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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강한 익명성 지원 구조

A Strong Anonymity Scheme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이  * 김 태 연** 조 기 환***

Junghyun Lee Taeyeon Kim Gihwan Cho

요    약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보안에 한 연구는 인증과 비 성, 무결성, 이용성 등을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에 심이 집 되어 
왔으나 최근 센서 노드의 실제 ID의 노출 문제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센서 노드의 실제 ID가 외부 공격자에게 노출되
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는 실제의 ID를 사용하지 않고 동 인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가명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비 키( 는 해쉬키)와 재의 가명( 는 난수)이 공격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에 공격자는 쉽게 가명을 생성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들에 한 강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된 구조는 가명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비 정보들이 공격자에게 공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자가 해당 노드의 가명 ID들을 생성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다. 그리고 보안 분석을 통해 제안된 구조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합함을 증명한다.

ABSTRACT

In the sensor network security area, previous works were mainly concentrated on achieving authentication,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vailability. But the ID exposure issue is recently an increasing concern in research community. To protect the ID 

exposure from various attacks, the most common approach is to make use of a dynamic pseudonym rather than the real ID. 

However, if a node's secret key (or hash key) and the current pseudonym (such as a random number) are exposed, the 

attacker can easily generate the previous/next pseudonym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curity infra-structure scheme for 

enabling strong anonymity of sensor nodes. Our scheme ensures that the probability being able to generate a pseudonym is 

very low even if a sensor node has been compromised with an attacker. Security analyses have proven that our scheme is 

suitable for sensor network environments in terms of preserving of forward anonymity as well as backward anonymity.

☞ KeyWords :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 익명성(anonymity), 해쉬 체인(hash chain), 인증(authentication)

1. 서 론

이동 무선센서네트워크(MWSN: Mobile Wireless 

Sensor Network)는 개방 환경에서 자유스럽게 이동

하면서 제한된 주 수와 역폭으로 통신하는 독

립된 노드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드들

은 사 에 결정된 토폴로지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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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치된 후에 인 한 다른 노드들과 토폴로지를 

구성한다. 따라서 사람이 직  근할 수 없는 지

역에서의 군사  감시나 제어 통신, 재앙 지역 모

니터링에 합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근본

으로 낮은 비용과 낮은 력, 다기능, 크기가 소

형이며 근거리 통신만을 지원하는 제약 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보안 수 이 그리 높지 못하다

[1,2,3].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보안에 한 연구는 인

증과 비 성, 무결성, 이용성 등을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에 심이 집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익명성을 보장하

는 문제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4,5,6]. 통신 

인 메시지에 가명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 I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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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우에 공격자(attacker)는 네트워크 트

래픽을 가로 채서 쉽게 트래픽을 분석하거나 

BS(Base Station)와 통신하는 송신 노드의 식별자

뿐만 아니라 노드의 치 이동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동하는 센서 노드가 일상 인 감

시나 특정 물체를 추 하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송신자와 수신자 이외의 제삼자가 통신 

인 송수신자의 식별자를 쉽게 구별할 수 없도

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다시 말해서 네트워

크를 통해 송되는 메시지의 송수신자 ID를 익

명으로 처리함으로써 공격자가 실제 ID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유선 네트워크에서 사용 인 부분의 

사용자 익명성 기술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그

로 용하는 것은 시스템의 성능 에서 

하지 못하다. 따라서 노드간의 송 메시지의 

실제 ID를 숨기기 해 유선 네트워크에 사용

인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교  

비용이 게 들고 다소 속도가 빠른 해쉬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isra et al.[7]은 클러스터기반 무선 센서 네트

워크에서 메시지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 다. 이들의 구조는 임의의 

두 노드 간에 공유키를 생성하기 해 Blom[8]의 

구조를 사용하는 칭키 암호화 기법과 일방향 

해쉬함수를 사용한다. 하지만 특정 노드의 비  

정보가 공격자에게 노출되는 경우에, 공격자는 해

당 노드가 다음 메시지에 사용될 가명뿐만 아니

라 이 에 사용된 가명을 쉽게 생성할 수 있기 때

문에 해당 노드가 송한  메시지의 가명 ID에 

한 방향 익명성뿐만 아니라 후방향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이다.

