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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산재한 id와 개인정보들은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필요로 한다.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는 가입
자의 id와 개인정보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가입자는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에 가입해 id와 개인정
보를 등록하면, 이 id로 한 번의 로그인 후 모든 가맹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통제도 할 수 있다.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가 도입되면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지고 id 도용을 크게
줄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의 개념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 동향, 관련 표준화 동향, 그리고 관련 기술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인터넷 ID 관리 분
야의 연구 프로젝트를 살펴 본다.

I. 서 론

발생한다. 웹 사이트마다 개인 정보를 따로 등록하
기 때문에 주소 변경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누구나 여러 웹 사이

는 가입한 모든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이를 변경하

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여야 한다. 한편 웹 사이트에 등록된 개인 정보 유출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개인 정보 등록을 포

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함하는 가입 절차가 요구된다. id와 패스워드를 등

사용자들은 틀린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이

록하고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입력하

러한 상황은 단순한 사용자의 불편을 넘어서 서비스

여 가입하게 된다. 사용자들은 이렇게 새로운 사이

이용의 확산을 가로막고 개인정보의 도용이나 프라

트에 가입할 때마다 id를 정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

이버시 침해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 새로 가입한

러한 상황은 본질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개인들의 ID

사이트에서는 기존에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id

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호받지 못해서 발생한

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

것이다. ID 정보란 개인을 식별하는 id를 비롯해 신

으므로 여러 사이트에 가입하다 보면 여러 개의 id

상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포괄한 개념으로 ID 또는

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

아이덴티티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사용자는 자신의

해서는 가입 시 등록한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해 로

ID 정보의 내용과 등록 상황을 주로 기억에 의존해

그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번 컴퓨터를 이용할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어떤 수

때 여러 개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러한 ID 정보는 적절

상황에서 매 사이트마다 로그인하는 것은 매우 불편

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자신의 ID 정보

한 일이다. 또한 각 사이트마다 id와 패스워드가 다

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도 거의 없는 상

른 경우가 많은데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를 방

황이다.

문할 경우 id와 패스워드를 망각하는 일은 흔하게

본 고에서는 인터넷 상의 ID 정보를 적절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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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인터넷 ID 관

ID 등록, 수정, 관리

가입자

리 서비스를 소개한다.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는 사

IDSP

용자 ID 정보를 저장, 관리하며 이를 통해 단일 인
증, 개인 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1]. 본

3. 속성정보 제공

1. 서비스 요청

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인터넷
2. 속성정보 요청

ID 관리 서비스의 개념과 서비스 내용, 기반 기술 및
SP

서비스 도입에 따른 기대 이익을 설명한다. III장에
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들

(그림 1) ID 정보 관리

을 소개한다. IV장에서는 관련 표준화 동향을 다루
고, V장에서는 관련 기술을 도입한 사례를 기술하고
VI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가입자

1. 개인정보 변경

IDSP

2. 갱신할 정보 제공

II.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

SP 1

SP 2

1. 개념
(그림 2) ID 정보 변경 통보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는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
제공자(ID Service Provider: IDSP)를 두고 일반

때마다 IDSP에서 열람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여기에 가입해 id와 개인 정보를 등록한

SP가 자체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가

후, 이 id를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

입자가 IDSP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양

스이다. 서비스 제공자는(Service Provider: SP) 인

쪽에 저장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터넷 ID 관리 서비스에 가맹하여 IDSP에 가입한 사

수 있다. 이 경우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IDSP는

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경 내역을 SP에 통보하여 SP가 자동으로 가입자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서비스 내용
나. SSO
가. 가입 및 ID 정보 관리
ID 관리 서비스는 IDSP에서 한 번 로그인한 후에
가입자가 IDSP에 하나의 id를 이용해서 가입한

SP를 이용할 때는 추가적으로 로그인 없이 이용하

다. 그리고 해당 IDSP에서 자신의 모든 개인 정보를

는 SSO(Single Sign On) 기능을 제공한다. 가입자

등록, 수정, 관리한다. SP는 IDSP로부터 사용자정보
(혹은 속성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자
정보를 등록받지 않아도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1. 인증 요청
IDSP

