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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망에서의 신호도청에 응하는 
데이터 경로 은닉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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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oncealing Data-Path Against Eavesdropping in Wireless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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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망에서 통신 경로상의 노드들은 데이터 달 시마다 자기  신호를 방출하므로 일련의 발생 신호들

을 포착하여 분석하면 해당 경로가 노출  탐지될 수 있다. 악의  도청자에 응하는 방법의 하나로는 특정 

노드들로 하여  더미(거짓) 패킷을 생성하도록 하여 마치 데이터 경로상의 노드들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다. 이 논문에서는 근원지와 도착지 간에 최단 경로를 한 번에 설정하면서 더미 패킷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하

는 패킷 송 로토콜을 제안한다. 시뮬 이션을 통해 통신 경로상의 노드 치 기  수 을 검증한다.

ABSTRACT

Nodes on a data communication path in a wireless network emit electro-magnetic waves whenever they transmit 

packets; thus, the path can be exposed and identified with capturing and analyzing a sequence of the signals emitted 

there. One of countermeasures against a malicious eavesdropper is to let certain nodes mimic the nodes on the data 

path in sending dummy packe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packet transfer protocol which establishes the shortest path 

between source-destination pair a time and restricts heavy generation of dummy packets. We verify the 

location-privacy of a node on the communication paths through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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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망에서는 데이터 송 시 자기  신호가 발

생하기 때문에 해당 신호 역을 감지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느 노드(node)가 송하 는지 탐지할 수 있

다. 이러한 신호들을 수집하여 발생 선후 계를 분석

하면 통신 경로상의 노드들을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발생 시각과 간격, 데이터 송 횟수, 

데이터 생성자 즉, 근원지(source)와 이용자 즉, 도착

지(destination)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악

의  의도를 가지고 신호를 채집하는 도청자로부터 

통신 경로상의 노드들에 한 ‘ 치 기 (location 

privacy)’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1]. 

  치 기 을 데이터 송 로토콜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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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로는 PCM(: Periodic Collection Method)

이 있다[2]. 모든 노드가 정해진 시각마다 데이터 패

킷이나 더미(dummy) 즉, 의미 없는 패킷을 송하도

록 함으로써 마치 모든 노드가 유용한 패킷을 송하

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보호 수 이 가장 높지만 

언제나 모든 노드가 동작하여야 하므로 규모 무선

망이나 송 데이터가 많지 않은 망에서는 비효율

이다. 안으로 데이터 경로와 유사한 경로들을 개

하는 방법[2]이나 데이터를 생성하는 근원지로부터 일

정 거리 내의 노드들에 국한하여 PCM과 같이 작동

하는 로토콜이 제안되었다[3]. 하지만 노드의 이동

이 허용되거나 근원지와 도착지들이 망에 산재하는 

경우에는 PCM과 동일하게 동작한다. 모든 노드가 더

미 발생을 확률 으로 수행하는 방법[4]과 확률 으로 

선택된 일부 노드들만이 더미 생성에 여하는 방법

[5]으로 과 한 더미 발생을 이고자 하 지만, 근원

지와 도착지 간에 통신 경로를 언제나 확보하지 못한

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5]에서 반복될 수 있는 경로 

설정 과정을 한 번에 완료하도록 개선하고, 데이터 

송을 해 최단 경로를 제공하는 로토콜을 제안한

다. 련 용어나 일반사항은 유사 연구[3,5]에 따르며, 

송 데이터의 내용 보안 등은 연구[6-8]와 같은 기

능을 이용함을 가정한다. 

Ⅱ. 선행 연구[5]에서의 문제 과 해결 방안
 

  선행 연구[5]에서는 시작과 함께 각 노드는 확률변

수 p를 생성하고, p≤pdormant를 만족하면 -휴면

(semi-dormant) 상태로, 그 지 않으면 -활성

(semi-active) 상태로 환한다(단, 0<pdormant<1). 그런 

후, -활성 상태에 진입한 노드들은 경로 구축에 

련된 패킷들을 교환하면서 근원지와 도착지 간의 경

로 설정에 여한다. 만일 -활성 상태의 노드들로 

근원지와 도착지 간에 경로 구축이 불가능하면 -휴

면 상태의 노드들에 해 pdormant ← pdormant/2를 수행

하여(즉, 원래 pdormant 값을 반으로 낮추고) -활성 

상태로 환한 후, 경로 구축을 다시 시도한다. 이를 

‘배수  감소(MD: Multiple Decrease)’에 의한 경로 

구축이라고 한다. 배수  감소 과정이 반복될수록 

pdormant은 0에 가까워져 결국 근원지와 도착지 간에는 

경로가 구축될 수 있다. 

