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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detection
scheme for sinkhole attacks in wireless sensor networks.
Sinkhole attack makes packets that flow network pass
through attacker. So, Sinkhole attack can be extended to
various kind of attacks. We analyze sinkhole attack
methods in the networks that use LQI based routing. For
the purpose of response to each attack method, we
propose methods to detect attacks. Our scheme can work
for those sensor networks which use LQI based dynamic
routing protocol. And we show the detection of sinkhole
attack can be achieved by using a few detector nodes.
Key words : Sinkhole, Attack detection, Link quality
indicator, Wireless sensor network, Dynamic routing protocol

1.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미래의 유비쿼터스 환경에 기
반이 될 중요한 기술이다. 센서 네트워크는 저비용으로
데이타의 수집 및 측정을 하는 응용들에 의해 폭넓게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싱
크홀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싱크홀 공격
은 네트워크를 흐르는 패킷들이 공격자를 통과하도록 하는
공격이다. 따라서 이는 다양한 공격으로 확장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링크 품질 지표에 기반한 라우팅을 수행하
는 네트워크에서 싱크홀 공격 방법들을 분석하고 각 공격
방법에 따라 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제
안하는 싱크홀 공격 탐지 방법은 링크 품질 지표에 기반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모든 센서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으며 소수의 공격 탐지 노드를 사용하여 싱크
홀 공격의 탐지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키워드 : 싱크홀, 공격 탐지, 링크 품질 지표, 무선 센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의 주된 이점들
중 하나는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동적 라
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드의 분포
및 설정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센서 네트워크는 무선 통신의 특성과 제한된
성능 및 자원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공격에 노출되어 있
다. 특히 라우팅 프로토콜의 경우도 공격에 노출되기 쉬
우며 공격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서비스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유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방어
기법들은 제한된 처리성능과 컴퓨팅 자원을 갖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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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2.1 거리 백터 라우팅 프로토콜
거리 백터 라우팅 프로토콜은 홉카운트나 경로 지연,
대역폭 같은 요소들에 근거하여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
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2]. 이 논문에서는 최적의 경로
를 선택하기 위한 요소로 링크 품질 지표(Link Quality
Indicator, LQI)를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다루도
록 한다. 이러한 라우팅 프로토콜의 예는 6LowPAN의
거리 백터 라우팅 프로토콜로 제안되었던 LOAD 라우
팅 프로토콜을 들 수 있다[3]. LOAD 라우팅 프로토콜
은 AODV 라우팅 프로토콜을 간소화한 버전이지만
AODV와는 다르게 홉카운트가 아닌 LQI에 기반을 둔
라우팅을 수행한다.
2.2 링크 품질 지표(Link Quality Indicator)
링크 품질 지표는 전달 받은 패킷의 신호 세기나 품
질을 나타낸다. 수신자의 신호 세기 측정 모듈을 사용하
여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고 측정된 값과 잡음의 비율로
링크 품질 지표를 결정한다. 링크 품질 지표는 각 수신
패킷마다 측정되며 이 값은 0×00～0×FF까지의 범위를

2.4 홉카운트기반 라우팅에서의 싱크홀 공격 탐지 기법
홉카운트에 기반한 라우팅을 하는 네트워크에서 싱크
홀 공격을 탐지하는 기법은 트리 라우팅을 수행하며 모
든 센서 노드들이 주기적으로 BaseStation으로 데이타
를 전송하는 환경을 가정한다[5].
싱크홀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싱크홀 노드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격 방법이 Selective Forwarding이다
[6]. Selective Forwarding은 악의적인 노드가 자신을
경유하는 패킷들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않음으
로써 패킷을 손실시키는 공격이다. 이 공격이 발생할 경
우 Base Station은 각 주기마다 데이타를 보고받지 못
한 노드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러한 노드가 특정 지역
에서 나타날 경우 이 노드들이 위치한 지역의 모든 노
드들로부터 Next-hop 정보를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네
트워크 트리 구조를 구성하여 공격을 탐지한다. 그림 2
를 예로 설명하면, 트리 라우팅을 수행하는 네트워크에
서 특정 지역의 노드들이 데이타 손실이 일어난다면 그
지역 노드들의 최상위 트리에 위치한 노드가 싱크홀 공
격 노드임을 추측할 수 있다.

