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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IT 제품의 발달로 사물 간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IoT환경이 발  하고 있다. IoT 디

바이스는 특정 사용자만 근 가능하도록 보호된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IoT 디바이스

들이 안 하게 통신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안 한 인증체계가 확립되어야 하지만 력, 사양 기

기들에 그 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논문은 OAuth 로토콜을 이용하여 IoT환경

에서 안 한 사용자 인증을 연구하 다.

1. 서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사물간의 필요한 모든 정보

를 교환하는 IoT(Internet of Thing)환경이 발 하고 있

다. IoT환경  홈 IoT는 사용자가 원격으로 제어 할 수 

있다는 장 으로 인하여 지속 으로 발 하고 있다[1] . 

홈 Iot환경에서는 안 한 통신을 하기 해서는 메시지 암

호화와 인증을 함께 제공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요구되

고 있다. 그러나 홈 IoT 환경은 경랑화  력을 요구

하는 디바이스의 특성상 무거운 암호화  인증체계는 사

용할 수 없다. 최근 SNS, 포털서비스 업체의 사용자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OAuth 

로토콜을 이용한 인증방식이 각 받고 있다. 하지만 권

한인증 서버와 인증서버를 통합하여 운 하고 한 내부

에서 권한인증 발 , 리를 하기 때문 홈 IoT 환경에 

용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

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해 사물인터넷 환경에 

합한 OAuth 기반의 안 한 연구를 하 다. 기존의 로토

콜은 재사용공격, 권한오용, 피싱공격 등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 지만 사용자에게 앞으로 더 나은 OAuth 기반 서

비스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2. 련연구

 2.1 IoT 환경

   ITU는 2005년 ITU-T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의 “ITU Internet Reports”를 통해 사

물인터넷의 개념을 처음 제시하 다. 기존의 정보통신기술

은 사람과 사물 간에 언제, 어디서나 상호간의 정보를 주

고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재 IoT의미는 사람-사물, 사

람-사람, 사물-사물 간의 연결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

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3]. 시장조사업체 

Strategy Analytics는 2014년 로벌 스마트홈 시장을 

2014년 480억 달러(약 54조 원)에서 2019년 1,150억 달러

(약 129조 원)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

로 망했다. 국내시장 역시 2013년 6조 8,908억 원에서 

2017년 18조 2,583억 원으로 성장하며 연평균 27.6%로 증

가할 것으로 망되었다.

(그림 1) IoT 개념 

 

2.2 OAuth 로토콜

   OAuth 로토콜은 클라이언트 웹 서비스에게 리소스 

서버의 계정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리소스 서버의 사용자 

자원에 근할 수 있도록 근 권한을 인가할 수 있게 하

는 표 이다[3,4]. 먼  등장한 OAuth는 OAuth 1.0으로 

2010년 IETF에서 RFC 5849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OAuth 

1.0은 웹 환경만을 고려하 으며, 안 한 Access Toke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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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하여 Access Token을 암호화하여 사용하 다. 

반면 OAuth2.0은 다양한 사용 사례들을 고려하여 설계되

었다. 이를 바탕으로 권한 획득을 한 네 가지의 주요 유

형이 정의되었다. 하지만 최근 OAuth  2.0 로토콜 표

에서 권고한 보안 고려사항을 충족하여도 막을 수 없는 

문제 이 발견되어 OAuth WG에서 논의 이다.

구분 OAuth 1.0 OAuth 2.0

지원 범 웹 어 리 이션에 다양한 어 리 이션 지원

요청방식
토큰 요청 시 암호화된 

서명 사용

서명 없이 HTTPS로 요청 

가능

토큰 유효기간
Access Token의 유효기간 

없음

Access Token의 유효기간 

설정 가능

표 1. OAuth Protocol 버  비교

3. OAuth 로토콜 취약  연구 

   OAuth 로토콜을 사용한 시스템에서 여러 취약 이 

발견되었다[3,4]. OAuth 2.0 로토콜의 네 가지의 주요 

유형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Implicit Grant 방식의 

취약 으로 클라이언트가 권한인가 서버에서 인증을 수행

하지 않는 을 악용한 공격이다 [5]. Oauth 로토콜 2.0

은 재 이용하는 Access Token이 어떠한 클라이언트에

게 발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악의 인 공격자

는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발행된 Access Token 으로 사

용자를 클라이언트에 로그인 시킬 수 있다. 

(그림 2) OAuth Implicit Grant Flow

Step 1.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Access Token을 요청

Step 2. 사용자 로그인(Id, Pass) 요구

Step 3. 사용자 로그인 후 클라이언트 등록 시에 입력된 

Callback 경로로 Access Token을 실어 Redirect 

Step 4. 해당 Access Token 과 조회할 아이디(targetUrl)

로 최근댓 목록 API 호출

Step 5. XML 리턴. (API URL 에 &ouput-json 라미터 

추가하여 호출 , JSON 리턴)

4.결론

   다양한 IT 제품의 발 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개발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최근 각 받고 있는 

OAuth 로토콜은 사용자 인증  간편한 로그인을 지원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복잡한 회원 가입

의 차 없이 기존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리소스 서버

에서 사용자 인증을 한 후 리소스 서버로부터 간단한 사

용자 정보를 받아 로그인을 진행하여 서비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OAuth 로토콜을 사용한후 리소스 서버

에 로그인 상태로 남아 있지만 로그인 과정 후 서버의 상

태를 확인하지 못한다.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악하기 어

렵고 향후 리소스 서버의 정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 할 수 있어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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