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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로로  에이 트의 데이터의 안 한 수행을 해 악의 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단공격으로부터 안 한 실행을 보장한다. 한 기존의 체인 계보다 확장성을 개선한 쿼리 트리체인 계

(QCRT:query chain relationship tree)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악의 인 요소를 효과 으로 검출 할 수 있다. 한 체인

계 구조를 에이 트의 여정에 따라 형성되는 구조로 체크함으로써 에이 트의 체인 계를 확장하 다. 단면

인 체인 계의 확장으로 기존의 취약한 요소들을 보완하여 이동 에이 트의 단공격으로부터 실행 보장을 

하 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chanism that guarantees secured performance against DDoS attack to protect data from free-roaming agent. Also, 

as it makes up QCRT(query chain relationship tree) structure which is an enhanced chain relation of existing chain relations that improves 

extension, It also finds malicious elements. The proposed mechanism extends chain relationship of agent as well by checking chain relation 

structure as a structure according to the route of agent. For it complements existing weakness with single-side chain relation extension, it 

guarantees secure performance against DDoS and truncation attacks from mobile agen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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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Mobile agent, Truncation attacks, Query chain relationship tree, Agent protection mechanism



공모된 체인 단 공격으로부터 QCRT를 이용한 이동 에이 트의 보호 기법

383

Ⅰ. 서  론

 

에이 트 기술은 분산형 컴퓨터 응용기술에서 사용

되는 비 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 에이 트의 근과 

실행은 분산 응용시스템에서 설계와 구 됨으로 악의

인 에이 트로부터 호스트의 보호와 악의 인 컴퓨

터 환경으로부터의 공격에 에이 트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에이 트 보안 에 한 최

근의 연구는 데이터 보안에 을 두고 있다. 이는 에

이 트의 임무수행이 안 하게 종료되는 것이 무엇보

다 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데이터의 보안에 

을 두었으며, 리로  에이 트에서의 안 성을 고

려한 진화된 보안 메커니즘이다. 이는 데이터의 안 을 

보장하기 해 악의 인 공격자에 의해 체인 단공격

을 방어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기술들에 한 연구

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1-5].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에이 트 보안 기법

들은 복잡한 구조의 체인 공격들에서는 로토콜이 안

하지 않다. 이들은 부분 인  호스트간의 단면 인 

체인 인증을 하고 있어 공모에 의한 체인 단공격이 발

생할 경우 안 성을 받게 된다. 이를 해서 더욱 

발 된 체인 구조의 로토콜 연구[6]가 진행되었다. 그

러나 리로  에이 트의 데이터 안 을 해서 다수

의 공모가 발생할 경우 공격에 취약한 요소가 있어 에이

트의 훌륭한 임무수행을 한 로토콜로서는 취약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취약한 요

소들을 보완하고, 공모된 체인공격으로부터 안 한 에

이 트 실행을 보장하는 에이 트 보호 메커니즘을 제

시한다. 본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에이 트 

보안에 한 몇몇 련 연구에 해 기술하고 문제 을 

악한다. 제 3장에는 단공격으로부터 에이 트 실

행보안을 해 다차원 인 체인 계 구조를 제시하고, 

에이 트 보호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4장에서 제안한 

메커니즘의 보안성 분석을 수행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Ⅱ. 련 연구

에이 트 임무 수행을 해 결합된 컴퓨터의 환경이

나 네트워크 상에 집되어 있는 실행 유닛등은 에이

트들의 안 한 실행을 해 컴퓨터의 상태와 연 된 제

어 정보를 포함하는 안 한 실행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해 Yee[1]은 에이 트의 결과들을 보호하기 해 부

분결과인증코드를 제안하 다. 에이 트를 응용할 때 

키를 생성하거나, 암호키나 공개키 서명 등을 통해 방문

하고자 하는 호스트와 인증 차를 거친다. 이때 에이

트의 무결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에이 트는 이동

하기 에 많은 키들이 요구됨에 따라 미리 이들 키를 결

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행함으로 키 리가 어렵다. 그럼

으로 에이 트가 리로 을 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에이 트 여정 에 각 호스트와 완벽한 키 사용이 불가

능하다. 

