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기존 인터넷의 보안 모델은 모든 통신 상대와 통신 환경에 대

한 의심을 기반으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모

델이다. 그러나 이 보안 모델은 공격이 지능화됨에 따라 방어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이

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격자

체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신뢰통신 구조를 제안한다. 

신뢰통신모델은 먼저 상호신뢰 관계를 가진 제한된 참여자들

로 구성된 신뢰 도메인에서 시작하여 외부와의 통신은 잘 정의

된 인증 절차에 따라 허용함으로써 도메인의 신뢰 수준을 유지

하면서 신뢰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신뢰 모델을 

기반으로 신뢰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고 이 구조를 기존의 IP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Ⅰ. 서 론

일부 컴퓨터 전공자들 간에 실험적인 네트워크로 출범했던 인

터넷이 현재는 전 지구적 규모의 사업적 네트워크로 발전하였

다. 이런 발전의 중요한 요인은 IP라는 간단하고 통일된 프로토

콜을 기준으로 아래로는 다양한 전송 기술을 수용하고 위로는 

통일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는 인터넷 구

조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

고, 무선기기의 등장에 따른 이동성의 증대나 상업적 사용에 따

른 보안의 필요성 등 최근의 새로운 변화는 기존 인터넷의 기능

을 일부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인터

넷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미래인터넷”에 대한 논의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1][2].

미래인터넷에서 추구하는 대표적 차별화의 사례를 인터넷

의 보안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인

터넷이 일반 대중으로 확산되면서 참여자의 선의에 따른 자발

적 협조에 기반한 인터넷 메커니즘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

었다. 인터넷이 DDoS공격, 해킹 등 초기 인터넷 설계자들이 전

혀 고려하지 못했던 악의적 공격에 취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는 인터넷이 신뢰 관계를 가지는 소수의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

크로 시작하여 이러한 악의적인 사용자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연구자들 간

의 네트워크를 넘어 사회 기본 인프라의 하나로까지 성장하였

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

고자 하는 악의적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 형태도 다양

하게 진화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Firewall이나 공격방지 시스

템(IDS)의 도입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 시스템들의 보안 강화는 

다시 망 중립성이나 사생활 침범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

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의 품질 개선 만으로는 기존 인터넷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악의적 사용자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인터넷의 가

장 큰 숙제 중의 하나이다. 인터넷의 악의적 사용이 쉽게 이루

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이 송수신자의 단순한 숫자로 이

루어진 IP 주소를 기반으로 통신을 하며 IP 주소는 구조 상 발

신자의 위조 (spoofing)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발신자의 위조는 

특정 발신자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악의적 공격을 한 사용자의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국내 사이버 대피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KISA의 보고서[3]에 따르면 발신자 위조 공격이 전체 DDoS공

격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빈도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인터넷의 보안 모델이 가지는 한계를 살

펴보고, 이 한계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뢰모델을 정의

한 후 이 신뢰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통신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기

존의 인터넷의 보안모델과 그 한계를 기술하고 제3장에서는 이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신뢰 기반 모델을 정의한다. 

제4장에서는 신뢰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통신 네트워크 구

조를 제안한다. 제5장에서는 이 구조를 현재 인터넷에 점진적

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신뢰통신 구

조의 이점을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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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인터넷의 보안 모델

1. 인터넷의 보안 취약점과 공격 유형

기존 인터넷은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고, 접속된 어떤 장치

와도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연결성을 최우선 목표로 개

발되었다. 초기의 인터넷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서 상호 신뢰

를 기반으로 출범하였으므로 별도의 보안에 대한 고려가 없이 

설계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규모가 확대되고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보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었다. 인터넷에서 보안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장 근

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인터넷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신하

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 기반이 없을 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통신 내용의 무결성이나 기밀성도 보장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근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고려가 

없이 설계되어 네트워크나 통신 상대방을 신뢰할 수단이 없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터넷의 비신뢰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한 통신에서

는 보안의 4가지 주요 요구사항 [4], 즉 기밀성(Confidentiali-

ty), 무결성(Integrity), 신빙성(Authenticity), 가용성(Avail-

ability)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가능하다. 이들 보안 요

구에 대한 공격은 <그림 1>에서 도식화 한 바와 같이 4가지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도청(Interception): 불법적으로 통신 내용을 훔쳐보는 기

밀성에 대한 공격

②  변조(Modification): 통신의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정, 추

가, 혹은 삭제하는 무결성에 대한 공격

③  위조(Fabrication):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으

로 위장하는 신빙성에 대한 공격

④  간섭(interruption):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하는 가용성에 

대한 공격

위의 4가지 공격 유형을 살펴보면 현재 인터넷이 공격에 취약

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도청이 가능한 이유는 인터

넷 라우터나 라우터 간의 링크에서 패킷을 불법적으로 엿보거나 

목적지 주소에 송신자가 기대하지 않은 상대방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경로 상의 라우터가 패킷을 수

정, 삭제 추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인터넷이 발신지 

주소와 무관하게 목적지 주소만을 기준으로 패킷을 전달하므로 

발신주소를 위조하여 패킷을 전달할 수도 있으므로 공격 대상을 

수신자로 하는 불필요한 패킷을 대량으로 발생하여 공격 대상의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공격이 가능한 

이유는 인터넷 사용자는 자신이 송신한 패킷이 어떤 경로를 따

라가는지 혹은 자신이 지정한 수신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는지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없으며 수신자는 일단 패킷들을 수신한 후 이

들 패킷의 내용이나 유형을 분석하여 위험 요소를 탐지하고, 이

를 제거하는 사후적 수단만이 허용된다는 사실이다.