가입자
2. 인증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이러한 흐름을 보여 준다.
IDSP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에 가입자가 특정 SP

3. SSO 로그인

에 가입하여 별도의 SP id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5. SSO 로그인
4. SSO 로그인

는 해당 SP의 id와 IDSP의 id를 연계하면 된다.
SP는 제공받은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저장하지 않고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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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1

SP 2

(그림 3) SSO

SP 3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

는 SP마다 다른 id를 기억할 필요 없이 IDSP id와
패스워드만 기억하면 된다. 이를 통해 이용 상의 편
리함과 id, 패스워드 분실을 처리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SSO

3. 핵심 요소 기술
가. SSO
SSO 기술은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서버와 인증서
버에 인증확인을 요청하는 서비스 사이트들 간에 연

흐름을 보여 준다.

동을 위한 프로토콜을 핵심으로 한다. 프로토콜 자
체의 안전성과 인증서버의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는

다. 개인정보 보호

것이 중요하며 여러 인증 서버를 연계해 여러 도메
현재 사용자들은 웹 사이트에 등록한 개인 정보

인으로 SSO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도 갖고 있
지 못하다.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에서는 IDSP에 등
록한 자신의 정보에 대해 가입자의 자기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는 IDSP에서 SP에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가 제공되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고, 개인정보 제공 내역 로그도
조회할 수 있다. (그림 4)는 개인정보 보호 흐름을
보여 준다.

나. ID Federation
SSO와 ID 정보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합 ID 방식이고 하나
는 ID 연계(federation) 방식이다. 통합 ID 방식은
모든 가입자 정보가 중앙 집중되어 있고, 기존에 사
용하던 id들을 모두 폐지하고 IDSP가 제공하는 하
나의 id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단일 조직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

내의 SSO와 ID 관리에는 효과적이지만, 개별 시스

어 질 수 있다. 가입자가 미리 개인정보 공개 정책을

템의 자치권이 사라지고 확장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

설정한 경우(1단계), SP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

기 때문에, 여러 조직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

청하게 되면(2단계), IDSP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트들에 대해 SSO와 ID 관리를 제공해야 하는 인

제공하기 전에 가입자가 사전에 동의한 정보만을

터넷 ID 관리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

SP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3단계). SP가 요구하는

ID 연계 방식은 SP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id를

개인정보가 가입자의 정책에 위배되지만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IDSP의 id와 연계를 통해 SSO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IDSP는 가입

와 ID 관리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SP들의 정보 자치

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질의할 수 있다.

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용자들이 SP에서는 기

IDSP는 가입자에게 요청(3-1단계)을 하게 되고, 가

존 id를 통해 로그인 할 수도 있다. 또한 IDSP 간에

입자가 이를 허가(3-2단계)하면 SP는 개인정보를

도 id 연계방식을 적용해서, 가입하지 않은 IDSP의

받아서(4단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맹 SP에서도 똑같은 SSO와 ID 정보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 개인정보 정책 설정
가입자

3-1. 개인정보 공개 요청

다. Permission-Based Attribute Sharing

IDSP

SP의 개인정보 열람과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3-2. 개인정보 공개 허가

는 개인정보 통제 정책 수립과 이를 통한 개인 정보
4. 개인정보 제공

2. 개인정보 요청

접근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가입자에게 개인
정보 열람 허가 여부를 필요 시 대화형으로 질의할

SP

(그림 4) 개인정보 보호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
개인 정보 통제 정책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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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정교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통제할 수 있는가

증메커니즘을 구축하지 않아도, IDSP의 강력한 인

만큼,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 자신의 정책을 설정할

증을 통해 고객 인증을 수행할 수도 있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정교한 정책
도 설정과 관리가 불편하면, 누구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제어는 개인 정보 열람 프
로토콜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 정보 열람 프
로토콜의 안전성과 함께, 설정된 정책에 대한 정확
한 접근 제어가 필수적이다.
대화형 질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사용자가 SP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열람은 SP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질의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SP를 이용하고 있지 않을
때 SP가 사용자 정보 열람을 시도한다면, 이메일,
SMS, 메신저 등 다른 방법으로 사용자와의 상호작
용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4. Business Benefits

