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IETF에서의 새로운 이메일 시스템 도입으로 스팸메일 0 % 달성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이메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사용자들

은 편지를 쓰는 대신 이메일을 이용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표준

화 기구들은 수 차례 열리는 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상시적으로 이메

일을 통한 기술적 논의를 하는 게 일반화 되어 있다. 인터넷 기술 표준화에 포커스하고 있

는 IETF 는 이메일을 통한 기술적 논의가 가장 활발한 표준화 기구이다. 최근 IETF에서는 

워킹그룹들의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수신되는 수 많은 스팸메일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TMDA(Tagged Message Delivery 

Agent)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최근 도입된 TMDA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새로이 도입 

현재 IETF에는 약 90 여 개의 워킹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IETF는 1년에 3회 정기회의를 가

지며 정기회의 기간 중 각 워킹그룹들은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의 회의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각 워킹그룹에서 처리해야 하는 표준기술들이 너무 산적한 이유로 회의 기간 중 모

든 안건들을 처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IETF는 대부분의 기술적 논의를 이메

일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IETF에서는 이와 같은 워킹그룹들의 이메일 논의를 위해 별

도의 이메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주소는 ietf.org 와 같이 구성된다 (예: 16ng@ietf.org). 

해당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각 워킹그룹은 기술적 논의 및 워킹그룹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

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다. 특히 위킹그룹내 주요 이슈가 다루어 지는 경우에는 하루에 약 

수십 건 이상의 이메일이 사용되는 등 이메일 사용에 대한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

만 동시에 IETF에서는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배포되고 있는 수많

은 스팸메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IETF 의장단 회의에서 여러 번 논의

되었고 그 결과 IETF에서는 TMDA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TMDA는 

다음과 같은 기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참조) 

 

- Whitelists: accepting mail from known, trusted senders 

- Blacklists: refusing mail from undesirable senders (i.e., known spammers) 

- Challenge/Response: allowing unknown senders who are not on the Whitelists or 

Blacklist the chance to confirm that their messages are legitimate (at which time 

they are added to the Whitelists) 

 

IETF에서는 현재 IETF 이메일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사용자를 Whitelists에 포함하

고 주요 스팸 송신자에 대해 Blacklist에 포함한다. 새로운 사용자는 Whitelists에 포

함되기 위해 확인 메일이 전달되며 이를 통해 Whitelists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 TMDA 시스템 동작 과정설명 

 

이와 같이 이메일 송신자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스팸메일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TMDA 시스템은 각 워킹그룹 이메일 시스템에 설치되어 스팸메일을 선별하도록 하고 

있다. IETF에서는 이미 수차례 TMDA 시스템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하였고 상당수의 스팸메

일이 차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IETF내 워킹그룹들 중 ietf.org 주소를 사용하는 모든 이메일 시스템에는 TMDA가 설

치되었다. 이와 같이 보강된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해 IETF 에서의 이메일을 통한 논의

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IETF는 지속적으로 TMDA 시스템 성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본 시스템은 향후 다양한 표준화 단체로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에서도 TMDA를 도입하게 되면 국내 다양한 포럼 및 표준화 활동을 위한 이메일 논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홍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IETF 16ng Working Group Chair, 

soohong.park@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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