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의 보안 서비스 구현을 위한

IETF I2NSF 표준해설서

머리말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언택트(비대면) 기술 확산과
함께 산업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ICT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정망 강화’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사업육성,
SOC 디지털화 등 코로나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국가로의 발전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D.N.A(Data-Network-AI)를 기반으로 디지털 국가와 스마트한 정부, 국토, 산업을 목표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 국민들의 삶 조성을 위하여 데이터댐, AI, 스마트의료, 디지털트윈
(Digital Twin) 등의 ICT 기반 기술 발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ICT 표준은 R&D와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수단으로, ICT 분야의 기술적 상용화와 사용자 수요에 맞는 기술 개발을 위한
ICT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체의 ICT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한국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CT
표준화포럼에서는 국내 산업체 등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IETF의 I2NSF(Interface
to Network Security Functions), W3C의 RTC(Real-time Communication Between
Browsers), DID(Decentralized ID), Vehicle cloud(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의 최신 표준 4개를 선정하고, 관련 표준의 해설을 담은 ICT국제표준화전문가
표준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표준해설서는 해당 기술의 구현 및 지식습득이 필요한 국내 산업체와 ICT국제표준전문가
표준화 활동에 교과서적인 전문적 지식전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CT
사실표준화의 국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해설서
발간에 참여해 주신 사실표준화기구 미러포럼 표준전문가 여러분과 중소․중견기업 관련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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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2NSF(Interface to Network Security Functions)
표준이란?
본 표준해설서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사실표준화기구 개발과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2NSF(Interface to Network Security Functions)
표준기술을 소개한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벤더의 보안 솔루션인 I2NSF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안 정책에 요구되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네트워크 보안 함수(Network
Security Function)를 설정 및 운용된다. 본 표준해설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
관련 기술을 표준화하는 IETF I2NSF 워킹그룹(Working Group, WG)의 표준문서(Request
for Comments, RFC)와 현재 표준화 중인 WG문서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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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ETF 및 I2NSF 워킹그룹 소개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1]는 인터넷 아키텍처의 발전과 인터넷 운용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이다. IETF는 사실표준화기구로서 인터넷에 관련된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2,3]의 계층 3(Layer 3)인 네트워크 계층부터 계층
Layer 7인 응용 계층에 대한 프로토콜 스펙(Protocol Specification)을 개발하고 있다.
IETF는 1986년 인터넷 전신인 US ARPANET를 확장하여 범세계적인 네트워킹 서비스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창립되었다. IETF는 1997년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비정부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IETF 철학은 “우리는 왕, 대통령, 투표를 거부한다. 우리는 대략의 협의와 작동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믿는다.(We reject kings, presidents and voting. We believe in rough consensus
and running code.)”으로 인터넷 전문가 집단의 협의 하에 오픈소스 기반으로 실제 작동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다. IETF는 1년에 3번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정기회의(Plenary
Meeting)를 개최하고, 1000여 명이 참석한다. IETF는 7개의 영역(Area)으로 인터넷 표준화
작업을 운영하고, 각 영역은 다수의 작업반(Working group, 워킹그룹)으로 구성된다.

그림 1. IETF 홈페이지(https://www.ietf.org/how/meetings/108/)

2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의 보안 서비스 구현을 위한 IETF I2NSF 표준해설서

표 1. IETF 영역(Area) 및 대표 작업반(Working Group)
영역(Area)

작업반(Working Group)

Applications and Real-Time Area
General Area

avtcore, bfcpbis, calext, capport, cbor, cdni, core, httpbis,
mmusic
git, iasa2, mtgvenue
6lo, 6man, dhc, dmm, dnssd, hip, homenet, ipwave, ntp,