III. ID 관리 서비스 현황
1. 패스포트
패스포트[2]는 Microsoft사에서 개발한 단일 로
그인 서비스로서, 현재 웹 상에서 가장 큰 인증 서비
스라고 할 수 있다. 패스포트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사용자 계정이다. 사용자는
Microsoft가 관리하는 중앙의 패스포트 서버를 통
하여 서비스에 가입하고, 자신의 신원을 제시하여
인증받게 된다. 패스포트는 SSO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한 번 로그인만으로 가맹 사이트를 추가
인증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맹
사이트는 패스포트의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
를 인증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진다.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는 사용자, IDSP, SP 모두

중앙 집중적 사용자 계정관리 때문에 지적되었던

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한다. 먼저 사용자는 한 번

사생활 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동의하지

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

않은 정보 수집과 이용을 배제하고 사용자 중심의

며, 인터넷에 산재된 자신의 ID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ID 정보 관리에는 변경관리뿐 아니
라, 누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ID 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
게 된다.
IDSP는 기존에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포털, 은
행, 정부기관 등이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하게 된다.
IDS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더 많은 사용자를 유
치할 수 있고, 기존 고객의 충성도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IDSP 서비스를 유료화하여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SP는 자신의 고객 영역을 IDSP의 방대한 가입자
로 확대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따로 고객관리를 할
필요 없이, IDSP의 고객 정보만을 이용할 수도 있어
소규모 웹사이트에는 관리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

관리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로그인
할 때 같은 정보를 중복해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
움을 피하기 위하여 패스포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채워주는 템플릿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패스포트는 현재의 중앙 집중적 구조를 분산되고
연방적인 모델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Microsoft
는 다음 버전의 패스포트에서 커버로스(Kerberos)
[3]를 지원하겠다고 공표하였는데 커버로스의 지원
은 두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번째는 커버로
스가 표준이라는 점이고, 두번째는 커버로스가 다중
인증 도메인에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화
된 버전의 패스포트는 커버로스를 이용하여 도메인
간의 연동이 가능할 것이다.

2. Daum Sign 서비스

다. 또한 IDSP로부터 제공되는 고객 정보는 직접 수

국내에서도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

집하는 정보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직접 강화된 인

다. 이중 포털 사이트인 Daum에서 제공하는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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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4] 서비스는 Daum의 기존 id를 이용해 로그

추진하는 인증/인가 정보 전달 방식의 표준화를 위

인하면 가맹사이트에서 추가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해 고안된 언어이다. 인증/인가의 상호연동성을 중

있는 SSO 서비스이다. 서비스 시행 초기인 2004년

심으로 하는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에 사용되는 핵

12월 현재 10여 개의 가맹 사이트를 확보하고 있으

심 기술이다.

며 점차 그 수를 늘려가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Daum에 등록한 신상정보를 이용해 가맹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으며, 한 번 로그아웃으로 모든 세션을
종료하는 단일 로그아웃 기능이 있다. 사용자의 개
인정보를 가맹사이트에 제공할 때 사용자의 동의나
통제 기능이 누락된 것과 사설 SSO 프로토콜을 사
용하여 보안성과 상호연동성에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파악된다.

