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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애드훅 네트워크는 이동성을 가지는 다수의 노드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임시적

네트워크이다. 기존의 기반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기반망을 이용할 수 없거나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 네트워크 구성하는 장점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경로

구성시에 보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악의적인 노드를 이용하여 다른 정보나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도 많은 문

제점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대칭키 기반에 전방향 보안성을 고려한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 론

애드훅 네트워크는 이동성을 가지는 다수의 노드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임시적 네트워크이다. 기존의

기반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기반망을 이용할

수 없거나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 네트워크 구성하는 장점

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다.

애드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은 무선 인터페이스

를 가지며, 이동 컴퓨팅을 기능을 가지는 호스트와 라우터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노드를 이동 노드라고 칭한다.

최근 들어, 이동 노드들을 이용하여 홈네트워킹, 센서네

트워킹, PAN(Personal Area network)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애드훅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은

애드훅 네트워크 구성 노드들간에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애드훅 네트워크간에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이

다.

그러나 애드훅 네트워크 환경은 무선인터페이스를 사용

하기 때문에 기존 유선 네트워크에 비해 더욱 많은 위험

에 노출되어있다.

이는 기존 네트워크의 환경적 노출빈도가 높을 뿐만 아

니라. 이를 변조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

요소가 노드기반이기 때문에 멀티홉 라우팅에서 중간노드

가 악의적인 노드일 경우나, 중간노드가 악의적인 사용자

나 노드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경우 보안상 많은 문제점

이 발생한다.

그리고 애드훅 노드의 경우 기존 네트워크 노드들에 비

해 계산 능력과 배터리 능력이 낮기 때문에 기존 보안 기

법을 그대로 적용시키기 어렵다. 바로 적용시킬 경우 QoS

와 네트워크 지연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된다.

기존의 애드훅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AR

AN(Authentication Routing Ad-Hoc Network) 프로토콜

SAR(Secure Ad-Hoc Routing) 프로토콜 등 다양한 제안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1,2,3,4,5]

하지만 기존 프로토콜들은 비대칭키를 사용하거나 전방

위 보안성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안 문제

점을 발생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제안하는 프로토콜에 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

는 제안하는 프로토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연구 과제를 살펴본다.

2. 제안 프로토콜

 제안 프로토콜의 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드들은 이

웃노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허가된 노드들

은 서버T로 인증 받은 노드이며, 비밀 키를 받는다. 그리

고 2개의 해쉬 함수를 사용한다. 이 해쉬 함수는 기존 방

식의 단일 라운드의 해쉬함수가 아닌 각각 다른 멀티라운

드 해쉬 함수를 사용하고 이는 각각의 노드 마다 다르며

이는 각각의 노드가 이정보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항

상 유지하며, 이웃노드에 관한 정보만 업데이트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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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fo1 info2 info3

그림2 라우팅 패킷 구조

info1의 경우는 출발노드와 종착지 노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info1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 (10)

출발 노드와 종착지 노드의 정보를 이웃노드의 공유키

로 암호화 시킨다. 공유키의 경우 KA,next ⊗ (H1(KAI

D))n로 매번 갱신한다. n의 경우 해쉬함수 휘수가 되겠다.

그리고 KAID도 따라서 갱신된다.

info2의 경우 경로 테이블 리스트가 되겠다.

{}≠⊗ (12)

{A,..D}는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하는 노드의 정보가 되겠

다.

라우팅 테이블을 info1과 같은 방식으로 키와 XOR하여

암호화해서 전송한다.

info3의 경우에는 카운트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  (13)

이정보는 이웃노드간의 해쉬함수 H1과 H2의 라운드 정

보를 노드 간에 이전에 사용된 키를 가지고 암호화 하게

된다. 이정보를 복호화 과정을 통하여 info1과 info2의 정

보를 복호화 할 수 있다. 또한 노드들은 그림 3과 같이 이

웃노드에 관한 해쉬테이블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다.

모든 해쉬테이블은 일정 라운드 크기별로 정보를 가지

고 있다.

  

 











       


       

그림 3 노드의 해쉬 테이블

이 테이블을 이용하여 노드들은 계산횟수는 0 <= 계산

횟수 <=10 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노드의 계산능력을 고려한 기법이다.

  ⊗ (13)

키 정보는 식 13와 같이 갱신된다.

3. 제안 프로토콜 분석

 위 제안된 프로토콜의 경우 매번 키 정보가 바뀌게 되며

매번 통신 시 랜덤 멀티라운드의 해쉬함수를 사용하게 된

다. 또한 서버 T로부터 인증을 받는 구조 이다. 기존 기법

에서 사용하지 않은 인증서 방식과 비대칭키의 방식에 비

해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 방식과 비교적 빠른 계산 알고

리즘 방식의 해쉬함수와 XOR연산을 사용하여 노드간에

데이터 전송 시 지연을 줄일 수 있다.

노드의 키는 기존 키와 아이디 정보를 통하여 아래 식

과 같이   ⊗ 갱신되므로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노출이 되었더라도 다음번 생성

되는 키는 물로 이전키의 정보를 얻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키 갱신 과정 또

한 해쉬함수와 XOR연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대칭 키를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info1∼3까지 사용되는 키가 다르기 때문

에 한부분이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노출이 되더라도

각각 파트가 안정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다. 만약 악의적

인 사용자에 의해서 파괴가 되거나 노출이 되었더라도 다

음번 갱신된 키의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 경

로를 구성할 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제안된 방식은 기존 방식에서 사용되던 비대칭 방식이

나 인증서 방식과 달리 2개의 멀티 해쉬함수와 그 해쉬함

수를 멀티라운드를 이용한 방식이다. 이에 이를 이용한 방

법을 적용할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해 빠른 경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멀티 홉 상황에서 기존 방식과의 비교연구가 없

었기에 이에 관한 연구와 멀리라운드의 수가 증가할수록

테이블의 유지 방법 그리고 아직 구현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현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해결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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