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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항상 손에서 놓지 않는 것

이 있다. 바로 스마트폰이다. 왜일까? 스마트폰은 항상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여 나와 세상과 연결해주는 장치

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변의 모든 사물과 장치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과 사물, 

여기서 창출되는 데이터나 프로세스까지 모든 것이 연

결되는 초연결 세상에서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의 방식

은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게 변모될 것이다. 정보

통신기술(ICT)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 제조, 의료 등 전

통적인 산업과 주거환경, 도시, 국가까지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2020년에는 250억개의 사물이 네트워

크에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측

된다[1].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한 무수한 연결과 폭

발적인 데이터와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사용

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초

연결의 가장 중심에는 빠르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네

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연결을 위한 

신뢰 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 

Ⅱ장에서는 기술 현황으로 주요 산업체 동향, 신뢰 네

트워크 기술 동향과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

으로 제 Ⅲ장에서 초연결 신뢰 네트워크 기술의 개념과 

주요 기능을 정의하며 Ⅳ장에서는 응용 분야의 예를 기

술하고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초연결 신뢰 네트워크 기술 현황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 시작된 네트워크 

기술은 속도와 기능과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진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어나고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지능적인 처리를 통한 

연결이 필요하게 되어 근본적인 네트워크의 구조 및 방

식에 있어 혁신적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소프트웨

어 정의 네트워킹(SDN), 네트워크 기능가상화(NFV), 

클라우드가 대표적인 새로운 개념이다. 이같은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은 바로 초연결 시대의 진입에 있

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초연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산업계 동향과 기술의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초연결 네트워크 산업계 동향 

가. 시스코 

시스코는 초연결(IoE: Internet of Everything) 시대

를 위하여 새로운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2]. 사

물과 그 사물이 생성하는 데이터, 데이터 처리 프로세

스, 사람이 모두 연결되는 초연결 환경에서는 현재의 인

프라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스코는 포그 

컴퓨팅(Fog Computing) 아키텍처와 개방형 연동 클라

우드 서비스인 인터클라우드(InterCloud) 기술을 제시

하였다. 구름보다 땅에 가까이 있는 안개를 의미하는 포

그 컴퓨팅 아키텍처는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각 

요소가 있는 에지에 센서와 가까운 별도의 레이어를 추

가해 데이터 프로세싱을 분산 처리하는 방식으로 포그 

레이어에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가까이에서 수행하고 중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클라우드

에 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에지단의 네트워

크 장비(라우터)에서 컴퓨팅 기능을 추가해 제공하고 있

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에지단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IOx 플랫폼을 새로이 개발하

였다. 시스코의 기존 네트워크 장비 플랫폼인 IOS에 리

눅스를 추가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것

이다. 또한, 초연결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

재된 여러 클라우드를 상호 연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

로 연결된 클라우드 네트워크인 인터클라우드를 구축하

고 있다. 인터클라우드는 (그림 1)과 같이 전 세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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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 세계 모든 곳

에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러한 인터클라우드로 만물인터넷(IoE)으로부터 요청되

는 초연결 네트워크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부가가치

의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는 물론 실시간 분석, 무한에 

가까운 고확장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개

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로컬 호스팅 및 로컬 서

비스 제공 업체의 참여를 허용해 고객이 데이터 주권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컴플라이언스와 통제력을 

갖춘 서비스들의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 

나. 에릭슨 

에릭슨의 홈페이지는 ‘One Network for a million 

needs’라는 슬로건으로 장식되어 있을 정도로 초연결 

사회를 위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비즈니스의 혁신은 바로 네트워크의 혁신에서 

시작됨을 강조하고 있다[3]. 이를 위하여 에릭슨은 미래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하나의(One) 공통된 네트워크 플

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요구에 맞춰 유연하고 안

전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슬라이스해서 제공할 수 있

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클라우

드화는 필수다. 전 세계가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로 전환

되면서 그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자체가 수평적인 네트

워크로 변모하여야 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

리되고 가상화가 구현돼, 모든 기기가 하나의 네트워크

(One Network)상에서 클라우드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것을 연결하며, 하나

의 네트워크를 슬라이스, 클라우드와 연결해 밀리세컨

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연결된 다양한 디바

이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그림 

2) 참조]. 

