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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ANET은 이동 노드로만 구성되어 있고 중앙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무선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공격들 중에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공격이 바로 DDoS 공격이다. 최근

들어 DDoS 공격은 목표 대상과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정상 트래픽을 정확히 분

류하여 DDoS 탐지율을 높이기 위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MANET을 구성하는 노드들을 클러스터로 형성한 후 클러스

터 헤드가 감시 에이젼트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감시 에이젼트가 모든 트래픽을 수집한 후 비정상 트래픽 패

턴을 탐지하기 위하여 결정트리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트래픽 패턴을 판단하여 공격을 탐지하였다. 실험을 통해 본 논문

에서 제안한 탐지 기법의 높은 공격 탐지율을 확인하였다.

A Study on DDoS Detection Technique based on Cluster in Mobile Ad-hoc

Network

Yang Hwan Seok* . Yoo Seung Jae**

ABSTRACT

MANET has a weak construction in security more because it is consisted of only moving nodes and doesn't

have central management system. The DDoS attack is a serious attack among these attacks which threaten

wireless network. The DDoS attack has various object and trick and become intelligen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technique to raise DDoS detection rate by classifying abnormal traffic pattern. Cluster head performs sentinel

agent after nodes which compose MANET are made into cluster. The decision tree is applied to detect abnormal

traffic pattern after the sentinel agent collects all traffics and it judges traffic pattern and detects attack also. We

confirm high attack detection rate of proposed detection technique in this study through experi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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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생활에 많은 변화와 편리

함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피해는 경

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1]. 무엇보다 무선 네트워크가 널리 보급되

어 활용 분야가 많아지고 있고 MANET(Mobile

Ad-hoc Network) 또한 원거리 통신망에서 근거리 지

역망, 개인용 무선 장치간의 통신망 등으로 광범위하

게 관련 연구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2]. 특히

MANET은 이동 노드로만 구성되어 있어 네트워크

위상이 수시로 변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관

리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고 다

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다양한 공격들 중에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아주 심각

하다[3]. 따라서 이 공격에 대한 효율적인 탐지 기법

이 절실한 실정이다. DDoS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

는 시스템의 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네트워크의 상

태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의 제안된 탐지 기법들은 목적지 주소 관리 문제로

복잡도가 증가하고 공격 트래픽의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MANET을 구성하는 노드들을 클러

스터로 형성한 후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클러스터 헤드가 감시 에이젼트 기능을 수행

하게 하였다. 그리고 감시 에이젼트가 자신을 통과하

는 모든 패킷을 수집한 후 트래픽의 패턴을 검사한다.

이때 비정상 트래픽 패턴의 검출을 위해 결정트리 기

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DDoS

공격의 탐지 요소 및 기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탐지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

였다.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고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DDoS 공격 탐지 요소

DDoS 공격은 엄청난 양의 패킷을 전송해서 공격

대상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트래픽의 흐름을 감시해야만

한다. 공격 탐지를 위해 감시해야 하는 패킷의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DDoS 공격 발생시 공격자의 위

치를 파악하기 위한 주소와 공격자가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해당 어플리

케이션의 포트 번호를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공격 트

래픽의 패턴은 프로토콜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프

로토콜도 감시해야 할 요소이다. 그리고 DDoS 공격

은 크게 공격 준비 단계인 scanning과 실제 공격인

flooding으로 나눌 수 있다. Scanning 단계에서는 패

킷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공격을 감지하기가 어렵고

실제적인 공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2 DDoS 공격 탐지 기법

최근의 DDoS 공격이 점차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

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

법 또한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DDoS 공격 탐

지 기법은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탐지 기법과 통계

적 방법을 이용한 탐지 기법 그리고 SNMP-MIB를

이용한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5][6]. 먼저 데이터마이

닝을 이용한 탐지 기법은 네트워크의 발달과 함께 데

이터 양이 급증하고 대량의 정보에 대한 처리 요구가

늘어나면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식을 발견

해내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데이터마이닝 기

법으로는 연관 규칙, 신경망, 유전자 알고리즘 등이

있으며, 이들을 통해 유용한 지식을 추출해 낸다. 두

번째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탐지 기법은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통계값을 이용하는 기법으로서 침입탐

