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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Delay Tolerant Network(DTN)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격 유형 중
Flooding attack 에 대하여 Queue 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한 연구이다. 불필요한
메시지나 악의적인 메시지 구분을 하기 위하여, 라우터에서 정상 메시지인지 유 무를 판별하며,
이후 메시지에 저장 된 다음 Queue 관리 정책을 통해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폐기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이러한 매커니즘을 사용하면, Flooding attack 이 발생 하였을 경우, queue 안에 있는
메시지의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하여, 메시지가 전송률을 높였으며, 무작위 메시지 생성
공격으로부터 보다 안전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증하였다.

Ⅰ. 서 론
Delay Tolerant Network(DTN)는 기존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나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힘든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1].
End-to-End 간에 전송만을 지원하는 TCP/IP 는
기본적인 handshake 를 통해 통신 하므로 양 방향이
지속적으로 연결 되어야 하며, 짧은 round-trip 과 높은
에러 발생으로 인해 빈번한 전송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DTN 의 경우 비대칭 통신을 하여 중간 노드와의
연결성을 보장하고, 에러 발생과 전송 지연에 대하여
보다 견고하다. DTN 의 가장 큰 특징이 Store-and
forward 정책이며, Storage 를 기반으로 위와 같은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장 공간에는 정상 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남아있거나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flooding 할 수도 있다. 또한 노드 자체가
가지는 이동성에 의하여 메시지를 전달 하므로 메시지
전송을 위해서는 중간 릴레이 노드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DTN 에서 제안된 라우팅 알고리즘들은 모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제안된 환경에 따라 알고리즘이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라우팅 또한 중요한 이슈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라우팅 알고리즘 중 flooding 을
기반으로 하는 Epidemic 라우팅을[2] 전제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Queue 관리를
통해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고, 번들의 특성에 적합한 보안
매커니즘을 제안 하였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DTN 보안 위협 모델 및 제안
사항에 대하여 말하고 3 장에서는 결론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하여 말한다.

Ⅱ. 본론
1. 위협 모델
DTN 에서의 보안 위협 모델로 메시지가 유효한지
기밀성과 무결성을 입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밀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과 bundle 레이어 구조에 인증 메시지를 사용하여
hop-by-hop 으로 인증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에서 오버헤드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3]. 전송 측면에서는 악의적인
메시지를
무차별하게
전송하여
노드의
리소스를
고갈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격은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의 범주 안에 들며 Secure
Routing 을 위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Mobile ad-hoc Network(MANET)에서의 보안 위협
모델과 매우 흡사하다.
Internet-Draft 문서인 “ Delay-Tolerant Networking
Security Overview” 에서는 DTN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 모델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으며, open
issue 로 key management, 라우팅 프로토콜 보안, 성능
및 보안 디자인 고려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트래픽을 이용한 공격 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프로토콜 설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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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것을 그림 2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 번을 반복하였으며, 전체
메시지가 수신된 양을 그래프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또한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사이에 2 개의 attack 노드를
임의로 삽입하여 불필요한 메시지가 생성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노드가 지니고 있는 통신 범위에
다른 노드가 감지되면 비콘 메시지를 수신 할 수 있도록
설정 하였다. 따라서, 무작위 Spoofing attack[7]과 같이
네트워크에 악의적으로 메시지가 전송 된다면, 본문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부하를 줄 일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2.
[그림 1] 노드 별 queue 상태
위의 그림 1 과 같이 각 노드의 큐에는 정상 메시지 및
악의적인 메시지 또는 폐기되지 않은 메시지가 존재 할
수 있다.
2. 제안 사항
본문에서는 Queue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RFC
5050[6]문서에 명시된 ‘ Creation Timestamp time’ 을
조절하여, 노드에 들어오는 메시지의 drop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노드는 메시지를 전송 할 때
노드의 고유 ID 를 포함하며, 한 클러스터 내의 노드들은
각자의 주변 노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전송되는 메시지의 ID 가 섞인 고유 값이 변경
되었다면, 불량 메시지나 악의적인 메시지로 판별 하도록
설정 하였다. 네트워크 상황이나 무선 노드의 상태에
따라 데이터의 값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값이 바뀐 메시지를 무작위로 폐기 한다면 비효율 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Bundle 프로토콜의
Timestamp 필드를 수정하여 비정상 적으로 의심 되는
패킷의 drop 시간을 짧게 조절 하였다. 단, Queue 상태가
포화 되었을 때에 이러한 절차를 실행 하도록 설정
하였다.

결론

많은 네트워크 모델과 가정 아래 DTN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라우팅 및 future internet
testbed 로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DTN Bundle layer 프레임을 통한 효율적인
Queue 관리 방법에 관해서 제시 하였으며, 각 노드에서
수신된 고유의 값을 통해 메시지가 수신될 때에
timestamp 값을 조절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작위 flooding attack 에 대하여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 하였다.
DTN 에서 보안에 관한 연구는 Delay Tolerant
Networking Working Group 의 메일링을 통해서 현재
진행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RFC 문서를 통해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무선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격 유형이 유사하게 DTN 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무선 환경에서의 공격
유형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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