Internet Area

softwire

Operations and Management Area

anima, dime, mboned, netconf, opsawg, opsec, v6ops

Routing Area

babel, bess, bfd, ccamp, i2rs, idr, lisp, manet, mpls, sfc

Security Area

ace, acme, cose, dots, i2nsf, ipsecme, sacm, suit, teep

Transport Area

alto, dtn, ippm, mptcp, nfsv4, quic, taps, tcpm, tsvwg

IETF I2NSF 작업반 또는 워킹그룹(Working Group, WG)[4]은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NFV)[5] 환경에서 네트워크 보안 함수(Network Security Function,
NSF)를 운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고 있다[6,7]. 그림 2는 I2NSF WG의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다. I2NSF WG의 담당
Area Director, 워킹그룹 의장 정보, WG 메일링리스트 정보 및 WG 헌장(Charter)이 있다.
I2NSF WG은 IETF 정기회의에서 IETF 해커톤에 참석하여 표준화되는 I2NSF Interface Data
Model 문서의 POC(Proof of Concept)를 수행하고, WG 회의에서 표준화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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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ETF I2NSF 워킹그룹 홈페이지

그림 3. IETF I2NSF 워킹그룹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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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2NSF 활용 사례(Usecase: Intent-Based Cloud
Services for Security Applications(IBCS))

그림 4.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I2NSF 시스템

I2NSF 기술은 사용자 의도(Intent)에 따라 IBN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8]. 그림 4에 따르면, 병원(Hospital)의 네트워크 및 보안을 관리하는 관리자(Administrator)는
보안 사용자(I2NSF User)를 통해 병원의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 상위 레벨 보안 정책을
보안 서비스 클라우드(Security Service Cloud)에 있는 보안 제어기(Security Controller)에
전송하면 보안 제어기는 해당되는 하위 레벨 보안 정책으로 번역하여 병원 네트워크에 있는
보안 서비스 함수(NSF)들에게 해당 하위 레벨 보안 정책을 설정하게 하여 요청된 보안 서비스를
수행하게 한다. I2NSF 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인 방화벽(Firewall), 웹필터(Web
Filter),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 DDoS 공격약화기(DDoS-Attack Mitigator)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5는 I2NSF 유스케이스로서 시간기반방화벽(Time-based Firewall)과
웹필터(Web Filter)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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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2NSF 유스케이스 : 시간기반방화벽(Time-based Firewall), 웹필터(Web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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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2NSF 표준해설서

본 표준해설서는 I2NSF 프레임워크, 표준 인터페이스 및 정책번역기에 대한 표준기술을 설명한다.
아울러 I2NSF 표준화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I2NSF 해커톤 프로젝트와 IETF 미러포럼
활동을 소개한다.

1) I2NSF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terface to Network Security Functions)
I2NSF WG은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7]. 그림
6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2NSF 프레임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I2NSF 사용자(I2NSF User)는 상위 레벨 보안 정책(예, 방화벽, 심층패킷분석기, DDoS
공격약화기)을 설정하여 소비자지향인터페이스(Consumer-Facing Interface)[9]를 통해
보안제어기(Security Controller)에게 전송한다. 보안제어기는 I2NSF User의 상위 레벨 보안
정책을 네트워크 보안함수(Network Security Function, NSF)가 이해할 수 있는 하위 레벨
보안 정책으로 번역하여, NSF 지향 인터페이스(NSF-Facing Interface)[10]를 통해 NSF에게
전송하여 보안 정책을 설정한다.
NSF는 수신한 보안 정책에 따라 보안 네트워크(Security Network)에 보안 서비스를 수행한다.
개발자 관리 시스템(Developer’s Management System, DMS)은 보안 솔루션인 NSF를
제공하는 벤더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가상화 환경(NFV)에서 NSF 이미지를 제공하며 NSF가
제공하는 보안능력(Capability)를 등록 인터페이스(Registration Interface)[11]를 통해 보안
제어기에 등록하여 NSF가 보안 시스템에서 이용될 수 있게 한다.
그림 6과 같이 I2NSF 프레임워크 기반의 클라우드 보안을 통해 메디컬 클라이언트(Medical
Client)는 메디컬 서버(Medical Server)와 안전한 통신을 하면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사가 원격에 있는 환자를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 메디컬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환자의 의료 정보를 메디컬서버로 가지고 올 때 안전한 통신을 위해 방화벽(Firewall),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 안티바이러스(Antivirus) 보안함수(Security Function)들을 서비스 함수 체이닝(Service Function Chaining, SFC)[12] 형태로 연결하여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I2NSF는 응용 서비스에 요구되는 보안 함수들을 동적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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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프라 보안을 위한 I2NSF 프레임워크

