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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ANET 에서 노드들은 스스로 네트워크를 관리 해야하기 때문에 노드간의 협동과 신뢰관계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보안은 MANET 에서의 중요한 이슈중 하나이고 키인증는 보안에 핵심요소 이
다. 하지만 동적인 토폴로지, 자원의 제약, 고정된 인프라의 부재는 MANET 에서의 키인증를 어렵

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MANET 에 PKI 를 적용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라우팅 기반의 자율분

배 키인증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공개키 링 테이블에 형성된 노드와는 CA 없이 언제든지 
신뢰된 통신을 할 수 있어 다른 노드에 적게 의존함으로 해서 DoS 공격과 같은 특정 노드를 무력

화 시키는 공격에 효율적으로 동작한다.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육성ㆍ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1. 서론 

Mobile Ad-hoc network(MANET)은 고정된 인프라 없

이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로 전쟁과 재난과 

같은 임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되었으나 최근 

유비쿼터스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Bluetooth 와 홈네

트워크와 같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분야로 그 범위가 확대 되고 있다.[1] 

MANET 은 고정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노드들 스

스로 네트워크관리를 해야 하는데 원활한 네트워크관

리를 위해서는 노드들 사이에 협동과 신뢰관계가 중

요하게 된다. 하지만 노드들의 동적인 변화는 서로 

신뢰관계를 유지하거나 생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는 원인이 된다.[2][3] 따라서 

키 관리를 통해 보안적 요구사항과 노드간의 신뢰관

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키 관리에는 

대칭키 방식과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방식

이 있는데 PKI 방식이 크고 복잡한 네트워크에 적용하

기에 대칭키 방식보다 용이하고, 유출에 대한 문제가 
적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PKI 는 많은 계산능력이 요구되며 계층적인 
신뢰센터(CA: Certification Authority)가 있어야 하는 단
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
요하다. 특히, 고정된 인프라가 없는 MANET 에서의 
CA 문제는 많은 논의를 불러왔으며 CA 를 분산하는 
방법을 통한 해결방안들이 연구되어 왔다. 그 방법은 
분산 CA 방식과 자율 CA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트 라우팅 기반의 자율 CA 방식의 
키 인증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Clustering routing Schemes 

Clustering routing 은 하나의 노드를 중심으로 1 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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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있는 노드들의 단위들을 클러스트로 구성하는 
라우팅 모델로 클러스터마다 크러스터 헤드를 선출하

고 두개 이상의 클러스터와 접하고 있는 노드를 게이

트웨이로 정한다. 클러스트 내의 일반노드들은 클러스

트 헤드와 게이트웨이에 의해 관리, 통신된다.  
클러스터링 기법은 MANET 에서 여러 장점을 갖는

다.[4] 첫번째 클러스터 헤드와 게이트웨이가 가상적

인 백본망 역할[5]을 하기 때문에 라우팅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진다. 두번째 각 노드들 관점에서 네트워크

가 보다 간단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하게 된다. 마지막

으로 노드들에게 각각의 일을 부여함으로해서 각 노
드가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든다.  

2.2 PKI 키 관리 

PKI 는 CA 를 통하여 공개키를 관리하는 구조를 말
하며 계층적인 CA 를 통해서 사용자의 공개키를 관리

해준다. MANET 에서는 그 특성상 고정적인 CA 가 불
가능하므로 고전적인 PKI 의 변형인 분산 CA 구조와 
자율 CA 구조가 사용된다. 

2.2.1 분산 CA구조 [6][7] 

Threshold Cryptography 는 공개키/개인키 쌍에서 개
인키를 K 조각으로 나눈후 n 개의 노드에게 분산시키

는 방법이다. 따라서 n 개의 노드에 분산된 K 개의 조
각키를 모아야만 공개키로 암호화된 내용을 알 수 있
다. Threshold Cryptography 를 이용하면 실제적으로 K
개로 분산된 CA 의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는 K 개의 
조각키를 모으지 않으면 CA 의 역할(키인증, 서명, 갱
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산 CA 구조는 
한 클러스터에 K 개 이하의 노드가 존재할 경우 사용

할 수 없으며 키관리를 위하여 많은 통신횟수를 요구

하게 된다. 
2.2.2 자율 CA구조 [8] 

자율 CA 구조는 각 노드들이 공개키를 PGP 방식[9]
을통해 상호 보관 함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공개키

를 상호 보관하기 위해서 노드들은 동등한 구조를 
갖으며 Web of trust 를 기반으로 KeyRing 이 결정된

다. 
2.2.3 Key Ring 

모든 키는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 저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PGP 에서는 해당노드가 소유하는 공개키/개인키 
쌍과 다른노드의 공개키들을 저장하기 위한 자료 구
조를 가지고 있다. 그 자료구조는 개인키 링 테이블과, 
공개키 링 테이블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키 링 테이

블은 Key ID 나 User ID 로 색인되고 보안을 위해 
IDEA(International Data Encryption Algorithm)를 이용하

여 암호화 되어 해당노드에만 저장되어 있다. 공개키 
링 테이블 또한 Key ID 나 User ID 로 색인 되어 있으

며 다른노드의 공개키, 신뢰도 등을 기록하여 CA 없

이 노드들을 인증하게 된다. 

