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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기반에서의보호는크게 사용자측면

 

서비스측면

 

네크워크측면그리고관리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측면들 가운데 초고속정보통신기반 보호기술이 가장 절실한 네

트워크 측면에서의 보호를 크게

 

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참조모델을 위한

 

와

 

방식

 

를 위한

 

보호방식

 

그리고

 

보호방식을 각각 제시했다

 

서 론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은정부및국민들에게경

제적 사회적및문화적이익을줄수있으며원격

교육 및 원격진료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국민 생

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초고속정보

통신기반에서의 범죄로 인하여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범죄들로부터 정보

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정책

및 보호기술 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초고속정보통

신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에서의 보호는 크게 사용

자측면 서비스측면 네트워크측면그리고관리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용자 측면에서의 보

호는 스마트 카드 암호화 등으로 구현될

수있고 서비스측면에서의보호는

인증 등으로 구현될 수 있고 네트워크 측면에서

의 보호는 보호프로토콜 등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관리 측면에서의 보호는 보호

관리 구조 키관리 감사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하에서의

기술적 보호대책을 모색하며 특별히 네트워크 측

면의 기술적 보호를 크게 측

면으로 제시한다 또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 방지

대책 물리적 방지대책 관리적 방지대책 그리고

법적제도적 방지대책 가운데서 기술적 방지대책

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며 초고속정보통신기

반하에서 이용되는 서비스들을 보다 안전하게 사

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관리적 그리고 물

리적 방지대책과 병행하여 기술적 방지대책이 이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기술적 보호

루어져야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에서의보호

메커니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가지 이유로 범죄 행

위를 자제하고 있다 첫째로는 도덕적 양심 때문

이며 둘째로는 범죄를 일으킬 기회가 사실상 없

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범죄 수행 후 발각되어 처

벌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컴퓨터

범죄를막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을고려해야

한다

첫째 내부직원또는사회인의도덕성을높여

야한다 오늘날의사회는전반적으로배금주의가

팽배하고도덕관념이크게떨어져있는상태에서

급속히 고도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상태를방치하게되면머지않아많은모순

이 노출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국민 전체의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행정당국의구체적인대책이필요하고기업

에서는 직원들간의 융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범죄를일으킬수있는기회를가능한한

줄임으로써 범죄 충동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한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나 그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파일은볼수없다든가 파일은볼수는

있으나 그 내용을 고칠 수는 없다든가 또는 파

일은 내용 수정은 가능하나 작업 처리는 할 수 없

다든가 등의 제한이다 이러한 제한을 정하는 데

에는그직원이담당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내

용 및 작업으로만 한정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

렇게 되면 단독 범행은 불가능하고 몇 명의 공동

범행만이가능하게되는데이경우에는범죄수행

이더욱어려워지고 또범행후에도이사실이노

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림

 

컴퓨터 범죄 방지 대책

셋째 범죄수행후발각될가능성을높이고그

것이발견되는경우적절한처벌을함으로써범죄

에 대한 두려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

업무를 직원들간에 적당히 분리하여 옆사람이나

상사가 그 직원이 하는 일과 연관이 되게 함으로

써 직원들간의 견제 효과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

한정보시스템에있는데이터나프로그램등을주

기적으로 적절히 감사하여 부정을 발견하는 노력

이 이루어 져야 하고 범죄 발견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컴퓨터 범죄

의경우실제로범죄를적발한경우에도증빙자료

의확보가어렵거나또한현행법규상으로범죄로

인정하기힘든이유로말미암아무죄또는가벼운

처벌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발각 때의

두려움을 경감시켜서 컴퓨터 범죄를 더욱 조장하

는 결과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저지른 범죄에 합당

법적.제도적 방지대책

관리적 방지대책

물리적 방지대책

기술적 방지대책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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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보호서비스와 메커니즘과의 관계

하는 적절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컴퓨터 범죄 관

련 형법의 제정 등 적절한 법률적 방지대책이 필

요하다

이와같은세가지사항에근거하여 컴퓨터범

죄로부터시스템을보호하기위한방지대책을 그

림 과 같이 가지의계층으로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기술적인 통제 방안을 이용하는 기술적

