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 네트워크 기반 Trusted Information 

Infrastructure(TII) 기술 

요 약 

본 고에서는 고신뢰 사물지능 생태계 창출을 위한 TII S/W 프

레임워크를 소개한다. TII 기술은 사람, 사물, 서비스에 대한 신

뢰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하고, 신뢰 모델링을 통해 물리적, 사

이버, 소셜 영역의 사람/사물에 대한 신뢰 데이터 구조화와 복

합 신뢰 분석을 수행하며, TSB(Trust Service Broker)의 중재

를 통해 상세 개인/사물 정보 제공없이 신뢰 기반 서비스를 이

용/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전체론적 신뢰 관리를 위해 

TII 시스템에 신뢰 네트워크를 고려한 구조를 제시한다. 

Ⅰ. 서 론 

사물인터넷(IoT)은 사람에게 진보되고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사람과 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정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될 수 있는 초연결 세계

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

업화, 사물인터넷 산업 경쟁력 강화, 사물인터넷 활용 확산 공

통기반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주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의 비전에서 예상되듯이 지난 몇 년간 사물인터넷은 스마트 단

말 기술을 이을 기술 키워드로서 각광을 받아왔다[1].

사물인터넷은 가전, 자동차, 전력, 의료, 헬스케어, 피트니스, 

제조, 빌딩, 농업, 지능형 로봇, 재난재해 등 특정 분야에 국한

되지 않고 활용 가능한 수많은 기업의 관심을 받아왔다. 최근에

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어 사물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를 수집하고 감지 및 반응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 정보 이용 

형태로 활용되기도 하고, 스마트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통

해 종량제 자동차 보험과 같이 기존 서비스에 혁신적으로 접근

하는 새로운 사업이 시장에 나오기도 한다[2]. 

사물인터넷은 엄청난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며 가공하여 

상황인지 및 개인화된 서비스를 위해 공유하고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매력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신뢰성이라는 점이 

간과될 수 있다. 더구나, 사물인터넷이 CPS(Cyber Physical 

System)이나 SIoT(Social IoT)와 같은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사

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일

련의 과정에 사물들이 자율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수집된 데이터 자체 뿐만 아니라 가공된 정보나 그를 통한 지

식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어 데이터, 서비스, 응용에 대

한 불신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사물인

터넷에 참여하는 센서나 그것으로부터의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

나 악의적인 하자가 있다면 가공이나 응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

고 하더라도 최종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집된 방

대한 데이터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물인터넷에서 사물

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는 안전하게 전송/교환되어야 하고, 사물

인터넷의 데이터 처리 과정도 정확하고 안전하며 개인정보보호

가 보장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

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가 예상 수준으로 노출되거나 공유되

도록 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이다[3].

본 고에서는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객체에 대한 신뢰를 정

의, 수집, 분석하여 믿음의 도메인을 조성하고, 공유경제 서비

스 등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고신뢰 사물지능 생태계 창출

을 위한 TII S/W 프레임워크 개발 과제를 소개한다. 이 연구과

제는 농업 경제, 산업 경제, 디지털 경제로 이어져온 ICT 경제 

패러다임이 향후에는 가치로서 신뢰와 경험을, 국력척도로서 

창의력을 추구하는 협력적 공유 경제로의 변화를 연구배경으

로 한다. 이런 경제환경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미디어, 의

료, 에너지, 교통 등에서 활용되어 ICT 융합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서비스나 응용

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지식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SNS, 통신, 스마트 홈, 공유경제, 원격의료 등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스팸, 피싱, 개인정보유출, 사기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신뢰가 제시될 수 있다[4].

본 고의 II장에서는 신뢰 연구과제, 신뢰 분석 컴퓨팅 인프라 

기술, 신뢰 네트워크 기술을 포함한 신뢰 관리 관련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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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물리/사이버/소셜 측면에서의 

신뢰 분석을 통해 고신뢰 사물지능 생태계를 창출하기 위한 TII 

기술을 소개하고, 안전한 신뢰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신뢰 네트워

크 기반 TII 시스템 구조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Ⅱ. 신뢰 관리 관련 연구

서론에서 언급한 사물인터넷에서의 신뢰 이슈에 대해 신뢰가

능한 데이터 수집과 융합, 검증된 상황인지 지능형 서비스, 그

리고 향상된 사용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사물인터넷에서의 신뢰가 관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살펴본다. 또한,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클라우

드 기반 확장성 있는 신뢰 분석과 머신 러닝 기반 신뢰 예측을 

위한 신뢰 네트워킹 기술과 신뢰 빅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기술

을 기술한다.

