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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9년 MIT의 캐빈 애시턴은 사물인터넷이라는 용어를
“인간과 사물, 서비스 세 가지 분산된 환경 요소에 대해 인
간의 명시적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
보처리 등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이라
고 정의하였다[1].
현재 사물인터넷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정에서는 다양한 가전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집안
의 상태를 확인하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제어하
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가전뿐 아니라, 자동차, 전력, 의료, 
건강관리, 제조, 농업, 재해 재난관리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사물로부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어 공유되고 있으

며, 이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지능정보
사회로의 발전을 가속화 한다.
지능정보사회란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통해

생성, 수집, 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지능정보
기술이 경제, 사회, 삶의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사회로 데이터와 지식이 기존의 생

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보다 중요해지고, 다양한 제품과 서
비스의 융합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데이터 중심의

사회이다[2]. 이러한 사회에서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
로써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2015년 IDC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데이터규모는 2020년 44 ZB로 7년간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신뢰도 부재 및 신뢰관리 기술의 부족

으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발
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뉴스 중 1 %의거짓 뉴스로 인한 개
인, 기업, 사회적 피해액이 연간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따라서 데이터 및 시스템의 전반적인 신뢰기술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미국은 CPS(Cyber Physical 
System) 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공격 방어 수단으로 신뢰 기
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필요성에 대한 신뢰 기술을 연구 중이다. 또한 국제표준화
단체인 ITU-T는 2016년 4월 미래 ICT 인프라와 서비스를
위한 트러스트 프로비저닝 기술 보고서[3]를 발간하였으며, 
ITU-T SG13은 트러스트 개념, 프로비저닝 기술, 신뢰 ICT 
인프라, 신뢰정보 수집, 분석 유통 등 관련 표준개발을 활발
하게 추진 중이다. 국내의 경우,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고 신
뢰 사물지능 생태계 창출을 위한 신뢰 정보 인프라 프레임

워크[4]를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사물인터넷 신뢰기술의 전반적

인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다양한 관
점의 신뢰개념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사물인터넷을 위한
신뢰 모델 및 신뢰 측정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신뢰관련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Ⅱ. 분야별 신뢰 개념 및 특징

사회학적 관점에서 신뢰란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타인이

장차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주관적이고 확률적인 기대

로 정의되고 있다[5]. 따라서 우리는 신뢰를 가진 타인과의
거래는 비 신뢰적인 타인과의 거래에 비해 위험 발생이 낮

을 것으로 간주한다. 검색 시스템은 다양한 검색 결과 중 특
정 대상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
로 다양한 상호작용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신뢰는 그 대상이나 환경, 조건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

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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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뢰의 속성[3]

∙ 동적(dynamic): 신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A는 과거
에 B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B를 신뢰하지
않는다.

∙ 문맥 종속적(context-dependent): 신뢰는 상황이나 조건, 
분야에 따라 다르다. A의 의학적인 조언은 신뢰하지만, 
A의 문학적 의견은 신뢰하지 않는다.

∙ 비이행성(not transitive): 타인이 신뢰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대상을 신뢰하지는 않는다. A가 B를 신뢰하고, B가 C
를 신뢰할 때 A가 C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 비대칭적(asymmetric): 신뢰는 대상에 따라 객관적인 신
뢰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가 B를 신뢰한다고 해서 B가 A를 신뢰하
지는 않는다. 주관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1]은 신뢰를 나타내는 다양한 키워드를 보여준다. 
신뢰는 분야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공통적
으로 제정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
에서의 신뢰의 정의를 알아본다.
사전적인 의미의 신뢰는 객체나 사람의 무결성, 힘, 능력, 

확실성 등을 의미하며,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믿음(belief): 특정 브랜드, 회사 등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
는 과거의 경험으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과거의 경험에 따라 그 대상에게 생기는 신뢰. 예를
들어 과거에 아이폰을 사용하여 만족한 경험이 있다면

애플에서 새로 출시하는 아이폰을 신뢰할 수 있다.
∙ 평판(reputation): 특정 대상에 대한 타인의 평가로 인해
형성되는 신뢰. 예로 특정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남긴
의견이나 점수를 참조하여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것

∙ 추천(recommendation): 나와 관계가 있는 타인의 제안을
통해 생기는 신뢰로 평판과 유사하지만, 의견을 남기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나와 친구, 가족, 동료와 같
이 특정 관계로 연결된 사람으로 평판보다 좀 더 주관적

이며, 영향력이 강함

컴퓨터 과학의 관점에서 신뢰는 위에서 설명한 사회적

신뢰 개념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사용자와 시스템 관
점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 사용자 관점: 심리학 및 사회학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특
정객체가가지고 있는다른 객체의 미래행동에관한 주

관적인 기대

∙ 시스템 관점: 특정 장치나 시스템이 예정된 목적을 충실
히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신뢰는 직접(개인)적인 신뢰
와 간접적 신뢰로 정의할 수 있다.
∙ 직접적 신뢰: 두 개체 간 신뢰 관계에 의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개념으로 A는 B와 몇 번의 성공적인 상호작용
(예: 데이터 전달, 처리 등)을 수행한 뒤 B를 신뢰한다.