가지고 가장 높은 수치(0×FF)가 가장 좋은 신호 품질을
의미한다. 링크 품질 지표를 기반으로 링크비용을 계산
하면 좋은 신호 품질은 낮은 경로비용으로 나타난다[4].
2.3 싱크홀 공격 분석
싱크홀 공격은 자신이 Base Station과 같은 중요한 노
드 또는 목적지 노드로 향하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인 것으
로 가장하는 공격이다. 단지 하나의 싱크홀 노드가 존재하
는 것만으로도 네트워크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1].

그림 2 홉카운트를 이용한 싱크홀 공격탐지기법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의 경우 센서 노드들 사이의 경
로 탐색과 유지를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개
입 없이 자동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
러한 프로토콜의 경우 주기적이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라우팅 경로를 판
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라우팅 프로토콜은 싱크홀 공격
에 노출되어 공격당하기 쉽다. 아래에 나타난 그림 1은
싱크홀 공격이 발생할 경우의 네트워크 상태를 보여준
다. 주변 노드의 데이타 트래픽이 싱크홀 노드를 거치기
때문에 싱크홀 노드가 다른 공격들을 수행할 경우 더욱
넓은 범위의 노드들이 공격에 노출되게 된다.

그러나 이 탐지 기법의 경우 공격 노드가 싱크홀 공
격 이외에 Base Station이 공격 발생을 인지 가능한 공
격(위의 경우에서는 Selective Forwarding)을 해야만
탐지과정을 수행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싱크
홀 공격만 이루어지는 공격에서는 최상위의 노드를 찾
아도 싱크홀 공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진다. 또
한 공격이 발생하고 그것이 탐지되기 전까지 센서 노드
들은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2.5 LQI기반 라우팅에서의 싱크홀 공격 탐지 기법
LQI를 이용한 라우팅 환경에서 싱크홀 공격을 탐지하
는 기존의 기법은 악의적인 노드가 route update 패킷
을 위조한다고 가정한다[7]. 악의적인 노드가 싱크홀 공
격을 하기 위해 자신의 LQI값을 최대로 광고하는 것과
동시에 공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의 노드와 그
부모노드간의 LQI를 거짓으로 낮추어 광고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노드가 route update 메시지의 Source 주소

그림 1 싱크홀 공격의 예

를 위조하여 광고했을 때 이를 수신한 노드들은 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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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의 발신 노드가 자신의 이웃노드가 맞는지 여부와
자신의 주소가 도용당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공격 발
생이 탐지되었다면 각 노드들은 경고메시지에 자신의
이웃노드목록을 포함하여 브로드캐스트하며, 공격발생을
탐지한 노드들의 이웃 목록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노
드가 싱크홀 노드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공격탐지 방법의 경우 악의적인 노드가 타

그림 3 Minimum neighbor link cost table의 예

노드의 route update 메시지를 위조하는 것으로써 공격
을 탐지한다. 이는 악의적인 노드가 공격 성공률이 떨어
지더라도 자신의 링크 품질을 최대로 광고하는 방식만
을 사용한다면 탐지할 수 없다.

3. 제안사항
3.1 가정 사항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가정한다.

그림 4 탐지 노드 사이의 최소 경로 비용 예

- 센서 노드는 다수의 일반 노드와 소수의 탐지 노드로
구성된다. 일반 노드 대 탐지 노드의 비율은 탐지율

탐지 노드들을 찾고 그때의 경로 비용(링크비용의 합)을

에 영향을 미치므로 성능 평가를 통해 적정한 비율을

계산한다[8]. 이것은 악의적인 노드가 라우팅 제어 패킷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의 경로 비용을 위조하여 싱크홀 공격을 수행하고자 할

- 탐지 노드들은 일반 노드보다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하므
로 그에 비례하여 더 많은 전원을 소모한다. 또한 서로

때 공격 탐지를 위해 사용된다. 그림 4는 각 탐지 노드
사이의 최소 경로 비용을 기록한 예이다.

