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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IPSec 환경에서 이동 에이전트률 이용한 효율적 그룹 보안정책 협상을 위한 모텔 
개발을 위한 것이다. 기존의 IP 보안 시스템들은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각각의 보안 영 
역별로 요구되는 보안정책이 서로 다른 단점들이 있으며， 또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따라 패킷 
들이 전송되는 경로가 일정하다는 것과 동일한 보안 정책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개 
발하였다. 각각의 보안 영역별로 보안정책의 협상이 펼요하다면， 이동 에이전트는 보안정책 협 
상결과를 패스포트 형태로 관리하고， 이 패스포트를 이용하여 서로간의 인증 및 신뢰성을 보증 
해 준다. 

Design of SPS Model using Mobile Agent System 

Jin-Ho Park* . Jin-Wook Chung** 

ABSTRACT 

This research presents the development of a certain highly efficient model for group security policy 
negotiation using mobile agents in the IPSec environment. The conventional IP security systems has 
some problems. A drawback to these systems is that the required policy between each security area 
is different. Another problem is not possible to guarantee whether a packet is transmitted through the 
same path by both directions and is protected by the same policy due to the topology of the network. 
Unlike conventional systems, the model developed herein can be resolved by using a mobile agent 
technology. If each domain needs a negotiation of security policy, a mobile agent manages the result 
of the negotiation in the form of a passport and guarantees the authentication and reliability each 
other bv using the 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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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 IPSec 시스템은 각 보안 영역과 구현 환 

경에 따라 각기 다른 보안 정책을 내부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패킷 전송 

시 보안 영역간 정책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 패 

킷이 목적지까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한， 패킷이 양방향으로 같은 경로를 따라 전송되 

고 같은 정책으로 보호되는지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IPSec WG에 

서는 보안 영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정책 정 

보들에 대한 중앙 집중적인 관리와 협상을 가능 

하게 하는 Security Policy System(SPS)을 정 의 

하였다. 

보안정책 시스템에서는 각 보안 영역에 따라 

정책을 내부적으로 정의하여 Master File에 순 

차적으로 저장한다. 저장된 정책은 영역별 독립 

적으로 정의된 정책 정보이며， 이들 정책간에는 

정책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다. 

Supposition : SA • inbound/outbound 
SA(Security Association) boundle 

------------ Host to Host SA Estanblishment Relation 
SG to SG SA Establishment Relation 

(그림 1) IPSec 보안정책 시스템으1 SA 분배 

기존의 보안정책 협상 과정은 (그림 1)과 같 

이 IPSec SPS 환경에서 각 도메인간의 다양한 

보안정책을 적용한 후 서로 host와 host 1 대 1 

협상을 통하여 신뢰된 보안영역간에서 통신을 실 

시한다. 이와 같은 협상과정은 통신을 할 때마다 

매번 각 보안영역간에서 실시되어야하는 번거로 

움과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증가시켜， 각 에이전 

트나 보안정책시스템 간에 통신 부하가 발생되 

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마스터 파일에 저장된 정책 정보는 보안정책 

시스템의 최초 구동시 SPS DB(Database)로 전 

송되며， SPS DB에 저장된 정책 정보를 이용하 

여 정책 협상을 수행한다. 그러나 SPS DB에 저 

장된 정책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면 데이터 전 

송에 대한 정책 협상시 잘못 분류 적용된 정책 

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정책 협상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편， 이동 에이전트는 이종 분산 환경에서 사 

용자를 대신하여 주어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 

떤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소프트왜어 

객체이다[1] . 즉 이동 에이전트는 어떤 호스트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각 플랫폼 위에서 어떤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애플릿(applet)으로 볼 수 있 

다. 이동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독립적 

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네트워 

크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를 대행하여 

정보를 여과하거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1 ， 2]. 

이동 에이전트는 실행 가능한 코드이므로 암 

호화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분석이 가능하 

다. 그리고 호스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코 

드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 서버 

의 상호 인증과 에이전트 코드변형을 막기 위한 

하드혜어 지원이나 전자서명 기법이 필요하다. 

이동 에이전트가 수집한 결과 값은 악의적인 

호스트로부터 반드시 보호하여야 한다. 이동 에 

이전트의 결과를 보호하지 못하면， 이동 에이전 

트가 적재하여 가지고 다니는 결과에 악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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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는 다음의 두 가지 해를 끼칠 수 있다. 

