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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ANET은 이동 노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동적인 토폴로지를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공

격 위협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DoS나 DDoS 같은 플러딩 기반 공격의 피해가 매우 크고 공격 노드의 역추적

역시 쉽지 않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전달해준 중간 노드들의 이동으로 경로 정보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

에서는 노드들의 이동으로 인한 경로 정보가 수시로 변화하더라도 효율적인 역추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테이블 기반

역추적 기법을 제안하였다. 클러스터 헤드에서는 클러스터 멤버 노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이동 노드들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클러스터 상태 테이블과 네트워크 토폴로지 스냅샷을 구성하기 위하여 경로 관리 테이블을 관리한다. 또

한 저장되는 경로 정보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블룸 필터를 이용하였다.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Traceback Technique using Table-based Route Management under Mobile

Ad Hoc Networ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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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ET has a highly dynamic topology because it consists of only mobile nodes. Various attacks using these

characteristics exist. Among them, damage of the attacks based flooding such as DoS or DDos is large and

traceback of the attack node is not easy. It is because route information by moving of intermediate nodes which

pass the data changes frequently. In this paper, we propose table-based traceback technique to perform efficient

traceback although route information by moving of nodes changes frequently. Cluster head manages route

management table in order to form cluster status table and network topology snapshot for storing the location

information of mobile nodes when cluster member nodes change. Also, bloom filter is used to reduce the amount of

storing route information.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echnique is confirmed through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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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obile Ad Hoc Network(MANET)의 보안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MANET은 고정된 인프라스트럭처가 없고, 이동 노드

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홉 방식의 무선 통

신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노드들은 라우터 역할

을 수행해야 하며, 노드들의 이동으로 네트워크 토폴

로지는 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다

양한 공격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Denial-of-Service (DoS)와 Distributed DoS (DDoS)

공격의 피해가 매우 크다. 이러한 공격이 발생하였을

때, 공격 노드들의 추적은 패킷을 전달해준 중간 노드

의 이동이나 공격 노드들의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쉽

지 않다. 그리고 기존의 유선 환경에서 사용되던 역추

적 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MANET

의 특성에 맞는 잘 정의된 역추적 알고리즘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노드들의 이동으로 인한 동적인 상

황에서도 공격 노드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

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형태의 계층 구조를

이용하였다. 네트워크를 클러스터로 구성한 후 1-hop

거리의 노드를 기초로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한다. 선

출된 클러스터 헤드에서는 멤버 노드들의 위치 기록

을 저장하기 위한 클러스터 상태 테이블과 공격 노드

들의 역추적을 위하여 경로 관리 테이블을 관리한다.

그리고 클러스터 헤드의 메모리 오버헤드를 감소하기

위하여 저장되는 경로 정보는 블룸 필터를 이용하여

저장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MANET에서의 기존의 역추적 기법에 대하여 살펴보

고 3장에서는 제안한 계층적 역추적 기법에 대해 기

술하였다. 4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실험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Hotspot 기반 역추적

Hotspot 기반 역추적 기법은 해시 기반 역추적 기

법의 확장 형태로서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드에서 패

킷이 포워딩될 때, 패킷으로부터 계산된 해시 값,

TTL 그리고 이웃 노드 목록을 기록한다. Hotspot은

하나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공격 노드가 존재할 가능

성이 있고, 안전한 노드 주변에 의심스러운 노드의 존

재가 예상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만약 공격이 탐지된

다면 네트워크의 노드들 중에서 같은 해시 값을 저장

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만약 같은 해시 값을 갖

은 노드가 발견되면 해당 노드의 ID, TTL 그리고 이

웃 노드의 목록들로 구성된 역추적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 기법에서는 토폴로지가 수시로 변화하더라도

각 노드에서 포워딩한 하나의 패킷으로 역추적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2.2 시간-태그 블룸 필터 기반 역추적

시간-태그 블룸 필터 기반 역추적 기법은 기존 유

선 환경의 IP 기반 패킷 로깅 역추적에서 수시로 변

화하는 토폴로지와 리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블룸 필터에 타임 태그를 추가한 기법이다. 이 기법에

서는 역추적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클러스터로 나누고 각 클러

스터 헤드에 패킷을 감시하기 위한 N-IDS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 이렇게 클러스터 헤드에서 노드들에 대

한 로그를 축적하고 노드들이 클러스터를 이동하게

되면 해당 클러스터 헤드에게 역추적 정보를 제공하

여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변하더라도 공격에 대한 정

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은 시간-태

그 블룸 필터의 역추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시간-태그 블룸 필터 역추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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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태그를 이용하여 제한된 저장 공간에 새로

운 로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하여 제한된 리소스

문제를 해결하였다.

