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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노드들 사이에 보안과 효율적인 통신의 제공은 MANET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특히 무선 네트

워크는 개방된 통신매체와 통신을 위한 협력적 구조 때문에 공격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MANET의 특성

상 기존의 보안 메커니즘이나 침입탐지시스템의 적용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노드들의 이동으로 인한 동적인 토폴로지

와 여러 네트워크 센서를 통한 감사 데이터의 수집, 통합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전체

노드들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는 인증 기반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침입발생시 이를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협력적

보안 체계 기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클러스터 헤드는 인증서 발급을 위한 CA 역할을 수행하며,

게이트웨이 노드가 침입탐지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나의 침입탐지 노드에서 공격이 탐지되지 않는 경우 이

웃 노드와 함께 협업하여 공격 탐지를 수행하게 된다. 제안한 기법의 성능은 SRP 기법과 비교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Construct of Cooperative Security System for Secure MANET

Hwan Seok Yang*․Seung Jae Yoo**

ABSTRACT

Security between mobile nodes and efficient communi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MANET.

In particular, the wireless network is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attack threats because of collaborative structure for

open communication media and communication. However, application of existing security mechanisms and intrusion

detection system is not eas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MANET. It is because collection and integration of adult

data by the dynamic topology due to the mobility of nodes and many network sensors is difficult. In this study, we

propose cooperative security system technique that can improve the reliability based on authentication assessing

confidence about the whole nodes which joins to network and detect effectively this when intrusion occurs. Cluster

head which manages the cluster performs CA role for the certificate issue and the gateway node performs role of

intrusion detection system. Intrusion detection is performed by cooperating with neighboring nodes when attack is

not detected in one intrusion detection nod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as confirmed through

experiments comparing with the SRP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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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obile Ad Hoc Network(MANET)은 어떠한 네트

워크 장치의 도움 없이 이동노드로만 구성된 네트워

크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은 라우터

역할을 해야 하며, 노드들의 이동으로 인한 경로 설정

에 어려움이 있다[1-2]. MANET의 이러한 특징을 이

용한 다양한 공격들이 존재하며 그에 대한 취약점이

많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

한 침입탐지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기존의 침입탐

지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3]. MANET의 특성을 고려한 침입탐지시스템은 각

이동노드에서 침입을 탐지해야하고 노드들은 공격에

대한 결정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

고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감사 자료를 위해 다른 홉에

서의 이상 현상도 감지할 능력이 필요하다[4]. 또한

각 이동노드들의 제한된 자원 제약의 특성에 대한 효

율성을 가져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성을 향상시켜 안정된 침입탐지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적인 보안 체

계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노드들에 대한 정확한

인증을 제공하고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줄여 전체 네

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클러스터를 이용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네트워크를 노드들의 연

결을 기초로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한 후 참여지수 값

을 이용하여 CA(Certificate Authority) 역할을 수행

할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CA는

멤버 노드들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인증서를

발급해준 멤버노드들에 대해 테이블을 관리한다. 그리

고 각 클러스터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 노드가 침입

탐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침입탐지 노드는

SVM을 이용한 비정상행위 탐지와 오용 탐지를 실시

한다. 그리고 침입이 탐지되지 않았을 경우 인접한 침

입탐지 노드와 협업을 통한 침입탐지를 수행하여 침

입탐지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MANET의 기존 침입탐지기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3

장에서는 제안한 협력적 보안 체계에 대해 기술하였

다. 4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실험하고 마지막

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공격을 탐지하는 One-way

hash chain 기법이 있다[5]. 이 기법에서 모든 노드들

은 자신만의 one-way hash chain을 가지고 있으며,

노드들이 패킷을 전송할 때 각 패킷들은 OHC

sequence number를 갖게 된다. 이렇게 전송되는 패킷

들은 중간 노드들에서 다음과 같이   

이 성립되는 경우에만 패킷을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

을 경우에는 패킷을 폐기시킨다. 이 기법에서 공격자

는 공격 대상의 해시 함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에 OHC sequence number를 생성할 수 없고, 중간

노드 단계에서 쉽게 발견되어 패킷이 폐기되기 때문

에 높은 탐지율을 갖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격자가

해시 함수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이용하여 공격하거

나 해시 함수를 알아낸다면 중간 노드들에 의한 검증

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각 노드들이 갖

고 있는 해시 함수에 대한 안전한 보관 방법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SRP 기법은 노드가 자신이 수신한 패킷의 수를 카

