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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ANET은 기반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구조  한계로 인하여 정보침해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제한  기능을 갖는 단말기에 많은 자원의 가동을 요구하는 침해 비 기능을 가동시키기 

어려운 단 과 방화벽이나 보안 기능이 탑재된 서버와 같은 기반구조의 지원이 수월치 못한 한계

들이 복합 으로 작용되어 발생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규모 MANET에서 정보침해 응 방

안의 하나인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가 송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MANET의 정

보침해 취약 을 송성능 면에서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일정 이상의 통신 역과 노드수를 가지는 

규모 MANET을 상으로 하며, 송 서비스로는 VoIP 기반 음성 트래픽을 사용하 다. 연구 방법으

로는 NS-2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 시뮬 이션을 이용하 으며, MOS와 호 연결율의 변화를 연구결과

로 제시하 다.

ABSTRACT

MANET has disadvantage for information intrusion caused from non-infra structure. That is based on 

mixed problems caused from terminal devices has no capability of various resources using abilities to run 

intrusion prevention function, and also from difficulty of no easy using infra structural server like as firewall. 

In this paper, transmission performances, be effected from information intrusion and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are analyzed for large scale MANET, and weakness from information intrusion of MANET are 

studied. This study is for large scale MANET which has some large communication area and lots of nodes, 

voice traffic, based on VoIP protocols, is considered as application services be transmitted over MANETs. 

Computer simulation using NS-2 is used to measure and show MOS and call connection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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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MANET(Mobile Ad-Hoc Network)은 기반 구

조를 사용하지 않아 설치와 운용이 수월하기 때

문에 군사  목 , 지진·재난 등의 구조를 한 

긴 통신, 탐험·탐사와 같은 특수 통신에 활용되

어왔다. 최근에는 고성능 통신단말기의 속한 보

으로 MANET의 활용 역이 특수통신 분야에

서 일반통신 분야로 확 되고 있다. 

한편 정보침해 문제는 불법 인 정보취득의 정

도를 넘어 네트워크 일부 는 체에 치명 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최근 들

어 증하고 있다.

MANET에서 정보침해는 기반구조 통신에 비

해 더 치명  문제 을 일으킬 수 있다. 기반구조 

통신의 경우 네트워크 내에 한 수단을 구축

하여 정보침해에 비할 수 있으나, 단말기들 사

이에 임시로 구성되는 MANET의 경우 기반구조 

네트워크와 같은 정도의 침해 비 수단을 활용하

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  목 이나 긴 재난 통신과 같은 상황에

서 사용되는 MANET에서 정보침해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MANET

에서 정보침해를 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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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보침해가 발생되는 규모 

MANET에서 정보침해 응 방안으로서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이 MANET의 

송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본다. 

정보침해의 형태로서 블랙홀 공격을 사용하

으며, 분석 상 응용 서비스로서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rocol)을 선택하 다. 성능분석 

방법으로는 NS-2를 기반으로한 컴퓨터 시뮬 이

션을 사용하 다.

본 논문은 I장에서 서론을 제시하 고, II장에

서는 IDS, III장에서는 시뮬 이터에 하여 설명

하고, IV장에서 송성능 해석결과를, V장에서 결

론을 제시한다.  

Ⅱ. IDS-AODV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은 정보 침해 

검출 시스템으로, MANET의 경우 블랙홀 공격과 

련한 IDS-AODV과 표 이다.

IDS-AODV는 AODV 라우 에 한 블랙홀 공

격이 있을 경우 이를 탐지하여 응하게 하는 정

보 침해 응 방안이다.

그림 1과 그림 2에 AODV에 한 블랙홀 공격 

과정과  IDS 응 과정을 각각 제시하 다.

그림 1에 제시한 블랙홀(blackhole) 공격은  

MANET에서 라우  정보를 변경하여 패킷의 

송을 방해하는 공격 유형의 하나이며[1], 블랙홀 

노드는 라우  정보를 변조하여 모든 노드들이 

블랙홀 노드로 패킷을 송하게 하여 이를 수신

한 다음에 패킷을 더 이상 송하지 않고 송을 

종료시켜 송수신을 방해한다.[2][3]

블랙홀 공격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각 노드는 동  라우  방식인 

AODV(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 방

식을 사용한다. AODV는 노드가 필요로 할 때에 

경로를 생성하여 라우  테이블에 리하는 방식

으로, 이 과정에서 RREQ(Route Request), 

RREP(Request Replay), RRER(Route Error)등의 

리 패킷이 사용된다.