  노드 수 400의 망에서, 근원지 20개에서 하나의 싱

크로 데이터를 송하는 시뮬 이션 결과에 의하면, 

처음에 pdormant≥0.7로 시작할 때 최  4회에 걸친 배

수  감소를 반복한 후에 경로가 구축되었고, pdormant

≤0.5일 때에도 최  세 번에 걸쳐 반복되기도 하

다. 경로 설정이 반복되면 데이터 송은 그만큼 지연

된다. 따라서 경로 설정 과정에 모든 노드가 참여한다

면 경로 설정은 한 번에 가능할 것이다. 그런 후, 데

이터 송과정에서 더미를 발생할 노드들을 확률 으

로 결정한다면 과 한 더미 발생도 방지할 수 있다. 

  배수  감소에 의한 경로 설정에서의  다른 문제

는 설정된 경로가 최단 경로가 아닐 수 있다는 이

다. 경로 설정에 참여하는 활성 상태 노드들로 형성된 

그래  G’는 체 망을 나타내는 그래  G의 부분 그

래  즉, G’⊆G가 된다. 그러므로, G 내의 임의의 근

원지와 도착지 사이에 존재하는 최단 경로가 G’ 내에

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해 경로 설정 과정에 모든 노드가 참여하도록 한다. 

Ⅲ. 로토콜 설계

제안 로토콜은 그림 1과 같이 세 개의 타이머

(timer) TBroadcast, TPath, TData를 사용하여 동기화되어 

동작한다. TBroadcast와 TPath가 차례 로 작동하는 단계 

1과 단계 2에서는 모든 노드가 휴면 상태에 머물며 

경로 설정에 여한다. 반면, TData가 작동되면 설정된 

경로상의 노드들과 일정한 확률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노드들만이 활성 상태로 환되어, 데이터 패킷

을 송하거나 찰자에게 혼란을  더미 패킷을 발

행한다. 사용 패킷들은 표 1과 같고 타임-슬롯

(time-slot) 단 로 송된다.

그림 1. 타이머 기반 동기식 작동
Fig. 1 Timer-based synchronize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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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용 패킷과 용도
Table 1. Packets and their usages

Packet Type Usage

PP
(Path Prove)

A source node proves that a path is  
reachable or not to corresponding  
destination node

PC
(Path  

Confirm)

Corresponding destination informs that a  
path is available between them

DT(Data)
To send a data packet by a source node  
over the network path established

DM(Dummy)
Issued for faking PP or PC or DT when  
idle

  먼  TBroadcast가 구동되는 동안에 각 근원지 s는 자

신이 송할 데이터의 최종 수신자인 도착지 d에 이

르는 경로를 결정하기 해 경로 설정을 요청하는 패

킷 PP를 망 내에 로드캐스트한다. 그러면 d에 맨 

처음으로 도착하는 PP가 거쳐 지나간 경로가 s에서 

d로 이르는 최단 경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어떤 노

드 k가 s로부터 발행된 PP를 처음으로 이웃 노드 j로

부터 받았다면, 나 에 s로 패킷을 송할 역-경로상

의 이웃 노드로 j를 기억해놓는다. 이것이 바로 ‘역-

경로 달(RPF, Reverse-Path Forwarding)’ 기법 [9]

이다. PP가 되는 과정에서는 비록 여러 역-경로 

들이 고려되더라도 d가 처음으로 PP를 수신하는 순

간, 이를 달해  이웃 노드를 거치는 하나의 경로만

이 d에서 s로 가는 최단 경로가 된다. 따라서, PP를 

맨 처음에 수신한 도착지 d가 발행한 응 패킷 PC

가 근원지 s로 되는 과정에서도 와 같이 역-경

로 정보를 장하면, s가 PC를 처음으로 수신함과 동

시에 s에서 d로 이르는 최단 경로가 얻어진다. 이웃

한 두 노드 사이의 양방향으로의 송 시간이 같다고 

가정하면 이 경로는 앞서서 PP가 되면서 설정된 

최단 경로이다. 

