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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무선 네트워크의 발달로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 교환  데이터 공유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악의 인 사용자의 공격에 항하기 해 가장 요한 

필요조건은 구성원 상호 신뢰 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뢰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신뢰

도가 체 인 신뢰도에 반 된다면 많은 험을 회피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악의 인 피어가 제

공하는 신뢰할 수 없는 자원의 확산을 감소시키기 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에 한 신뢰도를 측

정한다. 신뢰도는 노드들이 선택하는 다른 노드의 선호도를 이용하여 노드들의 신뢰도에 가 한다. 실

험결과는 계산된 신뢰도를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노드에게 유효한 일을 수신할 수 있어 네트워

크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1. 서론

  유무선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오 라인의 

환경보다 서로 빈번하고 쉽게 자신의 자원을 공유하고 서

비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는 악성 블로그 방

문, 악의 인 일 다운로드, 스팸 그리고 개인정보의 노

출에 한 험성이 있다. P2P(Peer-to-Peer) 네트워크는 

풍부한 리소스와 부하 분산 그리고 높은 송 효율로 인

하여 리 사용되고 있다. P2P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등한 개

념은 운 의 효율성을 한 토 일지라도 노드사이의 효

율 인 보안 제한이 어렵기 때문에 악의 인 사용자로부

터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서비스 품질 감소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해 신뢰성을 보장하고 공격에 

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한 가장 요한 필요조

건은 서비스 제공이나 상호 교류시 신뢰 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신뢰도를 정확하게 평

가하고 이러한 신뢰도가 체 인 신뢰도에 반 된다면 

다양하고 많은 험을 회피할 수가 있다. 최근 분산된 환

경에서 신뢰 리에 해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최근 

리 사용되는 신뢰측정에 한 알고리즘인 Eigen Trust[1]

는 구체 인 이론을 제안한 기법이다. 

  EigenTrust는 분산된 환경에서 다른 노드에 한 체

인 신뢰도를 구하기 한 알고리즘이다. 각 노드가 이웃 

노드에 한 신뢰도를 이용하여 체 네트워크에 존재하

는 노드의 신뢰도를 구하는 것이다.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자원을 공유하는 악의 인 피어를 감소시키기 한 기법

으로 트랜잭션 상을 선택할 때 피어의 신뢰도를 참조하

여 악의 인 피어의 참여에 제약을 가하는 기법이다. 

Abrams.et. al.,[2]는 EigenTrust를 기반으로 체 신뢰도

를 평가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 다. 이는 일을 공유

하는 노드에게 특정한 혜택을 제공하여 악의 인 사용자

가 신뢰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Shen Rao. 

et. al.,이 제안한 FSEM-EigenTrust[3]에서는 각 노드가 

이웃 노드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다운로드 스피드, 데이터

의 정확성, 일의 크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 한 종

합 인 평가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하지만 이웃노드의 신뢰도를 이용하여 체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의 결정 인 문제는 이웃노드에 한 나의 

신뢰도는 믿을 수 있지만 인 하지 않는 악의 있는 사용

자에 의해 주어지는 신뢰도는 믿을 만하지 않을지도 모른

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악의 인 피어의 참여 제한  

신뢰할 수 없는 자원의 확산을 감소시키기 해 공유하는 

노드에 한 신뢰도를 측정한다. 기본 인 방법으로 

Simple EigenTrust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제안된 기법은 

트랜잭션을 수행한 노드들이 제공한 평가 값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계산한다. 각 노드가 지니는 선호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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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는 신뢰도에 가 치를 용하여 노드 에서 주

인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뢰도의 정

확성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악의 인 노드를 구별하는 정

확성을 높일 수 있다.

  

2. EigenTrust

  n개의 노드의 수를 가진 네트워크가 있다면, 각 노드는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데이터에 한 평가를 한다. 신뢰도 

평가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local trust : 직  연결된 노드의 신뢰도

 transitive trust : 간  연결된 노드의 신뢰도

 global trust : 체 노드의 신뢰도

  노드 i가 j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 뒤 해당 데이터에 

한 만족도를 평가할 때에는 식 (1)과 같이 정 인 평가

에서 부정 평가의 차이로 나타낸다. 여기서 의 기값

은 0이다.

                            (1)

  이 게 장된 값을 일반화 한다. 이는 간에 공격

자에 의하여 변형된 결과를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

은 평가를 받은 노드에게 낮은 값을 주거나, 서로 좋은 

평가를 주어 신뢰평가에 악 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값에 한 일

반화를 식(2)와 같이 수행한다.

