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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산객체 처리 환경에서 CORBA를 기반으로 한 응용 객체간에 전달되는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안정보를 관리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보안정책들 
의 객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Repository 응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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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CORBA security services is designed and implemented conforming to the CORBA 
Security Services Specification. We implemented a Securi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ob
ject-oriented distributed systems based onthe CORBA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Security specification baseed on 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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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보처리 기술 중 하나인 분산객체 처리 

환경은 여러 통신망으로 연관된 자원들을 공유하 

는 분산처리 환경과 상속， 다양화， 캡슐화， 재사 

용 등의 장점을 지닌 객체 지향 처리 환경을 결 

합한 것으로 주어진 환경 조건을 기반으로 융통 

성 있게 통신 분야에 신뢰성 있는 새로운 형태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보처리 환경은 정보 

의 공유가 확산됨과 동시에 정보보안의 역기능 

적인 측면의 부작용도 증가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었다. 

분산객체 처리 환경에서 정보보안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 중에 있고 분산객체 처 

리 환경에서 CORBA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객체 

간의 정보 보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OMG CORBA 

Security 명 세 서 를 제 안하고 있 다[6， 10]. 

또한 OMG CORBA Security 명 세 서 에 있는 

보안정보관리 부분만 생각해 볼 때 각각 보안정 

보관리를 하기 위한 정책 정보와 보안정보의 관 

리가 어렵고 단순한 테이블 형태로 존재하여 각 

테이블을 단순 조인하는 검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정보관리의 정확성， 무 

결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Repository 활용 방 

안을 제시하였다. 

2. CORBA 보안구조 

2.1 보안참조 모델 

보안참조 모텔은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시스 

템이 보안정책을 어디서， 어떻게 시행하는가를 

기술한다. 보안정책은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조 

건， 사용자 또는 Principal이 누구이며 허용된 일 

이 무엇이고 그들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인증에 대한 정보， 객체간 통신 

의 안전 성 품 질 (Quality of Protection 등 ), 보안 

관련 행위들에 대하여 어떤 책임이 요구되는지 등 

을 정의한다. 

보안정 책 에 는 접 근 제 어 정 책 (Access Control 

Policy) , 감사정책(Auditing Policy) , 인증정책(Au

thentication Policy) , 보안호출정 책 (Security In

vocation Policy) , 부 인 봉 쇄 정 책 (Non - Repudiation 

Policy), 위 임 정 책 (Delegation Policy) 등 이 있 을 

수 있다[2]. 

(그림 1) 객체 시스템을 위한 보안 모델 (2) 

CORBA를 기반으로 한 객체 시스템의 보안모 

벨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모든 작업은 반드시 보안정책을 시행하는 적 

절한 구현 모률을 거쳐서 수행되도록 하고(by

pass impossible) , 보안 기 능들은 그 자체 가 도중 

에 불법으로 변경되거나 절취되지 않도록 안전 

성을 유지해야 하며， 보안정책에 의해 항상 호출 

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응용 객체들은 보안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지 못한다(unaware of security). 사용자는 응용 

클라이언트를 호출하기 전에 사용자로서의 자격 

을 인증 받고， 계속해서 보안 서비스가 자동으로 

수행된다. 어떤 응용 객체들은 시스템이 제공하 

는 보안정책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그 자신이 

보안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으며， 어떤 응용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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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이 정한 보안정책(예를 들면， 그들 자신 

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나 보안 관련 감시 

활동)들을 수행한다[4， 5 ， 10]. 

ORB는 보안정책을 위배하지 않는 정당한 요 

구에 대해서는 최소한 올바른 처리를 해주도록 해 

야 하며 보안정책에 의해 요구된 보안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보안 모텔은 일반적으로 보안정책들의 특정 

집 합을 정 의 한다. OMA(Object Management Ar 

chitecture)는 서 로 다른 시 장의 요구를 만족하는 

다양한 보안정책을 광범위하게 지원해야 하므로 

단일 보안 모델의 제안은 적합하지 못하고 많은 

다른 종류의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 

골격 (framework)을 제공하는 보안참조 모델(또는 

meta -policy )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Meta

policy는 보안구조에서 제공하는 추상화 된 인터 

페이스와 가능한 보안 기능들을 정의하고 유연 

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2]. 