 
[표 1] 개인키 링 테이블 

 
[표 2] 공개키 링 테이블 

2.2.4 Web of Trust 

노드간의 신뢰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노드 A 자신이 
새로운 키를 만들면 Owner Trust 와 Key legitimacy 필
드를 Complete Trusted 로 채우고 인증되지 않는 노드 
B 로부터 공개키를 받았을 때 Owner Trust 와 Key 
legitimacy 는 노드 A 자신의 정책에 맞게 결정하게 된
다. 한 예로 [표 2]와 같이 노드 A 가 노드 C 로부터 
서명을 받고 Signature Trust 가 Trust 인 노드 B 의 Key 
legitimacy 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 노드 A 의 
공개키 링 테이블을 살펴 보고 테이블 네에 노드 C
의 Key legitimacy 가 Trust 상태 였다면 노드 A 는 노드 
B 의 Key legitimacy 를 Trust 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3. 자율 키관리 모델 

표기법 설 명 
CH 클러스터 헤드 
N 일반 노드 

GW 게이트웨이 노드 
AN CH, N, GW 를 포함한 전체노드 
PK 공개키 
SK 개인키 
EPK PK 를 사용하여 암호화 
ESK SK 를 사용하여 암호화 
RV 임의의 수 
neig 이웃 노드 
PKR PK 링 테이블 
SKR SK 링 테이블 

[표 3] 표기법 정의 
3.1 개요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자율 키인증 모델은 클러

스터링 라우팅 기반에서 자율적으로 PK 를 관리 할 
수 있는 모델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번째로 
CH 는 자신이 관리하는 클러스터 내의 N 들과 
CH_neig 들의 PK 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다른 클러스

터의 N 들의 PK 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 두번째로 각 
N 들은 자신과 통신한 모든 클러스터의 N 들의 PK 를 
공개키 링 테이블에 신뢰정도와 함께 기록하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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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크기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PK 는 삭제한다. 마
지막으로 각 N 들은 자신의 정책에 따라서 공개키 링 
테이블 내에 신뢰도를 조절 할 수 있으며 최고의 보
안을 위해서 적외선 포트나 직접 전달 받은 공개키만

을 Trusted 상태로 놓을 수도 있다. 
단, 기본인증과정에서 악의적인 노드가 없다고 가

정하고 라우팅 상에서 CH 들이 각 노드로의 라우팅 
정보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2, 3, 4]에서 노드 사이의 검은 선은 신뢰관계

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빨간 선은 공개키 교환

을 통해 새롭게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기본 인증 과정 

3.2 동작과정 

동작과정은 크게 기본인증과정과 상호인증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인증과정은 GW, N 과 CH 간

에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고, 상호인증과정은 실
제 통신이 이루어지는 N 간에 실뢰를 형성하는 과정

이다. 즉, 기본인증과정은 처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

을 때와 토폴로지가 변하였을 경우에만 사용되며 이
후 필요에 의해서 상호인증과정을 수행하여 자율적으

로 PK 를 교환하게 된다. PKR 에 기록된 PK 가 있는경

우 상호인증과정이 필요없이 두 노드간에 신뢰가능한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3.2.1 기본인증과정 

기본인증과정에서는 CH 와 N 간에 무결성, 기밀성, 
부인방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RV 와 ID 를 이용하여 4
번에 통신횟수를 거쳐 인증을 한다. 

3.2.1.1 초기화 단계 

1. 노드들을 클러스트 단위로 묶고 CH 와 GW 그리

고 N 을 구분한다. 
2. 모든 노드들은 자신의 PK/SK 쌍을 만든 후 SKR

에 기록한다. 
3.2.1.2 CH와 N간의 인증 단계 

1. CH 가 클러스터 내에 자신의 PK 를 알린다. 
2. 클러스터 내의 Ni는 값을 

CH에게 보낸다. 

)||||( iiiPK PKRVIDE
CH

3. CH 는 를 전송

한다. 

))||||(( CHiCHSKPK RVRVIDEE
CHi

4. Ni는 도착한RVi자신이 보낸 RVi와 비교하여 맞으

면 자신의 PKR에 PKCH와 IDCH를 기록하고 

을 CH에게 보낸다. ))(( CHSKPK RVEE
iCH

5. CH는 RVCH가 처음 보낸 것과 일치 하며는 자신

의 PKR에 PKi와 IDi를 기록한다. 
3.2.2 상호인증과정 

실제 통신을 하려는 N 간에 PK 를 교환하기 위하여 
CH 를 통해 통신하고자하는 N 의 PK 를 획득하여 
PKR 에 기록하는 과정으로 N 들은 자신의 정책에 따
라서 각기 다른 PKR 을 구성하게 된다. 통신하려는 
노드가 [그림 4]와 같이 같은 클러스터에 있다면 상호 
PKR 을 기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① CH에게 PKB를 요청 

