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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

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계층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인 IPSec(Internet Protocol Security) 

기술이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 제시되었으나, 동적 키 분배의 어려움과 초기설정을 

위한 다수의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VPN 또는 원거리 인트라넷과 같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사용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ETF 에서 제시한 표준 IPSec 기술을 개선하여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보안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된 IPSec 기술을 보인다. 이 기술은 통신주체간 무인증 기능을 제공하

며, 추가적으로 암호협약을 배제한 IPSec 통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IPSec 기술

에 기반한 보안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A-2006-C1090-0603-0027) 

1. 서론 

현재 인터넷 통신망의 급속한 확장에 따라 개인 사

생활 침해, 경제적 손실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단말간에는 송수신시 암호통신이 

요구되고 있고 국제표준화 기구인 IETF 에서는 네트

워크 계층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보안 기술인 

IPSec[1][2]을 제시하였다. 암호통신을 하려면 송수신

자 양단에서 데이터를 암호화 혹은 복호화를 위한 키

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사용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설정도 가능하지만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부적합하

기 때문에 이를 설정 및 관리해 줄 프로토콜 

IKE(Internet Key Exchange)[1][2]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IKE 를 통하여 이런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3][4][5]. 

상호인증, 암호화를 위한 암호협약 및 키 생성에서 

분배까지의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면 보안통신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

에서 네트워크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IPSec 을 사용

하는 경우는 드물게 되었고 상위 계층에서의 보안에 

의존하거나 전혀 보안을 적용하지 않고 통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용과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네트워크 상황에 적합한 개선된 IPSec(이하 

Improved-IPSec 또는 I-IPSec)을 제안한다. I-IPSec 은 네

트워크 상황에 따라 보안수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관련연구 



 

 

제2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1호 (2007. 5) 

 

 

 

1084 

2.1 IPSec(Internet Protocol Security) 

안전한 TCP/IP 통신을 위해 네트워크 계층에 적용

할 수 있는 보안기술로써, 전송되는 정보의 무결성 

또는 기밀성뿐만 아니라 전송 주체들간의 인증을 보

장한다. IPSec 은 무결성과 기밀성 보장을 위하여 AH

와 ESP 확장헤더를 사용하고, 인증 및 키의 생성/교

환을 위하여 IKE 기술을 이용한다[1][2]. 

 

2.2 IKE 기술 

IPSec 기술은 상호 인증, 암호 통신을 위한 키 생

성 및 분배를 위하여 IKE 기술을 사용한다. 세부적인 

IKE 의 동작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개시자 응답자

개시자가 지원하는 암호협약목록, 암호화키

응답자가 선택한 암호협약, 암호화키

개시자의 인증서, 전자서명 등 인증을 위한 정보

실제 암호통신시 응답자가 선택한 암호협약, 암호화키

실제 암호통신시 개시자가 지원하는 암호협약목록, 암호화키

1단계

2단계

응답자의 인증서, 전자서명 등 인증을 위한 정보

(그림 1) IKE Version 2 동작 과정 

 

그림 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 단계에서 첫 번째 

주고받는 메시지는 개시자가 지원할 수 있는 암호협

약 목록과 응답자가 선택한 암호협약을 송수신함으로

써, 1 단계 보안통신에 사용할 암호협약을 설정한다. 

두 번째로는 상호 인증을 위해 식별정보(ID)와 인증

정보(AUTH; 전자서명)를 교환함으로써 통신 주체들

간 상호인증을 실시한다. 2 단계에서는 주체들간에 2

단계 이후의 데이터 보안통신을 위한 암호협약을 설

정하게 된다[3][4][5][6]. 