Ouyang[9] 등은 간 노드를 고려하지 않고 직

 센서노드와 BS간의 통신에 있어서 노드의 익

명성을 제공하기 해 일방향 키해쉬 체인을 기

반으로 하는 구조를 제안하 다. 이들이 제안한 

구조는 Misra et al.[7]이 제안한 CAS구조에서 발

생하는 보안 문제 을 보완하는 방식으로서 CAS 

방식처럼 고정된 임의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지 않

고 새로운 가명을 생성할 때마다 새로운 매개변

수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들 구조에서도 

그 방식에 따라 가명에 한 방향 익명성과 후

방향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 정보가 노출되더라도 가명에 한 

방향 익명성과 후방향 익명성이 최 한 보장되

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발생한 문제 들을 개선하기 

해 방향 키 체인과 후방향 키 체인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 리드 구조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

다. 1장의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련 연구를 

살펴본다. 3장과 4장에서는 센서 네트워크 환경과 

메시지의 익명성 보장 로토콜을 살펴보고, 5장

에서는 안정성에 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6장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방안에 하

여 기술한다.

2. 련연구

WSNs(Wireless Sensor Networks)에서의 보안은 

지난 몇 년에 걸쳐 많은 심을 받은 심사 다. 

분산된 센서 네트워크에서 임의의 두 노드 간에 

안 한 링크의 설정을 보장하기 해 

Eschenauer[1] 등은 최 로 확률  키 사  분배 

구조를 제안했다. 그리고 Chan[3]와 Zhu[10], 

Du[11] 등은 더 강한 보안성과 효율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 다. 

Kong[12] 등은 보안이 취약한 지역에 배치된 

이동 ad hoc 네트워크를 한 익명성 on-demand 

라우  로토콜을 제안하 다. Wadaa[6] 등은 네

트워크 가상 하부구조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한 

에 지 효율성 로토콜을 제안했다. 기본 시스템

과 클러스터 구조, 라우  구조가 네트워크 기

화 단계에서 외부 공격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통신을 랜덤화하는 구조를 정의했다. Mehta[4] 등

은 역 도청이 가능한 환경에서 치 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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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장 문제를 정의하고 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데 요구되는 통신 오버헤드에 해 기술했다. 

Misra et al.[7]은 클러스터기반 무선 센서 네트

워크에서 메시지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는 SAS(Simple Anonymity Scheme)과 CAS 

(Cryptographic Anonymity Scheme)를 제안하 다. 

이들의 구조는 칭키 암호화 기법과 일방향 해

쉬함수를 사용한다. SAS는 각 노드가 자신이 사

용할 가명 풀(pseudonyms pool)을 리하고 메시

지를 송할 때는 풀에서 가명을 임의로 선택하

여 사용하는 방식이고, CAS는 통신하고자 하는 

두 노드 간에 공유하는 비 키와 일방향 해쉬 함

수를 사용하여 가명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CAS 

방식에서 클러스터 내의 멤버간의 사용될 비 키

를 생성하기 해 Blom[8]구조를 사용한다. 그리

고 각 노드와 BS간에 교환되는 메시지의 가명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비 키와 임의의 매개변수 

등과 같은 비 정보가 으로 안 하다는 가

정을 두고 있다. 그들이 제안한 구조의 장 은 클

러스터내의 다른 노드들이 악의 있는 공격자에 

의해 공모(compromise)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모되

지 않는 노드들 간의 달되는 메시지의 실제 ID

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노드의 비  정보가 공격자에게 노출되는 

경우에, 공격자는 해당 노드가 다음 메시지에 사

용될 가명뿐만 아니라 이 에 사용된 가명을 쉽

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노드가 송한  

메시지의 가명 ID에 한 방향 익명성뿐만 아

니라 후방향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이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더 강한 익명성을 보장

하기 해 Ouyang et al.[9]은 HIR(Hashing based 

ID Randomization)과 RHIR(Reverse Hashing ID 

Randomization)라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 다. 

