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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tributed multimedia applications are being developed and used for many 

fields of our lives today.  There is a vast amount of single-purpose application 

software available, such as video audio conferencing, chatting, whiteboard, 

electronic notebook, and so on. The goal of distributed multimedia application is 

to exchange multimedia information among users. With these distributed 

multimedia applications, we can realize a collaborative environment that allows a 

group of users to collaborate from their desktops as effectively as if they were 

face-to-face. 

In order to provide an effective collaborative environment, it needs to be 

secure and platform-independent. Moreover, the collaborative environment has to 

support facilities for creating, eliminating, joining, and leaving collaboration 

sessions. The service that serves these facilities is called a session service. OMG 

CORBA allows applications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no matter where 

they are located or who has developed them. So we use CORBA to realize our 

session service. 

This thesis proposes a CORBA-based secure session service for multimedia 

collaborative environments. This secure session service is platform-independent, 

enhances the security and offers a session information generically. As a proof of 

concept, a secure session service has been developed as part of a CORBA-based 

distributed multimedia system called MAESTRO. Our secure session service can 

be proposed as a new Common Object Service in the OMG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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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산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 다양하고도  사용하기  편리한 기술에  대한  사용

자들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 특히 , 원격  음성회의 , 원격  화상회의 , 채팅 

도구  등  분산  멀티미디어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러한  분산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은 현재  많이  연구되고  발전되어  상품화

되었다 [1, 2, 3].  

분산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전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실시간에  여러  사용자에게  전

달하거나 ,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분산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은  원격지에 떨어진  사용자들이 시간과  공간적

인  한계에  구애  받지  않고  실시간에 원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상적인 

협동  작업  환경  (collaborative environment)을  제공하는 데도  이용된다 .  

공동의  일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환

경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팩스나  전화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써 협동  작업  환경  [4, 5, 6]이  대두되고 있다 . 협

동  작업  환경은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협동  작업  환경이  가져야  할  요구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 협동  작업  환경을 위한  정보 , 즉  어떤  협동  작업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

한  정보와  분산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을 위한  데이터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협동  작업  정보는  사용자  모두에게  같은 

내용을  제공해야  하는  반면 , 분산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는  응

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에게만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효율적인 경로  설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따라서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통신과는  별도로  협동  작업  정보만을 전달하는  서비

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 협동  작업  환경은  원거리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시간 , 공간적인  제약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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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 따라서  플랫폼에  독립

적인  협동  작업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 

?? 협동  작업과  같이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분산  환경에서

는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악의적인  접근의  거절  등  보안  요소에  대한  강

화가  필요하다. 

협동  작업  환경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협동  작업에 관

한  정보는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와 구별해서  제공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만을  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 즉  이미  개설되

어  있는  협동  작업의 목록을  사용자에게  알려  주거나 , 이러한  협동  작업을  생

성 , 삭제할 수  있는  기능과 협동  작업에  쉽게  참여 , 탈퇴할 수  있는  기능이 멀

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과는 독립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이러한  기능을 제공

하는  서비스를 세션  서비스라고  한다 . 

현재까지  연구된 협동  작업  환경이  가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세션 

서비스가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와 같은  경로로 제공되어  [7], 사

용자가  협동  작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많은  시간이  든다 . 둘째 , 세션  서비스

가  중앙  집중형으로  제공되는데 [8], 이것  역시  분산된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 셋째 , 특별한  네트웍을  구성해야 하거나  [7] 특정  

플랫폼  위에서만  동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확장성이 불가능하다. 넷째 , 

분산  환경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요소인  보안이 간과되어 왔다 .  

본  논문에서는  협동  작업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분리되

어 , 사용자에게  협동  작업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세션  서비스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제시한 세션  서비스는  플랫폼에  독립적이고  분산된  환경으로  제공되

면서 ,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보안적인  요소까지  포함한다. 

플랫폼에  독립적인 세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CORBA) 기술을  사용한다. CORBA [9]는  그  위치와  구체적인 

설계  등에  상관  없이  객체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  분산  객체  기술이

다 . 현재  몇  가지의  CORBA 제품이  개발되어 ,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점점  그  사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 이러한  CORBA 기술의  사용으

로  세션  서비스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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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 분산된 환경으로  제공될  수  있다 . 또한  협동  작업  환경의 각  협동  작업

의  정보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 정보의  정의가  수정될  필

요가  있을  경우  쉽게  고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렇게  일반적인  협동  작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분산  멀티미디어 협동  작업  환경을 위한  CORBA 기반의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는  CORBA 의  Common Object Services Specification 

(COSS) [10]의  세션  서비스로 제시될  수  있다 .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먼저  2 장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협동  작업  환경과 각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세션  서비스의 방법 , 일반적인 보안

과  분산  환경에서의  보안 , CORBA 의  COSS 서비스  중의  하나인 보안  서비스 

그리고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에 대한  기존  연구  등에  대해  살펴  본다 .  3 장

에서는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의 요구  사항을 분석한다. 3 장에서  분석한  요

구  사항을  바탕으로  4 장에서는  세션  서비스를  설계하고  5 장에서는  보안성  있

는  세션  서비스를 설계한다 . 6 장에서는 설계를  바탕으로  한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의  구현을  설명하고  세션관리 도구를  이용한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

의  사용  방법과  응용  프로그램이  세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  본다 .  7

장에서는  이  연구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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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이  장에서는  CORBA 기반의  분산  멀티미디어 협동  작업  환경을  위한  보안

성  있는  세션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존  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  

먼저  진행중인  여러  가지  협동  작업  환경의 세션  서비스와  일반적인 보안 

요소와  분산  환경에서의  보안  요소 , 분산  구조에서  보안의 예 , CORBA 의  

Common Object Services Specification (COSS) [10]에서의  보안  서비스  그리고 기존

의  세션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보안  정책을  설명한다 .  

2.1 협동 작업 환경의 세션 서비스 

이  절에서는  협동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들과  각  플랫폼마다  제공되

는  세션  서비스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 지금까지 많은  연구  [7, 8, 

11, 12]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협동  작업  환경은 UNIX 기반의  MBONE [7]과  Windows 95 및  NT 기반의 

NetMeeting [8]이다 .  

2.1.1 MBONE 의 세션 디렉토리 

MBONE (Multicast Backbone) [7, 13, 14]이란  인터넷  상에서  IP 멀티캐스트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축된 가상망이자  시험망이다 . 가상망이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  물리적인  망  위에서  터널링(tunneling)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가상적으로 

멀티캐스트 네트웍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 터널링이란  멀티캐스트  데몬이  돌

고  있는  두  개의  호스트  (mrouter 라고  지칭) 사이를  가상적인  하나의  경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터넷 상의  모든  라우터들이  IP 멀티캐스

트를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터널링된 두  mrouter 사이에서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일반  unicast IP 패킷  형태로 포장하여 전달하므로  unicast 라우터를 거친

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MBONE 은  IP 멀티캐스트를  인터넷 상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망으로  계속하여  보완 , 발전하고  있다 . 그림  1은  MBONE 

망의  토폴로지이다 . 여기에  나와있는 전셰계의 가상망을 통해  데이터를  멀티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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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한다 . 

그림  1: MBONE 토폴로지  (topology) 

MBONE 에  접속한  후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들로는 세

션  디렉토리  (session directory), 오디오  회의  도구  (audio reference tool), 화상  회

의  도구  (video conference tool), 화이트  보드  (whiteboard) 등이  있다 . 이  중  세션 

디렉토리  (Sdr) [7]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세션  디렉토리는 세션  생성 , 광고 , 가입  등에  사용하며 , 현재  MBONE 상에  

진행중인  세션들의  목록을  보여  준다 . 또한  세션  가입  시  필요한 응용  프로그

램을  자동  실행시키며 , 타인  초청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그림  2: MBONE의  세션  디렉토리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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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세션  디렉토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세션을  선택했을  경우 , 

그  세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며, 

원하는  도구를 선택했을 때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준다 .  

MBONE의  세션  디렉토리는 Session Announcement Protocol (SAP) [15], Session 

Description Protocol (SDP) [16],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 [17]의  세  가지의  프

로토콜을  사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가상망을  통해  세션에 대한  정보를  멀티캐

스트한다 .  

