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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Ad-Hoc 네트워크는 노드의 참여와 이탈이 자유롭고 토폴로지의 변화가 많아 악의 인 노드에 

의해 데이터의 무결성  기 성 문제와 같은 보안 에 노출되어 있다. 한 악의 인 노드의 참여

로 잘못된 라우  정보의 삽입을 통해 네트워크 분할이나 잘못된 정보 달 제공으로 노드의 통신장애

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재 이와 같은 무선 Ad-Hoc 네트워크에서의 악의 인 노드를 발견하고 

응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며, 기존의 악의 인 노드 탐지 기술들[11][12][13][14]은 정상 인 노드

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인증 차 없이 경로를 재탐색하여 최 의 경로를 변경시킴

으로서 정상 인 송환경을 구축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 경로 기반의 보안경로 탐색기술[8]을 이용해 보안경로에 존재하는 간노드들 사

이에서 악의 인 노드를 발견한고, 검증된 최단경로를 통해 데이터 송을 하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

다. 제안한 기법을 용함으로써 노드에 한 신고가 있을 때 확인과정을 거쳐 불필요하게 경로를 재

탐색하는 과정을 일 수 있다. 

1. 서론

 사용자가 이동 에도 네트워크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이동 컴퓨  환경이라 

한다. 무선 Ad-Hoc 네트워크(Wireless Ad-Hoc Network)

는 이미 구축되어진 인 라의 도움 없이 무선 통신으로 

연결된 노드들만으로 형성이 가능한 네트워크이다 

[2][3][4]. 무선 Ad-Hoc 네트워크는 메시지를 달하고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한 라우  기술에 있어 기존의 유선 

환경에서의 라우  기술과는  다른 형태의 기술이 필요

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해서 무선 

Ad-Hoc 네트워크를 한 다양한 라우  기술이 제안되고 

실험되고 있다. 표 인 라우  기법으로 AODV, DSR, 

DSDV등이 있다[1][2][3][4].

 그러나 일반 으로 라우  연구는 모든 노드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하 기 때문에 악의 인 노드에 의해 데이

터의 무결성  기 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잘

못된 라우  정보의 삽입으로 인한 네트워크 분할과 자율 

네트워크의 장 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할이나 잘못된 

정보 달 제공을 통한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문제를 발

생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네트워크는 자체의 유

지  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무선 

Ad-Hoc 네트워크에서의 안 한 통신 유지  리는 여러 

연구기 이나 산업 장에서 지속 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

다. 일반 으로 네트워크에서의 보안방법은 크게 사  

방방법과 사후 조치방법으로 나뉜다. 사  방방법은 네

트워크의 라우  경로를 설정할 때 악의 인 노드를 제외

시켜 라우  경로를 구성하는 방법이고, 사후 조치방법으

로는 데이터의 송이 끝난 후에 악의 인 노드를 찾아내

어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5].

 본 논문에서는 보안성이 추가된 다 경로 라우 을 기반

으로 하는 사  방방법을 이용하여 악의 인 노드 탐색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련연구

로 무선 Ad-Hoc 네트워크와 라우  방법, 공격방법과 탐

색방법에 하여 알아보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악의 인 

노드에 한 탐지 방안을 제시하며, 4장에서는 결론을 기

술한다.

2. 련연구

2.1 무선 Ad-Hoc 네트워크의 라우

 무선 Ad-Hoc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인하여 고정 인 경로

는 존재 할 수 없으며 송거리의 한계로 인하여 이웃노

드들의 메시지 달을 이용한 멀티 홉 라우 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시로 이웃 노드가 변화하기 때문에 주기

으로 자신의 치를 고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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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기존의 고정망에서 사용하는 RIP(Routing Information 

Protocol)나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로토콜들

은 이동성이 은 고정 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작동하므

로 수시로 노드의 이동이 일어나는 무선 Ad-Hoc 네트워크

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기존의 라우  

로토콜의 변형 는 새로운 방식의 라우  로토콜이 요

구되며, 무선 Ad-Hoc 라우  로토콜에 한 연구는 무

선 Ad-Hoc 네트워크의 주된 연구 상이 되고 있다. 그 

연구들의 결과로 <표 1>과 같은 로토콜들이 제안되었

다. 

 무선 Ad-Hoc 네트워크에 제안된 라우  로토콜은 일반

으로 테이블 구동(table driven) 방식과 요구 기반 구동

(on-demand driven) 방식으로 나  수 있다.[6][7] 테이블 

구동 라우  로토콜은 각 노드로부터 네트워크 내의 다

른 모든 노드로 일 되게 갱신되는 라우  정보를 유지한

다. 이러한 로토콜은 라우  정보를 장하기 하여 하

나 는 그 이상의 테이블을 필요로 하며, 네트워크 정보

를 송하여 모든 노드들이 일 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한 정보를 갖도록 테이블을 갱신한다.

