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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제3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인증서를 교환하여 신

뢰를 구축하는 방법인 신뢰 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KeyNote 방식의 인증서에 권한을 추가하는 방식

을 스 그리드 도메인에 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 다. 기존의 그리드 상의 보안 메커니즘을 활

용하여 추가 인 오버헤드를 으며, 인증서를 XML로 변환하여 그리드 시스템과의 연동  웹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확장성도 고려하 다.  

1. 서론 

   수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부분의 

교류는 제3자(stranger)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즉, 각 

엔티티들은 미리 알려진 계도 아니며 일반 인 보

안 도메인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다. 제3자들은 민감

한 교류를 가지기 에 충분한 수 의 상호 신뢰를 

형성해야만 한다. 이런 목 을 하여 참여자들의 

아이디(사회보장번호, 지문, 세 ID 등)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들에 한 신뢰 여부를 부 하게 단할 

소지가 있으며, 신에 참여자들의 속성(고용 상태, 

시민권, 단체 맴버쉽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할 

것이다. 

통 인 시큐리티 근방법은 아이디에 기 한 방

법으로 제3자에게 로컬 자원에 근하는 것을 허가

하기 이 에 로컬 로그인이나 인증서 등의 로컬 보

안 도메인 내의 아이디를 얻게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온라인상에서도 제3자에게 도메인 내의 

특정 종류의 아이디를 얻을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1]. 

  이에 한 해결책으로 제3자들은 디지털 인증서를 

교환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디지털 인증

서는 인증서 발행자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서명되는 

형태이고, 발행자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검증될 수 

있다. 통 으로 디지털 인증서는 특정 엔티티가 

소유하고 있는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통은 속

성 이름/값의 으로 표 된다. 디지털 인증서는 

X.509 인증서[2]를 사용하여 구 될 수 있다.

 어떤 자원은 모두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지만 많은 

인증되지 않은 근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 

근 제어 정책들은 URL을 통해 근되는 서비스, 역

할 기반의 액세스 컨트롤 시스템, 능력(capability) 

기반의 시스템 등 많은 종류의 자원을 보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요한 것은 서비스 요구 

주체의 역할 는 속성이다. 따라서 용량 분산시

스템에서는 속성(attribute)  역할(role)에 기반한 

새로운 신뢰모델[3]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속성 기반 신뢰 모델에 해서 소개

하고, 이를 스그리드 도메인에 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련연구

   2.1 신뢰 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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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에 기반하여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한 시

스템을 신뢰 리시스템 (trust management 

system)[4]이라 한다. 신뢰구축의 근법에서 "신뢰"

는 반복 으로 인증서를 교환하고 인증서를 요청하

는, 일명 신뢰 상 (trust negotiation)의 과정으로 

구축된다. 인증서 기반의 인증과 권한검증 시스템은 

다음의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 Identity-based

� Property-based

� Capability-based

원래 공개키 인증서들, 를 들어 X.509 그리고 

PGP[5]는 단순히 키와 이름을 바인딩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X.509v3 인증서는 이후 일반 인 속

성에 키를 바인딩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 Trust Establishment Project: IBM Haifa 연구소

는 공개키 인증서의 내용에 강제사항을 특성화한 

정책에 따라 제3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 Capability-based system : 이 시스템은 특정 응

용에 한 권한의 임을 리하는 시스템이다. 

능력기반의 시스템들은 제3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해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는 응용 서버에 특정 액션들에 한 권한을 표

하는 인증서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능력 

기반인 KeyNote 시스템[6]에서 인증서에 하나의 

원칙 인 권한들은 요구되어진 다른 원칙들에 어

떻게 행동하는지에 한 조건을 명시하 다. 

� Simple Public Key Infrastructure : 직 으로 

인증서에 권한을 끼워 넣는 식의 KeyNote의 

근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한다. 

� Bonatti and Smarati : 이들은 인터넷 상에서 정

보를 배출하거나 규칙 인 서비스에 근하기 

해 표  임워크와 모델을 소개한다. 

� Delegation : 분산 신뢰 리 시스템에서 요한 

역할을 하며 임 언어들은 명백히 신뢰 구축 세

계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재의 

임 정책 언어와 신뢰 상에 있어서 기 로는 

당하지 않은 컴 라이언스 체커라는 두 가지 

이슈가 립될 것으로 보인다.  

기의 신뢰 상 략은 가능한 한 빨리 잠 을 

해제하고 인증서를 노출하고, 임의의 략은 각 측

이 상 측의 정책을 살펴보고, 신뢰가 성립될 수 있

다고 결정한 후에 바로 인증서를 노출할 뿐 아니라 

정책 정보 없이도 노출한다는 순수한 략만을 내포

하도록 제안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의 도메인인 

스 역에서는 각 자원에 한 정책에 따른 근 권

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정책 기반의 근권한을 사용

한다. 한 구 방법에 있어서는 Keynote의 인증서

에 권한을 삽입하는 방식을 차용하 으며, 

Single-Sign-On을 가능하게 하는 록시 인증서를 

활용하여 스 자원에 근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

한다.

   2.2 스 그리드 

 PACS-Grid란 지리 으로 분산된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 상

장 송시스템)를 그리드 기술로 통합하여 서로 연동

한 거 한 가상의 단일 시스템 혹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임워크를 칭한다.

 PACS-Grid는 지 까지의 PACS에서 요구되어 왔

던 스토리지의 안 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고 원격 이

미지 일 송  업, 원격진단, 가상병원과 같은 

향상된 의료정보기능을 지원한다. PACS는 각 컴포

트 간 통신을 해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이라는 표  로토콜을 

사용한다. DICOM은 소켓 통신 기반의 로토콜로

써 TCP/IP 네트워크 내에서 통신이 자유롭지만, 자

료의 보안  시스템의 안 을 해 부분의 

PACS는 병원 내 사설망으로 구축되며 방화벽과 같

은 다양한 안 장치로 인해 외부와 단 되어 있다. 