SAP 에서  송신자는  주기적으로  각  세션에  대한  세션  공고  패킷을  보내고, 

수신자는  패킷이  자신에게 오는지  확인을 하다가  패킷을 받게  되면 , 사용자에

게  그  정보를  보여  준다 .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수신자가  특정  세션에 대한  패

킷을  받지  못하면  그  세션은  삭제된  것으로 취급한다 . 세션  공고  패킷을  보내

는  주기에 따라  세션  디렉토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용자가  세션의 목록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차이가  나는데 , 이  때  이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스트 내에  세션  목록에  대한  로컬  캐쉬  (local cache)를  둘  수도  있다 . 

이  때는  그  신뢰성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 사용자에게 세션  정보를  빠른  시간

에  초기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SDP 는  1998 년  4 월에  RFC 2327 으로  표준화되었다. 수신자가  세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세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다. SDP 에

는  세션의  이름과 목적 , 세션이  유효한  시간 , 세션에서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

램  이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SIP 는  세션  생성 , 참여나 탈퇴  등에  의한  수정 , 종료  등과  같은  세션에 관

한  행동과  다른  참여자를  초대하는  일을  담당한다. 

2.1.2 NetMeeting 

마이크로소프트의 NetMeeting [8]은  마이크로  소프트  Windows 95 및  NT 에서  

동작하는  다자간의  실시간 통신을  통한  응용  프로그램  공유를 지원한다. 호스

트의  사용자는 공유하고  싶은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고르고 , 다른  참가자들은 

같이  공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한다. 공유에  참가하는  사용자들 중  마

우스를  클릭한  사람에게 응용  프로그램의  제어권이  주어지는데 , 이  때  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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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응용  프로그램의 제어권은  가질  수는  없다 . 제어권을 

얻고  싶으면  마우스  클릭을 행하면  된다 . 

그  외에  NetMeeting 에서  가능한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들로는  채팅  도

구  (chat system), 화이트  보드  (whiteboard), 원격  화상  및  음성  회의  (audio/ 

video conferencing) 등이  있다 . 

NetMeeting 은  다자간의  커넥션 (connection)을  맺기  위해  중앙집중형  서버인 

Internet Locator Service (ILS) [18]나  전자  메일  주소 , IP 주소  등을  사용한다 . 전자 

메일  주소나  IP 주소는 타  사용자를  직접  명시하여 커넥션을  맺는  방법이고, 

ILS 를  사용하는  것은  커넥션을  맺을  대상을  살펴보고  맺는  것이다 .  

ILS 서버는  이름 , 전자  메일  주소 , 위치  등의  정적인  사용자  정보와 

NetMeeting 이  시작될  때의  IP 주소  사이의 매핑  (mapping)을  제공한다. 따라서 

NetMeeting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연결하고  싶을  때는  NetMeeting 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목록에서  선택하면, ILS 서버가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넘겨  주고 ,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된다 . 

그림  3: ILS 의  주요  구성  요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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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ILS 의  주요  구성  요소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 ILS 는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게  유연성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사용할  때는 , 자신의 이름과  IP 주소를  ILS 에  등록한다 . ILS 는  

주기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에게 데이터를  받아  보고는  아직  그들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다가, 일정  시간  데이터가  오지  않으면 , 사용자  엔트리  (entry)에서  지운

다 . 응용  프로그램쪽에서는  ILS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LDAP) [19]

이나  웹  페이지  등을  통해  ILS 에  접근할  수  있다 .  

ILS 서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등록된  사용자들이 인터넷 전체에 공개된다

는  것이다 . 비공개  ILS 를  원한다면 , 사용자가 자신의  도메인  내에  ILS 를  설치  

해야  한다 .  

2.2 일반적인 보안 요소 

보안은  인증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정보나  정보에 대한  오퍼레이션 

(operation)을  보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 신뢰성  (confidentiality) : 인증된  사용자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 

?? 무결성  (integrity) : 정보는  행동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 의해서  인증

된  방식으로  수정될 수  있다 . 또한  지정된 사용자  사이에서만  지정된  방식

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 

?? 유용성  (availability) : 시스템의  사용은  인증된  사용자에게 악의  있는  거부

를  할  수  없다 . 

시스템을  설계할  때  몇  가지  제한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 서로  방해

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객체를  나누어야 하며 , 사용자가  감수해야 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의  의무를  분리해야  한다 . 

보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서비

스  등과  같은  보안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분리되어  보안만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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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산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 요소 

분산  환경에서는  정보가 분산된  시스템  사이를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당하기 쉽고 , 여러  시스템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보안상의  문제

점이  확대되기 쉽다 . 따라서 분산  시스템에서의 보안은  더  필수적인  것이다. 

이  절에서는 분산된 시스템에서 고려해야  할  보안적인 위협  요소에 관해  살펴 

보겠다 . 보안의  해결  방법에  대한  언급은  제외  한다 .  

?? 사용자  인증  (user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ID 와  패스워드를 저장하면  된다 . 이 

때  ID 와  패스워드는 공격당할  위험이  적고 , 관리자의 관리도  쉽다 . 그러나 

시스템이  분산되면 인증이 시스템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시스템

이  증가하면  사용자는  외우기 쉬운  하나의 패스워드로  모든  시스템을  사용

하려  하기  때문에 공격당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 . 

?? 접근  권한  제어  (access control) 

중앙  집중형의  시스템에서는 관리자가  각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  있다 . 그러나  분산된  환경에서 분산되어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한  제어를 

관리자가  통제  할  수  없다 .  

?? 도메인  (domain) 

분산  환경이  커지게  되면 , 관리자가 모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작

은  환경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된다 . 보통  한  사람의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

는  장비의 집합을  단위로  도메인이  정해지며, 관리자는 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도메인의  보안  정책을 세우게  된다 . 분산  환경이  점차  커짐에 

따라  도메인  사이의  보안  정책의  격차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2.4 분산 구조의 보안 구조의 예- SESAME 

이  장에서는 분산  구조의  보안  구조의  예로써  Secure European System For 

Application in a Multivendor Environment (SESAME) [20, 21]를  소개한다 . SESAME

는  분산  환경에서의  안전한 분산  구조이다 . 특히 , Multi-domain 의  분산구조에서 

사용자에게 완전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표다 . 따라서  SE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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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밀키나  공개키  암호법과  온라인  보안  서버를  사용한다 . 이  보안  서비스는 

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 (ECMA)에  의해  발전되었다 . 

그림  4: SESAME 

SESAME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중앙  집중형의 인증  서비스 

(authentication server)와   접근  권한  서비스  (privilege attribute server)를  제공한다. 

인증  서버에  의해  성공적인  인증이  이루어진  후  사용자는 AUC (인증  증명서 : 

Authentication Certification)를  받는다 . 사용자는  권한  속성  서버  (privilege 

attribute server)에게  AUC 를  제출하여  PAC (권한  속성  증명서 : Privilege Attribute 

Certificate)를  획득할  수  있다 .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은 입회자  (initiator)라고  

불리며  같은  방식으로  제어된다. 입회자는 보호된  자원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때  PAC를  목표  (target) 응용  프로그램에게 제공한다. 목표  응용  프로그램은  입

회자의  PAC 에  따라  접근  권한을 결정  하고  접근  권한  리스트 (access control 

list)를  만들어  자원에  할당한다 . 

PAC 는  전송  시에  원래의 소유자  혹은  대리자  외의  다른  이의  접근으로부

터  보호되고  따라서  무결성도  보호된다 . PAC는  하나  이상의  목표  응용  프로그

램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 

SESAME 는  특정  운영체제나  통신  프로토콜에 상관없이  이종의 

(heterogeneous) 시스템에  걸쳐  동작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이  때  여러  시스템들

User 

Authentication 
Server 

Privilege 
Attribute 

Server 

Initiator 

1. Authenticate 
User 

Target 

2. AUC 

3. AUC 

4. PAC 

5. 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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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SESAME 에서는  하나의  포괄적인  접근  권한이  사용자마다  주어지고  각  시스템

에게  포괄적인  접근  권한을  로컬  시스템에  어떻게  매핑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해결된다 .  