분류 방식 라우  로토콜

테이블 방식
DSDV

WRP

하이 리드 ZRP

요구 기반

AODV

LMR

ABR

DSR

<표 1> 무선 Ad-Hoc 네트워크 라우  로토콜

 요구 기반 구동 라우  로토콜은 경로가 발견되거나 

모든 가능한 경로 가능성에 한 검사가 끝난 후에 완료

된다. 이 경로는 목 지 노드로 근 불가능하게 되거나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유지된다.

2.2 MP-SAR 로토콜(Multi Path Security-Aware 

Routing Protocol)

 MP-SAR[8] 로토콜은 AOMDV 기반에서 동작하므로 

AODV 기반의 SAR 로토콜의 원활한 보안링크 연결의 

한계 을 개선한 라우  로토콜이다. SAR 로토콜이 

AODV 로토콜을 기반으로 보안노드만을 발견하고 단일 

보안경로을 설정하는데 비해 MP-SAR 로토콜은 보안

노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일반노드를 경유하는 다 경

로를 발견한다. 데이터 송을 해 다  일반경로 에서 

최단경로를 결정하고 선택된 일반경로는 소스 노드와 목

지 노드간의 임시 인 보안경로을 설정하도록 데이터 

암호 키 교환을 한다. 최단경로의 링크가 손실될 경우 소

스 노드는 찾았던 경로  최단경로를 결정하여 데이터를 

송하지만, 첫 번째처럼 키 교환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비 첩된 최단경로를 통한 빠르고 안 한 데이터 송을 

할 수 있게 된다.

2.2.1 경로 발견  유지

 RREQ 소스 라우  주소 정보를 추가시켜 확장하여 목

지 노드가 미리 정해진 일정 시간(즉, 로토콜 라미

터  1 의 RREQ_WAITING_TIME)동안 도착한 다수의 

RREQ들 에서 보안경로와 다  일반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소스노드는 라우  경로가 필요할 때 소스 노드의 정

보와 요구 보안 벨정보(보안경로 발견을 해 필요로 

하는 보안 벨), 주소 정보인 IP주소를 포함한 RREQ

를 송한다.

2) 복으로 도착한 RREQ는 버리지 않고 수신하는 즉시 

자신의 라우  테이블에서 라우  경로를 확인하여 역

경로를 설정한다. 간노드 보안 벨과 자신의 보안

벨을 비교하여 벨이 높거나 같다면 RREQ는 암호화

된 필드를 복호화한 후 소스 라우  리스트에 자신의 

정보를 추가한다. 벨이 낮은 경우 간 노드는 

RREQ는 암호화 되지 않은 필드에 소스 라우  정보

를 추가하고 이웃 노드들로 로드캐스트한다.

3) 목 지 노드는 처음 RREQ를 수신한 후 암호화된 

RREQ의 필드를 확인한다. 이 필드의 소스 라우  리

스트를 검사해 연속 으로 보안노드들로만 거쳐진 

RREQ라면 보안 RREQ로 결정한다. 목 지 노드는 일

정시간 안에 수신된 RREQ를 확인해 다 경로들  

최단경로를 결정한다.

4) 목 지 노드는 처음 수신한 경로를 데이터 송을 

한 주경로로 선택한 후에 주경로와 비교해 최 의 노

드 비 첩성을 갖는 체경로를 찾는다.

5) 주경로  체경로에 해 수신 노드는 송신 노드를 

향하여 각각의 RREP를 송한다. RREP를 수신하는 

간노드는 목 지 노드에 한 보안경로와 다 경로 

라우  정보를 알게 된다.

2.3 네트워크에서의 공격 방법

 기본 으로 라우  메시지나 데이터 패킷 는 라우  

테이블을 조, 변경, 가로채기 혹은 메시지나 패킷을 범

람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한 네트워크에 

오가는 트래픽을 도청하여 그것을 분석해 정보를 알아내

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은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나 비정상 인 동작을 일으켜 네

트워크에 직 인 해를 가하는 능동 인 공격과 네트

워크에 실제 직 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 수동  공격으

로 나  수 있다. 

 수동 인 공격은 주로 도청이나 감청 등을 지칭하며, 실질

인 피해를 주지는 않으나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정보들

을 분석하여 요한 사 인 정보를 유출시키거나 차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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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격을 한 정보 수집을 목 으로 이루어진다.

 능동 인 공격은 공격 주체가 직  네트워크에서 벌어지

는 메시지의 송에 참여해서 그것을 수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내는 것이다. 이는 주로 네트워크 내부의 정상노

드를 가장한 노드를 이용하거나 네트워크의 외부에서 정

상 인 패킷처럼 가장한 조 패킷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

루어진다. 이 외에도 재 (Jamming)이나 주 수 충돌 같

은 물리  벨의 공격을 통해 네트워크의 기능을 마비시

키는 치명 인 공격방법도 있다. 공격방법은 <표 2>와 같

이 분류할 수 있다.

