공격 위협요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공격 요소 별 대응 가

능한 키 관리 기술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USN의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를 그 형태와 규모에 의해 유형을 

정의하고, 각 유형별 센서 네트워크의 다양한 예와 함께 각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키 관

리 기술들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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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 Ubiquitous Sensor Network, u-sensor network, USN, 각종 센서에서 감지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ad-hoc network 등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u센서 네트워크 기

술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음. 센서의 종류로는 온도, 가속도, 위치 정보, 압력, 지

문, 가스 등 다양하게 존재. 최근에는 물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사물에 태그(tag)를 부착

하여 각종 물류정보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음. 

나. 키 관리 기술

     : Key Management Scheme, 보안 정책에 의해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키 설립 방법을 설계하는 것으로, 키의 생성 및 사

용 방법에 대해 제시함  

다. 암호 키

: Encryption key, 암호학적 변환, 즉 암호화, 복호화, 암호학적 검사 함수 계산, 

서명 계상, 서명 검증 등의 작동을 조절하는 기호의 열로써 메시지를 암호화 혹

은 복호화 하는데 사용되는 값.

라. IEEE 802.15.4 표준 기술

: 센서 네트워크에서 저전력을 위한 기술로 LR_WPANs(Low Rate-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의 물리계층과 MAC 계층을 규정함. 이 표준은 무선 

센서, 가상 선(Virtual Wire)과 같은 제한된 출력과 성능으로 간단한 단거리 무선 

통신을 필요로 하는 폭넓은 응용에 활용되고 있음. 

마. 의사 난수 생성기

: 의사 랜덤이란 이상적인 랜덤 사건과 계산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사건을 의

미. 의사 랜덤 함수 생성기는 모든 가능한 함수를 균일한 확률 분포로 생성하는 

이상적인 랜덤 함수 생성기와 구분이 불가능한 함수 생성. 선형 합동 의사 난수 

생성기, 해시함수를 이용한 의사난수 생성기, 블록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한 의사 

난수 생성기,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의사 난수 생성기가 있음. 이 중 암호학적으

로 안전한 의사 난수 생성기에는 RSA(Rivest-Shamir-Adelman) 의사 난수 생성

기, Micali-Schnorr 의사 난수 생성기, Blum-Blum-Shub 의사 난수 생성기가 있

음.

[출처 : 한국정보보호센터, “표준전자서명용 의사난수 생성 알고리즘 개발”, 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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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HSM

: Hardware Security Module, 별도의 저장장치로 하드웨어 자체에서 암호 작업 

처리함. 인증 키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암호 연산을 HSM

내부에서 수행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공개 키 보안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CPU와 

메모리 등이 포함된 스마트카드 칩을 탑재하여 외부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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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키 관리 기술 

키 관리 기술은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키 설립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다. USN 환경에서 센서 노드들 사이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는 키

가 반드시 필요하다. 키는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키의 생성, 분배, 활용 등까지 모

든 부분을 신뢰해야 하며, 안전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키 관리 기법

의 간단한 특성과 개요를 정리한다. 

4.1 single network-wide key 기법

 single network-wide key는 키 설립 기법 중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의 single 

key가 모든 노드들에게 미리 설치된다. 모든 노드들은 이 키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암호

화, 복호화 하게 된다. 이 방법은 메모리의 공간을 적게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격

자의 공격을 받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4.2 pair-wise key establishment 기법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가장 효율적인 키 설립 방법으로 모든 노드가 유일한 키를 가

진다. 센서 네트워크의 노드가 n개 있을 때 각 노드는 n-1 개 키를 가진다. 각 노드는 

다른 모든 노드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센서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의 개

수가 10,000개라면 각 노드는 9,999개 키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 센서 노드

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은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4.3 Trusted Base Station (키 분배 센터) 기법

4.2절의 경우는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이 n-1개 키를 가지기 때문에 노드의 수가 많

은 대규모의 네트워크에서는 센서 노드의 자원 제약성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하는 두 노드 사이의 세션 키를 신뢰할 수 있는 base station에서 

두 노드에게 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을 중앙 집중 키 분배 센터(KDC : Key 

Distribution Center) 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뢰된 베이스 스테이션(trusted base station)

은 적은 메모리를 요구하고 노드의 응답을 완벽하게 제어한다. 그러나 베이스 스테이션

이 공격자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4 Public key 기반 기법 

  전체 네트워크가 하나의 키를 공유 하거나 노드들 간에 1 대 1로 키를 공유 하는 등의 

방법은 센서 네트워크의 안전성 또는 노드의 제약적인 자원으로 인해서 센서 네트워크에

적용 하는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키 공유의 취약점을 해결 할수 있는 방법으로 

고전적인 암호 알고리즘인 공개 키 기반으로 센서 네트워크에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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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은 이전에 비밀키를 공유하

는 방법에 비해서 제약적인 센서 노드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해서는 센서 노드

에 적합하도록 알고리즘을 경량화하여야 한다. 

4.5 사전 키 분배(Key Predistribution) 기법

센서 노드가 배치되기 전에 각 센서 노드에 몇 개 키를 미리 설치하는 방법이다. 노드

가 배치되고 난 후 센서 노드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공유키를 설립하기 위해 서로의 노

드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방법은 어떤 두 센서 노드가 pair-wise key를 사용하

여 통신을 하는 확률을 보장하지만 안전한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pair-wise key를 계산

할 수 있다는 것은 보장하지는 않는다. 아래에서는 사전키 분배 기법의 중요한 예를 간

략하게 설명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참고 문헌을 참조한다.

