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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리노이 공대의 Gaia 프로젝트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컨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
증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제어를 하는 Cerberus 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그
러나 Cerberus 는 사용자의 식별 정보를 통해 접근 제어를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과 어플리케이션

이 사용자의 접근 제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Cerberus 의 문제점

을 개선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RBAC(Role Based Access Control) 기반의 
접근 제어 정책을 통한 안전성 항상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제어 봉쇄를 
통해 정책 관리에 대한 일관성을 제공한다.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IT연구센터 육성ㆍ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1. 서론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다양한 통신기기와 센서들이 
넓게 분산되어 있는 환경을 통해 이루어 진다. 유비쿼

터스 컴퓨팅을 통해 컴퓨터 시스템 자원과 물리적 공
간의 경계를 넘어 사용자에게 편리함과 풍부한 정보

가 존재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스마트 스페이스라고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컴퓨터가 
사용자의 컨텍스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용자

를 인증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컨텍스트[1]란 엔
터티(entity)의 상황을 특징 짓는 데 사용되는 모든 정
보를 말하며 엔터티는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을 포함

하며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 상호 작용에 관련되는 
사람이나 장소 그리고 객체를 말한다. 이런 컨텍스트

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며 유비쿼터스의 특징을 
대표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컨텍스트 정보만을 가
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누구나 제
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사용

자 인증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어 메커니즘이 필요

하다. 전통적인 인증 및 접근 제어 방법에서는 로그인

과 로그아웃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인증을 직접 해
야만 했지만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컨텍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 대한 인증과 서비스 접근을 제공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일리노이 공대의 Gaia 프로젝트에서는 Cerberus[2]라

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사용자 인증 및 접근 제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erberus
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해 더욱 효율적인 사용자 인증 
및 접근 제어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논문의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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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일루누이 공대의 Cerberus 에 
대해 분석한다. 3 장에서는 Cerberus 를 개선한 사용자 
인증 및 접근 제어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4 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2. Cerberus 

2.1 Gaia 프로젝트 

일리노이 공대에서는 스마트 스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Gaia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 Gaia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 스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해 두 가지 필수 요소인 보안과 컨텍스트 
인식(context awareness)을 위해 Cerberus 라는 핵심 서
비스를 제공한다. Cerberus 는 사용자를 식별 및 인증

을 하고 컨텍스트 인식과 이에 따른 추론을 통해 스
마트 스페이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비

스를 말한다. 
 

2.2 Cerberus의 구조 

Cerberus 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서비스를 제공

을 목적으로 사용자를 식별하고 인증하기 위하여 다
양한 종류의 기기와 센서들로부터 풍부한 컨텍스트 
정보를 얻는 것을 중요시한다. 풍부한 컨텍스트 정보

를 바탕으로 사용자 식별 및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인증 방법을 제공 해야 한다. 이를 위
해 Cerberus 에서는 (그림 1)처럼 GPAM (Gaia Pluggable 
Module)을 이용한다. 이는 전통적인 PAM[3]을 이용하

여 새로운 인증 방법이 쉽게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를 통해 Cerberus 는 다양한 인증 방
법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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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erberus 

Gaia 인증 서비스(Gaia Authentication Service)에서는 
인증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다양

한 방법으로 식별 및 인증을 한다. 이런 식별 정보 및 
인증 방법 역시 컨텍스트 정보임으로 이를 Gaia 컨텍

스트 기반 구조(Gaia Context Infrastructure) 모듈로 보낸

다. 
Gaia 컨텍스트 기반 구조는 사용자의 식별 정보 및 

인증 방법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페이스 상에 존재하

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기와 센서들로부터 
컨텍스트 정보를 얻고 이를 일정한 형태로 가공 표현

하여 어플리케이션이나 추론 엔진(Inference Engine) 모
듈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추론 모듈에서는 Cerberus 의 보안 정책(Context-
Aware Security Policies)에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컨
텍스트 정보를 Gaia 컨텍스트 기반 구조 모듈로부터 
제공 받아 사용자가 사용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 
가능한지를 결정한다. 보안 정책에는 각 어플리케이션

마다 어플리케이션에 접근 가능한 상황을 기술하고 
있으며 컨텍스트 정보가 이를 만족할 때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3 Cerberus의 인증 방법 

유비쿼터스 컴퓨팅 인증 메커니즘은 ‘인증 강도’와 
‘사용자 개입’ 사이에서의 조절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좁은 영역에 주파수 신호를 발산하는 스마트 배지

(smart badge)를 이용한 인증 방법은 사용자가 의식적

인 개입 없이 인증이 되지만 인증의 강도는 낮을 것 
이다. 하지만 Challenge-response 방법을 이용을 하면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인증의 강도는 높아진

다. 
Cerberus 에서는 착용 가능한 기기나 음성 인식, 안

면 인식, 지문인식 그리고 홍채 인식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포함한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마다 인증 강도

가 다를 것이다. 인증 강도에 따라 사용자를 식별하는 
신뢰도가 다를 것이며 이를 Cerberus 에서는 [0, 1] 사
이의 값으로 표현한다. 이런 신뢰 값은 인증 장비나 
사용한 인증 프로토콜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된다. 사
용자 한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신뢰 값들을 얻게 된다. 이를 
Bayesian probability, 와 fuzzy logic[4]을 통해 통합된 신
뢰 값을 얻는다. 

