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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의 자기 유출은 생존을 하는 피해를 입힌다. 소기업은 유출사실을 알아도 히 응하지 못하는 실에서 
추  불가능한 유출을 원천 쇄하는 자기 보호 시스템으로만 자기 정보는 보호된다. 재 DRM 기반 문서보호 시스템
은 자기  보호에 여러 보안 취약 을 보인다. 본 논문은 자기 정보의 불법유출 경로  취약 을 분석하여, 가장 험
한 내부자 유출시도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보안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성능 하가 없는 그룹통신 기반 시스템의 구조를 연구
하 다. 구조의 핵심은 암호화 상태로 유통, 암호키와 기 정보 일의 분리원칙, 다  엔티티(entity)의 DSA 기반 다  인증기
법으로 간단한 정보도용으로는 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스템의 기본 구조의 설계를 논의한다.

ABSTRACT

The illegal leakage of enterprise digital confidential information will threaten the enterprise with bankruptcy. Today since most 

small-and-medium companies have no capability to fight against illegally compromising their critically confidential documents 

in spite of knowing the leakage of them, strongly safe distribution system of the digital confidential documents should be 

designed so in secure as to prevent any malicious intent of embezzlement from accessing the critical information. Current 

DRM-based protection system is not always perfect to protect the digital secrets, even seems to leave the secrets open. 

Therefore our study has analyzed the illegal leakage paths that hackers attack against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current 

protection systems. As result, we study the group communication based system architecture satisfying the security conditions to 

make even legitimate working employee keep out of the confidential documents, without performance degradation. The main 

idea of this architecture is to stay every secrets in encrypted form; to isolate the encrypted documents from the crypto-key; 

to associate every entity with one activity and to authenticate every entity with DSA-based public key system; multiple 

authentication method make hackers too busy to get a privilege to access the secrets with too many puzzle pieces. This paper 

deal with the basic architectural structure for the above issues.

☞ KeyWords :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y), 이 키 암호 (Public Key Cryptography), 멀티캐스트 키분배(Multicast Ke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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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2005년도 운 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쓰

인 것이다.

출을 방지하기 해서, DRM (Digital Right 

Management) 기반 문서유통시스템을 활용하고 있

고, 재 문서보호 상용제품 부분이 DRM 기반

으로 구  되어있다. 

그러나 기업은 기 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해서 

심각한 손실을 경험하고 있고, 기업의 기 정보는 

DRM의 보호 상 즉 디지털 작물과는 그 요

성과 유출피해의 심각성에서 차이가 크다. 요하

고 민감한 기업의 보호 상 정보는 작물, 내부 

문서 는 내부 정보 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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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기 정보 는 기 문서’로 특화하고, 특

히 디지털화 되고, 컴퓨터에 장되고, 통신망을 

통해 유통이 가능한 기 정보를 ‘ 자기 정보’

라 하고, 자기 정보 유통시스템은 강화된 보호

조건과 유통 안 성을 만족시키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런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고 

기술하는 것이 목 이다.

2008년 한해 국내 기업의 요한 기술  노하

우 련 기 정보가 몰래 유출되어 재정  피해

를 입은 소기업은 체의 15.3%인 것으로 나타

났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은 불법유

출의 피해손실을 만회할 어떠한 사후 응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인 /물 /법  제약이 소기

업으로는 넘기 어려운 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실에서 소기업에게는 불법유출을 원천

쇄하는 사  응 심의 강력한 해법의 필요

성은 도 과제로 등장했다.

과거 종이(paper)문서 심의 기업환경에서 유

출을 사 에 방지하는 사  응책은 물리  보

호가 부 다. 그러나 최근 기업기 은 자정보

형태로 컴퓨터, 이동매체, 는 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므로, 은 한 유출의 경로도 다양하고 그 

유출 사실을 알아내기도 매우 어렵고, 유출이 신

속하게 이루어지므로 기존 물리  보안은 한계가 

있고, 기업의 일반 내부정보와는 달리 기 정보는 

그 경제  가치가 커서 불법  보상도 그 만큼 크

므로, 권한이 있는 내부자가 불법에 여하는 경

우가 많아서 효과 인 물리  응방안이 고, 

유출 가능 취약 지 도 많아서 유출시도가 많아

지면 유출확률은 높아진다. 

결국 자기 정보는 유출 (threat) 수 이  

크고, 재 그 발생건수와 피해액수도 기하 수

으로 늘어나고 있다 [5,6,7]. 

불법유출에 한 일반  응방식은 크게 유출

을 미리 방지하는 사  응책과 유출을 감지하

면 법률  소송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는 사후 응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 유효한 사  응방식은 통신망 감시, 장

매체 통합 리, 종이인쇄 방지, 호스트 근통제 

등이며, 일반 으로 사용되는 사후 응방식은 정

보의 유통/복제, 컴퓨터 이동 등을 감시/기록/추

하여 불법 행 자 식별, 라이센스 없이 재생(시 )

하는 것을 방지하는 디지털 워터마크 삽입, 작

권 고지와 추  등 법  소송 련 감사 조치 등

이다. 

의 사후 응조치는 유출시도를 찾아내거나, 

유출된 기 이 도용된 사실을 추 하여 법  소송 

비에는 당하지만, 최근 기 정보가 국 등 

해외로 유출된 사례에서 보듯, 정보가치가 클수록, 

내부자가 신분이나 도난사실의 노출도 개의치 않

고 불법 으로 유출하여 경쟁사에 팔고 경쟁사는 

충분한 이득을 얻은 후 소송이 시작되므로 기 유

출은 자체로 해당 기업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을 감안할 때 에서 언 한 법  조치 심의 

사후 응방식은 효과  방안이 아니다 [5].