3. Client Side 솔루션
IDSP를 통해 인터넷 ID 관리를 수행하는 인터넷

가. SAML 1.0
SAML은 도메인 간에 사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확장 언어로, SOAP 프로
토콜을 통하여 제공된다. SAML은 보안 토큰의 형
식을 정의하고, 프로파일에서는 이들 assertion을 사
용하여 웹 SSO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였
다. SAML은 3가지 종류의 assertion을 정의하였는
데, 바로 인증, 속성 정보, 인가 정보에 관한 것이다.
나. SAML 1.1

ID 관리 서비스 외에 사용자의 PC에 설치되어 사용
자 id와 개인정보를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들이 등
장하고 있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이용한
id/pw를 사이트별로 모두 기억하고 있다가 로그인
시 대신 넣어주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신상정보도
저장하고 있다가 사이트 등록 시 대신 넣어 주는 방
식으로 등록의 편리함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
웨어는 바로굿[5], 알패스[6], 식스인[7]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client side 방식은 ID 관리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ID 정보의 변경 관리 및 접근 통제를
수행할 수 없고, SP가 IDSP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고객관리 부담 경감 및 신뢰할 수 있는 고객
정보 획득 같은 이점을 제공할 수 없다.

SAML 1.0 스펙의 피드백과 수정 사항을 주로
반영하였다. 1.0과 마찬가지로 도메인간의 표준화
된 양방향 SSO를 정의하였다. 또한 디지털 인증서
를 이용한 SAML assertion 서명 방법에 대한 가이
드라인, 기업간의 상호 호환성 문제, assertion과 서
버 측의 기능 요소들, 구현 프로파일, 요청/응답 메
시지 프로토콜 등이 정의되어 있다. SAML 1.0에 대
해 assertion 레벨의 하향 호환성을 제공하지 않는
다.
다. SAML 2.0
SAML 2.0은 주로 개발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
하고, 리버티 ID-FF 1.2에서 나온 SAML의 기능상

IV. 관련 표준화 동향
인터넷 ID 서비스 기술 개발은 여러 진영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기술 개발과 동시에 표준화

미미한 점들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개발되기 시작했
는데 현재는 리버티 ID-FF를 모두 대체할 수 있도
록 id federation 기능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대되
었다.

를 추진하고 있다.

2. 리버티
1. OASIS SAML

리버티[10]는 연방화된 네트워크 ID 관리와 ID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기반의 서비스를 위한 공개 표준을 개발할 목적으로

[8]은 XML 관련 표준을 주관하는 OASIS[9]에서

2001년 9월에 결성된 리버티 얼라이언스에서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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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IS

ID-FF

ID-FF Architectural
Overview 1.2

ID-Personal Profile
Implementation Guidelines 1.0

ID-Employee Profile
Implementation Guidelines 1.0

ID-Personal Profile 1.0

ID-Employee Profile 1.0

ID-WSF

ID-FF Implementation
Guidelines 1.2

Liberty Glossary

ID-WSF Architecture
Overview 1.0

ID-WSF Security & Privacy
Overview 1.0

ID-FF Static
Conformance Req. 1.2

Liberty Trust Model
Guidelines

ID-WSF Static
Conformance Req. 1.0

ID-WSF Implementation
Guidelines 1.0

Identity Services Templates
ID-FF Protocols and
Schemas 1.2
ID-FF Bindings and
Profiles 1.2

Core Identity Services Protocols

Web Services Bindings & Profiles

ID-WSF Data Services
Template 1.0
ID-WSF Discovery
Service 1.0
ID-WSF Security
Mechanisms 1.0

ID-WSF Interaction
Service 1.0
ID-WSF SOAP
Binding 1.0

ID-WSF Client
Profiles 1.0

(그림 5) Liberty Spec 구조

은 인터넷 ID 관리를 위한 기술 규격이다. 리버티 규

동으로 찾아주는 아이덴티티 디스커버리 서비스,

격은 (그림 5)에 나타난 것처럼 크게 ID-FF, ID-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개인 정보를 대신 제공해

WSF, ID-SIS 부분으로 나뉜다.