Karjoth[2]는 Yee의 문제 을 개선하여 키 인증 그룹

을 이용하여 디지털 서명과 해시체인을 통해 에이 트

를 보호한다. 서명체인은 재의 호스트와 다음 방문 

호스트와의 체인 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보안 로토콜을 제공하는 호스트 간의 암호화 메

커니즘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리로 이 

이루어지는 오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보안에 한 

으로부터 안 하지 않다. Karnnik[3]는 이는 에이

트 데이터의 기 성을 보호하기 한 에이 트가 신뢰

된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체인 계를 랜덤 값과 서명을 강화할 수 있는 암호 체크

합을 이용하여 공격을 감지한다. 그러나 체인 단 공격

이 공모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에는 체크 합으로 공격자

나 오류 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의의 호스트가 악

의 인 호스트로 남용될 수 있다. 즉 여러 개의 공모 호

스트에 의한 공격에 해서는 방어할 수 없다. 한 

Corradi[4]는 다  홉(multi-hop)에서 재의 결과와 식

별자를 체인 계형성으로 체크 합을 통해 입증하 다. 

즉, 각 호스트는 이  호스트로부터 암호화 결과 계산

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이다. 다  홉(multi-hop)에서 

재의 결과와 식별자를 체인 계형성으로 체크 합을 통

해 입증한다. 

그러나 다른 로토콜처럼 공모된 단 공격으로부

터 에이 트의 실행 결과를 안 하게 보호하는데 한계

가 있다. Chang[5]은 두 개의 공모에 의한 단공격들을 

서명들 통해 검출하는 방법이다. 재의 호스트에서 생

성된 결과와 호스트에서 서명하는 차이다. 각각의 호

스트의 노출된 암호 키를 사용함으로 보안을 보장할 수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384

없을 뿐만 아니라 잠재 인 악의  호스트의 공격에 

한 안 한 실행을 실 할 수 없다. 기공격과 공모된 

단공격의 방어를 해서는 로토콜의 개선이나 양

방향 인증이 필요하다. Xu[6]의 체인 계를 이용한 이

동 에이 트의 데이터 보호는 호스트 간 체인 계를 형

성함으로써 악의 인 호스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에

이 트 데이터의 변형을 막기 한 방법이다. 즉 이  

호스트와 다음 호스트와의 체인 계가 아닌 첩되는 

구조를 갖는 체인구조로 기존의 방법과는 차별화된 구

조이다. 그러나 두 개의 호스트들의 공모에 해서는 

방어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호스트간의 공모에 비

하기 해서는 에이 트의 안 을 보장하기 해서는 

로토콜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로토콜의 확장

은 매우 복잡하여 구조 으로 시스템의 오버헤드를 가

시키게 된다. 

Ⅲ. 단공격으로부터 이동 

에이 트 보안

3.1 체인 계구조와 에이 트 여정 경로 로토콜

호스트는 에이 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에이 트의 임수 수행을 한 실행 환경을 제공한다. 이

동 에이 트는 인터넷을 통해 목 지 호스트에 도달하

여 자신을 복제하여 원래의 에이 트들과 같은 행동

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호

스트와 호스트간의 체인 계를 형성하여 악의 인 요

소 검출과 에이 트의 정상 인 수행을 방해하는 공격

들이 있다. 단공격은 체인을 공모하여 단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다. 그림 1은 [6]에서 제시한 체인 계

구조이다.

그림 1. [6]에서 제시한 체인 계 로토콜
Fig.1 Chain relationship protocol proposed in [6] 

그러나 이 구조는 다수의 공모가 이루어지는 경우 

로토콜을 확장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

서는 체인 연결을 쿼리 트리 구조를 통해 효과 인 체인

계 로토콜로 단공격을 방어 하도록 한다.

owner

0

00

000

01

001

1

011

10
11

010

그림 2. 제안한 쿼리트리 체인 계구조
Fig 2.  Proposed Structure of Query chain 

relationship tree

제안한 쿼리 트리 체인 계 구조(Query Chain 

Relationship Tree)는 에이 트의 여정에 따라 이동한 서

버들의 경로를 알 수 있다. 에이 트가 호스트내 임무 

완료되면 동 으로 여정을 결정하여 다른 호스트로 이

동한다. 호스트에서 에이 트가 이동할 다음 호스트의 

식별 ID와 비트의 리픽스 를 함께 송될 수 있

도록 요구한다. 응답 호스트는 자신의 식별ID와 를 

보낸다. 

owner

0

00 01

001

1

011

10
11

010

Agent a Agent b Agent c

group server group server

그림 3. 이동 에이 트의 여정 경로
Fig 3. itinerary(routes) of mobile agent

이는 쿼리 트리구조를 생성하기 함이다. 결국 리

픽스 에 “0”과 “1”을 붙인 새로운 k+1비트 리픽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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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어 에이 트 데이터에 캡슐화 한다. 