1.2 연구범

이상에서 보듯 인터넷까지 포함된 다양한 유출

경로와 극  내부자의 가담 등으로 불법유출이 

빈발하고 큰 경제  손실이 상되는 최악의 환

경에서, 경제  가치가 높은 생산/ 업 련 기술

정보를 보유한 기업에게 자사의 기 정보 보호는 

생존에 련한  요 활동이므로, 사후 응을 강

조하는 기존 시스템보다는 유출을 사 에 방지하

는 사  응 심의 새로운 원천  유출 쇄 시

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며, 본 시스템은 내부자조차

도 유통지 을 알아 낼 수 없고, 기 정보를 유출

하여도 합법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 정보는 컴퓨터 장매

체에 장되어 있고, 특정 응용 로그램을 통해서

만 생성, 편집, 보기, 인쇄 등 처리가 가능하고, 

리자의 허락 하에서만 이동 장매체로 복사  

이동 등이 가능하고, 철 한 인증으로 제한된 그

룹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며, 외부유출의 경우 

인가된 사용자만 인가된 장비로 합법 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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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응용 로그램으로 인가된 이동 장매체에 복

사된 기 정보만을 외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조건에 맞는 자기 정보 사례는 생산 장

에서 사용하는 설계도면이다. 설계도면을 생성, 

리뷰, 수정하는 용 호스트와 처리 응용 로그램

이 존재하고, 그 호스트와 응용 로그램의 물리  

치는 장 는 생산 련 사무실에서만 근

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장에서만 인쇄하여 

생산자만 활용이 가능하고 퇴근 시 고보  

는 폐기한다. 특별히 업을 해서 이동 장매체

에 합법 으로 탑재한 후 노트북 같은 이동단말

기에서 처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기 정보보안에 

한 기존 DRM 방식의 문제 을 심으로 분석

하고, 유출경로를 완 히 차단하는 쇄원칙의 보

안구조를 3장에서 다루고, 유출 쇄원칙의 보안 

완 성을 4장에서 분석한다. 5장은 기 유통망 

로토콜의 차에 해 설명하고, 6장에서 유통망 

로토콜의 성능분석을 시간복잡도 차원에서 분

석하 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추후 연구 과제

를 제시한다.

2. 기 정보보안 취약  분석

정보보호의 요성에 비해 기업 자기 정보

의 유출경로  보안구조의 취약  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 재까지는 DRM의 작물 권리보호 

차원에서 기 정보보호가 취 되고 있다. DRM의 

기본 보호개념은 유출방지에는 다소 소극 이고 

작권 고지  법률  보호에 치 한 사후 응 

심의 해법에 치 하고 있다.

시스템 제작사 입장에서는 보안성도 요하지

만 개발 시스템의 안 성이 더 문제가 되므로 새

로운 개발보다는 마이크로소 트사 등이 제안한 

DRM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시스템 매에 안

하다는 단으로 DRM 기반 문서보호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단된다.

2.1 유출과정 분석

자기 정보의 불법유출을 행 자, 근방식, 

유출매체, 그리고 행 채 (channel)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불법유출의 행 자는 기 에 한 근권한이 

없는 외부침입자(퇴직자 포함)와 근권을 가지

고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내부자(단독 는 

외부공모자 포함)로 나  수 있다. 기업에 질의한 

설문결과는 응답자의 60%가 ‘내부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기 유출이 가능하다’고 동의했다 [5]. 즉 

재 기업의 보안체계는 내부자 가담에 매우 취

약하고, 행 자  가장  존재는 근권을 

가진 재직 인 고  내부자라 할 수 있다. 

기 에 근하는 방식은 크게 외부에서부터 통

신망(인터넷)으로 방화벽을 해킹하고 호스트를 

해킹, 사용권을 획득하여 근하는 방식과 내부시

설로 물리 으로 침입을 하여 인쇄물 는 이동

장매체에 있는 물리  기 정보에 근하는 방

식이고, 내부에서부터는 권한이 없는 내부자가 권

한을 가진 내부자의 ID(사용권)를 도용하여 기

정보를 장한 내부 호스트에 속하여 근하는 

방식, 소홀히 리되는 인쇄물이나 이동 장매체

를 내부에서 근 취하는 방식이고, 근권한을 

가진 내부자는 합법 으로 노트북 같은 이동단말

기나 이동 장매체, 인쇄물 등을 취득하는 근방

식으로 나  수 있다.

 근방식에서 불법 행 자는 은 히 자취를 

남기지 않으려는 경우와 자취(footprint)가 탐지되

는 것을 개의치 않고(해외로 도피하는 것까지 고

려) 불법유출을 시도하는 경우로 나  수 있다.

이상에서 언 된 유출매체는 인쇄물 같은 종

이, USB, HDD 같은 장장치, 는 노트북, PDA 

같은 사용자 단말장치 등이다. 드문 경우이지만 

통신망의 이동선로에서 스니핑을 통해서 유출되

는 것도 유출매체가 된다. 통신망 선로는 유출매

체이며 동시에 행 채 이 된다.

행 채 이란 불법유출이 이루어지는 보안구

멍(hole)으로써 인터넷 같은 통신망에서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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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여 복사하는 자채 , 물리 으로 방치된 

인쇄물이나 이동 장매체, 사용자 단말장치를 몰

래 취하는 물리채 , 내부자를 매수하여 그가 

가지고 온 정보를 넘겨받는 인 채 로 나  수 

있다. 

자기 정보 유출방지 방안은 행 자, 근방

식, 유출매체, 그리고 행 채  등 네 가지 모두를 

감시하고 근통제하고 합법성을 검사하고 보호

하는 총  응책이어야 한다. 이런 총  

응에 한 DRM의 문제를 분석해보겠다.

(그림 1) DRM 보호범

2.2 DRM 보호 취약  분석

DRM은 작권을 가진 디지털 작물이 통신

망을 통한 유통될 때 그 작권을 보호하는 목

을 수행한다. DRM의 보호 상은 디지털 작물 

즉 음반, 그림, 사진, 화, 책, 소 트웨어 등으로 

라이센스를 가진 사용자의 단말장치에서 시 이 

되어야 한다. 