∙ 간접적 신뢰: 타 개체의 권고에 의해 형성되는 신뢰로 B 
객체가 C 객체를 신뢰하며, 동시에 C 객체가 신뢰성이
있다고 권고한다면, B 객체를 신뢰하는 A 객체는 B 객체
의 권고를 통해 C 객체를 신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뢰는 분야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

으며, 신뢰를 적용하는 분야에 따라 신뢰 측정, 신뢰도 생성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구
성요소나 서비스에 관한 신뢰 정보를 수집, 측정,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Ⅲ. 사물인터넷을 위한 신뢰 기술

3-1 신뢰 인프라 및 프레임워크 기술

본 장에서는 고 신뢰 사물지능 생태계 창출을 위한 신뢰

인프라 및 프레임워크 기술[4],[6]에 대해 소개한다. [그림 2]
는 SCP(Social/Cyber/Physical) 인프라에서의 신뢰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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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CP 인프라에서의 신뢰 개념[6]

념을 보여준다. SCP 인프라는 물리, 사이버, 소셜 도메인으
로 구성된다. 물리적 도메인은 센서(온도, 압력 등), 엑츄에
이터 및 모바일 터미널과 같은 수많은 장치가 포함되어 있

으며, 이와 같은 장치는 물리적 대상의 상태 및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사이버 도메인은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컴퓨터, 저장소 및 네트워크
요소에서 수행되는 가상의 객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의 객체는 원활하게 상호 연결되어 데이터 코딩, 전송, 
융합, 마이닝 및 분석을 통해 사람에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
한다. 마지막 사회적 영역은 개인과 지역사회간의 상호작용
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3개의 다른 영역은 영역간의 상호
의존적인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인프라는 다음과 같이 각 영역별 혹은 영역간의

신뢰 모델을 제공한다.
∙ 물리적(physical) 신뢰: 물리영역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이것은 시스템이나 서비
스 신뢰 제공의 가장 기본 요건이 된다. 시스템 정지, 사
고, 악의적인 제어 등의 신뢰성 문제를 감지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물리적인 객체의 상태를 파악한다. 상당히 많
은 양의 데이터가 제한된 자원을 가진 장치에서 생성되

므로, 효율성, 정확성 등의 데이터 처리 신뢰성을 제공하
기 위해 경량화 된 보안 및 신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 사이버(cyber) 신뢰: 가상의 객체가 사이버 영역에서 안
전하게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객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협력할 대상
을 선택할 때 신뢰 지표를 이용한 신뢰를 평가하는 것이

다. 또한 사이버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정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집되고 처리된 데이터, 정보, 지식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 소셜(social) 신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지식이
활발하게 공유되면서 서비스 제공자의 신뢰뿐 아니라, 
사용자간의 신뢰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소셜 신뢰는
특정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기대에 따라

생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다른 커뮤니티의 구
성원이 해당 커뮤니티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소
셜 네트워크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다고 판단되면, 
자신이 공유한 경험이나 지식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

향으로 남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그들의 경험이나 지식

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 SCP 신뢰: 사람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며, 물리
적 개체들은 사이버 개체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장치/소셜 네트워크 등의 정보를 수집, 처리, 전달
하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SCP 영역은 하나의 서비스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SCP 영역간의 신뢰를 정
의하고 관리해야 서비스 영역의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

∙ 교차 영역 서비스 신뢰: 신뢰 관리는 하나의 영역 혹은
서비스에 국한되어 설계하고, 다른 영역의 신뢰 관리 시
스템과의 기능 결합을 통해 교차영역 서비스의 신뢰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영역간에 신뢰 관계
관리를 위해 영역 내의 신뢰 가능한 정보를 다른 영역에

배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뢰 서비스 브로커
링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그림 3]은 앞서 설명한 다양한 영역의 신뢰를 정보통신
기술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

된 신뢰 프레임워크이다. 이는 크게 4가지(신뢰 에이전트, 
신뢰 분석 및 관리 플랫폼, 신뢰 서비스 인에이블러, 신뢰
서비스 브로커)로 구성되어 있다.
∙ 신뢰 에이전트: 신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를
하여 신뢰 분석 및 관리 플랫폼에 전달한다.

∙ 신뢰 분석 및 관리 플랫폼: 이는 신뢰 에이전트로부터 수
집된 신뢰 데이터를 모델링, 저장, 추론, 신뢰 계산 및 관
리하여 특정 신뢰정도의 만족 여부를 판단한다.

∙ 신뢰 서비스 인에이블러: 이는 SCP 인프라를 기반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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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뢰 프레임워크 구조[6]

[그림 4]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신뢰 프레임워크[7]

비스를 위한 신뢰 지식을 제공한다. 신뢰 지식 제공을 위
해 객체 간 신뢰 연결을 생성하고, 객체의 식별 및 인증
을 제공한다. 또한 신뢰 지식을 기반으로 신뢰 기반 추천
을 제공한다.

∙ 신뢰 서비스 브로커: 일반적으로 하나의 객체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가정, 사무실, 은행 등의 다양한 공동
체에 다수의 신뢰 수준을 가질 수 있다. 각 영역은 영역
별 신뢰 관계 분석을 위해 각자의 신뢰 평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 서비스 브로커는 다른 신뢰 분
석 및 관리 플랫폼을 통해 영역별 신뢰 정보를 공유하고, 
배포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신뢰 프레임워크를 통해 영역 별, 영역 간에

전반적인 신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신뢰 정보를 통해
객체의 신뢰를 판단하여 신뢰 가능한 정보 및 객체를 추천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물리, 사이버, 소셜 영역간의 신뢰
를 기반으로 서비스 도메인이 신뢰를 제공하고, 서비스 도
메인간의 신뢰정보 공유를 통해 종합적 신뢰를 제공한다.