다. 알카텔 루슨트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는 2020년 미래 네트워크는 

공통의 융합화된 네트워크로, 동적이며 프로그램 가능

한 네트워크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 같은 변화

를 견인하는 3대 핵심 동력으로 가상화와 SW중심, 클

라우드를 지목한다[4]. 벨연구소는 보다 구체적으로 IP

와 광 코어가 다계층 SDN 제어를 통해 함께 최적화되

고 클라우드화가 네트워크 전반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지능화된 분석과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에지 클라우드 

및 IP와 광의 융합·최적화 및 동적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그림 3) 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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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 네트워크 기술 동향 

가. Black Core Network 기술 

Black Core Network 기술은 미 국방성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신뢰 네트워크 기술로 (그림 4)와 같이 

네트워크를 음영화하여 사이버 테러에 대한 안전성 보

장을 위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국방인터

넷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6]. 기존 네트워크상에서 오

버레이 방식으로 보안성을 요구하는 연결에 네트워크 

자원의 배타적 할당과 암호화를 통한 폐쇄적 연결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개방된 퍼블릭망을 경유하는 트래픽의 경우, HAIPE 

(High Assurance Internet Protocol Encryption) 프로토

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며, HAIPE가 탑재된 

에지 라우터 주소의 수시변경을 통하여 코어망 전체를 

보호하는 기술이다. Black Core는 HAIPE IKE를 이용

한 동적 보안 연결(SA: Security Association)과 SA복

구, SA기반 통계, 다중 보안 정책에 따른 SA구성을 요

구한다. 특히 CT(cipher text) IP 주소와 PT(plain text) 

IP 주소를 구분하여 PEPT(Peer Enclave Prefix Table)

을 구성한다. 즉, GIG Black Core 연결 네트워크 전체

를 음영화하여 단말과 단말간의 암호화된 신뢰 전달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나. TOR 기술  

TOR(The Onion Routing)은 (그림 5)와 같이 네트워

크 노드를 거칠 때마다 마치 양파처럼 데이터를 계속 암

호화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트래픽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로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EFF에서 관리

되고 있는 Free Software 프로젝트이다[7]. 초기에는 내

전 중이거나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사용

자들이 감시를 받지 않고 네트워크를 자유로이 사용하

기 위해서 활용되었다. 토르 네트워크(Tor Network)는 

어니언 라우터(Onion Router)라고 하는 중계서버로 구

성되어 있고 트래픽은 목적지까지 바로 전달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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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서버를 통해 전송된다. 각 중계 서버는 패킷이 어디

서 출발했는지를 알 수 없으며, 최종목적지가 어디인지

도 알 수 없고 오직 다음 중계 서버의 주소만을 알 수 있

을 뿐이다. 따라서 토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IP 

추적이 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출

발점도 도착지도 알 수 없는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은 악

성코드를 유포하는 채널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다. 

다. SDP 기술 

SDP는 Cloud Security Alliance에서 개발하고 있는 

Software Defined Perimeter의 약자이다[8]. 인터넷상

에 흩어져 있는 자원(예, 서비스 혹은 데이터)을 보호하

기 위해 경계기반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SDP는 기

존 보안 프로토콜의 취약성이 Connection-oriented 

protocol이라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실제 서비스에 접속을 요구하는 단말과 서버 사이의 연

결을 데이터 채널과 제어 채널로 분리하고, 인증받지 못

한 단말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 연결 정보도 얻지 못하도

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개념에 의해 기존의 서버 탐

침, 크레덴셜 탈취, 세션 하이재킹과 같은 보안 위협들

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채널 분리에 의

해 실제 서비스 서버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공격

(DDoS)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 (그림 6)과 (그림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단말

