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개요
• 인증 기술 소개

– PKI
– Kerberos 
– SAML & Shibboleth 
– OpenID
– Cardspace & 전자ID지갑

•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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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용자 인증 기술

• 사용자 <–> 인증서버(=리소스)
– password, OTP, bio, smartcard, pki
– CardSpace, 전자ID지갑
– What you have.., 2 factor, strong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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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 

(password, bio, 
otp, Sign & Cert)

인증서버( = 리소스)
Personal
Identity 
Framework



통합인증 (SSO) 기술

• 사용자 – 인증서버 – 리소스
– Kerberos, Ope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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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
Assertion

인증서버

리소스 (Relying Party)



Shared authentication기술

• 사용자 – 인증서버 – 인증서버 – 리소스
– SAML, shibbol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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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

Assertion

인증서버

리소스 (Relying Party)

인증서버

Assertion



PKI



대칭키 암호

• 같은 키로 암호화/복호화 (송신자/수신자)
– N^2 키 존재
– 어떻게 키를 안전하게 배분/교환 할 것인가? 
키분배 서버 or  직접 키교환

Sender

En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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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rypted 
Message Decryption

Receiver

Plain 
Message

Plain 
Message



공개키 암호

• 각 사람이 키 쌍 (공개키/비밀키)  소유
– 암호화/복호화 키가 다름

• 송신자가 수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해 암호화
– 정말 그 수신자의 공개키가 맞는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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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er

Encryption
Encrypted 
Message Decryption

Receiver

Plain 
Message

Public key
of Receiver

Private key
of Receiver

Plain 
Message



공개키 암호 - 전자서명

• 서명 검증 = 송신자 인증
– 공개키에 해당하는 비밀키를 갖고 있음을 확인
– 역시, 정말 그사람의 공개키인지 확인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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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er

Signing

Private key
of Sender

Verification

Receiver

Public key
of Sender

Message
+ 
Signature

Message OK



공개키 소유자 확인 - 직접획득

• 직접 확인 후 획득
– 상대의 공개 키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하게 받음
– 비효율, 온라인 상?

S R

2. Public key of R

1. Verify ownership
3. 저장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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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키 소유자 확인 - 인증서

• CA (Certificate Authority)가 소유자 확인 후 인증서 발급
– CA를 믿어야
– 인증서 검증을 위한 CA의 공개키를 확인 후 갖고 있어야

Sender R

2. Public key of R
CA

<Certificate>

• R

•

• CA’s sign 

0. trust 1. Verify

CA’s public Key

3. Publish

4. Verify 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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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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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CA
-KISA

CA
-금결원

김철수

RA
-KB

0.인증서

KISA’s public 
Key

2.등록

1. 본인확인

3.인증서발급

0.root CA공개키

KISA 인증서

이영희

4.인증서사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주민번호, 
인증서(주민번호 해쉬값), 
서명값

사용자레코드: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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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증이쓰이는곳



SSH (Secure Shell)
• 인증서없이 하는 건 MITM attack에 노출
• 서버 인증서로 서버인증
• 클라이언트 인증서로 클라이언트 인증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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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BEROS,  OPENID



통합인증
• 별도 인증서버

– SSO, 통합인증
– 단일 사용자 인증 관리 point  

Credential
Assertion

인증서버

리소스 (Relying Party)

UserD
B

UserD
B

18 인증기술연구팀



Kerberos
Credential

Assertion

인증서버

리소스 (Relying Party)

• 단일 신뢰 도메인(조직) 용
• KDC에서 인증관리(사용자, 키)

– KDC는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User

Kerberized Server

AS

TGS

2

3

4

5

6

Kerberized Client

1
Key Distrib
ution
Center

Ticket 
Granting 
Server

Authentication 
Server

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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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beros 프로토콜

20 인증기술연구팀



Kerberos와 SSH
• 사용자 인증에만 사용
• Kerberos용 SSH Client와 Server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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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D
• Open  what?