3-2 신뢰 모델링 기술

신뢰는 주관적, 객관적 특징을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신
뢰 대상의 특성 및 관계, 환경,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요소들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신뢰관리를 위한 다
양한 신뢰 모델의 특징을 살펴본다.

3-2-1 STrust: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신뢰 모델

소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소셜 사물인터넷의 신뢰 모델

은 대부분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신뢰 모델에서

파생되었다. 웹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직․간접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나 정보

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간 신뢰를 기
반으로 그들의 생각, 의견,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의 요
구가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7]은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신
뢰 모델인 STrust를 제안하고, 소셜 자산(social capital)이라
는 개념을 정의하였다. 소셜 자산이란 대상 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호작용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Putnam의 정의에
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한 사람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타인
과 연결되면서 그룹의 전반적인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변

화시킨다는 것이다.
STrust는 상호작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

는 명성(popularity) 기반의 상호작용으로, 이는 특정 멤버의
신뢰가 높을 때 해당 그룹의 멤버와 상호작용이 높아짐을

나타낸다. 두번째는참여(engagement) 기반 상호작용으로이
는 다른 그룹의 멤버를 특정 멤버가 신뢰할 때 높아지는 상

호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두 대상간의 상대적인 의미로 표
현할 수있으며, 이러한 신뢰를 표현하기위해 [그림 4]와같
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
∙ 사용자는자신의계정을 생성하고, 개인적인 프로파일정
보를 제공한다.

∙ 자신의 취향 및 특징을 정의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들어사용자는자신을표현하기위한그림이나아바

타를 선정하거나, 관심 있는 행사 혹은 친구를 선택한다.
∙ 사용자는 소셜 자산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친
구 신청을 하거나, 접수된 친구 신청을 수락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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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셜 자산 네트워크 모델[7] [그림 6] 신뢰 기반 데이터 사용성(TDU) 구조[8]

타인이 생성한 콘텐츠에 의견을 남기는 등 다양한 상호

작용을 수행한다.
∙ 사용자의 프로파일이나 상호작용 내역을 기반으로 특정

사용자나 커뮤니티의 신뢰를 계산한다.
∙ 지금까지 생성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추천을 제공한

다. 추천은 콘텐츠 기반 추천과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으
로 구분한다. 콘텐츠 기반 추천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지만, 프로파일이 유사한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며, 협업 
필터링은 상호작용의 유사도가 높은 사용자 간에 이루

어진다.

[그림 5]는 위에서 설명한 소셜 자산을 네트워크 모델로
나타낸 것이다. 노드간의 상호작용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
었으며, 각 상호작용의 종류를 능동적, 수동적으로 구분하
여 표현하였다. 능동적인 상호작용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
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동적 상호작용
은 생성된 콘텐츠를 읽거나, 정기적으로 특정 페이지에 방
문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 신뢰 상
호작용의 방향별로 긍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을 구하고, 이를
취합하여 특정 대상의 신뢰를 계산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입력 비율, 출력 비율을 기반으로 한 활동성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며, 긍정적인 활동 비율을 계산하여 부정적, 악의
적 노드나 그룹을 추출하는데 효과적이며, 소셜 사물인터넷
을 위한 신뢰 모델에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3-2-2 스마트 시티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신뢰 모델

사물인터넷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는 그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스마
트 시티의 경우, 다양한 영역 및 주체의 데이터가 수집, 전
달, 처리되는 환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데이
터 사용의 투명성 및 정보제공자의 신뢰성 제공이 없다면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의 다양한 변환이 수행되므로, 프라이버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사용에 관한 제약 및
의무사항을 강요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이 요구된다. 참고문
헌 [8]은 스마트 시티 공기 오염 측정 시나리오를 통하여 데
이터 공유를 위한 신뢰 모델을 제안한다.

[그림 6]은 참고문헌 [8]에서 제안하는 Trust-based Data 
Usage(TDU) 구조로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인프
라계층은스마트시티를위한 WSN(Wireless Sensor Network) 
영역, 다양한 사물인터넷 객체를 포함한 스마트 홈 및 빌딩
등을 포함하여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

다. 플랫폼 계층은 온톨로지, 데이터, 정책, 어플리케이션 관
리를 제공하는 미들웨어이다.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
하고, TDU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정책에 따른 데이터 사용
제어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 계층인 어플리케이션 계층
은 인프라에서 전달된 공유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용자 어플

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 소유주가 설정한 정책
에 맞게 전달된 센서 데이터를 소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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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데이터 사용 투명성 및 책임 메커니즘[8]

[그림 8] 신뢰기반 데이터 사용성 온톨로지(TDUO)[8]

[그림 7]은 신뢰 기반 데이터 사용성(TDU)에서 데이터 사
용의 투명성(transparency) 및 책임(accountability)을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온톨로지 관리자는 개발자가 제공하는
관리(manage) 온톨로지를 관리한다. 데이터 소유주는 학술
적, 산업적 이용과 같은 데이터 사용성에 대한 기준을 지정
한다. 특정 장소나 기준에 따라 산업적, 학술적 이용을 허용
할 수 있다. 데이터 관리자는 소유주로부터 받은 정책 정보
를 TDU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신뢰 정책(trust policy) 데이터
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인프라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관리자에게 전달되며, 신뢰성제공을위해 신뢰 정책에서 특
정 룰을 추출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어노테이션 한다. 어플
리케이션에서 데이터에 대한 사용 요청이 접수되면 어플리

