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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 시스템이 커질수록 규모 보다는 복잡성에 따른 상황 변화가 발생

o 접근 통제, 프로토콜, 암호 메카니즘을 구현한 것만으로 분산시스템의 안전성이 확  

          보된 것이 아님. 

(2) 복잡성 해결을 위해서는 병렬처리, 장애복구, 네이밍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 필요

o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공격으로 병렬처리에 장애 발생

o 데이터 복제는 시스템의 장애대응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기밀성면에서 Risk 발생

o ID 카드와 RFID 보급으로 네이밍의 중요성 제기

2. Concurrency

(1) 병렬처리란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밍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

한 기술적 문제 발생

o 복수 사용자의 조작이 서로 간섭하는 경우를 차단

o 하드웨어에서 사업 환경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의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

(2) 시스템에서의 병렬처리 현상

(3) 보안 상태 변동에 따른 전파 비용

(4) 일관성 없는 업데이트 방지

o 파일시스템 등의 자원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업데이트로 인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수단

o 하나의 문서를 복수 사용자가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 문서의 어느 부분에서도 한 번  

  에 한 사람만이 쓰기를 하도록 해야 함.

(5) 데드락

o 두 개의 시스템이 서로 상대가 먼저 움직여주기를 기다리는 상태

(6) 비융합적 상태 : ACID

o 원자성(Atomicity) - 트랜잭션이 완전히 실행될지, 아니면 전혀 실행되지 않을지 어  

     느 한쪽 상태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복구 용이 

o 일관성(Consistency) - 장부처리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차가 일치하는 것이  

     며, 은행업무시스템의 공통 요건

o 분리성 (Isolation) - 트랜잭션이 서로 같게 보이도록 하는 것

o 지속성 (Durability) - 일단 실행되면 언제까지나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 것 

(7) 시간관리

o 병렬처리에서 보안기술자가 주의해야 할 문제

o Kerberos 등의 인증 프로토콜에 시간을 속이려는 공격 발생

o 절대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Lamport 시각을 채용

-이벤트 A발생시각이 아니라, 이벤트 A가 이벤트 B의 앞에서 발생했는지 아닌  

           지에 주목

3. Naming

(1) 하나의 이름에 너무 많은 기능을 부여하거나, 이름이 특정 시스템, 문화, 법체계의 테두리 

안에서만 통용된다고 상정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

(2)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주체에 유일하고도 전용의 ID를 할당하는 것

(3) 어떠한 이유로 네이밍에 호환성이 없는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합하려 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

부록 – 단어 정리

malice 악의 undermine 약화시키다.
discipline 훈련 perception 인식, 지각
evolve 서서히 발전 dependable 믿을 수 있는
expertise 전문적 기술 composite 혼성,혼합
major 보다 중요한 fraud 사기
viability 생존능력 deception 사기
asymmerty 어울리지 않음,비대칭 surge 급상승
pretext 구실, 핑계 compromise 절충, 타협
pretexting 위장 eavesdropping 도청, 엿듣기
rest 휴식, 나머지 forgery 위조죄, 위조된 물건
turnstile 회전문 uptake 활용, 흡수
antecedent 선행 사건, 선조 delegation 위임, 대표단
suppressing 진압하다 physiology 생리학
dozen 다수, 여러개 intuition 직관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