방지대책 물리적으로시스템환경을안전하게보

호하기 위한 물리적 방지대책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관리적 방지대책

마지막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법

적제도적 방지대책 등으로 나누어 진다

이러한방지대책가운데서개방형시스템의보

호체계를 통한 기술적 방안으로 에

서는 보호서비스와 보호메커니즘 그리고 이들간

의 관계 등을 정의하고 있다 보호서비스들로는

비 보장 신분인증 접근제어 데이터 무결성 그

리고부인봉쇄서비스들이있으며 보호메커니즘

들로는암호화 인증 데이터무결화접근제어 디

지털서명 트래픽 패딩 경로제어 공증 등이 있

다

표 은 보호서비스와 메커니즘의 관계를 나

타낸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 타당

한메커니즘이라고표시한것이절대적인것은아

니다 즉 타당하다고 표시된 메커니즘은 그 메커

니즘 하나 혹은 표시된 다른 메커니즘과 함께 적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기술적 보호

 

그림

 

개방환경에서 통신시스템에 대한 보호 측면

용될 수도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하에서의

보호방식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에서의보호는 그림 와

같이크게사용자측면 서비스측면 네트워크측

면 그리고 관리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

용자 측면에서의 보호는 스마트 카드

암호화 등으로 구현될 수 있고 서비스 측면

에서의 보호는 인증 등

으로 구현될 수 있고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보

호는 보호프로토

콜 등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관리 측면에

서의 보호는 보호관리 구조 키관리 감사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네트워크 측

면에서의보호방식을 측면 측면 그

리고 측면에서기술한다 참조모델에서

의 보호를 위한 와 는 국제 표준안이

며 에서의 보호를 위한 보호프로토콜

은 현재 표준화 작업중이며 에서의 보호는

현재 연구중이다

보호방식

전형적인 참조모델과 호환되는 보호모델

의 구조와 각 계층의 보호 프로토콜은 그림 과

같다 물리계층에서의 보호는 에서 정의

하고있으며전송되는비트모두를암호화한다 데

User Domain

Personal Security Domain Data Object Domain

Service Domain
Message Handling
File Transfer
Directories

Network Domain

T-profiles/R-profiles

T-profiles/R-profiles

CMIS/CMIP

Management Applications

Management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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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참조 모델에서 보호 프로토콜의 위치

이터 링크 계층의 보호를 위한 보호 서비스는 규

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프로토콜에 사용될 수 있

는구체적인보호메커니즘은정해지지않고있다

반면에 근거리 통신망에서의 보호를 위해

은 제 계층 보호 프로토콜을 규정하고 있

으며 위성통신망 보호를 위해 계층 보호 프로토

콜을 사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계층과 트랜스포

트계층에서의보호는

프로젝트에 의한

과 가 정의되어 있으며

와 의 에서는 네트워크 계층과

트랜스포트 계층 보호 프로토콜의 표준안을 발표

하였다 세션계층에서는보호서비스가제공되지

않는다 프리젠테이션 계층에서 제공되는 기능들

은암호에기초한데이터의구문적인부호화이다

응용 계층에서의 보호는

보호

보호와 디렉토리 보호 등이 있으며

현재

등에서 연구중이다

가

는네트워크계층에서보호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종단 시스템 및 중간 시스템에서

구현될수있으며네트워크계층의부계층으로동

작된다 는비접속네트워크계층보호프로

토콜 및접속네트워크계층보호프로

토콜 로서동작가능하다 는

에서 명시하는 네트워크 계층 보호 서비스

인인증 접근제어 비 보장 무결성서비스를제

공한다 는 암호화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보

호서비스들을지원하고 보호속성은보호관리에

의해미리설정되거나보호연관프로토콜을사용

Communication path

Session layer

Physical layer
security

Transport layer
security protocol

Data link layer
security protocol

Presentation layer
security protocol

Network layer
security protocol

Application layer
security protocol

Session layer

Physical layer
security

Data link layer
security protocol

Network layer
security protocol

Transport layer
security protocol

Presentation layer
security protocol

Application layer
security protocol

Physical layer
security

Data link layer
security protocol

Network layer
security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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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정된다

