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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센서네트워크에서는 다수의 유휴노드가 존재하며 네트워크의 이상행  탐지는 이러한 유휴노드를 이용하여 구

될 수 있다. 최 화 문제로 정의된 탐지노드선정 문제에 하여, 기존의 방법에서는 앙처리방식의 유 자 알고

리즘을 이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최  값으로의 수렴 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에 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

로써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특성을 고려한 병렬유 자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 다. 시뮬 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최  값으로의 수렴이 개선되었음과 에 지 효율 임을 확인하 다.

ABSTRACT

There are a number of idle nodes in sensor networks, these can act as detector nodes for anomaly detection in the network. For detecting 

node selection problem modeled as optimization equation, the conventional method using centralized genetic algorithm was evaluated. In this 

paper, a method to improve the convergence of the optimal value, while improving energy efficiency as a method of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topology using parallel genetic algorithm is proposed.  Through simulation, the proposed method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approaches to the convergence of the optimal value was improved and was found to be energy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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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비쿼터스시 의 기반기술로 무선 센서네트워크

의 요성이 차 커지고 있다. 센서네트워크는 특정 

지역에 하여 무선 인 라를 이용하여 설치된 센서노

드를 통하여 상황을 인지하고 획득된 데이터를 외부에 

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는 장감시와 같은 군

사 , 화재 홍수 감시 등의 생태학 , 인체 상 모니터

링 등의 건강 련 등 다양한 분야에 용되고 있다. 이

와 같이 센서네트워크의 범 한 응용에 따른 보안의 

요성이 두되고 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센서네트워크에서의 보안기술은 자체 원사용으로 

인한 한정된 원, 제한된 계산능력, 무선통신에 의한  

망 구축 등의 구조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유선 네트

워크 시스템 는 ad-hoc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보안기

술을 직 으로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센서네트워크

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보안기술이 연구되어 

왔다.

보안 기술 의 하나인 침입탐지 기술은 크게  오용

탐지(misuse detection)와 이상탐지(anomaly detection) 

탐지로 분류된다. 오용탐지는 미리 침입이라는 행 에 

한  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시

에서 찰되는 행 에 하여 알려진 공격 패튼과의 비

교를 통하여 침입공격을 탐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오용탐지기법은 알려진 공격에 해서는 높은 정확성

을 갖고 탐지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공격에 해서는 

정보부재에 따른 탐지기능 하가 우려되므로 공격 메

커니즘의 변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지속 인 보완

을 필요로 한다. 이상탐지는 네트워크에서의 정상동작

에 한 로 일이 구축된 상태에서 재의 네트워크 

동작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상행 와 침입여부를 탐지

하는 기술이다.  정상 인 행 에 한 로 일이 정

확하다면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감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는 센서네트워크에서의 보안에 한 것으로, 

네트워크의 이상행 를 탐지하는 침입탐지시스템에 

용된다. 일반 인 센서네트워크 응용에서는 규모의 

노드가 분포되며 임무에 필요한 노드와  나머지의 잉여

노드가 존재한다. 활동노드와 잉여노드가 혼재된 상태

에서 활동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이상행 를 탐지

하기 하여 잉여노드를 탐지노드로 활용하는 방안들

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 화식으로 모델링된 탐지노드 선

정문제에 하여 에 지 효율성과 최  값으로의 수렴

을 개선한 방법을 제안하 다.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네

트워크의 토 러지 특성을 이용하고 보다 나은 수렴성

을 기 할 수 있는 병렬유 자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

을 제안하 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본론에서는 

연구배경  련연구를 기술하 으며, 3장에서는 병렬 

유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안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제

안한 방법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고찰하고 끝으

로 결론의 순서로 구성하 다. 