DRM 보호의 범 는 작물 서버로부터 패키

징된 후 통신망으로 유통되어 사용자 단말장치에 

송되고, 법  책임을 고지하고, 사용 라이센스

를 검사하여 단말장치에서 시 이 되도록 암호화

를 풀어 장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림 1) 참조

DRM 보호의 문제는 사용 라이센스 확인 후 

작물의 암호(워터마크)가 풀리면, 그 후로부터 타

인 람, 내용 인쇄, 심지어는 작물의 복사와 양

도가 가능하다. 해커는 (그림 1)에서처럼 DRM의 

보호범 를 벋어나 활동한다. 만일 DRM 보호

상이 기업의 기 정보일 경우, 유통채 , 물리채

과 인 채 이 노출되고 있고, 모든 유출매체가 

방치된 것과 같아서 어떤 행 자든 부 어려움 

없이 사용자 단말장치에 근하여 기 정보를 유

출할 수 있다.

사용자 장치의 복호된 기 정보를 획득한 경우 

해커가 경험하는 DRM의 보호조치는 작권에 

한 법  책임의 고지가 부이고 DRM 기능만으

로는 기 정보의 유출사실을 감시 는 탐지하기

가 어렵고, 피해가 충분히 진행된 후에 오 라인

으로 유출을 탐지하게 되므로 그 후에 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실이

다 [6].   

2.2.1 DRM 핵심기술

재 부분 기 정보보호 해법은 DRM 기반 

작권 보호방식이라는 에 주목하라 [10-15]. 

DRM의 해법은 기 정보의 요성과 유출과정 분

석을 보면 많은 허 이 보인다. 먼  DRM의 핵심 

보호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 자문서에 작권 표기기술

• 작권 불법유통 방지기술

  ․워터마킹기술

  ․ 작권 정보 추 기술

• 작권 리기술

에서 보듯 핵심기술은 유출 탐지를 포함한 

사후 응책으로 작권/법 책임 고지와 추 기

술이 핵심이고, 유일한 유출방지기술은 라이센스 

없이 멀티미디어 작물의 재생을 어렵게 만드는 

디지털 워터마킹기술이다. 

유출 방지 사  응책으로 라이센스 검사에서

사용자 인증을 해 PKI 공인인증기능과 작물

을 암호화하여 유통하고 암호키는 합법 사용자에

게 주어 복호화로 풀어 보 하고 재생하게 하는 

기능이다. 이 때 DRM에서는 암호키의 송방식

으로 이메일 사용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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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 한 제한은 이용권한을 지정된 사람에

게 주는 UBL (User Based License) 방식과 컴퓨터

에 주는 CBL (Computer Based License) 방식의 동

 사용자 리기술로 작물 재생을 통제를 한

다. 그러나 실  제한으로 CBL 방식은 활용되

기가 매우 어렵다.

2.2.2 DRM 기 보호 취약

이미 에서 DRM의 한계를 지 했지만 그 취

약 을 구체 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DRM은 통신망을 통한 작물이 유통될 

때 사용권이 없는 사용자의 불법 시 을 막는 것

이 핵심이다. 만일 작물이 평문 상태로 리서

버에 장되어 있거나 는 사용권을 가진 시용

자의 단말장치에 암호가 풀린 상태로 장되어 

있는 경우는 DRM의 보호범  밖이다. (그림 1) 

참조.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할 경우, 원격에서 근

권을 도용한 외부해커가 리서버에 침입하여 해

킹이 가능하고, 사용자 단말장치의 경우 본질 으

로 해킹에 취약하므로 유출 험은 매우 높지만 

특별히 2.1  에서 보면 통신망을 통한 호스

트 해킹 등으로 인한 기 정보 유출을  고려

하고 있지 않다.  

둘째, 내부자가 합법  사용자 ID를 도용하면  

DRM 기반 시스템에서의 기 정보는 100% 유출

된다. 사용자 장치에는 이미 평문형태의 기 정보

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사용자의 단말

장치만 취해도 이미 기 정보는 유출된 것이다.

셋째, DRM은 작물에 작권 표기  추 에 

집 하는 방식으로는 이미 언 한 소기업의 어

려움을 감안할 때 효과 인 응책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DRM은 기 정보 유출을 사 에 

쇄하는 효과  책이 없다.

결론 으로 DRM 보호방식은 내부자의 계획된 

극 이고 악의  유출행 에 해서는 아무런 

보호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기 정보보호에 

DRM의 취약 을 보완하기 해서 ‘암호기반 

자문서유출방지 시스템’의 평가인증조건으로 ‘

리자 허락 없이 평문형태로 유통할 수 없도록 암

호화 기법’을 조건으로 하지만 이것은 기 정보

의 유통과정까지만 보호하고 사용자 장치의 기

정보에 한 보호를 언 하는 것은 아니다 [16]. 

3. 유출 쇄 시스템 구조

(그림 2) 자기 정보 유통망

3.1 기 정보 유통망 구성

기업 자기 정보란 일반 으로 생산기술 

련 문서, 업기술 련 문서, 설계도면, 입찰 

련 문서 등 그 사용  처리가 기업 내부에 한정

되어도 충분한 정보이다. 를 들면 ‘비 (secret)'

로 분류된 기 서류가 보호되고 근이 제한된 

장소에서 취  인가된 인원들만 생성/열람/변경이  

가능토록 한 원리와 같다. 보호되지 않은 외부로 

자기 정보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를 들면 생산이 외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 련 기 이나 설계도면을 외부로 유통하는 

경우 등에 불과하다.

모든 자기 정보는 내부 통신망에 특정 그룹 

(group)으로 등록된 서버들과 호스트들로 이루어

진 멀티캐스트(multicast) 그룹에서만 유통된다. 이 

멀티캐스트 그룹이 기 정보 유통망을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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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Security Association) 정보는 멀티캐스트(1:N) 

통신으로 송되고 특정 기 정보는 서버와 호스

트 사이 유니캐스트(unicast, 1:1) 통신으로 송된

다.

