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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공 부문이나 기업에서 운 하는 웹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면서 분야별로 사이트가 나 어지게 되

는데, 사이트를 이동할 때 마다 로그인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따라서 최근 이용자들의 불편

을 이기 하여 SSO(Single Sign-On) 통합인증 체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체 패 리 

사이트를 일 으로 가입과 탈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 으로 가입

과 탈퇴가 가능한 통합 인증체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론

   웹 사이트의 회원제 서비스가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문에서 운 하는 웹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면서 세
부 분야별로 사이트가 나 어지게 되어 있어서 이용
자들의 등록과 인증의 불편을 이기 하여 
SSO(Single Sign-On) 통합 인증체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반 인 인터넷 사용자는 웹 사이트마다 반복되
는 등록 차를 매우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 
군데 등록해 두었기 때문에 주소 변경 등도 여러 군
데에서 수행해야 한다. 한 각 사이트의 ID와 패스
워드를 암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동
일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거나 패스워들 메모해 두
게 되는데 이는 보안상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1].
   그러나 일반 인 통합 인증시스템을 통해 인증하

더라도 통합 인증체제에서 회원 탈퇴 시 모든 패
리 사이트가 탈퇴되는 것이 일반 이며, 이용자가  

서비스 필요시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합 인증체제에 가입과 탈퇴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인증체제에 한번만 가입
하고 패 리 사이트는 이용자의 필요시 가입과 탈퇴
가 자유로워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통합 인증체제하에서 회원가입을 통
해 이용자가 필요시 선택 으로 가입과 탈퇴가 가능
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는 

련연구에 해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SSO 통합
인증 회원 DB와 LDAP 정보간 동기화 방안과 선택

으로 가입  탈퇴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4

장에서는 제시한 방안에 하여 성능 테스트  평
가하 고, 5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방안에 하여 
기술한다.

2. 련연구

2.1 SSO(Single Sign-On)

   SSO(Single Sign-On)는 한번의 로그인을 통해 
모든 서버에 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개념
이다. SSO 시스템의 일반 인 구성은 local 
authentication, credentials, service로 구성된다[2, 3].
   Local authentication은 기에 사용자를 인증하
는 부분으로서 사용자 identity를 credential 정보로 
매핑하는 부분이다. Credential은 커버러스의 토큰이
나 아이디/패스워드 등 인증 차를 나타내는 스크립
트, 사용자 권한정보, 소속 그룹 정보 등 사용자의 
인증에 한 정보들을 말한다. Service는 사용자가 

속하기 한 응용 로그램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디 토리 시스템인 LDAP 서버를 심으로 
인증서를 CA에서 받는 방식으로 응용 로그램과 
SSO 서버 사이의 API 메커니즘을 이용한 여러 가
지 구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다. SESAME(A 
Secure European System for Applications in a 
Multi-vender Environment), Netscape, Suitspot, 
Novell 등에서 SSO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6, 7].
   그림 1은 기존 시스템 환경과 SSO를 용한 시
스템을 비교한 SSO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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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SO(Single Sign-On)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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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DAP(Lightweight Directory Service Protocol)

   LDAP은 모든 형태의 디 토리형 자료를 표 화
된 방식으로 장하고 검색하기 한 통신규약으로
서 미국 미시간 학에서 ITU-T의 X.500을 근거로 
개발되었다[4]. X.500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
라면  세계 어디에서라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나
라, 기 , 사람, 기계 등과 같은 객체들을 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디 토리 서비스 표 이다[5, 8].
   사용자가 X.500 디 토리 서버로 근하기 해 
DAP(Directory Access Protocol)이라는 로토콜을 
이용하지만 OSI 7계층을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나 경량의 

로토콜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에는 하지 못하
다는 단 이 있다. LDAP은 이러한 DAP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나온 로토콜이다. 그림 2는 
LDAP 계층도이다.