 

그림 2. 제안 로토콜 차
Fig. 2 Specification of the proposed protocol 

표 2. 로토콜 사양에서의 주요 기호와 의미
Table 2. Symbols and their meanings in the protocol 

specification

Symbols M eaning

s, d , and other 
a lphabets, say, g , h , m  

s: source node, d : destination node, 
other alphabet: arb itrary m ode

State i
sate in form ation o f node i, DORM ANT  
or ACTIVE. In itia lly DORM ANT. 

NextHop i(t)
node i’s ad jacent node to deliver 
som e packet fo r node t

node j (re)sends som e  
packet 

the local broadcast in  which a ll 
neighbors o f j receive the packet sent 
by j

node j (re)sends som e  
packet to  neighbor k

the sam e as “node j (re)sends som e  
packet” but the designated neighbor k  
surely receives  

  한편, 단계 2에서 Tpath가 종료되면 근원지와 도착

지를 연결하는 경로상에 존재하는 노드가 아닌 노드

는 확률변수 q를 생성하고 q≤r이면 활성 상태로 

환한다(0≤r≤1, r=1-pdormant로 데이터 송 단계에서 

더미 패킷의 발생을 억제하기 해 사용한다). TData가 

구동되면서 데이터 패킷을 송하는 단계 3이 시작되

고, 활성 상태의 노드들만이 타임-슬롯마다 DT 는 

DM을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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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에 제안 로토콜의 동작 사양(specification)

을 기술하고, 표 2에 사용된 주요 기호와 의미를 나타

내었다. 제안 로토콜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특성 1: 경로 구축 단계에서 모든 노드는 타임-슬롯

마다 세 가지 패킷 PP, PC, DM  어느 하나를 

송하여 근원지와 도착지의 치를 은닉한다.

특성 2: 근원지와 도착지 간의 데이터 송 경로는 

한 번에 구축되며, 최단 경로이다.

특성 3: 데이터 송 단계에서는 경로상의 노드들과 

활성 상태에 있는 노드들만이 더미 패킷을 발행한다.

Ⅳ. 평 가

  무선 신호를 발생하는 임의의 한 노드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치 보호가 필요한 경로상의 노드일 확률

을 λ(0≤λ≤1)라 하자. 그러면 그 노드의 치 기  

보호 수  LPnode = log2(1/λ)로 정의되며[1], 때로는 

여기서처럼 log 스 일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1/λ로 

측정한다[5]. 망 내에 설정된 Npaths개의 경로의 평균 

길이가 Lavg일 때, 어떠한 노드도 다른 경로상에 복

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  Npaths·(Lavg+1) 

개의 노드들이 경로를 구성한다. 여기서, 활성 노드 

비율 r=Nactive/Nnodes에 해, Npaths·(Lavg+1)≤r·Nnodes, 

λ≤Npaths·(Lavg+1)/Nactive인 계가 성립한다. 단, Nactive

는 활성 상태 노드들의 수로 r·Nnodes – 

Npaths·(Lavg+1) 만큼의 노드들이 데이터 송 단계에

서 더미 패킷 즉, DM을 생성한다. 

  그림 3 a)~d)은 Nnodes=400에서, r이 증가 되는 상황

에서 무작 로 고려된 10개의 경로를 보여 다. 도착

지는 이  원으로, 근원지는 단일 원을 더하고, 경로

들은 굵기를 달리하 다. 그림에서 r의 증가에 따른 

경로의 은닉 효과를 쉽게 찰할 수 있다. 제안 로

토콜의 동작과 노드의 치 기  수 을 측정하기 

해 Python 3.5.3을 사용하여 시뮬 이션 로그램을 

작성하고, 300개의 임의의 토폴러지(topology)들을 생

성하고 측정한 값들의 평균치를 사용하 다.

