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2019. 1)

115

● 요   약 ●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는 낮은 배터리, 짧은 통신거리 등의 제한된 센서들의 성능에 기인하여 내부자공격

(insider attacks)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부자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저인 방법으로 노드들의 행위 관찰하여 신뢰

도를 평가하고 낮은 신뢰도를 갖는 노드들을 제거하는 신뢰메커니즘(Trust Mechanism: TM)이 있다. TM은 평가노드 자신의 직

접관찰 정보뿐만 아니라 이웃노드의 간접관찰 정보를 함께 고려하도록 발전되어 왔는데, False-Praise 공격은 의도적으로 거짓 관

찰 정보를 평가노드에게 제공하여 TM의 신뢰도 평가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지능적 공격이다. 본 논문에서는 False-Praise 

공격에 대응을 위한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의 개선된 TM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제안 체계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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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WSN(Wireless Sensor Networks)는 수많은 센서들이 무선 애드 

혹(Ad Hoc) 방식으로 상호 연결된 후,각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 정보를 

WSN의 센서들이 협력 중계하여 목적지까지 전송하는 무선 네트워크의 

일종이다. 중계 협력 전송이 필요한 이유는 센서들이 제한된 배터리 

용량과 그에 따른 짧은 무선 통신거리를 갖는 WSN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WSN의 중계 노드들이 내부공격자인 경우 이들은 

전송 중인 패킷에 대해 도청, 변조, 드롭 등 다양한 사이버공격을 통해 

WSN의 기능과 성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파괴할 수 있다[1]. 

WSN에서의 내부자 공격을 방어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각 센서노드

의 행위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 신뢰도를 측정하여 낮은 신뢰도를 갖는 

노드를 제거하는 신뢰메커니즘(Trust Mechanism: TM)이 있다[2, 3].

일반적으로 TM은 내부공격자 탐지를 위해 ① 이웃노드의 행위 

관찰/기록 → ② 신뢰도 평가 → ③ 공격자 탐지의 3단계로 동작한다. 

초기의 TM은 평가 주체가 되는 노드(평가노드)가 피평가노드의 행위를 

직접 관찰한 정보로만 신뢰도를 평가하였으나, 이후 보다 정확한 신뢰도 

평가를 위해 주변의 이웃노드가 관찰한 정보를 추가로 고려하는 방법으

로 발전되어 왔다[3, 6]. 이러한 방법은 이웃노드가 정직할 때는 유효하

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오히려 신뢰도 평가 

프로세스에 악영향을 미쳐 TM 본래의 기능과 신뢰성을 훼손하는데, 

이러한 공격에는 False-praise 공격과 Slandering 공격이 있다[7].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False-Praise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반의 TM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된 기법이 기존의 TM에 비해 False-Praise 공격 대응력을 

현저히 개선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간단한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II. 배경지식 및 관련연구

2.1 WSN에서의 내부자공격과 신뢰 기반 방어

Fig. 1. WSN에서의 정보 전달(소스노드 S → 목적지 D)

WSN은 다수의 무선 센서장치(노드)들이 상호 중계를 통해 소스노

드(S)가 생성한 데이터패킷을 목적지(D)에 전송함으로써 전장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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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한다. 센서노드는 일반적으로 값싸고 소형으

로 제작되기 때문에 여러 성능 제한이 있어 동료 노드들의 중계 

전달이 반드시 필요한 고유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중간 노드(예를 

들면, Fig.1의 노드 C)가 내부공격자일 때 패킷 드롭, 패킷 변조, 

도청 등 여러 가지 사이버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WSN의 

인증된 멤버로서 암호화, 인증체계, 접근제어와 같은 일반적인 보호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1]. 이에 따라, WSN의 내부 노드들의 

행위를 관찰하여 신뢰도(trustworthiness)를 측정하는 신뢰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내부공격자에 대응하는 신뢰메커니즘(Trust 

mechanism)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2, 3].