주는 서비스,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관련된 요구 사
항을 명시하는 보안 프로파일 서비스, 사용자가 모

가. ID-FF
ID-FF는 서로 다른 사이트에 존재하는 동일 사
용자의 id를 연계하는 federation과 이를 통한 사이
트 간의 SSO를 제공하기 위한 규격이다. 추가로 ID
연동, ID 제공자 알림 서비스, 익명 ID 매핑과 글로

바일 환경에서 웹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확장 클라이언트 지원 서비스 등을 ID-WSF가 지
원하게 된다.
다. ID-SIS

벌 로그아웃 서비스도 지원한다. ID-FF는 SAML

ID-SIS는 ID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들을 제시한

1.0을 확장한 SAML assertion을 사용하며, 연계

다. 이들 ID 정보 제공 서비스는 ID-WSF 위에서 제

조직 내부의 멤버들을 ID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라

공된다. 초기에 나온 서비스는 기본 프로파일 정보

는 역할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를 제공해주는 ID-personal/employee 프로파일
서비스로, 사용자의 등록 과정에 사용된다. 이름, 주

나. ID-WSF
기존의 리버티 프레임워크에 웹 서비스를 통한
디스커버리 기능과 ID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확장하였다. 사용자가 공유하기로 결정한 정
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해주는 허가-기반의 속성

소, 회사 주소, 이메일 같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
서, 필요할 때 해당 정보를 알려주고, 다른 서비스와
상호 동작할 수 있다.

3. WS-*

정보 공유 서비스(permissions-based attribute

WS-*[11]는 웹 서비스 연동을 위해 제정된 일

sharing), 사용자의 아이덴티티 서비스 위치를 자

련의 규격들을 의미한다. 그 중 보안과 ID 관리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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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 몇 가지 규격들을 소개한다.

함시키는 메커니즘을 정의할 예정이다.

가. WS-Security

구축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커버로스와 PKI 기반 구

WS-Federation은 연방화된 신뢰 시나리오를

WS-Security 스펙[4]은 보안 토큰을 이용한 무
결성과 신뢰성을 웹 서비스 메시지(SOAP)에 반영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정의한다. 메시지의 무결성,
신뢰성, 인증을 포함하는 메시지 보호 수준(quality
of protection)을 제공하기 위한 SOAP 메시지의 활

조를 연동하는 방법 등을 표현한다. WS-Security,
WS-Policy, WS-Trust, WS-Secure Conversation 스펙에 기반하고, 신뢰 정책을 사용해 자신이
요구하는 신뢰 형식을 전달ㆍ제한ㆍ확인하는 절차
를 정한다. WS-Federation은 신뢰 관계를 관리하
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의도 추가할 것이다.

용방안이 기술되어 있다. 바이너리 보안 토큰들을
인코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X.509 인증
서나 커버로스 티켓 등을 사용하는 방식과 인증서의
특성들을 설명하는 확장 메커니즘이 추가되어 있다.
WS-Security는 보안 토큰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범용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보안
모델과 암호화 기술에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
진다. WS-Security는 정해진 보안 토큰뿐만 아니
라, 여러 형식을 사용하여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다.
나. WS-Security Extensions

V. 관련 기술 적용 사례
1. EduMart
일본의 국가적 전략 산업인 ‘e-Japan 전략’에서
는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교육 콘
텐츠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은 여러 콘
텐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가져
야 하고,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가능
하며, 사용자 인증을 위해 SSO가 가능하고, 기술에
종속적이지 않은 공개 기술 스펙이어야 한다는 요구

웹 서비스 중심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보안 도

사항을 도출하였다. 결국, 교육용 콘텐츠를 분배하

메인에서 사용할 인증, 인가, 정책에 대한 스펙을 제

는 이 시스템이 ‘e-Japan 우선 정책 프로그램’에서

공한다.

의 요구 사항에 부합되는지 개념적으로 검증하려는

WS-Trust는 신뢰 관계를 맺는 방법을 정의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 파일럿은 일본의 ‘Edu-

데, 직접 맺는 방법과 신뢰할 수 있는 중간 계층을

Mart(Education과 Market의 합성어) 검증 테스트’

통해서 맺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신뢰 관계를 맺

로 명명되어서 수행하게 되었다[12].