(그림-2)에서 그룹기반 유통망은 서버와 기 정

보를 처리하는 호스트  이동단말기(노트북, 

PDA), 이동 장매체, 인쇄장치로 구성된다. 서버

는 자기 정보를 보 / 리하는 일서버(그림

-1의 ‘F-Svr’)와 련 키들을 생성/분배/변경/삭제

하는 키 리용 키서버와 그룹제어 리를 담당하

는 그룹컨트롤서버로 나 다. 그러나 일반 으로 

키서버와 그룹컨트롤서버는 통합 으로 하나의 

서버로 수행되는데 GCKS (Group Control Key 

Server) 서버로 통칭된다.

유통망은 기단계에 GCKS 서버가 먼  설치

( 기화)되고 그룹주소를 설정하고 이동단말기(노

트북, PDA)와 호스트(고정단말기)가 그룹 유통망

에 동 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진다. 가입과 

탈퇴는 그룹컨트롤서버의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가 담당한다. 

가입할 때 인증용 이 키 리스트 분배와 추후 

연구에서 다루게 될 기 정보 분산 일리스트의 

분배에서 사용할 그룹통신용 암호키, 인증 이 키

의 분배까지 1:1 통신으로 이루어진다. 탈퇴 때에

는 가입된 호스트들의 모든 키 리스트 부를 교

체하는 키변경(Rekey) 로세스를 수행하며 1:N 

통신을 수행한다. 

그룹 유통망의 주소는 서버와 호스트는 3D  

(장치-ID, IP-주소, 그룹-주소) 주소로, 인쇄장치는 

리 호스트의 인쇄 응용 로그램에서 장치 ID로, 

이동 장매체는 장치-ID로 식별한다.

가입된 호스트는 인터넷을 통한 외부통신이 라

우터에 의해서 제한되고 기타 미등록 호스트와 

기 정보 련 통신은 불가능하다. 

3.2 정보보호 기본가정

기업정보보호에 련 엔티티(entity)들 부를 

고려할 때 효과  설계가 가능하지만 엔티티의 

성격들이 서로 다르고 그 상호작용을 고려한 보

안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복잡해진다. 

따라서 망보안, 운 체계보안  기업보안활동 등 

상범 가 크고 정보보호모델에 직  여하지 

않는 부분을 다음 가정으로 단순화한다.

‘문서보호 공동평가기 ’ [16]에서 자기 정

보의 치  유통에 련한 엔티티(entity)는 

DVD, CD, FDD, USB 등의 외부 장매체, HDD와 

문서처리 응용 로그램을 포함한 호스트(노트북, 

PDA, 컴퓨터 등), 이메일, P2P, 메신  등의 통신 

응용 로그램, 네트워크 공유  포트, 그리고 사

용자 등이다 [16].

먼  기업은 자기 정보를 보호하기 한 기

업의 보안 련 업무  조직의 운 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물리  보안은 사내 호스트, 서버  자

기 문서에 한 물리  근차단에 충분한 조치

를 취하고 있고  리자는 악의가 없으며 리

기능에 한 교육을 히 받았고 리지침에 

의한 의무를 수행한다.

셋째 운 체계의 취약 을 보강하여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는 요한 가정으로 호스트 

화면상 기 정보를 스크린 인쇄로 인쇄하거나 응

용 로그램의 복호과정을 후킹(hooking)기술로 해

킹할 수 없다는 가정이다.

넷째 이미 3.1 에서 언 한 것처럼 인터넷 응

용 로그램은 활용할 수 없고, 네트워크 공유는 

불가능하다.

3.3 정보처리  보호모델

기 정보 불법유출 방지의 강력한 사 조치는 

원천 유출 쇄 보장이다. 이를 한 보안조치는 

다음과 같다.

먼  외부침입경로의 쇄이다. 기존 통신망 

보안으로 방화벽이나 침입방지도구 등을 통한 해

킹차단이 도움이 되지만, 원천 유출 쇄는 불가

능하다. 특히 합법 내부자의 ID를 도용한 해킹에

는 무방비이다. 이미 3.1 에서 언 한 것처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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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통신망을 차단하고 기 정보에 련된 서버와 

호스트를 그룹으로 묶어서 리하므로서 가능하

다.  단지 GCKS는 외부에서 이동단말기에 한 

인증  암호키 송을 해서 외부 통신망에 연

결된다.

둘째 암호화  분리원칙이다. 기 정보가 외

부 장매체에 평문형태로 이동되는 것과 인증용 

공개키 리스트를 가진 이동단말기에 기 정보를 

동시 보 하는 것은 하나의 장치로 취 상을 

좁  유출가능성을 높이므로 분리원칙을 지켜야 

한다. 즉 이동 장매체에는 기 정보만을 보 하

고 이동단말기는 응용 로그램, 장치-ID, 사용자 

로그인만 가능하다.

모든 기 정보는 생성 이후는 암호화 상태로만 

유통된다. 일서버 내에 기 정보도 오직 암호화 

상태로만 존재한다. 기 정보 장에도 분리원칙

을 지켜야 한다. 즉 암호키는 분리된 키(key)서버

에 보 되고 기 정보에 근권한을 검증받은 후 

다운받을 수 있다.

셋째 내부자 ID 도용의 무력화이다. 모든 사용

자는 각각 근정책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데, 특

정 기 정보가 외부로 이동할 때 가(사용자), 언

제(생존기간 련), 무엇을 해(목 ), 어디에서

(처리단말기), 얼마동안(인증생존기간) 기 에 

근할 수 있는지를 정책/로그-DB에 기록한 후 

리자의 허락받아야 비로소 근이 가능하다.