이들이 제안한 구조는 Misra et al.[7]이 제안한 

CAS구조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 을 보완하는 

방식으로서 CAS 방식처럼 고정된 임의의 매개변

수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가명을 생성할 때마

다 새로운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들 구조에서도 그 방식에 따라 가명에 한 

방향 익명성과 후방향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HIR에서는 가명을 생성할 때 방향 키 체인의 

값과 비 키를 사용한다. 따라서 비 키가 노출되

는 경우에 노출된 이후의 메시지에 사용될 가명

을 쉽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 비 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RHIR에서는 후방향 키 체인의 

값과 비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 키가 노출되

는 경우에 노출된 이후의 메시지에 사용될 가명

은 생성할 수는 없지만 이 에 사용한 가명은 쉽

게 생성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들을 보완하

기 해 칭키 암호화 기법과 방향 해쉬함수

와 후방향 해쉬함수를 동시에 용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3. 센서 네트워크 환경

3.1 센서 노드 (SN : Sensor Node)

각 노드들은 물리 인 근이 불가능하고 

(adversary)에게 쉽게 노출되는 지역에 배치되어 

자신의 치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BS에게 

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들어 센서 노드

에서의 기술이 발달되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장하고 다소 복잡한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3.2 클러스터 헤드 (CH : Cluster Head) 

WSNs의 기술은 특정 지역에 센서 노드들을 배

치하여 운용하는 소규모 환경에서 차츰 규모 

분산 WSNs 환경으로 변해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데이터 군집화(aggregation)를 효율 으

로 수행하고 통신비용을 이기 해서는 노드들

을 클러스터로 그룹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7].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환경에서 CH는 클

러스터 내의 센서 노드들 에서 선택된 노드로

서 자신의 멤버들과 메시지를 교환하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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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를 수행한 다음에 BS 방향에 있는 상  노

드(다른 CH나 BS)에게 메시지를 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BS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하

 노드에게 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3 BS(Base Station)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거나 독립 시스템

인 고성능 컴퓨터로 가정한다. BS는 모든 센서 노

드들 간에 사용될 비 정보를 리하고 메시지의 

익명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수행한

다. 새로운 가명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방향 

해쉬함수를 리하는데 이 함수는 BS를 포함한 

모든 노드들이 사 에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4. 메시지의 익명성 보장 로토콜

4.1 키 분배 단계

본 논문에서는 익명성을 한 보안서비스 이외

의 다른 내용은 제안한 구조의 내용에 벗어나기 

때문에 언 하지 않는다. 기본 으로 각 노드는 

BS에게 익명성이 보장된 데이터를 송하기 해

서는 사  약속이 필요하다. BS는 각 센서 노드가 

자신에게 데이터를 보낼 경우에 사용될 비 정보

를 해당 치에 배치되기 에 각 노드에게 분배

한다. 를 들어 특정 노드를 u라고 할 경우에, 

BS는 인 노드와 비 키를 생성하는데 사용될 비

정보와 가명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정보 

Seedf
u,BS, k개의 후방향 해쉬 함수의 출력값

(BK
i
u,BS, i=1, ..., k), 후방향 해쉬함수에 용된 인

덱스 값(t)을 각 센서 노드에게 안 한 채 을 통

해 분배한다. 여기에서 비 정보와 Seedf
u,BS, 

BK
i
u,BS, t는 각 노드마다 다른 값을 갖게 된다.