 Query:destination Host

 While( Q  is  empty)

     prifix = pop a prefix form Q

       send Query command to destination Host

       reply =receive reply from host

       update= prefix of agent data

         prefix = k+1

  end while

그림 4. 리픽스 요구/응답의 쿼리 알고리즘
Fig. 4. Prefix request/respond query algorithm 

기 리픽스 {‘0’, ‘1’}이 설정된 후 다음 이동이 발

생할 경우 응답 호스트가 “0”을 응답하게 되면 이동 후 

에이 트 임무 수행을 하고, 에이 트 데이터의 리픽

스()에는 “0” 기록되어진다. 그 후 에이 트가 이동하

고자 하는 호스트가 리픽스 값 “1”을 응답하게 되면 

이는 “0,1”이 된다. 다음 에이 트의 여정에 따라 요구를 

하게 되면 “0”을 응답하 다면 “0,1,0”으로 “agent b”의 

여정이 될 것이다.

3.2 에이 트의 단공격 방어 메커니즘

본 논문에서 사용된 각각의 변수의 의미를 표1에 나

타내었다. 



 ,


 의 공개키와 비 키

  의 랜덤 수




의 공개키

   의 자신의 비 키로 서명

   일방향 해시

 에이 트 생성자(owner)

  번째 호스트

   번째의 호스트에서 캡슐화

 번째 호스트의 prefix value

   의 임시키

표 1. 사용된 표기법
Table 1. Terminology

3.2.1 에이 트() 생성

가 를 생성하고,  의 제공된 데이터는  로 

캡슐화 된다. 

 






 

 →   

3.2.2 에서 의 실행

에이 트가 로 이동하면, 는 과  를 생성한

다. 에이 트 에서 에이 트를 실행한 후 실행 결과 데

이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데이터는 으로 캡슐화 

한다.


  


  


  

















 

 

은 에게 의 과 을 보낸다. 

 → 
 

  

수신된 은 의 데이터를 일방향 해시함수로 

암호화하여 다시 캡슐화 한다.

   
 




 
 




 


 



에서 을 다시 으로 보내 체인 계를 해 

검증한다. 그리고 다시 에서 로 보내어서 체인 계

를 형성한다.

 → 
 


 

 


 → 
 

3.2.3 에서의 의 실행

가 번째의 호스트에 도달하면 캡슐화된 데

이터 
 

 
    

  
   

로 방문한 호스트의 수는 n+1을 과여부를 

악한다. 만약 호스트 방문수가 과되었다면 에

이 트 실행을 멈추고 호스트는 다음과 같은 실행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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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호스트에서 수행되었던 수행과정을 확인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는   에게 의 와 

을 보내서 체인 계 형성을 한 확인한다. 

 →   
   

  

수신된   은   의 데이터를 일방향 해시함

수로 암호화화 하여 다시 캡슐화 한다.

   
   

  
  

 
   



  
   

  
  

   


  에서   을 다시 으로 보내서 체인 계

를 생성한다. 에서 임무수행 완료 후 은 다음 여정 

호스트인 에게 리픽스 값 를 요청한다. 의 

리픽스 를 이 쿼리 체인구조에 의해 체인을 형성

하여 여정 경로의 리가 이루어진다. 그 후 은 에

게 에서의 을 보낸다. 는 이  호스트에서 수

행되었던 수행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는 에게 의 와 을 보내서 체인 계 형성

을 한 확인을 한다. 체인 계를 통한 에이 트 여정 확

인을 한다. 에이 트 소유자는 안 한 에이 트 여정에 

따른 경로와 수행결과를 확인한다. 과정확인은 다음과 

같다.

 → 
 

    : 의자료요청

 → 
 


 

 
  : 의캡슐정보전달

는 캡슐화된 에이 트 수행 결과를 확인한다. 에이

트의 여정 리와 수행결과 확인이 종료되면 에이

트의 수명은 종료된다. 이러한 수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에이 트 수행을 해 호스트로부터 달받은 리픽

스   값 010사이에 공격자에 의한 새로운 의 값으

로 가능한 삽입은 유일하게 “0”이다. 

만약 단이 성공하여 삽입이 되면 의 값에 의해 

다른 에이 트와의 충돌이 발생하여 공격되었음을 여

정 과정에서 발견된다.