1. 유럽 FP7의 사물인터넷 신뢰 관련 연구과제

유럽에서는 사물인터넷 활성화의 중요 요인으로서 신뢰에 주

목하고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다양한 신뢰 이슈를 다루는 연

구과제를 수행해오고 있어 이들에 대해 살펴본다.

가. uTRUSTit(Usable Trust in the Internet of Things)

uTRUSTit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의 신뢰 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과제이다. uTRUSTit은 

TFT(Trust Feedback Toolkit)를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여 사

물인터넷 시스템 제조사와 개발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

뢰정보를 사용자가 이해가능한 형태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사

물인터넷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하도록 한다.      

<그림 1>은 TFT에 의해 표시되는 보안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를 보여준다[5][6].

나. ABC4TRUST(Attribute-Based Credentials for Trust)

ABC4Trust은 기존의 여러 Privacy-ABCs(Privacy 

Preserving Attribute-Based Credentials) 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공하지만 세부 암호 구현부분이 별도의 계층으로 추

상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이

다. 참고로, Privacy-ABCs는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

택적 속성 공개 방안을 제공하지만 다양한 암호 방식 때문에 채

택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술이다. ABC4Trust 기술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는 자유롭게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 있

다. <그림 2>는 ABC4Trust의 계층화된 구조를 보여준다[7].

다.  COMPOSE(Collaborative Open Market to Place 

Objects at your Service)

COMPOSE는 사물인터넷의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매끄럽

게 통합하면서 서비스 인터넷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연구과제이

다. COMPOSE는 개방적이고 확장가능한 시장 인프라를 제

시한다. 사용자는 인프라 내에 마련된 응용, 서비스 객체 등

을 결합, 관리, 통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는데, 

COMPOSE는 평판관리기능에서 응용과 서비스 객체에 대한 신

뢰정보(popularity, activity, feedback)를 바탕으로한 평판값

(reputation value)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를 참조하여 응용/

객체를 선택한다. <그림 3>은 평판정보를 보여준다[8][9][10].

라.  SMARTIE(Secure and sMArter ciTIEs data 

management)

SMARTIE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시티 응용을 위한 대

용량 이종 정보를 저장, 공유, 처리하는 분산 프레임워크를 연

구하는 과제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스마트 시티 응용 분야에 적그림 1. uTRUSTit TFT 에 의해 표현된 신뢰정보

그림 2. ABC4Trust의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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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데이터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 시티 응용 분야에서 

사용자의 위치정보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되고, 대중교통 

개선이나 새로운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 집계된 형태로 외부

에 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용자는 제3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

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과제에서는 스마트 시티에서 활용가

능한 많은 응용에서 개인정보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유 정

보 모델 하에서 신뢰를 제공하고, 사물인터넷 단말과 정보 소

비자 간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달하며, 보안에 취약한 단말을 

위한 보호 기법을 제공하는 등의 이슈를 연구한다. <그림 4>는 

SMARTIE 개념도를 보여준다[11][12].

2. 신뢰 빅데이터 컴퓨팅

사물인터넷의 대용량 데이터를 통해 신뢰를 분석하고 예측하

기 위해서는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술과 다양한 오

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활용가능한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클라우드 기반 신뢰 빅데이터 컴퓨팅을 위해, 분산 병렬 처

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Akka, 분산 메시지시스템으로서 

Kafka, 데이터 분석 및 실시간 처리를 위해 Spark, Spark 

Streaming, 데이터 저장을 위해 Cassandra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림 5>는 신뢰 빅데이터 컴퓨팅 스택 구조도를 보여준다.

가. Akka

Akka는 분산 병렬 처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Actor 모델

에 기반하여 병렬형(concurrent), 분산형(distributed), 결함 

감내형(fault-tolerant) 멀티 프로세싱 응용 개발이 용이하다. 

Actor 모델은 멀티 프로세싱의 기본 객체인 Actor들 간의 메시

징을 통해 Actor의 동작을 비동기적으로 실행한다[13].

나. Kafka

Apache Kafka는 대용량 분산 메시징 시스템으로서, 링크

드인(LinkedIn)에서 메시징 및 로깅 처리용으로 확장성과 성

능이 떨어지는 ActiveMQ와 Splunk을 대체하여 사용되었

다. Apache Kafka는 publish-subscribe 구조의 Broker로서 

Producer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아 Consumer로 전달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14].