2.2 보안구조 모델 

(그림 2) Structural model 으| 구성 (2) 

CORBA에 서 object invocation시 보안서 비 스 

를 제공하기 위한 structural model은 아래와 같 

이 4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 (그림 2) 참조). 

• Application -level components 

• 특정 보안 technology에 독립적인 보안 서비스 

components 

• 특 정 보안 technology 처 리 components 

• Basic protection & communication components 

3. 보안정보관리 기법 

CORBA Security 환경에서 관리해야 하는 보 

안정보는 사용자의 인증 정보 및 속성정보와 역 

할 속성정보， 접근제어를 위한 정책 정보， 안전한 

연계를 설정하기 위한 정책정보로 구성 할 수 

있다. 

사용자정보 

사용자인증 

사용자속성 

보안정보 

역할정보 

。j 흔f~까야 
---, 2 ---， c그 

저 ÃH 천며 
。-， =~ 

도메인 접급 

요구권리 정잭 

연계설정 정책 

(그림 3) 보안정보관리 객체 환경에 있는 

보안정보 

사용자 인증 정보는 사용자의 암호와 비밀키 

등이 있고， 사용자 속성 정보는 사용자의 역할 이 

름과 속성권한 등이 였다. 또한 역할 속성 정보는 

이 역할에 존재하는 타켓과 위임 여부 정보 등이 

있다. 접근제어 정보는 사용자가 응용 객체에 기 

술된 인터페이스의 특정한 메소드를 실행하는 여 

부를 나타낸 요구권 리 (RequiredRights) 정 책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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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용자의 권한 속성에 특정한 권리를 결합시 

킨 형태로 권한 속성과 위임 프래그와 권리로 

구성되는 도메인 접근정책 (Domain Access Pol 

icy) 정보 등이 있고， 응용 클라이언트와 응용 서 

버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요구되는 데이터 

의 보안 수준을 나타내는 안전한 연계를 설정하 

는 정 책 (SecurelnvocationPolicy) 정보가 있다. 

보안정보관리 구조는 사용자 속성 관리 모률， 

역할 관리 모률， 접근제어 정책 관리 모률， 안전 

한 연계 섣정 정책 관리 모율로 구성된다. 

보
 안
 정
 
보
 관
 리
 

접근제어 보안설정 

(그림 4) 보안정보관리 구성 요소 (6) 

사용자 인증 및 속성 관리 모률은 사용자 데이 

터베이스(Repository)에 정의되어 있는 사용자 인 

증 정보 및 속성 정보를 관리하며， 역할 속성 관 

리 모률은 역할 데이터베이스(Repository )에 정의 

되어 있는 역할 속성 정보를 관리한다. 이들 두 

관리 모율은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갖는다[6， 71 

/띠ser authentication attribute management 
void UserAuthentication: geLusecauthO 

/ /Role privilege management 
void UserPrivilegeAttribute: : add_userO 
void U serPrivilegeAttribute : : delete_userO 
void UserPrivgeAttribute: : replace_userO 
void UserPrivilegeAttribute: : geLuserO 

보안정책관리 모률은 접근 제어를 위한 정책 

정보와 안전한 연계 설정을 위한 정책 정보를 

관리하는 인터페이스와 객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접근이 허용되는 지를 결정하거나 응용 클라이언 

트와 응용 서버 사이의 안전한 연계 섣정을 위 

하여 요구되는 아래와 같은 각 정책 정보를 제 

공하는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 /RequiredRights Policy management 
void RequirRights: : geLrequired_rightO 
void RequirRights : : seLrequired_right() ; 

// Domain Access Policy management 
void DomainAccePolicy: : granLright() 
void DomainAccePolicy: : geLright() 
void DomainAccePolicy: : replace_rightO 
void DomainAccsPolicy : : revoke_rightO 

/ /Security lnvocation Policy management 
void SecuritylnPolicy: : geLassociationO 
void SecuritylnPolicy: : seLassociationO 

CORBA 보안의 다른 서비스(인증， 접근제어， 
안전한 연계설정 서비스)는 자신의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서 우선 원격에 있는 보안정보관리 객 

체에 바인딩하며 [1] ， 이후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이 용하여 보안정 보 데 이 터 베 이 스(Repository )로 

부터 보안정보를 얻어 온다. 또한 이러한 보안정 

보관리에 대한 관리는 특정한 관리자 계정을 두 

어 관리하도록 한다. 

