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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ANET은 이동 노드들로만 구성되어 신속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그 활용 범위가 다양하여 현재까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노드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동적인 토폴로지와 각 노드들의 제한된 자원 그리고 무선

통신이 갖는 보안의 취약성이 MANET이 해결해야 할 큰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오버헤드를 줄이면서 정확한 침입탐

지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 기반 분산협력 침입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침입탐지 기법에서는 네트워크를 일정한

크기로 분할 한 후 로컬 탐지와 전역 탐지가 수행된다. 로컬 탐지는 노드들의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 모든 노드

에서 수행되고, 전역 탐지는 게이트웨이 노드에서 시그너처 기반 공격 탐지가 이루어지게 된다. 게이트웨이 노드에서

관리되는 시그너처 DB는 이웃 게이트웨이 노드와 허니넷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신뢰 관리 모듈

에 의해 영역내의 노드들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였다. 제안한 기법의 침입탐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층 클

러스터 기법과 비교 실험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Study on Distributed Cooperation Intrusion Detection

Technique based on Region

Hwan Seok Yang* · Seung Jae Yoo**

ABSTRACT

MANET can quickly build a network because it is configured with only the mobile node and it is very popular

today due to its various application range. However, MANET should solve vulnerable security problem that

dynamic topology, limited resources of each nodes, and wireless communication by the frequent movement of nodes

have. In this paper, we propose a domain-based distributed cooperative intrusion detection techniques that can

perform accurate intrusion detection by reducing overhead. In the proposed intrusion detection techniques, the local

detection and global detection is performed after network is divided into certain size. The local detection performs

on all the nodes to detect abnormal behavior of the nodes and the global detection performs signature-based attack

detection on gateway node. Signature DB managed by the gateway node accomplishes periodic update by

configuring neighboring gateway node and honeynet and maintains the reliability of nodes in the domain by the

trust management module. The excellent performance is confirmed through comparative experiments of a

multi-layer cluster technique and proposed technique in order to confirm intrusion detection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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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선 이동 노드들로만 구성된 MANET(Mobile Ad

Hoc Network)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얻어왔다. 하지만 노드들의 이동으로 인한 동

적인 토폴로지와 중앙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1]. 또한 각 노드들은 이웃 노

드들의 패킷을 목적지까지 전달해주는 라우터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선

전송의 특징인 제한된 대역폭과 높은 전송 에러율 역

시 MANET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보안 특징 중의

하나이다[2]. 따라서 MANET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을 위해서는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보안

위협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공격 탐지 기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오버헤드를 줄이면서 신뢰성이 높은

침입탐지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 기반 분산협력 침입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에서는 전체 네

트워크를 일정한 크기의 영역으로 분할 한 후 일반

노드에서는 비정상 행위 탐지를 위해 CP-SVM을 이

용한 로컬 탐지를 수행하고, 게이트웨이 노드에서는

자신을 지나는 패킷들에 대해 시그너처 기반 공격 탐

지가 이루어지게 된다. 게이트웨이 노드는 각 영역내

의 일반 노드들의 패킷 폐기나 전송지연과 같은 이기

적인 행동을 막기 위하여 노드들에 대한 신뢰도를 관

리하게 된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노드들은 최신 공격

에 대한 시그너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웃 게이트웨

이 노드들과의 허니넷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업데이트

를 실시하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침입탐지 기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영역 기반 분산협력 침입탐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제안한 침입탐지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비교 실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MANET의 공격 유형

MANET에서는 노드들의 이동과 무선 특성을 이용

한 다양한 유형의 공격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공격들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라우

팅 메시지에 대한 공격으로서 라우팅 루프를 발생시

키거나 라우팅 정보 전송을 지연시킴으로써 통신을

방해하는 공격이다. 이 공격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라

우팅 성능이 떨어지고 루프가 형성되는 경우 토폴로

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메시

지의 전달을 거부하거나 삭제하는 공격이 있다[3]. 그

러나 이러한 공격은 이웃 노드에 의해 공격 노드를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공격을 시도하는 공격자는 경로에 자

신을 속하게 하려고 라우팅 정보 변조 공격을 이용하

는 경우가 많다.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거나 주어진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용량을 줄이거나 없애

기 위한 서비스 거부 공격이 있다. MANET에서는 각

각의 계층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거부 공격이 수

행 가능하다[4].