랜덤 키 분배 방식 : 센서 노드보다 많은 양의 키를 생성하여 키 집합(Key Pool)을 

형성하고 그 키 집합에서 각각의 센서 노드에 노드를 설치하기 이전에 랜덤하게 키

를 탑재하는 형태

q-합성수 기반 랜덤 키 분배 방식 : 기존의 랜덤 키 분배 방식과 유사한 기법이지

만, 센서들 간의 통신을 위해서 q개 키를 기반으로 센서 노드 간에 하나의 키를 공

유하는 형태, 랜덤 키 분배 방식에서는 특정 노드가 캡처되어 다른 노드들에서 공유

되는 키에 대한 정보가 유출 될 수 있으나, 이 기법에서는 q개의 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특정 노드들 간에 공유되는 키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이 강화

됨

Multi path key reinforcement 방법 : 두 노드 사이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 

노드 사이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경로키를 설정하는 방법, 즉, 노드 A와 노드 

B사이에 j 개의 경로가 존재한다면 A와 B에게 J 개의 값을 생성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달하고 이를 받은 B는 이 값들과 기존의 A, B 사이의 키와 함께 키를 생성

함

Random Pair-wise 키 분배 방법 : 기존의 pairwise 키 스킴(Scheme)을 수정한 방

법으로 두 노드 사이의 연결 가능 확률 p에 따라 한 노드가 가질 키의 개수 m(키 링

의 크기)을 m = n × q로 계산함. 그럼으로써 기존의 방식이 네트워크 크기가 증가

함에 따라 노드의 키 링 크기 또한 커져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는 것에 비해 좀 더 

향상된 방식

Polynomial Pool-based Key 분배 방법 : Polynomial은 t-degree bivariate 

Polynomial(degree가 t인 이변 다항식)을 사용. 즉, 키를 설정하는 서버가 임의로 대

칭변수 t차(t-degree) Polynomial을 생성하여 생성된 Polynomial을 센서 노드에게 

할당하여 통신을 하는 두 노드 사이에 공통된 키 값을 유도함. 한마디로, 이 

Polynomial은 f(x, y) = f(y, x)를 만족해야 하며, 통신을 하고자 하는 두 센서 노드

에게 이 대칭 Polynomial이 공유 및 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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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Schemes : 키에 대한 정보를 분산시켜 위험을 줄이려는 것으로 비밀 공

유 문제를 다루며, 비밀 분산이라고도 함. m개의 센서노드에게 키에 대한 정보를 분

배하고 항상 m개의 노드가 다 모여야만 키를 복원할 수 있음. 하지만 m개의 센서 

노드가 모두 모일 수 없는 긴급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n, k)-Threshold 

스킴(schemes) 방법 사용. 이는 n개의 센서 노드가 있다면 적어도 k개 이상이 모여

야만 키를 복원할 수 있으며 k개 이하일 경우 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만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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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공격 유형에 따른 키 관리 적용 고려사항

이장에서는 우선 USN 환경에 가해질 수 있는 공격 형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하고, 

각 공격 유형을 방어하기에 적절한 키 관리 기법을 분석한다.

5.1 센서 네트워크의 보안 요구 사항

기밀성(Confidentiality) : 수동적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한

이 부여된 노드만이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결성(Integrity) : 한 노드에서 보낸 데이터가 다른 노드에게 가는 도중 공격자에 의

해 공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센서 노드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메시지의 내

용이 변경되지 않게 전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가용성(Availability) : 가용성이란 센서 네트워크의 서비스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센서 

네트워크는 불필요한 연산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여 센서 네트워크

의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전체 네트워크의 가용성 유지를 위해 중앙에서 키를 관리 하

는 노드를 배치하여 이 노드가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익명성(Anonymity) : 익명성은 통신 사실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느 노드가 어느 노드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격자를 탐색하는 등의 필요성에 의해 USN 환경에서는 노드의 익명성을 보장

하면서 동시에 익명성을 선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제공되어야 한다. 

인증성(Authentication) : USN에서 센서 노드의 통신은 상호 인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5.2 센서 네트워크에 가해질 수 있는 공격 유형

USN 환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격으로 도청, 데이터 위변조, 서비스 거부, 

라우팅 공격, 물리적 공격이 있다. 

도청 : USN에서 정보의 흐름이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몰래 수신만 하는 것이다. 이

는 USN에서 소극적 공격의 한 종류로 보안의 기밀성과 익명성을 해친다. 

데이터 위변조 공격 : 전송되는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잘못된 정보가 전송되는 

것이다. 따라서 센서 노드의 메모리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공격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공격자가 이 데이터를 위변조 한 후 다른 센서 노드에게 전송하여 공격자의 의도

대로 동작하게 할 수 있게 하여 보안 요구사항인 인명성과 무결성을 침해한다. 

서비스 거부 공격 : 공격자가 호스트나 네트워크의 사용 가능한 자원을 독점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는 센서 네트워크 혹은 센서 노드에 대하여 서비스의 기능과 성능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이다. 

USN의 라우팅 공격 : 메시지가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싱크 노드로 전달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공격자가 라우팅 공격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

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다른 공격을 시도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이용할 수 있다. 

물리적 공격 : 센서 노드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노드를 파괴하여 네트워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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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일부 노드가 동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USN에서의 센서 노드는 외부에 설치되어 

환경 정보를 센싱하여 이를 처리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물

리적인 공격을 받기 쉽다. 

5.3 공격 유형별 키 관리 기술 적용

4절에서 설명한 다양한 키 관리 기법 중 사전 키 분배 기법의 기본으로 하여 공격 유

형에 따른 키 관리 기술의 특성을 분석한다.