   

 a) r=0.4                 b) r=0.6

    

 c) r=0.8                d) r=1.0

Fig. 3 활성화 비율 r에 따른 경로 은닉 효과
Fig. 3. Concealing effect depending upon the ratio of 

the active nodes, r

  그림 4는 Nnodes=400일 때, Npaths  r의 변화에 따

른 a)는 경로상의 임의의 한 노드의 기  수 을, b)

는 근원지 는 도착지의 기  수 을 나타낸다. 경로

평균 길이 Lavg=7.885로, b)의 결과는 a)에 비해 Lavg

의 35%~53%에 해당하는 곱의 크기만큼 높아졌다. 그

러나 Npaths≥16에 해서는 r의 증가가 기  수  향

상에 크게 작용하지 못했다. Npaths·Lavg = 16·7.885 = 

126.16이고, 126.16/400 = 0.3154이므로 체 노드의 

31.54% 이상이 이미 활동 상태에 머물러, r을 증가시

키더라도 기  수 을 4 이상 높일 수 없었다(그림 

a). 같은 경우의 b)에서는 13을 넘지 못하 다. 이런 

경우에는 배수  감소[5]처럼 r을 증가시켜 활성 노드

들의 수를 늘리는 시도나 PCM[2]과 같이 체 노드

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 한편, 

낮은 Npaths에서 r이 비교  높은 경우에는 LPnode 값

이 지나치게 높다(그림 5에서 Npaths≤8이고 r≥0.8인 

경우). 제안 로토콜에서는 망에서 상되는 Npaths를 

고려하여 r을 결정하면 되므로( 를 들면 r은 0.8을 

과하지 않게) 과 한 DM 발행을 억제하면서 합

한 치 기 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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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ivacy level of a node on the data-path

 b) Privacy level of a source or destination

그림 4. r과 Npaths에 따른 치 기  수
Fig. 4 Location-privacy level according to r and Npaths 

  그림 5는 Nnodes의 변화와 r의 변화에 따른 치 기

 수 을 보여 다. Npaths=12로 고정하고, Nnode=200, 

300, 400, 500일 경우, 측정된 Lavg=5.365, 6.545, 7.885, 

8.921을 각각 용하 다. Nnodes가 증가함에 따라 비

록 같은 r이어도 경로 길이 Lavg가 늘어나기 때문에 

활성 노드 수가 자연히 증가하여 기  수 도 향상되

었다. 체 으로 제안 로토콜을 r=0.8에서 구동하

면 치 기 에서도 크게 낮아지지 않아 (a)에서는 

최  차이가 1이하, b)에서는 경로 길이의 최  50%

에 해당하는 만큼 곱의 형태로 증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경우에 데이터 송 단계에서의 DM 발생을 약 

20% 정도 일 수 있다. 근원지나 도착지의 치 기

을 고려한다면 노드 수가 큰 망에서 활성 상태 노

드 비율 증가에 의한 치 기  효과가 크게 찰되

었다.

a) Privacy level of a node on the data-path

b) Privacy level of a source or destination

그림 5. r과 Nnodes에 따른 치 기  수
Fig. 4 Location-privacy level according to r and Nnodes 

Ⅴ. 결  론

무선망에서 패킷 송 시 발생하는 신호의 노출로

부터 데이터 통신 경로의 치를 은닉하기 한 

PCM 방식[2]은 가장 높은 보안 수 으로 제공하지만 

모든 노드가 언제나 통신에 참여해야 하므로 규모 

망이나 통신량이 빈번하지 않을 때는 과 한 더미 패

킷을 생성한다. 배수  감소[5]를 이용한 활성 상태 

노드들을 정하는 방법에서는 더미 발생을 제어할 수 

있고 원하는 기  수 에 맞춰 더미 패킷을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경로 설정 과정이 반복 수행되는 문

제로 인해 데이터 송이 지연될 수 있다. 

제안된 로토콜을 사용하면 이러한 단 을 극복하

여 경로 설정이 한 번에 가능하면서 과 한 더미 발

생을 일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송 경로는 언제

나 최단 경로를 제공한다. 경로 설정 단계에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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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가 참여하지 않고 근원지나 도착지의 치를 은

닉하면서 경로 설정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에 지 효율 인 MAC 로토콜

[10]과의 연계  정보자산의 기 성과 무결성 확보를 

고려한 모듈화[11] 개념을 도입한 치 기  제공 

로토콜의 연구도 기 되는 요 연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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