케이션 관리자는 정책 관리자를 통하여 해당 정책 및 어플

리케이션에 관한 신뢰성을 확인하며, 접근이 유효할 경우, 
데이터 관리자를 통하여 어플리케이션 관리자에게 데이터

를 전달한다. 어플리케이션 관리자는 데이터 사용 이력을
추적하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절차
를 통해 데이터 소유주는 자신이 소유하는 데이터의 사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8]은 신뢰 기반 데이터 사용제어를 위한 온톨로지

모델(Trust-based Data Usage Ontology)이다.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 사용 정책과 조건을 정의한다. 신뢰 데이터 사용 정
책은 obligation, forbidden, permission 3가지 상태로 정의되며, 
제약 조건은 spatiality, temporality, abstraction 3가지로 정의
한다. TDU 기반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은 특성에 따라 고
려해야 할 많은 참여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
이 각자의 신뢰 정책을 정의할 경우, 비 일관적 충돌을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돌 해결 로직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소유주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허가받은 기
관은 공기 평균 오염도에 접근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자에
게는 특정 기간이나 지역 단위의 통계적 데이터만 접근 가

능하다. 만약 상업적 이용자가 세부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온톨로지 기반의 추론작업을 통해 접근 가능 여부를 판단한

다. 이러한 데이터 사용의 트렌젝션 정보는 지속적으로 기
록되어 추후 데이터 공급자에게 보고됨으로써, 데이터 사용
성 모니터링 및 제어를 제공한다.
해당 연구는 REST Web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의 플랫폼인 Openshift를 사용하여 플랫폼을 구현하였다. 
CoAP 및 DPWS 기반의 센서를 활용하여 대기 오염 데이터
를 생성하였으며, 이와 같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
뢰 데이터 사용성 제어를 수행했을 시 0.1초 미만의 추가적
인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였다.

3-2-3 소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신뢰 측정을 위한 주관

적(Subjective) 모델

소셜 네트워크 기술이 사물인터넷 기술과 결합되면서 소

유주의 소셜 관계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물간에 소셜 관계를

설정하는 소셜 사물인터넷 환경이 대두되었다. 이것은 소셜
관계를 기반으로 보다 연관성 높은 정보를 찾는 새로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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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신뢰 기반 크로스 도메인 메타데이터 모델[10]

법을 제공한다. 하지만 악의적 공격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협업하는 대상 간에 신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9]는 소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대상간의 신뢰를 특정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

으며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를 정의하였다.
∙ 피드백 시스템: 특정 트랜젝션에 대한 만족도를 0～1로
나타낸 점수

∙ 트랜젝션 수: 두 대상간에 트랜젝션 횟수를 통해 비 정상
적인 트랜젝션을 감지할 수 있다.

∙ 신용도(credibility): 노드의 신뢰 정도를 0～1 로 나타낸
점수

∙ 트랜젝션 인자: 특정 트랜젝션에 가중치를 둘 수 있는 변
수로써 가장 중요한 트랜젝션에 1, 중요하지 않은 트랜
젝션에 0의 값을 지정한다. 특정 서비스에 알맞은 트랜젝
션에 중요도를 정의할 수 있다.

∙ 관계 인자: 관계의 종류마다 중요도를 0～1 사이의 점수
로 나타낸 것으로 같은 소유자를 갖는 관계의 경우, 가장
중요한 0.9로 부모 객체가 같은 관계의 경우 0.5로 낮은
점수를 갖는다.

∙ 중심도(centrality): 소셜 관계와 대상을 노드와 간선으로
표기하였을 때 노드에 연결된 정도가 많아 전체 그래프

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소셜 네

트워크상의 리더쉽을 표현한다.
∙ 계산 능력: 장치의 컴퓨팅 능력(지능)을 표현하는 지수로
써 4가지 클래스로 구분하였다. 스마트폰과 타블릿처럼
계산능력이 뛰어난 장치를 가장 높은 클래스인 0.8, RFID
와 같이 능력이 제한적인 장치는 0.2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요소는 아래 식에 의해 가중치 합으로 취

합되어 노드 I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한다. Rij는 중심도,  Ij는
계산능력, Odir는 I에 대한 j의 직접적인 피드백 점수, Oind는

공통 친구들의 피드백 점수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모델은 이동형 모델인 SWIM(Small World In 
Motion) 모델로 800개의 노드를 생성하여 실험한 결과, 신뢰
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대비하여 전달 성공률이 15 % 이상

향상됨을 보였으며, 악의적 노드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실험
에서는 70 % 비율의 악의적 노드가 존재할 때에도 전달 실
패율이 20 % 초과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해당 연구는 소
셜사물인터넷환경의신뢰측정을위해직․간접적평가점

수 및 트랜젝션 수 및 중심도를 활용하여 낮은 신뢰를 갖는

악의적 노드를 판단하여 전달 성공률을 높였다.

3-2-4 신뢰 기반 크로스도메인 메타데이터 모델

현재 사물인터넷은 사물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생

각, 상태정보를 공유하거나 다양한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
다. 결과적으로 사물,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크로스
도메인 환경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사물 혹은 사람들
은 소셜 관계를 기반으로 센싱 데이터, 콘텐츠를 활용하고, 
나아가 서로 다른 영역간에 연관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

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무분별하거나
악의적인 데이터, 콘텐츠의 활용을 막기 위한 신뢰 모델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0]은 이를 위해 신뢰 기반 크로스 도메인 메

타데이터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그림 9]는 참고문헌 [10]에
서 제안하는 크로스 도메인 자원을 위한 신뢰 모델로 3가지
하위 모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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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추상화된 신뢰 모델[10]

[그림 11] 신뢰 계산 지수[10]

∙ 신뢰 모델: 크로스 도메인 자원의 신뢰 관리 및 계산을
위한 신뢰 프로파일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델이다. 신
뢰 모델은 [그림 10]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사용성 모델: W3C의 PROV 데이터 모델[11]을 확장하여

크로스 도메인 자원의 프로비넌스(provenance) 정보 및
사용성 정보를 표현한다.