블랙홀 공격이 없는 정상 인 경우에서 노드 1

에서 노드 4로의 데이터 송을 한 경로설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드 1이 노드 4

로 송하기 해서는 데이터 패킷 송에 앞서 

노드 1은 RREQ 패킷을 사용해서 경로 선정과정

을 시작한다. 노드 1의 RREQ 패킷은 로드캐스

 방식으로 인 노드들에 달되고 인 노든 다

시 자신에 인 한 노드들에게 노드 1의 RREQ 패

킷을 달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목 지 

노드인 노드 4에 노드 1의 RREQ 패킷이 달되

게 된다. 노드 1의 RREQ 패킷을 수신한 노드 4

는 노드 1로 RREP 패킷을 송신하여 경로 설정을 

완성한다.

그러나 그림 1에서는 노드 3이 블랙홀 노드로 

동작하므로, 경로 선정과정은 원래의 AODV와는 

달리 동작한다. 노드 1에 인 한 블랙홀 노드가 

노드 1의 RREQ 패킷을 수신하게 되면 자신이 노

드 4인 것처럼 RREP 패킷을 설정하여 노드 1로 

송신한다. 블랙홀 노드의 RREP 패킷을 수신한 노

드 1은 블랙홀 노드를 노드 4로 인식하게 되며 

데이터 패킷을 노드 3으로 송신하게 된다. 노드 1

의 데이터 패킷을 가로챈 블랙홀 노드는 데이터 

패킷을 더 이상 달하지 않고 폐기하여 데이터 

패킷이 원래의 목 이지인 노드 4로 송되는 것

을 불가능하게 한다. 블랙홀 노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네트워크 내의 모든 패킷을 자신

에게로 흡수되게 한다. 

그림 1. 블랙홀 공격.[4]

 

    

블랙홀 공격이 발생될 경우 송이 TCP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 회신되어야 

할 ACK 패킷이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송신 노드

는 경로 오류로 단하고 경로 재설정을 시도하

게 된다. 그러나 이 재결정 과정에서도 블랙홀 노

드는 RREQ 패킷을 수신하게 되고 RREP 패킷을 

사용하여 자신을 수신 노드로 속여 송신 노드가 

자신에게로 송경로를 설정하게 만든다.  한편, 

UDP 방식은 ACK가 운 되지 않으므로 TCP에 

비하여 그 결과가 더 치명 이다.

한편 그림 2는 블랙홀 공격에 응하는 IDS의 

동작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서 제시된 

IDS-AODV는 AODV에서 라우  기능을 조정하

여 라우  기능에 한 침해에 응하는 방식이

다. 두 번째 도착한 RREP 패킷을 사용하여 경로

를 조정함으로써 블랙홀 공격에 응할 수 있

다.[5] 노드는 RREQ 패킷을 송한 후에 첫 번째 

도착한 RREP 패킷을 사용하여 경로를 선정하고 

데이터 패킷을 송한다. 이후에 두 번째 RREP 

패킷이 도착하면 경로를 다시 설정하여 블랙홀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한다.

그림 2에서 노드 1이 노드 4로 경로를 선정하

기 해 RREQ(1,4)를 송신하게 되면 블랙홀 노드

인 노드 3이 응답한 RREP(1,4)에 노드 1에 도착

하게 된다. 노드 1은 이를 기반으로 노드 3으로 

패킷을 송신하게 된다. 이후에 노드 1에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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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P(1,4) 패킷이 노드 4로부터 노드 2를 거쳐 

도착하면 노드 1은 노드 4로의 송경로를 노드 

2를 경유하는 경로로 재설정한다. 따라서 첫 번째 

RREP(1,4)를 거쳐서 설정된 블랙홀 노드인 노드 

3으로의 송은 단되고 일반노드인 노드 4로의 

송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2. IDS-AODV.[6] 

Ⅲ. 시뮬 이터

본 논문에서는 IDS가 있는 규모 MANET에

서 송성능을 컴퓨터 시뮬 이션을 사용하여 분

석하 다. 

시뮬 이터는 NS-2[7]를 기반으로 블랙홀 기능, 

IDSAODV, VoIP 기능을 추가하여 구축하 다. 

침해요소인 블랙홀 공격 기능과 응요소인 IDS

기능은 각각 일반 AODV 라우  로토콜을 수

정하여 구 하 다. 송 서비스로 설정한 VoIP 

기능은 NS2VoIP 모듈[8]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뮬 이션 환경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규모 : 750X750[㎡], 

                1X1, 1.5X1.5, 2x2[㎢]

 노드 수 : 100(일반노드 : 99, 블랙홀노드 : 1)

 라우  : AODV

 MAC : 802.11g

 VoIP 트래픽 : GSM.AMR

MANET내에 랜덤하게 분포한 노드들은 시나

리오 일에 정해진 값에 따라 네트워크 내에서 

최  2.0[m/s]의 랜덤속도로 랜덤방향으로 이동한

다. 