5.3.1. 키 관리를 위한 고려 사항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키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센

서 노드들이 랜덤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토폴로지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기 어려

우며, 센서 노드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량화된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하

다. 또한 센서 노드의 잘못된 동작과 에너지 소모 등으로 인해 센서 노드의 추가적설치

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키의 추가 및 제거가 용이해야 한다.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가 실외에 설치될 경우 물리적 공격으로 인한 노드 탈취의 문제를 고려해

야 하며 마지막으로 확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센서 네트워크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려진 다양한 공

격 방법에 내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공격자가 키 생성 및 분배 과정에서의 트래픽 분석

을 통해 키의 생성 정보 및 네트워크 환경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는 암호화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물리적인 공격을 통해 탈취한 노드로부

터 노드에 저장된 키의 정보, 네트워크 토폴로지, 베이스 스테이션의 위치 등과 같은 중

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센서 노드가 탈취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며 노

드의 배치 이후에는 칩 디버깅을 통한 정보 획득이 불가능해야 하다.

5.3.2. 공격 유형에 따른 키 관리 적용 방법

다음에서는 공격 유형과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기 관리 기법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

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6절에서 키 관리 기법에 대한 지침을 정의한다.

<표 5-1> 는 공격 유형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키 관리 기법을 나타낸 표이다. 도청

은 센서 노드 간 통신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정보를 획득하는 공격이므로 데이터를 암호

화해서 주고받음으로써 방어할 수 있다. 데이터 위변조 또한 특정 노드로부터 변조된 메

시지를 받지 않도록 상호 노드 간 암호화 키를 설정하여 메시지를 인증하는 방법을 이용

하여 방어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노드마다 다른 키를 설립하는 Pair-wise키나 Random 

pair-wise 키 기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Radom pair-wise 키는 pair-wise의 비효율적

인 메모리 문제를 해결하지만 노드 캡쳐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키 관리 기법으로 확장

성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네트워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이나 라우

팅 공격 등은 정상적인 노드로부터 전파 방해, 선택적 전달 등의 공격을 통해 다른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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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비정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격자가 아닌 정상적인 노드만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물리적인 공격으로 인해 노드가 탈취되

었을 경우 이를 대체할 노드 추가가 용이한 확장성이 있는 키 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

다. 라우팅 공격의 경우에는 키 관리 기법 이외에도 LEAP를 사용하면 HELLO flood 공

격과 웜홀 (Wormhole) 공격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부 공격에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막을 수 있다.

마스터 키 관리 기법은 마스터 키를 이용해 pair-wise키를 생성하고 사용한 마스터 키

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공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공격자가 마스터 

키를 지우기 전에 노드를 탈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공격자가 모든 pair-wise 키를 생

성할 수 있기 때문에 노드 탈취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센서 개수가 적은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마스터 키를 계속 교체하는 방식을 이용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센서 네트워크의 형태에 따른 키 관리 기법을 6절에서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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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의 사전 분배 공격 특징

마스터 키

◦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센서 노

드가 단일키를 사용

◦ 단일키 노출 시 전체 센서 노드의 키가 노출

이 되므로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함

Pair-wise 키
도청

데이터 위변조

◦ 모든 센서 노드와 키를 설립하는 방식

◦ 한 노드가 노출이 되어도 전체 네트워크에 미

치는 영향이 적음

◦ 센서 노드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소규모 네

트워크에 적합

q-합성수 랜덤 키

데이터 위변조

DoS 공격

라우팅 공격

◦ 한 노드가 공격자에게 노출이 되어도 센서 네

트워크 내의 다른 통신 내용이 공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보안

◦ 공격자는 두 노드 사이에 사용된 q개의 공통 

키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도청이 가능함

◦ 두 노드 사이의 키를 인접한 다른 노드가 가

질 수 있음.

Multi-path 키
도청

물리적 공격

◦ 기본적인 세션키 설정 후 독립적인 경로를 통

해 새로운 세션키를 생성

◦ 키가 노출되어도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

향이 적음

◦ 중간 노드의 신뢰가 있어야 함.

랜덤 Pair-wise 키

데이터 위변조

DoS 공격

라우팅 공격

◦ 불필요한 메모리 사용문제를 해결하면서 키의 

저항성을 가짐

◦ 메모리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확장성을 

가지면서 큰 규모의 네트워크 지원이 가능

하다.

◦ 베이스 스테이션이 없이도 손상된 노드를 감

지하여 취소할 수 있음

◦ 노드 캡쳐 및 물리적 공격으로 인한 노드의 

탈퇴 등에 빠른 회복력을 가짐

<표 5-1> 공격 유형과 키 관리 기법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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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SN 환경에서의 키 관리 기술의 적용 지침

이 장에서는 센서 네트워크 규모와 센서가 배치되는 장소, 그리고 센서 노드가 가지는 

키의 개수, 네트워크 토폴로지(Network Topology) 등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센서 네트워크를 분류하고, 각 조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USN 공격 유형을 정리하여 공

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키 관리 기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와 지침을 정의한다.

 

6.1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 분류 

6.1.1. 센서 네트워크의 규모

본 표준에서 소규모 네트워크와 대규모 네트워크 형태의 기준은 Blom의 Polynomial 

기법을 바탕으로 한다. 아래는 Polynomial 기법의 성능과 메모리 크기의 관계를 설명한

다.