8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의 보안 서비스 구현을 위한 IETF I2NSF 표준해설서

2)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위한 I2NSF 적용(Applicability of Interfaces to
Network Security Functions to Network-Based Security Services)
I2NSF 적용 문서[13]는 I2NSF를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적용의 유스케이스로 시간 기반
웹 액세스 제어서비스(Time-Based Web Access Control Service)를 통해 I2NSF 인터페이스를
설명한다. 또한 I2NSF 표준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사용자 의도 기반 네트워킹(Intent-Based
Networking, IBN) 기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의도 번역을 위한 보안 정책
번역기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I2NSF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개발된 인터넷으로 위한
IETF 표준화기구[1],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oftware-Defined Networking, SDN)[14,15]을
위한 ONF(Open Networking Foundation) 표준화기구[16],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NFV)[5]를
위한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 Institute) 표준화기구[17]의 표준과의
연결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7은 I2NSF 프레임워크에서 시간에 따른 웹 액세스 제어 서비스를 위한 상위 레벨 보안
정책(High-level Security Policy)을 보여준다. 보안 정책의 이름은 “block_website”이고, 보안
규칙(Rule)의 이름은 “block_website_during_working_hours”이다. 보안 규칙은 이벤트컨디션-액션(Event-Condition-Action, ECA)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며 ‘ECA 규칙’
이라고 불린다. 이벤트는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컨디션은 패킷 송신지로는
회사 사원들의 PC인 “Staff_Members'_PCs”이고, 패킷 목적지로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웹사이트인 “SNS_Websites”이다. 액션은 위의 이벤트와 컨디션에 부합되는 패킷을
드롭(drop)하는 것이다. 본 보안 정책은 근무시간에 사원들이 SNS 웹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안 정책은 상위 레벨 보안 정책으로 사원 PC의 IP 주소와 구체적 SNS 웹사이트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모르더라도 I2NSF 시스템에서 이러한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림 7의 보안 정책 XML 파일은 그림 6의
I2NSF 프레임워크에서 보안 사용자(I2NSF User)가 보안 제어기(Security Controller)에게
Consumer- Facing Interface[9]를 통해 전달된다. 즉 이러한 보안 정책 XML 파일은 RESTCONF
프로토콜[18]을 통해 보안 사용자에서 보안 제어기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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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version="1.0" encoding="UTF-8" ?>
<policy xmlns="urn:ietf:params:xml:ns:yang:ietf-i2nsf-cfi-policy">
<policy-name>block_website</policy-name>
<rule>
<rule-name>block_website_during_working_hours</rule-name>
<event>
<time-information>
<begin-time>09:00</begin-time>
<end-time>18:00</end-time>
</time-information>
</event>
<condition>
<firewall-condition>
<source-target>
<src-target>Staff_Members'_PCs</src-target>
</source-target>
</firewall-condition>
<custom-condition>
<destination-target>
<dest-target>SNS_Websites</dest-target>
</destination-target>
</custom-condition>
</condition>
<action>
<primary-action>drop</primary-action>
</action>
</rule>
</policy>