은 기관들은 WS-Security를 사용하여, 보안 토큰

분석을 통하여 리버티 ID-FF 스펙이 EduMart

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검증 테스트로 선택되었다. 이것은 리버티 프로토

된다.

콜이 공개 스펙에 기반하고 있고 여러 업체로부터

WS-Policy는 수신자와 송신자가 자신들의 요구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호환성을 제공하기

사항과 지원 가능한 정도를 명시하는 방법을 제공한

위해 리버티 스펙을 선택하고 난 뒤, EduMart 검

다. 요구 사항과 지원 정도를 명시하는 방식에는 제

증 테스트 시스템은 수 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완성

한이 없지만, 이 스펙에서는 프라이버시 정보, 인코

되었으며 리버티 스펙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딩 형식, 보안 토큰 요구 사항, 지원되는 알고리듬

e-Learning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일본 전역

같은 몇 가지 기본 서비스를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에 있는 98개 공립 학교에 설치된 3500여 개의 터

WS-Policy는 단순한 보안 정책 이상을 지원하는

미널로 언제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

SOAP 형식을 정의하고, SOAP 메시지에 정책을 포

었다. (그림 6)은 EduMart 아키텍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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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ies

Sapporo
Sanjyo

Private platform
company A

*

NICER

Content
provision
*

EduMart
Verification
Test Center

Private platform
company B

Nagano
Network
centers in
each
region

Testing site

Educational content
providers

*

Nishi-Tokyo
School

Minoh
Osaka

School

Okayama
Fukuoka

After user authentication, personal information is
delivered in a safe(individual is not specified) method!
*
*

NICER: National Information Center for Educational Resources
Platform company: Content Aggregation Provers/Distributers

Efficient deliveries
through replication

Content
viewing

(From material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그림 6) 일본의 EduMart 아키텍처

2. E-Authentication
미국의 E-Authentication[13] 계획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표준 인증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24
개의 E-Government 기관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네트워크 ID를

Federal Agency

Federal Agency

rd

Trusted 3
Party 3rd
Trusted
Party rd
Trusted 3
Party
Identities

Federal Agency
Federal Agency
...

형성하기 위한 단일화된 절차를 제공하고, 기관이
ID나 전자 서명을 확인하기 위한 솔루션에 중복 투
자하지 않도록 한다.
E-Authentication 전략은 국가적인 통합 id를 사
용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으
며, 거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증레벨을 다양하
게 두는 등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시작되
었다.
E-Authentication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시민

(그림 7) 미국의 E-Authentication 아키텍처

로파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표준화된 리버티 얼라이언스와 WS-*
와의 호환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GSA와 DoD는
2003년 중반에 리버티에 가입하여 활동중에 있다.
(그림 7)은 E-Authentication 아키텍처이다.

3. AOL 웹 서비스

과 정부에게 수많은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시민과
비즈니스는 안전하고, 쉽고, 안정성 있는 방법을 통

AOL은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디

해 아이덴티티를 증명할 수 있고, 등록할 때 같은 정

지털 라디오, 디지털 사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보를 매번 입력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정

서비스를 만들었다[14].

부 기관은 인증 시스템을 중복으로 개발할 필요가

서비스는 웹 서비스 방식을 사용하고 모바일 디

없어져, 인증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원과 비용을 다

바이스가 직접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로 동작한다.

른 업무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콘텐츠 서비스는 써드파티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

현재는 개념 정립 단계로 SAML 1.0 artifact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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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AOL에서 제공한다. AOL은 이러한 웹서

VI. 관련 연구 프로젝트

비스의 인프라 서비스를 위해 리버티의 ID-WSF 규
격을 채택하였다. (그림 8)은 이러한 AOL 서비스
구조를 보여 준다.
클라이언트는 SOAP 기반으로 동작하는 IDWSF의 authentication 서비스를 이용해 로그인하
고 discovery service를 이용해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접근 주소를 찾는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D-Link사에서 제공하
는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인 Radio@AOL가 있다.
현재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탑재된 Nokia의 휴대
폰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9)는 Radio@AOL의 서비스 화면을 보여 준다.
Infrastructure
Services
CE
Devices