운트하여 ACK 메시지에 그 정보를 포함시켜 소스 노

드에게 전송한다[6-7]. 이를 수신한 소스 노드는 자신

이 전송한 패킷의 수와 비교하여 공격 여부를 판단하

게 된다. 만약 수신된 패킷의 수가 송신한 패킷의 수

보다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ID를 이용한 공격자가 있

음을 탐지하게 되고,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공격 노드에서 노드 A의 ID를 이용하여 공격 대상 노

드 B로 패킷을 전송한다면 노드 B에서는 노드 A에서

전송된 패킷의 수를 카운트하여 그 정보를 ACK 메시

지에 담아 노드 A에게 전송한다. 노드 A에게 전송된

패킷의 수는 실제 전송한 패킷의 수 보다 많기 때문

에 공격이 있음을 탐지할 수 있게 된다. 하자만 이 기

법에서는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노드들 사이에서만 패

킷의 수를 알고 초기화하기 때문에 이웃 노드에서의

카운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웃 노드와

의 협력을 통한 공격 탐지를 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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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성 향상을 위한 협력적인 보안

체계

3.1 인증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

본 논문에서는 멤버 노드들에 대한 안전한 신뢰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에게서 발생하

는 트래픽 양을 줄여 대역폭의 활용률을 극대화시켜

서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클

러스터 구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클러스터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클러스터내의 모든 노드들에 대한 침입

탐지를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먼저, 네트워크

내의 전체 노드들에 대한 신뢰 평가를 위해서 클러스

터를 형성한다. 그리고 클러스터내의 각 노드들중에서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CA역할을 담당할 클러스터 헤

드는 참여지수 값을 기준으로 선출한다. 참여지수 값

은 노드들의 이웃 노드로 패킷을 전달해 준 비율로서,

네트워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노드들에 대한 참여지

수 값은 초기값 0을 갖게 된다. 여기서 참여지수 값은

각 노드들이 이기적이지 않고 얼마나 패킷 전달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를 나타낸다. 즉, 노드들 사이

의 신뢰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사용하였다. <그

림 1>은 본 논문에서 인증을 위해 사용한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네트워크 구조

선출된 각 클러스터 헤드는 자신의 멤버 노드들에

게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CA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멤버 노드  는 페어링 기반 암호키 쌍을 생성한

후, 자신의 클러스터 헤드에게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

게 된다. 그러면 클러스터 헤드는 멤버 노드들에 대한

신분을 확인한 후에 해당 멤버 노드에게 인증서

 
    

를 발급해준다. 인증서를 발

급받은 멤버 노드들은 유효성 검사를 수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실시하게 된다. 인증서를 발

급받은 멤버 노드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송신에 대한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 노드들 사이의 신뢰

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증서를 발급

해준 클러스터 헤드는 자신이 인증서를 발급한 멤버

노드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멤버 인증서

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노

드들에 대해서 네트워크 참여를 배제할 수 있게 한다.

3.2 협업 침입탐지 기법

클러스터로 형성된 전체 네트워크에서 IDS 역할을

수행하는 노드는 각 클러스터를 연결해주는 게이트웨

이 노드이다. 게이트웨이 노드에 의한 침입탐지가 효

율적인 이유는 각 클러스터내로 유입되거나 나가는

모든 패킷들이 지나치기 때문에 정확한 감시를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협업 침입

탐지 기법은 침입탐지 노드에서 두 단계의 비정상행

위 탐지 모듈과 오용탐지 모듈로 침입탐지를 수행한

다. 그리고 만약 침입이 탐지되지 않은 의심스러운 패

킷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변에 인접해있는 침입탐지

노드에게 패킷 정보를 전달하여 침입탐지를 수행하도

록 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침입탐지

기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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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침입탐지 흐름도

먼저 침입탐지 노드에서는 수집한 패킷으로부터 특

징을 추출하여 SVM을 이용한 비정상행위를 탐지하

게 된다. 정상 행위와 비정상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분류 초평면은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1)

여기서 는 특징 벡터이며, 는 분류 초평면의

법선 벡터로서 분류 초평면의 방향을 나타내고, 는

위치를 나타내는 매개변수이다. 임의의 점 와 분류

초평면까지의 거리는 식 2에 의해 구한다.