2.2 공격 탐지 기법

다중 계층 클러스터 기반(Multi-layer Cluster

Based IDS) 기법은 노드들에 의해 침입 데이터를 수

집한 후, 수집한 데이터를 줄여서 분석한 후 클러스터

헤드에게 전달되는 기법이다[5]. 이 기법은 클러스터

헤드 모듈과 클러스터 멤버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클

러스터 헤드 모듈은 클러스터 헤드에서만 실행되며

클러스터 멤버 노드들의 관리를 책임지며, 클러스터

멤버 모듈은 모든 노드에서 실행되고 멤버 노드들에

의해 지역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유지하며, 클러스터

헤드의 요청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법은 클러스터

헤드들 서로가 협력적 침입탐지를 수행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라우팅 공격 탐지를 위해 패킷 고리를 이용한 기법

이 있다. 패킷 고리는 대표적으로 지리 정보

(Geographical Leashes : GL)와 시간 정보(Temporal

Leashes : TL)가 있다[6]. 지리 정보 고리 기법은 모

든 노드가 GPS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시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소스 노드

는 자신이 전송하는 패킷에 자신의 위치 정보와 전송

시간을 포함시켜서 전송을 하면, 목적 노드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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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위치 정보와 시간을 기반으로 터널링 공격을 검

증하는 기법이다. 시간 정보 고리 기법은 시간 정보

패킷 고리를 생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드들은 세밀하

게 동기화된 시계를 가지게 된다. 이 시간 정보 패킷

고리는 제한된 전송 거리보다 멀리 전송된 패킷을 탐

지하여 라우팅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7].

3. 제안한 영역기반 분산협력

침입탐지

본 장에서는 침입탐지의 오버헤드를 줄이면서 정확

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 기반 분산협력 침입탐지

기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3.1 침입탐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

본 논문에서는 영역 기반 분산협력 침입탐지를 위

하여 전체 네트워크를 일정한 영역으로 분할하는 구

조를 이용하였다. MANET에서는 중앙통제가 이루어

지기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침입탐지를 위하여 계층

구조인 클러스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러한 경우에 클러스터 헤드 선출을 위한 비용이 들고

선출된 클러스터 헤드에서는 침입탐지를 하기 위해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침입탐지의 성능을 높이

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일정한 크기로 분할한 영역 기

반 분산협력 침입탐지 구조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각

영역에는 일반 노드와 이웃 영역과 자신의 영역과 연

결을 해주는 게이트웨이 노드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분산협력 침입탐지의 수행을 위하여 각각

의 모든 일반 노드에서는 독립적으로 로컬 침입탐지

를 수행하게 된다. 각 노드에서 수행하는 로컬 침입탐

지의 목적은 자신의 무선 전송 범위내의 모든 네트워

크 활동을 감시하여 비정상 행위 노드들을 탐지하는

것이다. 이 기법의 장점은 어떠한 부가적인 통신 오버

헤드 소모 없이도 로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침입탐지를 위해 다른 노드들에게 크게 의존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이다. 게이트웨이 노드에서는 각 영역을

통과하는 패킷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상 패킷들에

대한 침입탐지를 수행한다. 일반 노드로부터 탐지된

침입 정보를 수신하여 검사한 후, 이웃 영역의 노드들

에게 공격 노드에 대한 정보를 방송하는 역할을 담당

하게 된다. 그리고 정확한 침입탐지를 위하여 게이트

웨이 노드들 사이에 허니넷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시

그너처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 1)은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영역 기반 분산협력 침입탐지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분산 협력 침입탐지 구조

3.2 분산협력 침입탐지

침입탐지의 첫 단계는 각 노드에서 수행되는 로컬

침입탐지이다. 각 노드에서는 자신이 수집한 패킷 정

보를 기초로 하여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게 된다. 비정

상 행위 탐지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Conformal prediction 기법을 SVM(Support Vector

Machine)에 적용하였다. 각 노드들은 비정상 행위 탐

지를 위해 인접한 이웃 노드들로부터 지지 벡터를 수

신한 후, 부적합도를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한 지지 벡턱 집합들은 주변의 이웃 노드들에게

전송되고 같은 영역내의 노드들이 똑같이 학습된 내

용을 수신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를 이용하여 각 노드

에서는 이웃 노드들에 대한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게

되며, 침입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탐지되면 자신

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게이트웨이 노드에게 해당 노

드의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그림 2)에서는 각 침입

탐지를 위한 세부 동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침입탐지 세부 동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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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노드는 시그너처 기반 공격 분석 모듈

과 영역내의 노드들에 대한 신뢰값을 관리하는 신뢰

관리 모듈 그리고 침입탐지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이웃

영역들의 게이트웨이 노드들과 허니넷을 구성하여 최

신의 시그너처를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

다. 신뢰 관리 모듈은 영역내의 노드들에 대한 신뢰

평가를 수행한 후 각 노드들에 대한 신뢰도 값을 저

장하게 된다. 여기서 측정되는 신뢰도는 각 노드들이

패킷 전송에 참여한 측정값으로 계산하였다. 이는 각

노드들이 패킷 폐기, 패킷 전송 거부와 같은 이기적인

행동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갖게 된다. 게이트웨이

노드가 공격 노드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노드 정

보를 수신하게 되면 신뢰 관리 테이블에서 해당 노드

의 신뢰도를 조회하게 된다. 각 노드들에 대한 신뢰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값은 다음 식 1에 의해 계

산된다.