Ⅱ. 연구배경  련연구

센서네트워크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구 방

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

- 라우  로토콜을 이용한 IDS

- 이웃노드 찰 기반의 IDS

- 고장허용(fault tolerance) 기반의 IDS

이외 신  기술을 이용한 IDS 구  방법으로서 IDS

모듈 배치   센서 네트워크 자원 최 화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Anjum 등은 클러스터 헤더의 수를 

최소화하는 최소 컷 집합(minimal cut sets)을 사용하

다. 통신 부하를 최소화하기 하여 컷 집합에 속하는 노

드에 IDS를 배치함에 있어서 IDS로부터 BS(Base 

Station)까지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기 하여 최

소가 역집합 (minimum weighted dominating set) 개념

을 이용하 다[2]. Techateerawat 등은 [3]에서 IDS의 에

지효율성과 공격탐지 정확성에 한 연구에서  모니

터 노드 배치  선택을 통하여 IDS 모듈의 노드 수를 최

소화하는 새로운 IDS 방법을 제안하 다. Roman 등은 

정 인 센서네트워크에서 spontaneous watchdog 개념을 

이용하여 최 의 이웃노드를 모니터링 하는 IDS를 제안

하 다[4]. 여기서는 모든 노드가 IDS 기능 보유하고 있

으며 탐지기능을 지역 에이 트(local agent)와 역 에

이 트(global agent)로 구분하여 역 에이 트는 이웃

노드 통신을 감시하고, 지역 에이 트는 자신의 노드와  

송수신되는 패킷을 감시하는 기능으로 구분하 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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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역 에이 트가 동작하고 동시에 이웃하는 노드를 

감시하게 되면 단히 비효율 이 되므로 주어진 시간

에 선택된 부분만 감시하도록 하 다.  spontaneous 

watchdog 개념의 목표는 모든 패킷의 목 지를 검토하

여 하나의 패킷에 하여 하나의 역 에이 트만이 선

정되도록 하여 에 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센서네트워크에서는 다수의 노드가 분포되고 일부

는 잉여노드로써 고장 체, 수명연장 등 다양하게 활용

된다. 기존의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잉여노드를 탐지

노드로 하여 구성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참고문헌 [5]

에서는 네트워크에서 잉여노드를 탐지노드로 선택하는 

탐지노드 선택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수학 으로 모델

링하 다. 참고문헌 [6]에서는 탐지노드선택문제가 최

화 문제이며 이에 하여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여기서는 단순히 최

화문제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며 센서네트워

크에서 요시 되고 있는 에 지 효율성에 한 고려가 

없다. 그리고 모든 연산을 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최

 값으로의 수렴에 있어서 효율 인 계산방법은 아니

다. 수렴성이 좋다는 것은 짧은 계산시간을 의미하며 에

지 효율 이란 것은 체 IDS 수명과 계있다. 그러

므로 에 지 효율성과 함께 최  값으로의 수렴성을 고

려한 효율  방법이 필요하며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네트워크의 계층  구조를 이용한 유 자 알고리즘의 

병렬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Ⅲ. 병렬 유 자를 이용한 알고리즘

3.1. 탐지노드선정 문제

센서네트워크에서는 다수의 잉여노드가 존재하고 

이는 고장노드 는 에 지를 모두 소모한 노드를 체

한다. 이를 통하여 고장 허용(fault tolerant) 기능을 하거

나 네트워크의 수명을 연장하기도 한다.

잉여노드를 네트워크에서의 이상행 를 탐지하는 

노드로 활용함으로서 센서네트워크 IDS 구축방법을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노

드를 활동노드 집합과 유휴노드집합으로 구분한다. 그

리고 활동노드부터 송수신되는 패킷을 탐지하는 노드

의 집합을 탐지노드 집합이라 하며이러한 탐지노드 선

정문제는 최 화 식으로 유도된다[6]. 기존의 최 화문

제에 하여 Greedy 기법을 이용한 방안[5]과 유 자 알

고리즘을 이용한 방안[6]이 제안되었다. 여기서는 

Greedy 방식에서의 노드 스 링에 있어서 이상행  

찰의 연속성이란 QoS(Quality of Service)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으로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

하 다.

센서네트워크에서는 일정한 계산능력을 갖는 많은 

노드가 존재하는 구조  특성과 네트워크의 topology 특

성을 이용하여 유 자 알고리즘을 병렬로 수행함으로

써 탐지노드선택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다.