그림 7. 시간에 따른 웹 액세스 제어 서비스를 위한 상위 레벨 보안 정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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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version="1.0" encoding="UTF-8" ?>
<i2nsf-security-policy
xmlns="urn:ietf:params:xml:ns:yang:ietf-i2nsf-policy-rule-for-nsf">
<system-policy>
<system-policy-name>block_website</system-policy-name>
<rules>
<rule-name>block_website_during_working_hours</rule-name>
<time-intervals>
<absolute-time-interval>
<begin-time>09:00</begin-time>
<end-time>18:00</end-time>
</absolute-time-interval>
</time-intervals>
<condition-clause-container>
<packet-security-ipv6-condition>
<pkt-sec-ipv6-src>
<ipv6-address>
<ipv6>2001:DB8:10:1::10</ipv6>
<ipv6>2001:DB8:10:1::20</ipv6>
<ipv6>2001:DB8:10:1::30</ipv6>
</ipv6-address>
</pkt-sec-ipv6-src>
</packet-security-ipv6-condition>
<packet-security-url-category-condition>
<user-defined-category>example1.com</user-defined-category>
<user-defined-category>example2.com</user-defined-category>
<user-defined-category>example3.com</user-defined-category>
<user-defined-category>example4.com</user-defined-category>
</packet-security-url-category-condition>
</condition-clause-container>
<action-clause-container>
<packet-action>
<egress-action>drop</egress-action>
</packet-action>
</action-clause-container>
</rules>
</system-policy>
</i2nsf-security-policy>
그림 8. 시간에 따른 웹 액세스 제어 서비스를 위한 하위 레벨 보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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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I2NSF 프레임워크에서 시간에 따른 웹 액세스 제어 서비스를 위한 하위 레벨 보안
정책(Low-level Security Policy)을 보여준다. 보안 정책의 이름은 “block_website”이고, 보안
규칙(Rule)의 이름은 “block_website_during_working_hours”이다. 보안 규칙은 이벤트컨디션-액션으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며 ECA 규칙이다. 이벤트는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컨디션은 패킷 송신지로는 회사 사원들의 PC인 “Staff_Members'_PCs”가
이용하는 IPv6 주소이고, 패킷 목적지로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웹사이트인
“SNS_Websites”에 해당하는 URL들이다. 액션은 위의 이벤트와 컨디션에 부합되는 패킷을
드롭(drop)하는 것이다. 본 보안 정책은 근무시간에 사원들이 사용하는 PC가 송신 IPv6 주소로
하고 목적지가 SNS 웹사이트인 경우에 해당 패킷을 드롭하여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위 레벨 보안 정책은 보안 제어기에 의해 상위 레벨 보안 정책으로 번역되어 사원들의 PC가
사용하는 IP 주소로 번역되고, SNS 웹사이트가 구체적인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번역된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웹 필터를 수행할 NSF의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림 8의 보안
정책 XML 파일은 그림 6의 I2NSF 프레임워크에서 보안 제어기(Security Controller)가 해당
네트워크 보안 함수인 NSF에게 NSF-Facing Interface[10]를 통해 전달된다. 즉 이러한 보안
정책 XML 파일은 NETCONF 프로토콜[19]을 통해 보안 제어기에서 웹 필터 NSF로 전달된다.

그림 9. SDN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I2NSF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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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NSF 적용문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인 SDN 네트워크[14,15]에서의 보안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그림 9에서와 같이, 보안 제어기(Security Controller)는 SDN
네트워크에서 보안 서비스를 위한 SDN 스위치 설정을 위해 SDN 제어기(SDN Controller)에게
NSF-Facing Interface를 통해 보안 정책을 송부할 수 있다. SDN 스위치는 패킷에 대해 패킷
헤더(Packet Header) 기반으로 간단한 방화벽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복잡한 패킷
페이로드(Packet Payload)와 세션 정보를 이동하는 방화벽 서비스는 가상 네트워크 함수(Virtual
Network Function) 형태의 NSF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0. SFC를 이용한 다중보안함수 기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I2NSF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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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NSF 적용문서는 여러 보안 서비스들인 체인 형태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서비스 함수 체이닝
(SFC)[12]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그림 10에서와 같이 보안 제어기(Security
Controller)는 네트워크에서 다중 보안 함수 기반 보안 서비스를 위해 SFC의 Classifier에게
트래픽 플로우(Traffic Flow)가 거쳐갈 보안 함수 체인 설정을 한다. 특정 트래픽 플로우의
패킷에게 대해 Classifier는 그 패킷의 NSH(Network Service Header)[20]에 거쳐갈 SFC 서비스
함수 경로(Service Function Path)를 설정하여 SFF(Service Function Forwarder)에게
전송한다[12]. SFF는 NSH에 있는 대로 패킷을 해당 NSF에게 순서대로 포워딩하여 원하는 보안
서비스를 받게 한다. 그림 10에서 패킷의 NSH에 포함된 서비스 함수들이 방화벽(Firewall),
침입발견시스템(Intrusion Detection System, IDS), DDoS 공격 약화기(DDoS-Attack
Mitigator), 심층패킷분석기(Deep Packet Inspection, DPI)일 때, 그 패킷은 순서적으로 각
보안 함수를 거쳐서 네트워크를 지나가게 된다.