2. 기존 인터넷의 보안 모델 및 한계

기존 인터넷에서 보안 기능이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통신 참여자들이 자신을 비신뢰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모

델이다. 기존 인터넷의 대표적인 보안 기능인 IPSec [5]의 경우 

우선 통신 상대를 상호 인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위조를 방지하

고, 인증된 상대방과 암호키를 설정하고 모든 패킷을 암호화하

여 교환한다. 이는 패킷이 공격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되는 것을 감수하고 통신 내용을 보호하는 방

식이다. 다시 말하자면 IPSec은 인터넷의 통하여 전달되는 패

킷들이 송신자가 의도하지 않은 통신 참여자에게 노출될 수 있

다는 가정하에 패킷의 내용을 암호화함으로써 통신 내용을 보

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통신 내용은 보호할 수 있을지 모

르나 교환된 패킷의 수나 통신 빈도 등 통신 자체는 여전히 노

출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방식으로는 가용성에 대한 공격

그림 1. 인터넷 공격 유형 그림 2. 인터넷 보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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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막을 수 없으며, 상호인증이나 암호화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

여 가용성 공격에는 더욱 취약해 지는 단점이 있다. 

기존 인터넷의 또 다른 보안 방식은 패킷 흐름을 분석하여 위

험한 공격 유형을 탐지하여 조치하는 방식으로 방화벽 (Fire-

wall)이나 공격탐지시스템 (IDS)과 같은 방어 장비를 들 수 있

다. 이 장비들은 특정 사이트로 진입하는 패킷들의 유형을 분석

하여 공격 징후를 탐지하여 공격으로 의심되는 패킷들을 제거

하는 방식이다. 이런 사후적 수단은 일단 공격이 시작된 이후

에 기존에 학습된 공격 유형만을 탐지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

로 변화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공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공격

을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치명적인 약점

이 있다. 이는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과 같이 새로운 공격이 등

장하면 거기에 적합한 방어 수단을 찾아내야 하는 끝없는 과정

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존 인터넷에서 보안이 강화되기 어려운 이유는 패킷의 전달

이 목적지 주소만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발신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즉 공격자가 자신의 주소를 숨기

거나 다른 주소를 사용하는 발신지 주소 위조 (source address 

spoofing)를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상황이

라는 점이다. 설사 발신지 주소를 탐지했다 하더라도 이 주소

를 가진 패킷이 정말로 수신자가 기대하고 있는 통신 객체에서 

송신된 것인지(address-object binding)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IP 주소를 공유하고 있는 환경이라면 해당 주

소가 수신자가 기대하고 있는 호스트나 응용에서 송신된 것인

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

런 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의의 공격자는 미리 숨겨둔 많은 좀비

(zombie)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보안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기존의 인터

넷이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

하지 못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수단이 추후에 인터넷에 추가

되었으나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하였

으며 추가적인 방어 기능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도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기본의 보안과 다른 혁신적인 방식이 강구되어야 한

다는 사실이다.

 Ⅲ. 신뢰기반 통신 모델

앞장에서 살펴본 의심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모델의 한계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 모델

을 제안한다. 모든 통신 참여자와 제한 없는 통신이 가능한 기

존 인터넷과 달리 신뢰 기반 모델은 자신에게 적대적 행위를 하

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통신 참여자와의 통신만을 허용

하는 방식이다. 즉 신뢰 기반 통신이란 통신이 시작되기 전 이

미 상대와 신뢰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하며 통신을 제공하는 환

경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래인터넷 연구자들은 이미 다양한 방안의 신뢰통신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자기인증 식별자(SCID: Self-certifying ID)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식별하여 책임성 (accountability)을 확보하

거나[7], AIP[8]는 통신객체와 도메인에 각각 ID를 부여하여 특

정 패킷이 예상과 다른 도메인을 통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SCION[9]는 신뢰 도메인을 설정하여 신

뢰 도메인 내에서는 미리 계산된 신뢰 가능한 경로만을 사용하

는 통신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SCID 기반의 대부

분의 연구들도 기존의 인터넷에서와 같이 비신뢰 통신 환경을 

가정하고 이 통신 환경에서 보안을 강화하거나 신뢰 가능한 경

로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부분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공격 자체가 없어지는 혁신적 통신 환경을 구축

하기 위하여 신뢰와 신뢰관계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

통신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신뢰모델과 기존의 보안

모델을 비교 평가한다.

1. 신뢰 및 신뢰관계 

신뢰 기반의 통신 모델을 정의하기 위하여 우선 신뢰에 대한 

정의와 통신 참여자 간의 신뢰관계를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

다. Wikipedia는 신뢰를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

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

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신뢰란 미래에 대

한 주관적 기대나 믿음일 뿐 개관적 척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신뢰는 한 통신 주체가 특정 상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므

로 특정 통신 주체에 대한 객관적 신뢰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뢰란 한 통신주체와 다른 

통신 주체 사이의 관계에서 정의된다는 의미이다. 본고에서는 

신뢰와 신뢰관계, 그리고 신뢰관계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의

하기로 한다. 

정의1  (신뢰) 통신 객체 B에 대한 통신 객체 A의 신뢰는 통신 

객체 A가 통신 객체 B가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

는 믿음이라고 정의한다.

정의2  (신뢰관계) 신뢰란 특정 통신 객체에 부여되는 특성이 아

니라 두 통신 객체 사이의 관계에서 정의한다. 통신 객체 

A가 통신객체 B를 신뢰하는 경우 A → B라고 표기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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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뢰 기반 모델

정의3  (신뢰의 반사관계 Reflexive Relation) 모든 통신 주체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A → A가 성

립한다.

정의4  (신뢰의 대칭관계 Symmetric Relation) 신뢰관계는 본

질적으로 비대칭이다. 그러나 양방향 통신을 위하여 A → 

B와 B → A의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대칭 신

뢰관계라 하고 A ↔ B라고 표기한다.

정의5  (신뢰의 추이관계 Transitive Relation) 신뢰관계는 본질

적으로 두 통신 당사자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자신이 신

뢰하는 통신객체가 신뢰하는 다른 통신 객체를 간접적으

로 신뢰하는 경우 추이관계가 성립한다. 즉 A → B B → C

관계가 성립하면  A → C관계도 성립된다.