• 신뢰 메커니즘(Trust Mechanism: TM) 소개

신뢰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 단계로 동작하여 내부 

공격자를 방어한다. 

1) 관찰/기록단계 : WSN의 각 노드는 주변 노드의 행위(패킷 

전달 행위 등)를 관찰하여 설계된 기능대로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관찰 메커니즘으로 Watchdog[4]

가 있다. Watchdog는 피평가노드의 행위가 정상일 경우에는 성공(s)

으로, 비정상일경우에는 실패(f)로 기록한다.

2) 신뢰도평가단계 : 1단계에서 기록된 행위 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피평가노드의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신뢰도를 수치로 평가하기 위한 

여러 신뢰모델이 제안되었다. 대표적으로 베타신뢰모델[5]이 있는데, 

수식 (1)은 A가 B에 대한 관찰정보인 누적성공회수 as, 누적실패회수 

af를 바탕으로 계산한 신뢰값 TA→B이며 [0, 1]사이의 수치로 평가된다. 

이때,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Fig. 2. 직접관찰과 간접관찰을 활용한 신뢰도 평가

한편, Fig.2에서와 같이 평가노드 A의 직접관찰 정보 외에 이웃노드

들, 즉 N1과 N2의 B의 행위에 대한 간접관찰정보를 추가로 고려하여 

신뢰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연구가 있으며, 이를 Reputation 

System이라 하며[6], 아래 (2)과 같은 방법으로 최종 신뢰값을 계산할 

수 있다; 는 A의 측정값에 대한 가중치이며, 우항의 함수 f (․)는 

활용 가능한 이웃노드들의 간접관찰정보를 활용하여 계산되는 신뢰값

이며 이를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  → → →    (2)

3) 공격자탐지단계 : 마지막 단계에서는 T와 공격자탐지를 위해 

설정된 임계치 ΘT 를 비교하여, T < ΘT 일 경우 피평가노드를 내부공격자

로 간주하여 네트워크에서 가상적으로 또는 실제로 제거한다.

2.2 TM에 대한 지능적공격: False-Praise 공격

직접과 간접관찰을 활용하는 TM의 동작 방식을 공략하여 본래의 

정확한 신뢰도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능적 공격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공격이 False-Praise 공격[7]이다. False-Praise 공격은 이름

에서 알 수 있듯이 낮은 평가를 받아야 할 내부 노드의 신뢰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거짓으로 관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Fig. 2에서 B가 패킷 드롭 공격자이고, N2가 False-Praise 

공격자라 하자. A가 패킷을 B에게 전송하고, B가 C 또는 D에게 

전송하지 않고 드롭한 경우에도 N2는 B가 A의 TM에 의해 공격자로 

탐지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B가 성공적으로 패킷을 전달했다고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다면, A는 B의 신뢰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며, 조기에 공격자로 탐지하여 제거하지 못할 수 있다. 유사하게, 

Slandering 공격은 네트워크 내에서 나쁜 의도를 가진 노드들이 

특정 노드들의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보내는 공격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False-praise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개선된 TM을 제안한다. 이는 Slandering 공격에도 

동일한 대응효과를 갖는다.

III. 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TM 제안 

3.1 False-Praise 공격 대응 아이디어: 합의 알고리즘

2장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기존 TM의 구조에서는 평가노드의 

이웃노드 중에서 False-Praise 공격자가 있을 경우 이러한 공격자가 

제시한 관찰정보를 의심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피평가노드의 

신뢰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노드의 직접관찰 정보와 이웃노드들의 간접관찰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피평가노드의 각 패킷 전달 행위에 대한 합의 프로세스

(consensus process)를 도입하여 이를 TM과 결합하는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TM을 제안한다. 즉, Fig. 2에서 B는 패킷 드롭 

공격자이고 N2는 B를 돕는 False–Praise 공격자라고 했을 때, 평가노

드 A는 자신의 직접관찰 정보와 믿을 수 있는 이웃노드 N1의 간접관찰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B의 패킷 전송 행위에 대한 합의를 성공 또는 

실패로 결정하여 B의 신뢰도를 계산한다면, N2의 False-Praise 공격 

행위를 무력화하고 B의 패킷 드롭 공격을 보다 빨리 탐지할 수 있다. 