Cerberus 에서는 위의 내용을 1 차 논리(first order lo-
gic)[5]의 규칙으로 인증 정책을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증 방법에 따라 신뢰 값을 다음과 같이 서술 
할 수 있다. 
ConfidenceLevel ( smart_watch, 70% ) 
ConfidenceLevel ( smart_badge, 10% ) 
ConfidenceLevel ( fingerprint_scan, 90%) 
이 때 P 가 smart_watch 로 인증을 했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Authentication ( P, smart_watch ) 
P 가 가진 신뢰 값 V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onfidenceValue ( P, V ) :- ∃device X ( Authenticated(P,X) 
∧ ConfidenceLevel (X, V) ) 
 
2.4 Cerberus의 접근 제어 방법 

Cerberus 에서는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이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별 접근 제어

(Application-specific Access Control) 정책을 이용한다. 
어플리케이션 별 접근 제어 정책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에 접근하기 위한 신뢰 값 그리고 사용자가 해당 자
원에 접근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컨텍스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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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Bob 이 프리젠테이션 
디스플레이 기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1 차 논리의 규
칙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여기서 
NetConfidenceValue 는 통합된 신뢰 값을 나타낸다. 
∀People X CanAccess (X, Display ) :- ∃number V 
(NetConfidenceValue(P, V) ∧ V>60%)  
∀People X Access(X, Display) :- SocialActivity(Room 2401, 
Seminar) ∧ IsPresenter( Seminar, X) 

Bob 이 디스플레이 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증방법으로 얻은 신뢰 값이 프리젠테이션 디스플레

이 기기를 사용하기 충분한지를 살펴본다. 그런 후 회
의실의 스케줄이 세미나 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세미

나 발표자가 Bob 인지를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다. 
 

2.5 Cerberus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Cerberus 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사용자의 접근 제어 방법에 있다.  
Bob 의 프리젠테이션 기기 사용의 예를 다시 살펴보

자. 인증 방법을 통해 Bob 이 접근에 필요한 신뢰 값
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Bob 으로 식별된 상
태”에서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Bob 의 
컨텍스트 정보에 따라 추론하고 있다. 하지만 Bob 이

라고 100% 완벽하게 식별 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Bob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컨텍스트 정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Bob 이 프리젠테이션 기기를 사용하

기 위해서는 60% 이상의 신뢰 값을 가져야 한다.”라
고 하면 이는 “Bob 이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역
할을 가진 사람이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Bob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관리자의 실수로 
인증 신뢰 값을 낮게 설정한다면, 인증의 강도가 낮아 
다른 사람이 Bob 인 척을 할 수 있고 해당 어플리케

이션에 대해서는 Bob 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개선될 점은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접근 권한을 얻어 사용 중일 때, 컨텍스트 정보의 변
화에 따라 접근 권한이 상실 될 경우가 있다. 이 때 
Cerberus 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접근 권한

이 상실될 수 있는 컨텍스트 조건을 접근 제어 모듈

에 요구하고 접근 제어 모듈은 컨텍스트 정보의 변화

를 체크를 하고 조건이 성립되면 어플리케이션에 통
보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접근 제어 정
책의 설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어플리케이

션이 접근 제어 정책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제어 정책과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3. 새로운 인증 및 접근 제어 프레임워크 제안 

3.1 구조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안 정책을 위해 기존 
Cerberus 의 접근 제어 정책에 RBAC(Role Based Access 
Control)[6]을 적용하였다. Cerberus 의 추론 엔진은 접
근 제어 모듈로 통합하였으며, 컨텍스트 정보의 변화

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중인 사용자의 접근 권

한 상실이 되는 경우를 위해 컨텍스트 트리거(Context 
trigger) 모듈을 추가하였다. 그 외 컨텍스트 정보 제공

을 위한 컨텍스트 기반구조 모듈과 사용자 인증 및 
보안 정책을 위한 보안 정책 모듈 등은 그대로 유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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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컨텍스트 기반 인증 및 접근 제어 