그림 11. NFV 시스템 상에서의 I2NSF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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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NSF 적용문서는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환경에서의 보안 서비스를 위한 NFV 시스템
구조[5]를 제안하고 있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I2NSF 프레임워크는 NFV 시스템에서 구현될
수 있다. I2NSF User는 OSS/BSS(Operations Support System/Business Support System)로
구현될 수 있고, Security Controller는 EMS(Element Management System)로 구현될 수
있고, Developer’s Management System도 EM으로 구현될 수 있고, 각 NSF는 VNF로 구현될
수 있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❶ I2NSF User가 상위 레벨 보안 정책을 Consumer- Facing
Interface를 통해 Security Controller에게 전송하면, ❷ Security Controller는 해당 보안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NSF 탐색하기 위해 Registration Interface를 통해 Developer’s
Management System에게 쿼리 메시지를 보낸다. ❸ Developer’s Management System은
해당 NSF를 생성하기 위해 VNF/EMS-VNF Manager(Ve-Vnfm) Interface를 통해 VNF
Manager에게 요청하면, ❹ VNF Manager는 NFV Orchestrator에게 해당 NFV를 생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❺ NFV Orchestrator는 NFV 생성을 허락하면, ❻ VNF Manager는 VIM에게
NSF를 구동할 VNF 생성에 필요한 자원할당을 요청하고, ❼ VIM은 NSF를 구동할 VNF 자원할당을
하여 VNF Manager에게 VNF 생성 완료 상태를 알려준다. ❽ VNF Manager는 Ve-Vnfm
Interface를 통해 Developer’s Management System에게 생성된 VNF의 IP 주소 정보를
알려주면, ❾ Developer’s Management System은 Registration Interface를 통해 요청된
보안 서비스에 대한 NSF의 IP 주소 및 능력(Capability)을 Security Controller에게 등록한다.
❿ Security Controller는 NSF-Facing Interface를 통해 Security Controller에 의해 번역된
하위 레벨 보안 정책을 해당 NSF에 설정하여 보안 서비스를 준비하게 한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보안 정책에 대한 트래픽 패킷이 NFV 시스템이 있는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설정된
보안 정책에 따라 보안 서비스를 받으면 네트워크를 지나가게 된다.
I2NSF 적용문서는 상위 레벨 보안 정책이 하위 레벨 보안 정책으로 번역을 위한 보안 제어기의
보안 정책 번역기[21]를 기술하고 있다. 그림 12는 시간 기반 웹 보안 정책 번역기의 구성 요소
및 번역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는 그림 7과 같은 시간에 따른 웹 액세스 제어 서비스를
위한 상위 레벨 보안 정책을 그림 8과 같은 하위 레벨 보안 정책으로 번역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보안 정책 번역기를 통해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네트워크에
유연성을 가지고 보안 정책을 작성하여 I2NSF User를 통해 I2NSF 시스템에 전송하여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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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보안 정책 번역을 위한 보안 정책 번역기 구조 및 번역 절차

16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의 보안 서비스 구현을 위한 IETF I2NSF 표준해설서

3) 소비자 지향 인터페이스(Consumer-Facing Interface)
소비자 지향 인터페이스 YANG 데이터 모델 문서[9]는 I2NSF 사용자(I2NSF User)가 상위 레벨
보안 정책을 소비자 지향 인터페이스(Consumer-Facing Interface)를 통해 보안 제어기
(Security Controller)에게 전달하기 위한 XML 문서 작성을 위한 YANG[22] 기반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 13은 소비자 지향 인터페이스(Consumer-Facing Interface) 데이터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의 시간에 따른 웹 액세스 제어 서비스를 위한 상위 레벨 보안 정책은 그림 13의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XML 문서로 작성된다.

그림 13. 소비자 지향 인터페이스(Consumer-Facing Interface) 데이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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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보안 함수 지향 인터페이스(NSF-Facing Interface)
네트워크 보안 함수 지향 인터페이스 YANG 데이터 모델 문서[10]는 보안 제어기(Security
Controller)가 하위 레벨 보안 정책을 NSF 지향 인터페이스(NSF-Facing Interface)를 통해
해당 NSF에게 전달하기 위한 XML 문서 작성을 위한 YANG[22] 기반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 14는 NSF 지향 인터페이스(NSF-Facing Interface) 데이터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의 시간에 따른 웹 액세스 제어 서비스를 위한 하위 레벨 보안 정책은 그림 14의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XML 문서로 작성된다.