과 서버 사이의 데이터 채널(혹은 서비스 채널)은 SDP 

컨트롤러와 단말 및 SDP 컨트롤러와 게이트웨이 간의 

제어채널을 통한 시그널링에 의해 안전하게 구축될 수 

있다. 제어 채널 역시 초기 접속 인증을 위한 방법이 요

구되는데 이를 위해 SDP 스펙 1.0에서는 일회용 패스

워드 인증 방식과 결합된 형태의 mTLS(상호인증 TLS)

를 사용하고 있다. 위의 데이터 채널 구축과 관계된 안

전한 시그널을 통해 데이터 채널 역시 일회용 패스워드 

인증과 mTLS의 결합된 방식을 사용하거나 상호인증을 

통한 IKE/IPsec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SDP는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 보안 터널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적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게이트웨이, 클라이언트-서버, 서버-서버를 비롯한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

서, IaaS/PaaS/Saa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나 클라우

드 기반 VDI, IoT 플랫폼과 결합하여 중요한 자원을 권

한없는 사용자로부터 격리시키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탐지 불가 기능을 제공하여 보다 강하고 효율적 안전성

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다. 

라. 5G 기술 

2020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5세대(G) 이동통

신 기술은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 미래상에 가장 부합된 

개념이다. 5G는 현재의 이동통신 환경보다 1000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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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배 가량의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고용량과, 

1~10Gbps의 초고속 데이터 처리속도, 1밀리초(msec) 

이하의 저지연, 품질 안정성과, 수많은 디바이스의 다중

연결성, 10년간의 저전력 배터리 수명과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 확장·운용·진화가 용이한 유연성, 저비용의 경

제성, 보안성 등이 제공되는 기술이다[9]. 5G 환경에서

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고용량의 광대역 네트워크가 더욱 확장되는 동시에 특

화된 초연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저지연, 저전력 네

트워크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5G 네트워크의 특징은 ‘융합’이다. 현재 사용되는 이동

통신 기술인 3G와 4G 롱텀에볼루션(LTE) 진화 기술뿐

만 아니라 스몰셀, 와이파이(WiFi) 등 다양한 유무선 네

트워크가 결합·최적화되고, 가상화·클라우드 기술까지 

접목될 것이란 점에서다. 5G 환경이 구현되면서부터 네

트워크의 구조나 운영, 서비스 제공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이른바 초연결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환경

이 갖춰지게 될 것이다[(그림 8) 참조].  

3. 표준화 동향 

IETF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내에서의 브리지간 

라우팅 기술인 TRILL[10] 표준 기술과 데이터센터간 오

버레이 네트워킹 기술로서 VxLAN[11], NVGRE[12], 

STT[13], eVPN[14] 등의 표준기술이 개발 중이며, 데이

터센터간에 응용 계층 기반의 전달망에서의 트래픽 최

적화를 위한 ALTO[15] 기술 표준화 진행하고 있다. 

OPNFV[16]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

dards Institute)가 규정하고 있는 NFV 구현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사전 검증을 거쳐 통합된 형태로 제공

하기 위해 시작된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서 최근 결과물

인 Arno를 발표, 캐리어급 NFV 플랫폼의 오픈소스 개

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ODL[17]은 여러 제조

업체의 네트워크 장비 구성 상태에 SDN 구축을 위한 

고가용성, 모듈성, 확장성을 갖춘 다중 프로토콜 컨트롤

러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며 최

근 보안과 자동화 기술이 보강된 새로운 버전인 

Lithium 발표하였다. ONOS[18]는 선도적인 글로벌 통

신사들과 장비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오픈소스 SDN 

제어 플랫폼으로, 높은 성과, 신뢰성, 보안성 및 확장성

과 같은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및 서비스 요구사항에 초

점을 두고 이를 반영한 아키텍처에 기반한 오픈 소스 개

발에 주력하고 있다. 단말의 인증 분야에서는 ITU-T에

서 OTP 기반 부인방지 프레임워크 표준 X.1156[19]을 

제정하고, 모바일기기를 사용한 다중요소 인증 메커니

즘(Multi-factor authentication mechanisms using a 

mobile device) 표준 X.1158을 제정하였다. FIDO 

Alliance[20]에서는 FIDO 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UAF)와 Universal Second Factor(U2F) 

1.0 산업표준을 제정하였다.  