가. 소규모 센서 네트워크의 정의

센서 네트워크의 한 센서 노드가 저장 할 수 있는 키의 수를 m이라고 하고, 계수

(coefficient)의 비트 사이즈는 세션 키의 실제 사이즈라고 한다. 같은 센서 네트워크에 

속한 센서 노드들이 하나의 Polynomial를 이용하여 Polynomial Instance를 분배 받는다

면 이 Polynomial은 m-1 degree를 가질 수 있다. 이 Polynomial의 모든 계수가 밝혀지

기 위해서는 m 개의 센서 노드가 공격자에게 capture 되어야 한다. 만약 이보다 적은 수

의 센서 노드만이 공격자에게 capture되는 경우는 capture 당하지 않는 다른 노드들 간

의 통신은 안전하다. 

따라서 센서 네트워크의 모든 센서 노드의 수가 m 보다 작다면 m 개 이상의 센서 노

드가 capture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네트워크에서는 단순한  Polynomial 기법을 사용하여서도 안전한 센서 네트

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이 표준에서는 센서 네트워크내의 센서 노드의 수가 m개보다 작

은 경우를 소규모 네트워크라고 하고, m 보다 같거나 클 경우를 대규모 네트워크라고 정

의한다. 

나. 대규모 네트워크에서의 키 관리 기법 필요성

센서 노드의 수가 m 보다 같거나 커질 경우는 그 크기에 비례하여 취약성이 증가하게 

된다. 센서 네트워크가 보유하는 키의 개수보다 더 많은 센서 노드를 가지고 있는 대규

모 네트워크에서는 센서 네트워크 토폴로지로 구분하여 적합한 키 관리 기법을 정의한

다.

6.1.2. 센서 네트워크의 적용 환경 

센서 네트워크의 적용 환경은 실내와 실외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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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내 환경

실내 수준 응용 서비스는 USN 설치 위치가 특정 건물 내부에 위치하며 센서 네트워크

의 구축 및 관리가 용이하고 센싱 및 제어 등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적

인 예로는 스마트 빌딩 서비스, 공공 안전 서비스, 창고 관리 서비스 등이 있다. USN의 

서비스 대상이 실내 서비스일 경우 망 구성이 소규모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네트

워크에 사용되는 키 관리 기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단일 키 하나로 모든 노드를 관리할 

수 있는 마스터 키나 Pair-wise 키 관리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나. 실외 환경

실외 수준 응용 서비스는 USN 설치 위치가 건물 외부에 위치하며 해양 목장 서비스, 

가로등 관리 서비스, 상하수도 관리, 대기/악취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센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있어서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제약이 있으

며 센싱 및 제어 등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가 어려울 경우가 있다. 실외 수준 응용 서

비스는 주로 대규모 네트워크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노드들을 위한 LEAP나 q-합

성수와 같은 랜덤 키 사전 분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6.1.3. 센서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유형 

USN 환경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IEEE 802.15.4에서 지원하는 네

트워크 토폴로지 형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스타 토폴로지(Sat Topology), 메쉬 토폴

로지(Mesh Topology),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Cluster Tree Topology), 클러스터 메쉬  

토폴로지(Cluster Mesh Topology)가 있다. 

가. 스타 토폴로지

스타 토폴로지는 모든 센서 노드들의 중앙의 한 노드와 통신을 하는 구조이다. 네트워

크를 구성하고 센서 노드들의 관리나 라우팅이 간단하고 또한 중앙의 노드를 중심으로 

한 번의 통신 거리 내에 모든 노드들이 위치해야 하므로 홈 네트워크 등과 같이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한 구조이다. 또한 모든 노드가 하나의 키를 사용하는 마스터 키 관리 

기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외보다는 실내 서비스에 더 적합하다.

나. 메시  토폴로지

메시 토폴로지는 여러 개의 라우팅 경로가 존재하므로 일부 노드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경로를 바꿀 수 있으며 멀티 홉 

통신이 가능하므로 스타 토폴로지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보다 더 넓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메쉬 토폴로지에서는 pair-wise키, 랜덤 키, LEAP(Lightweight Exte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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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Protocol) 등을 사용하여 노드들의 키를 관리할 수 있다.

다.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는 좁은 범위에서만 망을 구성하는 스타 토폴로지의 단점을 개

선한 것으로 각각의 클러스터가 하나의 중심 노드를 중심으로 스타 구조를 취하면서 각 

중심 노드끼리 트리 구조를 형성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 중심 노드 역할을 하는 노

드를 클러스터 헤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에서 사용되는 키 관리 

기법에는 신뢰 가능한 베이스 스테이션을 통하여 이웃 센서 노드와 키를 교환하는 

SPINS와 그룹 키 관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라. 클러스터 메쉬 토폴로지

클러스터 메쉬 토폴로지는 센서 노드들 사이에 하나의 경로만 존재하고 클러스터 헤드

에 이상이 생기면 네트워크가 분할되는 단점을 개선한 구조로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와 

유사한 구조이다. 클러스터 메쉬 토폴로지에 사용할 수 있는 키 관리 기법으로는 SPINS

와 그룹 키 관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트리 구조와는 달리 센서 노드들이 흩어

져 있기 때문에 LEAP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와 클러스터 메쉬 토폴로지는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소규모의 

네트워크 보다는 대규모의 네트워크에 더 적합하다. 

6.2 USN에서의 키 관리 기술 선택 지침 

키 관리 기술은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키 설립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다. USN 환경에서 센서 노드들 사이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는 키

가 반드시 필요하다. 키는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키의 생성, 분배, 활용 등까지 모

든 부분을 신뢰해야 하며,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아래에서

는 센서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관리자가 해당 센서 네트워크에 적합할 키 관리 기법을 선

택하는 절차를 정의한다.