2.5 CORBA Security Service 

CORBA [9]는  그  위치와  구체적인  설계  등에  상관  없이  객체간의  통신을  가

능하게  하여  주는  분산  객체  기술이다 . CORBA 에는  개발자들이 일반적으로  필

요로  하는  분산  객체가 미리  정의  되어  있는데 , 이를  Common Object Services 

Specification (COSS) [10]라고  한다 . 이  절에서는  COSS 에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  보안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본다 . 

2.5.1 분산 객체 시스템의 보안 쟁점 

분산  객체  시스템에서  보안적이  위협이  가중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많은  구성  요소  

분산  객체로  시스템을  구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간단한  객체의  집합으로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구현하려는  데  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분산 

객체  시스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객체들은  실제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객체들의  일부분일  뿐이다 . 

?? 구성  요소들간의  빈번한 상호작용 

분산  객체  시스템에서는  구성  요소들간의 통신이  빈번하다. 클라이언트/ 서

버  구조에서는  프로그래머가 두  요소에 대해  잘  알고 , 둘  사이의  통신도  클

라이언트에서  서버로의  호출  형식으로만  발생한다 . 그러나  분산  객체  시스

템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 즉 , 서버인  객체가 

또  다른  객체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로 작용할 수  있고 , 두  객체  사이의  통

신이  다른  객체로 파급될  수  있다 . 

?? 신뢰할  수  있는  경계의  모호함 

사용자가  자신의  로컬  호스트에서 동작하는  어떤  객체에  대해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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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여도 , 그것이  신뢰할  수  없는  다른  객체에 의해  사용이  된다면  그 

객체는  더  이상  신뢰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 . 

2.5.2 CORBA 상에서의 위협 

CORBA 가  공격  당할  수  있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정보  타협  (information compromise) 

은밀한  데이터의  계획적인  혹은  우연적인 노출을  의미한다 . 이것은  정보를 

몰래  엿듣는다거나, 실제의 정보는 아니지만 실제의 정보인 양  가장하는  것

이다 . 

?? 무결성  위배  (integrity violations) 

데이터나  시스템  자원의  악의적인  개조나  파괴를  의미한다 .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이러스의  형태가  이것을 의미한다. 

?? 서비스의  거부  (denial of service) 

인증된  사용자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접근이 거부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것은  데이터를  직접  파괴하거나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만을 지닌다 . 

2.5.3 CORBA 의 보안 목표 

다음에  나열하는  내용은  CORBA 보안  서비스  명세서 [10]에서  CORBA 보

안  서비스의  목표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다. 

?? 신분확인  (identification)과  인증  (authentication) 

사용자나  객체에  대한  신분을  확인한다 .  

?? 권한  부여  (authorization)와  접근  권한  (access control)  

객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한다 .  

?? 감사  (security auditing) 

사용자가  보안과  관련된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관리자에게 보안과  관련된 

행동  목록을 보여  주는  것이다. 메소드  (method) 호출이  여러 번  고리처럼 

연결된  후에도  최초의  호출을 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나

타낼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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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들간의 안전한  통신  (security of communication ) 

CORBA 객체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하위의  계층이 안전하지  못할  때  문제

가  될 수  있다 .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신뢰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서로서로 

상대방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 또한  두  객체  사이의  통신  중에  무결성 

(integrity)과  필요에  따라서는  신뢰성 (confidentiality)도  보장  되어야  한다 . 

?? 거부  불가  (non-repudiation) 

권한이  있는  객체나 사용자는  언제나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 즉 , 데이터를 

받거나  보내는 데  있어서  잘못된  거부를 하지  않아야 한다 .  

?? 관리  (administration) 

보안  정책  등  보안  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2.5.4 보안 참조 모델  

보안  참조  모델  (security reference model)은  CORBA 보안의  전체적인  개념이

다 . 보안  참조  모델은  다양한  보안  정책에 대한  토대를  제공해  주는  유연성을 

지닌다 . 보안  참조  모델은  시스템이  어떤  보안  정책을  어디에서 펴느냐를 설명

해  준다 . 보안  정책은  정의하기  나름이고  보안  정책마다 구현하는  부분이 다르

기  때문에 , CORBA 의  보안도  역시  선택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러한 

보안  유연성  때문에  보안  참조  모델은  일반  정책  (meta-policy)이라고도  한다 . 

일반  정책은 보안  구조가  제공하는 추상적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 즉 , 모

든  가능한  보안  함수들이  일반  정책  내에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  

COSS 의  보안  서비스에서는  추상적인  보안  참조  모델을  기반으로 보안  증

명서 , 전달  정보  보호 , 접근  권한  제어 , 감사  (auditing), 대표  (delegation), 거부  

불가  (non-repudiation)등의  구체적인  보안  참조  모델을 제시한다.  

보안  참조  모델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ORB 보안  서비스와  시스템에  따

라  대치가  가능한 보안  서비스의 구조가 그림  5에  나와  있다 . Object Request 

Broker (ORB) 보안  서비스의 접근  권한  서비스는  호출된  메소드가  허락된 것인

지를  확인하고,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는  강제로 감사  (auditing) 할  책임이  있다 . 

Secure Invocation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처음으로  객체를 사용할 때 , 클라이언

트와  객체의  보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 Vault 객체는  이  보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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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는  것을  담당한다 . 클라이언트와  목적  객체마다  수립되는 보안  정책

은  Security context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5: ORB 보안  서비스  

2.5.5 CORBA 보안 수준 

보안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 수준  1: 접근  권한 , 감사  등의  보안  서비스가  알아  채지  못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 즉 , 내부적으로는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지만  사용자나 개발자는  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 

?? 수준  2 : 사용자와  개발자가  보안을  인식하여 보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

는  수준의  보안이다 . 이  경우는  보안  정책을  위한  관리자도 필요하다. 

보안  수준  2 는  보안  수준  1 보다  고급의  보안  모델이다. 사용자나  개발자가 

보안에  대한  인식을  하며 , 별도의  보안  정책을  개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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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지만 , 강력한  수준이다 .  

2.6 MBONE 멀티미디어 협동 작업의 보안 

이  절에서는  MERCI [22] 프로젝트에서  추진한 보안부분 [23]을  참고로  하여 

MBONE [7]에  존재하는  보안  위협과  그  해결  방안을  설명한다. MBONE 에는  

보안적인  측면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세  가지  있다 . 첫번째가  주고  받는  데

이터의  통신상에서의  보안이고  두  번째가  MBONE 세션  디렉토리  (Sdr)의  

Session Announcement Protocol (SA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에  강화해야  할 

보안  요소이고  세  번째가  세션  정보를  암호화한  메세지를 수신자까지  안전하

게  보내는  방법이다 . 이  세  가지는  참여자가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 되도록이

면  사용의  투명성을  제공하면서  보안이  강화되도록  고려되었다 . 

2.6.1 데이터 스트림 (stream)의 암호화 

주고  받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가  있다 . 세션  디렉토리 안에  암호화 방법을  삽입하는  것과  세션  디렉토리와는 

독립적인  암호화  모듈  (module)을  두는  것이다 .  

첫번째  방법은  세션  디렉토리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암호화가  이루어 

질  수  있지만 , 세션  디렉토리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암호화  프로시저가  갱신되

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  

두  번째  방법은  독립적인  모듈이기 때문에 세션  디렉토리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 별개의 모듈을 거쳐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고, 세션  디렉토

리와  암호화  모듈의  경계에서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첫번째 방법에  비해 

안정성도  떨어진다 . 그러나  이  방법은  세션  디렉토리뿐만이 아니라  MBONE 에

서  사용하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 그림  6은  세션  디렉토리와는  독립적인  보안  모듈의  그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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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응용  프로그램과  독립적인  보안  모듈  

2.6.2 프로토콜의 보안 

MBONE 에서는  모든  세션에  대한  데이터를  멀티캐스트  한다 . 이것은  비공

개  세션일  경우에는 보안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비공개 

세션에  대한  데이터는 암호화를  하는데, MBONE 에서  사용하는  Session 

Announcement Protocol (SA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의  형식(format)을  직

접  바꾸어  사용한다 .  

2.6.3 메세지 전달을 통한 보안 

이  절은  MBONE을  기반으로  하여  협동  작업을 위한  암호화된  메세지를  전

달하는  Secure Conferencing User Agent (SCUA) [24] 에  대해  알아  본다 .  

