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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 에이 트는 네트워크를 이동하면서 사용자를 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로그램으로써 홈 네

트워크, 텔 메틱스 등의 많은 응용분야에서 새로운 컴퓨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재, 여

러 응용분야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이동 에이 트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RBAC을 활

용한 이동 에이 트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RBAC을 활용한 시스템들은 특정 사용자

에게 할당된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 해서는 리자로 하여  시스템 내부 정보를 변경하거

나 역할간의 계층을 변경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임하고자 하는 역할

과 상을 정의하고 이를 이동 에이 트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반 할 수 있는 이동 에이 트를 이용

한 역할 임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이동 에이 트[1]는 네트워크 상에서 스스로 이동

하면서 사용자를 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로그

램으로써 일반 인 에이 트의 특징 에서 이동성

이 강조된 에이 트이다. 이동 에이 트는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동 이고 유연하게 응이 가능하며, 

특히 이동 에이 트의 비동기  수행 능력은 역폭

이 낮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한 이동 에이 트는 스스로를 복제하여 다수의 복제 

에이 트를 네트워크로 송하고 이후에 각각의 복

제 에이 트가 가져온 데이터를 모아 복합 인 결과

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

들은 홈 네트워크 환경, 텔 메틱스, 정보검색 시스

템 등의 여러 응용분야에서 새로운 컴퓨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동 에이 트를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활용하기 

* 본 연구는 21세기 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

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컴퓨 네트워크원천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  (2006-0391-0100).

해서는 이동 에이 트에 한 인증과 근제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이동 에이 트의 역할에 따라 근제어가 이루어지

는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역할기반 근제어[2, 3]가 가능한 시스템들은 이

동 에이 트를 생성한 사용자의 신원에 기 하여 이

동 에이 트에게 역할을 부여한다. 즉, 시스템은 특

정 사용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역할들에 한 정보

를 리한다. 만일, 특정 사용자의 부재로 인해 그 

사용자에게 할당 된 역할을 다른 사용자에게 임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해서 리자가 개입

하여 특정 사용자에게 할당된 역할을 다른 사용자에

게 재할당해야만 하는 추가 인 작업이 필요하게 되

며 이는 시스템의 사용자와 역할간의 정보의 변경을 

동반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에이 트를 이용한 역할 

임[4, 5] 기법을 제안한다. 본 기법은 사용자가 임

하고자 하는 상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이동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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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트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반 한다. 따라서 본 

기법은 리자의 추가 인 작업 없이 다른 사용자에

게 역할 임이 가능하며, 역할 임 시, 시스템 내

부 정보에 한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며, 역할 간의 

계층 계에 따라 체 혹은 부분 역할 집합의 임

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역할기반의 근제어 기법을 활용한 이동 에이 트 

시스템에 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동 에이 트를 이용한 역할 임에 해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RBAC을 활용한 이동 에이 트 시스템

본 에서는 역할기반 근제어 기법을 활용한 

이동 에이 트 시스템들의 특징에 해서 살펴본다.

이탈리아의 Bologna 학과 Ferrara 학에서 공

동으로 개발한 SOMA(Secure and Open Mobile 

Agent)[6]는 이동 에이 트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다양한 보안  사항에 처하기 해 개발된 

이동 에이 트 시스템이다. SOMA는 크게 보안 

 사항을 호스트에 한 사항과 이동 에이 트

에 한  사항으로 나 고, 각각에 경우에 필요

한 보안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SOMA에서는 호스트

로 진입하는 이동 에이 트에 해 역할기반 근제

어 기법을 용함으로써 불법 인 이동 에이 트의 

호스트 근을 제어한다. 

국의 Jiao Tong 학에서 개발한 RCACM 

(Role-based Context Aware Coordination   

Model)[7] 역시 이동 에이 트의 역할에 기반 한 

근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RCACM은 분산된 자원, 

서비스, 그리고 객체로 구성된 튜  스페이스(Tuple 

Space)라는 특정 공간으로 근하는 이동 에이 트

에게 역할을 할당하고 그 역할에 따라 튜  스페이

스의 자원  객체에 근할 수 있는 권한을 할당한

다. 