그림 14. 네트워크 보안 함수 지향 인터페이스(NSF-Facing Interface) 데이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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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 인터페이스(Registration Interface)
등록 인터페이스 YANG 데이터 모델 문서[11]는 개발자 관리 시스템(DMS)이 보안 서비스 함수
(NSF)의 능력(Capability) 및 접속 정보(IP 주소)를 등록 인터페이스(Registration Interface)를
통해 보안 제어기(Security Controller)에 등록하기 위한 XML 문서 작성을 위한 YANG[22]
기반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있다. NSF 등록 데이터 모델은 NSF 능력 YANG 데이터 모델[23]을
기반으로 작성된다. 네트워크 보안 함수는 일반적인 NSF(Generic NSF)와 고급 NSF(Advanced
NSF)로 구분된다.
그림 15는 NSF 등록 인터페이스(Registration Interface) 데이터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의 시간에 따른 웹 액세스 제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필터 NSF를 보안 제어기에 등록할 때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현재 가상화 환경에서 동작 중인 웹 필터 NSF 인스턴스를 등록한다.

그림 15. 등록 인터페이스(Registration Interface) 데이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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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2NSF 해커톤(Hackathon) 프로젝트
IETF에서 열리는 해커톤(Hackathon)은 많은 WG 멤버들이 참석하여 자신의 워킹그룹(WG)에서
진행하고 있는 표준화 기술에 대한 POC(Proof of Concept)를 보여주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IETF 108차 해커톤은 2020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5일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온라인 등록자는 300명이었고, 19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다[24]. 7월 20일(월) Hackathon Kickoff
Session에서 IETF Hackathon Chair인 Charles Eckel이 해커톤 일정에 대한 소개로 본 개최가
시작되었으며, 7월 24일 I2NSF 팀을 포함해서 10개 팀이 5일간의 해커톤 작업을 발표하였다[25].
한국에서는 성균관대(SKKU) 정재훈 교수팀이 I2NSF WG과 IPWAVE WG의 대표로 참석하여
I2NSF Framework와 IPWAVE Basic Protocols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그림 16. IETF-108 I2NSF 해커톤 프로젝트 포스터

20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의 보안 서비스 구현을 위한 IETF I2NSF 표준해설서

이번 I2NSF 해커톤 발표에서 성균관대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위한 I2NSF시스템이
OpenStack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작업을 하였다. 특히 보안 정책 번역기(Security Policy
Translator)[21]를 통해 보안 관리자가 이해하기 쉬운 상위 레벨 보안 정책이 네트워크 보안
함수(Network Security Function, NSF)가 이해할 수 있는 하위 레벨 보안 정책으로 번역하여
데이터 지향 보안 정책 적용(Data-Driven Security Policy Enforcement)을 시연하였다. 그림
18은 I2NSF 해커톤 프로젝트에서 이용한 네트워크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9는 I2NSF
해커톤 팀의 챔피언인 성균관대 정재훈 교수가 온라인으로 I2NSF 팀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26]. 본 I2NSF 해커톤 팀은 IETF-97 해커톤에서부터 IETF-108 해커톤까지 총
11회동안 해커톤에 참석하였다. 2020년 11월에 있을 IETF-109 해커톤에서는 I2NSF NSF
모니터링 데이터 모델 구현을 완성하여 I2NSF 모니터링 문서[27]의 데이터 모델을 검증(POC)하고,
상위 레벨 보안 정책을 위한 Consumer-Facing Interface(CFI) YANG Module과 하위 레벨
보안 정책을 위한 NSF-Facing Interface(NFI) YANG Module을 입력받아 이 둘의 매핑과
하위 레벨 보안 정책 XML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NFI Context-Free Grammar를 자동생성
및 등록하는 보안 정책 번역기[21]의 기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그림 17. I2NSF 해커톤 팀 작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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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I2NSF 해커톤 프로젝트 네트워크 구성도