비공개  협동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협동  작업의 참여자가  한  곳

에  모이는  대신  전자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협동  작업의 

좌장은  협동  작업의  날짜와  시간 , 해설 ,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종류 , 각  도구의 

주소와  포트  번호를 전자  메일로 보낸다. 수신자는  그  메일을  받아서  세션에 

참여할  수  있다 . MICE [25]프로젝트에서 설계된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ICE-

TEL [26]에서  제공하는  보안  함수를  사용한다 . 

전자  메일을  안전하게 주고  받기  위해  연구된 표준들로는  Pretty Good 



 

 17 

Privacy (PGP) [27], Secur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 (S/MIME) [28], 

MIME Object Security Services (MOSS) [29] 등이  있는데  SCUA 는  이들이  사용하

는  방법을  참고하여  설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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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의 요구 사항 

분산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협동 작업  환경은 , 사용자가 원거

리에  있는  다른  사용자와  함께  동일한  목표의  일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 따라서  서로  다른  수준의 사용자가  협동  작업을  하

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또한  협동  작업  환경의  사용자

가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이  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요구를 수렴한 분산  멀티미디어 협동  작업  환경

을  위한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의  요구  사항을 분석한다 . 요구  사항  분석은 

앞서  언급한 여러  연구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 일반적으로 도출해 낸  사항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요구  사항은 개발  환경  등에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먼저 , 세션  서비스가  가져야  할  요구  사항을  정의한  뒤에 , 보다  안전한  서

비스  제공을  위해  세션  서비스에서  필요한  보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한다 .  

3.1 세션 서비스의 요구 사항 

세션  서비스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분

류할  수  있다 . 

?? 세션  정보  제공  

개설된  세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각  세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 각  세션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  낼  수  있어야  한다 . 

?? 세션  생성  및  삭제  기능  

세션을  생성  및  삭제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 세션의  삭제는  해당  세

션을  생성한 사용자이거나  혹은  그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

능하다 . 

?? 세션  가입  및  탈퇴  기능  

세션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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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참여자  초대  

세션의  참가자  모두에게  다른  참여자를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

다 . 초대를  받은  참여자의  수락  또는  거절  의사가  초대  메세지를  보낸  사람

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분산  멀티미디어  협동  작업은 세션  서비스의  서비스를  받아  함께  협동  작

업을  할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멀티미

디어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다 . 따라서  협동  작

업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와 ,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 분산된  사용자를  고려한 세션  서비스 

협동  작업  환경을  이용할  사용자들은  분산되어 있다 .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사용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세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 

3.2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의 요구 사항 

사용자가  세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보안적인 

요소가  보장되어야  한다 . 분산  멀티미디어  협동  작업을 위한  세션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보안은  다음과 같다 . 

?? 사용자  인증  (authentication)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  

?? 세션  접근  권한  (access control) 

세션에  대한  접근  권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 세션을  생성할  때  비공개, 

공개  세션의  구분을  두어  생성  하고 , 비공개  세션일 때는  미리  정해  둔  정

보를  아는  사람만이  세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  

?? 데이터  신뢰성 (confidentiality) 

분산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악의  있는  사용자의  접근을 막아서  데이터

가  손상되거나 ,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데이터가  이동될 때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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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장해야 한다 .  

?? 데이터  무결성 (integrity)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정보를 요구할 때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는  것이  데이터  무결성이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  관리  및  제공

하는  일을  수행하는  서비스에서는  필수요건이다. 특히  동시에  여러  사용자

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  무결성에  대한  보장은 아주  중요하다. 협동 

작업  환경을  위한  세션  서비스는  이런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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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RBA 기반의 세션 서비스 설계 

이  장에서는  3 장에서  분석된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분산  멀티미디어  협동 

작업  환경을  위한  세션  서비스를  설계한다 .  

기존의  협동  작업  환경의  세션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분산된 환경에서  협

동  작업에  대한  정보를 가상의  네트웍을 통해  전달되거나 [7], 특별한  환경에

서만  수행되는  중앙  집중적인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7, 8]. 이것

은  확장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 중앙  집중적인  서버는 데이터로의 

접근  시간을 느리게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협동  작업  환경을  위한  세션  서비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분산된  사용자

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션  서비스가  중앙  집중형의  방식

일  경우  세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날 경우  등을  고려해  볼  때  사

용자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 네트웍  등  자원의 효율

성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분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CORBA [9]는  그  위치와  구체적인  설계  등에  상관  없이  객체간의  통신을  가

능하게  하여  주는  분산  객체  기술이다. 또한  Common Object Services 

Specification (COSS) [10]을  통해  분산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  정의되

어  제공되고  있다 .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분산  환경에서 CORBA 기술을  이용

한  응용  프로그램들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본  논문에서는 CORBA 의  기술을  이용하여  협동  작업  환경을  위한  세션  서

비스를  설계하였다 . 이는  분산되어  있는  사용자와  세션  서비스간의 통신을  플

랫폼에  상관  없이  가능하게  하여  준다 . 여기서 제시하는 세션  서비스는  세션에 

대한  정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세션  정보  정의의 수정이 필요할 경

우  쉽게  가능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COSS 에  세션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일반

적인  세션  서비스로서  제시한다 . 

먼저  4.1 절에서는  전체적인 세션  서비스의  개요를 설명하였고 , 4.2 절에서는 

세션  서버 , 4.3 절에서는  도메인 서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살펴  보겠다. 세

션  서비스는  객체  지향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였는데, 보다  나은  설계를 위해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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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지향적  분석  방법론인  Unified Modeling Language (UML) [30]의  툴인  Rational 

Rose [31]를  이용한  분석을  포함한다 . 

4.1 세션 서비스 개요 

세션  서비스에는  멀티미디어  협동  작업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정보  전달할 수  있는  기능과 , 협동  작업을  새로  만들거나  삭제 , 

참여 , 탈퇴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세션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협동  연구의 정보를  보여  주는  응용  프

로그램인  세션  관리  도구와  세션  서비스의  서비스를  받는  각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은 여러  도메인  상의  분산된  여러  세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협동  작업

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세션  서비스는  크게  세션  서버와 도메인 서버로  이루어진다 . 사용자는 세션

관리  도구를  통해  각  세션의  정보를  살펴보고 , 도메인 서버를  통해  분산된  서

버들의  위치를 알게  된다 .  

협동  작업은  사전에  합의된 사용자끼리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 합의되지 

않은  사용자가  세션을  살펴보다가  적당한  협동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어야 한

다 . 따라서  사용자에게  자신의 도메인  내에서 개설된  세션들뿐만  아니라  다른 

도메인의  세션  정보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 . 따라서  세션  서버를  찾을  수  있어

야  하는데 도메인  서버가  이를  관리한다 . 각  세션  서버는  자신의 위치를  도메

인  서버에 등록을  하고 , 도메인 서버는  그  정보를  세션  서버  데이터  베이스로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가  세션  서버에  대한  내용을  요구할  때  알려  준다 .  

세션관리  도구와 응용  프로그램은  세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션에 대한  정

보를  알아낸다.  그림  7은  세션  서비스의 기본  구조이다 . 세션  서버와  도메인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세션관리  도구와  응용  프로그램이 나타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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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세션  서비스의 기본  구조  

세션관리  도구와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은  세션  서비스 객체  (SSO)와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객체  (ApplDBSO)로  이루어진 세션  서버 , 도메인 

서버를  이용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데 , 이  서버들을  CORBA 객체로  구현된

다 . 따라서  각  서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CORBA 에서  제공하는 함수  호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세션  서버는  도메인마다 분산되어  있고 , 도메인  서버는 

전  도메인에  걸쳐  하나가  있어서  각  도메인의  세션  서버의  위치를  관리한다 . 

4.2 세션 서버 

이  절은  세션  서비스의  서버  중  하나인  세션  서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세션  서버는 협동  작업의 각  세션에  대한  정보와  협동  작업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다가  사용자가 요구

할  때  제공한다 . 세션  서버는 각  도메인  별로  분산되어 있다 . 

4.2.1 세션 서버가 관리해야 할 정보 

세션  서버는 사용자가 협동  작업  환경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따라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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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서버는  협동  작업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다가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제공  한다 .  

세션  서버가  관리해야 할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첫  번째가 

세션  자체에  대한  정보이다 . 세션관리  도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이다 . 두  번째는 등록  정보로써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정보이다 . 협동  작

업은  분산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

면서  이루어진다 .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정보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위치한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정보이다 .  