각 노드들은 랜덤이동 에 VoIP 트래픽을 송

신하거나 수신한다. 한 노드가 생성할 수 있는 연

결의 수는 1로 설정하 다. 따라서 네트워크에서 

생성될 수 있는 VoIP 연결의 최  수는 체노드

수와 블랙홀 노드 수의 차의 1/2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각 시뮬 이션에서는 연결의 수를 25로 

하 다. 

시뮬 이션은 각 측정 에 하여 60  동안 

실행하 다.

IV. 송성능

정보침해가 있는 규모 MANET에서 IDS가 

MANET의 송성능에 미치는 향을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하 다. 

그림 3과 그림 4는 시뮬 이션을 사용하여 측

정한 결과로 VoIP 서비스의 송 성능 측정에  

사용되는 MOS와 호 연결율을 MANET 규모에 

따라 표시하고 있다. 

그림 3은 블랙홀 노드를 포함하여 총 100개의 

노드로 구성되는 MANET에서 VoIP 연결이 총 

25개 존재할 때의 네트워크 규모에 따른 MOS의 

변화를 블랙홀 공격이 없는 경우(AODV), 블랙홀 

공격이 있으나 IDS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BHAODV) 그리고 블랙홀 공격에 하여 IDS를 

사용하여 응한 경우(IDSAODV)를 비교하여 제

시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네트워크 규모가 클 경우 MOS 값

이 블랙홀 공격에 취약해짐을 볼 수 있다. 560

[㎡] 규모의 MANET에서는 블랙홀 공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MOS 값에는 변화가 거의 없

으나 1[㎢] 이상 규모의 MANET에서는 MOS 값

이 3.3으로 측정되어 통화품질 기 인 3.6을 충족

하지 못하는 등 블랙홀 공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MOS 격차가 매우 크게 측정되고 있다.

반면에 블랙홀 공격에 하여 IDS를 사용하여 

응할 경우, 블랙홀 공격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네트워크 규모에 

무 하게 MOS 값이 4.0 수 을 유지하고 있어 

통화품질 기 을 충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 MOS.

그림 4는 호 연결율을 제시하고 있다.  블랙홀 

공격이 없을 경우(AODV) 시도한 모든 연결이  

성공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블랙홀 공격이 

있고 IDS 응이 없는 경우 경우(BHAODV)는 호 

연결율은 약 40% 미만으로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

고 있다. 반면에 블랙홀 공격에 하여 IDS로 

응한 경우(IDSAODV)는 호 연결율이 약 6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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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IDS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20% 이상의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개선의 정도는 

VoIP 연결율 요구 수 인 95%에 비하여 여 히 

35% 정도 낮아 이에 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4에서 제시된 호 연결율은 연결을 시도하

으나 연결이 성공되지 않은 경우, 연결이 성공

하 다 하더라도 음성트래픽이 송되지 않아서 

성능 측정이 불가능 한 경우를 제외한 연결의 비

율을 의미한다.

그림 4. 호 연결율.

그림 3와 4에서 네트워크 규모가 클 경우 블랙

홀 공격이 MANET에 미치는 향은 MOS과 호 

연결율 모두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IDS를 

사용할 경우 MOS는 통화품질 요구 수 을 충족

할 정도로 개선이 이루어지나 호 연결율은 속 

품질 요구 수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블랙홀 공격에 한 응 수단

으로 IDS를 사용하는 MANET의 송성능의 네

트워크 규모에 따른 변화를 컴퓨터 시뮬 이션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분석하여 보았다. 

 송 성능 측정에는 NS-2를 사용하여 구 한 

시뮬 이 이터를 사용하 으며, VoIP 트래픽을 

상으로 MOS와 호 연결율을 측정하고 송 성

능을 분석하 다.

통화품질로서 MOS는 일정 규모 이상의 ㅡ

MANET에서 블랙홀 공격이 있는 경우 격하게 

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MOS 

하는 IDS를 사용할 경우 통화품질 요구 수 인 

3.6을 충족하는 4.0 수 으로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호 연결율은 블랙홀 공격이 있는 경우 

40%정도로 낮았고, IDS로 응한 경우 60%정도

로 개선되었으나 호 속율 기 인 95%에는 매우 

못미쳤다.

MANET의 경우 네트워크 규모가 클 경우 블

랙홀 공격에 상당히 취약해지는 문제 이 발생되

고 있으며, IDS를 사용한다 하더라고 호 연결율

은 여 히 취약함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음을 확

인하 다. 따라서 규모 MANET을 구축할 경우, 

종단간 통신로 확보를 한 안 한 책이 요구

되어진다.

본 논문의 결과는 규모 MANET에서 블랙홀 

공격과 IDS 사용이 송성능에 미치는 향 분석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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