3.2. 병렬유 자 알고리즘(PGA : Parallel Genetic 

Algorithm)

유 자 알고리즘은 구 과 동작과정이 간단하고 유

효시간 내에 근사 최 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함수의 

최 화, 조합문제, 제어문제, 기계학습 등의 다양한 분야

에 용된다. 근래에 유 자 알고리즘은 더 크고 복잡한 

문제들에 한 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를 하여 계

산의 고속화  보다 나은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들이 연

구되고 있다. 고속으로 근사해를 얻는 가장 자연 인 방

법은 유 자 알고리즘을 병렬 화하는 것이며 이를 병렬 

유 자 알고리즘이라 한다. 병렬 유 자 알고리즘은 구

되는 구조, 부 개체군의 유무  크기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기본 모델들, 소규모 병렬 유 자 알고리즘, 추가 

모델들로 분류될 수 있다[7,8].

PGA

Basic Models Additional Models

DGA MPGA
GPGA

(master-slave GA)

Trivial

PGA

Hierachical

PGA

Hybrid

PGA

그림 1. 병렬 유 자 알고리즘의 분류
Fig. 1 The classification of PGA(parallel genetic 

algorithms)

기본모델들은 역병렬유 자알고리즘(GPGA : 

global parallel genetic algorithms), 규모 병렬유 자 알

고리즘(MPGA: massively parallel genetic algorithms), 분

산 유 자알고리즘(DGA: distributed genetic algorithms)

으로 세부 으로 분류될 수 있고, 기본모델들을 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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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다른 최 화 방법을 조합한 추가 모델들은 계층  

병렬 유 자 알고리즘(HPGA : hierarchical parallel 

genetic algorithms)과 하이 리드 병렬 유 자 알고리즘

(hybrid parallel genetic algorithms)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유 자 알고리즘의 병렬처리를 한 방법으로는 분산

처리형과  앙집 형이 있는데 분산처리형 유 자 알

고리즘은 각 노드들이 독립 으로 유 자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탐지노드선정문제의 경우 이웃

하는 노드의 상태에 한 정보를 가져야하는 등의  알고

리즘 수행에 있어서 이웃노드의 데이터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한 방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앙 집 형 병렬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앙 집 형 병렬 유 자 알고

리즘에서는, 각 노드들의 정보를 하나의 센터노드에서 

수신하여 염색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염색체를 이용하

여 개체군을 생성하여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클라이언

트 노드들에 분배한 후, 각 클라이언트 노드들에서 정

해진 이주주기에 맞춰서 자신의 엘리트를 센터노드에 

달한다. 센터노드에서는 이 게 달된 각 클라이언

트 노드들의 지역 엘리트를 이용하여  역 엘리트를 구

하고, 구해진 역 엘리트를 다시 각 클라이언트 노드

들에 분배함으로써 역 엘리트에 한 수렴속도를 향

상시킬 수 있다. 제안한 병렬유 자알고리즘(PGA)을 

용하여 탐지노드선택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의 동

작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PGA 기반의 시스템 동작 
Fig. 2 The operation of PGA based system

센터노드의 동작과 클라이언트들의 동작에 하여 

각 동작을 Step 1∼ Step 3으로 동작순서를 나  수 있다. 

그림 2에서 Step 1, Step 3은 센터노드에서 수행되고 Step 

2는 클라이언트노드들에서 수행된다.

단계 1: 

1) 염색체를 부호화하여 생성

2) 생성된 염색체를 이용하여 기개체군을 생성

3) 생성된 기 개체군을 클라이언트 수를 고려하여 

부개체군으로 나 어 클라이언트노드로 이주

단계 2: 

1) 센터노드로부터 개체군으로 유 자 알고리즘을 

수행

2) 엘리트를 선정(지역 엘리트)

4) 엘리트를 센터노드에 달

단계 3: 

1) 각 지역 엘리트들 에서 최고의 합도를 만족하

는 엘리트 선정( 역 엘리트)

2) 역 엘리트를 클라이언트에 달

여기서, 단계 2의 엘리트 선정과정과 단계3의 역엘

리트 선정과정을 최종 세 수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한

다. 센터노드는 주 기능은 역 최 해의 선택과 이를 각 

클라이언트에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을 하여 

센터노드는 그림 3과 같이 기화 로세스, 이주 리

자, 평가 로세스로 구성된다. 