위의 Fig. 3은 이러한 과정을 기존의 TM과 비교하여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일반적인 TM과 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TM-C 모두 

세 단계로 구성되나, 후자는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신뢰도 값을 

계산한다. 이에 대한 세부 동작설명은 아래에서 기술한다.

3.2 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TM 동작 설명(3단계)

앞에서 설명한대로, 기존의 일반적인 TM은 ① 행위관찰/기록→ 

② 신뢰도평가 → ③ 공격탐지의 3단계로 동작하는데, 제안한 합의 

알고리즘은  ① 관찰/기록 단계의 변경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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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단계 기존 신뢰메커니즘(TM) 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신뢰메커니즘(TM-C)

� 관찰/기록

t 1 2 3 4 5 6 7 8 9 10 …

직접

관찰
A f s f f s s s s s s …

간접

관찰

N1 s s f f f f f s s f …

N2 s s s f f s f f f s …

t 1 2 3 4 5 6 7 8 9 10 …

직접

관찰
A f s f f s s s s s s …

간접

관찰

N1 s s f f f f f s s f …

N2 s s s f f s f f f s …

합의결과 s s f f f s f s s s …

� 신뢰도평가
최종

→   → 


→
→ 

* T는 수식 (1) 로 계산

최종→  

 

� 공격탐지 동일 (2장 3) 공격자탐지단계 참조) 

Fig. 3. 기존 TM과 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TM(TM-C)의 동작 비교

신뢰도평가 단계에 변화를 준다. 지금부터 합의 알고리즘 기반 TM의 

3단계 동작을 설명하며, 일반적인 TM의 동작단계에 대비하여 변경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한다.

• [1단계] 행위관찰/기록(합의 알고리즘) : Fig. 3의 관찰/기록단계

에서 비교한대로, 기존의 TM은 평가노드 A의 직접관찰결과는 기록하

여 저장하고, 이웃노드 N1과 N2로부터 간접관찰 정보를 제공 받는다. 

반면, TM-C에서는 직접관찰결과와 간접관찰결과를 합의과정을 통해 

성공(s) 또는 실패(f)로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2단계에서 신뢰값을 

계산한다. 다음은 majority voting 방식을 고려한 합의 알고리즘이다. 

이웃노드(간접관찰노드)의 수가 n 이고, 직접관찰에 대한 가중치가 

일 때, 합의를 위해 판별식 (3)의결과를 구한다.

    직접 



  



간접
          (3)

이때, O직접과 O간접(Ni)은 각각 직접관찰결과와 이웃노드 i의 간접관

찰결과를 뜻하며, 성공(s)은 1, 실패(f)는 –1로 계산한다. D값이 구해지

면 합의결과 C는 다음 수식 (4)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for  ≥ 
 for   

                        (4)

• [2단계] 신뢰도평가단계 : TM-C는 기존 TM과 다르게 1단계에서 

합의한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1)과 

같은 신뢰도 모델의 수식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Fig. 3의 2단계인 

신뢰도평가는 기존 TM에 비해 간소화된다. 

• [3단계] 공격탐지단계 : 기존 TM모델과 동일하게 수행된다(2장 

3) 공격자탐지단계 참조).

IV. 제안 알고리즘 성능실험 및 분석

4.1 실험목적 및 방법

본 실험의 목적은 제안한 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TM이 False-Praise 

공격에 대해 기존의 알고리즘 보다 더 좋은 대응 능력을 보이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실험을 위해 노트북 PC(CPU 1.6GHZ, RAM 

4GB)에서 Python 3.7로 3장과 아래에 기술된 네트워크 모델, 공격모

델, TM, 합의 알고리즘 등을 구현하였다. 