정의6  (신뢰의 동치 Equivalence) 통신 참여자 A와 B가 앞의 

정의 3,4,5가 만족하는 경우 이를 동치관계(Equivalence 

Relation)이라 하고 A ~ B로 표기한다. 참여자 집단 X

내의 임의의 두 참여자 A와 B가 A ~ B인 경우 이 집단을 

동치류(Equivalence Class)라 한다.

2. 신뢰기반 통신모델 

적대적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보안 모델

과 달리 신뢰기반 통신모델은 사전에 신뢰관계를 맺은 참여자

와 일정한 신뢰수준을 가진 통신 환경에서만 통신이 허용되므

로 추가적인 보호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신뢰모델에서

는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상

대방인지를 확인하는 인증과정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관계가 성

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통신하는 환경이 신뢰 수준에 적합한 안

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림 3>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호 신뢰관계를 가진 통신 참여자들과 이들

을 연결하는 통신환경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격 자체가 없는 상

황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가능하다. (1) 통신 하는 상대가 자신이 기대하는 통신 주체인지

에 대한 인증, (2) 통신 주체가 상대방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뢰관계 (3)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안전을 제공할 수 있

는 신뢰통신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에서 정의한 3가지 신뢰통신의 전제 조건에 대하여 좀더 자

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첫번째 인증 문제는 자신과 통신하

고자 하는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이 기대하는 대상인지를 확인

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은 주소를 기반으로 통

신이 이루어지므로 네트워크에서 통신 참여자의 인증문제를 해

결하는 방안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소가 아닌 통신 참여자의 

자기인증 식별자(SCID: Self-Certifying ID)를 도입하여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SCID란 통신객체의 내용 자체나 통신 

객체를 특정할 수 있는 ID로서 통신객체의 특징 값들을 암호화

하여 수신자가 제3자의 도움 없이 이 ID만으로 송신자를 식별

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가장 일반적인 SCID는 함수 (1)과 

같이 각 통신 참여자에게 부여된 공개키를 해쉬하여 생성하거

나 함수 (2)와 같이 콘텐트나 통신 객체의 특징 값들을 해쉬하

여 사용한다. 이렇게 생성된 ID는 통신 자체에서 확보된 내용들

을 동일한 함수로 해쉬한 값과 비교하여 제3자의 개입 없이 인

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1)

 (2)

신뢰모델의 두번째 신뢰관계 관리 문제는 특정 통신 참여자가 

자신이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관계를 어떻게 설

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는냐의 문제이다. 신뢰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은 통신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강구될 수 있으나 이

들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책 기반 (Policy based): 통신에 참여하는 두 당사자간의 계

약에 의한 신뢰관계로서 향후 발생할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있고, 원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방안

 평판 기반 (Reputation based): 통신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과

거 행적을 통하여 신뢰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

정책 기반 신뢰 관리는 신뢰의 추이관계 (transitive relation)

를 기반으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A가 B를 신뢰하고 B가 C를 

신뢰하는 경우 A는 C를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

다. 이런 관계에서 중간의 B의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이나 기

관을 (TTP: Trust Third Party)라 한다. 신뢰를 관리하는 제

3자가 공인 기관인 경우 이를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이라하고, 개별 통신 참여자들 간의 상호 신뢰를 기

반으로 하는 경우 신뢰의 그물(Web of Trust)이라 한다[10].

평판 기반 신뢰 관리는 개별 참여자가 과거에 행한 통신 행위들

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뢰 수준이 결정되는 모델이다. 이 모

델은 통신 참여자들에 대한 평가를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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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평가들을 종합하여 신뢰수준을 결

정한다. 이 모델은 초기 신뢰수준에서 시작하여 잘못된 행위가 

없이 통신 경력이 축적됨에 따라 평가가 올라가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 평가를 낮추는 동적인 기법이 요구된다. 일정 수준 이

하로 평가가 낮아지는 경우 해당 도메인에서 축출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관계 관리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

략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기로 한다[11]-[14]. 그러

나 기존의 신뢰관리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개별 참여자와

의 신뢰관계를 관리해야 하는데, 다양하고 수 많은 개별 참여

자들의 신뢰관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실제 적용에서 

확장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 참여자 단위가 아니라 동일한 신뢰수준을 

가진 참여자들의 집단을 단위로 신뢰관계를 관리함으로써 확장

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참여자 집단은 앞절의 정의 6을 

활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즉 개별 참여자가 아니라 신뢰의 동

치류(Equivalence Class) 단위로 신뢰관계를 관리함으로써 확

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호 신뢰관계를 가진 참여자의 

집단을 신뢰 도메인으로 정의하기로 하자. 신뢰 도메인의 자세

한 설명은 다음장으로 미루고 우선 신뢰도메인간의 신뢰관계관

리 문제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특정 도메인에 속한 참여자가 도메인 외부의 참여자와 통신 

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속한 도메인과 외부 참여자가 속한 외

부 도메인이 도메인 단위의 신뢰관계가 이미 존재한다면 외부 

참여자의 개별적 인증절차 없이도 통신이 허용된다. 이 경우 도

메인 관리자는 외부 도메인과의 신뢰관계를 검증하고 도메인에 

속한 참여자인지 확인하는 정보를 상대 도메인 관리자에게 전

달한다. 전달된 확인 정보를 수신한 도메인은 상대 도메인과의 

기 체결된 신뢰관계에 따라 수신 여부를 결정한다.