노드 BS가 노드 u에게 분배하는 비 정보 

Seedf
u,BS는 실제 IDu를 이용한 H(IDu)가 아닌 임의

의 난수이며, BK
i
u,BS는 BK

1
u,BS(= H'(Seed

b
u,BS⊕

Seedf
u,BS)), BK2

u,BS(= H'(BK1
u,BS⊕BKn-1

u,BS)), ..., 

BKk-1
u,BS(= H'(BKk

u,BS⊕BKn-k
u,BS))에 의해서 생성되

는 비 정보 리스트이다. 여기에서 Seed
b
u,BS는 BS

만이 알고 있는 난수이다. 그리고 해쉬함수(H')는 

BS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해쉬 결과 값을 

알고 있더라도 그 다음에 생성되는 값을 쉽게 계

산할 수 없다. 

4.2 기화 단계

각 센서 노드들은 해당 치에 배치되어 클러스

터를 구성하게 되고, 특정 한 노드는 (그림 1)과 

같이 클러스터 헤드 노드가 된다. 노드 CH( , U)

는 클러스터내의 멤버 노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

집하고 처리하여 상  노드에게 달하거나 상  

노드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하  노드에게 달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처리를 원활하게 수

행하기 하여 노드 CH는 멤버 노드 에서 상

의 노드를 Up-node로, 하  노드를 Down-node로 

지정한다. Up-node는 BS로의 메시지 송 경로의 

간 노드이고, Down-node는 수집된 데이터를 

계하거나 수신할 하  노드로서 하  벨에 있

는 클러스터의 CH도 포함된다. 그리고 각 노드는 

자신의 CH 노드와 익명성이 보장된 메시지를 교

환하기 해 안 한 채 을 통해 비 정보

(Seed
f
u,CH)를 교환한다. 노드 u와 CH간에 실제 메

시지를 송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가명

을 생성한다. 

그리고 노드 CH는 자신의 멤버들과 안 한 통

신을 하는데 필요한 비 정보들을 장하는 테이

블을 리한다. 표 1은 그림 1의 노드 U가 리하

는 테이블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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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러스터로 구성된 센서 네트워크 

(표 1) 클러스터 테이블( , 노드 U)

가 명 링크 indexc

H
3
(sV) Down 3

H
4
(sX) Down 4

H2(sY) Down 2

H
3
(sM) Up 3

멤버 노드 V와 X, Y, M은 CH와 익명성이 보장

되는 메시지를 교환하기 해 안 한 채 을 통

해 비 정보 sV와 sX, sY, sM을 교환한다. 멤버 

노드가 메시지를 달할 때는 비 정보를 이용하

여 생성한 가명을 사용하여 송한다. 를 들어, 

표 1에서 노드 X가 CH에게 네 번째 메시지를 

송할 때 사용되는 가명이다. 즉, 가명 H4(sX)는 

H(H(H(H(sX))))에 의해 생성된다. 그리고 멤버 노

드로부터 메시지를 수신 CH는 메시지내의 가명 

ID와 자신의 클러스터 테이블의 가명과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를 검색하여 같은 것이 존재하면 수

신하고 그 지 않으면 폐기한다.

헤드 노드가 아닌 간 노드 역시 Up-node와 

Down-node를 한 정보를 리한다. 표 2는 그림 

1의 노드 M이 리하는 정보이고, 표 3은 멤버 노

드 Y가 리는 정보이다.  

(표 2) 노드 테이블 M                   

가 명 링크 indexM

H2(sU) Down 2

H
3
(sBS) Up 3

(표 3) 멤버 노드 테이블( , 노드 Y)       

가 명 링크 index

H3(sU) Up 3

4.3 메시지 송 단계

센서 노드가 BS에 바로 인 해 있으면 간 노

드(CH나 게이트웨이 노드)를 통하지 않고 수집된 

데이터를 직  송하면 되지만, 그 지 않은 경

우에는 간 노드를 통해 달되어야 한다. 이 

에서는 센서 노드와 BS간에 사용되는 가명을 생

성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수집된 데이터가 간 

노드를 거처 BS에게 달되는 과정을 기술한다. 