Ⅲ. 초연결 신뢰 네트워크 기술  

1. 기술 개념 

초연결 신뢰 네트워크(TIPN: Trust IP Network)란 신

뢰할 수 있는 사람-사물-데이터(클라우드)가 실시간, 

온-디맨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로, 모든 사물의 연결로 

인한 디바이스(사람)-네트워크-클라우드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고신뢰 연결성 제공과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부금 외 / 초연결 신뢰 네트워크 기술  41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을 의미한다. 최

상의 보안 및 신뢰 솔루션은 믿을 수 있는 사물만 연결

하고 인프라의 모든 접촉 지점에 지능을 부여하여 정책

을 기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속에 신뢰 존(zone)을 만들고, 이 

신뢰 존은 허가된 사용자/디바이스 만이 안전하게 접속

할 수 있도록 하며, 접속에 대해서는 접속 전에 보안 상

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인증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물리 네트

워크를 가상화하여 안전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가상화,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

해 자원 접근 전에 인증하는 사전 인증 제어가 필요하

며, 또한 신뢰 단말, 신뢰 네트워크 노드, 단말-네트워

크-서버-서비스 전 영역의 통합 관제가 제공되어야 한

다[(그림 9) 참조].  

2. 계층적 다중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하나의 물리 네트워크상에서 

다수개의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로 생성

된 가상 네트워크는 마치 자신만의 물리 네트워크를 소

유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된다. 즉, 

다음의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물리 네트

워크를 사용하여 다수개의 논리 네트워크(가상 네트워

크)를 생성하고 독립적으로 각각의 자원에 접근이 가능

한 것이다. 각 가상 네트워크에는 고유한 아이디가 부여

되어 서로 다른 가상 네트워크에서의 접근이 불가능하

며, 하나의 물리 라우터로 N개의 Virtual Router 기능 

제공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초연결 신

뢰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계층적 다중 터널링 (TLS/SSL, 

IP/GRE, IP-in-IP, IP/MPLS 등)(그림 11)에 대한 정

책 기반 라우팅과 자원 관리(QoS)가 가능해야 한다. 즉, 

기관별, 기관 내에서도 조직별, 사용자 그룹별로 소유의 

분리가 되어야 하며, 정보보호를 위해서 관제 정보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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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운용, 정보 접근 경로의 분리, 주소 은닉을 위한 주

소의 분리, 서버 은닉을 위한 서버 분리, 하나의 단말에

서 서로 다른 VPN의 동시 접속 및 접속하는 대역에 대

한 보장 기능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존 VPN과 초연결 

신뢰 네트워크(TIPN)를 위한 네트워크 가상화 기능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3. 협업형 통합관제 기술 

IP 네트워크 업체들은 자사의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을 각각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으

며, 이러한 관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QoS 정책 설정 및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21]. 즉, 해당 장비

의 관제 시스템은 해당 회사의 네트워크 장비에만 적용

이 가능하며 보안 기술과 관련된 제어는 별도의 관제 시

스템을 이용해야만 한다. 또한, 보안 장비 업체들은 자

사의 보안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보안 관제 시스템을 보

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방화벽, 

IDS, IPS 등과 같은 장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

다. 이러한 관제 시스템은 해당 회사의 보안 장비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네트워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한다. 기기 인증 또는 사용자 

인증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 인증 절차와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서비스 인증 절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

는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접속 인증을 통과

하면 서비스 권한이 없는 사용자도 특정 서비스 서버에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접속 인증과 서비스 인증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이 보안성 측면에서 우수하다. 한

번의 인증으로 제공받을 서비스, QoS 정책, 보안 정책

까지 결정되는 통합된 인증 기능이 필요하다. 