               ∑max  
max

                (2)

  일반화 방법은 노드 i가 평가하는 모든 이웃의 만족도의 

합에 각각의 이웃에 한 만족도를 나  값이 된다. 즉 

는 노드 i가 직  연결되어 있는 이웃인 j에 한 신뢰

값을 나타내며 이는 0에서 1까지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

한 일반화는 만족도가 0인 노드에 한 평가와 송수신을 

하지 않은 노드에 한 평가는 나타낼 수 없는 문제 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EigenTrust에서는 pre 

trust의 개념을 도입하 다. pre trust는 네트워크를 기 

구성하는 노드는 악의 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

에 일정부분의 신뢰도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노드 i는 직  연결되어 있는 노드 j의 신뢰 값은 계산 

할 수 있지만 직 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노드 k에 

한 평가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EigenTrust에서는 k에 

한 신뢰도를 구하기 하여 직  연결된 이웃인 j에게 

k의 신뢰값을 요청하는 것이다(j와 k는 이웃이라 가정). 

이러한 k에 한 의견은 i가 가지는 j에 한 신뢰도를 가

치로 하여 계산하게 되며 이러한 값을 transitive trust

라고 한다. 다음의 수식(3)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3)

  여기서 는 i가 이웃인 j에게 요청하여 가지는 k에 

한 의견이다. 만약 노드 i가 j에 하여 0.5에 한 신뢰도

를 가지며 j가 k에 한 신뢰도는 0.4라고 가정할 때 노드 

i가 가지는 transitive value는 0.2 ×라고 표  

할 수 있다. 

  각 노드는 이웃노드의 신뢰도를 계산한 행렬 C를 가질 

수 있으며 이웃노드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한 신뢰도를 라고 정의 할 때 에 한 계산은 식(4)

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4)

  의 식과 같이 만약 n이 크다면, 는 모든 노드 i에 

한 신뢰도가 체 노드가 가지는 신뢰도로서 수렴된다. 따

라서 모든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는 동일하며 

global trust라고 한다. 결과 으로 는 노드 j에 하여 

모든 노드가 가지는 신뢰도로서 표 되며 모든 의 합은 

1이 된다. 

3. 악의 인 노드 구별을 한 신뢰 평가 모델

  신뢰도는 각 개인이 가지는 주 인 신뢰 척도이기 때

문에 직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믿을 만한 사용자의 신

뢰도를 이용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이 RBA 모델l[4]를 

도입하 다. 

    max   min       (5)

    RBA모델에서는 노드 i가 j를 평가할 때 임의의 

를 균일 확률에 의해서 다음의 범 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수식(5)의 정의에 의해서 만약   이고, 

=0.7, =0.5이면, EigenTrust에서는    ×  

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면 노드 k의 값은 

0.2부터 0.8로 계산된다. 따라서 k의 신뢰값이 최소 0.2가 

아닌 0.35를 가질 수 있다는 알 수 있는 험이 래된다. 

일반 으로 구해진 신뢰도는 악의 인 노드의 거짓평가도 

일정부분 반 이 된다. RBA모델에서 정의되는 것처럼 거

짓 평가는 체 네트워크에 한 신뢰성  효율성이 감

소하게 된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은 모든 이웃에 하여 

구해진 선호도에 자신의 선호도를 가 하여 노드를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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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선호도 측정 

  각 노드는 자신의 local trust를 장한    를 지

니고 선호도인    를 지닌다. 여기서 선호도는 노

드 i가 정  의견이면 1, 그 지 않은 경우 0으로 표

된다. 

                    
                (6)

  각 노드가 평가하는 선호도는 주변 노드가 지니는 선호

도와 통합하여 측정한다. 여기서 노드 i가 하나의 자원에 

하여 다른 노드가 선호를 했다면  다른 노드 한 선

호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제로 한다. 노드 i와 j가 가지는 

유사한 선호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in   

 




          (7)

  의 수식을 통하여 노드 i와 j가 지니는 선호도의 유사

성을 계산한다.  ∑  는 노드 i가 선호하는 

노드의 수를 의미한다. 선호도의 유사성은 노드 i와 j가 

노드 k에 하여 선호하는 값을 곱하여 계산한다. 

의 값 한 [0, 1]의 값을 지닌다.

3.2 신뢰도 측정 

 3.2.1 참여 (Join)

  노드들이 네트워크에 처음 참여하게 되면 트랜잭션이 

있기 까지는 주변 노드에 한 신뢰도를 알 수 없다. 네

트워크가 구성되는 시 에서 신뢰도는    의 값을 가진

다. 여기서 e값은 체 노드에 해 신뢰도를 동일하게 할

당한 값인 1/n의 값을 가진다. (그림 1)의 모형에서는 각 

노드는 0.17(=1/6)의 값을 갖는다. 새로운 노드가 네트워크

에 참여 할 때에는 주변 노드에게 요청하여 기 신뢰도

를 가진다. 