에서의보호는모든서비스파라미터보

호 사용자 데이터 보호 그리고 비보호

가 있다 모든 서비스 파라미터 보호는

주소와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모든 파라미

터들을 보호하며 보호연관 속성 이

일 때 선택된다 사용자 데이터 보호

의 경우 사용자 데이터는 보호하나 다른

서비스 파라미터들은 보호하지 않으며 보호연

관 속성 이 일때 선택된다 비

보호의 경우 모든 서비스 파라미터들은

서비스파라미터들로복

사되며 모든 절차들은 수행되지 않는다

와 은

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서비스 파

라미터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는

형으로써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

할 수도 있다 에서 사용되는 는

그

리고 의 세가지 방

식이 있다

구조는 그림 와 같다

는무결성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무결성

검사 값을 첨가하고 비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영역을 암호화 한다 비보호 헤더 영

역구조는프로토콜식별자 길이 형태그리

고보호연관식별자영역으로구성된다 프로토콜

식별자 영역은 식별자를 나타내며 길이 영

역은 형태와 영역을합한길이를나타

낸다 형태 영역은 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 값을 가지며 영역은 상

 

그림

 

구조

대 객체 보호연관 식별자를 나타낸다 암호 동기

영역은선택영역이며특정암호화알고리듬을위

해 사용될 수 있다 는

무결성 검사 값을 포함하며 보호 연관 속성에 포

함된 알고리듬식별자에의해정의된다 암호

화 패딩 영역은 비 보장 서비스를 위한 블록 암

호화 알고리듬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나

는 및 의 확장이

며 접속 및 비접속형

의 전송에 대한 데이터 보호 및 비보

호를 허용한다 는 에서 명시하

는 트랜스포트 계층 보호 서비스인 대등 실체 확

인 데이터발신처확인 접근제어 접속비 보장

비접속 비 보장 복구기능을 갖는 접속 무결성

복구기능이 없는 접속 무결성 그리고 비접속 무

결성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접속형으로 사용되는

는대등실체확인 접근제어 접속비 보장

SAIDPDU
type

LIProtocol
ID

NLSP user data

NLSP user dataContent
field

Data
type

Content
length

Enc.
pad

ICVOctet string before
encapsulation

Crypto
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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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기능을 갖는 접속 무결성과 복구기능이 없는

접속 무결성 서비스들을 제공하며 비접속형으로

사용되는 는 비접속 무결성 비접속 비 보

장 접근제어 그리고 데이터 발신처 확인 서비스

들을 제공한다

는암호화 메커니즘을사용하여 이서비

스들을 지원하고 보호 라벨링 키 및

식별자와 같은 보호 속성은 보호 관리에 의해 미

리 설정되거나 보호연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설

정된다 키의 재설정은 보호 연관 프로토콜이나

프로토콜의 외적 수단을 통하여 지원된다

는 를 보호연관 속성에 기초하

여 보호하며

로 캡슐화 한다 캡슐화 기능은 접속비접

속비 보장및무결성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암호화와무결성검사기능을결합하여사용한다

또한 캡슐화 기능은 네트워크 접속의 할당 및 멀

티플렉싱을 제외한 트랜스포트 계층의 모든 프로

토콜 처리 기능을 수행한 후에 적용된다

은 디멀티플렉싱 후와 다른 프로토콜 처

리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수행된다

의 기능은 데이터 암호화 기능 무결성

기능 보안 라벨 기능 보호 페딩 기능 대등 실체

인증 기능 및 보호 연관 기능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암호화 기능은 데이터 비 보장 기능을 제공

하며 각 는 복호화를 위한 충분한 정보

를 가진다 이 정보는 복호화에 필요한 의

인덱스뿐만 아니라 암호동기와 알고리듬 초기화

열을 포함한다 둘째 무결성 기능은 비접속 무결

성과 데이터 발신처 신분확인 혹은 접속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보호 라벨은 데이터의

민감도를나타내는선택적기능이며접근제어메

커니즘을 지원한다 넷째 보호 페딩은 캡슐화된

셋의길이를확장하기위하여사용하는선

택적기능이며 비 보장과무결성을위한암호화

알고리듬 요구를 지원한다

 

그림

 

피어들간의 인증절차

다섯째 대등 실체 인증은 그림 에서 나타

낸 것처럼 접속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접속 설정

의 교환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근원지와 목

적지참조는 보호된 무결성과 무결성 키의 수명시

간내에서유일해야한다 마지막으로보호연관기

능은트랜스포트계층내에서 를사용하여제

공될 수 있다

보호연관 프로토콜은 들의 전송을 지

원하기 위하여 에 정의된 절차들을 사용

하여 초기화될 수 있다 그러나 초기화는 트랜스

포트 접속의 수립전에 이루어지거나 논리적 관리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로컬 참조 번호