Multimedia
Devices

Digital Media
Adaptors

Digital TVs

SOAP/XML

S
O
A
P
/
X
M
L

1. PRIME
PRIME(PRivacy & Identity Management for
Europe)[15]은 EU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서
2004년 3월부터 4년간 프라이버시 강화형 아이덴
티티 관리 솔루션 구축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수행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달성하기 위
해 어떻게 아이덴티티를 관리할 것인지 연구하여,
필요한 시스템 구조와 기술뿐 아니라 법, 제도 전반
을 포함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프로
젝트의 결과물로는 분석된 요구사항, 프라이버시 보
호와 ID 정보관리의 기초가 되는 프레임워크, 아키텍
처, 기본 프로토타입,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 등이
있다. (그림 10)은 PRIME 프레임워크를 보여 준다.

Authentication
Service
Discovery
Service
Registration
Service
Billing
Service

SOAP/XML

Binary(Service Specific)
Feed

Command/
Control
(SOAP/
XML)
Binary
Data Feed

(그림 8) AOL 웹 서비스 아키텍처

Typical
AOL
Service
Provider

(그림 10) PRIME 프레임워크

2. e-identity 보호용 공통보안 서비스
플랫폼
e-identity 보호용 공통보안 서비스 플랫폼[16]
은 ETRI에서 2004년 3월부터 3년간 수행하는 프
로젝트이다. 인터넷 규모의 ID 관리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강화된 확장성 높은 IDSP,
SP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개발
이 완료된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 시스템 version
(그림 9) Radio@AOL 서비스

1.0은 복합인증, 인터넷 SSO, ID 정보 관리, ID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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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Server

Privacy Controller
PDP

Privacy
Policy

PAP

Policy Mgt
(Assign, Modify...)

XADQ/
XADS

Discovery
Data

Discovery Service
Modify/
Response

IDSP

Query/
Response

SP

InteractionRequest/
Response

Discovery Service

Data Service

ID-FF Service

Coordinated Audit

Federation

Principal Agent

Name Registration

IDSP Admin

Single Logout

Data Service

Interaction Service

Single Sign On

AttributeQuery/
AttributeStatement
ID Federation Bridge

Principal
ID-FF Service

ID-WSF Service

ID-WSF Service

ID-FF Service

Interaction Service

ID Federation
Bridge Module
1차년도 개발 결과물
3차년도 개발 결과물

ID Federation
Bridge Admin
2차년도 개발 결과물
2차년도 개발 프로토콜

(그림 11) ETRI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 시스템

보 열람, ID 정보 열람 제어 기능을 제공하며, 리버

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ID 관리

티 ID-FF 1.2 규격을 준용하여 보안성, 확장성, 상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였다., 현재 상황은 개념 정립

호연동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림 11)은 ETRI 인터

단계를 넘어 실 환경에 도입이 시작된 단계로 여러

넷 ID 관리 서비스 시스템 구조를 보여 준다.

가지 형태의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2005년 개발 완료될 version 2.0은 표준화된 ID

또한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 기술

정보 공유 웹 서비스 프레임워크인 리버티 ID-WSF

들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

규격을 준용하여 상호 연동성과 구축 생산성을 높이

한 기술들이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어, 인터넷 ID

는 한편, 개인정보 사용 목적 및 제약을 반영한 고도

관리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

화된 개인정보 모델을 채택하여 개인정보 보호도를

다. 또한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인 규

크게 높일 예정이다. 인터넷 규모로 ID 관리 서비스

모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에서는 ETRI가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를 위한 시스

IDSP의 가맹사이트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것

템을 개발중에 있다. ETRI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

을 의미하는 로밍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2006년

시스템은 리버티 규격을 준용하고 있으며 SSO, 웹

에는 이러한 로밍 기능과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의 개인정보 공유와 보호, 인터넷 규모

ID federation bridge를 개발할 예정이다.

VII. 결 론

의 확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현재 version 1.0
개발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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