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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Wireless Ad hoc Network의 개방된 구조, 동적인 토폴로지, 인프라스트럭처의 부재와 같은 특징은 많은 유형의 공

격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내부에 존재하는 악의적인 노드의 공격은 통신 경로의 파괴나 패킷 폐기 등

이 이루어지고 그 피해는 상당히 크고 공격 탐지도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 공격 노드들의 효율적인 탐지와 예방을

위하여 보안 인증 구조를 이용한 공격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에서는 각 노드들에 대한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구조를 이용하였으며, 클러스터 헤드에서 노드들에 대한 신뢰 평가를 통해 공개키를 발급해

주게 된다. 노드들 간의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 대칭키를 공유하고, RREQ 패킷에 인증 메시지를 추가하는 구조를 이용

하였다. 제안한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ns-2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제안한 기법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Study on Attack Detection Technique based on n-hop Node Certification

in Wireless Ad Hoc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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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reless Ad hoc Network is threatened from many types of attacks because of its open structure, dynamic

topology and the absence of infrastructure. Attacks by malicious nodes inside the network destroy communication

path and discard packet. The damage is quite large and detecting attacks are difficult. In this paper, we proposed

attack detection technique using secure authentication infrastructure for efficient detection and prevention of internal

attack nodes. Cluster structure is used in the proposed method so that each nodes act as a certificate authority and

the public key is issued in cluster head through trust evaluation of nodes. Symmetric Key is shared for integrity of

data between the nodes and the structure which adds authentication message to the RREQ packet is used. ns-2

simulator is used to evaluate performance of proposed method and excellent performance can be performed through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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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Wireless Ad Hoc Network는 고정된 인프라가 없

는 무선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동 노

드들은 호스트와 라우터의 역할을 수행한다[1]. 이러

한 특성 때문에 Wireless Ad Hoc Network에는 다양

한 유형의 공격이 존재하며, 이러한 공격은 크게 외부

공격과 내부 공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동안 외부

공격에 대한 탐지와 방지 기법들은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왔다[2][3].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도 내부 공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즉, 네트워크

내부의 악의적인 노드에 의한 공격은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탐지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탐지 및

방지 기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악의적인 노드에 의한 내부 공격을

탐지 및 예방하기 위한 보안 인증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에 대

한 신뢰 평가 및 CA(Certificate Authority) 역할 수행

을 위하여 클러스터 구조를 이용하였다. 네트워크에

처음 참여하는 노드들은 게스트 노드와 멤버 노드로

구분하며, 멤버 노드들에 대해서만 클러스터 헤드에서

키를 발급해준다. 노드들이 경로 발견시 전송하는

RREQ 패킷에 CA로부터 발급받은 키를 이용한 암호

화를 이용한 인증 메시지를 포함하여 RREQ 플러딩

과 같은 공격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경로 설정시 이웃

노드들과의 공유키와 암호화된 메시지를 이용하여 공

격 노드들에 의한 패킷 변조나 폐기를 탐지하는 방법

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Wireless Ad Hoc Network에서의 인증 기법들에 대

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증

기반 공격 탐지 기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실험하고 마지막으

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공격 탐지 기법

Wireless Ad Hoc Network에서 라우팅 공격과 같

은 내부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 많은 기법들이 개발되

어 왔다. 그 중에서 패킷 고리를 이용한 지리정보 고

리(Geographical Leashes) 기법과 해시 함수를 이용

한 기법들이 있다[4]. 지리정보 고리 기법은 모든 노

드가 GPS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어

야 하며, 시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소스 노드는 자

신이 전송하는 패킷에 자신의 위치 정보와 전송 시간

을 포함시켜서 전송을 하면, 목적 노드에서는 자신의

위치 정보와 시간을 기반으로 터널링 공격을 검증하

는 기법이다. One-way hash chain 기법은 네트워크

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공격을 탐지한다[5]. 이 기법에서 모든 노드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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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공개키 기반 인증기법