는 의 설정 유지 및 해제 동안 트랜스포트 계

층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식별자이다

보호방식

는 년부터 미 국방성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 년대가 되어서야 완전한 프로토

CC(scr-refb, dst-refa)
ACK/DT(dst-refb)

CR(scr-refa)

ResponderInit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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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 형성되었다 처음 인터넷의 주소를 만들 때

에는이렇게인터넷이크게성장할줄몰랐으며그

시절에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소 체계를 잡

은 것이 바로 현재의 이다 현재의

는 비트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가

장많이사용을할때 만큼의주소를부여할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소의 부여는 클래스라는 개

념을 두어 부여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소는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렇게 무분별한 주소의 관리에서부터 많아진 사

용자의 요구를 들어주기엔 비트의 주소 체계는

더이상주소를부여할수없게되었다 또한원격

회의 원격 교육 원격 영화 감상 등의 요구가 늘

어남에따라좋은품질의선로뿐만아니라서비스

의 질을 높여야 했다 이렇게 늘어나는 요구에 수

용하다 보니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게 되었다

는 에서설계된프로토콜로서새로운

버전을 으로 할당함에 따라 로 명명하였다

또한 에서동작하던기능을그대로 에옮

겼으며 에서 사용하지 않던 기능은 삭제하였

다 의대표적인특징들은확장된주소체계와

경로체계 라는 주소의 탄생 의

지원 헤드의 단순화 를

지원 그리고 보호기능의 지원이다

는 확장 헤드를 가지며 영역

에서 규정한다 확장 헤드는 패킷이 헤드의

목적지 주소영역에서 정의한 노드에 도착하기 전

에는어떠한노드에서도처리되지않으나

헤드는 패킷의 경로를 따라 모든 노

드에서 처리된다 확장 헤드의 순서는 헤드

헤드 헤드 헤

드 헤드 헤드이

다

는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증

헤드와 를 사용한다 인증 헤드는 데이터

그램에 무결성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는

데이터그램에 무결성 인증 및 비 보장 서비

스를제공한다 인증헤드와 는호스트간 게

이트웨이사이간그리고호스트와게이트웨이간

에보호를제공한다 보호게이트웨이는외부의비

신뢰시스템과자신의부네트워크에있는신뢰된

호스트들사이에통신게이트웨이로동작한다 보

호 게이트웨이가 신뢰된 부 네트워크상에서 하나

혹은 많은 호스트를 대신하여 보호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 보호 게이트웨이는 신뢰된 호스트를

대신하여 보호연관을 설립하고 외부 시스템들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보호 게이트웨

이는 인증 헤드 및 를 구현하고 신뢰된 부 네

트워크의 모든 시스템들은 인증 헤드 및 보

호서비스를 갖는다

만약 접속상에 보호 게이트웨이가 없다면 두

종단 시스템은 단지 두 시스템 사이에 수행된 사

용자 데이터 혹은 만을 암호화하는데

를사용한다 무결성이제공되지않은

헤드는 공격 등과 같은 다양한 공

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신측에서 무시된다

가 보호연관

보호연관은두통신자간에보호를제어하는보

호속성들의 집합이며 인증 알고리듬과 알고리듬

모드 암호화 알고리듬과 알고리듬 모드 인증 및

암호화 키 등으로 구성된다 송신 호스트는 적당

한보호연관을설정하기위하여송신 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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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주소를 사용하며 수신 호스트는 정확한 보