새로운 가명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비 키는 

센서 노드의 계산 능력을 감안하여 일방향 해쉬 

함수(H)를 사용한다. 각 센서들이 메시지를 송

할 때마다 자신의 식별자를 익명으로 보내기 

해 그림 2와 같이 BS로부터 받은 키 정보를 이용

하여 가명을 생성한다. 기존의 논문[1,7] 등에서는 

가명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비 키가 고정된 반

면에 본 논문에서는 가명을 생성할 때마다 새로

운 비 키를 이용한다.  

(그림 2) 가명 생성 과정

를 들어, 특정 노드가 처음으로 메시지를 

송할 경우에 송신자 ID1
u,BS는 H(Seedf

u,BS⊕BKn
u,BS)

에 의해 생성되고, 그 다음 메시지의 가명 ID2
u,BS

은 H(ID
1
u,BS⊕BK

n-1
u,BS)에 의해 생성된다. 그리고 

새로운 가명을 생성한 다음에는 즉시 입력으로 

사용되는 정보들은 모두 폐기한다. 따라서 공개된 

해쉬 함수 H와 비 정보 ID
1
u,BS가 공격자에게 노

출되더라도 후진 키 정보 BKn-1
u,BS를 모르는 경우

에는 새로운 가명 ID2
u,BS (=H(ID1

u,BS⊕Kn-1
u,BS))를 

생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각 센서 노드가 특정 지역에 배치된 후에 노드

들은 재의 치정보와 수집된 데이터를 BS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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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드에게 송하기 해 사용되는 메시지 

형식은 그림 3과 같다. 

IDindexc
u IDindex

u,BS Data MAC index indexc

(그림 3) SN으로부터 BS에게 송되는 메시지 형식

IDindexc
u는 클러스터 멤버(u)의 로컬 가명이고, 

IDindexc
u,BS는 BS만이 알 수 있는 송신자(u)의 로

벌 가명이다. Data는 노드가 수집한 데이터로서 

암호화된 내용이며, MAC은 H(BKn-index
u,BS⊕Data)

이다. 그리고 index와 indexc는 각각 로컬 가명 ID

와 로벌 가명 ID를 계산하는데 해쉬함수가 

용된 횟수를 나타낸다. 클러스터화된 센서 네트워

크에서 노드 u가 메시지를 달하고 수신하는 과

정을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결설정과 메시지 달과정

￭ 클러스터 멤버(u)

[경우1] 센서 노드 u가 수집된 데이터가 있으

면 M = {IDindexc
u,CH, IDindex

u,BS, Data, 

MAC, index, indexc}를 상  노드에게 

송한다.

[경우2] 상  노드로부터 수신한 메시지의 수신

자가 자신이 리하고 있는 테이블의 

ID와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그 지 않

으면 수신된 메시지를 폐기한다.

[경우3] 자신(u)이 CH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  

노드들과 비 정보를 교환하고 클러스

터 테이블을 리한다.

[경우4] 그 외에는 휴식상태로 간다.

￭ 클러스터 헤드(CH)

[ 차1] 메시지를 수신하면 자신이 리하는 클

러스터 테이블의 첫 번째 필드에 있는 

해쉬 함수 값(IDindexc
u,BS)과 비교하여 일

치하는 것이 있는지 검색한다. 일치하

는 것이 있으면 해당 링크 필드의 값이 

Down인지 Up인지를 확인하고 아래 [경

우 1]과 [경우 2]  하나를 수행한다. 그

지 않으면 수신된 메시지를 폐기한다.

[Down 노드인 경우1]

수정된 메시지 {ID
indexCH

CH,BS, ID
index

u,BS, Data, 

MAC, index, indexCH}를 상  노드에 달한다.