C H 와 N 간 의 인 증 단 계

초 기 화 단 계

C H 와 N 간 의 인 증 단 계

초 기 화 단 계

B

② CH의 PKR에 PKA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3.3.1 을 통해 NA를 인증 
존재한다면 를 보냄 ))(( BPKSK PKEE

BCH

③ 를 N))||||( AAAPK PKRVIDE
B B에게 보냄 B

④ 를N))||||(( BABSKPK RVRVIDEE
BA

A에게 보내면 

NA는 RVA값을 확인하고 맞으면 PKR에 자신의 정
책에 맞게 PKB와 IDB BB를 저장 

⑤ NA는 를 N))(( BSKPK RVEE
AB

B에게 보내고 받은 

N

B

BB는 자신이 보낸 RVB와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
인하고 맞으면 자신의 PKR에 자신의 정책에 맞게 
PK

B

A와 IDA를 저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그림 3] 단일 CH 에서의 N 간의 인증 과정 
통신하려는 노드가 [그림 4]와 같이 다른 클러스터

에 있다면 조금 더 복잡한 다음과 같은 통신과정을 
거친다. 
① CH에게 PKC를 요청 
② CH의 PKR에 PKC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므로 

라우팅 정보를 통해 CHneig에게 PKC를 요청 
③ CHneig가 PKC를 가지고 있으므로 요청한 CH에게 

PK값을 보내기 이전에 3.2.2 에서 ③④⑤와 같은 
형태로 CH간에 쌍방향 인증을 한뒤에 

를 보냄 ))||(( DDSKPK PKIDEE
neigCHCH

④ NB에게 를 보냄  B ))||(( CCSKPK PKIDEE
CHB

⑤ NB는 NB C에게 를 N)||||( BBBPK PKRVIDE
D C에게 

보냄 
⑥ 를N))||||(( CBCSKPK RVRVIDEE

CB B에게 보내면 

N

B

BB는 RVB값을 확인하고 맞으면 PKR에 자신에 정
책에 맞게 PK

B

C와 IDC를 저장  
⑦ NB는 를 NB ))(( CSKPK RVEE

BC C에게 보내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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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는 자신이 보낸 RVC와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
인하고 맞으면 자신의 PKR에 자신의 정책에 맞게 
PKA와 IDA를 저장 

 
 
 
 
 
 
 
 
 
 
 
[그림 4] 여러 CH 에서의 N 간의 인증 과정 

3.3 다른 클러스터헤드 및 노드의 이동 

CH 가 클러스터 지역을 벗어나거나 사라졌을 때에 
각 N 은 라우팅 과정 중에 CH 로 부터의 응답이 없다

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클러스터 지역은 클
러스터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 새로운 CH 를 선출하

게 된다. 이후에 동작은 3.2.1 과정을 따른다. 노드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사라졌을 때 각 N 간의 혹
은 CH 와 N 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CH
의 PKR 에서 사라진 N 의 데이터를 삭제한다. 새로 
유입된 N 은 3.3.1 과 같은 과정을 따르며 PKR 은 그
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각 N 끼리의 통신에서는 
PKR 의 정보를 이용한다. 

3.3.1 클러스터에 새로운 N의 유입 

1. Ni가 PKCH를 알고 있는 경우 PKCH로 메시지를 
보내면 CH는 자신의 PKR을 살피고 Ni가 없으므

로 RVi와 IDi을 요청하여 인증을 시켜준다. 
2. Ni가 PKCH를 모르는 경우 Ni는 CH에게 PKCH요

청 메시지를 보내고 받은 PKCH로 RVi와 IDi를 보
냄으로 해서 인증한다. 

4. 성능평가 

4.1 비교성능평가 

[표 4]에서 최소 노드 개수 제한이란 인증을 하기

위해 최소한 몇 개의 노드가 있어야 하는지를 나타내

며 노드간의 의존도란 인증과정에서 다른노드에게 얼
마나 의존하는지를 나타낸다. 
 분산 

CA[7] 
제안 
기법 

최소노드 개수 제한 K 개 X 
새로운 노드 인증시 암호화 횟수 3 회 4 회 
새로운 노드 인증시 통신 횟수 K+2 회 3 회 
인증형태 단방향 양방향

노드간에 의존도 높음 낮음 
[표 4] 분산 CA 와 제안기법의 요약 

4.2 제안 기법의 장점 

1. 각 노드들은 자신의 PKR 에 형성된 노드와 통
신을 위해 상호인증과정이 필요없으므로 
MANET 의 제 형성시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2. 노드가 자신의 PKR 을 가지고 있어 다른 노드

에 최대한 적게 의존하므로 DoS 공격과 같이 특
정 노드를 무력화 시키는 공격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토폴로지의 동적인 변화, 고정된 인
프라의 부재에서 오는 MANET 에서의 보안을 위해서 
PGP 방식을 활용하여 클러스트 라우팅 기반에서 동작

하는 자율적인 공개키 인증 모델을 제시했다. 노드는 
자기만에 PKR 을 유지 함으로 해서 자율적인 키 인증

이 가능했다. 
향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성능평

가와 경량화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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