 

 

3. IPSec 기술의 적용범위 

실생활에서 IPSec 기술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환경에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한 판단이다. IPSec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IKEv2 기술에 준하여 통신 주체 각자가 다수

의 암호연산을 수행해야 하고 다수의 메시지를 주고 

받아야 한다. 즉, 자원이 제한적이고 작은 데이터를 

빈번히 주고받아야 하는 통신환경에서는 IPSec 기술

을 적용하는데 많은 비용부담이 생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암호통신의 필요는 있지만 IPSec 의 모든 

기능(암호협약,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을 세부

적으로 구분하면 표 1 과 같다[7]. 
 

<표 1> 상호인증 및 암호협약 여부에 따른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 환경 상호인증 암호협약

사례 1 VoIP, 화상 통신 등 � � 

사례 2 온라인 쇼핑몰 등 △ � 
사례 3 온라인 컨텐츠 등 � � 
사례 4 공공서비스 등 △ � 

* △: 단방향 인증 

 

3.1 사례 1 

최근 들어 VoIP 와 화상통신에 많은 사용자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신의 특징으로는 데이터 전송

의 실시간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

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에 IPSec 기술을 적용할 경우, 

IPSec 기술이 제공하는 인증 방식보다는 사용자에 의

한 직접확인(음성 확인 또는 대면 확인) 방식을 사용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림 2) VoIP 또는 화상 통신의 경우 

 

3.2 사례 2 

인터넷 발전에 따라 집에서 용무를 처리하는 고객

이 많아지고 있다. 이 중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뱅킹 

등 데이터 전송 시 암호통신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통신의 특징으로는 전송되는 데이터

의 암호화를 보장하고 인증이 필요하다. IPSec 을 적용

할 경우, 서버 측은 공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

증이 필요 없다. 

 

 
(그림 3)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3.3 사례 3 

여러 통신사는 고객들에게 모바일 컨텐츠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통신의 특징으로는 송수신되는 데

이터 암호화의 중요성은 높지 않고 상호 인증이 필요

하다. IPSec 을 적용할 경우, 인증 방식만 적용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그림 4) 모바일 컨텐츠 제공의 경우 

 

 

3.4 사례 4 

향후 몇 년 뒤에는 공공기관이 출생신고, 주민등록 

등의 민간업무를 온라인 상으로 처리될 것이다. 선거 

절차 또한 온라인 시스템 등의 개발로 많이 간소화 

될 것이다. 이러한 통신의 특징으로는 송수신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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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무결성과 통신 주체간에 인증과정이 필요하다.  

IPSec 을 적용할 경우, 한 방향 통신 주체에 대한 인

증 방식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 5) 공공서비스의 경우 

 

 

4. I-IPSec 기술 

기존 IPSec 기술에는 보안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SPD(Security Policy Database)와 SAD(Security Association 

Database)에서 관련된 정보가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I-IPSec 기술은 BTNS-IPSec 기술을 확장하여[7][8] 

기존 IPSec 기술의 SPD 와 SAD 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새로이 추가된 레

코드는 기 등록된 SPD 와 SAD 의 레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트래픽이 수신될 경우 적용하는 보안정책 및 보

안협약이다. SPD 의 새로운 레코드는 무인증 모드 통

신을 지원하고 SAD 의 새로운 레코드는 인증만을 위

한 통신을 지원한다.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IPSec 의 

프로세스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1][2][8]. 

 
I-IPSec 

Processing

Policy가 

discard or bypass ?

No

Yes

들어오거나 나가는

패킷에 어떤 Policy를

적용해야 하나?

SPD 검색
SPD

I-IPSec 처리과정 끝

들어오거나 나가는

패킷에 해당하는 SA

존재하는가?

SAD 검색
SAD

SA존재하나?

Yes

No

암호통신 시작

패킷을 버리거나

통과시킴

별도의 IPSec

처리과정 필요업음

SP존재하나?

Yes

No

SPD 마지막

행에 적용

SPD 마지막

행이 존재?

Yes

No

암호 통신 실패

SAD 마지막

행에 적용 후

IKE 수행

SAD 마지막

행이 존재?