– Provider : 누구나 OP(openid provider)
– Id : 웹사이트 Id 대신 OpenID (url) 입력
– Trust 

Credential
Assertion

인증서버

리소스 (Relying Party)

웹사이트
OpenID: http://myid.com/kimcs

OP
Id
pw

openID로 로그인

1.오픈
ID
입력

2.버튼누
름

4.id/pw
입력로그인

3. Redirection (인증요청)

5. redirection(as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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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D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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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D와 SSH

• SSH Client 인증에 사용 가능
– SSH Server에서 OpenID 프로토콜 지원해야
– Client는 그냥 shell에서 url 입력해 주는 식으
로 사용하면 될 듯

• 사례는 찾지 못함
• OpenID의 저변이나, 인터넷을 통한 사용
자 등록 및 접근 추세를 감안하면 연구과제
로 해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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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L, SHIBBOLETH 



약간의 개념

• Shared authentication
– 다른 domain간의 인증 확인
– 표준화된 인증확인서 -> SAML

• ID Federation
– 저쪽의 누구가 이쪽의 누구인가? 
알아야 인증확인서를 받지..    kimcs  = cskim

Credential

Assertion인증서버

리소스 (Relying Party)

인증서버

As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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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Liberty
• .Net Passport

– Microsoft
– 전세계 단일 인증서버
– Kerberos like..

• Liberty Project
– Liberty from M$
– Sun, AOL,IBM …
– 단일 인증서버가 아닌 각각의 인증을 상호 연계하자!
– ID Federation을 통해 authentication sharing  (ID-

FF -> SAML 2.0)
– Attribute 도 sharing : ID- W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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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관리 란
• IAM (Identity & Acces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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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Federation

Site A 

id 
pw 

Kimcs

가입자는 2개 사이트에
모두 계정을 갖고 있는 상태

로그인 IDSP인증

Site A

김철수(kimcs)님
반갑습니다
Site B와 계정을

연계 하시겠습니까.

Yes

Site B

id 
pw 

cskim

ok

Site A와 계정연결

Kimcs  
Alias :Mr3tTJ
Remote site : Site B
Name : dTviiR

cskim  
Alias :dTviiR
Remote site : Site A
Name :Mr3tTJ

계정 연계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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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시나리오1 

Site A  Site B

인증확인
김철수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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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B

제휴서비스

Site C

0. Site A에 로그인
1. Site B 서비스 선택

2. 로그인없이 이용



SSO 시나리오2 

Site B

id 
pw 

Site B

김철수님 반갑습니다. 

2. 인증확인
요청

1. SiteA 인증 선택
로그인 SSO 인증

4. 인증사실
확인

5. 인증없이 이용

31

Site A 

id 
pw 

Kimcs

로그인

3. Site A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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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흐름도

Redirect to Site A 

Redirect to Site B 

인증 세션 검사

Assertion 
검증 및 사용자
세션 생성

가입자 Site B SiteA

Car Rental 접근

인증 Assertion 요청

인증 Assertion

인증 페이지

로그인

Site B 페이지

SiteA

LOGIN

ID :
Password :

kimcs
******

SiteB

김철수씨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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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요청/응답 메시지

AuthNResponse

ResponseID

Assertion

InResponseTo

사용자 동의 획득 여부

consent

IssueInstant

MinorVersion

MajorVersion

RelayState

Samlp:Status

ProviderID

AuthNRequest 메시지의 
RequestID

IDSP의 ID

AuthNRequest 메시지의 
RelayState

Signature

AuthNRequest

RequestID

RequestAuthnContext

ProtocolProfile

Federation 인 경우 : 
federated
SSO 인경우 :none

Artifact 또는 
POST

NameIDPolicy

ProviderID

consent

사용자 동의를 획득했는지 여부IssueInstant

MinorVersion

MajorVersion

AuthnContextClass
Ref

인증 방법 비교AuthnContextComparis
on

응답메세지에서 
재전송되기를 
원하는 상태정보

RelayState

인증 방법

SP의 
아이디

Signature

33 인증기술연구팀



SAML과 SSH

• OpenID와 동일한 패턴임
• http://rnd.feide.no/content/integratin

g-ssh-access-sam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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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bboleth