그림 2 LDAP(Lightweight Directory 

Service Protocol) 계층도

3. 회원정보 DB와 LDAP 동기화 방안

3.1 회원정보 DB와 LDAP 동기화 처리 개념도

   회원정보 DB와 LDAP의 정보 간의 동기화가 필
요한 상황은 단지 웹 사이트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
니라 클라이언트/서버 로그램이나 리자가 데이
터베이스 리 도구를 사용해서 회원 정보를 변경하

을 경우에도 필요하다.
  그림 3은 LDAP 동기화 로그램의 처리 개념도
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LDAP 동기화에 필요한 데
이터는 통합 이용자 테이블(TT_USER)과 사이트 
가입 테이블(TT_USERSITE)에서 인증과 사이트 
속권한에 필요한 컬럼들을 오라클 트리거를 이용해
서 임시테이블(TT_USER_LDAP)에 장하는 방식
을 채택하 다.
  임시테이블에는 이용자 는 리자가 통합회원 
정보의 변경시(회원가입, 탈퇴, 수정 등) 데이터가 

장된다. 임시테이블에 장된 데이터를 LDAP에 
반 하는 역할은 인증서버 측의 웹 로그램이나 응
용 로그램에서 하게 된다.

그림 3 LDAP 동기화 로그램 처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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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PI를 이용한 회원정보 DB와 LDAP 동기화

   LDAP 동기화를 해 웹 로그램에서 API를 이
용하는 응용 로그램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실시간
(real time)으로 이용자 정보를 LDAP에 동기화하는 
방식으로 하기 해 인증서버 측의 서비스 랫폼을 
JAVA 기반의 네이  서비스(Naming Service)API
를 이용하 다. 이용자가 통합 회원에 가입하는 상
황을 로 들어 처리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하면 TT_USER 테이블에 
회원정보가 장되고 오라클 트리거가 작동하여 
TT_USER_LDAP에 인증에 필요한 회원 기본정보
를 장한다. 웹 로그래 에서는 이용자 가입 처
리가 끝나면 LDAP 동기화 처리 API를 호출한다. 
LDAP 동기화 처리 API에서는 이용자 ID로 
TT_USER_LDAP 테이블에서 련 데이터를 검색
하고, LDAP에 반 하고 난 후 임시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응용 로그램 방식은 TT_USER_LDAP 테이블
에 미처리 데이터가 남아 있는 경우 응용 로그램 
방식으로 운용하여 통합DB와 LDAP간의 데이터 보
정작업을 할 때 이용한다.
   회원정보 DB와 LDAP 정보간의 동기화를 처리
하는 클래스는 5개의 클래스로 처리하며, 각 해당 
클래스간의 계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4와 
같다.

◦SyncUserData.java : 메인(main) 클래스
◦LdapUtil.java LDAP : 연동 련 클래스
◦PropertyLoader.java : 로퍼티 일 련 클래스
◦SyncLDAP.java : 벌크로딩 련 클래스
◦SyncLdap.properties : 로퍼티 일

그림 4 동기화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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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택  가입  탈퇴방안

   KISTI SSO(Single Sign-On)체제[9]에서 개별 
사이트에서 가입  탈퇴시 필요한 공통정보와 회원
부가정보, 그리고 가입하고자 하는 해당 개별 사이
트의 등록정보를 통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사이트
와 필요하지 않은 사이트에 해 선택 으로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림 5는 에서 설명한 
선택  가입과 탈퇴가 가능한 ERD 구조이다.

그림 5 SSO 련 ERD 스키마

   통합 인증체제에서 회원가입 후 특정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림 
6과 같이 개별사이트로 가입 차 로세스를 진행
한다.

그림 6 SSO 회원 가입 차

   먼 , 개별 사이트로부터 로그인 요청하고 인증 
정보 입력 폼에서 ID, PW를 입력한 후 SSO시스템
으로부터 인증 확인되면 자동 로그인이 되면서 개별 
사이트로 이동된다.

