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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물인터넷에 한 심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지속 으로 제

기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서 기업에서는 기업 내에서 구 한 클라이언트와 서버들로만 구성되어진 

자체 IoT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단 으로는 다양한 서드 티 어 리 이션

이 해당 IoT 서버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안한 OAuth 

2.0 기반 CoAP 인증 임워크의 설계를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ICT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 키워드인 사

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다양한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기술을 

일컫는다. 사물인터넷에 한 심과 투자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의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

기 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하나는 보안

(Security) 련 문제이다. 사물인터넷의 표 인 분야에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빌딩, 웨어러블 기기 등이 

있기 때문에 기기로 부터 송되는 정보들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G, KT 등 여러 기업에서

는 자체 으로 개발한 클라이언트만이 IoT자원에 근가

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서드 티 어 리

이션이 IoT 자원에 근이 불가능 하다는 단 이 있기에 

기업과 개발자 모두에게 좋은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의 보안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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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서드 티 어 리 이션이 IoT 자원에 근이 가

능한 CoAP 기반 OAuth 2.0 인증 임워크를 제안한다.

2. 련 연구

A. OAuth 2.0    

   OAuth 2.0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원에 해 임의의 

제3자 웹, 모바일 앱, 는 어 리 이션이 근하기 한 

권한 인증 차를 표 화한 인증 임워크이다 [2]. 

   OAuth 2.0의 역할 구성으로는 자원 소유자(Resource 

owner), 클라이언트(Client), 자원 서버(Resource server), 

권한 서버(Authorization server)로 이루어져 있다. 자원 

소유자는 보호 자원에 한 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개체로 일반 으로 이용자를 나타낸다. 클라이언트는 자원 

서버에 보호 자원을 요청하고 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

리 이션이고, 자원 서버는 보호된 자원에 한 서비스 

API를 제공하는 서버이며, 권한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보

호된 자원에 한 제한된 근을 할 수 있도록 자원 근 

권한을 임  리하는 서버이다. 

OAuth 2.0를 이용하면 클라이언트(서드 티 어 리 이

션)는 자원 서버가 가지고 있는 특정 자원 소유자의 자원

에 제한 인 근 권한을 얻을 수 있다. 자원 소유자의 권

한 승인 하에 권한 서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근 

토큰(Access Token)을 발 된다.

   OAuth 2.0에는 클라이언트 유형, 자원에 한 장기  

근 여부  제공 서비스의 특성 등에 따라 다음의 4가

지 권한 승인 방법/ 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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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코드 승인 (Authorization Code Grant)

-암묵  승인 (Implicit Grant)

-자원 소유자 비 번호 자격증명 승인 (Resource 

Owner Password Credentials Grant)

-클라이언트 자격증명 승인 (Client Credentials 

Grant) 

B. OAuth 2.0 Token Introspection   

   OAuth 2.0 표 인 RFC 6749 [2]에서는 자원 서버 

(Resource Server)가  권한 서버 (Authorization Server)

에게 토큰의 활성화 상태  이 토큰의 메타데이터를 요

청하는 방법에 해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ETF에서 이러한 요청과 응답을 OAuth 2.0 토큰 검 

(Token Introspection)이라 명명하고, 표 인 RFC 7662 

[3]를 발표하 다. 

   그림2는 자원 서버가 권한 서버에게 토큰 검 요청메

시지를 송할 때 라미터 목록과 그에 한 설명이고, 

그림3은 권한 서버가 자원 서버에게 토큰 응답 메시지를 

송할 때 라미터 목록과 그에 한 설명이다.

C. CoAP

   CoAP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송 지연

이 높고, 패킷 손실률이 높은 제약이 있는 네트워크 환경 

 노드 환경을 고려한 HTTP 스타일의 응용 계층 데이

터 달 로토콜이다 [4]. 