?? 세션  정보  

세션  정보에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세션의 종류 , 세션에  참가한  참여자 , 세

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종류에 관한  것이다 . 이러한 정보는 

세션관리  도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이며 , 사용자의  세션  생성 

및  삭제 , 참여  및  탈퇴  등의  행동에  의해  수정된다. 각각의 정보는  객체로 

정의가  되는데, 더  자세한 것은  4.2.2절에서  설명하겠다 . 

?? 등록  정보  

세션  서비스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이  협동  작업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세션  서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예를  들어 , 어떤 

사용자가  세션에  참가하여 채팅  도구를  이용하게  될  경우 , 채팅  도구는  스

스로가  어디에서  다른  사람의 채팅  내용을  받을지 또  자신의 채팅  내용을 

어디로  전달할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등록  정보이며 , 이것은  멀티미디어  응용  프

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채팅  도구의  경

우  사용자의  별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포괄적인 등록  정보의 정의가 필요하다 . 등록  정보는  CORBA 의  

Any 타입을  이용하였다 . 응용  프로그램은  자신이 필요한  형태의  구조를 만

들어서  Any 타입으로  세션 서버에  등록  하고 세션  서버에서는 그대로 관리

를  하다가  응용  프로그램의 요청이  있을  때  넘겨  준다 . 이때  정보를  넘겨 

받은  응용  프로그램은 이미  Any 타입이  어떤 구조체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분석하여  사용하면 된다 . 다음은  채팅  도구에서  세션 서비스를 이용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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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pseudo 코드이다. 세션  서비스쪽에서는 CORBA:: 

Any 타입으로  선언한 변수를  이용해 관리하다가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가 

있을  때  넘겨  주기만 하면  된다 . 

 

4.2.2 세션 서버의 객체들 

세션  서버는  협동  작업의  세션  정보를 관리하다가  세션관리  도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 각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등록  정보를  관리하다가 

응용  프로그램에게  제공한다 . 등록  정보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생성되어  세션 

서버에서  관리되다가 응용  프로그램이  요구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  

세션  서버는  여러  개의  객체로 이루어진다 . 세션  서비스 (Session Service) 객

체 , 세션  (Session) 객체 , 참여자  (Participant) 객체 , 응용  프로그램  (Application) 

객체 , 등록 (Registry) 객체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Application 

Database) 객체가  그것이다 .  

이  객체들은  각각  세션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 세션  서비스  객체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세션을  관리한다. 세션  객체에서는 각  세션에 대한  정보를 관리

한다 . 세션에 대한  정보로는  현재  세션에  참가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 그  세션

에서  사용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 세션의  참가

자들은  참여자 객체에서 , 응용  프로그램들은  응용  프로그램  객체에서  각각  정

보가  유지된다. 응용  프로그램 객체에서는  현재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

고  있는  각  사용자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등록  객체를 관리한다 . 응용  프로그

struct RegisterInfo { 
   int port_num; 
char* domain; 
char *name; 
} 
 
CORBA:: Any a_info;   CORBA:: Any a_info; 
RegisterInfo info;   RegisterInfo info 
instantiate info;   get a_info from Session Service 
a_info << info;   *a_info >>= info; 
register a_info into Session Service use a_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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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데이터베이스 객체는 다른  객체와는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 

세션  서버를  통해  사용  가능한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를 관리한다. 

그림  8은  세션  서버에서 각각의  객체를  관리하는  모습이다 .  

그림  8: 세션  서버에서의  객체  관리   

세션  서비스 객체  (SSO)는  세션의  이름을  키로  하여  세션  객체를 관리하고, 

세션  객체는  응용  프로그램 이름과  좌장  이름을  키로  하여  응용  프로그램  객

체를 , 참여자 이름을  키로  하여  참여자  객체를 관리한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

램  객체는  응용  프로그램  참여자  이름을 키로  하여  등록  객체를 관리한다.  

사용자가  새로운  협동  작업을 만들면 , 세션관리  도구에서는 세션  객체를  생

성하여  세션  서비스  객체에 등록한다 . 이  때  세션  서비스  객체에서는  세션  객

체를  CORBA:: Any 타입으로 다루어  관리하다가  세션에 대한  요구가  들어  오

면 , 해당  세션  객체를 넘겨  준다 . 이러한  구조에서 세션  서비스  객체는  세션 

객체에  대해  자세히  알지  않아도 된다 . 이는  세션  서비스  객체의 독립성을  보

장해서 , 세션  객체의  형태에  상관없이  세션  서비스  객체는  세션  객체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 

여러  객체들  중에서  세션  서비스 객체와  세션  객체만이 CORBA 객체로  정

의된다 . 사용자는  세션  서비스 객체를  통해  세션  객체를 등록하거나 , 현재  개

설되어  있는  세션  객체를  얻을  수  있고 , 이  세션  객체를  통해  그  세션에  참여

SSO 

Session 2 

Participant 2 Application 2 

Session 1 

Participant 1 Application 1 

Registry 1 

Registry 2 



 

 27 

Registry
_participant_name : char *

setInfo()
getInfo()

Participant
_name : char*
_domain : char*

name()
domain()
Participant()
~Participant()

Application
_appl_name : char*
_leader_name : char*
_num_of_registry : int
_registry : CORBA::Any *

appl_name()
Application()
~Application()
leader_name()
numofRegistry()
addRegistry()
removeRegistry()
setInfo()
getInfo()
_searchRegistry()

Session_i
_num_of_participant : int
_num_of_application : int
_sessionPermission : int
_passwd : char*
_session_name : char*
_present_partici : int
_present_appl : int
_participants : Participant*
_applications : Applicaion*

~Session_i()
Session_i()
passwd()
sessionPermission()
session_name()
joinSession()
leaveSession()
createApplication()
destroyApplication()
leaveApplication()
joinApplication()
firstParticipantName()
nextParticipantName()
setInfo()
getInfo()
_searchParticipant()
_searchApplicationAfterIndex()
_searchApplication()
_encodeDiscrimination()
_decodeDiscrimination()

*

1

#_

*

1

*

1

#_

*

1

SSO_i
_num_of_session : int
_present : int
_sessions : CORBA : :Any *

SSO_i()
registerSession()
unregisterSession()
firstSession()
nextSession()
_searchSession()
_encodeDiscrimination()
_decodeDiscrimination()

할  수  있다 . 참여자 객체 , 응용  프로그램  객체 , 등록  객체로의  접근은  세션  객

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 그  이유는  이러한  객체들이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빈번

하게  생성되었다가  삭제되기  때문에 , 사용자의  접근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렇게  설계된  세션  서버를  객체  지향의  분석  툴인  Rose 를  사용하여  클래

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림  9와  같다 . 보는  바와  같이  세션  서비스  객체 

(SSO_i)와  세션  객체  (Session_i)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어느  한  클래스의  디

자인  변화가  상대  클래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세션  서비스 객체에서는  세

션  객체를  CORBA::Any 타입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 

 

 

 

 

 

 

 

 

 

 

 

그림  9: 세션  서버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제 , 세션  서버를  이루는 각  객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 세션  서비스  객체   

세션관리  도구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CORBA 객체이다. CORBA

의  IDL로  필요한  함수들이 선언되어 있다 .  

해당  호스트에서  사용자가  세션을  개설하게  되면 , 세션관리 도구에서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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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를  생성하여  세션  서비스 객체에  등록한다. 세션 서비스  객체에서는  이 

세션  객체를 관리하고  있다가  사용자에게서 세션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넘겨  준다 .  

 세션의  생성  및  삭제에  관한  행동들이 세션  객체의 등록  삭제로 표현되어

지며  이를  위한  함수들이 각각  CORBA Interface Definition Language (IDL)로  

정의된다 .  

?? 세션  객체   

CORBA 객체로  정의된다. 세션의  참여자와  세션에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

램을  관리한다.  

사용자는  협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션에 참여를  하고 , 그  세션에서  사

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중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따라서  그  두  작업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 세션의  참가  및  탈퇴  등의  세션의  참여에  관한  것과 , 

응용  프로그램  생성  및  삭제 , 참가  및  탈퇴  등  협동작업에서  사용되는 멀티

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것에  대한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등록  정보를  등록할  인터페이스도  제공되어

야  한다 . 