도메인간의 신뢰관계는 정의 5에서 정의된 참여자간 추이관

계를 도메인간의 추이관계로 확장하여 신뢰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참여자가 속한 도메인 X가 외

부의 도메인 Y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고, Y는 다시 도메인 Z

와 신뢰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을 경우, X는 Y를 통하여 전

달되는 Z의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내

가 직접 신뢰 관계를 맺은 경우와 신뢰관계를 가진 다른 도메인

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맺어진 신뢰 관계가 동일한 수준을 가져

야 하는 지는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런 종류의 신뢰관계 

관리 기능은 정책적 고려를 통하여 함수 형태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도메인과 최초로 신뢰관계를 설정하는 경

우 신뢰 수준을 얼마로 하고 통신 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여 신뢰 수준을 동작으로 조절하는 기능도 연구

되어야 하는 중요한 분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 참여자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통신 환경을 신

뢰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통신 환경이란 자신과 상대방이 

공유하는 통신 채널로서 통신 참여자들 간에 교환되는 패킷들

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안정성 등이 유지되는 환경을 의미

한다. 신뢰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

된 참여자만을 허용하는 고립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고, 공개된 네트워크에서 특정 사용자에게만 허용되는 보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신뢰통신 네트워크

의 구성 문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3. 신뢰모델과 보안모델의 비교

의심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통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하려는 기존의 보안 모델과 상호 신뢰관계를 가진 제한된 통신 

참여자들과의 안전한 통신만을 허용하는 신뢰통신 모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표 1>은 기존의 보안모델과 

신뢰모델을 비교한 것이다.

표 1.  보안모델과 신뢰모델의 비교

보안 모델 신뢰 모델

기반 의심 확신

관계 일방 쌍방

네트워크	관리 초기	개방	후	점진적	축소 초기	제한	후	점진적	확대

네트워크	정책 감시	및	배제 인증	및	포함

공격대응	방식 발견	후	치료 예방

공격대응	수단 사후적 선제적

기존의 보안 모델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통신 상대와 통신 환

경에 대한 의심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보안이란 자신을 외부

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영역에 구축해

야 하는 한다. 그러나 신뢰모델은 통신상대와 통신 환경에 대한 

관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확신이 결정된다. 즉 확신

의 정도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보안모델이 외부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일방

(Unilateral) 관계인데 비하여 신뢰모델은 상대방과 관계에서 

정의되는 쌍방(Bilateral) 관계이다. 또한 기존의 보안 모델은 

모든 통신 참여자에게 개방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모든 통신을 

하용하고 통신의 내용이나 유형을 분석하여 의심되는 통신 참

여자나 네트워크 영역을 제외하는 점진적 축소 방식으로 네트

워크를 관리한다. 그러나 신뢰모델은 초기 신뢰관계를 가진 참

여자들의 제한된 네트워크에서 시작하여 소정의 인증절차나 통

신 이력이 축적된 참여자를 포함시키는 점진적 확대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기존의 보안모델이 개방된 통신 환경에서 출발하여 적대적이

라고 의심되는 통신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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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모델에서는 통신이 시작되기 전 인증절차를 거치고 이를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공격에 대한 대응 방식이란 

보안 모델에서는 발견 후 치료를 하는 사후적 수단이며 신뢰모

델에서는 인증을 통하여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선

제적 수단이다.

 Ⅳ. 신뢰통신 네트워크 구조

1. 신뢰통신 네트워크의 목표 및 핵심 과제 

신뢰통신 네트워크란 신뢰관계가 맺어진 통신 참여자들이 신

뢰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공유하여 제한된 통신만을 허용하는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신뢰통신 네트워크에서는 개별 통신 참

여자가 추가적인 보안 기능을 가질 필요가 없는 위험이 원천적

으로 배제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인터넷에서와 같은 글로벌 연결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원칙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초기의 인터넷에서와 같이 통신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제한되고 보호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둘째, 기존의 인터넷과 같이 글로벌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방적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원칙은 일면 상호 모순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통신참여자자나 네트워크 공간을 제한하면 안전성은 증대되지

만 글로벌 연결성은 축소되고, 개방성을 강화하면 글로벌 연결

성은 개선되지만 안전성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 기존의 인터넷

은 먼저 글로벌 연결성을 확보한 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통신

참여자나 네트워크의 영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확보하

는데 비하여 신뢰통신에서는 안전한 네트워크 영역을 외부로부

터 격리하고 이 영역을 신뢰관계가 확인된 참여자나 외부 네트

워크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확보한다. 우선 글로벌 네트

워크에서 신뢰 영역을 확보하고 이 영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장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한된 신뢰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확장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를 공간으로 해석하고 이 네트워크 공간을 구조하는 개념이 필

요하다. 네트워크 구조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인터넷은 동일한 

I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보안 수준으로 가정한

다는 점에서 하나의 동질적 (homogeneous) 네트워크 공간이

라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신뢰통신 네트워크에서는 전체 

네트워크가 다양한 프로토콜과 다양한 신뢰 수준을 가진 이질

적 (heterogeneous) 네트워크 공간으로 정의된다.

이질적 네트워크 공간에서 동일한 프로토콜과 동일한 신뢰 수

준을 확보한 네트워크의 일부 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도메인

(Domai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자. 여기서 도메인이란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위 요소로서 내부적으로 동일한 

프로토콜과 동일한 신뢰 수준을 가지며 외부로부터 보호되는

(insulated) 특성을 가진 네트워크 일부 공간을 의미한다. 도메

인의 예로는 회사의 사내망이나 가정의 홈 네트워크, 보안 채널

로 연결된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등을 

들 수 있다. 신뢰통신 모델에서 전체 네트워크는 도메인들의 구

조적 결합체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인터넷과 같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제한된 신뢰영역을 구축하고 이 신

뢰영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구성의 기본 단위가 되는 도메

인을 정의하고 이 도메인을 확장하거나 외부와 연결하는 신뢰

통신 구조를 제안한다. 신뢰통신 구조를 구축하는 데는 아래와 

같은 4가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①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구성된 보호된 신뢰 도메인

(insulated trust domain)을 구축

②  신뢰도메인에 새로운 참여자를 가입, 관리, 탈퇴시키는 절차

③  개별 외부 참여자와 참여자 그룹과의 신뢰관계 채결을 통

한 신뢰영역의 확장 방안 

④ 외부의 개별 참여자 혹은 참여자 그룹과 통신하는 방안

2. 보호된 신뢰 도메인

신뢰통신구조에서는 일정한 신뢰 수준을 공유하는 제한된 참

여자들이 포함된 도메인들의 집합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여기서 도메인이란 외부와 독립적인 자율적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도메인 내부 구성원들 간에는 일정 수준의 신뢰관계

를 가지는 네트워크의 영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회사 내부의 

고립된 망이나 가정내의 기기만으로 구성된 홈 네트워크를 상

상해 볼 수 있다. 이런 네트워크는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외부와 독립적인 자율적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를 자율 도메인 (autonomous domain)이라 한다.