외부로 이동허락을 받은 사용자 ID만 해당 기

정보에 근권을 가진다. 그는 허락받은 이동단말

기와 이동 장매체를 동시에 약속된 시간 안에 사

용해서만 비로소 근이 가능하다. 비록 도용된 

ID가 근권한이 있다고 해도 모든 허락조건을 동

시에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고 합법  활동일 경

우에만 동시만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출 기

정보에 근은 (사용자, 이동단말장치, 이동 장매

체) 세 엔티티의 삼 (triple) 인증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기 정보처리과정에 어떠한 임시 

일도 반드시 삭제하여 흔 을 남기지 않는다.

(그림 3) 정보처리  보호모델

 (그림-3)의 모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

통 응용 로그램의 처리할 입력 일은 일시스

템의 입출력 API를 이용하여 불러온다. 그러나 

(그림-3)의 정보처리  보호모델은 원 입출력 

API의 호출시 커 후킹방식으로 복호모듈과 연동

하도록 새로 설치된 입출력 API를 체 호출하고, 

이 복호모듈은 일시스템에게 해당 일을 요청

할 때 해당 이동 장매체 장치-ID 검증하고, 암호

화 기 정보 일을 읽어오고 이 때 인증모듈을 

통해서 (사용자-ID, 호스트-ID, 이동매체-ID) 삼  

인증요청  동시에 GCKS에게 임시 암호키를 요

청한다. 복호모듈은 암호키를 얻어서 복호하여 응

용 로그램에 달한다. 여기서 넷째 보안조치

로 응용 로그램은 임시 일 형태로 어떠한 평문 

기 정보도 남기지 않고 삭제한다.

4. 유출 쇄 보안성 분석

정보보호 시스템은 기본  네 가지 보안조건을 

만족시킨다. 기 정보의 비 성 (confidentiality), 

무결성 (integrity)이고, 기  목 지의 합법성 즉 

사용자와 호스트의 인증 (authentication), 기  유

통책임에 한 부인 쇄(non-repudiation)이다1)*. 

그 외에 망 보안성 분석은 제외한다. 망보안, 운

체계보안,  기업보안활동은 안정 이고 유통망

은 내부 폐쇄형으로 인터넷에서 격리된다고 4.2

에서 이미 가정하고 있다.

1) Availability는 본 시스템에서는 불필요한 보안성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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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비 성 (confidentiality)

모든 기 정보는 암호화 상태로만 그룹 유통망 

내의 서버, 호스트, 이동단말기, 이동 장매체에 

보 된다. 기 정보는 암복호화에 부담을 덜기 

해서 칭암호방식(e.g. DES, 3DES, IDEA)을  사

용하여 암호화된다. 

기 정보 일 의 암호키 는 일생성/

등록과정에서 키서버(KS)가 생성하고   

로 등록하고, 암호화 상태 유통원칙을 해 암호

키를 해당 호스트로 송하여 호스트에서 암호화

된 후 일서버로 송되어 장된다. 분리원칙은 

암호키는 키서버, 기 일은 일서버에 분리되

어 장된다. 생성된 일에 한 정보, ( 일-ID, 

생성장치-ID, 기 등 , 생성자-ID, 생성일자, 이

동가능여부)와 일에 한 정책 등을 정책/로그

-DB에 그룹컨트롤러서버(CS)가 기록한다.

(그림 4) 문서생성 

기 정보 일을 처리하기 해서 인증모듈은 

DSA기반 개인키 사인(Signature)과 공개키 검증

(Verification)방식을 사용한다. 

엔티티 의 개인키 암호화 함수는  이고, 

공 키 암호화 함수는 , 메시지를 이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
    , 

    이 성립한다. 

• 은 엔티티 의 인증 사인이다. 

•    ∘    은 검증

이다

사용자는 사용자 인증토큰에 (사용자-ID , 

개인키 암호함수  )를 소유하고 있고, 호스트

는 (호스트-ID 와 개인키 암호함수  )를 

내부 호스트 인증토큰에 가지고 있다. 

     ∙  는 기 일 

요청 시 사용자와 호스트의 두 개인키로  이

(double) 사인하고, 그 ID를 포함한 메시지 

   을 키서버 의 

공 키로 암호화한  을 키서버에 보내면, 

키서버 는 개인키로 복호화       

하여 에서 얻은 두 ID로 이 (double) 인증 사인

을 검증하여      

을 얻어 암호키 를 탐색하여 서버는 두 엔티

티의 공 키로 암호화하여      

을 다시 키서버의 개인키로 사인한  로 , 키

서버 인증과 동시에 암호키를 공개키로 이

(double) 암호화하여 송한다.

기 정보 암호화는 빠른 칭키 방식을 사용하

고, 암호키 의 송은 이  사인으로 인증과 

키서버의 공개키 암호화 자 투로 만들어서 

칭키의 고속성과 공 키의 두 공개키로 이  암

호화를 풀어야 하는 안 성을 동시에 달성하므로 

높은 비 성이 보장된다. 

(그림 5) 문서사용

4.2 무결성 (integrity)

메시지의 무결성이란 내용의 변경여부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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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보안방식이다. 본 시스템에서 모든 기

정보는 언제나 암호화 형태로만 유통되므로  

암호키가 없이는 내용변경을 시도할 방법이 없으

므로 무결성 조건은 이미 달성되어 있다.

만일 해킹으로 암호화 형태의 기 정보 일은 

다른 일로 바꾸고 거짓 암호키와 함께 등록하

는 것이 재 서버의 차로는 불가능하므로 무

결성에 련한 해쉬함수, 다이제스트에 개인키로 

사인하는 등의 오버헤드는  없다.

4.3 인증 (authentication)

인증은 사용 엔티티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과정

이다. DRM에서도 작물의 내용을 재생하는 엔

티티를 사용자와 컴퓨터로 나 다. 마찬가지로 본 

시스템의 기 정보 근에 한 합법성은 사용자

와 호스트의 합법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기 정보에 근하기 해서는 올바른 응용

로그램을 설치하고 운 체계에 복호모듈을 일

시스템과 연동시킨 호스트와 합법  사용자를 동

시에 인증해야 한다. 이런 인증과정은 인증모듈을 

통해서 수행한다.