∙ 관계 모델 : 크로스 도메인 자원의 프로파일 정보와 자원
간 소셜 관계 정보를 표현한다.
위에서 설명한 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신뢰를 측정한다. 크로스 도메인 환경의 다양한 자원들은
그 특성에 따라 Agent와 Entity로 분류하며, [그림 11]은 참
고문헌 [10]에서 제안하는 신뢰 계산 지수들을 보여준다.

Agent는사람, 사물과 같이 소셜관계를 형성하고, 콘텐츠 
및 자원을 생성, 활용하는 대상을 나타내며, Entity는 Agent
에 의해 생성 활용되는 데이터, 콘텐츠를 의미한다.

Agent 신뢰도는 프로파일의 완성정도를 나타내는 프로파
일(profile) 지수, 소셜 관계 중심도를 나타내는 소셜(social) 
지수, 해당 Agent의 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사용성(usage) 지
수, 다른 사용자의 평가점수인 등급(rating) 지수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Entity 신뢰도 역시 해당 엔터티를 사용한 사용자의 평가
점수인 등급 지수, 엔터티 내용적 신뢰성을 나타내는 신뢰

성(reliable) 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히 센서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전달시 암호화, 에러정정 프로토콜의 지원 여
부를 나타내는 보안(secure) 지수를 포함하고 있다. 콘텐츠
의 경우, 출처 및 활용 정도를 표현하는 사용성 지수를 활용
한다.
각 신뢰도 계산에 활용되는 신뢰 지수(Trust-index)들은

서비스 및 요청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각각의 가중치를 부

여한다. 결과적으로 요구사항에 적합한 자원이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해당 모델은 다양한 크로스 도메인 환경에

존재하는 자원들을 소셜 관계를 통해 연결하고, 신뢰 및 사
용성 모델을 추가하여 대상의 신뢰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에 따라 가중치를 결정하여 총 신뢰도를 계
산한다. 따라서 신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구성요소
의 검색 및 비신뢰 노드의 구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3 신뢰 측정 기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신뢰는 환경, 상황,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신뢰 측정 기
술 또한 매우 다양한 연구 분야가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다
양한 종류의 신뢰 측정 기술 영역 및 측정 기술에 대해 알아

본다.

3-3-1 사물인터넷을 위한 신뢰측정 기술 분석

사물인터넷을 위한 신뢰 측정기술은 신뢰 측정 대상 및

범위에 따라 다양한 연구 영역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12]는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신뢰 측정 기술을
분석하고, 이를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신뢰 계산
기술의 활용 빈도에 따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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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신뢰 측정 기술 분류 트리[12]

[그림 12]는 참고문헌 [12]에서 개발한 분류 트리로 3단계
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 5종류의 하위 영역을
가지고 있다. 붉은색 선으로 표기된 기술은 가장 많은 활용
빈도를 가지고 있으며, 노랑색은 보통, 파랑색은 낮은 빈도
를 갖는다.

1단계 영역은 신뢰 구성, 신뢰 전파, 신뢰 집계, 신뢰 갱
신, 신뢰 형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신뢰 구성(composition): 신뢰를 계산하는데 활용되는 요
소를 연구하는 것으로 서비스 QoS 신뢰와 소셜 신뢰를
포함하고 있다. QoS 신뢰는 성능 중심적인 신뢰 요소로
써, 사물인터넷 장치가 서비스 및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
의 응답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패킷 전달률, 에너지
소비량, 응답속도 등의 지표들을 활용한다. 소셜 신뢰
는 소셜사물인터넷에서사용자가소유한장치의소셜관

계를 통해 측정되는 신뢰 요소이다. 이는 연결정도(con- 
nectivity), 친밀감(intimacy), 정직성(honesty) 등과 같이 성
능적 지표가 아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용자간

의 소셜 요소를 통해 신뢰를 측정한다.
∙ 신뢰 전달(propagation): 신뢰 계산을 위한 신뢰 정보를 어
떻게 전달하는지에 관한 연구로 분산형과 중앙집중형 방

식이 있다. 분산형 방식은 중앙 집중형 요소가 없는 환경
에서 장치 간에 신뢰 정보를 전달한다. 중심 역할을 하는
대표노드를 선출하여 전달하거나, 각각의 저장소를 가지
고 이웃 노드에게 신뢰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 신뢰 집계(aggregation): 다른 개체에 의해 수집, 생성된

신뢰정보를 집계하는기술로써가중치 합(weighted sum), 
Belief theory, Bayesian inference, Fuzzy logic, 회귀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가중치 합으로 신뢰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신뢰 요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집계하기 위해 각 요소별로 가중
치를 두어 최종적인 신뢰도를 계산한다. 이는 특정 용도
에 맞게 가중치를 정해둔 정적 가중치 합과 가중치를 변

경하여 최적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동적 가중치 합 방식

을 포함하고 있다.
∙ 신뢰 갱신(update): 신뢰정보는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적절한 갱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event-driven, time-driven 방식이 있다. Event-driven 방식은 
신뢰 계산에 필요한 신뢰 정보가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새로 계산된, 혹은 수집된 신뢰 정보를 활용하
여 신뢰를 갱신하는 방법이다. Time-driven 방식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신뢰를 갱신하는 방법이다.

