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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 계망 서비스는 모바일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어디서든 쉽

게 찾아볼 수 있으며 어느 장소에서든 근이 쉬워졌다. 하지만 이에 한 역기능으로 인해서 개인 정

보가 악용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개인 정보의 보호를 해서 각 컴퓨터를 구분하는 IP Address를 이

용한 인증과 다양한 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보안성 높은 사회 계망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개인 정보 

유출을 막고 이에 한 피해도 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증 단계를 다양화하고 

이에 한 기능을 세분화하여 사회 계망에서의 보안성을 높인 새로운 사회 계망 서비스의 구조와 

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 계망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는 지난 몇 년 동안 속한 성장

을 이루어 왔으며, 재 20억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서

비스이다 [1].

 재는 모바일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어느 장소에서든 근이 쉬워졌다. 하지

만 이에 한 역기능으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  가장 한 문제 은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인 계가 

가상의 공간인 인터넷에서 구 됨에 따라 개인 정보가 노

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사회 계망 서비스는 다양한 사용

자들의 성향과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기 로 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내에서 더 많은 개인 정보가 

요구된다. 이런 수많은 개인 정보가 축 되어 수많은 자료

가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 도용, 변조, 스팸, 범죄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2-4].

 본 논문에서는 사회 계망 서비스에서의 안 한 정보 

공유를 해 보안성을 높인 새로운 사회 계망 서비스 

구조와 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2. 련연구

   

2.1 Internet Protocol(IP)

 OSI 기본 참조 모델에서 제3계층인 Network Layer에 해

당하는 로토콜이다. IP Address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 

간 패킷의 송, 즉 경로 제어를 한 규약으로 다른 네트

워크 간의 데이터 송을 가능하게 한다.

 IP는 인터넷상의 수많은 호스트를 각각 구분할 수 있도

록 한 개 이상의 고유한 주소를 가진다. 이 IP Address로 

 세계의 모든 호스트가 각각 식별되므로, 반드시 인터넷

상에서 유일한 값을 가져야 한다. IP Address는 로벌한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특정 디바이스의 인터페

이스에 한 유일한 식별자(Identifier)이며, 디바이스의 

치를 나타내는 식별자(locator) 역할을 하는 주소이다 [5].

2.2 Login Authorization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로그인 인증 level은 총 3가지 

level로 구성된다. Level 1은 간단하게 ID와 짧은 길이와 

복잡하지 않은 Password를 사용하여 쉽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한다. Level 2는 보안성을 좀 더 높이기 해 보안

문자(Capthcha)를 사용하도록 한다. Level 3에서는 가장 

강한 보안성을 가진 인증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인증방

법은 Client의 IP Address를 Database에 등록된 IP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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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해당 IP Address가 맞는 경우에만 인증이 되도록 

한다. 

3. Social network service using enhanced 

authorization 

 본 장에서는 IP Address 인증과 여러 인증 방법을 이용

한 강화된 인증 방법을 사용하는 사회 계망 서비스를 

제안한다.

3.1 개요

 본 시스템은 ID와 Password, Captcha, IP 인증 방법으로 

각 인증 단계별로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회 

계망 서비스이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Client가 SNS 

Server에 연결하면 Authorization Module이 Client가 입력

한 값을 이용해 인증을 진행하고, 그 후 해당하는 level에 

맞게 Access Process로 흐름을 달한다. Access Process

는 Database에 근하는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증 

단계별로 기능을 세분화하여 Module을 구성한다. 제한된 

기능을 가진 낮은 단계의 모듈에서 더 많은 기능을 가지

기 해서는 높은 단계의 모듈로 근해야 한다. 이때, 

Authorization Module을 거쳐 인증을 진행하여 높은 단계 

모듈에 근하도록 한다.

3.1.1 level 1 기능

 level 1 에서는 낮은 보안성을 가진 인증 방법을 사용하

므로 제한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부여하

는 기능은 특정 게시 을 열람하는 기능이다. 특정 게시

은 개인 정보에 련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

도 괜찮은 정도에 게시 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1.2 level 2 기능

 level 2 에서는 좀 더 보안성이 높은 인증 방법을 사용하

기 때문에 level 1 보다는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

다. 이때는 모든 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게시  작

성, 수정, 삭제의 권한을 가진다. 한, Client가 남에게 보

이기 싫은 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게시 은 level 3 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3.1.3 level 3 기능

 level 3 에서는 가장 강한 인증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에

서는 개인 정보의 리와 회원 탈퇴, 보호된  열람  

리 권한을 가진다.

level Method Function

level 1 ID, Password
Restricted viewing 

posts

level 2 Captcha

Write, Update, 

Delete, Read for 

posts,

protect posts

level 3
IP 

Authorization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Member Secession

<표 1> 로그인 인증 방법과 기능

4. 결론

 재 개인 정보 침해에 한 심각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다. 이 게 유출된 개인 정보는 피싱, 스미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SNS의 기본 인 역할은 인맥 

리와 정보 공유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필터링 없이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공유되고 있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쉽게 

개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이는 범죄의 표 이 될 가능

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서비스의 보안은 다양한 인증 방법

과 세분화된 기능을 통해 강화된다. 이는 개인 정보 유출

에 한 험성을 낮추며, 이와 련된 범죄 방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회 계망 서비스는 장차 인

증방법을 강화하여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

진하므로, 발  가능성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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