호연관을 구분하기 위하여 값과 목적지 주소

를 사용한다 보호연관은 일반적으로 일방향이며

값과 목적지 주소

에 의해 유일하게 규정된다 목적지 주소는

주소 혹은 그룹 주소일 수 있다

트래픽인경우몇몇시스템은

그룹을 대표하여 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룹의호스트들과그정보를통신한다

그룹의송신자들은모든트래픽에대해

서하나의보호연관을사용할수있다 이경우 수

신자는수신된메시지가 그룹을위한보

호연관임을안다 또한 트래픽은

그룹의 각 송신자들을 위한분리된 보호연관

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인증 헤드

인증 헤드는 호스트 간 게이트웨이 사이 간

그리고 호스트와게이트웨이간의 데이터그램

에 무결성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증 헤드

구현시 데이터 그램은 인증정보를 가지며 이

인증정보는 인증 키와 인증함수를 사용하여 데이

터그램상의 전송중 변하지 않는 모든 영역을 계

산하여 부가된다

등과 같이 전송중 변하는 영역은 인증값

계산시 으로 둔다 인증 헤드는 와 트랜스포

트 계층 헤드 앞 단편화와 헤드 뒤에

위치한다 부인봉쇄서비스는 와같은비대칭

키암호화방식에기초한인증알고리듬을사용하

여 제공될 수 있으나 비 보장 서비스는 인증 헤

드에서제공되지않으므로트래픽해석과같은공

격을 막을 수 없다 인증 헤드는 송수신측에서의

인증계산 때문에 프로토콜 처리비용 및 통신

도달 시간을 증가시킨다 기본적으로 설정된 인

증 알고리듬은 이다 이 방식은 대칭키 암호

화방식으로 부인봉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인증헤드의처리과정은다음과같다 패킷

에 인증 헤드를 부가시 송신자는 우선 적당한 보

호연관을가져야한다 모든보호연관은일방향이

며전송 패킷에대한보호연관은 와목적

지 주소에 의존한다 선택된 보호연관은 전송 패

킷에 사용된 보호알고리듬 알고리듬 모드 키 등

의 보호성질을 나타낸다 송신자는 인증된 패

킷을전송하기전에인증값을계산하여부가한다

모든 는 그 부가 데이터가 인증

계산시 포함되어질 것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비

트 가 있다 만약 그 비트가 이

면 부가 데이터가 인증 계산시 포함되며 이면

부가데이터가인증계산시 으로된다 단편화는

전송패킷의 인증 헤드 처리 후와 수신패킷의 인

증 헤드 처리전에 발생한다 패킷 수신시 수신

자는 정확한 보호연관을 가지기 위해 목적지 주

소와 값을 이용한다 수신자는 수신된 패

킷의인증값을이용하여수신된 패킷을검증한

다 인증데이터값이정확하면수신된데이터그램

을 받아들이며 정확하지 않으면 수신된 데이터그

램을버리고 와 에인증실패를

기록한다 기록된 데이터는 값 수신 시간

송수신 주소 등을 기록한다

그림 은 인증 헤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

다 영역은 비트이며 인증 헤드후

의헤드를나타낸다 영역은 비트이며인

증 데이터 영역의 길이를 비트 단위로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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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증헤드 구조

다 영역은 비트이며미래사용을위한

영역이다 전송시 이 영역은 으로 둔다

영역은 비트이며데이터그램의

보호연관 식별자를 나타낸다 값이 이면 보

호연관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영역은 비트 단위의 가변길이를 가지

며 패킷의 인증값을 나타낸다

다

는 호스

트 간 게이트웨이 사이 간 그리고 호스트와 게

이트웨이 간의 데이터그램에 무결성 및 비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하는 알고리듬에 따

라인증서비스도제공할수있다 는터널모

드와 트랜스포트 모드가 있다 터널 모드는

헤드내의 모든 데이터그램을암호화하는방식

이며 트랜스포트 모드는 헤드내의 상위계층

프로토콜인 나 만을암호화하고평문

헤드를부가하는방식이다 통신호스트들이보호

게이트웨이의간섭없이통신하고자할때트랜스

포트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트랜스포트 모

드는전체 데이터그램을비 보장을원하지않

는호스트들에게처리비용을감소시킨다 는

단편화 후와 재결합 전에 이루어진다

의 사용은 프로토콜 처리시간을 증가

 

그림

 

구조

시키며 증가된 시간은 암호화 알고리듬 키 등의

변수에의존한다 기본적으로설정된 의알고

리듬은 모드이다 그림 은 의구

조를 나타낸 것이다 는 헤드 후와 트랜

스포트 계층 프로토콜전에 어느곳이나 위치한다

의프로토콜수는 이며 프로토콜의

영역에 이 설정되어야 가 수행된다

는암호화되지않은헤드영역과암호화된데

이터영역으로구성된다 암호화된데이터영역은

보호된 헤드와보호된사용자데이터로이루

어지며보호된사용자데이터는전체 데이터그

램이거나 상위계층 프로토콜 프레임이다

 