?? 참여자  객체   

참여자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객체이다 .  

?? 응용  프로그램 객체   

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객체이다. 응용 프로그램 객체는 응용 

프로그램  종류와  응용  프로그램의  좌장에  의해 식별되며 , 따라서  같은 응용 

프로그램이라도  좌장이  다르면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다 . 현재의 좌장이  특

정인에게  권한을  양도할  수도 있다 . 좌장은  개설된  응용  프로그램의  종료를 

담당한다 . 또한  등록  객체를  소유하고  있다 . 

?? 등록  객체  

앞에서  언급한 등록  정보가  있는  객체이다 . 응용  프로그램 별로  다른  등록 

정보를  관리한다 .  

??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객체  

세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협동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응용  프



 

 29 

로그램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사용자가 세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협동  작업에 참여를 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 즉 , 

협동  작업에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의 확장성 , 세션  서비스와

의  독립성을 주기  위한 서버가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서버이다 .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세션  서버처럼 도메인별로 분산되어  있고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과 설명 , 그리고  수행  위치  등을  가지고  있다 .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객체는  CORBA 객체로  정의되고 , 응용  프로그

램의  추가  및  삭제  하는  인터페이스와  사용자에게 현재  등록된  응용  프로

그램의  종류를 보여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 

4.3 도메인 서버 

분산된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분산된  세션  서버를  통해  협동  작업  상태를 

알려  주기  위해서는  세션  서버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 이렇게  각  세션의  위치

를  관리하다가  사용자가  원할  때  세션  서버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가 

도메인  서버이다 .  

분산되어  있는  세션  서버들은 자신의  위치를  미리  도메인  서버에게  등록해

야  하며 , 등록하지 못한  서버들은  도메인  서버를  통해  살펴  볼  수  없게  된다 . 

도메인  서버는 중앙집중형으로 전  도메인에 걸쳐  하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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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RBA 기반의 보안 서비스의 설계 

이  장에서는  3 장에서  정의한  요구  사항들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협동  작

업  환경을  위한  세션  서비스에서  고려해야  할  보안적인  요소를  설계한다 .  

협동  작업과 같이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분산  환경에서

는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악의적인 접근의  거절  등  보안은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 그러나  협동  작업  환경의 신뢰성을  보장해 줄  보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하거나 , 있더라도  협동  작업  환경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23]. 

협동  작업에서의 보안  서비스는  사용자  인증 , 세션  접근  권한 , 데이터  신뢰

성 , 데이터  무결성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 이는  세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보안적인 요소들을  4 장에서  설계된  세션  서비스에 추

가하여  협동 작업  환경에서  CORBA 기반의  안전한  세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를  제시한다 .  

먼저  5.1 절에서는 협동  작업  환경을  위한  세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보안  정책을  살펴  보고  5.2 절에서는  전체적인  보안  서비스의  구조를  설명  하

고 , 5.3 절에서는  보안  서비스에  있는  각  서버들을  자세히  살펴  보겠다 . 

5.1 협동 작업 환경에서의 보안 정책 

협동  작업을 위한  세션  서비스에서  제공해야  하는  보안  요소는  협동  작업

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인증  (authentication)과  각  세션에  대한  권한  부여 

(authorization)이다 . 또한  중요한  행동마다 로그  파일에  저장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자가  원인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감사  (auditing) 기능이다 .  

CORBA 기반의  협동  작업에서의 보안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첫

째 , 분산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 , 둘째 ,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해야  하

는  협동  작업  환경이라는 것 , 그리고  세째 , CORBA 환경이라는 것이다 . 이  세 

가지에  대한  제한  요소를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분산  환경에서 중앙  집중식의  보안  정책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다 .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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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급증할  경우 , 한  명의  관리자가 모든  사용자를  제어한다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고 , 또한  관리자가  분산된  환경의 모든  통제권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분

산된  환경이  아니라  할  수  있다 .  

그리고  너무  엄격한  보안  정책은 원하는 사용자가 쉽게  협동  작업을 해야 

한다는  협동  작업  환경에  위배  된다 . 따라서  협동  작업의  보안은 도메인  별로 

자율성을  제공하면서  보안의 위협이 다른  구성  요소에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겠다 . 

데이터  신뢰성과  무결성은  CORBA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 모

든  데이터는  CORBA 의  ORB 를  통해  접근할  수  있고 , 따라서  ORB 를  통하지 

않고  세션  서비스  내의  데이터의  조작은 불가능하다 . 또한  CORBA 에서  제공

하는  객체  내의  함수  수행의  다중  쓰레드  (multi-thread)와  데이터에  대한  동시 

접근을  방지하는  방법을  쓰면 , 효율적이면서  특정  데이터에  대한  상호  배제 

(mutual exclusion)를  보장할  수  있다 . 즉 , 한  데이터에  대해  동시에  여러  다른 

클라이언트에서의 접근을  방지  할  수  있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 

협동  작업  환경에서의  보안  정책의  기본  골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 

?? 사용자  인증은  도메인  별  관리자에게  책임을  둔다 . 도메인  별  관리자는 자

신의  도메인  사정에  맞는  사용자  인증  방식을  채택한다. 즉 , 관리자가  직접 

사용자를  등록  및  삭제에  관여를  하거나 , 사용자 스스로가 등록  및  삭제의 

책임을  진다 .  

?? 한  세션에서의 행동이  다른  세션이나 혹은  세션  서비스  등의  다른  구성 

요소로  파급되지 않도록  한다 . 이것은 보안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써 

특히  분산  환경에서는  더욱  중요시  된다 . 

?? 세션의  책임은 좌장에게  있다 . 협동  작업  환경에서의  세션은 좌장이 생성

하고  삭제  한다 . 그에  따른  보안  책임도  좌장에게  준다 . 한  세션의  보안  위

협이  다른  세션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세션  내에서  일어나

는  행동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 다만  좌장은  세션  내에서 보안적인 요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면  된다 . 예를  들어 , 비공개  세션일  경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암호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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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과  관련된 행동들이  취해졌을  경우 , 도메인  내의  로그  파일에  저장한

다 . 

이와  같은  협동  작업  환경에서의 보안  정책을  바탕으로  협동  작업  환경에

서의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화해야할 보안  요소들은 다

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 도메인  레벨의 보안  

도메인에  관리자를 두어  사용자  인증과 로그  파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다 . 

?? 세션  레벨의  보안  

세션을  생성한  사람을  좌장으로 하여  그  세션의  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  있

도록  한다 . 이  때  좌장은  다른  사용자에게  좌장의  권한을  양도할  수  있다 . 

?? 사용자  레벨의 보안  

사용자간의 메세지 전달에  대한  책임은  메세지의  송신자에게  두며  기본적

인  사용자  인증과  도메인  내의  메세지  전달  이벤트에  대한  로그가  이루어

진다 . 

5.2 보안 서비스 구조 

5.1 절에서  설명한  협동  작업  환경의  보안  정책에  따라  설계한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의  기본  구조는 그림  10과  같다 . 기존의  세션  서비스를  위한  세션 

서버 ,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서버 , 도메인 서버와는 별도로, 인증  서버와 

메세지  서버  그리고  로그  서버를  각  도메인  별로  둔다 . 메세지  서버는 다른  세

션  서비스의  메세지  서버와 통신한다. 

인증  서버는 사용자의 인증을 위한  서버이다 . 각  도메인의  관리자는  도메인

내의  보안에  책임을  지면서  인증  정책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즉 , 

사용자  등록  및  삭제를  관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 사용자에게 스스로를  등

록  및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다 . 후자인 경우  협동  작업에 참여하

는  사용자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라야 가능할  것이다 .  

메세지  서버는 사용자간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서버이다 .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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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오라는 초대나  특정  비공개 세션의  암호를  전달할 수  있다 . 이  때  메세

지의  유효  시간이나 , 수신자의  메세지 수신  결과에  대한  제어도  역시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 .  

로그  서버는 중요한  행동마다 로그  파일에  저장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관

리자가  원인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 

그림  10: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의 기본  구조  

5.3 보안 서비스의 분산 서버 

이  절에서는 보안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버들에 대해  설명한다 . 보안  서비스

에는  사용자  인증  서버와  메세지 전달  서버  그리고  로그  서버로  이루어 진다 . 