    


  



 
(1)

위 식에서 는 영역, 은 노드, T는 각 영역의

신뢰값을 의미한다.

시그너처 기반 공격 분석 모듈은 로컬 침입탐지 시

스템 또는 이웃 게이트웨이 노드로부터 경고 메시지

를 수신하였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그너처 DB

를 통한 공격 분석과 신뢰 관리 모듈내의 신뢰 DB를

검색하여 노드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게 된다. 만약

노드에 대한 신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웃 게

이트웨이 노드에게 정보를 전송하여 노드에 대한 신

뢰도를 의뢰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노드의 행위가 공

격으로 판정된다면, 이웃 게이트웨이를 통해 네트워크

전역에 공격 노드의 정보를 전송하여 공격 노드를 고

립시키게 된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노드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시그너처 DB 정보를 안전하게 주기적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게이트웨이 노드들간의 허니넷을 구

성하여 최신의 공격 시그너처 DB를 유지하게 된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격 탐지 과정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3) 공격 탐지 과정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영역 기반 분산

협력 침입탐지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실험하였

다. 성능 평가는 NS-2를 이용하였으며, 실험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 변수 값을 설정하였다. 네트워크 크

기는 1000×1000, 공격 노드 수는 10개, 전송 범위는

250m, MAC 프로토콜은 IEEE 802.11 DCF

(Distributed Condition Function)이다. 실험에 사용한

이동 노드 수는 100개이고 random-way point 모델로

서, 0～20m/s의 속도로 이동한다. 실험 시간은 300초

로 5번 반복 실험하였으며, 실험시간 동안 20번의 공

격을 발생시켰다.

4.2 실험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MCBIDS 기법과 비교 실험을 통하

여 제안한 영역 기반 분산협력 침입탐지 기법의 우수

한 성능을 확인하였고, 성능 평가 기준은 침입탐지율,

종단간 지연시간, 제어패킷의 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4)에서는 침입탐지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침입탐지 비율을 측정하였다. 이 측정 기준은 침입탐

지의 가장 중요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MCBIDS 기법은 노드들의 이동이 많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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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격 탐지율

침입탐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이유는 클러스터 멤버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줄

인 후 클러스터 헤드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침입탐지

를 위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노

드들의 이동으로 인해 클러스터 헤드에서는 침입 정

보를 클러스터 멤버에게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침입탐지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하

지만 제안한 기법에서는 각 영역내의 노드와 게이트

웨이 노드에서 공격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노드들의 이동이 많아지더라도 침입탐지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단간 데이터 지연시간 측정은 공격 노드들에 의

하여 데이터 전송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를 측

정한 결과로서 노드들의 이동으로 인한 차이는 있었

지만 침입탐지 비율과 비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드들의 이동 속

도가 빨라질수록 경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여 새로

운 경로 설정과 공격 탐지 수행으로 인해 지연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제안한 기법이 MCBIDS보다 좋은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종단간 지연시간

(그림 6)은 제어 패킷의 양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제어 패킷의 양은 네트워크 성능을 의미하

는 기준이 된다.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

안한 기법에서는 일반 노드에서 침입탐지를 수행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통신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아

MCBIDS 기법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클러

스터 헤드가 멤버 노드에게 요청하는 제어 패킷의 수

와 클러스터 헤드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오버헤드 등

으로 인해 제안한 기법에 비해 다소 높은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리고 노드들의 이동과 공격 탐지를 위

한 메시지 전달로 인해 시뮬레이션 동안 제어 패킷의

양이 조금씩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6) 제어패킷의 양



58 융합보안 논문지 제14권 제7호 (2014. 12)

[저 자소개 ]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이 높은 침입탐지가 이루어지

면서 이를 위한 오버헤드가 적은 침입탐지 기법을 제

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에서는 침입탐지의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하여 로컬 침입탐지와 전역 침입탐지로 나누

어 수행한다. 로컬 침입탐지에서는 CP-SVM을 이용

한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게 되며, 전역 탐지는 시그너

처 기반 공격 탐지가 이루어지게 된다. 게이트웨이 노

드는 전역 분석 모듈과 신뢰 관리 모듈 그리고 시그

너처 DB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노드에서 수행되는

로컬 탐지에서 이상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노드에 대

한 정보를 게이트웨이 노드에게 전달하게 된다. 게이

트웨이 노드에서는 전역 분석 모듈에서 해당 노드에

대한 신뢰값 및 시그너처 DB를 이용해 해당 노드의

공격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에 참여하

는 노드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배제하기 위하여 패킷

전송에 참여도를 측정하여 노드들의 신뢰도를 측정하

였다. MCBIDS 기법과의 실험을 통해 공격탐지에서

제안한 기법이 평균 7.5%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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