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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서비스는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에서 분산되어있고, 이질적인 시스템들 간에 상호운용을 제공하

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형태이다.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 보안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

이다. 공격자는 아무런 인증 없이 사용자의 비밀정보를 노출시킬 수도 있다. 더구나 유비쿼터스 환

경에서 사용자들은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그들 대신 서비스를 처리할 에이전트들에게 

그들의 권한 모두를 혹은 그 중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위임해야만 한다. 이것은 사용자의 비밀정보

가 에이전트들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례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안

전한 웹 서비스를 위한 위임모델을 제시한다. 우리는 에이전트를 통한 비밀정보의 노출을 막고 서

비스의 기밀성과 단언정보의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XML 암호화와 XML 전자서명 방식을 이용한

다. 그리고 XACML 기반의 웹 서비스 관리 서버를 통해 웹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서비스정책의 상

호운용을 수행한다. 우리는 역시 멀티 에이전트들 간의 위임을 통해 웹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전달

될 위임 단언을 정의하기 위해 SAML 을 확장 시킨다.  

 
 

1. 서론 

웹 서비스는 XML 을 기반으로 SOAP, UDDI, WSDL
등의 공개표준을 이용하여 B2B (Business to Business)를 
쉽게 통합하고, B2C (Business to Custom)간의 상호작용

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웹 서비스 제공자 
(Web Service Provider)들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WSDL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을 이용하여 UDDI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레지스

트리에 등록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자신의 조건에 맞
는 서비스를 찾고, 이용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Ubiquitous)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웹 서비스를 검색하

고, 이용하기 위하여 멀티 에이전트들을 이용한다. 멀

티 에이전트들은 사용자의 자격 (Credential)정보를 전
달하고, 사용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 대
신 웹 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웹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에이전트들은 자신의 업무를 다
른 에이전트들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웹 서
비스 사용권한을 얻거나, 웹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비밀 (Privacy)정보와 서비스정보를 에이전트들

에게 노출시켜야 하고, 이는 사용자의 비밀정보가 외
부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례 한다. 우리는 사
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XML 관련 보안기술들인 XML 전자

서명과 XML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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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통해 웹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위임단언을 전달

하기 위해서 SAML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을 확장한다. 또한 웹 서비스 제공자들과 상호운용하

며, 인증된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웹 서비스를 찾아 이
용할 수 있는 역할 (Role)을 부여하기 위해 XACML 
(eXtensible Access Control Markup Language) 기반의 웹 
서비스 관리 서버를 사용한다. SAML 과 XACML 은 
OASIS 표준으로, 싱글 사인 온 (Single Sign-On), 신뢰 
(Trust)관리, 인증, 권한부여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
으며,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OASIS 표준명세서를 참고

하기 바란다[1][2].  
 

2. 관련연구 

[4]에서는 제한된 위임을 위한 SAML 단언을 기술

한다. 이 논문에서는 SAML 1.1 과 SAML 2.0 단언 명
세서에서 제공되지 않는 SubjectStatment 를 
SubjectDelegationStatement 로 확장한다. 우리는 SAML 
1.1 과 SAML 2.0 단언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AttributeStatement 를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V. Welch[5]는 위임을 제공하기 위하여 X.509 인증서 
(Certificate)를 확장시킨 Proxy X.509 인증서를 정의하

며 이 방법은 현재 Globus 프로젝트[6]에서 이용되고 
있다. Proxy X.509 인증서는 상당히 유용한 방식이나 
웹 서비스를 위한 상용화 툴들은 이러한 인증서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10]. J. Y. Hu[7]는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기반으로 하여 에이전트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기술하였다. 위임과 관
련해서는 사슬규칙 (Chain-ruled) 위임, 임계치 
(Threshold) 위임, 조건부 (Conditional) 위임을 고려했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모바일 에이전트 시스템이

나 이종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는 적용하기 어렵

다. [8]은 모바일 에이전트를 위한 접근제어 구조를 기
술했다. 이 논문에서는 위임을 제공하기 위해서 역할 
(Role)을 모바일 에이전트에게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

한다.  
 

3. 멀티에이전트를 이용한 위임모델 

3.1 가정  

우리의 모델은 다음의 가정들을 기반으로 한다.  

 

가정 1 웹 서비스 관리서버와 웹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증/위임기관과 신뢰관계 (Trust Relationship)를 갖
는다. - 인증/위임기관이 인증/인가한 사용자/에이전
트들은 신뢰할 수 있다.  
가정 2 사용자는 인증기관에 미리 등록되어있고, 웹 
서비스관리 서버에 계정을 갖고 있다. - 웹 서비스 사
용자로써의 역할 (Role)을 가지고 있다.  

가정 3 웹 서비스 관리 서버가 인가된 사용자들에게 
부여하는 역할은 사용자의 검색조건에 맞는 웹 서비
스 제공자들의 역할과 공유되는 역할이다.  

 
3.2 컴포넌트  

우리의 모델은 사용자가 자기 자신의 특권 

(Privilege)의 위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에이전

트들은, 사용자와 에이전트를 식별하여 인증 

(Authentication)하는, 인증기관 (Authentication 

Authority)과, 위임 받고자 하는 에이전트의 위임을 

인가 (Authorization)하는, 위임기관 (Delegation 

Authority)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에 의해 위임 받은 

특권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어한다. 다음은 우리의 

위임모델의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이다.  