모두  도메인  별로  분산되어 있다 . 

5.3.1 인증 (authentication) 서버 

인증  서버는  세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

다 . 인증  서버는  도메인  별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며 , 도메인 내의  사용자  인증

에  대한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다 . 또한  관리자는 도메인  내의  인증  정책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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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자율을 제공  받는다.  

관리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 

?? 사용자  등록  방식  

- 관리자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를 직접  등록  또는  삭제한다.  

- 사용자가  인증  서버에 스스로를 등록  또는  삭제한다 .  

이러한  자율은  관리자가 도메인 내의  보안을 책임진다는  정책하에  가능한 

것이다 . 

인증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사용자  등록  방식  선택  

관리자에  의해  사용자  등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 사용자  등록  및  삭제   

협동  작업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ID 와  패스워드를  등록  및  삭제 

기능을  제공한다 . 

?? 사용자  인증  

사용자의  ID 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인증을  한다 . 

5.3.2 메세지 서버 

메세지  서버는  세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  사이의 메세지  전달을 

그  목표로  한다 . 이것은  순조로운 세션의  진행을  돕는다. 즉 , 비공개  세션을  개

설하고  나서  원하는  사람에게  해당  세션의  암호를 알려  주고  싶을  경우나 , 어

떤  세션이든  상관  없이  특정인을  초대하고  싶을  경우  메세지를  전달한다 .  

메세지  서버는 도메인마다  분산되어  있다 . 메세지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초대  (invite) 메세지  전달  

송신자의  특정  수신자에게로의 초대  메세지를  전달한다 . 수신자가 협동  작

업  환경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메세지를  받지  않을  경우 , 데이터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메세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암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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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세션의 좌장이  특정  사용자에게  세션의  암호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한다 . 이  때도  역시  수신자가 메세지를  받지  않을  경우 , 데이터를 

얼마나  유지하다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제어되어야 한다 . 

?? 결과  메세지  전달  

초대  메세지의  경우  수신자가  초대를 수락하였는지  거절하였는지를 송신자

에게  알려  준다 . 또한  수신자가  메세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시간  초과 

(timeout)를  나타내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살펴  본  바와  같이  메세지  서버를  통해  전달되는  메세지는 여러  가지  경우

가  있는데 , 이러한  다양한  메세지를  손쉽게 메세지  서버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는  메세지  형식  (format)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 메세지  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메세지의  유형  (type) 

메세지의  유형은  초대  메세지 , 암호  전달  메세지 , 승인  (acknowledge) 메세

지 , 기타  메세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 수신자  정보  

수신자의  ID 와  수신자가  속해  있는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송신자  정보  

송신자의  ID 와  송신자가  속해  있는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유효  시간  (time to live)  

메세지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유지되다가  폐기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이

다 . 이  때 , 유효  시간은  송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준다 . 

?? 내용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  내용이다 .  

5.3.3 로그 서버 

관리자가  중요한  이벤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 보안에  위협이  있었는지

에  대한  감사  (auditing)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이것은  보안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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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응책은  아니지만 , 사용자의  악의적의  접근  등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 로그  서버의  서비스는  관리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 

로그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이벤트의  저장   

사용자가  잘못된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시도하려고  했을  경우  등  보안  정책

에  어긋나는 행동이  일어날  경우  로그  서버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

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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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RBA 기반의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 구현 

4 장과  5 장에는  협동  작업  환경을 위한  CORBA 기반의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가  설계되었다 .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는데, 

이  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한다 . 보안  세션  서비스는 분산  멀티미디

어  시스템인  MAESTRO의  일부분으로 개발되었다 .  

먼저 , 6.1 절에서는  MAESTRO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 6.2 절에서는 

MAESTRO 의  적용되어  개발한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를  설명하고 , 6.3 절에

서는  이  세션  서비스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세션관리  도구와  응용  프로그램의 

예를  살펴  본다 . 

6.1 MAESTRO 개요 

MAESTRO [32, 33, 34, 35]는  분산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들을  보다  쉽게 

개발 , 운용 ,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다 . 

그림  11은  MAESTRO 의  계층적  구조를  보여  준다 . 맨  위  층에  원격  화상 

및  음성  회의 , 화이트 보드 , 전자  공책  등  다양한  협동  작업을  위한  멀티미디

어  응용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응용  프로그램의 아래  층은  멀티미디어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를  제공한다 . 이  API 층은  객체  지향  방법론을 

이용해서  설계되었으며  여러  클래스  정의들로  구성된다 .  

API 아래  층에서  분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여러  분산  객체들

이  존재한다. 이  층의  분산  객체들이  제공해  주는  서비스들로는  통신  서비스 

(Communication Service) [34, 35], 세션  서비스  (Session Service), 멀티미디어 데이

터베이스  서비스  (Multimedia Database Service), 네임  서비스 (Name Service), 관

리  서비스  (Management Service) [36, 37, 38], 품질  관리  서비스  (QoS Service) [39, 

40], 등이  있다 . 이  층의  객체들은 CORBA [9, 10]나  DCOM [41]등과  같은  분산 

객체  기술을 이용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들은 이  객

체들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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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  

분산  멀티미디어 서비스 층의  아래  층에는 분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미들웨어가 존재하는데 , 분산  객체  기술에 해당하는 CORBA 나  DCOM 등의  기

술이  이용될  수  있다 . 가장  아래  층에는  다양한 운영체제와 네트웍  기술이  존

재할  수  있다 . 

그림  11: MAESTRO의  계층적  구조  

다음은  MAESTRO 의  분산  멀티미디어 서비스층의  각  서비스에 대한  기능 

정의이다 . 

1. 통신  서비스  : 통신  서비스는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다양한 

미디어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특히 , 비디오나  오디

오  같은  연속적인  데이터를  위한  동기화  (synchronization)이나  다자간  통신 

(multi-point communication), 흐름  제어  (flow control)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 

 
Video/Audio Conferencing Tool, Whiteboard,  

Electronic Notebook, Chatting Tool, Shared Application,  
VOD, Telemedicine, Telepublishing, etc. 

Multimedia Collaborative Applications 

Multimedia Collaborative Service API 

 
Communication Service, Session Service, Naming Service, 

Multimedia Database Service, Management Service,  
QoS Management Service 

Distributed Multimedia Services 

 
CORBA, DCOM, etc, 

Distributed Services 

Operating System and Physic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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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션  서비스  : 세션  서비스는  협동  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주는  서비스이다. 즉 , 세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세션

을  생성하거나  원하는  세션을 찾거나 세션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세션을 

떠나거나  생성한  세션을 없앨  수  있다 .  

3.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 저장  및  인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멀

티미디어  API 층에서  정의된  여러  미디어  객체들을 저장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미디어  객체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4. 네임  서비스 : 네임  서비스는 MAESTRO 상에서  수행되는  분산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고유한 이름을 통해  특정  객체를 찾을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한다. 

5. 관리  서비스 : CORBA 기반의  분산  객체들과 응용  프로그램들을 모니터하

여  그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장애를 해결하거나 ,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 . 관리  서비스는  분산  객체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6. 품질  관리  서비스 : 분산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응용  프로그램들의  사용자

에게  약속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  준다 . 원격  화상  및  음성 회의  등  시간

의  제약이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품질의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6.2 MAESTRO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의 구현 

이  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MAESTRO 서비스의  세션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도록 보안  정책을 적용하여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 구

현한다 .  

MAESTRO 의  서비스들은  서비스들간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 멀티미디어  응

용  프로그램에게는  직접  서비스를  한다 . 따라서  한  서비스의 설계가  다른  서비

스에게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 이는  세션  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 

MAESTRO 세션  서비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세션관리  도구와  멀티미디

어  응용  프로그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제공할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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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ORBA IDL [9]로  정의된다 .  

6.2.1 구현 환경 

세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는  Solaris 2.5 를  운영체

재로  하는  SUN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였다 . 세션  서비스를  구성하는  분산  객

체들은  CORBA 와  C++ 언어를  이용했다 . CORBA 의  제품으로는  현재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는  IONA Orbix 2.3c [42]를 , C++ 컴파일러는  SUN 의  

SPARCompiler C++ 4.1 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X-Window 와  

Motif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C++로  구현되었다 . 