그림 19. I2NSF 해커톤 팀의 온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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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ETF 미러포럼의 I2NSF 표준화 활동
IETF미러포럼[28]은 IETF 국제인터넷표준화를 위한 한국의 대응 기관이다. IETF미러포럼은 국내
대학, 연구소 및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숭실대학교의 김영한 교수가 포럼 회장으로 리딩을
하고 있다. IETF I2NSF WG에서의 표준화를 위한 성균관대학교의 정재훈 교수 연구실과
숭실대학교의 김영한 교수 연구실이 협업을 하여 주도적으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IETF 회의에서는 I2NSF WG의 정기회의는 없었고, 대신에 I2NSF WG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I2NSF Applicability 문서[13]의
인터넷표준문서인 RFC(Request for Comments) 제정 준비, I2NSF Framework Hackathon
Project의 활동 보고, I2NSF 주요 인터페이스 데이터 모델 문서[9-11,23]의 개정 작업, I2NSF
NSF 모니터링 데이터 모델 문서[27]의 보완 및 제출, I2NSF Security Policy Translation
문서[21]에 대해 NM RG(Network Management Research Group)에서 발표가 있었다[29].
성균관대는 이번 IETF-108 정기회의에서 다음의 7건의 I2NSF 기고서 표준화를 진행하였다
[9-11,13,21,23,27].

 I2NSF Applicability[13]
 I2NSF NSF Capability YANG Data Model[23]
 I2NSF Consumer-Facing YANG Interface Data Model[9]
 I2NSF NSF-Facing Interface YANG Data Model[10]
 I2NSF Registration Interface YANG Data Model[11]
 NSF Monitoring YANG Data Model[27]
 Security Policy Translation for I2NSF[21]
I2NSF Applicability 문서[13]는 2019년 12월에 IESG(Internet Engineer Steering Group)의
RFC 출간 승인을 받았고 Normative References에 있는 I2NSF Data Model 문서들[9-11,27]이
RFC로 출간되면 RFC 번호를 받고 출간될 예정이다. RFC 출간 승인을 받은 드래프트의 Normative
References Section에서 인용된 드래프트가 RFC로 승인되지 않으면 MISSREF 상태(인용 문서의
RFC 미출간 상태)로 대기를 한다. I2NSF Data Model 문서들은 2020년 안으로 RFC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I2NSF 주요 인터페이스 데이터 모델 문서인 NSF Capability Data Model[23], ConsumerFacing Interface Data Model[9], NSF-Facing Interface Model[10], Registration Interface
Data Model[11], NSF Monitoring Data Model[27]은 현재 WG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하나씩
WG Last Call을 거쳐서 IESG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러한 5개의 Dat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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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들은 2020년 하반기에 IESG에서 RFC로 승인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문서들이
WG Last Call이 될 즈음에 Intent-Based Networking(IBN) 기반 보안 서비스[8]를 위한 I2NSF
WG Charter를 개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안 정책 번역 기고서[21]는 NM RG의 IETF-108 정기회의에서 에디터인 정재훈 교수에 의해
발표되었다[29]. 보안 정책 번역기의 구조와 번역 과정은 그림 12에서 잘 묘사되고 있는데, 보안
정책 번역기 기술은 IBN 기반 네트워크 및 보안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8]. 정재훈 교수는
차후 NM RG 및 Huawei와 협업하여 사용자 의도 기반 네트워킹(Intent-Based Networking,
IBN) 기술의 표준화 및 오픈소스 기반 IBN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COVID-19 팬데믹 시대 언택트(Untact) 기반의 온라인 비즈니스 및 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 플랫폼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 품질(Quality of Experience, QoE)을 보장하며, 에너지 효율적이며, 보안적으로
안전한 온라인 미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IETF미러포럼은 국내 보안업체들이 국내외 보장 시장에서 온라인 서비스의 보안 솔루션의
경쟁력을 갖도록 I2NSF 기술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 IETF미러포럼의 성균관대,
숭실대, ETRI 및 KT는 계속 협력하여 I2NSF 표준 기술 및 오픈소스 기반 I2NSF 시스템 개발을
완성하고 사용자 의도 기반 네트워킹(IBN)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표준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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