3.2 인증 방법 

Cerberus 의 인증 방법과 동일하다.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신뢰 값을 산출한다. 이를 
위해 PAM 모듈을 수용하고 fuzzy logic 을 이용 여러 
신뢰 값들을 통합해 하나의 신뢰 값을 얻어 이를 사
용자의 식별 정보와 함께 접근 제어를 위해 접근 제
어 모듈로 넘긴다. 넘겨지는 정보를 1 차 논리(first 
order logic)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NetConfidenceValue(Bob, V) 

 
3.3 접근 제어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서는 기존의

RBAC 에 컨텍스트 개념을 적용시킴으로써 유비쿼터

스 환경에 맞는 접근 제어를 제공한다. 먼저 RBAC 정

책을 바탕으로 시스템에 맞게 역할들을 미리 정의하

고, 사용자들에게 역할을 배정한다. 역할을 정의할 때 
트랜잭션(transaction)이라는 시스템 자원 접근에 관한 
함수를 정의 한다. 역할들은 비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

이며 각 역할에는 역할이 활성화 되기 위한 신뢰 값
과 컨텍스트 조건이 기술되어 있다. 만약 Bob 이 
seminar_time(매주월요일 오후 3 시) 에 2401 번 회의실

에서 세미나 발표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CanActivateRole (Bob, Seminar_presenter ) :-  (NetConfi-
denceValue(Bob, V) ∧ V>60%) ∧ time(current_time, 
seminar_time) ∧ location(current_location, Room 2401) 
∧ SocialActivity(Room 2401, Seminar) 

만약 Bob 의 신뢰 값과 컨텍스트 조건이 일치 하다

면 Seminar_presenter 역할을 활성화 시킨다. 이제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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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eminar_presenter 역할을 통해 프리젠이션 디스플레

이 기기에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다. 이때 역할에 
기술되어 있는 트랜잭션을 통해 Bob 이 디스플레이 
기기에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Access(Bob, Display) :- ActivatedRole( Bob, Se-
minar_presenter ) ∧ Roletransacion(Seminar_presenter, 
Display) 

이와 같이 활성화 된 역할을 통해 접근 제어를 함
으로써 2.5 절에서 제시되었던 Cerberus 의 첫 번째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신뢰 값에 해당하는 역할을 
통해서만 접근 제어를 하기 때문에 해당 어플리케이

션에 대해 사용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접근 제어 방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접근 
제어에서 쓰이는 컨텍스트 정보들을 미리 정의를 해 
놓는다. 컨텍스트 정보를 미리 정의함으로써 컨텍스트 
기반 구조로부터 컨텍스트 정보를 얻을 때 원하는 형
태로 가공된 컨텍스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한 미리 정의된 컨텍스트 정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컨텍스트 정보의 정의 및 정책 설정에 활용할 수 있
다.  
 
3.4 컨텍스트 트리거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컨텍스트 정보가 자주 바뀐

다. 이런 컨텍스트의 변화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사
용중인 사용자라 하더라도 접근 권한이 상실되는 경
우가 있다. 따라서 접근 제어 정책에는 접근 권한이 
상실되는 컨텍스트 조건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조건을 컨텍스트 트리거(context 
trigger)라 부르며, 사용자의 역할에 컨텍스트 트리거를 
추가 기술할 수 있다. 앞의 프리젠테이션의 예를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ContextTrigger(X, Display) :- NOT SocialActivity(Room 
2401, Seminar) ∨ NOT  ActivatedRole( Bob, Seminar 
_presenter) 

일단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접근 권한을 얻고 
사용 중 일 때, 컨텍스트 트리거 모듈은 컨텍스트 트
리거를 활성화 하고, 컨텍스트 변화를 관찰하며 조건

이 성립되면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의 접근 권한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한다. 

이렇게 기술된 컨텍스트 트리거를 통해 2.5 절에 논
의된 Cerberus 의 두 번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3.5 성능 비교 

Cerberus 에서는 인증 방법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신뢰 값을 이끌어 내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신뢰 값 이상을 가지면 컨텍스트 정보와 비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사용자에 대해 완벽하게 
식별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식별된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안적 측면에서 문
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인증 및 접근 제어 
방법에서는 신뢰 값을 통해 사용자의 역할을 이끌어 
내고 이 역할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함으로써 
Cerberus 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Cerberus 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접근 제어에 직
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접근 제어 정책의 일관성 문
제가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컨텍스트 트리

거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Cerberus 를 바탕으로 좀더 효율적이

고 안전한 사용자 인증 및 접근 제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 유비쿼터스 환경

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조

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접근 제어 정책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RBAC 에 컨텍스트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더욱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접근 제어 정책이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

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을 좀더 효율적이고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 컨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하는 
인증 및 접근 제어가 한층 더 쉬워질 것이다. 앞으로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는 RBAC 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해 더욱 효율적인 접근 제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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