이런 자율 도메인이 내부의 모든 참여자들 간에 상호 신뢰관

그림 4. 보호된 신뢰 도메인과 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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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맺어져 있고 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부가적인 보안 기능

이 없이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 이 도메인은 신뢰 도메

인으로 정의된다. 이런 신뢰 도메인내의 통신은 일정 수준 이상

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혹시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

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신뢰 도메인은 

초기의 인터넷에서와 같이 보안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네트워

크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신뢰통신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 단위가 되는 도메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가 제기

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물리적 네트워크의 구

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외부와 단절된 국지적인 망

에 검증된 통신 참여자들만이 연결된 경우라면 추가적인 보안

조치 없이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립된 신뢰 도메인은 현재의 인터넷에서 추구하는 개방성이

나 글로벌 연결성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신뢰 도메인에 새로운 

참여자를 받아들이거나 다른 외부 참여자와 통신 방식을 제공

하여 개방성과 연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함부로 새

로운 참여자를 받아들이거나 외부 참여자에게 개방하는 경우 

신뢰관계를 담보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외부와의 통신을 허

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메인에 진입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

해야 한다. 이 절차를 모든 외부의 통신 참여자에게 강제하기 

위하여 모든 도메인은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창구를 반드시 가

지고 있어야 하며 이 창구를 게이트웨이 (GW)라 하자. 도메인

내부와 도메인 외부의 통신이 GW를 통하여 잘 정의된 (well-

defined) 절차에 따라 허용하고 이 절차를 따르지 않는 참여자

로부터 도메인 내부를 보호하는 도메인을 보호된 신뢰 도메인 

(Insulated Trust Domain)이라 하자.

보호된 신뢰 도메인은 통상 하나 이상의 GW를 가지고 있으

며, 모든 통신은 이 GW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다른 우회 경로

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도메인을 관리하는 관리자(GW

가 이 기능을 같이 담당할 수도 있다.)가 있어서 새로운 참여자

를 받아들이거나 축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도메인 관리자에 

의하여 인증되고, 도메인에서 원하는 수준 이상의 신뢰 수준을 

가진 참여자만을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도메인 내부의 통신은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트래픽

은 도메인의 GW를 통하여 인증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도메인 

내부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 도메인의 통신 참여자 관리

기존의 주소 기반 인터넷에서는 통신 참여자가 사전에 네트

워크의 특정 위치에 해당되는 주소를 부여 받지만 신뢰통신 네

트워크에서는 통신참여자가 네트워크와 무관한 ID를 기반으

로 통신 이루어진다. 따라서 통신하고자 하는 모든 참여자는 하

나 이상의 도메인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 등록과정에서 ID와 네

트워크 상의 특정 위치(location)간의 대응이 이루어지는데 이 

대응 과정을 binding이라 한다. 특정 통신 참여자가 신뢰 도

메인의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도메인에서 정한 소정의 인증

(authentication) 절차와 검증(verification) 절차를 통하여 신

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절차는 별도의 도메인 관리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고 도

메인의 GW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도메인 관리자의 역할은 도메

인의 신뢰 수준에 상응하는 참여자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임으

로써 도메인의 신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참여자는 자신의 ID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메인 관리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 이 절차는 

크게 외부의 공인된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과 참여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자기인증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인증방식은 통신참여자의 공개키나 식별 특성들

(Identifiable Attributes)을 합의된 해쉬함수로 해쉬한 값을 ID

로 사용한다. 도메인 관리자는 새로운 참여자로부터 이 ID와 수

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신원을 검증하게 된다. 따라서 

신뢰통신 구조에서 모든 통신 참여자는 ID를 가져야 하며, 도메

인 관리자는 이 ID를 기반으로 참여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참여

자와의 신뢰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도메인 관리자는 인증된 참

여자가 해당 도메인의 신뢰 수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

는지를 검증하여 도메인에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적대적 의도를 가진 참여자를 받아들이

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SCID는 근본적으로 본

인 인증을 위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잘못된 행위를 한 구성

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accountable) 구조가 되는 것이다.

4. 신뢰 영역의 확장

신뢰통신 구조는 동일한 관리체계와 상호 신뢰관계를 가진 제

한된 도메인을 기반으로 성립된다. 네트워크의 일부 영역으로 

제한된 도메인이 글로벌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참여자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도메인의 확장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한다. 도메인의 확장은 신규 참여자를 도메인에 참여시키

는 절차와 외부 참여자와의 통신을 허용하는 절차가 제공되어

야 한다. <그림 5>의 도메인 A는 도메인과 내부 구성원들의 신

뢰관계를 도시하고 있다. 도메인 A에 소속되고자 하는 신규 참

여자는 도메인 관리자에 의하여 정해진 인증 절차를 통과한 후 

도메인의 구성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도메인의 인증 절차는 

개별 도메인의 관리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도메인의 외부통신은 해당 도메인의 GW를 통하여 정해진 절

차에 따라 진행된다. 도메인 GW는 도메인의 신뢰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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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즉 외부의 통신 참여자를 인증하고 인증된 외부 참

여자의 신뢰관계를 검증한다. 외부 참여자는 위조가 불가능한 

SCID를 기반으로 통신 요청을 하고 GW는 SCID로 상대를 인

증하고 이 상대의 신뢰관계에 따라 통신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

다. GW에 통신 요청을 하는 주체는 개별 참여자가 될 수도 있

고 외부 참여자가 속한 도메인 GW가 대신할 수도 있다. 