∙ 신뢰 형성(formation): 신뢰 형성은 다수의 신뢰 속성으로
부터 종합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고려하는 신
뢰 속성의 개수에 따라 단일 신뢰와 다중 신뢰로 구분한

다. 단일 신뢰는 하나의 신뢰 속성만을 고려하는 방법이
다. 예를 들어 서비스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서
비스 품질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정하며, 소셜 사물인
터넷 시스템에서는 서비스 요청자와 공급자간의 소셜 관

계를 고려한다. 다중신뢰의 경우, 신뢰가 다차원적이라
는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다수의 신뢰 속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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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소셜 사물인터넷을 위한 신뢰 모델[13] [그림 14] 타겟 유즈케이스 시나리오의 그래프 표현[13]

이와 같이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요구되며, 환경, 대상,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맞는 신뢰 측정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3-3-2 소셜 사물인터넷을 위한 신뢰측정 기술

소셜 사물인터넷의 사물들은 소유주의 소셜 관계에 따라

다른 사물의 신뢰도를 판단하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사물
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평판 기반 신뢰 측정
기술은 사물간의 관계를 그래프 모델로 표현하여 서로간의

연결정도를 바탕으로 신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참고문헌 [13]은 RpR(Recommendations plus 

Reputations)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지식(knowledge), 추천(re- 
commendations), 평판(reputations) 3가지 요소로 정의된다. 첫
번째 요소인 지식은 사용자의 경험을 토대로 구축된 주관

적인 신뢰 요소로 본 논문에서는 해당 요소를 제외하고, 객
관적 신뢰 요소만을 다룬다. 두 번째 신뢰요소인 추천은 해
당 요소에 대한 다른 사물 혹은 친구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객체의 의견(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마지막 신뢰 요소인 평
판은 추천과는 비슷하지만,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객체의 의견(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를
말한다.
신뢰 모델의 최종 결과는 관계에 따라서 신뢰 정보를 교

환하고, 특정서비스를위해협업해야할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신뢰 기반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13]은 참고문헌 [13]에서 제안하는 신뢰 모델을 보
여준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3가지 요소가 존재하며, 각
요소는 다양한 신뢰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추천은 직접적
으로 연결된 객체의 신뢰 태도를 평가한 것으로 친구 관계

에 있는 객체의 경우, 해당 객체의 행동, 능력, 약점 등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모르는 객체의 평가와 다른 성질을 가지
고 있다. 평판 정보의 경우, 친구가 아닌 대상에 의해 평가
된 신뢰로써 이전에 실시된 거래의 만족도 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친구와 친구가 아닌 타 객체에 의한 평가를 종합

하여 RpR 모델이 제안되었다.
[그림 14]는 참고문헌 [13]에서 제안하는 유즈케이스 모

델로 자동차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다. 제안 모
델은 분산형 환경에 맞게 각자의 신뢰값을 기록한다. A와 D
가 친구 관계일 때 E는 B와의 소셜 관계를 통해 A의 평판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적용하여 객체 간 방향
성 있는 가중치 그래프를 생성한다. 이때 다른 객체에 비해
출력 링크가 많은 객체의 경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그룹의 객체가 이를 통해 다른 객체의 정보를 쉽게 얻

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입출력 링크의
비율에 따라 해당 객체의 신뢰를 판단한다. 비슷한 종류인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의 경우, 객체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성능이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RpR 알고리즘의 경우, 상위
20 %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객체의 점수가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비 신뢰 객체를 검출하는 능력이
2배 가량 향상되었다.

3-3-3 추천 시스템 기반 사물인터넷 신뢰 및 평판 모델

사물인터넷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장치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처리능력 및 기능을 가지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하고, 가용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산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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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신뢰 및 평판 모델의 처리 단계[14] [그림 16] 상황적 경험 추출 예시[15]

유리하다. 분산 환경에서는 유사한 기능 혹은 작업을 수행
하는 장치를 가상의 클러스터로 그룹화하고, 대표 노드를
선출하여 해당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
서 참고문헌 [14]는 추천 시스템 기반 사물인터넷을 위한 신
뢰 및 평판 모델을 [그림 15]와 같이 7단계로 구성하였다.
∙ Data 수집: 사물인터넷 장치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
집하고 전송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부가적인 정보(전
송률, 손실률, 배터리 상태, CPU, 메모리 사용률, 평가 및
기밀 플래그 등)는 알파노드에게 취합되어 관리된다. 취
합된 평가 정보는 장치 간 상호작용의 만족도를 표현하

며, 0～5 사이의 값을 가지는 행렬로 표현된다.
∙ 가상 클러스터링: 장치 간에 적절한 그룹을 형성하기 위
해 평가 행렬 간 차이를 기반으로 평활화 계수를 정한다.

∙ 가중치 계산: 추천 품질은 과거 점수의 정확도에 따라 결
정되며, 높은 정확도는 1, 가장 낮은 정확도는 —1을 가
진다. 또한 노드 간 유사도가 높을수록 해당 노드의 값은
보다 큰 가중치를 갖는다.

∙ 트랜잭션: 노드 간에 트랜잭션을 시작할 때 기밀 플래그
의 내용에 따라 정보의 기밀성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 신뢰 계산: 앞서 계산된 평가행렬, 가중치, 평활화 계수
를 통해 아래 식과 같이 신뢰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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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분류: 계산된 신뢰도에 따라서 노드의 신뢰 여부를
판단(분류)한다.