공개키 기반의 인증기법에는 self-organized,

polynomial secret sharing(PSS), Threshold 암호화

기법 등이 있다[6][7]. Self-organized 기법은 노드 스

스로 인증서를 발행하고 취소한다. 따라서 모든 노드

들은 인증서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며, 이웃 노드들

에 대한 경로를 그래프 형식으로 저장한다. 노드 자신

을 경로의 시작으로 설정하여 그래프내의 인증서 사

슬이 존재하는 노드들에 대해서만 신뢰하고 도달 할

수 있게 된다. PSS 기법은 분산 인증 기법으로서 여

러 노드에 분산되어 있는 인증서가 모여야만 인증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 기법에서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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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변에 있는 n개의 노드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다면 완전한 인증서를 생성할 수 없게 되고, 인증서를

갖지 못하게 되면 네트워크에서 공격자로 인식하여

배제된다. 따라서 이 기법에서는 주변의 이웃 노드들

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드들에 대한 높은 신뢰 평가 기법을 제공하

고 있다.

3. 인증기반 공격탐지 기법

본 장에서는 노드들의 신뢰도 기반 인증 기법을 이

용한 공격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노드들에 대한 효

율적인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계층구조인 클러스터를

이용하였다.

3.1 인증 구조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에 대한

철저한 신뢰 검사와 CA(Certificate Authority) 구조

를 이용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형태를 적용하였다. 네

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은 크게 클러스터 헤

드, 멤버, 게스트 노드로 구분할 수 있다. 멤버 노드들

중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노드가 클러스터 헤드 노

드가 되며, 각 클러스터의 CA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처음 참여하는 노드들은 모두 게

스트 노드가 된다. 각 노드들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멤

버 노드로 승인을 받게 된다. 각 노드들의 신뢰도 평

가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후 데이터 전달 비율을 측정

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멤버 노드로 승인이 되면 클

러스터 헤드로부터 공개키를 수신하게 된다. 멤버 노

드들은 클러스터 헤드로부터 수신한 키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달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노드간의 연결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노드를 의미하며, 는 노드간 무선 연

결을 나타낸다. 만약 노드 S와 노드 D가 1-hop 떨어

져 있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노드 S는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된 인증서를 발급

하여 노드 S를 인증한다. 노드 S의 공개키인 

를 가지고 있는 노드들은 이 인증서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인증서와 키 정보를 기초로 하여

1-hop 내의 두 노드들은 그들 사이의 비밀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2 경로 발견을 위한 노드 인증

노드들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 목적 노드까지의 경

로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이웃 노드들에게 RREQ 패

킷을 전송하게 된다. 이를 이용해 공격 노드들은

RREQ 패킷을 무분별하게 브로드캐스팅함으로써 공

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RREQ 패킷에 공개키를 이용한 서명을 포함시켜

RREQ 패킷을 보호하는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공격

노드들에 의한 플러딩 공격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

게 하였다.

(그림 1) 경로 발견 과정

만약 <그림 1>의 구조에서 노드 S가 경로 발견이

필요하면 임의의 키 을 선택한다. 이 키는 노드 S

와 자신의 이웃 노드 사이의 공유된 비밀키로 이용된

다. 노드 S는 이웃의 공개키  를 이용하여 

을 암호화 한다. 그 다음 자신의 개인키 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키를 암호화한다. 결과적으로

RREQ 패킷에 대한 서명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RREQ 패킷에 대한 암호화를 통해 인증되

지 못한 멤버 노드들은 RREQ 포워딩에 참여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플러딩 공격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RREQ 패킷의 구조

를 보여주고 있다.



6 융합보안 논문지 제14권 제4호 (2014. 06)

(그림 2) RREQ 구조

3.3 공격 탐지

소스 노드와 공격 노드 사이에 암호화된 RREQ 패

킷을 이용하여 안전한 경로를 확립하였을지라도 내부

의 악의적인 공격 노드에 의한 공격이 발생할 수 있

다. 즉, 경로 설정 단계에 참여한 노드가 초기에는 인

증이 되었다할지라도 그 이후에 공격 노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확립된 경로에 악의적의 공격

노드가 한 개 또는 이 이상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탐지 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그림 3>에서 노드 M을 악의적인 공격 노드라 한다

면 노드 M은 소스 노드 S에서 목적 노드 D로 전달되

는 메시지는 변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노드 사이

의 메시지는 키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악

의적인 노드에 의한 메시지의 단순한 페기는 이웃 노

드로 부터의 패킷 비교를 통해 쉽게 탐지될 수 있다.