응용 객체 콜라이언트는 응용 객체를 호출할 

때에 는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정보를 얻는다. 각 보안정보의 유형 

에 따라 적절한 보안정보 저1 공 객체를 호출한다. 

보안 제공 객체는 사용자 정보， 역할 정보， 도메 

인 접근 정책 정보， 요구권리 정책 정보，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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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섣정 정책 정보 등의 객체가 있다. 

4. Repository 적용 

4.1 보안정보관리를 위한 Repository 

보안정보관리 객체를 설계할 때 각각의 필요 

한 사용자 정보， 역할 정보， 도메인 접근 정책 

정보， 요구권리 정책 정보， 안전한 연계 설정 정 

책 정보 등의 정보들을 단순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 형태로 존재하여 관리하는 것 보다 

Repository를 두어 관리함으로써 관리자의 관리 

형태나 설계 후 시스템 구현 작업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각각의 Object Policy별 연 계 설 정 시 정 책 들의 

연관성을 지어 줄 수 있고， 요구권리， 역할정보， 

정책 정보 등의 수정， 추가 등의 History를 버전 

별로 관리하고 정리 할 수 있다 

보안정보관리를 위한 Repository는 데이터베 

이스만으로 보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여 사 

용하는 것 보다 많은 효율성이 있다. 데이터베이 

스만으로는 각각의 Object Policy의 형 상정 보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Object Policy별 도메 

인 멤버들의 관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기가 어렵 

다. 또한 Object Policy들의 수정 , 추가 등의 작업 

이 발생 하였을 때 해 당 Object Policy들의 이 력 

정보를 관리 할 수 가 없는 실정이다. 

CORBA 기반의 Repository를 이용한 경우는 

Repository가 보안정보관리 시스템의 Object Pol • 

icy 정보를 관리， 저장되는 곳으로， 각 Object들， 

각 보안 단계들， 사용자들，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시스템 정보를 연관성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Repository는 보안정보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여 보안정보관리 시스템의 관 

리자로 하여금 관리적인 면에서는 시간적， 시스 

템의 구성적인 변에서는 공간적 비용의 감소라 

는 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보안정보관리 시스템을 섣계 

하고 구현하여 발생하는 시스템 구현 측면의 어려 

운 점과 관리적인 측면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다. Repository에 저장되는 정보의 종류로 

는 Object Policy로서 각각 하나 하나의 Policy 

를 Meta -policy-data로 보고 논리적 데이터 및 

Policy 데이터의 규칙， Policy간의 관계 등이 존 

재한다. 

4.2 CORBA 기반의 Repository 시스템 적용 

Repository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를 사용하고 그 위에서 작동한다. Repository는 

전형적으로 매타데이터와 관리 측면에 비중을 

두어 다룬다[3]. 

。이ect Common 
Implementation Facilities 

(그림 5) 분산객체 기반의 Repository 시스템 
구조 (9) 

본 논문에서 제안 하고자 하는 보안정보관리 

역시 관리적인 측면으로 Repository 전형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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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상당히 많은 점 이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보안정보관리를 위한 Repository의 주요 서비스는 

Meta←policy-data와 스키마의 관리， 변경 관리， 

Policy들의 통합과 위치정보 등이다. Repos

itory는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적은 데이터를 다 

루면서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공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9]. 

각각의 보안관리정보들을 매타데이터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상호 교환， 저장， 관리 

등의 기 능을 포함한다. 관리 자는 Meta -policy • 

data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쉽고 빠른 관리 환경 

을 제공하고 앞에서 제시한 보안정보관리 기법 

에 맞추어 관리할 수 있다. 