 ║ ║


(2)

그리고 정상 행위와 비정상 행위의 판단 능력을 최

대화하기 위하여 두 범주 사이에 존재하는 여백을 최

대화하기 위한 결정 초평면의 방향, w를 찾아야 한다.


     ⋯ (3)

위 식에서 비정상행위의 판단은  값이 1이면 정

상, -1이면 비정상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비정상행

위의 탐지를 실시한 후, 침입을 탐지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인 오용 탐지를 실시하게 된다. 서명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된 침입 서명을 검사하여 일치한다면 해당

공격에 대한 경고를 클러스터 헤드에게 전달하여 침

입을 통지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침입이 탐지되지

않는다면 침입탐지 노드와 인접해있는 다른 침입탐지

노드에게 해당 패킷 정보를 전달하여 같은 과정을 반

복하도록 하여 침입탐지 시스템의 탐지능력을 향상시

켜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높였다.

4. 실험 및 결과

4.1 모의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협력적인 보안 체계를 이용한

침입탐지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ns-2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노드의 수는 200 노드, 실

험 시간동안 10번의 공격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본 논

문에서는 각 노드들의 전력 소모량에 대해서는 고려

하지 않고 실험하였다. <표 1>은 실험에 사용한 환경

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Parameter Values

Network size 1500m×1500m

Routing Protocol AODV

MAC Protocol IEEE 802.11 DCF

Speed 0～10m/s

Pause Time(sec) 10

Bandwidth 2MB

Mobility Model Random way point

<표 1> 실험 환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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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증서 발급 거부 비율

4.2 모의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협력적 보안체계의 침입탐지 성능 평

가를 위하여 SRP 기법과 비교 실험 하였다. 성능 평

가 기준은 TPR(True Positive Rate)와 FPR(False

Positive Rate)를 측정하였으며, 공격 탐지율과 인증서

거부 비율을 측정하였다.

(그림 3) TPR과 FPR 비율

<그림 3>은 제안한 기법과 SRP 기법의 TPR과

FPR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이 제안한 기법의 협력적 공격 탐지가 원활하게 이루

어져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SRP의 경우 노드들의

이동에 따른 이웃 노드들간의 협업 탐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 때문에 성능이 떨어졌다.

(그림 4) 공격 탐지율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과 SRP 기법의 공격 탐지

율은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SRP는 평균 85.8%, 제안한 기법은 94.9%로 제안한

기법의 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노드들의 이동에

제안한 기법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원할한 협력 침

입탐지가 잘 이루어졌지만, SRP 기법은 송수신이 이

루어지는 두 노드사이에서 발생하는 공격만을 탐지하

기 때문에 노드들의 이동이 많아질수록 이웃 노드에

의한 공격 탐지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격 탐지

율이 나쁘게 나타났다.

<그림 5>는 CA 역할을 수행하는 클러스터 헤드에

서 멤버 노드들의 인증서 요청에 대한 거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CA의 인증서 거부 평균 비율은

11.6%로 측정되었다. 이 거부 비율은 멤버 노드들이

네트워크에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 비율을 의미하고,

멤버 노드들에 대한 신뢰 평가의 정확도를 의미한다.

즉, 이기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노드는 네

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노드들의 인증을 위한

클러스터 구조가 효율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 노드들에 대한 신뢰 평가를 통

한 인증서 발급으로 1차적으로 신뢰성 높은 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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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게이트웨이 노드들을 이용한 침입탐지가 이

루어지는 협력적 보안 기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모

든 노드들에 대한 인증서 발급을 위해 클러스터를 이

용하였으며, 선출된 클러스터 헤드가 CA 역할을 수행

하였다. 그리고 각 멤버 노드에 발급된 인증서 관리를

위해 각 클러스터 헤드는 멤버 인증서 테이블을 관리

하였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들을 연결해주는 게이트웨

이 노드가 침입탐지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침입탐

지는 수집된 감사 데이터에 대하여 SVM을 이용한

비정상행위 탐지를 실시한 후, 침입이 탐지되지 않으

면 오용 탐지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의심스러운 패킷

에서 공격이 탐지되지 않는다면 해당 패킷에 대해 이

웃 침입탐지 노드에게 패킷을 송신하여 침입탐지를

수행하여 침입탐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

러한 협력적인 보안기법을 이용한 침입탐지기법에 대

한 우수한 성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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