• 호스트가 이동 에이전트의 결과를 엿보는 경 

우 : 호스트는 이동 에이전트가 수집한 결과를 

엿볼 수 있으므로， 이전 호스트의 결과에 비 

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 호스트가 이동 에이전트의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 : 다른 호스트에서 수집한 결과 값을 삭제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른 결과 값으로 조 

작할 수 있다 

따라서 방문하게 될 호스트에 대해 이동 에이 

전트가 수집한 결과를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 

하다. 이동 에이전트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호함 

으로써， 이동 에이전트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이동 에이전트를 보다 실용적 

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PSec의 SPS에서 다양한 보안 

영역간의 정책협상 절차중에 동적인 보안요소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점을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2. 제안한 메커니즘의 특성 

제안한 메커니즘은 기존의 SPS에서 비효율적 

이었던 그룹 다자간 보안협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동 에이전트의 자동화된 보안정책 협 

상 및 그룹정책 분배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또 

한 이동 에이전트가 협상에 사용되는 정보의 무 

결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신 

원 인증 정보의 검증 메커니즘을 제시하였고 특 

히， 기존의 SPS 시스템의 변경 없이 본 논문에 

서 제안된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장 

점이다. 

제안한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한 그룹 보안정 

책 협상은 보안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보 

안영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정책 정보들에 대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을 이용한 SPS 모델 설계 21 

한 관리와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IPSec 정책지 

원시스템인 SPS를 기반으로 한다. 

SPS는 종단간의 통신에 관련된 주 보안게이 

트워l 이와 부 보안게이트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자동화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또한， SPS는 종 

단간 통신의 경로 상에 있는 보안게이트워l 이 신 

원을 검증할 수 있고， 특정 보안게이트왜이가 특 

정 호스트에 대한 권한을 갖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IPSec은 두 통신 실체간의 안전한 키 협상을 

갖는 SA 정보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SA 

를 안전하게 확립하기 위해 공개키 암호 알고리 

즘을 사용하는 경우， IKE는 초당 60개 이하의 키 

관리 세션만을 생성할 수 있지만 그룹키를 사용 

한 분배방식에서는 적은 수의 키관리 세션을 이 

용하여 VOD(Video on Demand) 응용이 요구하 
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3]. 

제안하는 그룹 보안정책 협상 모델은 기존의 

종단간 1 대 1 보안정책 협상을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1 대 N의 그룹간 보안정책 협상을 통하 

여 시스템의 부하가 많은 협상의 횟수를 줄임으 

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안정책 협상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각 보안영역의 각 호스 

트마다 모두 협상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비해 제 

안하는 협상 프로토콜은 이동 에이전트가 각 영역 

의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과 단 한번의 그룹 보 

안정책 협상을 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을 취 

한다. “ host to host" 기 반의 프로토콜은 보안정 

책 협상 수행시 경우의 수에 의한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실행 개시 보안영역의 host 수(M)와 

다른 보안영 역 의 host 수(N)의 곱으로서 즉， (M 

XN)의 수행 횟수를 거치는데 비해 제안된 프로 

토콜은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N←1)번의 수 

행 횟수만을 가진다. 그러므로 기존의 “host to 

host" 기반의 보안정책 협상 프로토콜 보다 제안 

하는 프로토콜이 수행 횟수를 줄이므로 보안정 

책 협상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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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을 이용한 아온다. 

SPS 모델 설계 

이동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하는 보안정책 협상 

모델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 

(그림 2) 서로 다른 보안영역간의 이동 에이전트 
협상 구조 

MAS는 본 논문에서 보안게이트웨이의 역할 

을 수행하면서 MA를 실행하거나 전송시키는 이 

동 에이전트 시스템이다. MAS는 MA를 이용하 

여 협상된 보안정책을 정책서버 PS에 전달하고 

통선하고자하는 호스트 H는 협상된 정책정보를 

이용하여 보안게이트워l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 

성 있는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각 보안영역에 속 

해있는 MAS는 보안정책을 협상할 에이전트 MA 

를 각각 생성시키고 네트워크를 통해 (그림 2)과 

같이 다른 보안영역으로 전송된다. 전송된 MA 

는 다른 보안영역에 있는 MAS에서 실행되고 필 

요시 다른 보안영역의 MAS와 정책협상을 수행 

한다. 