3. 제안하는 테이블 기반 역추적 기법

본 장에서는 공격 노드에 대한 정확한 역추적을 수

행하기 위하여 테이블 기반 구조를 이용하였고, 노드

들의 상태와 데이터 전달 기록에 대한 효율적인 저장

및 관리를 통한 정확한 역추적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

였다.

3.1 역추적을 위한 테이블 관리

MANET에서는 공격자의 위치를 찾아내는데 어려

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드들의 이동성이다. 네트워

크내의 침입탐지시스템이 공격을 탐지한 후 공격자의

위치를 확인할 때는 이미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변화

되기 때문에 역추적이 쉽지 않다. 따라서 네트워크 토

폴리지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데이터 전달

과정을 효율적으로 저장함으로써 노드들의 이동에도

강건한 역추적 기법을 설명한다. 먼저, 중앙에서 네트

워크를 감시할 수 있는 서버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역추적이 더욱 어렵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

들에 대한 감시나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1-hop 거리에 있는 노

드들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전체

네트워크를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한 후 각 클러스터

를 관리하는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한다. 클러스터 헤

드의 선출 기준은 노드들의 연결수로 하였다. 이렇게

선출된 클러스터 헤드는 역추적을 위하여 클러스터

상태 테이블(Cluster State Table)과 경로 관리 테이

블(Route Management Table)을 갖는다. 공격이 발생

하였을 때, 이 두 개의 테이블을 활용하여 역추적이

수행된다.

클러스터 상태 테이블은 클러스터내의 멤버 노드들

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테이블이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공격자 위치 추적시 노드들의 이동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된다. 따라서 특정 시간에 노드들이 어느

클러스터에 존재하였는지 위치를 저장함으로써 공격

자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즉, 특정 시

간에 어떤 노드들이 멤버 노드로 있었는지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클러스터 상태 테이블의 구조는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클러스터 상태 테이블 구조

<그림 2>에서 보듯이 클러스터 상태 테이블은 노

드 주소,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신한 경로, 클러스터

에 들어온 시간, 클러스터를 나간 시간을 저장한다.

클러스터 상태 테이블에 저장되는 각 노드들에 대한

정보는 일정한 간격으로 저장이 이루어지면 되면 클

러스터 헤드에게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따라서

클러스터 헤드의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하여 특정 노드들의 추가나 이동으로 인한

클러스터 상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테이블에

데이터를 기록하게 된다.

무선 환경에서 공격이 발생하였을 때, 전체 네트워

크의 토폴로지 스냅샷을 갖는 것은 어렵다. 특히 노드

들 사이의 사건에 대한 트랜잭션 처리와 시간 동기화

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

체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스냅샷을 구성하기 위하여

경로 관리 테이블을 이용하였다. 각 노드들에서 데이

터 수신이 이루어졌을 때 라우팅 경로 정보를 클러스

터 헤드에게 전송하여, 멤버 노드들이 수신한 데이터

경로를 경로 관리 테이블에 저장하게 한다. 만약 노드

 가 다음과 같은 경로       를

통하여 데이터  를 수신하였다면, 그 경로는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순서

가 있는 노드의 집합으로 이루어져있다. 클러스터 헤

드에서 각 멤버 노드가 수신한 패킷의 모든 경로 정

보를 유지하게 된다면 클러스터 헤드에는 매우 큰 오

버헤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클러스터 헤드

에서 특정 시간에  에서 패킷을 수신하였을 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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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경로와 새로 수신한

패킷의 경로가 다른지 검사한다. 만약   

의 경로와 일치하면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경로가 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새로운 경

로     를 경로 관리 테이블에 저장한다.

<그림 3>은 노드가 수신한 패킷의 경로가 바뀌었을

때 타임스탬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패킷 수신 경로에 따른 타임스탬프

클러스터 헤드에서 경로 관리 테이블에 저장하는

노드들의 패킷 수신 정보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경로

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저장하여도 노드들의 이동이

많아질수록 저장되는 정보의 양은 많아질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저장되는 경로의 정보 양을 줄이기 위하여

블룸 필터를 이용하였다. <그림 4>는 경로 관리 테이

블에 저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블룸 필터를 이용한 경로 저장

과정.