지시스템을 설계하거나 DDoS 공격을 탐지할 때 자주

활용되는 알고리즘이다[7]. 이 기법에도 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세번째로

SNMP-MIB 기법은 SNMP(Simple Network Mana-

gement Protocol)에서 사용되는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정보를 이용하여 공격을 탐지한다.

MIB는 네트워크 요소들이 유지하는 정보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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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계층별로 전송 속도, 프레임 수, IP 주소 등 여

러 관리대상 항목들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은

SNMP-MIB 탐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SNMP-MIB

탐지과정

이러한 탐지 기법들은 특정 프로토콜이나 특정 공

격을 탐지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트래픽의 분류와

공격 발생시 유입되는 패킷들의 처리 능력이 다소 떨

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각 탐지

기법들의 특징을 <표 1>에서 비교하였다.

탐지 기법 특 징

데이터마이닝

․탐지율 높음

․대용량의 학습 데이터 필요

․새로운 유형의 공격 탐지 어려움

통계

․오탐지율 낮음

․임계값 설정이 어려움

․실시간 탐지 어려움

SNMP-MIB
․정보의 관리가 어려움

․새로운 유형의 공격 탐지 어려움

<표 1> DDoS 탐지 기법의 특징

3. 클러스터 기반 DDoS 공격 탐지

본 장에서는 정상 트래픽과 비정상 트래픽을 정확

하게 분류하여 안정된 공격 탐지를 위해 제안한 기법

에 대하여 설명한다.

3.1 감시 에이젼트

MANET에서의 DDoS 공격 탐지를 위해 MANET

을 구성하는 노드를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한다. 그리

고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클러스터 헤드가 감시 에이

젼트 역할을 수행한다. 감시 에이젼트는 DDoS 공격

탐지를 위해 모든 트래픽을 수집하는 패킷 수집 모듈

과 수집된 패킷에서 트래픽 서명을 확인하여 공격을

탐지하는 탐지 모듈이 있다. 공격 탐지를 위하여 결정

트리와 규칙 집합을 이용하였다. (그림 2)는 감시 에

이젼트가 공격을 탐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감시 에이젼트 동작

과정

3.2 공격 탐지

공격 트래픽은 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과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DDoS 공격 탐지를 위해서

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기준이 되는 트래픽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그리고 수집한 트래픽을 이 프

로파일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면 공격으로 간주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류하기 위

하여 결정 트리를 사용하였다. 결정 트리의 장점은 새

로운 유형의 공격에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결정 트리에서 리프 노드는 클래스를 의미하고

그 이외의 노드들은 특정한 속성을 나타낸다. 본 논문

에서는 네 개의 클래스를 사용하였고, 여기에는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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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 SYN flooding 공격, UDP flooding 공격, ICMP

flooding 공격이 있다. 결정 트리의 구성은 학습 데이

터에 의해 이루진다. 결정 트리를 구성하기 위하여

C4.5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8]. 먼저 식 1은 C4.5 알

고리즘의 를 정의한다.

 
  



 × log  (1)

여기서  

 
이다. 위 식에서

는 학습 데이터 집합 D의 엔트로피를 나타

내고 C는 클래스 값들의 집합이다. 는

에서 클래스 에 속하는 레코드의 수이다. 즉, 식

1의 의미는 번째 클래스 값이 해당 학습 데이터 집

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식 2는 속성에

대한 정보 이득(information gain)을 정의한다. 여기서

정보 이득이란 어떤 속성을 선택함으로 데이터를 더

잘 구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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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속성 A를 선택했을 때의 정보 이득

양을 계산하는 식으로써 속성 A를 선택한 후의 m개

의 하위 노드로 나누어진 것에 대한 전체적인 엔트로

피를 구한 후 그것을 B라 한다면, A-B를 의미한다.