<그림 5>는 개별 외부참여자가 독자적으로 도메인 A와 신뢰

관계를 맺은 경우와 도메인 B가 도메인 간 신뢰관계를 맺은 경

우를 도시하고 있다. 외부와 통신은 GW를 통하여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나 GW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신 채널의 안전

성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통신 채

널의 안전성은 개별 통신 참여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과 도메인간, 즉 GW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그림 6>에서 도메인 A와 외부 참여자간 혹은 도메인 A와 도

메인 B를 연결하는 통신 채널은 각각 신뢰관계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통신 채널이 이미 요구 수준 이상

의 안전성을 갖춘 채널이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안전성

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림 6>과 같이 추가적인 보안 기

능이 양쪽 도메인의 GW에서 수행된다. 기존의 인터넷 보안 모

델에서 상대방과의 신뢰 수준이나 통신 환경에 무관하게 동일

한 보안 기능을 수행했던 경우와 달리 신뢰통신에서는 신뢰수

준의 보안 요구와 통신 환경이 상이할 경우만 선택적으로 보안 

기능을 추가한다. 안전한 통신 채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기법들은 기존의 인터넷 보안에서 사용하던 암호화나 전자

서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도메인 외부와의 통신 절차

도메인에서의 모든 외부 통신은 GW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GW는 외부로부터 수신된 통신 요청 혹은 패킷에 포함된 발신

지 ID를 기반으로 통신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외부의 발신 ID

로 GW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 ID 목록을 검색한다. ID가 인증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경우란 이미 해당 ID에 대한 인증과 신뢰관

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통신이 이

루어진다. 인증 목록에 없는 발신지 ID의 경우에는 우선 패킷

이 신뢰관계가 확인된 도메인에서 들어온 것인지를 검증한다. 

이 경우는 수신 도메인과 발신 도메인이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

으므로 해당 ID를 인증 목록에 추가하고 통신을 허용한다. 만약 

패킷의 발신지 ID가 인증 목록에도 없고 패킷을 보낸 도메인과

의 신뢰관계도 없을 경우에는 도메인에서 정한 인증 절차를 통

과해야 한다. 이 인증절차는 도메인에서 신규 참여자를 수용하

는 절차를 준용할 수도 있다. 정해진 인증 절차를 거친 ID는 인

증 목록에 추가하고 외부 참여자와의 통신 채널을 확보한다. 이 

경우 통신 채널의 안전성에 따라 추가적인 보안 기법이 적용되

기도 한다. <그림 7>은 GW에서 수행되는 패킷 수용 절차를 간

략하게 도시한 것이다.

 Ⅴ. 신뢰네트워크의 인터넷 적용

1. 인터넷 기반 지역 도메인

기존 인터넷이 IP 주소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여기서 IP 주

소는 인터넷에서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의 기능과 그 주소

에 연결된 호스트를 지칭하는 이름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

다. 이런 특성을 가진 인터넷에 SCID를 기반으로 하는 신뢰통

신 구조를 적용한다는 것은 모든 호스트에 ID를 부여하고 이 ID

그림 5. 도메인의 외부 확장

그림 7. 게이트웨이의 패킷 처리

그림 6. 안전한 채널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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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 프로토콜로 변경되고 IP 프로토콜을 기

반으로 하는 모든 응용들이 동시에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

다. 이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방안이므로 기존의 IP 기반 

응용을 수정 없이 신뢰통신 구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신뢰통신 구조를 기존의 인터넷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신뢰

가 확보되는 지역 네트워크를 지역 도메인으로 설정해야 한다. 

지역 도메인이 가장 기본적인 신뢰 도메인으로 운영되기 위해

서는 지역 도메인 관리자가 신뢰 수준에 적합한 관리 체계를 구

축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도메인은 인증된 참여자만이 네트워

크를 사용하고 정해진 보안 절차에 따라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상호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제한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 신뢰 도메인 내의 모든 호스트나 응용들

은 기존의 IP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신뢰 도메인

에서 부여한 사설 IP 주소만을 사용하고 이 사설 IP 주소는 도

메인 관리자자에 의하여 할당된 IP 주소만을 사용하도록 한정

한다.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IP 주소의 집합을 IP 주소 공간이라 

한다. <그림 8>은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사설 IP 주소 공간과 이 

주소 공간의 확장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 8>의 도메인 A와 도

메인 B의 주소 공간을 각각 IPA와 IPB라 하자.

2. 지역 도메인의 주소 공간 확장

지역 도메인의 모든 통신은 도메인에서 부여한 사설 IP 주소만

을 사용하여 이루어 진다. 도메인 내부의 참여자는 해당 도메인

의 주소 공간으로부터 IP 주소를 할당 받아 사용하는데 이를 실

제 IP 주소(real IP address)라 하자. 그러나 외부의 통신 참여자

는 해당 도메인의 사설 IP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도메인 

내부 참여자와 통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외부의 통신 참여자에게 인증절차를 거쳐 사설 IP를 임시로 

부여하는데 이를 가상 IP 주소(imaginary IP address)라 한다. 

<그림 8>의 도메인 A의 사설 IP 주소 공간은 도메인 내부 참

여자에게 실제로 할당된 실제 IP 주소 IPr
A와 외부의 참여자

에게 임시로 부여된 가상 IP 주소 IP i
A로 구분된다. 여기서 

가상 IP 주소란 도메인 내부의 참여자와 도메인 외부의 참여

자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메인 관리자가 임시

로 할당하는 IP 주소를 의미한다. 이 가상 IP 주소 공간은 특

정 GW에 대응되어 이 가상 IP 주소로 향하는 모든 패킷은 해

당 GW를 통하여 전달된다. 예를 들어 어떤 도메인의 사설 IP 

주소 공간을 10.0.0.0/8로 정의하고, 이 주소공간을 분할하여 

10.0.0.0/16을 실제 주소 공간으로 사용하고, 10.0.i.0/16

을 i번째 GW의 가상 주소 공간으로 할당하기로 하자.