  네트워크 구성 후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노드들은 신뢰

도계산을 해 네트워크에 포함된 노드의 신뢰도를 이웃

으로부터 받아야한다. 신뢰도를 받을 때는 다음의 기 에 

속하는 노드에게 받는다.

           

∑
          (8)

         ′  


          (9)

  (그림 1)과 같이 특정 노드 i가 네트워크에 새로 참여하고

그 이웃에 4개의 노드가 존재한다. i는 이웃에게 {0.20, 

0.40, 0.26, 0.14}라는 local trust를 할당한다. 노드 i는 이

(그림 1) 네트워크 모형 

웃에 하여 의 수식과 같이 와 ′를 계산하고 그 

값은   , ′    가 된다. 신뢰도를 

받을 때 노드 i는 의 값 미만인 노드 j와 n을 제외한 노

드에게 오름차순 순서 로 노드 m부터 받는다. 신뢰도를 

받은 노드의 local trust를 더하여 ′값이 과되기  

단한다. 즉, 노드 m에게 신뢰도를 받고 z에게 받으면 0.5

가 과되기 때문에 m에게 받은 신뢰도를 자신의 기 

신뢰도(   )로 확정한다.

 3.2.2 평가 (Evaluation)

  노드 i는 자신의 각 노드에게 할당할 수 있는 선호도의 

가 치 값인       

을 가진다. 여기서 각 

요소들은 ∑의 값을 지니며 

노드 i가 j에 한 선호도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모든 

가 치의 합은 1이다. 식(11)과 같이 평가하는 신뢰도에 

가 치를 더해서 자신의 주 인 신뢰도를 구한다. 여기

서 구하는 신뢰도 의 값은 노드 i가 자신의 선호도를 가

치한 자신의 주 인 신뢰도가 된다. 여기서 의 값은 

노드 i가 다른 노드에 의해 선호도에 가 치 할 확률을 나

타낸다. 

                     
             

(11)

   

  체 인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그림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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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If create network

      

else

    


repeat

         


          
  

          

until   

(그림 2 Trust Algorithm)

Parameters Value
Number of nodes 100
Number of files 5000

Number of transactions 10000
 0.001
 0.5

<표 1 네트워크 라미터>

4. 실험결과  분석

  알고리즘에 한 실험을 하기 해서 오 소스의 신뢰 

평가시스템인 QTM[5][6]을 이용하 다. 시뮬 이터는 

Trace -based 신뢰 평가 시스템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네트워크를 평가한다.

1: while more queries remain do

2: Read query from trace file

3: Broadcast query to determine potential files provider

4: Compute trust values for relevant providers

   실험은 <표 1>과 같이 총 노드 수가 100개인 네트워

크를 설정하고 10,000번의 트랜잭션을 발생하여 실험하

다. 실험 결과에 한 평가는 좋은 평가를 받은 노드가 얼

마나 많이 신뢰받는 노드와 통신하는지에 해서 평가하

다. 식(12)와 같이 계산한다.

 
  
  

(12)

  

  높은 신뢰도를 가진 노드가 트랜잭션을 시도한 총 횟수

에 받은 일  유효한 일의 개수를 나 어 계산하

다. 이는 악의 인 노드로부터 수신하지 않고 유효한 일

을 수신한 것이므로 결과 으로는 악의 인 노드를 회피

하여 일을 수신한 성공률이라고 할 수 있다.

  

 4.1 실험결과  분석

  네트워크에 악의 인 일을 공 하는 노드가 존재하는 

경우를 설정해 실험하 다. 실험은 악의 인 노드의 수를 

5% ∼ 95%로 증가시키며 수행하 다. 

  실험결과인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모델을 사용

하지 않는 네트워크와 Simple EigenTrust를 사용했을 때

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악의 인 노드가 20% 이

상이 되면 제안모델을 제외하고 성공률이 낮아지며 50%

이하 일 때 약 2배이상 차이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하

지만 실험 상 모두 악의 인 노드의 수가 증가하는 구간

에서는 격히 성공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제안 모델은 타 비 유효한 데이터를 수신하는 성공

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악의 인 노드에 한 

자원을 제한함을 의미하며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확산을 

방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trust models vs. none-trust model

5.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악의 인 피어가 제공하는 신뢰할 수 없는

자원의 확산을 감소시키기 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

드에 한 주 인 신뢰도를 측정하고 노드가 유효한 

일을 얼마나 수신하는지에 한 성공률을 실험하 다. 실

험결과는 신뢰평가에 한 성과 악의 인 노드를 구

별하여 일을 수신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로는 악의 인 노드가 행동하는 요소에 하

여 효과 으로 응하는 기법과 신뢰평가 해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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