[Up 노드인 경우2]

수정된 메시지 {ID
indexCH'

u,CH, ID
index‘

u,BS, Data', 

MAC', index’, indexCH'}를 하  노드에 달한다.

[ 차 2] 그 외에는 휴식상태로 간다.

￭ BS(Base Station)

각 센서 노드들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들의 실제 

ID를 알아내기 해 그림 2와 같은 차를 수행하

여 가명에 한 실제 ID를 생성한다.

5. 안 성과 성능 분석

본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에 한 

익명성 분석과 기억장소와 계산비용에 해 기술

한다. 

5.1 익명성 분석

Misra et al.[7]의 구조와 Ouyang et al.[1]의 구조 

등에서 해쉬함수가 정당한 노드들뿐만 아니라 공

격자에게도 공개되지만 가명을 생성하는데 사용

되는 비 키가 공격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가

정 하에서는 메시지의 익명성은 보장된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⑴ 클러스터내의 

한 노드 는 두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들이 공

격자에게 공모되었을(compromised) 경우 ⑵ 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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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비 키가 공격자에게 노

출되는 경우이다. 표 4는 비 키가 노출된 경우에 

제안된 구조와 기존 구조들에서 메시지 익명성의 

보장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익명성 보장

구  분 CAS[7] HIR[1] RHIR[1]
제안된 

구조

방향 익명성 × × ○ ○

후방향 익명성 × × × ○

첫 번째 경우는 최악으로써, 공모되지 않는 두 

노드가 메시지를 송할 때마다 새로운 가명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격자는 송되는 메시지

들의 송신자나 수신자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다

시 말해서 메시지를 교환하는 두 노드의 실명은 

알 수 없지만 연속 으로 송되고 있는 메시지

의 송신자나 수신자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연 이거나 극 인 공격에 의해서 공격자가 

비 키를 알아내는 경우로서, 공격자는 그 비 키

를 사용하여 송 인 메시지의 송신자나 수신자

를 알아내거나 정당한 노드로 가장하여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다. 특정 메시지에 사용되는 가명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비 키를 알아내는 방법은 

해쉬함수에 그 이  메시지에 사용된 가명과 임

의의 값을 용한 다음 출력된 값과 해당 메시지

의 가명과의 계를 비교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

키의 길이가 K비트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특정 

비트 스트림이 실제 비 키와 같을 확률은 1/2K이

다. 따라서 이  메시지의 가명과 비 키를 사용

한 해쉬함수의 출력 값과 해당 메시지의 가명과

의 계를 밝 내기 해 2K번의 연산을 수행해

야 한다. 일반 으로 한 메시지에는 두 개의 가명

(IDindex
u, IDindex‘

v)을 사용하는데 이들 가명에 사용

되는 비 키를 알아내기 해서는 2×2K번의 연산

을 수행해야 한다. 게다가 기존의 구조들과 달리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는 가명을 생성하기 

해 해쉬함수를 두 번 사용하기 때문에 2×2×2K번

의 연산이 필요하다. 를 들어, K가 32인 경우는 

2×2×2
32
번, K가 64인 2×2×2

64
번의 연산을 수행해

야 한다. 그리고 skipjack[13]을 사용하여 64비트 

블록 암호를 생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0.42㎳

라고 가정한 경우에 비 키를 알아내는데 

2×2×264×0.42㎳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원하는 비 키를 알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는 기존

의 구조들에 비해 더 강한 익명성이 보장된다. 

5.2 기억장소와 계산 비용

이 에서는 각 노드들 간에 익명성이 보장된 

메시지 교환을 해 각 노드에서 필요한 기억공

간과 계산 비용을 기존의 구조들과 비교분석한다. 