∙ 평가 갱신: 트랜잭션이 종료되면 해당 결과에 관한 평가

점수를 갱신한다.
결과적으로 이 모델은 과거 평가 점수의 정확성 확률 및

노드 간 유사도, 갱신되는 평가 값 등을 적용하여 노드 간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동일 클러스터 내에서
신뢰도가높은노드에높은가중치를부여하여 bad mouthing, 
good mouthing, ballot stuffing 공격과 같은 악의적인 노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3-4 상호작용 및 평판 기반 적응형 사물인터넷 신뢰 추

정 기법

기존의 소셜 사물인터넷 기반의 신뢰 추정 기법은 상황

에 종속적이며, 동적으로 변화하는 신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참고문헌 [15]는 개인적 신뢰 요소와 관
념적 평판을 결합한 사물인터넷 신뢰 추정 기법을 제안하였

다. 이 기법은 상황 특징 정보 수집, 경험 추출, 개인적 신뢰
도 계산, 관념적 요소를 결합한 최종 신뢰도 계산의 4가지
단계로 수행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황 특징(situational characteristics) 수집: 사용자가 장치
를사용할때장치의유형, 역할, 위치정보와같은상황특
징 정보를 수집한다. 장치의 유형은 동일 유형의 장치에 
관한 사용자의 상호작용 경험을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task-aware place ontology와 UPnP device ontology를
통해 예상되는 역할을 도출한다.

∙ 상황적 경험(situational experience) 추출: 수집된 현재 상
황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상호작용 경험을 추출하고, 동
일한 유형의 장치에 관한 경험 기록을 추출한다. [그림
16]은 추출된 상황적 경험 벡터를 나타낸다. 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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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M5 모델 트리의 인스턴스 예시[15] [그림 18] W3C PROV 데이터 모델[11]

특징 벡터와 이에 해당되는 상황의 긍정적, 부정적 점수
및 과거의 신뢰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경험 기반(history-based) 개인적 신뢰도 계산: 추출된 상

황적 경험과 신뢰 값 사이의 연관성은 M5 트리 학습 알고
리즘으로 연결된다. 이는 의사결정 트리를 활용한 분류방법
으로 [그림 17]과 같이 상황 특징 벡터가 입력되면 해당 벡
터의 내용에 따라 간선(edge)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선형
모델을 선정한다.
관념적 평판(stereotypical reputation)을 적용한 최종 신뢰

계산: 최종적인 신뢰도는 개인 신뢰도, 불확실성, 관념적 평
판 등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아래 식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또한 참고문헌 [15]는 제안하는 추정 방법의 평가를 위해 서
로 다른 29개 장소, 87가지의 상황을 정의하여 21명의 사용
자를 대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대상 장치를 신뢰하는 정도

를 조사하였다. 신뢰도 추정 계산은 Weka를 활용하여 수행
하였다.


   

  


   
  



이와 같이 참고문헌 [15]는 상호작용 및 경험에 의한 개
인적 신뢰와 공공장소의 특징을 반영하는 관념적 평판을 고

려한 사물인터넷 장치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비 개인적(non-personal) 신뢰는 특정 유형 장치에 관
한 기존 경험 정보가 없어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더 많은 상황적 특성 및 경험정보가 주어질 시 보다 정확한

신뢰 추정이 가능한 것을 보였다.

3-3-5 웹 데이터 신뢰성을 위한 프로비넌스 모델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각종 기사, 블로그 등의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를 통해 공유되는 다양한 정보들은 유통되는 분

량에 비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때 가
장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해당 내용에 대한 출처 정보

이다. 출처 정보를 통해 해당 기사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배
급하는 잡지사, 신문사 등의 기관이 어디인지 알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 판단을 위한 추가적 정보 요청

혹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웹 상에서 다양한 데이터의 프로비넌스

(Provenance: 출처 혹은 이력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모델이
W3C에 의해 개발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프로비넌스를 기
반으로 신뢰성을 확인하고, 자원에 대한 접속을 제어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림 18]은 W3C에서 개발한 프로비넌스 관리 표준 모델
인 PROV 모델[11]이다. 이는 엔터티(entity), 에이전트(agent), 
활동(activit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성 요소가 특
정 속성(property)으로 연결되어 있다. 프로비넌스 모델은 출
처 또는 데이터의 이력 정보를 표현하는 메타데이터이다.
∙ 엔터티(entity): 물리적, 개념적, 디지털 객체와 같은 다양
한 종류의 사물을 정의하는 개념이다.

∙ 에이전트(agent): 활동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대상으로
사람, 소프트웨어, 기관 등의 특정 대상을 정의한다.

∙ 활동(activity): 엔터티가 생성되거나 새로운 버전으로 변
경되거나 사용될 때 수행되는 활동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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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프로비넌스 기반 웹데이터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조[16] [그림 20] 온톨로지를 활용한 신뢰도 표현 예시[16]

엔터티는 wasGeneratedBy 속성으로 표현되고, 특정 활동
에의해생성된대상을의미하며, 이는특정에이전트와 was- 
AttributedTo 속성으로 연결되어 특정 엔터티의 책임을 가지
는 에이전트를 나타낸다. wasAssociatedWith 속성은 특정 에
이전트와 활동과의 관계를 통해 특정 활동에 책임을 가지

는 에이전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에이전트는 특정 활동
과 엔터티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활동에 의해 엔터티를 처

리한다. 
최상위 계층의 3가지 클래스 외에 멤버, 콜랙션, 사람, 소

프트웨어, 기관, 위치 등의 표현을 위한 Expanded 클래스가
존재한다.
또한, 구성요소 간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Influence를 정의하고, 하위에 다양한 변형이나 파생물, 활동
의 시작이나 종료와 같은 세부적인 개념을 정리한 Qualified 
클래스가 있다.