ISO IRDS 표준안을 근간으로 설계한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비스， 메타 

데이터 단계에 독립적인 서비스， 메타스키마 단 

계에 독립적인 서비스로 크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8]. 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비스는 시스 

템의 활성화 및 종료 등 Repository 시스템 운영 

에 관한 서 비 스로 Repository 개 방 서 비 스， Re 

pository 폐쇄 서비스， 메타스키마 생성 서비스， 

메타스키마 제거 서비스가 있다. 메타데이터 단 

계에 독립적인 서비스는 메타데이터 단계의 자 

료를 조작할 때 사용되는 서비스로 메타데이터 

객체/관계 추가 서비스， 메타데이터 객체/관계 

삭제 서비스， 메타데이터 객체/관계 수정 서비 

스， 메타데이터 출력 서비스， 메타데이터 생성 

서비스， 메타데이터 제거 서비스가 있다. 메타스 

키마 단계에 독립적인 서비스는 메타스키마 단 

계의 자료를 조작할 때 사용되는 서비스로 메타 

스키마 객체/관계 추가 서비스， 메타스키마 객체 

/관계 삭제 서비스， 메타스키마 객체/관계 수정 

서비스， 메타스키마 출력 서비스가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Meta -policy-data 관리 

시스템을 탐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메타정 

보의 계층적 구조와 관계 형식으로 표현하고 이 

러한 인터페이스의 기능으로는 메타정보의 저장， 

삭제 등에 관련된 Repository 기능， 객체나 타입 

의 정보， 그들 사이의 관계， 속성， 연산， 버전 정 

보 등을 표현하기 위한 View기능이 있다. 

이 라 한 Meta -policy-data의 정 보를 저 장하는 

정보 저장 테이블의 구조는 크게 각각의 보안정 

보들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내부테이블과 해당 

Meta -policy-data 정 의 및 연 관된 Meta-policy 

data들 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제어하기 위 

한 환경 테 이 블， 모든 Meta -policy • data 정 의 와 

Meta -policy-data의 명명， 버 전 제어 및 기타 공 

통 기능 관리를 위한 공동 테이블로 구성된다. 

DomainAccess 
Policy 

\) 

요구권리 

(그림 6) Repositorv를 적용한 보안정보 
관리 메커니즘 

• 요구권리 
요구권리는 보안정보관리 메커니즘을 통해서 

각각 거 쳐 야 할 Object들의 정 보를 Repository에 

서 Meta • policy-data 정보를 얻고 추가， 삭제 등 

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Domain들은 서로 같은 

Policy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중복된 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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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의 변경 혹은 삭제로 인한 여러 개 그리고 다 

차원적인 Domain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같이 변 

경하여 줄 수 있고， 만약 변경된 domain과 Pol 

icy를 적용하여 요구권리를 하였을 때는 정상적 

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Repository를 사 

용하게 되면 domain과 Policy들을 별도로 관리 

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여 만들어 줄 필 

요가 없게 된다. 

• 안전한 연계설정관리 

연계설정관리도 요구권리와 같은 방식으로 보안 

정보관리에 필요한 각각의 Object의 정보를 Re

pository에 서 Meta -policy • data 정 보를 획 득한다. 

각각의 객체들끼리의 연계설정에서 오는 Version 

정보유지는 과거에 연계를 지어준 정보가 존재 

하지 않음으로 해서오는 반복적인 작업과 His 

tory 정보를 무시하고 같은 레코드에 Update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보안 설정 모률을 통해서 

들어오는 객체들은 접근할 때마다 연계설정을 

수시로 해주어야 한다. 보안객체의 History 정보 

로 인한 반복적인 작업이 없어지고 또한 매번 

Update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도 감소한다. 

• 도메인 접근정책 
도메인 접근정책도 앞에서 제시한 요구권리와 

연계설정관리 메커니즘과 같은 방식으로 Meta

policy-data 정보를 Repository에서 추가， 삭제 등 

의 형식으로 관리되어진다. Principal의 순수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Level를 두어 앞 단계에서 어 

떤 작업으로 인증되어 거쳐왔는지를 알 수 있고 

신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Do 

mam과 Policy 들 사이의 연관 관계성을 나타낼 

수 있고 그틀 간의 스키마 관리도 가능해진다. 

5. 결 론 

본 논문은 분산객체 처리 환경에서 보안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펼요한 보안정보들을 관리 

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하고 설계하였다. 본 논문 

에서 제시한 보안정보관리 기법은 CORBA Se

curity 명세서를 따라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 보 

안정보관리를 관리자 측면에서 보다 더 효율적 

이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보안 

정보관리를 데이터베이스만을 기반을 둔 단순 

테 이 블을 사용하지 않고 Repository를 사용하여 

CORBA 보안정보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으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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