그림 3. 센터노드의 구성
Fig. 3 The consist of center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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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기화 로세스에서는 염색체 부호화 

 기 개체군 생성을 담당하고, 이주 리자에서 각 지

역 엘리트의 이주와 역 엘리트의 이주를 담당한다. 평

가 로세스에서는 각 지역 엘리트의 평가를 수행하고 

이들  합도가 가장 높은 지역 엘리트를 역 엘리트

로 설정한다. 

각 클라이언트들은 지역 최  해를 구하기 해서 개

별 으로 유 자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 노

드는 그림 4와 같이 이주 리자와 유 자 알고리즘 실행

부로 구성된다. 

그림 4. 클라이언트의 구성
Fig. 4 The consist of client

그림 4에서, 이주 리자는 지역 엘리트를 센터노드로 

송하고(emigration), 센터노드로부터 받은 역 엘리

트를 유 자 알고리즘 실행부에 달한다. 실행부는 

달받은(immigration) 역 엘리트를 이용하여 유 자 알

고리즘을 용하여 지역 엘리트를 갱신한다.

Ⅳ. 시뮬 이션  고찰

제안한 방법의 시뮬 이션 상이 되는 최 탐지노

드선택문제의 최 화식은 다음과 같다[6].

Maximize 
⋯                       (1)

subject to 
  



 ≤ ∀∈


∈ 

 ≥ ∀∈   ⋯

where 


  if and only if ∈


여기서, 

 : 특정 활동노드 k의 탐지반경이내에 존재하는 유

휴노드 집합

p : 활동 인 모든 노드를 찰하는 유휴노드의 집합

의 수 

 ⋯  : 활동 인 모든 노드를 찰하는 유휴

노드의 집합

 ⋯  :  ⋯ 의 해당 에 지(수명)

  :  특정 활동노드 k를 찰할 수 있는 유휴노드의 

존재 유무(1: 존재, 0: 없음)

식 (1)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 자 알고리즘 방법은 참

고문헌 [5],[6]에서 참조 가능하다. 사용된 로그램은 

JAVA (SE version 1.6.0_31 B01)이며, HP prolient 

ML350(INTEL ZEON 3.0GHz, 4CPU), MS Windows 

Server 2003 SE 운 체제에서  수행되었다.

참고문헌 [6]에서는  최 탐지노드선택문제의 최

화식을 BS와 같은 앙에서 일 처리 하는  앙처리

방식의 유 자 알고리즘(CGA: centralized 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PGA 방식

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하여 CGA 방식과 비교하는 시

뮬 이션을 수행하 다. 

두 가지 방식이 유 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구성되

어있기 때문에 먼 , 세 수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수명 값을 찰하 다. 세 수는 두 방법 공히 용되

며 동시에 결과값의 성능에 향을 주기 때문에 세 수 

증가에 따른 두 가지 방식의 성능을 비교하 다. 시뮬

이션 환경은 교차율은 0.9, 돌연변이율은 0.7, 염색체 

길이는 100으로 하 다. PGA에서 클라이언트 노드의 

수는 3개로 하 으며 클라이언트에서의 지역엘리트 이

주주기는 10세 로 고정하 다.  먼  CGA 방식과 

PGA 방식에 하여 세 수의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수

명 값이 최  값으로의 수렴하는 과정을 찰하 다. 

일반 으로 유 자 알고리즘에서 세 수가 많을수록 

좋은 해를 구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PGA의 경우,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노드에 의하여 지역 엘리트를 만들어

내며 센터노드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달받은 지

역 엘리트로부터 가장 우수한 염색체를 선정하여 다시 

각 클라이언트로 달하여 우수한 염색체를 만드는 과

정을 하기 때문에 CGA 방식에 비하여 좋은 결과값을 

도출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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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휴노드수가 100, 활동

노드의 수가 10이고, 유 자 알고리즘 요소에 하여 

교차율 0.9, 돌연변이률은 0.7, 염색체 길이는 100으로 

설정하 으며, PGA에 해서는 3개의 클라이언트 노

드와 지역 엘리트의 이주 주기를 10세 로 하 다. 