Ⅳ. 보안성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된 여정 로토콜은 에이 트가 동

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체인 계 탐색을 리픽스 

값에 의해 탐색이 됨으로 길이가 짧아짐으로써 에이

트가 운반되어지는 길이가 짧아 호스트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에이 트의 이동의 여정을 쉽게 

할 수 있다. 기존 [6]에서 제시되는 방법은 최  21개의 

노드를 여정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로토콜은 호

스트에서 응답하는 값에 의해 경로가 결정됨으로 쿼

리트리 구조에 의한 여정이 이루어져 쉬운 여정 리가 

이루어진다. 이는 체인 계의 복잡도가 어들어 호스

트의 수행능력을 향상한다. 그러나 여러 에이 트가 

동일 여정노드의 체인 계가 발생하면 기존 로토콜

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최  연

결노드의 데드라인 임계값을 지정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데이터의 기 성 : 각 호스트에 의한 에이 트 데이

터는 의 공개키에 의해 캡슐화된 정보로 장됨으로 

에이 트 데이터의 안 히 보존된다. 각 노드에서

의 공개키 암호와 의 서명으로 이루지는 캡슐

(  )은 데이터의 안 성을 보장한다. 

부인 쇄 : 에이 트 데이터의 실행의 안 과 사후 

검출되는 오류에 한 부인을 못하게 각 호스트는 공

개키 기반의 서명을 해  자신의 비 키에 의해 서명






이 이루어짐으로 부인할 수 없다. 

방  라이버시: 제시된 체인 계는 쿼리트리의 

여정과에서  로 체인을 포함한 캡슐화가 이루어루

어짐에 따라 이  호스트의 라이버시가 안 하다.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의 훼손을 방지하기 해서

는 동시에 체인 계와 서명 후 암호 캡슐화가 이루어짐

에 따라 안 하다.

삽입과 단 공격 방지 : 삽입과 단공격은 악의 인 

호스트간의 공격으로 발생된다. 에이 트의 여정과정

에서 호스트 자신의 서명과 일방향 해시에 의해 처리된

다. 이는 몇 개의 악의 인 호스트에 의해 행해지는 공격

으로 이  호스트의 라이버시가 훼손됨에 따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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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  라이버시가 보장되고, 리픽스 값을 

가지고 있는 트리구조의 여정으로   과 사이에 새

로운 을 삽입하거나 단 공격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를 들어 그림 3의  를 공격하기 해서는   값 

010사이에 새로운 의 값으로 가능한 삽입은 유일하

게 “0”이다. 

만약 단이 성공하여 삽입이 되면 의 값에 의해 

  와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체인 단과 삽입

은 새로운 체인 계와 리픽스 값에 의해 여정노드 

형성이 어려워진다. 한 각 단계의 노드는 최  으로 

생성되어 각 단계에서 그룹서버 생성이 이루어짐으로 

그룹서버  가 설정됨으로   의 공모만으로 공격은 

어렵다.

Ⅴ. 결  론

이동 에이 트가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 한 실행은  

악의 인 환경으로부터 안 성을 확보되어야만 가능하

다. 이를 해 에이 트 여정의 호스트들을 체인 계를 

형성함으로써 악의 인 요소를 검출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악의 인 남용으로부터 에이 트를 보호 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에이 트의 단공격으로 보호

될 수 있는 로토콜을 제시하 다. 제안된 로토콜은 

기존의 체인 계보다 확장성이 뛰어난 개선된 쿼리 트

리구조이다. 이 구조는 쿼리트리 체인 계를 형성함으

로써 악의 인 요소들로부터 에이 트가 안 하게 실

행되도록 보장한다. 한 이동 에이 트의 체인 계 구

조는 에이 트의 여정에 따른 리픽스 값을 포함한 

체크 함(check sum)으로써 에이 트의 체인 구조의 확장

이 가능하다. 통 인 단면  체인 계 구조를 개선하

여 쿼리 트리구조로 확장하 다. 이로써 다  체인 계

로 인해 발생되는 로토콜 확장에 따른 시스템 오버헤

드의 문제  해결 뿐 아니라 호스트의 공모된 단 공격

으로부터 에이 트의 안 한 실행보장을 하 다. 향후

연구는 체인 계 확장과 효과 인 탐지 기법에 한 연

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호원 학교 연구비 일부를 지원 받아 수

행된 연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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