그림 7 개별 사이트 인증 차

   한, 개별 사이트로부터 탈퇴 요청시 그림 8과 
같이 탈퇴처리 로세스에 의해 탈퇴 처리한다. 개
별 사이트로부터 이용자 탈퇴 요청 시 체 패 리 
사이트  이용자가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를 보여주
며 완 탈퇴를 선택하거나 개별 사이트를 선택하여  
탈퇴를 신청하면 탈퇴 처리한 후 요청 사이트 첫 페
이지로 이동한다.

그림 8 개별 사이트 탈퇴 차

4. 평가  결과

4.1 실험환경  방법

   SSO 회원 DB와 LDAP의 정보 사이의 동기화 
Loading Test를 한 시스템 실험환경은 
WINDOWS 2003서버와 오라클 8i이고,  소 트웨어 
환경은 LDAP 동기화 로그램, JDK 1.4.x, ActiveX 
에이 트로 구성하 다.
   실험방법은 실시간으로 웹 페이지에서 동시 등록
을 통해 SSO 회원 DB와 LDAP의 정보 사이의 동
기화와 통합 인증체제에서 회원가입 후 패 리 사이
트  특정 사이트의 가입과 탈퇴를 실험하 다.

4.2 평가 결과

   그림 9는 통합 인증체제에서 회원 가입 차를 
통해 KISTI 홈페이지의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인증됨을 볼 수 있다.

그림 9 회원정보 동기화 테스트 결과

   한, KISTI의 SSO체제에서의 회원가입  탈
퇴 기능과 다른 종합 인증체제에서 용되는 기능을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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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상으로는 삼성 자의 ANY PATH와 SK
의  SK Telecom 통합서비스를 상으로 하 다. 삼
성의  ANY PATH라는 통합 인증체제는 삼성 자 
웹 사이트, 애니콜 랜드 등 9개의 패 리 사이트를 
운 하고 있으며, SK Telecom 통합 서비스에서는 
e-Station, SK 텔 콤 멤버쉽 등 5개의 패 리 사이
트를 운 하고 있다.
   ANY PATH와 SK Telecom 통합인증서비스에
서 회원 가입 후 탈퇴 시 그림 10과 11처럼 체 패

리 사이트에 한 탈퇴 여부나 탈퇴사유를 선택한 
후 탈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10 ANY PATH 통합 인증체제의 탈퇴

그림 11 SK Telecom 통합서비스에서의 탈퇴

그림 12 KSITI 통합 인증체제에서의 탈퇴

   KISTI의 SSO체제는 KISTI 홈페이지, 통합검색 
홈페이지 등 24개 패 리 사이트를 운 하고 있다. 

그림 12처럼 통합 인증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특정 사이트를 최  방문 시 자동 로그인과 동시에 
해당 사이트의 정보가 등록된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탈퇴 시 하나의 회원ID로 가입한 사이트의 정
보를 보여주며 일 으로 탈퇴하거나 선택 으로  
선별하여 탈퇴가 가능하다.

5. 결론

   웹 사이트의 회원제 서비스가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문에서 운 하는 웹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면서 세
부 분야별로 사이트가 나뉘어져서 이용자들의 등록
과 인증의 불편한 문제 은 KISTI 패 리 사이트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KISTI에서 운 하고 있는 20 여 개의 패

리 사이트가 있지만 서로 같은 이용자에 해 
복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회원 정보들을 효
율 인 리와 운 에도 문제가 발생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복문제와 용
량의 회원 인증시 동기화와 일 인 가입과 탈퇴문
제들을 해결하기 해 선택 으로 가입과 탈퇴를 가
능한 통합 인증체제 방안을 제시하 다.
   회원 통합 DB와 LDAP DB간 동기화 해결을 하
기 해 API방식으로 처리하 고, 개별 서비스를 운

인 사이트와 이용자의 편의를 해 한번의 회원
가입으로 특정 사이트를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선택 인 기능을 추가하 다.
   향후 연구방안으로 용량 회원정보를 벌크 로딩
시 동기화를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 을 해결하는 방
안과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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