간의 전용의 링크 또는 채널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3.3 공격 탐지 과정

데이타 전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

일반적으로 링크 품질 지표에 기반한 라우팅에서는

하기 위해서 탐지노드는 일반 노드와는 다른 고성능의

링크 품질 지표를 기반으로 링크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H/W 자원, 대용량의 전원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누적하여 최소의 값을 가지는 경로를 최적의 경로로 선

- 탐지 노드들은 promiscuous 모드로 동작 가능하며

택한다. 이러한 라우팅 환경에서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

전파범위 내의 Routing Reply 메시지를 감시한다.

사이의 최적 경로비용과 싱크홀 노드를 거치는 경우의

- 모든 노드는 고정되어 있어 이동하지 않는다.

경로비용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경로 탐색의

이러한 환경은 이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장기간

경우 최적 경로의 비용은 204이고 싱크홀 노드를 거치

동안 안정적인 데이타 수집을 요구하는 환경에 적합하

는 경로는 비용이 249가 되므로 경로 비용이 더 작은

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적 경로에 따라 패킷이 전송된다. 이때 악의적인 노드

각종 기반 시설들에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를 들

가 싱크홀 공격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격 방법 1 : Routing Request/Reply 패킷을 매우

수 있다.
3.2 네트워크 초기 설정 단계

강한 신호로 보내어 더 멀리 보내거나 수신 노드들이

네트워크 초기 설정 단계에서 각 노드들은 이웃 노드

더 좋은 품질의 링크로 인지하도록 하는 방법

들과의 최소링크비용을 계산한다. 각 노드들은 발신 가

공격 방법 2 : 송수신 노드 사이의 경로 탐색과정에

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한 신호를 이웃노드에게 보

서 전달되는 Routing Request/Reply 패킷 내의 누적된

내고 신호를 수신한 노드는 측정된 링크 품질 지표에

링크비용을 더 작게 수정하는 방법

따라 링크비용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전의 링크비용과
비교하여 더 작은 값을 유지한다. 이 과정을 충분히 반
복하면 각 노드들은 그림 3과 같이 주변 노드들로부터
의

최소링크비용을

도출할

수

있다.

Minimum

neighbor link cost table은 악의적인 노드가 인위적으
로 매우 강한 신호를 보내어 링크비용을 낮추고 라우팅
경로를

변경하려는

공격을

탐지하는데

사용된다.

탐지 노드의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수행하며 주변의

그림 5 송수신노드 사이의 최적 경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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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공격을 수행하

만약 이 식 (2)가 참이 된다면 최적의 경로보다 더

는 과정을 보여준다. 싱크홀 노드가 Routing Reply 패

좋은 경로로 전송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모순이다. 따

킷내의 누적된 링크비용을 131에서 100으로 위조하고

라서 공격이 발생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출력보다 더 강한 신호로 메시지를 전달한 경

그림 7의 예를 보면 두 탐지 노드 사이의 최적 경로

우 경로 비용은 원래의 249가 아닌 201이 되어 최적 경

비용은 102가 된다. 그러나 Routing Reply 메시지가 수
집된 노드와 탐지 노드간의 비용을 제외해야 하므로(I과

로로 선택될 수 있다.

A, B와 II) 결과적으로 67이라는 값을 얻게 된다. 이 값
과 Routing Reply 메시지의 누적 링크비용의 증가량인
30을 비교하면 Routing Reply 메시지가 최적의 경로
보다 더 좋은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나 이는 모순이다. 이런 경우 두 탐지 노드 사이에서
싱크홀 공격이 일어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6 싱크홀 공격 발생시의 경로 비용
이러한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가지 방법
이 사용가능하다.
공격 방법 1 : Routing Request/Reply 패킷을 매우
강한 신호로 보내어 링크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대처 방안 1 : 싱크홀 노드가 Routing Request/
Reply 메시지를 보낼 때 수신 노드에서는 Minimum
Neighbor Link Cost Table을 참조하여 링크비용을 검
사한다.