6.2.1 센서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공격 유형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분류의 모든 유형에서 도청, 데이터 위변조, 서비스 거부, 라우

팅 공격, 물리적 공격이 발생 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는 규모와 장소, 네트워크 특성 및 

구조 형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더 공격당하기 쉬운 공격 유형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보안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키 관리 기법을 정의한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중에서 클러스터 구조는 다수의 센서 노드들이 클러스터 구조를 이

루므로 센서 노드가 적은 소규모 네트워크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표준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정한다. 또한 스타 토폴로지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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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노드가 중앙의 한 센서 노드와 통신하는 구조이므로 많은 센서 노드를 가지고 통신

하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규모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하여

야 한다.

센서 노드에게 인위적으로 물리적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실내보다는 실외

에서 물리적 공격 발생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자연 재해와 같은 홍수, 번개, 지진 등으

로 인해 센서 노드에게 물리적 공격이 가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소규모 네트

워크에서는 센서 노드의 수가 적기 때문에 라우팅 공격이 무의미 하다고 판단되어 대규

모 네트워크에서만 발생 가능하다.

6.2.2 키의 생성

 키의 생성은 통신을 하기 위해 키를 안전하게 생성 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며, 본 표

준에서 키의 생성은 하드웨어적 난수 생성기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암호용으로 설계

된 암호용 의사난수생성기를 활용하여 키를 랜덤하게 생성하도록 한다. 

암호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키는 이용 형태에 따라 기본적으로 마스터 키(Master key)

와 세션 키(Session key)로 구분된다. 마스터 키는 세션 키를 안전하게 센서 노드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세션 키는 실제 암호 시스템에서 사용되어 데이터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생성된 키이다. 그래서 마스터 키에 비해 세션 키의 수명은 짧다. 그리고 마스

터 키를 안전하게 분배하여 사용하는 키로 암호화 키가 있다. USN에서는 키의 노출로 

인해 전체 네트워크가 위험해 질 수 있으므로 키의 생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렇게 생성된 키는 자체적으로 외부 보안으로부터 안전하게 키를 보관할 수 있는 HSM에 

보관되어야 한다.

6.2.3 키 분배 기법의 선택

키 분배는 키가 생성된 위치로부터 암호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위치로 암호화키를 전송

해 주는 과정이다. 통신을 위해 센서 노드들에게 생성된 키를 분배해야하며, 본 표준에서 

키 분배는 센서 노드가 설치되기 이전에 각 노드에게 키의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사전 

키 분배방식을 사용한다. 이 때 다양한 사전키 분배 방식 중에서 센서 네트워크의 다양

한 특성에 따른 분류를 바탕으로 <표 6-1>과 같이 사전키 분배기법을 선택한다. 즉 우

선 센서 네트워크가 설치되는 장소를 선택하고, 그 센서 네트워크의 크기를 선택하며, 그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토폴로지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여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이 

결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여러 키 관리 기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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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크기 토폴로지 키 관리 공격 요구사항 시범서비스

실내 ㆍ ㆍ 마스터 키
․도청

․데이터 위변조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인증

․홈 네트워크

․빌딩 모니터링

실외

소규모
스타

메쉬

Blom's method

Polynomial

․데이터 위변조

․서비스 거부

․물리적 공격

․데이터 인증

․노드 상호인증

․물리적 통제

․터널 모니터링

․도로 관리 

모니터링

대규모

스타 Pairwise
․데이터 위변조

․물리적 공격

․데이터 인증

․물리적 통제
․교량 모니터링

메쉬
Polynomial

Random

․서비스 거부

․라우팅 공격

․물리적 공격

․(데이터 

암화->암호

화)

․노드상호인증

․노드포획에 

대한 탄력성

․물리적 통제

․기상/해양 관측 

모니터링

․도시 기반 시설 

모니터링

클러스터 

트리

Polynomial

Random-pairwise

q-합성수

LEAP

․데이터 위변조

․서비스 거부

․물리적 공격

․데이터 인증

․노드상호인증

․물리적 통제

․지하수 모니터링

․농산물 재배 관리 

시스템

․주차관리 시스템

클러스터 

메쉬

Polynomial

Random key

q-합성수

LEAP

․서비스 거부

․라우팅공격

․물리적 공격

․데이터암화

․노드상호인증

․노드포획에 

대한 탄력성

․물리적 통제

․식수원 관리 

시스템

․하천 생태복원 

모니터링 시스템

<표 6-1> 네트워크 형태별 키 관리 기법과 공격 및 요구사항

6.3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키 관리 지침 적용 예

이 절에서는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의 예를 보여주고, 이러한 예들에 적합한 키 관리 기

법을 선택하는 과정을 정의하여, 향후 새로운 센서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사용자가 보다 

쉽게 자신에 맡는 키 관리 기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6.3.1 실내 

가. 환경

이 유형은 USN 센서 네트워크를 설치 할 때 건물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다. 실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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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정된 공간이고, 건물 자체의 방법 시스템에 의해서 센서 네트워크의 규모나 네트워

크 토폴로지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센서 네트워크에 참여하

는 노드의 수나 센서 노드가 보유하고 있는 키의 수가 일정하지 않고, 스타 토폴로지,  

메쉬 토폴로지,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 클러스터 메쉬 토폴로지의 선택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으로는 홈 네트워크 또는 건물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대

표적이다. (그림 6-1)은 홈 네트워크의 예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 건물 내의 벽과 천장 

혹은 기둥 등에 센서 노드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6-1) 홈 네트워크

[출처 : 나선웅, 김동균, 최영길, 이상정, “무선 센서 노드 데이터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 한국정보과학회 2006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제33권 제2호(D), 2006.]