여러 개의 악의적인 노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

격 탐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소스 노드

S는 자신의 n-hop의 각 이웃 노드와 공유된 키를 가

지고 경로설정이 이루어진다. 즉, 노드 S는 1-hop 거

리에 있는 노드 X와   키, 2-hop 거리에 있는

노드 Y는   키, 3-hop 거리에 있는 노드 Z와는

  키를 공유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목적 노

드까지 키를 공유한다. 이렇게 경로 발견 단계에서 소

스 노드 S는 노드 Z로부터 메시지 m의 세 개의 복사

본을 수신하며, 중간노드 X와 Y로부터 메시지를 수신

하게 된다. 이때 노드 Z에게서 직접 수신한 메시지와

중간 노드 X와 Y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메시지를 송신하는 노드는 악의적인 노

드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해당 경로에

여러 개의 악의적인 노드가 존재하더라도 정확한 탐

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3) 공격 탐지를 위한 메시지 전달과정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본 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

여 ns-2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이동 노드는 100, 200노드이고, 각 노드들은 0

에서 20m/s의 속도로 이동하고, pause time은 10초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AODV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

하였으며, 트래픽은 CBR, 패킷의 크기는 64bytes, 전

송 범위는 200m로 하였다. 그리고 실험에서는 RREQ

플러딩 공격을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을 가정하였다.

1) 각 노드가 공개키와 개인키를 가지고 있다.

2) 소스 노드와 목적 노드사이에 공유키를 가지

고 있다.

3) 노드들의 배터리 소모는 고려하지 않았다.

4.2 실험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노드 인증을 이용한 공격 탐

지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PSS 기법과 비교

실험하였다. 성능 평가 기준은 공격 탐지율, 인증 거

부 비율, 패킷 전달 비율로 하였다.

인증 기법을 이용한 공격 탐지 비율은 <그림 4>에

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드

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네트워크 참여시 클러스터 헤드로부터 신뢰

평가를 통한 키 발급과 경로 설정시 발급받은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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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이웃 노드들과의 인증 메시지를 함께 전송

하였기 때문에 공격 탐지에서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공격 탐지율

<그림 5>는 멤버 노드에게 공개 키 발급 거부 비

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거부 비율은 클러스터 헤드에

서 노드들에 대한 신뢰 평가 성능을 의미한다. 즉, 악

의적인 노드로 의심되는 노드들에 대해 키를 발급하

지 않음으로써 네트워크 참여를 차단하여 네트워크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PSS 기법은 이웃 노드들에 의

해 노드의 키 발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이 많아

짐에 따라 성능이 떨어졌으며, 제안한 기법은 클러스

터 헤드에 의해 신뢰 평가가 이루어져 안정된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림 5) 키 발급 거부 비율

(그림 6) 패킷 전송 비율

<그림 6>에서는 패킷 전송 비율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동 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패킷 전송율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경로

설정 및 데이터 전송시 n-hop 떨어진 이웃 노드들과

의 인증 메시지를 이용한 공격 노드 탐지가 잘 이루

어짐에 따라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5. 결 론

Wireless Ad Hoc Network는 개방형 구조, 동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중앙 관리의 부재, 제한된 에너지

등으로 많은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

게 많은 공격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특히 어떠한 공격보다도 내부 공격에

대한 탐지가 어렵고 피해 또한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 공격을 예방하고 탐지할 수 있

는 인증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에 대한 CA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

터 구조를 이용하였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에

대한 신뢰 평가를 통해 게스트 노드와 멤버 노드로

분류하며, 데이터 전송은 멤버 노드로 제한하였다. 클

러스터 헤드로부터 발급받은 키를 이용하여 경로 발

견시 자신의 이웃 노드에게 서명된 인증서를 발급하

게 된다. 따라서 특정 노드들에 대한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노드들만 인증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

인 노드들에 의한 RREQ 플러딩과 같은 공격들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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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소개 ]
단할 수 있으며, 메시지 변조와 폐기 같은 공격들도

노드들 간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공유키를 사용

하여 이를 탐지할 수 있었으며, 실험을 통해 제안한

기법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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