이처럼, 네트워크 관제나 보안 관제 솔루션 및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존재하지만 전역적으로 

End-to-End에 대해서 보안 및 QoS 정책을 제어하기 

위한 솔루션이 없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상태로, 

초연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보안-인

증 기능이 모두 협업된 통합형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통합형 관제 시스템에서는 우선, 한번의 다중 인증을 통

해 보안 등급, 서비스를 인지하여 네트워크 구성, 트래

픽 및 서비스에 대한 동적이고 전역적인 고신뢰 네트워

킹을 제어하여야 한다. 또한, 액세스 네트워크 기기 인

증 및 제어 기능은 고신뢰 네트워크에 수용되는 단말 인

증, 무선 인터넷 장치 제어 및 이동성 제어 기능 수행해

야 한다. 고신뢰 네트워크 제어 관리 기능은 코어 네트

워크 영역을 제어 관리하는 기능으로 인가된 트래픽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보장하고 비인가 트래픽에 대해 

네트워크 접근을 제어하고, 트래픽 모니터링을 통해 

DDoS와 같은 네트워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서비

스 연속성을 위한 장애관리, 서비스 품질 제어를 위하

여,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네트워크 주소 

노출로 인한 네트워크 공격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

워크 은닉 제어, 인증된 사용자별로 인가된 터널을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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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제어하는 계층적 터널링 제어, 사용자의 다양한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이동성 제어 및 계층적으로 구

성된 터널에 대한 QoS 제어를 수행해야 한다[(그림 12) 

참조]. 

Ⅳ. 초연결 신뢰 네트워크 기술의 응용 

1. 신뢰성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발전법[22] 시행과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정부 클라우드(G-Cloud) 서비스 전환 가속화로 개인, 

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안전한 클라우드 인프라 및 서비

스 수요 증가로 정부, 조직 및 기관 차원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클라우드 사용을 위한 인프라 간 신뢰성 있는 연

결기술을 필요로 한다. 즉,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개인 

및 조직의 자원과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이동함에 따라 

인증기반의 등급별 자원 및 서비스 접근제어를 위한 일

원화된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초연결 신뢰 네트

워크 기술을 적용하여 클라우드 공간에 대한 안전한 연

결성과 클라우드 자원의 제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의 

자료전달 및 저장까지를 안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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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데이터 주권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그림 13) 참

조]. 

2. 안전한 커넥티드-차량-클라우드 서비스 

자동차에 인터넷을 연결함으로써 자동차는 움직이는 

거대한 모바일 단말화 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디지털 

비즈니스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까지 80%의 차량이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23], 자동차 해킹으로 인한 사고는 커

넥티드 카의 보안성에 더욱 집중하여 연구개발 해야 함

을 시사하고 있다. 초연결 신뢰 네트워크를 이용한 차량

과 클라우드 센터의 안전한 실시간 연결 및 On-

demand mobility 제공은 기존 자동차에 차별성을 부여

하여 새로운 도전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다[(그림 

14) 참조]. 

Ⅴ. 결론 

본고에서는 안전한 초연결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중심

에 있는 신뢰 네트워크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초연

결 세상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개인과의 커뮤

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여론형성 과정과 정책 결정, 의사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

리의 생활 공간 전체가 위험지대가 되고 있으며, 사이버 

영토에서의 국민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인프라

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통신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모바일 

연결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초연결 신뢰 네트

워크 기술은 기존 I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구조와 

방식과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새롭게 지능적인 처리를 추

가하는 것으로 향후 새로운 세상을 대비하는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약어 정리 

IoT Internet of Thing 

IoE Internet of Everything 

TOR  The Onion Routing 

SDP Software Defined Perimeter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IKE Internet Key Exchange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 Platform as a Service 

SaaS Software as a Service 

VPN Virtual Private Network 

TIPN Trust IP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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