PACS  보 된 자료를 외부의 험요소로부터 지

키면서 특정 외부의 컴포 트들과는 필요에 따라 통

신하기 하여 WebPACS  TelePACS 등의 형태

로 진화되어 왔다. 

GSI(Grid Security Infrastructure)[7]는 서로 간에 

이미 신뢰 가능한 사용자에 의해 발행된 락시 인

증서를 가진 두 개의 임의의 엔티티들에 한 정책

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사용자가 업을 원하는 

어떤 서비스에 해서 락시 인증서를 발행함으로

서 동 으로 신뢰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게 해 다. 

그림1에 나타낸 바와 같이 GSI는 메시지 보호

(message protection), 인증(authentication), 권한

임(delegation), 그리고 권한부여(authorization) 등 4

개의 구별되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

다. TLS (transport-level) 는 WS-Security  

WS-SecureConversation (message level)은 SOAP

과 연결하기 한 메시지 보호 메커니즘으로 사용된

다. X.509 End Entity Certificates 는  Use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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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Password 가  X.509 락시 인증서의 인증을 

해 사용되며, X.509 락시 인증서들과 WS-Trust가 

권한부여를 해 사용되는 권한 임(delegation)에, 

SAML 선언이 권한 검증을 해 사용된다.

(그림 1) GT4 그리드 보안 하부구조와 서로 다른 

기능을 해 사용되는 표 들 

그림1에서 좌측의 두 개의 구조는 X.509 인증서와 

사용자이름/패스워드 인증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 

벨 보안을 나타내며, 나머지 오른쪽의 구조가 X.509 

인증서를 사용하는 송- 벨 보안을 나타낸다. 

 

3. 스 그리드 신뢰 리 모델

 스 그리드에서는 자원에 한 사용권한이 가장 

요하며, 그리드의 장 을 수용하기 해 스를 

그리드와 목시키는 만큼 그리드 시스템에서의 권

한 리를 이해하고, 이를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 그리드를 한 신뢰 

리 모델에서는 그리드의 록시 인증서를 확장하여 

권한을 추가하고 자원에 근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제안하는 모델의 순서도를 도식화하면 그림2와 같

다.

 (그림 2) 스 그리드 신뢰 리 모델

스 그리드 내의 원격지 사용자는 그리드 인증방식

을 통하여 그리드 노드 인증(사용자 인증서, 록시 

인증서)을 받은 후, 로컬의 스 그리드 노드에 자

원을 요청하게 된다. 그리드 상에서 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인증 서버(CA)가 

다르므로 로컬의 스 그리드로부터 록시 인증서

를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로컬의 호스트는 

원격지 사용자의 록시 인증서를 받아 XML문서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 인증서에 권한을 추가할 비

를 한다.

그림 3의 좌측은 사용자의 록시 인증서이고, 우측

은 이를 XML로 변환한 일이다.

(그림 3) 록시 인증서의 XML변환

정책 일에 따라 자원의 근 여부를 결정한 이후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는 정책 결정에 요한 요소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테스트를 하여 세 가지 정책 일을 용하 으

며, 이후 실용화를 해서는 정책 일을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스의 데이터베이스는 

patient->study->series 의 순서로, 환자 1인에 한 

상세 병증을 벨에 따라 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

책을 설정하 다. 

근권한을 추가한 후 원격지 사용자는 권한에 따른 

자원 근이 허용된다. 재 그리드 시스템에서는 

로컬의 계정을 원격지의 사용자에게 할당하여, 원격

지 사용자는 임받은 로컬의 계정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동일한 권한으로 자원에 근하도록 설계되

어 있다. 그러나 스를 도메인으로 하는 그리드 시

스템에서는 개별 인 권한보다는 의사나 간호사 

는 환자 등의 사용자 그룹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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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록시 인증서의 XML 변환

따라서 그룹별 사용자 계정을 리하는 문제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한 로컬 그리드 역의 단일 계

정에 한 원격지 사용자의 복 연결이 가능하도록 

재 그리드의 보안 메커니즘은 구성되어 있으나, 

이에 한 내용 한 스 그리드에서는 자원에 

한 근여부를 확인하는 등이 시스템 사용에서 요

하게 두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1:1 매핑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재, 에이 트 서버를 구축하

여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 결론  향후 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능력 기반의 신뢰 리 시스템인 

KeyNote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증서에 원칙 인 권

한을 명시하되, 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정책 

일을 참고하여 사용자마다 다른 근 권한을 가지

고 로컬 자원에 근하는 모델을 제안하 다. 

 그리드 일과의 연동문제나 웹상으로 확장할 경우

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XML 문서로 록시 인증

서를 변환한 후 확장하여 권한을 추가하 다. 한 

스에 알맞은 정책 일에 따라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을 제한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장 은 기존의 그리드 인증서를 사용함으로써 로컬 

호스트 입장에서는 별도의 인증서를 추가하거나 새

로운 보안 메커니즘을 이용하지 않고도, 안 하게 

스 그리드의 원격지 사용자에게 근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 

역의 사용자가 그리드 노드이기만 하면 별도로 기

능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향후 연구 내용으로 재 인증 서버가 다른 그리드 

도메인 상에서 자원에 근하기 하여 

grid-mapfile을 사용하는데, 스 사용자가 병원 환

경이라는 을 감안할 때, 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며, 실용화를 해서는 

각 자원에 한 정책을 상세화하는 작업이 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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