다. Spark

Spark는 대용량 데이터를 위한 범용 고성능 분산 처리 플랫

폼으로서, 병렬 인-메모리 프로세싱 기능을 제공하여 기존 하

둡의 디스크 기반 Map & Reduce 동작 방식에 따른 성능 문제

를 해결하고자 개발되었다. 또한, 고급 분석을 위해 고속 쿼리 

수행 도구, 머신 학습 라이브러리, 그래프 프로세싱 엔진, 스트그림 4. SMARTIE 개념도

그림 5. 신뢰 빅데이터 컴퓨팅 스택 구조도

그림 3. COMPOSE의 평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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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밍 분석 엔진을 포함한다[15].

라. Cassandra

Apache Cassandra는 대용량 처리를 위한 오픈소스 NoSQL 

데이터베이스로서, Single Point of Failure 없이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고확장성, 고성능 분산 데이터베이스이다. Apache 

Cassandra는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클러스터의 노드들은 대용

량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주어진 데이터 부분에 대해 replica

로서 동작하여 노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read/

write 요청은 다른 노드에 의해 처리된다[16].

3.  신뢰 네트워크

사물인터넷에서는 생성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승인받지 않은 객체는 다른 객체가 사적

인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교환 중에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

야 한다. 다음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존 기술을 살펴본다.

가. Trusted IP Network(TIPN)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사물은 단순 센싱 기능을 제공하는 저

가 단말로서 복잡한 기능을 내장하기 어렵고, 보안기능을 추가

된 네트워킹 개념을 적용하려면 기존에 설치된 단말을 고려해

야 한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에 안전한 데이터 네트워킹을 제공

하려면 단말에 추가 기능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

존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TIPN은 네트워크 VPN과 Virtual Router 기반의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근간으로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정보를 유통

할 수 있는 폐쇄형 IP 네트워크이다. TIPN은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로 물리적 망 분리 모델의 효율성 저하, 비용 증가 등을 개

선하고 기존의 망분리 방식 대비 보안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

로는 기존 네트워크의 변경없이 구성하는 오버레이 모델을 활

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만큼의 가상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유무선 환경에서 목적 및 서비스별로 완전히 격리된 독립망

을 구축하며, 네트워크 VPN을 통해 독립망별 네트워크 접속제

어를 통해 보안성을 강화한다[17].

TIPN은 서버 가상화와 단말 가상화 기반의 논리망 구성시의 

기능 및 성능 상의 한계를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극

복하는 기술이지만,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TIPN이 제공하

는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네트워킹 방식은 사물인터넷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은 TIPN 솔루션 구

성도를 보여준다.

III. 신뢰 네트워크 기반 TII

TII는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물리적, 사이버, 소셜 영역의 

객체에 대한 신뢰 정보 수집,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사물인터넷 

응용 서비스 출현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본 장에서는 TII시스

템의 개요, 기본 기능 및 신뢰 네트워크 기반 TII 시스템 구조를 

소개한다.

TII는 <그림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객체로부터 신뢰 관련 데

이터를 수집 및 전달하는 TA(Trust Agent), 객체로부터 수

집된 데이터로부터 신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TIMS(Trus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그리고 사물인터넷 응

용 서비스를 위한 신뢰 정보를 중개하는 TSB(Trust Service 

Broker)로 구성된다.

TA는 물리적, 사이버, 소셜 영역의 사람, 사물, 서비스의 신

뢰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전달, 주요 사물인터넷 플랫폼 및 서비

스들과의 연동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물인터넷 신뢰 데이터 취

득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요소이다. 이를 위해, TA는 소프트웨

어 정의형 트러스트 게이트웨이, 트러스트 에이전트 인터페이

스, 트러스트 에이전트 관리 등을 세부기능으로 포함한다. 다음

은 TA의 특징을 나타낸다.

• 사람, 사물,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추출 인터페이스 제공

• 신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인지 및 수집하여 

전달

그림 6. TIPN 솔루션 구성도 그림 7. TII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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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서 사물인터넷 신뢰 문

제 파악 및 접속 차단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

TIMS는 물리적, 사이버, 소셜 영역이 복합적으로 관여되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사용자/제공자/사물 등에 대한 

정확도 높은 신뢰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서비스/응용 별로 상

이한 신뢰 특성에 대한 맞춤형 분석 서비스와 서비스 적응형 신

뢰 인프라를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서비스에서 신뢰 기능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공통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TIMS는 신뢰 통합 모델링, 멀티 모달 

신뢰 분석, 신뢰 레포지터리, 신뢰 서비스 동적 제어, 신뢰 기반 

서비스 핸들링, 신뢰 인지 시각화, 신뢰 클라우드, 신뢰 빅데이

터 처리, 신뢰 DB 및 메시징 등을 세부기능으로 포함한다. 다음

은 TIMS의 특징을 나타낸다.