그림

 

헤더 구조

그림 은 헤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

다 형태는 미래에 적용될 새롭거나 부가적

인 암호화 알고리듬을 지원하도록 구성된다

영역은 적용된 데이터그램의 보호연관을 나타내

는 비트 값이다 만약 보호연관이 설정되지 않

았다면 값은 이다 에

서 까지의 값은미래사용을위해

에예

Authentication data(variable number of 32-bit word)

Security parameter index(32)

Reserved(16)Length(8)Next header(8)
Encrypted dataESP headerOther IP headerIP header

Unencrypted Encrypted

opaque transform data, variable length

security association identifier (SPI), 32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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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되어 있다

는 인증 헤드와 함께 사용되면 무결성 및

비 보장 서비스뿐 아니라 인증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와 인증 헤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

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송신자는 원하는 데

이터에 를 적용하여 비 보장 서비스를 부가

한 후 평문 헤드를 부가하며 마지막으로 인

증헤드가부가된다 이때 수신자는먼저전체데

이터그램에 대하여 인증 검사를 한다 인증 결과

가정확하면 처리를수행하여암호화된데이

터를복호하여결과데이터를상위계층에보낸다

두번째는 인증이 단지 터널 모드 에 의해 보

호된 데이터그램에 적용하는 경우이며 이때 인증

헤드는 보호된 데이터그램내에 위치한다 그러나

인증이트랜스포트모드 에의해보호된데이

터그램에 적용되면 인증 헤드는 보호된 데이터그

램을처리하여 내에그리고전체데이터그램

에 대한 인증 헤드가 존재한다

보호방식

은 차세대 초고속 정보 통신망의 기반

구조라 할 수 있다 에서는 통신망에서 존

재하는 모든 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이러한 망을 구현하기 위한 통

신 방식으로 이 있다 에 관한 규격은

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호에 관한 내용은 현재 연구 진행중이다

에서의 보호은 을 구성하고있는 객

체들의 성질과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객체들의 성질과 상관관

 

그림

 

참조 모델

계는 참조 모델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그 구

성은 그림 와 같다 에서 계층은 응용 계

층 계층 계층 물리 계층으로 이루어

져 있다 계층은 상위 계층과 하위의 계

층사이에서상위계층의정보를 계층으로의

적절한 전달을 맡고 있다 즉 상위 계층의 서비스

요구를 계층에적용시키는것이다 계층

은상위계층의사용자서비스정보를 로만

들어주는수렴부계층

와 계층과의 통신에서의 절단및재결

합 부계층

으로 구성된다 계층은 주로 사용자 노드와

네트워크 노드간의 셀 전달에 관한 일을 한다 물

리 계층은 송 수렴 부계층과 물리 매체 부계층으

로 구성되는데 전송 수렴 부계층의 기능은 셀 속

도의 분리 헤더오류 제어용 바이트의 발생 및 확

인 셀 경계점의 검출 등을 한다 또한 동기식 디

지털계위에의거하여전송하는겸우에는전송프

Plane
Mana-
gement

Higher Layer
Protocol

Higher Layer
Protocol

User PlaneControl Plane

Layer
Manag-
ement

Management
Plane

Physical Layer

ATM Layer

ATM Adaptation Layer (A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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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망 요소 객체 모델

레임의 발생 및 확인 기능도 수행한다 물리 매체

부계층은광섬유나동축케이블을통한최종전송

단계를 의미한다

은 사용자 측면 제어 측면 및 관리 측

면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측면은 여러개

의 계층으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사용자 측면

은 주로 사용자의 데이터와 관련되어 사용자 정

보전달 흐름 제어 에러 복구 등의 기능을 주로

한다 사용자 측면은 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

달할 경우에 생성되며 가상회로마다 하나의 사용

자측면을가지므로다른객체보다짧은활성기간

을가진다 사용자측면은 서비스접근포인

트 에서 가상회로

를 요구할 경우에 생성된다 요청이 계속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지속되는데 요구가 스위치 서비스