   CoAP에서는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노드를 CoAP 클라

이언트라고 하며, 요청메시지에 한 응답 메시지를 보내

는 노드를 CoAP 서버라고 한다. 그림은 CoAP 클라이언

트가 CoAP 서버의 “temperature” 내용을 얻어오는 과정

을 나타낸다. CoAP 메시지는 기본 4바이트(32비트) 헤더

와 토큰, 옵션필드들, 그리고 페이로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4바이트 헤더는 버 (v), 트랜잭션 타입(T), 토큰길

이(TKL), 코드(code), 메시지ID (MID)필드로 구성된다.

D. ACE Framework

   ACE 임워크는 한정된 자원을 지닌 기기가 지닌 

자원에 한 근에 해 인증  권한 부여 보안 임

워크이다 [1]. OAuth 2.0 임워크가 TLS에 의존 인 

것과는 달리 ACE 임워크에서는 자체 으로 각 참여 

주체가 보내는 메시지에 한 서명을 포함한 인증  검

증 방법, 메시지 암호화 방안 등을 모두 담고 있다. 즉, 하

부 계층과는 독립 인 응용 계층의 보안 차  방안을 

자체 으로 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TLS의 도움없이도 

ACE 임워크 만으로 암호화, 인증  권한 부여까지 

가능한 모든 보안 이슈가 해결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ACE 임워크를 이루는 주요한 4가지 구성요소는 다음

과 같다.

- OAuth 2.0

- CoAP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송 지

연이 높고, 패킷 손실률이 높은 제약이 있는 네

트워크 환경  노드 환경을 고려한 HTTP 스타

일의 응용 계층 데이터 달 로토콜 [4]

- CBOR (Concise Binary Object Representation): 최

한 작은 코드 사이즈, 작은 메시지 크기 그리

고 버  상이 필요 없는 확장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데이터 포맷 [5]

- COSE (CBOR Object Signing and Encryption): 

CBOR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서명  암호화 포

맷 [6]

   그러나 ACE 임워크는 클라이언트 자격증명 승인

방식 주로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OAuth 2.0 개념의 핵심

인 서드 티 어 리 이션에게 보호된 자원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3. 제안 임워크

  재의 일반 인 OAuth 2.0 구성요소는 자원 소유자, 

클라이언트, 자원 서버, 권한 서버이고, 자원 서버와 권한 

서버는 구축  운  방식에 따라 동일 는 별도 서버로 

존재 가능하다. 그러나 사물인터넷의 제약 환경에서는 기

존의 OAuth 2.0과는 달리 권한 서버와 자원 서버가 동일 

서버로 존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임워크에서는 권한 서버와 자원 서버의 분

리는 필수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제안 임워크

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자원 서버, 권한 서버와 자원 서버의 

통신은 CoAP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통신 과정의 

보안을 해 DTLS를 사용한다. 그 외의 User-agent와 클

라이언트, User-agent와 권한 서버, 권한 서버와 클라이언

트의 통신은 기존의 OAuth 2.0과 동일하게 HTTPS를 통

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안 임워크에서는 다양한 토

큰 방식  “bearer”토큰을 사용한다 [9].

   CoAP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보호된 자원에 근하기 

해, 한 기존 OAuth 2.0의 토큰 검을 CoAP에 용

하기 해서는 CoAP의 기존 옵션과는 별도로 그림 3,4,5

와 같이 새로운 옵션을 추가해야만 한다. 그림 3,4,5에서 

C, U, N, R은 각각 C는 Critical, U는 Unsafe, N은 

NoCacheKey, R은 Repeatable을 의미한다 [4].