도메인 내부 통신의 기존의 인터넷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도메인 외부와의 통신은 가상 IP에 대응되는 GW

로 전달되도록 내부의 라우팅 테이블이 설정되어야 한다. GW 

전달된 외부 통신 패킷은 해당 가상 IP 주소에 대응되는 ID로 변

환되어 신뢰통신 구조에 따라 통신이 이루어 진다. 가상 IP 주소

의 사용은 도메인 내부 참여자의 관점에서 외부 참여자도 도메

인의 사설 IP 공간 내의 통신으로 보이게 해준다. 다시 말하자면 

GW를 통한 ID와 사설 IP 주소의 변환을 통하여 지역 도메인의 

IP 주소 공간이 외부 통신의 요구에 따라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도메인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외부 통신 참여자의 자

기인증 ID를 기반으로 도메인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인증 절차를 

거침 후 자신의 사설 IP 주소를 부여하여 도메인의 내부로 받아

들임으로써 도메인의 신뢰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 이름 검색 및 가상 IP 주소 할당

도메인 외부의 참여자와 통신을 시작하기 위하여 도메인 내부 

참여자는 외부 참여자의 가상 IP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 과정

은 기존의 DNS (Domain Name Server)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존의 DNS는 “host.company.com”과 같은 도메인 이름에서 

IP 주소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뢰통신 구조에서는 이 DNS 검색을 확장하여 도메인 이름에

서 IP 주소와 동시에 ID를 같이 검색해 주는 서비스로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통신 참여자에서 DNS에 검색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주는 기능을 변환기(Resolver)라 하자. 

<그림 9>는 도메인 A의 호스트 HS와 도메인 B의 호스트 

HD간의 통신 과정을 도시하고 있다. 우선 HS와 HD는 각각

의 도메인 관리자에 의하여 ID와 실제 IP 주소, <IDS  IP r
A>

과 <IDD  IP r
B>가 할당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 할당 정보

는 각 호스트의 변환기에 기록되어 있다. HS가 HD와 통신하

기 위하여 ResolverA에 HD의 주소변환 요청을 한다. 이 요

청은 ResolverA에 의하여 HS의 IDS와 함께 기존의 DNS

와 동일한 방식으로 ResolverB에게 전달된다. 이 요청을 받

그림 8. IP 주소공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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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ResolverB는 도메인 B의 GWB에게 새로운 IDS의 등

록을 요청한다. GWB는 IDS를 기반으로 도메인의 인증 절차

를 거친 후 자신의 가상 IP 주소 IPi
B를 할당하고 새로운 항목 

<IDS  IPi
B>를 변환 목록에 추가한다. 가상 IP 주소가 할당되면 

ResolverB는 ResolverA로 호스트 HD에 대응되는 IDD를 

회신한다. 이 회신을 받은 ResolverA는 도메인 A의 GWA에

게 새로운 IDD의 등록을 요청한다. GWA는 자신의 인증절차

를 거친 후 항목 <IDD  IPi
A>를 변환 목록에 추가한다. 이런 과

정을 거쳐 HS는 HD에 대한 IP 주소 IPi
A를 반환 받게 된다. 이 

가상 IP주소는 자신이 속한 도메인의 인증 절차에 따라 검증된 

후 부여된 주소이므로 HS는 별도의 보안 조치없이 도메인 내부 

통신과 동일한 신뢰 수준으로 HD와 통신 할 수 있다.

4. ID와 IP 주소의 변환

지역 도메인의 내부 통신은 기존의 IP 주소를 기반으로 하고, 

도메인의 외부 통신은 ID를 기반으로 하는 신뢰통신 구조를 따

르므로 가상 IP 주소를 가진 모든 패킷은 해당 GW로 전달되

어 IP 주소와 ID의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변환 과정

은 GW에 기록된 변환 목록을 따르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네트

워크 주소변환 (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 [6]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그림 9>에서 도메인 A의 GWA는 내

부 참여자 IPr
A에서 외부 참여자 IPr

B로의 통신 과정을 보여 주

고 있다. 내부 참여자로부터 GW로 전달된 IP 패킷은 발신지 주

소 IPr
A와 목적지 주소 IPi

A를 각각 IDS와 IDD로 변환하여 신

뢰통신 구조에 따라 전송된다. 이 패킷이 도메인 B의 GW에 도

착하면 다시 IDS와 IDD는 도메인의 B의 주소 공간에 IPi
B와 

IPr
B로 변환되어 도메인 B 내부로 진입한다. 도메인 B의 참여

자 IPr
B에서 도메인 A의 참여자 IPr

A로의 통신 과정은 반대 과

정으로 진행된다.