이면 으로

계속 남아 있다가 이 되면 회선이 끊어질

때까지 남아 있는다 이 실패하면 알리고

사라진다 의 경

우에는 관리자의 정의에 의해서 생성되고 소멸된

다 제어 측면과 가상회선의 연결과 해제에 관하

여 상호작용을 하며 네트워크에 사용자 데

Management

Persistent ObjectsEphemeral Objects

Signalling
Data

Ephemeral
Objects

AAL
entity

SAP
entity

Signalling
VC data

VC data

Switching
table

VC data

User plane entity

AAL
entity

Control
entity

ATM Layer Entity

Control plane
entity

AAL
entity

Mana-
gement
entity

Routing
inputs

Management
plane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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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큐리티 정합 참조 모델

이터를 보내고 받기 위해서 계층과 상호작

용을 한다

에서 네트워크의 연결과 해제에 관한 기

능과 연결들의 관리에 관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

제어 측면이다 제어 측면은 사용자 측면과 다르

게 네트워크가 활성 중이면 항상 활동한다 제어

측면은 계층의 스위치 테이블의 관리와 신

호 메시지를 신호 채널로 전송하는 것을 관여하

며 관리 측면에 필요한 가상회선의 연결과 해제

라우팅

기능으로부터 라우팅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에 관

여한다 관리 측면은 사용자 측면과 제어 측면을

조정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관리 측면은

기능을 가지며 이는 라우팅 기반을 확립하는 기

능을 한다 네트워크가 활성 중이면 항상 활동을

하며가상회선으로관리데이터를받고보내기위

해서 계층과 연결된다

에서의 보안 구조는 그림 과 같이 종

단간 종단에서 중간 노드

간 및 중간 노드간

에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종단간에 보호

를 제공하는 경우 보호 서비스는 전 연결 경로에

P-NNI

B-ICI

Public UNI

Private UNI

Public UNI
Private UNI

P-NNI
Private TAM Switch
[Intermediate node]

Public ATM Switch
[Intermediate node]

Public ATM Switch
[Intermediate node]

ATM Endpoint
[Calling (or Called) node]

Private TAM Switch
[Intermediate node]

ATM Endpoint
[Calling (or Called) node]

Switch-to-Switch (Example)
[Intermediate node to

Intermediate node]

Endpoint-to-Endpoint (example)
[Calling node to Called node]

Endpoint-to Switch (example)
[Called (or Calling) node to

Intermediate node]

Private TAM Switch
[Intermediate node]

Private TAM Switch
[Intermediate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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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제공하며종단에서중간노드간보호를제

공하는경우 보호서비스는종단에서중간노드로

의 연결 경로 일부분만을 보호하고 중간 노드간

보호를제공하는경우 보호서비스는중간노드에

서중간노드의연결경로의일부분만으로제한된

다 이를 기초로 하여 참조 모델의 보호 적용범위

를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 측면 보호는 사용자 사

이에확립된가상회선에대한보호를다루며종단

간 및 중간 노드간에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종

단간에는 인증 비 보장 데이터 무결성의 보호

서비스가 제공되며 중간 노드간에는 인증 및 비

보장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어 측면 보호는 제

어 측면 사이의 메시지 교환에 대한 보호을 다루

며 종단간 종단에서 중간 노드간 및 중간 노드간

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하에서의

기술적 보호대책을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보호대

책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에 활용될 것이다

다음은 주요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였다

범죄의 방지대책으로 기술적인 통제방안을

이용하는 기술적 방지대책 물리적으로 시스

템환경을 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 물리적방

지대책 컴퓨터시스템의관리및운영적인측

면에서의 관리적 방지대책 그리고 국가적 차

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법적제도적 방지대책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 보

호 메커니즘을 제시하였으며 특별히 기술적

방지대책 물리적 방지대책 관리적 방지대책

그리고 법적제도적 방지대책 가운데서 기술

적 방지대책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에서의 보호는 크게 사

용자 측면 서비스 측면 네트워크 측면 그리

고 관리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측면들 가운데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보호기술이 가장 절실한 네트워크 측면

보호방식들을 참조모델을 위한 와

방식 를 위한 보호방식 그

리고 을 위한 보호방식차원에서 제시하

였다 현재 보호에 관한 연구는 국제적

으로 초보적인 단계이며 앞으로 연구가 계속

수행되어져야 할 분야이다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기반하에서 이용되는

서비스들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

적제도적 관리적 그리고 물리적 방지대책과 병

행하여 기술적 방지대책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으

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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