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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d-hoc 네트워크는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익명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의 특성은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함으로 Ad-hoc 네트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소수의 악의적인 공격자가 있는 경우에 높은 확률로 연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연산 기법들을 활용하여 Ad-hoc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을 보

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1. 서론 

Ad-hoc 네트워크는 이동 노드들 간에 자율적으로 

구성되고 고정된 기반 네트워크가 필요 없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한정된 배터리로 데이터 전달 

기능을 가진 중간 노드의 구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인의 데이터가 익명의 장비를 통해 

전달된다는 보안상의 문제가 사용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특히 차량으로 구성된 VANET(Vehicular Ad 

Hoc Networks)의 경우, 주행 중 정보전달 과정의 

위·변조 위협인 In-transit Traffic Tampering 등이 차량 

통신을 제약하는 보안 취약성으로 분석되고 있다[1]. 

여기서는 최근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전한 집계(Aggregation)연산 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Ad-hoc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 본론 

데이터 전달 기능은 Ad-hoc 네트워크에서 많이 다

루어진 분야이며 주된 연구 대상이다 [2], [3]. 이와 관

련하여 현재 IETF MANET(Mobile Ad hoc NETwork)에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AODV(Ad Hoc On demand 

Distance Vector)[4], DSR(Dynamic Source Routing)[5]등의 

프로토콜이 제안되어 있다. 하지만, 익명의 구성원들

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경우, 데이터의 의도적인 변

조나 고장에 의한 데이터 왜곡이 일어났는지를 검증

할 방안은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우

리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전한 집계

연산 기법을 차용하여, 이를 Ad-hoc 네트워크에 적용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2.1 안전한 집계(aggregation) 연산 기법 

안전한 집계연산 기법은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수집 시 악의적인 노드에 의해 결과 값이 조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다. Hu 와 Evans 는 한 노드가 

조작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6], Wagner 는 

악의적인 공격에 좀 더 견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7]. Przydatek, Song, Perrig 은 aggregate-commit-

prove 라는 아래의 3 단계 절차를 통해 노드의 조작을 

방지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8]. 

1. aggregate 단계 

하나의 대표 노드에서 각 노드의 데이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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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여 결과값(총합, 최소값, 최대값등)을 계산

한다. 

2. commit 단계 

대표 노드는 수집한 데이터의 결과값을 신뢰할 

수 있는 노드에 제출한다. Merkle hash-tree 를 이

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트리 의 leaf 에 위치시

키고 바이너리 해쉬 트리를 구성하여 루트의 

해쉬 값도 제출한다. Merkle hash-tree 는 두 자식 

노드의 데이터를 concatenation 한 후 해쉬 함으

로써 그림 1 과 같이 얻을 수 있으며 루트의 해

쉬 값을 commitment 라고 부른다. 

 

 

(그림 1) Merkle hash tree 

 

3. prove 단계 

신뢰할 수 있는 노드는 제출받은 데이터와 

commitment 를 통해 제출된 결과의 신뢰성 여부

를 검증한다.  

 

aggregate-commit-prove 기법은 Merkle hash-tree 를 

이용하여 대표 노드가 제출한 결과값에 서명한 효과

를 얻을 수 있으며 잘못된 결과값 제출시 prove 단계

에서 이를 검증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신뢰할 수 있는 

노드가 대표 노드를 거치지 않고 각 노드와 연결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가정하는데, Ad-hoc 네트워크

는 여러 경로가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므로 

이러한 가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대표 노드는 각 노드를 샘플링 하고 노드의 데

이터 값을 전송 받는다. 전송받은 데이터 값과 그 노

드의 Merkle hash tree 경로를 찾아 해쉬 값을 제출받은 

commitment 와 비교함으로써 대표노드의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모든 노드들을 다 검증하면 조작 여

부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겠지만, 대표 노드와 각 

노드들을 연결하는 경로가 모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제한된 환경을 갖는 Ad-hoc 네트워크에서 트래

픽 부하를 고려한다면 검증은 샘플링 기법을 통해 이

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2 안전한 연산의 Ad-hoc 네트워크 적용 방안 

AODV, DSR 프로토콜의 경우 On-Demand 방식으로 

트래픽이 발생하는 시점에 경로를 탐색하게 되는데 

악의적인 노드를 게이트웨이로 거치게 되는 경우 전

체 트래픽이 노출되는 보안상의 문제점을 가지게 된

다. 따라서 공격자는 자신의 노드를 게이트웨이 노드

로 믿게 하기 위해 게이트웨이 선택 방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데이터 조작을 시도할 수 있

다. 그러므로 Ad-hoc 네트워크에서 게이트웨이가 되는 

노드는 신뢰성 있게 선택되어야 한다[9]. 

AODV, DSR 프로토콜을 확장하여 라우팅을 형성할 

때 Merkle hash tree 를 같이 구성해 두면, 자신이 속한 

서브 네트워크의 라우터를 신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결재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각 노드는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임의의 데이터

를 생성하여 전송하고 게이트웨이 노드는 이러한 데

이터를 수집하고 Merkle hash tree 를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 3 의 노드(공인인증서 관리 서버 등)로 전

송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제 3 의 노드는 임의의 시간에 

연결 가능한 노드를 샘플링하여 선택한 후 게이트웨

이 노드로 전송했던 데이터를 받는다. 이것을 게이트

웨이 노드가 전송했던 commitment 와 비교하여 게이

트웨이 노드의 신뢰성을 판별하며 조작된 정보를 보

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블랙 리스트에 올려 브로드 

캐스팅한다.  

AODV 나 DSR 에 이러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구현한다면 큰 성능 저하 없이 악의적인 

게이트웨이를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보안

상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선택 과정상

의 데이터 위·변조 탐지만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방

식은 일반적인 데이터의 전송 왜곡 여부 판별에 동일

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VANET 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송하는 과정에서

의 위·변조를 탐지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3. 결론 

Ad-hoc 네트워크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특징으로 가

지는 네트워크로 고정된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하지만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드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보안상의 문제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른 많은 보안상의 취약점이 있

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

는 게이트웨이 노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였다. 임의의 순간에 게이트웨이 노드에 대

한 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노드가 게이트웨이 

노드로 선택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샘플링 기법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부하를 줄이고자 

하였다. 앞으로는 다른 악의적인 노드가 게이트웨이 

노드로 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Ad-hoc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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