취약 공격 방법

무선 환경

도청

 방해

조

키 리 인증 조

라우  로토콜

라우  루  생성

무상의 우회

replay 공격

네트워크 리

blocking 공격

블랙 홀, 회색 홀

Rushing attack

Wormhole 공격

<표 2> 무선 Ad-Hoc 네트워크의 취약 과 공격방법

2.4 공격자 탐지 방법

 Watchdog[9] and Pathrater[10]에서 각 노드는 데이터를 

송 후 복사본을 자신의 버퍼에 장하고 있으면서 다음 

노드가 송하는지 여부를 overhear한다. 만약 일정 시간 

내에 overhear되면 제 로 송되었으므로 자신의 버퍼에

서 그 복사본을 버리고, 그 지 않으면 다음 노드에 한 

failure tally를 증가시킨다. tally가 threshold를 과하게 

되면 다음 노드가 고의 으로 데이터를 버리는 것으로 

단하여 소스 노드에게 신고하고 소스 노드는 사용 인 

경로에 한 사용을 지 후 새로운 경로를 설정하게 된

다. 

 공격자의 신고 후 지속 으로 리가 필요하다. 각 노드

는 데이터 송 후 복사본을 버퍼에 장하고 있다가 데

이터를 수신한 다음 노드로부터 증명서를 받음으로써 정

확히 달하 음을 확인하게 된다. 한 목 지 노드는 데

이터를 수신하면 ACK를 소스노드에게 보낸다. 

2.5 기존의 공격자 탐지 기법

 무선 Ad-Hoc 네트워크상에서 보안을 하는 가장 기

인 방법은 모든 단말 노드에 침입 탐지 시스템(Intrusion 

Detection System:IDS)을 설치하여 실행하는 방식이다

[11]. 이 시스템에는 기존 유선 네트워크 상의 IDS와 비슷

하게 먼  데이터를 수집하고, 침입 탐지 엔진을 통해 수

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뒤, 침입이라고 여겨지는 데이터에 

해서 근 통제나 거부 등의 직 인 응을 하거나 

단순히 노드에 침입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소극 인 응

을 한다. 기본 으로 각 노드들은 효과 인 보안을 해 

상호 력을 하며 각 노드의 자원의 제약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원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연구된 것으로는 

IDS를 체 노드가 아닌 일부 노드에 설치하여 체 네트

워크의 자원의 효율성을 고려하 다. 즉, 가장 연결성이 

좋은 노드를 일정한 시간마다 투표하여 선정된 노드만이 

IDS를 설치하거나[12], 일정한 시간마다 에 지가 가장 많

이 남아있는 노드에 IDS를 설치하는 방법[13][14] 등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든 노드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보다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당 은 있지만, 노드 

간의 상호 력은 내부 노드가 악의 인 노드가 아니어야 

한다는 가정을 우선 으로 필요로 한다. 하지만 무선 

Ad-Hoc 네트워크는 일시 으로 네트워크의 형성과 소멸

이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제3기 의 인증을 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노드 간의 력을 우선 으로 고려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에서는 모든 노드

마다 IDS를 설치하는 것이 침입에 더 안 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안기법

3.1 필요한 가정

  AOMDV를 기반으로 MP-SAR 로토콜에 의해 (그림 

2)와 같이 보안경로 SSP(Security Shortest Path)와 일반 

다 경로 NSP(Normal Shortest Path)가 탐색되었고, 다

경로  최단경로로 [S,2,6,D] 경로가 선택되었지만 데이

터 송을 한 기단계에서 검증 메시지를 송하는  

선택된 경로에서 온 메시지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다음 NSP인 [S,1,5,D] 경로가 검증이 완료되어 데이터 

송경로를 강화하여 데이터 송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3.2 악의 인 노드 탐색

  강화된 송경로로 데이터가 송하면서 동시에 오류를 

발견된 [S,2,6,D] 경로에 해서 오류가 있거나 악의 인 

노드를 검출하기 해서 오류가 발생한 경로로 검증 메시

지를 보낸다. 보내진 메시지는 Watchdog and Pathrater기

법을  이용한다.