그림 7 싱크홀 공격의 탐지 예

(수신 메시지의 링크비용) < (최소 링크 비용) - C
(1)
여기서 C는 최소 링크 비용의 허용 오차 범위를 의미한
다. 위의 식 (1)이 참이 되면 해당 메시지는 고의적으로 매
우 강하게 전송된 것으로 판단하고 공격으로 판단한다.
공격 방법 2 : 송수신 노드 사이의 경로 탐색과정에
서 전달되는 Routing Request/Reply 패킷 내의 누적
링크비용을 더 작게 수정하는 방법
대처 방안 2 : 싱크홀 노드가 Routing Request/
Reply 메시지의 누적 링크비용을 위조하는 경우 신호
세기 측정 방법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공격
의 경우 탐지 노드가 공격을 탐지하게 된다. 탐지 노드
들은 자신의 전파범위내의 모든 Routing Reply 메시지
를 감시한다. 브로드캐스트되는 Routing Request 패킷
과 달리 Routing Reply 메시지는 유니캐스트로 전송되

4. 성능평가
제안한 공격 탐지 방법의 성능평가를 위해서 표 1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을 가상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8은 싱크홀 노드가 Routing Request/Reply 패
킷을 고의적으로 매우 강한 신호로 보내는 경우에 대한
공격 탐지 방법(식 (1))에서 사용된 허용오차범위 C값에
따른 False Positive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네트워크
초기 설정 단계에서 계산한 최소 링크비용을 기준으로
탐지단계에서 계산될 수 있는 링크비용의 분산도에 따
라 5가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2.5절에서 제시한
싱크홀 공격 탐지 기법에서 공격 탐지율을 결정짓는 주
요 인자인 평균 이웃 노드 개수에 따른 False Positive
확률과 비교하였다. (A)는 최악의 경우, (C)는 최상의

므로 경로 추적 및 공격탐지에 적합하다. 싱크홀 공격이

표 1 실험 환경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Routing Reply 메시지는 주
변의 탐지 노드들에 수집된다.
(Routing Reply
패킷의 누적 링크
비용의 증가량)

<

(탐지 노드간 경로 비용)
- (탐지 노드와 Routing
Reply를 검사한
노드사이의 경로 비용)

(2)

Parameter

Value

네트워크 넓이

100m × 100m

노드의 수

100

전송 범위

20m

전송 파워

5.85e-5

실험 반복 횟수

각 50회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링크 품질에 기반한 라우팅에 대한 효과적인 싱크홀 공격 탐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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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적 링크 비용을 파악하였고 탐지 노드들은 이웃
노드와의 최적 링크 비용뿐만 아니라 근접한 탐지 노드
와의 최적 경로 및 경로 비용을 파악하였다.
탐지 단계에서는 악의적인 노드가 취할 수 있는 두가지
싱크홀 공격 방법에 따라 각각의 탐지 방안을 제시하였
다. Routing Reply 메시지 내의 경로 비용 위조를 탐지
하기 위하여 탐지 노드를 사용하였고 Minimum Neighbor Link Cost table을 참조하여 비정상적으로 강한 신
호로 데이타를 전송하는 공격을 탐지할 수 있었다.
제안한 공격 탐지 기법은 싱크홀이 발생한 후 탐지를
하는 기존의 탐지 기법과는 다르게 싱크홀 공격을 시도
그림 8 허용 오차 범위 C에 따른 False Positive

하는 과정에서 탐지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안전한 센서 네트워

경우이며 (B)는 본 성능평가의 환경과 가장 유사한 경
우를 나타낸다.
그림 9에서는 싱크홀 노드가 Routing Reply 패킷을

크를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정 싱크홀 노드를
찾아내고 해당 노드를 네트워크에서 격리하는 방법은
앞으로 진행할 연구 사항이다.

위조하는 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대처방안 2에 대해서
노드 100개 당 탐지 노드의 숫자에 따른 공격 탐지율을
나타낸다. 또한 2.5절에서 제시한 공격 탐지 기법과 비
교하였다. 제안하는 공격 탐지 방법은 Routing Reply
패킷이 싱크홀 노드에 의해 변조 되기 전, 후의 값을 수
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탐지 노드의
밀도가 높을수록 탐지율이 높아지게 된다. 아래의 결과
그래프에서 보이듯 탐지 노드의 개수가 20개일 때 약
70%, 30개가 넘으면 90%가 넘는 탐지율을 보여준다.

그림 9 탐지 노드의 수에 따른 공격 탐지율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링크 품질 지표에 기반한 라우팅을 수
행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싱크홀 공격을 탐지하
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알고리즘은 초기 설정 단계
와 탐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초기 설정 단계에서는 싱크홀 공격의 탐지를 위한 기
본 정보들을 구성하였다. 일반 노드들은 각 이웃 노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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