모든 노드는 조건에 따라서 CH(클러스터헤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CH는 클러스터내의 멤버뿐만 

아니라 인  클러스터의 CH와 통신을 한다. 따라

서 클러스터의 최  크기(최  멤버 수)는 S라고 

하고, 하나의 가명을 표 하기 해 K비트가 사

용된다고 가정한다. 

제안된 구조와 기존의 구조들에 있어서 필요한 

기억공간은 표 5와 같다. 먼 , 각 노드 u는 BS와 

익명성 통신을 하기 해 비 정보(Seedf
u,BS)와 n

개의 비 키(BK
n
u,BS), 인덱스가필요하다. 그리고 

CH가 클러스터 헤드인 경우에 클러스터의 멤버

( , 노드 v)와 통신하기 해 비 정보(Seedf
u,v)와 

비 키(BK
n
u,v), 인덱스가 필요하고, 인  클러스터

의 노드 CH'와 통신하기 해서는 비 정보

(Seedf
u,CH')와 비 키(BKn

u,CH'), 인덱스가 필요하다. 

한 CH가 멤버들에게 방송 통신을 하기 해서

는 (Seedf
u)와 비 키(Kn

u), 인덱스가 필요하다. 따

라서 한 노드가 익명성 통신을 해 필요한 체 

기억공간은 2K+nK+3SK+3SK+3K = 5K+nK+6SK

이다. 를 들어, 체 센서 노드가 10000개이고, 

클러스터의 크기가 1000, 비 키(후진키)가 5000, 

가명 공간이 8바이트인 경우에, 각 노드가 필요한 

기억공간은 5×8B+5000×8B+6×1000×8B = 88,040B 

≒ 88KB 이다. 반면에 CAS[7]은 필요한 기억 공

간이 약 56KB이고, HIR[1]은 약 48K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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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 노드가 필요한 기억공간과 계산비용

구 분 CAS[7] HIR[1] RHIR[1] 제안된 구조

기억공간 6K + 7SK 6K + 6SK
 5K + nK 

+ 6SK

5K + nK + 

6SK

계산비용 2T + O(1) 2T + O(1)  2T + O(1)  3T + O(1)

한 노드가 메시지를 송하기 해서는 송신자

와 수신자의 가명이 필요하고, 메시지를 수신하기 

해서는 메시지의 수신자가 자신인지를 비교하

는 연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명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해쉬계산 비용과 수신자 확인을 한 비

교연산 비용은 표 5와 같다. 여기에서 T는 해쉬함

수를 1번 수행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skipjack[13]

을 사용하여 64비트 블록 암호를 생성하는데 걸

리는 시간이 0.42㎳이하이고 비교연산을 수행하

는데 걸리는 시간을 O(1)로 가정한 경우에, 기존

의 구조에서는 약 0.84㎳+O(1)이하의 시간이 소요

되고, 제안된 구조에서는 약 1.26㎳+O(1)이하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안된 구조

에서 필요한 기억공간과 계산 시간은 64비트 블

록 암호를 사용하는 mica mote 등과 같은 센서 노

드에서 충분히 사용가능하다고 단된다.

6. 결  론

본 논문은 센서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로토콜을 제안하 다. 각 노드 간에 

교환되는 메시지의 가명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비 키와 재의 가명 ID 등과 같은 비 정보의 

일부가 공격자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노

드가 다음 메시지에 사용될 새로운 가명뿐만 아

니라 이 에 사용된 가명을 쉽게 생성할 수 없도

록 하는 구조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명으로 

사용될 정보를 방향 해쉬함수 는 후방향 해

쉬함수의 결과 값을 사용하 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는 두 방식을 혼합한 구조이다. 따라

서 그 성능과 기억장소 활용도면에서 기존의 방

식들에 비해 떨어지지만 재의 ID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비 키가 노출되더라도 메시지의 가명

에 한 방향 익명성과 후방향 익명성이 강하

게 보장되는 구조이다. 향후 필요한 연구 과제는 

실제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안된 기술

을 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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