BRAIN(Behavioral Roles for Agent Inter- 

action)[8] 은 이탈리아의 UNIMORE(Modena e 

Reggio Emilia) 학에서 개발한 이동 에이 트 시

스템이다. BRAIN은 이동 에이 트를 활용한 규모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이동 에이 트간의 업에서 

나타 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이동 에이

트의 역할에 기반 한 근제어를 활용한다. 

그러나 기존의 역할기반 근제어 기법을 활용한 

시스템들은 다른 사용자에게 역할의 임이 불가능

하며 이를 해서는 리자로 하여  사용자와 역할

간의 계를 정의한 테이블을 수정하거나 는 역할

간의 계층 계를 정의한 테이블을 수정해야하는 추

가 인 연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리자의 개입을 통한 테이블의 수정 없이 이동 에이

트를 이용하여 역할의 임이 가능한 역할 임 

기법을 제안한다.  

3. 역할 임을 통한 이동 에이 트의 근제어

3.1 용 환경

그림 1과 같이 이동 에이 트를 이용하여 환자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

하자. 

Data

AM (Authentication Manager) ACM (Access Control Manager)

DMS (Domain Manager Server)

방사선과신경외과소아기 내과

Data Data

의사. 갑 의사. 을

: 이동 에이전트

(그림 1) 이동 에이 트를 활용한 의료 검색 시스템

갑은 이동 에이 트를 생성하여 환자에 한 의

료 내역을 검색하고자 한다. 갑은 이동 에이 트를 

생성하여 DMS(Domain Manager Server)로 이주시

킨다. DMS의 AM(Authentication Manager)은 이동 

에이 트를 생성한 갑의 신원을 바탕으로 인증을 수

행한다. 인증에 성공한 이동 에이 트는 ACM 

(Access Control Manager)으로부터 갑에게 할당 가

능한 역할들을 부여받는다. 역할을 부여 받은 이동 

에이 트는 환자의 의료 내역 조회를 해 의료 정

보를 장하고 있는 랫폼들로 이주하여 정보를 취

합한 뒤, 갑에게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한다. 

만일, 갑이 해외 학회 참석차 자리를 비우고 을이 

갑의 역할을 신해야 한다고 가정 하자. 시스템 

리자는 갑에게 할당 가능한 각각의 역할들을 을에게 

할당해야 하며, 이를 해서 DMS 내부의 사용자와 

역할 간의 계를 정의한 정보들을 변경해야만 한

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동 에이 트 시스템에서 

리자의 의한 시스템 내부의 정보의 변경이나 역할간

의 계층의 변경 없이 역할 임이 가능한 근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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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구성 요소 기  능

DMS

(Domain 

Management 

Server)

AM (Authentication Manager)
이동 에이 트를 생성한 사용자의 신원을 기 하여 인증 수행  랫폼 간

의 공유키(SK: Shared Key)의 유지 리를 담당한다. 

ACM (Access Control Manager)
RHT, URMT, RDQ를 참조하여 이동 에이 트에게 할당 가능한 역할을 확

인하고 이동 에이 트에게 역할 티켓을 발 한다. 

RHT (Role Hierarchy Table) 시스템에 정의된 역할들 간의 계층 계를 정의한다. 

URMT (User-Role Mapping Table) 이동 에이 트를 생성한 사용자에게 할당 가능한 역할들을 정의한다. 

RDQ (Role Delegation Queue) 특정 사용자에게 임된 역할들에 한 정보를 리한다. 

Platform

AMS (Agent Management Server) 이동 에이 트에 한 생성, 이주, 복제,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SF

(Security

Facility)

SP (Service Provider)
랫폼으로 이주한 이동 에이 트의 역할 티켓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SM (Service Manager) RPMT를 참조하여 해당 역할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한다. 

RPMT (Role-Permission 

Mapping Table)
역할에 따라 부여 될 수 있는 권한들을 정의한다. 

Data Pool 이동 에이 트에게 제공할 데이터를 장한다. 

<표 1> 시스템 구성 요소  기능

3.2 시스템 구조와 이동 에이 트의 근제어

그림 2는 역할의 임을 통한 이동 에이 트의 

근제어를 한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본 논문

의 이동 에이 트의 다양한 기능  데이터 검색의 

기능에 한하여 논지를 개한다.  