6.2.2 MAESTRO 의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의 구현 

세션  서비스는  세션  서버 , 도메인  서버 , 인증  서버 , 메세지  서버로  구현되었

다 . CORBA IDL로  정의된  각  서버의  인터페이스는 부록  1 에  나와  있다 . 

6.2.3 세션관리 도구 구현 

MAESTRO 의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를 사용하기  쉽도록 해  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 개설되어  있는  세션의  목록을  보여  주고 , 특정  세션을  선택했

을  때 , 그  세션에  참가한  참여자들과 사용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

을  보여  준다 . 또한  사용자가  세션을 생성  및  삭제하거나 , 세션에  참여  및  탈

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제공한다.  

6.2.4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들의 세션 서비스 이용 

사용자가  협동  작업에  참여하면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

이  세션  서비스를 이용한다.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이 시작될  때 , 

세션관리  도구로부터 넘겨받은 _discrimination 과  자기에게  맞는  등록  정보

를  만들어  CORBA:: Any 타입의  info 로  저장한  후  세션  서비스  객체를 통해  등

sso->set Info(_discrimination,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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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다 .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  될  때는   

를  호출함으로써  자신의 등록정보를  제거한다 . 

6.3 세션관리 도구를 통한 세션 서비스 이용 

이  장에서는  사용자가  세션관리  도구를  통해  세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을  소개한다 . 사용자가 세션관리  도구를 이용해  사용자  인증을  거친  후  비공개 

세션을  생성을 하고 , 함께  작업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비공개 세션의  암호  메세

지를  송신한다. 이  메세지를  받은  사람은  암호  메세지를 받고는 세션에  참여를 

하고  함께  협동  작업을  진행한다 . 

6.3.1 사용자 인증 

세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미리  세션  서비스에  등록이 되

어  있어야  한다 . 세션관리  도구의 처음에  사용자  로그인을  통해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  진다 . 그림  12는  사용자  로그인 화면이다. 사용자는  ID 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보안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후  세션관리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다 . 

 

 

 

 

 

 

 

그림  12: 사용자  로그인 화면  

sso-> destroyApplication(_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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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비공개 세션의 생성 

세션을  생성할 때는  세션의 이름과 세션이  공개  혹은  비공개 세션인지에 

대한  선택과  비공개 세션일  경우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 . 여기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특정  암호를 아는  사용자만  참여시키고 싶은  비공개 세션을 개설한다. 그

림  13은  비공개  세션을  생성하는  화면이다 . 

그림  13: 비공개  세션  생성  화면  

6.3.3 암호 메세지 송신과 수신 

비공개  세션의  암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특정  사용자에게  암호  메세지를 보

낸다 . 수신자는 자신에게  온  암호  메세지를 확인하고  수락  및  거절  의사를  송

신자에게  보낸다. 이  때  일정  시간  동안  수신자가  메세지를 확인하지  않을  경

우  메세지는  자동  삭제  되면서 시간  초과  메세지가  송신자에게  보내어 진다 .  

6.3.4 협동 작업 진행 

한  세션에  참여한 사용자끼리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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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  작업을 수행한다 . 이  때에서 세션관리  도구를 통해  자신에게  오는  메

세지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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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향후 과제 

현재  분산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협동  작업  환경에  대한  요

구가  급증함에  따라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 협동  작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션  서비스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협동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이다 . 그러나 

이제까지  연구되어온  협동  작업  환경에서는 세션  서비스가  일반적인 멀티미디

어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와  같은  경로로  제공되거나 , 세션  서비스가 독립적

으로  수행되고는  있으나  중앙  집중형으로 제공된다 . 또한  특정  플랫폼 위에서

만  동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분산  환경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요소

인  보안이  간과되어  왔다 .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 멀티미디어  협동 작업  환경을  위

한  보안성  있는  세션  서비스를  제시한다 . 세션  서비스를 도메인 별로  분산시켜 

분산된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한  CORBA 가  제공하는  분

산  환경에서의  기능들을  이용하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플랫폼에 관계 

없는  협동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  

여기서  제시한  협동  작업  환경의  세션  서비스는  각  세션에 대한  정보  정의

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 . 즉 , 사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세션  정보의 

정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일반적인 세션  서비스의  역

할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 CORBA Common Object Services Specification (COSS)의   

세션  서비스로 제안한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첫번째로는 CORBA 의  COSS 서비스  중  보안  서비스와의  연동  문제이다. 

CORBA 의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협동  작업  환

경을  위한  세션  서비스의  안전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

직까지  CORBA 의  보안  서비스가 명세만 나와  있을  뿐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

기  때문에  CORBA 의  보안  서비스와 연동  하지  못하였다 .  

두번째로는 기존의  Non-CORBA 기반의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과의  연

동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  세션  서비스는  분산  환경에서의 편리한 통신  등의 



 

 45 

장점을  가진 CORBA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 따라서 세션  서비스를  사용

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CORBA  클라이언트여야 한다 . 이  때문에 이미  개발

되어  있는  많은  Non-CORBA 응용  프로그램들은 이  세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생긴다 . 이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션  서비스

의  아래  계층에  게이트웨이를  두어  TCP/ IP 로  통신하는  Non-CORBA 응용  프

로그램과  세션  서비스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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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세션 서비스 

MAESTRO 의  세션  서비스를 위한  CORBA IDL 정의한다 . 다음은  세션  서비

스를  구성하는  객체  중  세션  객체 , 도메인  객체 , 메세지  전달  객체에 대한  IDL

코드이다 . 

?? SessionSO.idl  

typedef sequence<short> PortSeq; 
typedef sequence<string> DomainSeq; 
module Session_Server { 
 
exception Reject {string reason;}; 
exception NotDescription{}; 
exception NotDiscrimination{}; 
exception NotFound{}; 
exception ObjectChanged{}; 
 
interface SSO { 
    /********************************************************************/ 
boolean registerSession(in any session) 
    raises (Reject); 
boolean unregisterSession(in any session, in string passwd)  
    raises (Reject, NotDescription); 
/** list **************************************************************/ 
/* return session ptr*/ 
any firstSession() 
    raises (Reject, NotFound); 
any nextSession(in any session)  
    raises (Reject, NotDescription, ObjectChanged); 
}; 
 
interface Session { 
readonly attribute short sessionPermission; 
readonly attribute string passwd; 
readonly attribute string session_name; 
 
boolean joinSession (in string name, in string domain); 
boolean leaveSession (in string name); 
 
/** common to application***********************/ 
string createApplication(in string appl_name, in string name) 
    raises (Reject, No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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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ean destroyApplication(in string discrimination) 
    raises (Reject, NotDiscrimination); 
boolean leaveApplication(in string discrimination) 
    raises (Reject, NotDiscrimination); 
 
/** join & leave to ONE leader application ***********************/ 
/** return discrimination made by name, session_name, appl_name **/ 
/** create & destroy to MULTI leader style application ***********/ 
string joinApplication(in string appl_name, in string leader_name,  
        in string name) 
        raises (Reject, NotDescription); 
 
/*return participant*/ 
string firstParticipantName() 
        raises (NotDescription, NotFound); 
string nextParticipantName(in string partici_name) 
        raises (Reject, NotDescription, ObjectChanged);  
 
/**for application interface*******************************************/ 
boolean setInfo(in string discrimination, in any info) 
    raises (Reject, NotDiscrimination); 
any getInfo(in string discrimination) 
    raises (Reject, NotDiscrimination, NotDescription); 
}; 
 
interface ApplicationDB { 
boolean addApplication(in string appl_name, in string description,  
    in string location) 
    raises (Reject); 
boolean deleteApplication(in string appl_name) raises (Reject); 
 
string firstApplication(); 
string nextApplication(in string appl_name); 
}; 
}; 
 
?? Domain.idl  
module Domain_Server { 
interface Domain { 
 boolean add (in string session_location); 
 boolean remove (in string session_location); 
 
 string firstDomainName(); 
 string nextDomainName(in string domain_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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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age.idl  
module Message_Server { 
interface Msg { 
 string get(); 
}; 
 
interface Invite_Msg: Msg { 
  //YES, NO  
 boolean result(in string result ); 
}; 
 
interface Deliver { 
 boolean put (in any msg); 
 boolean send (in any msg, in string host); 
 Msg get(in string 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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