IP 주소에서 ID 기반으로 변환된 패킷은 각 도메인의 GW들 

간에 연결된 채널을 통하여 전달된다. GW 간의 통신 채널은 

기존의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ID를 기반으로 하는 신뢰통신 네

트워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채널의 안전성이 두 도

메인에서 요구하는 신뢰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 

GW에는 추가적인 보안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통신을 검증하는 기존의 보안 방식과 달리 신뢰통신에서는 도

메인이 원하는 안전성과 채널이 제공하는 안전성의 차이가 있

을 경우만 선택적으로 보안 기능을 가동한다. GW에 추가되는 

보안 기능은 기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Ⅵ. 결 론 

기존의 인터넷은 네트워크 자체를 안전하지 않은 비신뢰 네트

워크로 간주하고 보안 기능을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모델을 사

용하고 있다. 이런 보안 모델은 네트워크로부터의 모든 통신 감

시하여 위험을 탐지하고 사후에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그러나 이런 보안 방식은 이미 알려진 유형의 공격은 

방어할 수 있으나 새로운 공격 유형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방

어 수단이 강화되어야 하고, 공격이 지능화됨에 따라 방어 수단

도 복잡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공격과 방어가 끝없는 

경쟁하는 상황에서 탈피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격 차제가 

없는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신뢰통신 구조를 제안한다. 의심을 

기반으로 트래픽을 감시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해당 통신을 배

제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신뢰통신 모델은 상호 신뢰관계를 

가진 제한된 참여자들을 외부로부터 보호되는 도메인으로 설정

하여 공격자체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먼저 외부로

부터 보호되는 제한된 도메인에서 시작하고 외부 도메인의 GW

를 통하여 정해진 인증 절차를 거친 통신만을 허용하여 신뢰 영

역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신뢰통신 모델에서 수 많은 외부 참여자를 개별적으로 인증함

으로써 발생하는 확장성의 문제는 개별 참여자가 아닌 외부 참

여자가 속한 도메인과의 신뢰관계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인증하

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어떤 도메인에 속한 참여자는 

소속 도메인과 신뢰관계를 가진 다른 도메인과 별도의 인증 과

정 없이 통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도메인 다른 도메

인의 구성원이 되는 재귀적(recursive) 도메인 구성은 도메인의 

통신 범위를 전체 인터넷 규모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신뢰통신 구조의 신뢰관계는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특정 상대와의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상대

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원 확

인을 SCID를 사용하여 제3자의 개입 없이 인증이 이루어지는 

그림 9. 이름 검색 및 가상 주소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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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SCID를 사용하는 구조를 기존의 

IP 기반 응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응용의 통신 기능이 수

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뢰통신 모델을 기존의 인터넷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

메인 내부에서는 기존의 사설 IP주소를 ID 대용으로 사용하고 

외부와의 통신에서는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외부 참여자에게 

부여된 가상 IP 주소를 사용하고, 이 가상 IP 주소는 이 주소에 

대응되는 도메인의 GW에서 기존의 네트워크 주소 변환과 유사

한 방식으로 IP 기반 패킷을 ID 기반 패킷으로 변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변환 방식은 단일 관리체계를 가진 기업망이나 

홈 네트워크를 자율적 신뢰 도메인으로 성정하고 이들 도메인

이 공용 인터넷을 통하여 산호 연결되어 자신의 신뢰영역을 외

부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뢰 통신 구조는 통신참여자간 혹은 

신뢰도메인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신뢰란 상

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신뢰관계를 관리하고 유지하

는 문제가 신뢰통신 구조의 효용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문

제이다. 신뢰를 측정하는 수단은 상호 협약을 통하여 책임의 범

위를 결정하는 정책기반과 과거의 행적을 평가하는 평판 기반 

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러나 정밀한 신뢰 수준의 측정과 신

뢰 수준을 동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기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

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A. Feldman, Internet Clean-Slate Design: What and 

Why?, ACM SIGCOMM Computer Communications 

Review, Vol. 37, No. 3, July 2007, pp. 59-64

[2] J.Day, Patterns in Network Architecture: A Return to 

Fundamentals. Prentice Hall, 2008.

[3] 박용규, 사이버대피소를 통해 본 ‘12년도 DDoS 공격동향 분

석, KISA,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2월호

[4] ISO/IEC 27000:2009 (E). (2009). Information tech-

nology - Security technique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 Overview and vocabulary. 

ISO/IEC. 

[5] R. Thayer, N. Doraswamy and R. Glenn, IP Security 

Document Roadmap, IETF RFC 2411

[6] K. Egevang, P. Francis, The IP Network Address 

Translator (NAT), IETF RFC 1631

[7] Mirkovic, Jelena, and Peter Reiher. “Building ac-

countability into the future Internet.” Secure Net-

work Protocols, 2008. NPSec 2008. 4th Workshop 

on. IEEE, 2008.

[8] Andersen, David G., et al. “Accountable internet pro-

tocol (AIP).” ACM SIGCOMM Computer Communica-

tion Review. Vol. 38. No. 4. ACM, 2008.

[9] Zhang, Xin, et al. “SCION: Scalability, control, and 

isolation on next-generation networks.” Security and 

Privacy (SP), 2011 IEEE Symposium on. IEEE, 2011

[10] Bonatti, Piero, et al. “An integration of repu-

tation-based and policy-based trust manage-

ment.” networks 2.14 (2007)

[11] M. Blaze, J. Feigenbaum, and J.Lacy. Decentralized 

trust management. In Proceedings of IEEE Confer-

ence on Security and Privacy, 1996

[12] P. A. Bonatti and D. Olmedilla. Driving and moni-

toring provisional trust negotiation with metapoli-

cies. In IEEE 6th International Workshop on Policies 

for Distributed Systems and Networks (POLICY), 

pages 14–23, Stockholm, Sweden, jun 2005. IEEE 

Computer Society.

[13] S. Marsh. Formalizing Trust as a Computational 

Concept. PhD thesis, Uni. of Stirling, 1994.

[14] N. Li and J. Mitchell. RT: A Role-based Trust-man-

agement Framework. In DARPA Information Sur-

vivability Conference and Exposition (DISCEX), 

Washington, D.C., Apr. 2003

약   력

1978년~1984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석사

1987년~1992년 미국 Univ. Delaware, 컴퓨터과학 박사 

1984년~ 199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1993년~2000년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00년~2009년 ㈜ 라오넷 대표이사

2009년~2012년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책임연구원/단장

2013년~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연구원

관심분야:  네트워크 구조, 프로토콜 공학, 미래인터넷, 

신뢰통신

전�우�직

38 | 정보와 통신

주제 | 트러스트 기반의 신뢰 네트워크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