 (그림 1)과 같이 검증 메시지를 다음 노드에 보내기 에 

버퍼에 메시지를 장하고, 다음 노드에게 메시지를 보낸

다. 다음 노드가 메시지를 다음 노드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는지 overhear를 해서 원래의 메시지와 같다면 버퍼에 

장된 내용을 삭제한다, 만약 다르다면 다음 노드가 고의

로 데이터를 변경시켜 보내는 것으로 단한다. 한 일정

시간 내에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고의

로 데이터를 버리는 것으로 단한다. 이러한 고의로 데이

터를 변경 는 버리는 노드를 악의 인 노드로 주  노드

에 broadcast하고, 소스노드에 알린다. 이러한 악의 인 노

드의 신고는 각 노드의 개인키로 신고자와 행 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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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된 신고테이블을 암호화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

(그림 1) Watchdog을 이용한 악의 인 노드 

발견에 한 조치

3.3 악의 인 노드 검증

  Watchdog and Pathrater로 악의 인 노드를 발견했다

고 해도 신고자가 고의로 정상 인 노드를 악의 인 노드

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비해서 신고

에 한 신뢰성을 검증을 해 그림 3과 같이 MP-SAR

로 확보된 보안경로(SSP)를 이용해서 이 과 같은 악의

인 노드를 검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만약 보안경로(SSP)

를 이용한 검증에서 신고된 노드가 악의 인 노드가 아니

라는 것으로 단된다면, 신고를 한 노드를 고의로 정성

인 노드를 악의 인 노드라고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 2) 보안경로를 이용한 악의 인 노드 검증

 이 게 명된 악의 인 노드의 정보(ID)는 링크 내의 

모든 노드가 장하고 있다가 후에 소스노드가 바 고 라

우  계산을 할 때 악의 인 노드가 거치는 경로를 제외

하고 라우 을 계산한다.

4. 결론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다 경로에서의 보안경로를 확보하고 

다 일반경로  최단경로로 데이터를 송하는 

MP-SAR 라우  로토콜을 이용하 다. MP-SAR 로

토콜을 기반으로 일반경로와 보안경로를 이용한 데이터를 

송하는 동시에 악의 인 노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

면 보안경로를 통한 검증으로 검출에 한 신뢰도를 높

다. 한 네트워크 환경 측면에서는 재탐색과 같은 불필요

한 작업을 복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방법보다 자원을 

약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악의 인 노드의 검

출에 한 신뢰성을 높 으나, 검출된 노드에 한 주기

인 리가 없어 보안경로가 바 었을 때 악의 인 노드가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 이 있다. 향후에는 검출

된 노드를 리하여 다른 경로를 통해 네트워크에 참여하

지 않도록 연구할 것이다.

참고문헌

[1] Charles E. Perkins, editor. IP mobility support Internet 

Draft, August 1995, Work in progress

[2] S. Corson, J. Macker, "Mobile ad hoc 

Networking(MANET)," Internet Draft, Oct. 1998.

[3] Charles E. Perkins, "Mobile Ad Hoc Networking 

Terminology," Internet Draft, Nov. 1998.

[4] S. Corson, J. Macker, S. Batsell, "Architectural 

Considerrations for Mobile Mesh Networking," 

http://tonnant.itd.nrl.navy.mil/mmnet/mmnetRFC.txt, May 

1996.

[5] Hao Yang, Haiyun Luo, Fan Ye, Songwu Lu, and Lixia 

Zhang, "Security in Mobile Ad Hoc Networks : Challenges 

and Solutions",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2004.

[6] Andrew S. Tanenbaum, "Computer Networks," 

Prentice-Hell International Inc., Third Edition, pp.345-374, 

1996.

[7] C.E Perkins and P.Bhagwat, "Routing over Multi-hop 

Wireless Network of Mobile Computers, "SIGCOMM'94 : 

Computer Communications Review, pp.234-244, Oct., 1994.

[8] In Sung Han, Hwang-Bin Ryou, Seok-Joong Kang, 

"Multi-Path Security-Aware Routing Protocol Mechanism 

for Ad Hoc Network," ICHIT, pp.620-626,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brid Information 

Technology-Vol 1(ICHIT'06), 2006.

[9] S. Marti et al., "Mitigating Routing Misbehavior in Mobile 

Ad Hoc Networks", ACM MOBICOM, 2000.

[10] gajin Na et al, "Secure Mechanism to manage selfish 

nodes in Ad hoc Network", JCCI, 2004.

[11] Y. Zhang, W. Lee, Y, A. Huang,,"Intrusion Detection 

Techniques for MobileWireless Networks", Wireless 

Networks 9(2003), pp545–-556.

[12] Kachirski, O., Guha, R., "Effective Intrusion Detection 

Using Multiple Sensors in Wireless Ad Hoc Networks", 

Proceedings of the 36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2003, pp57-64.

[13] H.Y. Kim, Y.O. Jung, S.H. Kim, "A Lifetime Maximizing 

Scheme for Intrusion Detection in Wireless Ad-hoc 

Networks", Proceedings of the 3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s and Industrial Engineering, 2004

[14] 이재상, 김동성, 박종서, “Mobile wireless Ad-hoc Networks

상에서의 침입탐지에 한 연구”, 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

회 논문집 제10권 제1호, 200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