아래 (그림 6-2)와 (그림 6-3)은 건물 내 설치된 메쉬 네트워크 구조와 건물 모니터링 

시스템의 예를 보여준다. 이처럼 건물 내의 벽과 천장 혹은 기둥 등에 센서 노드를 설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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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건물 내 설치된 메쉬 네트워크 구조

[출처 : http://www.jdlsolutions.com/images/PlantFloor.jpg]

(그림 6-3) 건물 모니터링

[출처 : http://www.hankyul.in/hw/img/img5.gif]

나. 공격 유형 및 요구사항

실내에 설치된 센서 네트워크는 실내라는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서 통신 범위가 제한되

어 있고 건물 내의 자체 방법 시스템 등을 통해서 노드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환

경에서는 물리적인 노드 탈취 (node compromise, capturing) 공격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센서 노드들이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 하므로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이 

제공되지 않으면 도청을 당하기 쉽다. 도청을 방지 하기위해서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암

호화된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하며, 데이터 전송 경로에 대한 암호화도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에 무결성이 제공되지 않으면 전송되는 데이터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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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될 수 있으므로 송․수신 하는 데이터가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한 인증도 필요하다. 

다. 키 관리 기법

위와 같이 노드 캡쳐로 인해 도청이나 데이터 위변조 공격을 당했을 때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센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정상적인  센서 노드들의 모든 키를 최대한 빠

르게 변경해 줘야 한다. 단일키를 사용하는 마스터 키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 서

버(key server)의 강력한 보안이 이루어 줘야 하며, 보안을 위해 주기적으로 키를 변경하

여 센서 노드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키가 유출되었을 때에 유출된 키를 

사용 할 수 없는 키로 만듦으로서 센서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은 실내에서 각 토폴로지마다 이러한 마스터 키 기법을 이용하여 키를 분배하는 

방법이다.

․  스타 토폴로지 : 중앙의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는 PAN Coordinator(PAN 

coordinator : 개인영역통신 중재기) 센서 노드에서 다른 노드들에게 키를 배

분하도록 함 

․  메시 토폴로지 :  PAN Coordinator와 FFD(Full Function Device) 노드들을 통

해 다른 노드들에게 마스터 키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함

․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 : Root ZC(ZigBee Coordinator)로부터 각 클러스터 

헤드(Cluster Head)에게 마스터 키를 전달하며, 클러스터 헤드는 자신이 속한 

클러스터의 노드들에게 키를 전달함

․  클러스터 메시 토폴로지 : 메시 링크에서는  메시 토폴로지와 같이, 스타 링크

에서는 스타 토폴로지와 같이 키를 전달함. 즉, ZigBee 코디네이터(FFD)에서 

ZigBee Router(FFD)에게 키를 전달하고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클러스터의 

FFD는 자신이 클러스터 내의 다른 노드들에게 키를 전달하는 것임

6.3.2 실외-소규모 네트워크

가. 환경

이 유형은 센서 노드가 실외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로 설치된 것이다. 센서 네트워크 내

에 참여하는 노드의 수가 각 센서 노드가 보유하는 키의 개수보다 적은 소규모 네트워크

에서는 클러스터 토폴로지를 제외한 스타 토폴로지와  메시 토폴로지를 사용한다.

이러한 유형으로 터널 관리 시스템, 지능형 도로 관리시스템(Smart way System)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아래 (그림 6-4)는 터널관리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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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터널관리 서비스

[출처 : “희망한국 실현을 위한 u-City 구축 활성화 기본 계획”, 정보통신부, 2006.]

나. 공격 유형 및 요구사항

소규모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센서 노드가 실외에 설치된 환경이므로 외부로부터 

물리적 공격을 받기 쉽다. 도로 모니터링과 같은 경우 교통사고나 도로 공사 등의 상황

으로 인한 사로로 센서 노드가 망가지거나, 천둥, 번개, 홍수와 같은 자연적으로 센서 노

드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공격자에 의해 노드가 탈취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

한 물리적 공격에 대해서 물리적인 통제가 요구된다. 

특히 노드 캡쳐 공격으로 인하여 데이터가 위조 혹은 변조되어 시스템에 위․변조된 정

보가 전달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서비스 거

부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가 정상적인 데이터임을 데이터 인증을 통해 확

인 하고, 노드 사이의 상호 인증을 통해 공격 노드가 주는 잘못된 정보를 막도록 해야 

한다.

다. 키 관리 기법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Blom‘s method와 Polynomial 기법을 사용한다. Polynomial 기

법은 각 노드들이 적은 정보만 저장함에도 불구하고 각 노드 사이에 필요한 세션 키를 

계산 할 수 있다. 특히 공격자에 의해 노드 캡쳐를 당해도 저항력이 높고, 노드의 차수

(degree)가 t인 Polynomial을 사용할 때, t개 이상의 노드가 캡쳐 당하지 않으면 키들의 

안전성이 보장되므로 소규모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증가시킨다. Blom's method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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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nomial과 비슷하며 단지 키를 생성하고 분배하는데 행렬을 사용한다는 차이점만 있

다. 

6.3.3 실외 -대규모 네트워크-스타 토폴로지

가. 환경

이 유형은 실외에 설치된 대규모 네트워크 중에서 스타 토폴로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대규모 네트워크는 센서 네트워크 내의 센서 노드가 각 센서 노드가 보유하고 있는 키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이며, 대규모 네트워크를 실외에 스타 토폴로지로 설치한다. 

이러한 예로 교량 모니터링, 건설현장모니터링(배터리사용), EPFL이 있는 대규모의 캠

퍼스 등이 있다. (그림 6-5)은 부산의 구포대교를 모니터링 하는 사진이다. 

(그림 6-5) 부산 구포대교 교량 모니터링

[출처 : Hanyangcyber Univ., Dept. I&C., Prof.,Printed by.Ph. D. M.S.Kang “RFID/USN 최신 

동향 및 쟁점사항”, 2007.]