DMS (Domain Management Server)

Authentication

Manager

(AM)

Access

Control
Manager

(ACM)

User-Role

Mapping

Table

Role 

Hierarchy 

Table

Role

Delegation

Queue

MA

MA

Service Provider

Role-Permission

Mapping Table

Service Manager

Security Facility

Agent
Management

System
(AMS)

Data Pool

Platform

MA

Platform Platform

SK

MA : Mobile Agent
SK : Shared Key

(그림 2) 시스템 구조

본 이동 에이 트 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

뉜다. 사용자를 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이동 에

이 트와 이동 에이 트의 인증과 역할 티켓 부여를 

담당하는 DMS 그리고 이동 에이 트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랫폼으로 구성된다. 표 1은 본 시스

템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나타낸다.

이동 에이 트를 통한 정보검색 차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부터 생성된 이동 에이 트는 사용자로

부터 이주하여 DMS를 통해 인증과정을 거친다. 인

증에 성공한 이동 에이 트에 해 DMS는 역할 티

켓을 부여한다. 역할 티켓은 RHT, URMT, RDQ를 

참조하여 이동 에이 트에게 발 된다. 역할 티켓을 

발 받은 이동 에이 트는 랫폼으로 이주하여 정

보 검색을 한 데이터 근을 시도한다. 랫폼의 

SF는 이동 에이 트의 역할 티켓의 무결성을 검증

하고 해당 역할에 따른 데이터 근권한을 할당한

다. 이동 에이 트는 부여받은 권한에 한하여 데이

터 풀의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정보 검색이 완료된 

이동 에이 트는 결과를 이동 에이 트 내부에 장

하고 다른 랫폼으로 이주한다. 

3.3 이동 에이 트를 통한 역할의 임

사용자는 자신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할당함으

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성된 이동 에이 트가 자

신의 이동 에이 트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역할의 임은 이동 에이 트를 통해 임

하고자 하는 역할을 RDQ에 등록함으로써 이루어진

다. 그림 3은 DMS에 임할 역할을 등록하는 과정

을 나타낸다. 

Authentication
Manager
(AM)

Access

Control
Manager
(ACM)

User-Role

Mapping

Table

Role 

Hierarchy 

Table

Role

Delegation

Queue

RDMA

RDMA

DMS (Domain Management Server)

RDMA : Role Delegation Mobile Agent

(1)

(2)      (4)

(3)

(그림 3) 임할 역할의 등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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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생성된 임할 역할의 등록을 담당

하는 RDMA(Role Delegation Mobile Agent)는 그

림 4와 같은 임 티켓을 이용하여 임할 역할을 

RDQ에 등록한다. 

DT=(Credential | (Delegating_User | Delegated_User | RoleSet | Depth | Expired_Date ))

(그림 4) 임 티켓의 구조

임 티켓은 인증에 필요한 신임장과 임의 주

체와 상, 임할 역할들의 집합과  다른 사용자

에게 재 임할 수 있는 깊이와 임할 역할의 유효

기간으로 표 된다. 

DMS는 DT의 임장을 이용하여 인증 차를 

수행하고, 인증에 성공한 DT를 상으로 역할 임 

작업을 수행한다. 우선, DMS는 DT의 임의 주체

가 임하고자 하는 역할들을 RHT, URMT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  임의 상이 원래 소유하고 있

는 역할들과 복되는지 비교하여 임이 필요한 역

할들만 추출한다. 한 DMS는 RDQ를 검사하여 이

미 할당된 역할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역할

이 존재하면 유효기간을 비교하여 RDQ의 유효기간

을 갱신한다. 마지막으로 DMS는 사 에 RDQ에 등

록되지 않은 역할들을 상으로 RDQ에 등록하고 

결과를 RDMA에 통보한다. 만일, 임받은 역할을 

재 임할 경우, DMS는 RDQ를 검사하여 재 임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에만 임 차를 

진행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 에이 트를 이용한 역할 

임 기법을 제안했다. 본 기법은 사용자가 임하고

자 하는 상과 역할들을 정의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 시킴으로써 리자의 직 인 개입 없이 역할

의 임이 가능하다. 한 임된 역할을 리하는 

RDQ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역할 간의 계와 역

할간의 계층 계를 표 한 데이터 테이블의 변형을 

주지 않고 역할의 임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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