• 대학 도서관간 연계 project ( in Internet 2 
Middleware)

– Attribute, Acess control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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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MS(ETRI ID Management System)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의 다양한 전자거래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ID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ID관리 서비스 시스템 개발
최종 목표최종 목표

인터넷 ID 관리 기술 개발

► 단일ID관리/인터넷 SSO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넷 ID Server S/W 개발

웹서비스 기반의 안전한 ID 정보 공유 기술 개발

► ID 웹서비스 프레임워크 및 개인정보 공유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Privacy Controller 

S/W 개발

ID 연동 중개 기술 개발

► 다중 신뢰 도메인간 ID 연동 중개 기능을

제공하는 ID Federation Bridge Server 

S/W 개발

시스템 구성도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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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

•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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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SPACE, 전자ID지갑



User Centric ID management
• Personal Identity Framework

– 클라이언트 기반의 인증정보, 개인정보 관리 및 사용체계
– 장점 : 이용 편의성 향상 (기억, 관리.. ), 보안성 향상(피싱, 암
호..) 

– 단점 : 클라이언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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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edential

password, 
OTP, 인증
서,  개인정
보

0. Credential

IDP

0. Credential
0. Credential

인증서버



CardSpace 
• Microsoft의 client side 인터넷 ID관리 솔루션
• 카드기반으로 가입/인증 기능 제공

Card
Issuer

Card
Consumer

MS
Cardspace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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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space와 SSH

• 마찬가지로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 가능
• SSH  클라이언트에서 CS지원해야 주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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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ID지갑 by ETRI

전자ID지갑이란 ?
•일상생황에서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넣
고 다니는 ‘지갑’처럼, 디지털시대에 각종
전자 인증 정보 및 개인정보를 언제 어디
서나 저장,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디지털 지갑’임

전자ID지갑의이점은?
•클릭만으로 안전한 로그인 및 인증정보, 
개인정보, 지불정보 등을 손쉽게 관리

•사용자 DB 해킹, 피싱, 파밍등의 공격으
로 부터 ID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의 정보를 웹사이트간에 안전하
게 공유함으로써 개인화된 맞춤형 매쉬업
서비스 가능

•공동연구 : ETRI, Microsoft, KISA 

전자ID지갑으로 여는
안전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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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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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인증 사용



맺음



인증기술 검토

패스워드 OTP Bio PKI SmartCard

보안성 길이 토큰분실 복제가능성 키저장방법 카드분실

편의성 암기 휴대 오인식 암호/휴대 휴대

비용 무료/무료 5천원/센터 0/3만원 4천원/센터 3천원/리더
기

• 어느 하나가 좋은 건 없다.
• 보안성 극대화 -> 은행 참조
• 상황에 따라.. 적절히..
• User-centric  => 별도,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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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기술 검토

SAML OpenID Kerberos

보안성 대동소이, OpenID 만 신뢰 문제.. 

구축용이성 대동소이, Open Toolkit도 많다.

보급정도
기업시장, 
대규모 확산

주요 웹사이트 지원,
2억명 ??

비용 솔루션 업체 비용 완전 무료 솔루션 구축비용

적당한 곳 조직 간
보안성이 요구되지
않는 웹사이트

조직 내

• Proven Technologies
• SSH와 결합가능
• 적용하려는 곳에 대한 자세한 환경 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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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려 사항

• Beyond SSH
• Virtual Organization
• Virt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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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사용자 인증
– PKI : 공개키 소유자 확인이 중요

• SSO
– Kerberos : 조직 내
– OpenID : 웹사이트 간
– SAML : 조직 간 인증 공유(인증확인서) 표준

• User Centric or Personal Identity f/w
–사용 편의성 & 보안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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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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