3-3-6 소셜 시맨틱 웹 환경에서 프로버넌스 기반의 웹 데

이터 신뢰도 평가 기법

소셜 시맨틱 웹 환경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작성자의

시각에 따라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거나 악의적 사용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정보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정

보의 선별이 어렵다. 따라서 참고문헌 [16]은 소셜 시맨틱
웹 환경에서 PROV 모델을 확장하여 [그림 19]와 같이 프로
비넌스 기반의 웹 데이터 신뢰성 평가 기법을 제안하였다.
웹데이터의프로비넌스정보를관리하기위해W3C PROV 

모델을확장하고, 이를통해데이터와사용자의 신뢰도를 평
가한다. 프로비넌스 데이터 저장소는 확장된 PROV 모델에
따라서 프로비넌스 데이터를 RDF 형태로 저장한다. 저장된

정보는 SPARQL 쿼리 모듈을 통해 활용된다.
웹 데이터의 신뢰도는 충분한 평가 점수가 존재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평가점수로 계산되며, 평가 횟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생성자 신뢰도, 원본 웹 데이터의 신뢰도
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계산된다.
생성자의 신뢰도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자들의 평

가는 악의적이거나 평가 횟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명
시적 평가와 행위분석 기반의 암시적 평가를 모두 활용하여

결정한다.
[그림 20]은 User01이 Document01을 Document02로 개정

하는 과정에서 신뢰도 값이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나타낸 그

림이다. 각각의 오브젝트는 노드로 표현되고, 노드 간 관계
는 간선으로 표현되어 해당 개체의 프로비넌스 정보 및 신

뢰 값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온톨로지 기반으로 신뢰 데이터를 표현하여

특정 신뢰 이상을 갖는 대상을 필터링할 수 있으며, 상대적
으로 높은 신뢰를 갖는 웹 데이터 집합을 활용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질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신뢰 평가
를 하지 않은 대비군에 비해 참고문헌 [16]이 제안하는 방식
은 1점 만점에 0.7점의 높은 신뢰도를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신뢰 측정 기술은 대상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평

판기반 기법, 웹 데이터를 위한 프로비넌스 기반 기법 등으
로 연구되기 시작되어 사물인터넷과 소셜 사물인터넷 환경

을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마다 다양한
신뢰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취합하기 위한 방법으
로 가중치 합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서비
스 요구사항이나 환경 조건에 맞는 최적의 가중치를 결정하

기 위해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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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뢰관련 표준화 동향

W3C는 웹 데이터의 프로비넌스를 표현하고, 이를 기반
으로 데이터 신뢰성을 판단하는 표준 규격인 PROV 모델[11]

을 발표하였다. 이는 웹 데이터를 노드로 표현하고, 데이터
간 관계를 방향성 있는 간선으로 연결하여 그래프를 구성하

고 RDF 데이터로 저장한다.
ITU-T는 2016년 2월 ICT 인프라를 위한 트러스트 프로비

저닝 기술 보고서[3]를 발간하며, 신뢰 개념, 처리, 관리, 제공
에 대한 전반적인 표준개발 추진을 시작하였다. 또한 2017
년 2월 회의에는 Y.3052(Overview of trust provisioning for 
ICT infrastructures and services)[17]가 표준 권고로 최종승인

되었다. 최근 회의인 지난 2017년 7월 SG13 RGM 회의에서
는 신뢰관련 표준화 관련하여 2건의 표준권고안이 논의되
었다. Y.trustnet-fw(Framework of trustworthy networking with 
insulted domain) 권고안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었고, Y.trustworthy- 
media, Trustworthy media service 권고안의 경우, 신뢰기반
의 미디어 서비스 프레임워크에 관한 표준으로 콘텐츠

공유 서비스의 요구사항 및 신뢰 기반 콘텐츠 소비 서비스

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위 두 건의 표준권고안은 11
월 승인을 목표로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ICT 환경에서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신뢰 지
수(Trust-index)와 관련하여 5건의 기고서가 발표되었으며, 
신뢰 지수의 정의를 위한 신뢰 지표의 범위와 객관적, 주
관적 요소 및 신뢰 지수의 활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Y.trust-index(Trust index for ICT infrastructures and 
services)신규권고안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신뢰 관련

표준권고안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K-ICT 표준화로드맵 2016의 중점기술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국가 및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 표준 아이템으로 국가 단위의 지속적인 연구 및 표준

개발을 위한 참여가 요구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데이터 중심사회로 변

화하면서 더욱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신뢰기술에 대해 알

아보았다. 신뢰는 적용분야, 대상, 상황에 따라 그 정의 및
특성이 상이하다. 따라서 다양한 신뢰 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신뢰 기술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사물인

터넷, 소셜 사물인터넷을 위한 신뢰 인프라 및 프레임워크
기술, 신뢰 모델링 기술 및 신뢰 측정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
으며, 신뢰관련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였다. 빅데이터와 인
공지능 기술을 필두로 확산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발돋움
해 나가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신뢰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가

장 필수적이면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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