나. 공격 유형 및 요구 사항

실외에 설치된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사람에 의해 인위적이든 자연 재해에 의해 자연적

이든 센서 노드가 물리적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물리적 공격은 물리적 통제를 

통해 센서 노드를 보호 한다.

스타 토폴로지는 중앙의 센서 노드를 통해 모든 센서 노드들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

때 중앙의 센서 노드가 공격을 당하면 모든 센서 노드들 역시 공격에 쉽게 노출 된다. 

즉, 중앙의 센서 노드가 캡쳐 당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데이터를 다른 센서 노드에게 전

송하면 센서 네트워크는 모든 공격에 노출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여 

데이터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고, 인증된 데이터만 중앙의 센서 노드로부터 송수신 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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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키 관리 기법

위와 같은 상황에서 데이터 위변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키 관리 기법으로 Pairwise 

key 기법을 사용한다. 중앙의 센서 노드와 통신하는 모든 센서 노드 사이에 다른 세션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키들이 동시에 유출되지 않는 한 위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 

할 수 있다. 따라서 Pairwise key 관리 기법을 이용하여 센서 노드간의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경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면 실외의 대규모 스타 토폴로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위변조 공격을 막을 수 있다.

6.3.4 실외-대규모 네트워크-메시 토폴로지

가. 환경

이 유형은 실외에 대규모 네트워크를 메쉬 토폴로지로 설치한 것이다. 메쉬 토폴로지는 

멀티 홉을 지원하므로 센서 노드의 장애 발생 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

에 신뢰성이 높다. 따라서 실외 환경에 최적화된 토폴로지로 대학교나 대규모 공장 등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외에서 대규모 네트워크 메쉬 토폴로지를 사용하는 예는 u-City를 들 수 있다. 도심

에 설치된 메쉬 토폴로지를 통해 교통관제, CCTV 망 등을 한 번에 수용한다. (그림 

6-6)는 실외에서 대규모 네트워크 메쉬 토폴로지를 사용한 u-City를 보여준다. 도심에 

설치된 메쉬 토폴로지를 통해 교통관제, CCTV 망 등을 한 번에 수용한다.

(그림 6-6) 실외 대규모 메쉬토폴로지의 예 u-City

[출처 : Firetide, "무선 MESH Solution 응용 Service 및  MESH network 구축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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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격 유형 및 요구사항

US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드의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노드로 전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외의 센서 네트워크는 실외라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노드의 손

실, 탈취 등의 물리적 공격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인증 받지 못

한 정보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법 접근을 차단하는 물리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제도와 인증체계를 마련이 필요하다. 

물리적 공격 이외에도 메쉬 토폴로지에서는 서비스 거부 공격과 라우팅 공격 등이 발

생 한다.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센서 노

드들의 상호 인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메쉬 토폴로지의 경우 토폴로지의 특성상 멀티 홉을 지원함으로 다중 라우팅 경

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메시지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싱크 노드로 전

달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라우팅 공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라우팅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신하는 노드 사이의 상호 인증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통신이 이루어지는 통신 

채널뿐만 아니라 라우팅 정보도 제한된 자원을 고려한 경량 암호화 방법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한 노드가 캡쳐 당해도 빠르게 다른 경로를 통해 전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노드 포획에 대한 탄력성이 요구된다.

다. 키 관리 기법

실외 대규모 네트워크의 메시 토폴로지 환경에서는 Random 키 기법과 Multi-path 기

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  Random-pair wise 키 : Random pairwise key를 통해 노드와 노드 사이에 

각각 다른 키를 가진 링크가 생성되도록 해야 함. 또한 공격자가 정보 송수신

의 경로 바꾸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드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도

록 할 때 Random Pairwise 기법으로 노드 사이의 경로에 대해 키를 재분배하

거나 Multi-path 기법을 통해 정산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함

․  Multi-path : 노드 캡쳐 공격을 당한 노드에게 정보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캡쳐 된 노드를 피해 정보가 송수신 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Multi-path 기법을 사용함

6.3.5 실외-대규모 네트워크 -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 모델

가. 환경

이 유형은 실외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로 설계한 것이다. 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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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트리 토폴로지는 네트워크 관리가 용이하고 추가적인 가지를 가질 수 있어 확장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네트워크에 적합한 구조이다. 또한 통

신 속도가 연결되는 노드 수로 나눈 만큼 감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

의 전송률이 높지 않은 환경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구조는 데이터를 지역적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하며, 센서 노

드의 실시간 정보 수집, 분석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수의 센서 노드 운영을 위한 네트워

크 효율성 증대를 위해 트리 방식의 토폴로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계층 구

조이기 때문에 상위 노드가 고장이 나면 하위 노드들의 네트워크가 마비되거나 더 크게

는 네트워크가 단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유형으로는 산업용 공장 모니터링(그림 6-7), 지하수 모니터링, 농산물 재배관

리 시스템(그림 6-8) 등이 대표적이다. 

(그림 6-7) 산업용 공장의 모니터링

[출처 : MERL, http://www.merl.com/projects/zigbeei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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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농산물 재배 관리 시스템

[출처 : 표철식, “USN 기술과 응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5.]

나. 공격 유형 및 요구사항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공격에는 물리적 공격과 데

이터 위변조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이 있다. 