인증은 이 키 방식의 개인키로 사인(sign)을 

하여 송자의 합법성을 확인(verify)한다. 보통 무

결성을 한 64비트 해쉬값 메시지 인증코드

(MAC)를 개인키로 사인(sign)하는 것이 일반 이

지만 본 시스템은 일-ID 와 같은 짧은 길이

의 ID 는 128비트 보다 짧은 암호키에 사인

(sign)을 하므로 수행시간이 짧은 인증과정을 수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와 같이 

두 번의 개인키 암호화로 이 (double) 인증방식

을 사용하여도 성능 하는  없다.

이 (double) 인증은 사용자-ID 도용의 유출시도

를 원천 쇄하는 강력한 보안조건이지만 이를 

해서는 키서버가 (개인키, 공 키) 을 생성하여 

사용자와 장치에 각각 개인키를 분배하는 키분배 

로토콜의 안 성 보장이 제이다. 그러나 키분

배 리는 복잡한 과제로써 연구범 를 넘는다.

4.4 부인 쇄 (non-repudiation)

본 시스템에서 부인 쇄는 리자의 허락을 받

은 사용자나 호스트가 행 의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것으로 사후 응책의 요

한 제조건이다. 그러나 공개키 기반 이  인증

방식을 사용하므로서 행 자도 행 의 장치도 모

두 사실 부인은 불가능하다.

도난당한 이동단말기에 남아있는 과거 장치-개

인키와 서버-공개키들을 이용하여 미래의 불법인

증을 가능  하는 키정보를 계산하는 불법 가능

성을 쇄하는 방기 성이 필요하고, 재 키정

보로 과거의 기 정보를 해독하는 실마리를 쇄

하는 후방기 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4.5 방기 성 (Forward Secrecy) [22]

기  암호키는 키서버에서 호스트로 자 투

에 담긴 세션키 방식으로 일 방향 송된다. 만일 

장치-개인키와 합법 사용자 인증서까지 노출될 

경우 사실을 알기 까지 해당 단말기로 달되

는 기 정보는 노출되어 완 히 무방비로 유출될 

험이 발생한다. 외부해커에 노출확률은 매우 낮

지만, 합법  내부자에 의한 불법행 로는 이 시

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며 더 심각한 것은 이로 

다른 기 정보들까지도 계속 유출될 험이 높다

는 것이다. 

방기 성(Forward Secrecy)은 이러한 시나리

오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필요 보안조치이고, 기본

으로 키정보 노출사고 인지 는 유효기간만료 

때에 키(key)들을 업데이트 하고, 폐기된 키(key) 

리스트 공개 발행하여 유출 험의 기간을 낮춘다. 

암호키의 노출은 일서버에 보 된 해당 기

일에 한 암호키 재생성 후 다시 암호화하는 

부담과 심지어 다른 기 일들의 암호키 생성 

련 라미터까지도 알려질 가능성으로 반  

암호키 리에 향을 미친다. 

방기 성의 요한 제는 빠른 노출사실 인

지로 피해가능기간을 축소하는 것이다. 내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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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있는 고정 호스트들은 SNMP와 MIB를 활용

하여 호스트의 포트 미작동과 HDD 분실 등 키 노

출 련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를 자동발행 경고

신호로 실시간으로 찾아낼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리는 방기 성에서 요한 도구이다. 

반면 이동단말기의 경우 사고인지까지 시간차

가 있어 단말기 내에 장된 장치-개인키, 서버-공

키, 복호-세션키 등의 노출은 유출 쇄에 심각

한 향을  수 있다. 

결론 으로 방기 성은 기 과 키의 분리원

칙으로 이동단말기에 기 정보를 담기보다는 이

동 장매체에 기 정보를 담고 이동단말기에서 

재생 처리하도록 등록하는 방법으로 좀 더 안

할 수 있다. 유출 쇄에 방기 성은 추후 연구

에서 다룰 것이다.

4.6 후방기 성 (Backward Secrecy) 

본 보안조건은 방기 성과는 반 로 키 련 

재 정보로 키 련 과거 정보를 알아낼 수 없도

록 하는 조건이다. 퇴직자 사용자 개인키와 과거 

장치-개인키가 노출될 경우 부주의하게 삭제되지 

않고 남은 자 투를 풀어서 그 안에 기 일 

암호키를 알아내어 기 정보에 근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DH(디피-헬만) 이 키 방식에서 발

생하는 시나리오이다. 본 시스템은 DSA의 사인/

검증방식을 사용하므로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추후 연구에서 후방기 성을 보장하는 Rekey 

로토콜을 좀 더 다루어볼 것이다.

본 시스템에서 복호모듈이 부주의하게 남길 수 

있는 기 정보 련 임시 일은 암호키로 기 정

보를 풀어 응용 로그램에 달하고 응용 로그

램의 처리  임시 장된 일, 임시 암호키라도 

임시 일형태로 남아있는 경우 등이다. 

후방기 성을 해 응용 로그램의 새로운 입

출력 API는 평문 기 정보의 임시 일은 100% 

삭제하도록 구 한다.

5. 기 유통망 로토콜

이미 살펴본 기 유통망은 서버와 호스트, 이

동단말기 등의 동 인 가입과 탈퇴가 반복되는 

진화를 하게 된다. 따라서 기 유통망에서 작동하

는 로토콜에 한 작동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5.1 유통망의 통신구조

기 유통망은 통신 엔티티(entity)가 서버, 호스

트, 이동단말기와 같은 능동형 장치와 이동 장매

체, 인쇄장치 등의 수동형 장치, 그리고 사용자와 

기 정보 일로 구성되고, 장치 간 통신은 멀티캐

스트(1:N 통신) 기반으로 SA(Security Association) 

련 키정보, 일리스트 정보, 로그정보, 장치

리정보, Rekey 정보 등은 그룹 통신으로, 기 정

보 일과 암호키 등은 서버와 호스트 간 유니캐

스트(1:1) 통신으로 이루어진다.