 

정의 1 (주체). 주체(P)는 역할을 가지고, 웹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특권을 에이전트들에게 일시적
으로 위임하는 사용자이다. 역할은 웹 서비스 관리서
버에게 특정 조건들과 주체의 자격정보와 함께 웹 서
비스 요청을 함으로써 획득된다.  

정의 2 (주체 에이전트). 주체 에이전트(Pa)는 주체와 
상호작용하고, 주체대신 다른 에이전트들과 상호 작용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정의 3 (전달 에이전트). 전달 에이전트(Ca)는 그것이 
오직 위임단언을 전달한다는 것만 제외하고 Pa 와 유
사하다.  

정의 4 (서비스 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Sa)는 그
것이 웹 서비스 제공자의 에이전트인 것만 제외하고 
Pa 와 유사하다.  

정의 5 (인증기관). 인증기관(AA)은 주체와 에이전트
를 인증하는 기관이다. AA 는 주체와 에이전트가 인
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인증단언을 발행한다.  

정의 6 (위임기관). 위임기관(DA)은 주체의 특권을 에
이전트들에게 인가하기 위한 기관이다. DA 는 자신이 
주체의 권한을 주체/에이전트에서부터 에이전트들에
게 인가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위임단언을 발행한다. 
위임단언을 발행하기 전에 DA 는 반드시 AA 를 통해 
위임 받을 에이전트의 인증단언을 획득해야 하고, Pa
에게 위임단언 발행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의 7 (웹 서비스 관리서버). 웹 서비스 관리서버 
(WSMS)는 웹 서비스 제공자들과 상호작용하고, 주체
의 요청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3.3 웹 서비스 관리서버(WSMS)  

WSMS 는 웹 서비스 제공자들의 서비스를 등록하

고, AA 에 의해 인증된 주체의 검색조건에 따르는 적

합한 서비스를 UDDI 레지스트리에서 찾아 역할 

(Role)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WSMS 는 주체들에게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

들과 상호 작용하여 정책들을 모으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특권 (Least Privilege)을 가진 

역할을 부여한다. 역할의 부여는 역할계층 (Role 

Hierarchy)을 고려하는데 만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특권이 주체가 가진 역할보다 상위계

층이면, 역할은 부여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여된 역할

은 특정한 제한시간 (Time Constraint)을 가지는데, 

제한시간이 지난 역할은 유효성을 상실한다.  
 

3.4 위임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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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L 명세서[1]는 세 가지 다른 타입의 단언문 

(Assertion Statement): Authentication Statement 

(주어진 시간에 대상이 특정 수단에 의해 인가되었다

는 것을 나타내는), AuthorizationDecision Statment 

(접근요청에 대해 접근의 허가되었는지 거부되었는지

를 나타내는) 그리고 Attribute Statement (대상이 주

어진 속성들과 값들과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나타내

는)를 정의한다. 그러나 위임을 위한 스키마는 SAML 

명세서에 직접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다

행이 SAML 은 스키마의 확장을 허용한다. 우리의 위

임단언을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는 위임에 관한 정보를 담기 위해 

속성단언 (Attribute Assertion)을 확장한다. (그림 1)

에서는 위임단언의 구조를 기술한다. 

 

 
(그림 1) 위임단언의 구조 

• Issuer: 위임단언의 발행자, DA.  

• Signature: DA 의 전자서명.  

• Conditions: 위임단언의 유효기간. NotBefore 와 

NotOnOrAfter 속성(attribute)들은 유효한 기간을 나

타내는데 사용된다.  

• Subject: 이름 식별자(Name identifier)같은 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 EncryptedID: AA 의 공개키에 의해 암호화된 형태

의 이름 식별자. 이것은 사용자의 비밀보호(Privacy 

Protection)를 제공한다.  

• Name: 속성의 이름.  

• Count: 서비스의 개수.  

• Delegation: 이 위임단언을 받은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들에게 과제를 위임하는 것이 허가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만약 이것이 true 이면 재귀적인 위

임의 자격이 부여된다.  

• Consent: DA 가 위임단언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사

용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만약 이것

이 true 이면 동의는 얻어진 것이다.  

• Service: IDRef 속성에 의해 EncryptedAttribute

를 참조할 수 있다.  

• SP-Address: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의 

URL.  

• EncryptedAttribute: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주체

의 입력데이터. 이것은 WSDL 의 입력 (Input)에 따른

다. 이것은 서비스의 기밀성 (Confidentiality)을 제공

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된다.  

 

 
(그림 2) 위임단언의 예제 

(그림 2)는 위임단언의 예제를 보여준다. 우리는 어떻

게 <EncryptedData>와<EncryptedKey>를 처리하는

지 설명하지 않지만 이것은 XML 암호화 명세서[3]

에 기술된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될 수 있다.  
 

3.5 멀티에이전트를 이용한 위임모델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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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멀티 에이전트를 이용한 위임모델의 순

서도표 (Sequence Diagram)를 기술한다.  

 

 

(그림 3) 위임모델의 순서도표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멀티 에이전트

를 이용하여 안전한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모델

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3.4 단락에서 언급한 위임단언

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비밀보호와 서비스 기밀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의 특권을 재귀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다음 연구에서는 메모리의 용량

에 제한이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위임모델을 적용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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