이 값이 클수록 속성 A가 변별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

한다. 여기서 속성은 TCP, UDP, ICMP 네트워크 트

래픽 서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각 속성에 대해 계산을

하여 선택된 속성에 따라 학습 데이터 집합은 몇 개

의 하위 집합으로 나눠지고 다른 속성들도 같은 방법

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여 결정트리

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결정 트리와 입력되

는 트래픽의 흐름을 분석하여 해당 트래픽이 본 논문

에서 제시한 네 개의 클래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계산함으로써 DDoS 공격을 탐지할 수 있게 된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클러스터 기반

DDoS 공격 탐지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노드

의 수는 100개이고 노드의 이동 속도는 0～10m/s로

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크 크기는 1000×1000, 데이터

전송 범위는 200m, 실험 시간은 300초로 하였으며 10

번 반복 실험하였다. 공격 트래픽은 임의로 발생을 시

켰으며 <표 2>와 같은 공격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Attack Type
Packet

Size

A number

of Packet

TCP SYN flood 128 bytes 150 pkt/s

UDP flood 256 bytes 150 pkt/s

ICMP flood 256bytes 150 pkt/s

<표 2> 공격 시나리오

4.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클러스터 기반 DDoS 탐지 기

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FNR(False Negative Ratio)

과 FPR(False Positive Ratio) 그리고 탐지 지연 시간

을 평가 기준으로 하였다.

Detection

Attack Normal

Attack A B

Normal C D

<표 3> 공격 트래픽의 양 예시

<표 3>은 실험에 사용한 공격 트래픽의 양을 표현

한 것이고 식 3과 식 4는 FNR과 FPR을 정의하고 있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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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3)은 TCP SYN flooding, UDP flooding,

ICMP flooding의 FNR을 보여주고 있다. 노드들의

이동 속도가 증가할수록 FNR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ICMP flooding 공격과 UDP flooding

공격의 패킷 송신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공격의 결

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격 패킷을 초당 150

개 송신했을 때 TCP SYN flooding 공격은 2%～4%,

UDP flooding 공격은 3.8%～8.5% 그리고 ICMP

flooding 공격은 4.1%～11.7%로 나타났다.

(그림 3) 각 공격별 FNR

(그림 4)는 각 공격별 DDoS 공격 탐지 FPR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여주듯 FPR은 1.6%～3.6%

의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FPR의 값이 노드들의 이동

속도가 빨라질수록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이유는 노드들의 이동에 따른 클러스터 변

화가 빈번히 발생을 하여 이로 인한 전체 네트워크에

제어 트래픽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4) DDoS 공격 탐지 FPR

(그림 5)는 DDoS 공격 탐지시 중요한 탐지 지연

시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탐지 지연 시간이란 실험

에서 공격 대상에 공격 트래픽이 도달하였을 때 공격

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타임 슬롯의 평균수를 나타낸

다. 실험에서는 1분의 타임 슬롯을 사용하였다. 각 공

격별 탐지 대기 시간은 거의 비슷했지만 그 중에서

TCP SYN가 가장 적은 시간이 나타났다.

(그림 5) 공격별 탐지 지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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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ANET을 구성하는 이동 노드들이

DDoS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MANET

을 구성하는 노드들을 클러스터로 형성한 후 클러스

터 헤드를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클러스터 헤드가

감시 에이젼트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감시 에이젼

트는 자신을 통과하는 모든 패킷을 수집한 후 트래픽

패턴을 검사한다. 이때 비정상 트래픽 패턴을 분류하

고 공격 탐지를 위해 결정트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노

드들의 이동 속도가 증가할수록 탐지율이 약간 떨어

졌지만 실험을 통해 제안한 기법이 안정된 탐지 결과

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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