망 내에 호스트의 가입  탈퇴는 IGMP 인터

넷 그룹 리 로토콜로 수행되고, 이 때 IGMP

는 그룹통신 암호키의 분배, 삭제, 변경하도록 

GKMP 그룹키 리 로토콜의 작동을 발하고,  

GKMP는 SA 련 키들의 분배를 수행한다. 이러

한 키분배는 매우 요한 이슈이다.

유통망 내의 능동형 장치는  hot-standby로 동작

해야 한다. 만일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가 트랩(trap) 조건으로 장치

의 문제를 경고하면, GCKS의 GKMP는 해당 장치

의 문재 로그를 기록하고, Rekey 로세스를 수행

하여 능동형 장치의 통신 련 키정보를 부 교

체하고, 문제의 장치에 보 된 기 정보의 암호키

를 변경하고, 기 정보를 새로 암호화하여 다시 

장한다. 이 후 해당 기 정보는 복호가 불가능

하다.

유통망의 주소체계는 모든 그룹에 등록된 능동

형 장치에는 그룹주소와 1:1 통신용 IP 주소가 할

당되고, 수동형 장치를 포함한 사용자, 기 정보

일까지 모든 련 엔티티에는 원천 쇄 시스템

의 기 유통을 한 ID가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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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 유통 로토콜

5.2.1 서버 기화 설정단계

유통망 기화 단계에서는 자체   SA(Security 

Association) 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요한 키분배

는 안 통로( : IPSec, TSL)로만 송되어야 한

다. 먼  서버― 일서버 와 키서버   그리고 

그룹컨트롤서버 ―가 선정되면, 안 통로를 설

정한 후 

•키서버는 서버의 이 키 암호함수  

  ,   ,   을 생성하

고 

•키서버는 서버들의 공개키의 인증서 리스트 

( ,  ,  )를 만

들어 보 하고, 

•각 서버에 개인키  ,  , 를 송하여 

•각 서버는 개인키를 인증토큰이라는 안

치에 보 한다.

(그림 6) 서버 키 기화

5.2.2 호스트 가입(Join)단계

호스트 가 유통망에 기 정보처리 호스트로 

가입할 때, 그룹컨트롤서버 는 그룹 리 로

토콜 IGMP의 가입(join) 과정을 수행할 때 는 

호스트 의 다음 설정 작업을 수행한다.

•Group 등록: 유통망 그룹주소에 해당 호스트 

  포함

•정책/로그DB에 가입정보를 담은 항목생성: 

호스트 의 치, 정보처리의 수 /권한  

보안정책 등을 설정하여 정책DB에 련 정

보기록, 로그DB에 생성/기록

•유통망 리 로토콜 snmp 작동: 소유한 자

원의 리용 MIB (management information 

base)에 호스트 의 자원종류  리 상을 

설정, snmp trap에 경보(Alarm) 이벤트 설정 

후 snmp 시동

•응용 로그램 설치: 호스트 에서 기 정보

를 처리하는 응용 로그램을 설치하고, 동시

에 새로운 일입출력 API, 복호모듈, 이   

인증모듈 등을 설치

•인증모듈에 필요한 키세트(key set) 설치: 키

서버는 호스트 의 장치인증  암호화의 개

인키, 공 키   을 생성하고, 기 

서버들의 공개키를 담은 서버 인증서 리스트 

     , 개인

키 를 키서버가 호스트 에 송한다. 호스

트 의 공개키는 인증서 로 키서버

에 보 한다.

(그림 7) 호스트 조인 

5.2.3 호스트의 탈퇴(release)단계

호스트 가 탈퇴하는 경우는, 리자 단으로 

정상  탈퇴(release)과정을 밟는 것과 호스트의 

문제 발생으로 더 이상 snmp에서 호스트 감지가 

안 되어 hot-standby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와 

trap으로 경보발행의 경우에는 강제 탈퇴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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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그림 8) 호스트 정상탈퇴

정상  탈퇴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수행된다.

•호스트 내에 기록된 서버 공개키 인증서 리

스트와 장치의 개인키를 완 히 삭제하고, 

•보 된 기 정보 일을 삭제하고, 

•복호모듈 설치삭제, 일입출력 API 복구, 인

증모듈 설치삭제, 

•snmp 서버에서 호스트 의 리 상에서 제

외, 의 snmp 클라이언트 기능을 지하고, 

•정책DB에서 호스트 의 항목을 삭제하고, 

로그DB에 탈퇴 련 정보를 기록한다.

강제탈퇴는 에서 언 한 삭제  복구, 기능

지가 불가능하므로, 키정보 노출로 간주해서 서

버  호스트에 분배된 키정보를 변경하는 Rekey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9) 강제탈퇴

Rekey 과정은 다소 복잡해서 추후 로토콜 연

구에서 논하겠다.

5.2.4 이동단말기 외부이동

호스트 가 기 정보를 외부에서 처리하려고 

할 때 기 정보 일과 암호키의 분리원칙을 따라

서 기 정보는 이동 장매체에 장한다.

이동단말기는 서버의 인증서 리스트와 자신의 

개인키를 가지고 있고, 암호화 송 확인, 서버인

증 검증 등이 가능하다. 이동단말기는 리자의 

허락으로 처리할 기 정보 일 ID , 이동

장매체의 장치 ID , 처리할 사용자 ID , 그

리고 해당 일에 한 임시 암호키 생존기간, 처

리수 에 한 기록을 정책/로그DB에 등록된다. 

이동단말기는 외부에서 생존기간 내 임시 암호

키를 송받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다음은 

이동단말기의 키서버에 사용자가 생존기간 내에 

암호키 
′  요청할 때 다음을 수행한다.

