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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적대적이고 급변하는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들은 항상 적대적인 공격자들로부터 위조나 

변조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통신 내용과 경로의 보안성이 필요하다. AnonDSR 기법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익명성을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 기법에 비해 암호키를 설립

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므로 통신 수행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안 기법에서는 암

호키 설립 단계와 통신경로를 설정하는 단계를 동시 수행하고 데이터 전송시에는 공유키로 암호화

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서 보안 강도를 높인다. 결과적으로 제안기법은 AnonDSR 에 비해 매번 통신 

수행시간이 최대 31% 향상되고 보안성도 강화된다. 

 

1. 서론 

전장과 같이 적대적이고 동적으로 급변하는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들은 항상 이동이 가능하므로 

적대적인 공격자들로부터 위조나 변조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도청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애드혹 네트

워크에서는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익명성 보안 

라우팅 기법에는 AnonDSR[4]이 있다. 이 기법은 암호

화에 대칭키와 공개키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키 설립, 

익명성 경로보장, 익명성 데이터전송 프로토콜로 구

성된다. 하지만 이 기법은 다른 기법들이 통신 경로

설정과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만을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키 설립 프로토콜이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수

행하므로 통신 수행시간이 타 기법들보다 길어진다. 

제안 기법은 키 설립 프로토콜의 핵심인 출발지와 

목적지 노드들이 대칭키를 공유하는 절차를 익명성 

경로보장 프로토콜에서 통합하여 동시에 수행한다. 

그리고 익명성 데이터 전송시에는 공유하는 대칭키로 

암호화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므로 보안 강도를 높인다. 

그러면 AnonDSR 에 비해 통신 수행시간 측면에서 최

대 31%의 성능이 향상되고 보안성도 강화된다. 

이후 본 논문의 2 장에서 기본 용어를 알아보고 3

장에서는 제안 기법을 설명한다. 4 장에서는 성능평가

를 보여주고 5 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용어 및 표기법 

사용되는 용어 및 표기법은 표 1 과 같다. 

 

 

<표 1> 용어 및 표기법 

표기 의미 표기 의미 

IDA 노드 A의 식별자 KX 임의의 대칭키 

NX 임의의 익명성(nonce) 값 KA 노드 A의 대칭키 

NA
노드 A 와 연관되는 익
명성(nonce) 값 

H() 단방향 해쉬 함수 

PKtemp일시적인 공개키 PKA 노드 A의 공개키 

SKA 노드 A의 개인키 P 패딩 

PL 패딩 길이 SignA 노드 A의 서명 

EK(M)
대칭키 K 로 암호화된 
메시지 M 

EPK(M) 
공개키 PK 로 암호화
된 메시지 M 

익명성 값은 노드를 식별하는데 ID 를 사용하는 대신

에 유일한 난수 값을 생성해서 익명성을 보장한다. 

트랩도어는 출발지에서 암호화한 메시지를 목적지에

서만 복호화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암

호화 기법인 오니언은 노드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밀

키로 중첩해서 암호화한다. 

 

3. 제안 기법 

3.1 익명성 경로 보장 프로토콜 

익명성 통신을 위해 출발지와 목적지 노드가 중간 노

드들의 ID 대신 익명성 값(NX)과 대칭키(KX)를 확보한

다.  

RREQ 단계에서는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하고 트랩

도어 기법을 사용한다.  

<ANON-RREQ, PKtemp, trdest, onion> 

ANON-RREQ 는 익명성 통신을 원하는 RREQ 메시지

이다. trdest 는 트랩도어 기법으로 목적지 노드만이 복

호화할 수 있게 목적지 노드의 공개키로 암호화한다. 

예를 들어, trdest = EPKdest(NT,KT,IDdest,SKtemp)라면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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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공개키(PKdest)로 암호화되어 개인키(SKdest)를 

가지고 있는 목적지 노드만이 복호화할 수 있다. 그 

결과, 공유할 익명성 값(NT)과 대칭키(KT) 그리고 실

제 목적지의 주소(IDdest)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은 

메시지 암·복호화 과정(PDO, PRO) 을 나타낸다. 

 

(그림 1) PDO 와 PRO 

   RREP 단계에서는 RREQ 과정을 통해 목적지 노드

가 알게 된 전체 경로의 익명성 값과 대칭키들을 출

발지 노드도 가질 수 있게 암호화해서 전송한다. 

<ANON-RREP, Nnext, PRO> 

ANON-RREP 는 익명성 통신을 원하는 RREP 메시지

이다. Nnext는 다음 익명성 값을 의미하므로 노드를 이

동할 때마다 갱신된다. PRO 는 PDO 의 역순으로 형성

된다. 익명성 값으로 경로상의 노드를 찾은 후에 그 

노드의 대칭키로 PRO 를 복호화한다. 출발지 노드(A)

에 도착하면 경로상의 모든 익명성 값과 대칭키를 목

적지 노드와 공유하게 된다. 

 

3.2 익명성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출발지와 목적지 노드는 이미 전체 경로의 대칭키와 

익명성 값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서 각 노드의 대칭키

를 이용해 오니언 방식으로 암호화한다.  

<ANON-DATA, Nsrc, onion> 

ANON-DATA 는 데이터 전송을 알리는 메시지이다. 

Nsrc 는 처음에 시작하는 노드의 익명성 값을 나타내고 

경로상의 노드에 도착할 때마다 다음 노드의 익명성 

값으로 교체된다. 경로 암호화 포맷인 onion 은 출발

지와 목적지 노드는 전체 경로상의 대칭키와 공유하

는 대칭키를 가지므로 오니언 방식으로 데이터를 암

호화한다.  

ADOA 는 출발지 노드(A)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이미 전체 라우팅 경로를 알고 있으므로 중간노드

의 순서대로 그들의 대칭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호화되는 대칭키는 출발지 노드의 

대칭키(KA)와 출발지와 목적지 노드만이 공유하는 대

칭키(KT)를 동시에 사용해서 보안성을 강화한다. RDO

도 ADO 와 동일한 과정으로 데이터의 암호화를 수행

하는데 중간노드의 순서가 역순이 되는 것만 다르다. 

오니언 방식인 ADO 와 RDO 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ADO 와 RDO 

4. 성능평가  

Pentium 4 2.60GHz, 768MB RAM 의 컴퓨터 환경에서 

모의 실험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환경은 전체 노드 

수는 500 개이고 하나의 노드에 이웃하는 노드의 수

는 4 개이다.  

공개키의 암∙ 복호화 시간은 대칭키의 암∙ 복호화 

시간보다 오래 걸리고 공개키는 암호화보다 복호화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제안 기법이 

AnonDSR 에 비해 통신 수행시간 면에서 최대 31%의 

성능이 향상되고 출발지와 목적지 노드간의 홉 수가 

가까울수록 더 좋은 효율성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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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익명성 라우팅 기법들의 통신수행시간 비교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3 단계 프로토콜로 구성

된 AnonDSR 을 2 단계 프로토콜로 축소시키고 익명성 

데이터 전송시에는 공유하는 대칭키로 오니언 방식의 

암호화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므로 보안 강도를 높인다. 

그 결과, AnonDSR 에 비해 매번 통신 수행시간이 최

대 31%줄어들고 데이터 전송시의 보안성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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