   그림 3은 토큰 검 요청 메시지를 해 CoAP에 추가

해야 하는 옵션으로, 클라이언트는“bearer”옵션을 통해 토

큰을 송하고 “Token-type-hint”옵션을 통해 해당 토큰

의 타입을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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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는 오류 메시지를 한 옵션으로, “Error”옵션으

로 사용되는 오류 코드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한다 [10].

invalid_request (0)

요청 메시지가 토큰 검에 꼭 필요한 라

미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지원하고 있

지 않는 라미터를 포함 발생한다. 이 경우 

자원 서버는 응답 코드로 4.00 (Bad 

Request)을 송해야만 한다.

invalid_token (1)

만료, 훼손, 폐지 등 여러 이유로 근 토큰

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자원 서버는 응답 코드로 4.01 

(Unauthorized)을 송해야만 한다.

insufficient_scope (2)

요청 메시지가 보호된 자원에 해 근 토

큰에 의해 제공되는 권한 보다 더 많은 권

한을 요구할 때 발생한다. 자원 서버는 응답 

코드로 4.03 (Forbidden)을 송해만 한다.  

   그림5는 토큰 검 응답 메시지를 해 추가해야 하는 

옵션이다. “active”옵션은 근 토큰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값으로 Boolean값이다. “scope”옵션은 클라이언트가 보호

된 자원에 근가능한 범 를 나타낸다. “client_id”옵션은 

해당 토큰을 요청한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기 한 값이다. 

“username”옵션은 자원 소유자를 식별하기 한 값이다. 

“token_type”옵션은 근 토큰의 타입을 나타낸다. “exp”

옵션은 근 토큰이 만료되는 시간을 나타내며 만료시간

이 지난 토큰은 거 해야 한다.“iat”옵션은 토큰이 발 된 

시간을 나타낸다.“aud”옵션은 근 토큰을 사용할 수신자

(자원 서버)을 나타낸다. “iss”옵션은 토큰의 발 자(권한 

서버)를 나타낸다.

 

(그림 1) CoAP 토큰 검 요청 메시지 한 추가 

옵션

(그림 2) CoAP 토큰 검 오류 메시지 한 추가 

옵션

(그림 3) CoAP 토큰 검 응답 메시지 한 추가 

옵션

(그림 4) 임워크 동작 과정 

(A) 권한 요청

클라이언트가 User-agent를 통해 자원 소유자에게 자원에 

한 근 권한을 요청한다.

(B) 권한 코드 요청 

자원 소유자는 User-agent를 통해 권한 서버에게 권한 코

드를 요청한다.

(C) 권한 코드 발

권한 서버의 자원 소유자에 한 인증 방식을 통해 유효

할 경우, 권한 코드를 생성하여 코드를   User-agent에게 

송한다.

(D) 근 토큰 요청

User-agent를 통해 권한 코드를 달 받은 클라이언트는 

권한 코드를 기반으로 client_id  client_secret을 권한 

서버에게 달함으로써 근 토큰 요청한다.

(E) 근 토큰 발

권한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유효하다고 단할 경

우, 근 토큰을 생성하고 권한 코드를 클라이언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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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다.

(F)보호된 자원 요청

클라이언트가 자원 서버에게 근 토큰으로 인증  자원

을 요청한다.

(G)토큰 검 요청

자원 서버는 권한 서버에게 토큰 검 요청 메시지를 보

낸다. 

(H)토큰 검 응답

권한 서버는 토큰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근 범 , 유효성 

등의 라미터[7]들과 함께 응답한다. 이후, 자원 서버는 

권한서버에게 받은 라미터들을 분석하여 클라이언트의 

자원 요청을 수락할지 거부할지 선택한다.

(I)요청에 한 서비스 제공

자원 서버는 한 응답 코드와 함께 클라이언트에게 응

답 메시지를 보낸다.

   

4. 결론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다양한 분야에 많은 디바이스들

이 활용됨과 더불어 빠르고 안 한 인증기술에 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재 IoT를 서비스

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체검증을 통해 인증체계를 구축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은 다양한 서드 티 어 리 이션

이 출 하고 있는 재 추세와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 

   그럼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OAuth 2.0 기반 CoAP 인

증 임워크를 제안하 고, 향후 본 연구실에서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임워크를 직  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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