•3차원 인증사인:  ∘ ∘  로 사용

자, 호스트, 이동 장매체 인증사인

•4차원 벡터 송: 

  ∘ ∘  로 

암호화 한 후 송

•암호키 송: 검증이 성공하면, 키서버는 암

호키를 자신의 인증사인과 호스트 의 공개

키로 암호화한  
′ 을 송

5.2.5 이동 장매체 기 장

분리원칙으로 기 정보 일 는 처리할 이

동단말기 와 분리된 이동 장매체 에 보

되고, 이 장매체는 장치 ID가 로 등록된다. 

그 등록 차는 다음과 같다. 

먼  이동단말기 는 기 정보 일 의 이

동을 요청하면 리자의 허락 하에 6.2.3의 이동

차가 수행된다. 이 때 이동 장매체 에 기

정보 일의 ID와 타깃 처리장치의 ID와 기 정보

일이 함께 장되어 있다. 일서버로부터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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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키 
′ 로 암호화된 일 ℵ*2)을 송받

고, 두 개 ID를 장치 공개키로 암호화한 형태  

ℵ 로 장된다.

이동단말기 는 이동매체로부터 

를  복호화해서 를 얻어서 4차원 벡터

를 만들어 송한다.

6. 성능분석

지 까지 논의한 기 정보 원천 쇄 유통망 시

스템의 보안구조는 그 성능 면에서 기존 DRM 기

반 시스템이나 기타 논의된 시스템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단하여 회피한 것이 연구가 안 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보안성을 포기하면서 암호화 

 인증 차가 단순한 DRM 기반 시스템에  기

보호를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시스템의 보안구조는 안 성면에서 

원천 쇄라는 강력한 기 성을 지향하면서도 동

시에 시간복잡도 차원에 본 그 성능도 우수한 방

안인 것이다.  

일반 으로 칭키 방식과 이 키 방식 암호화

의 수행시간을 단순히 1:100, 1:1000으로 비교하는 

모호한 기 을 사용하고 있어서 시스템의 성능비

교에는 시간 복잡도(complexity)를 사용할 것이다. 

칭키와 이 키 방식의 시간복잡도를 구해보자.

DES, 3DES, IDEA, RC4 등의 칭키 방식의 경

우, DES의 수행시간을 라 하면, 나머지는 각

각   의 시간이 요구된다 

[21]. 이를 [23]에서 제시한 수행시간 도표를 통해

서 시간복잡도로 표 해 볼 때 다음과 같다.

•≃        

무결성에 사용하는 해쉬함수는 칭키 암호화

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므로 시간복잡도는 동일

하다.

2) 원 일 을 임시 암호키로 암호화 


′   ℵ

•    

이에 비교해서 RSA의 이 키 시간복잡도는 공

개키 암호화 함수의 계산과 동일하다 [24]. 

•     , 공 키=  , 개인키

= ,   ,     ,  는 

소수, ≡  

그러므로 개인키 암호화의 시간복잡도는 다음

과 같다.

•     

개인키 암호화의 시간복잡도를 공 키 암호화

의 것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상수
그러므로 공 키 암호화도 시간복잡도는 개인

키 암호화와 동일하다.

•  

그러나 사인과 검증의 인증과정에서는 

  =c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    

에서 계산한 시간복잡도를 이용하여 기존 통

신망의 세션키 방식과 본 유통시스템의 암호방식

을 비교해보겠다. 

기존 통신망에서 메시지 안 송의 세션키 방

식과 비교해보면, 송자 이 수신자 에게 메시

지 를 세션키 로 암호화하고 세션키를 상

방 공개키 로 암호화한 자 투   를 

만들고, 암호화 메시지  를 그 안에 담고, 

무결성 보장을 해서 해쉬함수 로 메시지 다

이제스트 을 자신의 개인키로 사인한 

  를 붙여서 보낸다. 

 방식의 수행시간 는 다음 시간들의 합

니다. 

•메시지의 칭키 로 암호화 시간: 

•세션키를 공개키로 암호화 시간:  

•해쉬함수로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생성 시간: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개인키로 암호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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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다. 기존 통신망은 이 과정을 송과 수신에서 

한번 씩 반복하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기존방식           (1)

그러면 본 유통망 시스템의 송과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암호화 과정 없음: 일생성 기 한번 암호

화하고 암호화 형태로 유통되므로 최  한번 

암호화 이후에는 암호화 상태로 그 로 보낼 

뿐 송마다 이루어지는 암호화가 없다. 

•목 지 복호화 부: 일 목 지에서 처리 

 복호모듈에서 한번 복호화가 이루어진다.

•이 키 인증/검증, 암호/복호의 수행시간은 

고정된 상수: 본 시스템의 보안처리는 인증

과정이 부이다. 인증용 공 키/개인키 암호

화는 주로 ID 는 ID 리스트에 해서 이루

어진다. 따라서    이다. 

따라서 결국 본 시스템의 시간복잡도는 다음과 

같다.

본시스템       (2)

결론 으로 (1)와 (2)를 비교하면 본 시스템은 

시간복잡도 차원에서 성능 하는  없다. 그러

나 안 성의 수 은 유출 쇄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월등한 기능성을 보여 다. 

7. 결론  추후연구

본 연구에서 기 정보 원천 쇄 유통망 시스템

은 기존 책과 동일한 성능을 보이지만 월등한 

안 성을 보장하는 특히 소기업의 사 응에 

한 완 한 해법으로 추천한다.

시스템의 동작구조의 기반 로토콜은 IGMP, 

GKMS(Group Key Management Protocol), SNMP 등 

이미 검증된 로토콜이므로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DRM은 상용제품에 비해서 그 효과성

이나 안 성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을 주목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스템의 기술구조와 보안성에 해

서만 집 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구조를 완

성하기 해서는 키분배부터 Rekey 과정까지 검

증과정에 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며, 특별히 키분

배과정과 모바일 환경에서 유출경로의 쇄를 더 

연구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Identity 기반 공 키를 활용한 

이동단말기와 PDA의 인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개인키를 인증토큰 상에 늘 보 하는 것은 이동

단말기의 분실 후 생길 수 있는 유출문제를 해결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 으로 공 키를 

실시간으로 운 할 때 더 쉬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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