3.2 로컬 침입탐지

MANET에서 공격이 발생하게 된다면, 침입탐지시

스템에서는 가장 먼저 공격 패킷에서 공격자의 주소

를 확인한 후 공격자의 위치를 추적하게 된다. 그러나

공격자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라우팅 정보를 변경

하기 위하여 위치를 바꿀 것이다. 공격이 탐지된 노드

가 속한 클러스터 헤드는 해당 노드가 수신한 공격

패킷의 경로를 확인한 후, 경로 관리 테이블에서 일치

하는 엔트리가 존재하는지 검사한다. 만약 경로 관리

테이블에 존재한다면, 해당 노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각 클러스터 헤드에게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를 수신한 각 클러스터 헤드는 클러스터 상태 테이

블을 검사하여 공격 노드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그림 5>에서는 공격 노드 A의 위치를 탐지하는 과

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공격자의 역추적 과정

4. 실험 및 결과

4.1 모의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테이블 기반 역추적 기법의 성

능 평가를 위하여 ns-2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다. 실

험에 사용한 노드의 수는 100 노드, 실험 시간은 300

초로 하였으며, 실험 시간동안 SYN flooding 공격을

5번 발생시켰으며 10번의 반복 실험을 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내에 침입탐지시스템이 존재

한다는 가정하에서 실험하였다. <표 1>은 실험에 사

용한 파라미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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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s

Network size 1200m×1200m

Routing Protocol DSR

Speed 0～10m/s

Pause Time(sec) 40

Bandwidth 2MB

Transmission Range 200m

<표 1> 실험 환경 변수 값

4.2 모의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역추적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

해 Hotspot 기반 기법과 비교 실험 하였다. 성능 평가

기준은 공격 노드의 역추적 성공 비율과 경로 추적을

위한 패킷의 수 그리고 클러스터 헤드의 메모리 사용

량으로 하였다.

<그림 6>은 공격 노드에 대한 역추적 성공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제안한 기법이

hotspot 기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Hotspot 기법은 노드들의 이동이 빨라질수록 성능이

더욱 떨어졌지만 제안한 기법은 노드들의 이동 속도

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비슷한 성능을 보임을 확

인하였다. 즉, 클러스터 헤드에 의해 관리되는 두 개

의 테이블 정보를 활용한 역추적이 원활하게 수행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6) 역추적 성공 비율

공격 노드의 역추적을 위한 패킷 수의 측정 결과를

<그림 7>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패킷의 수가 증가할

수록 제한된 대역폭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성능은 떨

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hotspot 기법은 역추적을 위

해 같은 해시 값을 갖는 노드를 찾기 위해 이웃 노드

에게 브로드캐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패킷의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제안한 기법에서는 공격이 탐지되었

을 때 해당 클러스터 헤드가 관리하는 테이블에 의해

이웃 클러스터 헤드에게만 패킷을 전송하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7) 역추적을 위한 패킷 수

<그림 8>은 클러스터 헤드가 역추적을 위해 관리

하는 두 개의 테이블에 의한 오버헤드를 측정하기 위

하여 클러스터 헤드의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노드 수별 클러스터

헤드의 평균 메모리 소모량은 큰 오버헤드를 발생시

키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클러스터 헤드 메모리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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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노드들의 이동으로 인한 동적인 토

폴로지에서도 공격 노드의 역추적이 안정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테이블 기반 역추적 기법을 제안하였다. 전

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들에 대한 중앙 감

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클러스터를 이용하였

으며, 선출된 클러스터 헤드에서 역추적을 위한 클러

스터 상태 테이블과 경로 관리 테이블을 관리하였다.

클러스터 상태 테이블은 노드들이 이동이 발생하였을

때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경로 관리 테이블에서는 공

격 발생시 네트워크 토폴로지 스냅샷 구현을 위해 노

드가 수신한 패킷의 경로를 저장한다. 수신한 패킷의

경로가 다를 경우에만 경로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클

러스터 헤드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었으며, 저장되

는 경로는 블룸 필터를 이용하여 저장 정보의 크기를

더욱 줄였다. 이렇게 테이블을 기반으로 한 역추적 기

법은 노드들의 이동이 많은 상황에서도 우수한 성능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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