특히 물리적 공격의 경우 넓은 지역에 센서 노드가 분산되어 있고 실외라는 환경적 특

성 때문에, 자연 재해 혹은 인위적인 공격으로 센서 노드가 물리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물리적 공격으로는 부채널 공격이 있을 수 있다. 부채널 공격은 또 다른 

형태의 물리적 공격으로 노드가 동작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소비 전력 혹은 방사되는 전

자파 정보를 이용하여 노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는 공격이다. 부채널 정

보는 공격자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고 부채널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전체 암호 시스

템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현실적인 공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 시스템을 견고하

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에는 데이터 위변조 공격이 있다. 트리의 클러스터 헤드

(Cluster head)를 맡고 있는 노드가 캡쳐 될 경우, 캡쳐 된 클러스터 헤드를 통해 위조 

또는 변조 된 정보가 클러스터 내부의 노드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송된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위변조 공격이 이루지면 데이터 정보 전달에 있어 정확성을 왜곡시키게 된다. 따

라서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정확한 데이터만 송수신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 공격과 데이터 위변조 공격뿐만 아니라 서비스 거부 공격이 있다. 이는 위의 데

이터 위변조 공격과 비슷하며 - 클러스터 헤드가 캡쳐 되는 경우 - 데이터의 암호화뿐만 

아니라 메시지와 노드 사이의 인증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정보를 송수신해야 하고, 정상

적인 노드만이 통신을 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 또한 지속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인

하여 센서 노드의 에너지가 소모되어 급격하게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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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키 관리 기법

이 케이스에서는 q-합성수 기법과 LEAP를 이용한다. 

․  q-합성수 : 물리적 공격의 센서 노드의 손상이나 탈취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통제가 필요. 부채널 공격의 경우에는 부채널 정보를 막기 위해서는 자료나 

키가 사용될 때마다 다른 값을 갖도록 함. 이를 위해 q-합성수 기법을 이용. 

그리고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의 특성상 각 센서 노드 사이에 하나의 경로만 

존재하므로 q개의 공통키로 센서 노드 사이의 링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여 

데이터 위변조나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어함

․  LEAP : LEAP는 4개의 키, 개인키, Pairwise 키, 그룹 키, 클러스터 키를 사용

하여 서비스 거부 공격을 당하더라도 이웃 노드가 당하는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음. 그리고 대칭키를 이용하여 초경량 메시지를 암․복호화 하며, 노드 사

이에 MAC 확인을 통해 인증을 한 후에 수신한 메시지를 포워딩하거나 프로세

싱 함으로써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공격을 막아냄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

일 수 있음

6.3.6 실외-대규모 네트워크- 클러스터 메쉬 토폴로지 모델

가. 환경

이 유형은 실외에서 대규모 센서 네트워크를 설계 할 때 클러스터 메쉬 토폴로지로 설

계한 것이다. 클러스터 메쉬 토폴로지는 센서 네트워크 확장성이 용이하고, 센서 노드들

이 클러스터를 이루기 있기에 네트워크 관리가 편리하다. 또한 메쉬 토폴로지와 비슷하

면서도 메쉬 토폴로지의 단점을 극복하여 많은 센서 노드들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이러한 유형으로는 식수원 관리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그림 6-9), 하천 생태복

원 시스템, 수질 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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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수질관리 모니터링

[출처 : 안순신, "IPv6기반 센서 위치정보 관리 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나. 공격 유형 및 요구사항

클러스터 메시 토폴로지는 메시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메시 토폴로지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거부 공격과 라우팅 공격에 쉽게 당할 수 있다. 

메시 토폴로지의 요구 조건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거부 공격은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노드 상호 인증을 통한 신뢰된 노드끼리 혹은 클러스터끼리 통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클러스터 메시 토폴로지 역시 다중 라우팅 경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보가 정상적

인 경로를 통해 싱크 노드로 전달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라우팅 공격이 발생한다. 그러므

로 라우팅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노드 사이의 상호 인증이 필요하

며, 이러한 통신 채널뿐만 아니라 라우팅 정보도 제한된 자원을 고려한 경량 암호화 방

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일부 센서 노드가 공격을 당해서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워

도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한다. 특히 클러스터 구조이므로 클러스터 헤

드의 노드 에너지를 적게 사용 할 있도록 하여 클러스터 헤드에게 전파나 트래픽이 집중 

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상황 역시 실외에 설치되어 있어서 전파 방해 등과 같은 인위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천둥, 번개, 홍수 같은 자연적 공격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

해서 센서 노드를 보호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통제와 감시 제어가 필요하다. 

다. 키 관리 기법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외의 대규모 센서 네트워크 클러스터 메시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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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격을 대응하는 키 관리 기법으로 LEAP, Random key, multi-path 방법을 이용한

다. 

․  Random key : 이 케이스는 메시 토폴로지와 유사하며,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

지의 단점을 개선한 것. 하지만 상대적으로 네트워킹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메

모리의 용량과 네트워킹 등을 고려하여 Random key 기법을 사용함

․  q-합성수 : 메시 토폴로지에서는 많이 분산되어 있는 센서 노드들의 더욱 강

한 보안을 위해  Random Pairwise 키 기법보다 더 강한 키 기법으로 q-합성

수를 사용 할 수도 있음.

․  LEAP : LEAP는 4개의 키, 개인키, Pairwise 키, 그룹 키, 클러스터 키를 사용

하여 서비스 거부 공격을 당하더라도 이웃 노드가 당하는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음. 그리고 대칭키를 이용하여 초경량 메시지를 암․복호화 하며, 노드 사

이에 MAC 확인을 통해 인증을 한 후에 수신한 메시지를 포워딩하거나 프로세

싱 함으로써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공격을 막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

음. 

․  Multi-path : 서비스 거부 공격이나 라우팅 공격을 당해서 노드가 올바른 서비

스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메시 토폴로지의 장점인 멀티 홉을 이용하여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 해 주는 Multi-path 기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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