• 네트워크 모델 : Fig.2와 같이 4개 노드(A, B, N1, N2)로 구성한다. 

A는 평가노드, B는 피평가노드, N1과 N2는 이웃노드임. A는 자신의 

패킷을 목적지로 전송하기 위해 B에게 전달(중계 요청)하고, 이웃노드

인 N1과 N2는 A의 패킷에 대한 B의 패킷 전달행위를 관찰할 수 

있다.

• 공격모델 : 노드 B와 N2는 내부공격자이며, 상호 협력할 수 

있다. B는 A가 자신에게 전송한 패킷

중 70%를 확률적으로 드롭하는 패킷 드롭 공격(Grayhole 공격)을 

수행하고, N2는 B가 패킷 드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A에게 B가 

모두 성공적으로 전달했다고 알리는 False-Praise공격을 수행한다.

• TM 및 합의 알고리즘 : TM은 수식 (1)의 베타신뢰모델과 

수식(2)의 Reputation 체계를 적용한다. 기존 TM과 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TM을 구현하고, 각각 TMBeta와 TMBeta-C로 명칭한다. B의 

초기 신뢰값은 0.99로, 공격탐지를 위한 ΘT 는 0.3~0.8 사이의 값을 

사용하며 가중치 는 0.7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평가노드인 A가 패킷드롭공격자 B를 TMBeta와 TMBeta-C

로 얼마나 빨리 탐지하는지를 측정하여 비교하고, 탐지가 느린 쪽을 

기준으로 실험을 종료한다. 실험 회수는 총 100회를 실시하여 평균값

을 계산하고 그 결과로 탐지성능을 분석하였다.

4.2 실험결과 분석

TMBeta-C 탐지

(t = 251)

△t (282)

TMBeta 탐지

(t = 533)

Fig. 4. 공격 탐지 속도 비교 (ΘT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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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T
공격탐지소요시간(t) 탐지성능 비교

TMBeta TMBeta-C 단축(△t) 개선(%)

0.8 50 40 10 25

0.7 102 77 25 32

0.6 208 134 74 55

0.5 533 251 282 156

0.4 미탐지 607 비교불가 -

0.3 미탐지 미탐지 - -

Table 1. 공격탐지능력 비교(TMBeta vs. TMBeta-C)

• 결과 1 :  False-Praise 공격 하에서 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TMBeta-C이 기존의 TMBeta 보다 패킷 드롭 공격을 빠르게 탐지한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ΘT 에 따른  공격탐지소요시간의 

측정결과를 보면 TMBeta-C이 TMBeta 보다 최소 25% ~ 156% 이상의 

탐지속도의 개선효과를 보였다. 특히, ΘT = 0.4 인 경우 TMBeta-C만 

공격을 탐지할 수 있었다. 이는 합의 알고리즘이 False-Praise 공격에 

잘 대응하여 패킷드롭공격자의 신뢰도를 정확히 평가한 결과이다. 

참고로, Fig.4은 ΘT = 0.5일 때 TMBeta와 TMBeta-C의 공격탐지시점과 

성능차이를 보여준다.

• 결과 2 : 탐지 임계치(ΘT) 값이 작을수록 TMBeta-C 의 False-Praise 

공격에 대한 대응 효과가 높았다.

또한, ΘT = 0.3인 경우에서와 같이, 너무 낮은 ΘT 값을 사용하면 

공격자의 패킷 드롭율에 따라 공격을 탐지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본 논문에서는 WSN에서 False-Praise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신뢰메커니즘(TM)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공격탐지 성능이 개선됨을 보였다. 향후에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고, TM 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을 

블록체인(Blockchain)에 저장하여 센서들이 공유 활용토록 하여 

WSN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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