12

12.5

13

13.5

14

14.5

15

15.5

16

1 11 21 31 41 51 61 71 81 91

Generation

Life Time

CGA PGA

그림 5. 세  수에 따른 네트워크 수명
(유휴노드 수 : 100, 활동노드 수: 10)

Fig. 5 Lifetime on the number of generations
(no. of idle nodes: 100, no. of active nodes: 10)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PGA방식의 경우 10세  당 

이주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매 이주 시 에 CGA 방식보

다 빠른 수렴도를 보이고 있다. PGA방식에서 클라이언

트 노드수를 많이 설정하면 보다 나은 개선도를 보일 수 

있음이 측된다. 따라서 유 자 알고리즘방식에서 세

수가 한정된 조건이라면 PGA 방식이 나은 결과를 보

임을 알 수 있다.

에 지 효율성을 확인하기 하여 활동노드 수 변화

에 따른 두 가지 유 자 알고리즘 기법을 용하여 침입

탐지 네트워크의 수명 값을 비교하 다. 네트워크 환경

에서 유휴노드 수를 600개에서 1400개까지 100개 단

로 변화시킨 반면, 활동노드 수 50으로 고정하 다. 유

자 알고리즘 련 요소의 값으로, 교차율은 0.9, 돌연변

이율은 0.7, 염색체 길이는 100으로 하 다. 한 비교

상의 알고리즘이 동일한 유 자 알고리즘 기반이므로 

세 수는 10으로 하 다. PGA에서 사용한 클라이언트 

노드 수는 3개로 설정하 다. 그림 6은 시뮬 이션 결과

이다.

  

0

5

10

15

20

25

30

35

4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The Number of Sensors

Life Time

CGA PGA

그림 6. 활동노드 수에 한 센서네트워크 IDS의 수명 
Fig. 6 Lifetime of sensor networks IDS on the 

number of no. of active node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 으로 PGA 방식이 

CGA방식에 비하여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이

유는 PGA 방식의 경우 동일한 알고리즘이 3개의 클

라이언트 노드에서 병렬 으로 수행되며 각 클라이

언트에서 제공하는 지역 엘리트를 기반으로 염색체

가 구성되므로 상 으로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표 1은 기존의 앙처리 방식과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병렬 유 자 알고리즘 방식과의 비교를 나

타내었다.

 기존의 방법(CGA)  제안한 방식 (PGA)

 수렴성 - 상  우수

IDS 수명 - 상  우수

이주횟수 상  음 -

표 1. 기존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과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existing method(CGA) and 

proposed method(PGA)

표 1에서 수렴성과 IDS 수명은 각 각 그림 5, 6의 결과

를 반 한 것이며, 이주 횟수는 PGA 방식에서 클라이언

트 노드 와의에 따라 지역 엘리트 송을 의미하며 이는 

통신 에 지 소비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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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시뮬 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PGA 방식이 기존의 방

식과 비교하여 최  값으로의 수렴성과 침입탐지 네트

워크의 수명에서 결과가 우수함에 따라 에 지  효율성

이 있음을 입증하 다. 이러한 결과는 센서네트워크 구

조에 따른 알고리즘의 분산  병렬처리에 기인한다. 그

러나 기본 으로 유 자 알고리즘은 엘리트의 이주가 

발생되고 이는 통신에 의한 에 지 소모를 의미하므로 

이주횟수에 한 심이 필요하다. PGA방식은 상

으로 엘리트의 이주 횟수가 많으므로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며 클라이언트 노드 수에 따라 수명에 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한 수의 클라이언트 노드를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엘리트 이주 주기를 짧게 하여 

지역 엘리트 이주횟수를 증가시키면 보다 우수한 개선

도가 기 되나 이주횟수도 통신횟수와 계있으므로 

무조건 많이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주주기를 충분히 

길게 설정함과 동시에 한 수의 클라이언트 노드를 

알고리즘 수행에 참여시킴으로서 보다 나은 결과의 도

출이 가능하다.

결론 으로, 제한된 세 수에서는 PGA방식이 CGA 

방식보다 우수하나, PGA의 경우 클라이언트 노드의 수

와 이주주기에 따라 통신량이 발생하게 되어 통신에

지 소모에 따른 네트워크 수명에 향을  수 있다. 향

후,  유효 세 수와 클라이언트 노드 수, 이주주기에 따

른 통신횟수에 따른 에 지소모를 종합 으로 고려한 

알고리즘 설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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