• 신뢰 모델링을 통한 물리적, 사이버, 소셜 영역의 사람/사

물에 대한 신뢰 데이터 구조화

• 서비스 속성에 따른 물리적, 사이버, 소셜 영역의 신뢰 복

합 분석

• 객관적인 지표 기반 신뢰와 더불어 주관적 신뢰 및 최초 신

뢰 복합 분석

• 사용자의 피드백 등 신뢰 검증을 통해 신뢰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반복학습형 추론 강화 기능 제공

• SOA 기반 오케스트레이션 및 워크플로우 제어를 통해 신

뢰 데이터 취득, 전달, 분석 및 활용 절차에 대한 동적 제

어/관리

• 서비스 속성 분석을 바탕으로 요구되는 모델링 및 분석 모

듈 자동 구성

• 검증 모듈과 신뢰 분석 제어와의 연동을 통한 신뢰 분석 성

능 자동 향상

• 확장성있는 신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층적 신뢰 시

스템 구조 제공

• 인메모리형 빅데이터 엔진 기반 신뢰 데이터 실시간 분산 

처리를 통해 고속 신뢰 분석 성능 제공

• 빅데이터 엔진과 신뢰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신뢰 서비스 

질의에 대한 고속 처리 지원

• 신뢰 시스템 사용량에 따른 동적 클라우드 스케일링을 통해 

신뢰 처리 비용 최소화

• 신뢰 빅데이터의 고장 감내형 고속 저장 관리 및 시맨틱 온

톨로지와의 효율적 연결 방식

TSB는 다양한 산업/서비스에 신뢰 기능을 쉽게 적용하고 확

산시키는 서비스 중개 기술과 신뢰 기반 식별 관리 등을 통해 

개인/사물 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TSB는 신뢰 지식 제공 및 확산, 신뢰 기반 프라이버시, 신뢰 브

로커 관리 등을 세부기능으로 포함한다. 다음은 TSB의 특징을 

나타낸다.

• 다양한 산업/서비스에서 신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식성 높은 API 제공

•TIMS와의 서비스 적응형 연동 제어 및 동기화 제공

• TSB의 중재를 통해 상세 개인/사물 정보 제공없이 신뢰 기

반 서비스 이용/제공

TII 시스템에서 신뢰 관련 데이터 수집, 신뢰 정보 분석, 신뢰 

정보 중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TA, TIMS, TSB, 응용 서비스 

시스템과 연동한다. 신뢰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해, TSB는 응

용 서비스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대상과 신

뢰 분석 파라메터를 TIMS에 통보하고, TA는 TIMS로부터 분

석에 필요한 신뢰 관련 데이터를 통보받아 객체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TIMS로 전달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TIMS

의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통해 신뢰 분석을 수행하여 신뢰 

수준을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표화,TLA(Trust Level 

Agreement),되는 신뢰 분석 절차를 수행한다. TSB는 응용 서

비스 시스템의 요청시 신뢰 정보를 중개하여 신뢰 기반 응용 서

비스를 지원한다.

TII 시스템은 구성요소 간 신뢰 관련 데이터 및 신뢰 정보 전

달 및 교환시 안전한 데이터 네트워킹을 보장하여 전체론적으

로 신뢰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TIPN은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

로서 TII 시스템의 사물이나 분석 시스템에 영향없이 연동가능

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TII 시스템은 <그림 8>에서와 같이 구성요소 간의 데이터 전

달구간에 TIPN를 적용하여 신뢰 네트워크 기반의 TII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TA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TIPN의 VPN을 통해 

안전하게 격리된 독립망을 이용해 TIMS로 전달되고, 신뢰 정

보는 TSB와 응용 서비스 시스템 간에 안전하게 전달된다.

그림 8. TIPN 기반 TII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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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고에서는 사물인터넷에서의 신뢰 관리에 필요한 연구과제, 

신뢰 빅데이터 컴퓨팅 기술, 신뢰 네트워크 기술을 살펴보고, 

사물인터넷의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객체에 대한 신뢰를 정

의, 수집, 분석하여 믿음의 도메인을 조성하고, 공유경제 서비

스 등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고신뢰 사물지능 생태계 창출

을 위한 TII S/W 프레임워크와 신뢰 네트워크를 고려한 TII 구

조를 제시했다. 본 고를 통해 향후 전개될 협력적 공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기술로서 TII 기술을 소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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