(그림 3)에 서 Mobile→GSPNAl는 MASl에 서 

접속하고자하는 호스트가 속한 보안영역의 여러 

MAS를 거쳐 접속하고자 하는 호스트 정보와 소 

속 보안영역 정보를 갖고 본래의 위치까지 되돌 

(그림 3) 이동 에이전트를 활용한 그룹 SA 협상 

그룹기반의 정책협상 모텔에서는 (그림 4)에 

서와 같이 호스트 Hll이 MASl에서 정책협상을 

요청하고， MASl은 MA에 그룹관리 인증서를 포 

함시켜 MAS2로 전송한다. MAS2는 MAl의 인증 

서를 검증하고 MASl과 MAS2 보안영역간의 보 

안연계 (Security Association) 정보인 GSA를 협 

상하게된다. GSA에는 정책정보와 함께 세션키 분 

배용 마스터키를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분배한다. MAS2에서는 협상된 정책정 

보와 키 정보를 이용하여 자선의 보안영역 2에 있 

는 호스트 H21 , H22, H2:j 각각에 대하여 새로운 

세션키를 분배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MASl , 

MAS 2, MAS 3, MAS 4, MAS 5에서는 각각 협상 

된 GSA 정보를 갖게 되고， GSA에 있는 정책정 

보와 키 정보를 이용하여 호스트들간의 안전한 채 

널이 형성된다. 안전한 채널 구간은 IPSec의 모 

드에 따라 트랜스포트 모드인 경우와 터널모드 

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암호 

화와 인증이 수행되면서， 마스터키로 암호화된 세 

션키 정보를 복호화 하는 MAS 보안게이트웨이 

에서 GSA에 대한 처리를 수행한다. 

MAS5의 경우， MAS4에서 협상된 GSA 범위 

22



23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을 이용한 SPS 모델 설계 

본 논문에서는 IPSec의 SPS 환경에서 효율적 

인 그룹 보안정책을 위하여 이동 에이전트를 이 

용한 보안정책 협상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서론에서 정의된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하여 이동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각 도 

메인간의 보안정책 협상이 필요한 경우 한번 실 

시하여 협상된 결과를 이동 에이전트가 협상 그 

룹의 패스포트 형태로 보관 관리하여 필요한 경우 

이 패스포트를 이용해서 서로간의 인증 및 신뢰 

성을 확보한다. 

제안한 모델은 악의가 있는 호스트로부터 이 

동 에이전트를 보호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보안정책 협상모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지향 구조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보안정책 협상에 효율적인 구조 

료로 
L-4. 결 

래프형의 그룹 

생성되며，그룹 

이다. 

내에서 MAS5의 정책이 결정될 수도 있고 MAS4 

와 MAS5가 동등한 입장에서 MASl과의 정책협 

상을 각각 수행할 수 있다. 즉， MAS 1 - MAS 4 -

MAS5와 MASl - MAS5의 두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도메인간의 보안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MASl - MAS5의 직접협상의 경우， MAS4의 

대리 (proxy) 기능에 의해 MAS5의 보안정책 협상 

이 수행된다. 

• 기존 IPSec 기반 SPS 서버와의 1 대 1 통신을 

할 경우 보안정책 협상의 횟수를 MXN 만큼 

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동 에이전트를 이 

용한 그룹 협상에 의해 1 대 N-l의 보안정책 

협상으로 협상 횟수를 N-l로 줄여서 각종 보 

안위협 요소를 줄였고， 네트워크의 가용성을 

향상시켰다 . 

• 그룹키와 그룹정책의 효율적인 일괄협상을 통 

하여 lKE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동 

에이전트의 정책 및 키교환 협상 메커니즘으 

로 IKE의 작업을 경감시켜 멀티캐스트 통선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였다. 

• 수명 주기가 다른 세션키와 보안정책간의 

리 불가능성을 제공하며 기존의 IPSec SPS 

구조상에서 세션키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상이한 영역간 또는 통일한 영역 내에서의 비 

Supposition : SA • inbound/outbound SA boundle 
H : host, MSA: Mobile Agent System, GSA : Group Securit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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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에이전트를 활용한 그룹 SA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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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구 

같은 그 

제안하는 그룹 보안정책 

계층 구조를 (그림 5)와 

논문에서 

트리형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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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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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성/무결성 보안등급이 서로 다른 다단계 그 

룹키 적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상용화로 구현된 

다면， 앞으로 더욱 급속히 증가할 전자상거래에 

서 다양한 보안영 역 간의 이 용자들은 보다 효과 

적인 보안협상의 인증을 통하여 시스템 성능과 

신뢰성이 향상되어 산엽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 요구기반 보안품질 지원을 

위한 보안정책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IPSec 시 

스템의 보안정책을 협상하는 요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차세대 인터넷 기반의 다른 보안영역에 

서 함께 사용되어 보안 시스템간 다양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에 

서 더 확장된 N대 N의 보안정책 협상을 통하여 

각 보안영역간에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에 

대 한 연구와 보안영 역 의 크기 (granularity)에 따 

른 최적화 기법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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