Yes

No

IKE수행을 통해서

SA 협약

 

(그림 6) I-IPSec Processing 과정 

 

표준 IPSec 기술에서 제시하는 SPD 와 SAD 에 I-

IPSec 기술을 위하여 새로이 추가한 레코드를 음영으

로 표시하여 표 2 에서 보인다. 

 
<표 2> 개선된 SPD 와 SAD  

No Sour. addr Dst. addr Policy Action 

1 A D Apply SAD[0] 

2 A F Bypass NULL 

… … … … … 

n A 
Any-by-

unauth 
apply SAD[1] 

 

No Action 

SAD[0] ESP, tunnel mode, DES 

SAD[1] AH, transport mode, AES 

… … 

SAD[m] Any-by-not-encrypt 

 
 

기존 IPSec 기술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최초

SPD 와 SAD 에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서, 트래픽이 발생하였을 때 먼저 이 

SPD 를 검색한다. SPD 에 해당 트래픽 처리 정책이 없

을 때에는 보안통신을 할 수 없다. SPD 에 해당 레코

드가 존재하였을 때는 Action 필드를 참조하여 SAD

를 참조한다. 보안협약 여부에 따라 IKE 를 통하여 

보안협약을 협상한다. 

그림 6 을 보면 기존의 IPSec 통신과 유사하지만 

SP(Security Policy), SA(Security Association)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존과 다른 프로세스가 추가 되

었다. 각각 데이터베이스에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

하였다. 새로운 레코드는 데이터베이스를 순차적으로 

검색 후 일치하는 레코드가 없을 때 적용되는 정책이

다.  

사례별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2 에서는 

무인증으로 통신을 한다. 상호 무인증 경우(사례 1) 

상호간 SPD 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고 비대칭 무

인증일 경우 한쪽만 추가된다. SPD 를 검색하고 일치

하는 레코드가 없을 시 SPD 새로운 레코드에 적용된

다. SPD 새로운 레코드에 정의되어 있는 암호협약을 

적용하거나 없을 시에는 IKE 를 수행한다. 

사례 3, 4 에서는 암호화를 위한 협약이 필요 없다. 

따라서 각 단말 혹은 한쪽만 SAD 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된다. 관리자가 추가한 SPD 를 참고하여 해당 트

래픽의 암호협약을 검색한다. 암호협약이 존재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기 때문에 SAD 새로운 레코드를 참조

하여 암호협약을 제외한 IKE 수행 후 암호통신을 시

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IKE 할 때에는 (그림 1 참조) 무인증 

모드의 경우 1 단계에서 3 번째, 4 번째 메시지 교환 

시 상호인증에 관련된 페이로드에 NULL 값이 실려서 

통과되는 것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 암호협약을 하지 

않고 인증만을 위한 통신 모드의 경우 단계 2 에서 암

호통신을 위한 암호협약에 실려가는 정보가 비어있는 

SA(empty-SA)도 지원을 해야 한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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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인증이나 보안협약을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없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간편해 질 수가 있다. 

위의 환경별로 IPSec 과 I-IPSec 의 비용을 비교해 보

면 다음과 같다. 
 

<표 3> IPSec 기술과 I-IPSec 기술간 비교 

모 드 IPSec 비용 I-IPSec 비용 

대칭 무인증 2CCert+2CSA 2CSA 

비대칭 무인증 2CCert+2CSA CCert+2CSA 

대칭인증 
비보안협약 

2CCert+2CSA 2CCert 

비대칭인증 
비보안협약 

2CCert+2CSA CCert 

* CCert : 인증 비용,  CSA : 보안협약 비용 

 

표 3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존의 IPSec 에서는 

네트워크 상황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I-IPSec 에서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보안 수

준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기존 IPsec 에 비해 적게는 

CCert, 많게는 CCert+2CSA 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

적인 통신을 할 수 있다. 각 모드에 따른 위험성, 득

과 실, 효과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I-IPsec 을 적용한

다면 IPSec 의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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