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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pen API의 사용이 화되면서 형 포털사이트  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입력한 개인정보

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서비스(Third-party application)의 수가 계속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서비스들이 정보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외부 서비스가 권한 부

여를 받은 정당한 요청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OAuth 인증 임워크를 사용한다. 그러나 

외부 서비스가 유효한 요청을 하고 있음을 단하기 해 사용하는 엑세스 토큰을 탈취하면 이를 이

용하여 로그인 과정을 우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한 쉽게 취득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약 을 해결하기 해 OAuth 인증 임워크에 2차 인 인증과정을 추가하여 엑세스 토큰의 탈취

를 방지하여 사용자의 계정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임워크를 제시한다.

1. 서론

  인터넷의 화로 인해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웹사이트  애 리 이션의 수는 차 늘어가고 

있다. 2010년, 약 2억 개의 사이트에서 2018년 재, 약 19

억 개로 증가하 다[1]. 한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사용이 화되면서 사용자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애 리 이션을 구

하는 것이 더욱 간단해졌다. 이는 Open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의 개인 정보에 근하기 해서 외부 서비스

(Third-party application)가 정당한 근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증할 필요성을 증 시켰다. 기존에는 인증방식의 

표 의 부재로 인해 계정정보를 통해 인증을 수행하 는

데, 이는 외부 서비스가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 다. 이는 보안상 취약한 구조로 개선

이 필요하다. 사용자의 계정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근 권한을 부여하기 

해 고안된 것이 OAuth 로토콜이다. OAuth는 사용자

의 계정정보를 제공받지 않아도 외부 서비스가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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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제한된 데이터에 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

는 보안 로토콜을 제공한다. OAuth 로토콜은 인증과 

권한부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한 사용자가 권한부여에 

한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여한 권한을 

회수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2008년 OAuth의 비공식회

합 이래로 트 터, 구 , 페이스북, 네이버 등 많은 업체에

서 OAuth 로토콜을 지원하고 있다. OAuth 로토콜은 

재 기능을 확장시켜 임워크로 만든 2.0버 이 

“OAuth 2.0 Authorization Framework”라는 이름으로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 제정되었으며 

RFC6747로 발표되었다[2].

  사용자는 OAuth 인증 임워크를 이용하여 외부 서

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서비스 제공자의 계정 정보를 

통해 엑세스 토큰을 발 받아 외부 서비스에게 서비스 제

공자가 보유한 데이터에 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계정정보를 외부 서비스에게 제공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에 근 권한을 가지는 토큰을 탈

취당하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이는 엑세스 토큰이 발 된 이후 사용자의 

로컬 디바이스에 장되기 때문에 탈취당하기 쉽다는 

에서 더더욱 문제가 된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모바일 기

기를 강제로 루 하는 악성코드가 존재하며[3], 엑세스 토

큰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우회하는 방법 한 연구된 바 

있다[4].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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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Auth 2.0 인증 임워크 로세스 

스 토큰을 클라우드 서버에 장한 뒤, 2차 인 인증과정

을 OAuth 인증 임워크에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자 한다. 2장에서는 OAuth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증 

임워크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생체인증 기술과 

련된 연구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수정된 임워크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결론  향

후 연구 방안을 논한다.

2. 련연구

 2.1 OAuth 2.0 인증 임워크

  OAuth 2.0 인증 임워크는 이  1.0a 버 과 호환되

지는 않지만 1.0a 버 에서 불편한 으로 지 되었던 모

바일에서 사용성 문제, 부족한 기능과 규모, CPU를 과다 

소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여러 가지 개선 을 포함

하고 있다. 이에 따라 OAuth 서비스 제공자들도 1.0a 버

에서 2.0 버 으로 넘어가는 추세이며, 따라서 본 논문

에서도 OAuth 2.0 인증 임워크를 기 으로 설명한다. 

  OAuth 인증 임워크는 크게 자원 소유자(Resource 

Owner), 자원 서버(Resource Server), 인증 서버

(Authorization Server), 클라이언트(Client)로 이루어지며, 

자원 서버와 인증 서버가 동일한 개체인 경우도 존재한다. 

자원 소유자는 사용자를 지칭하며,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

체이다. 자원 소유자는 클라이언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해 인증 서버에게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클라

이언트가 엑세스 토큰을 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권한

부여를 수행한다. 클라이언트는 외부 서비스를 지칭하며, 

Open API를 이용하여 자원 서버에 장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려 하는 애 리 이션이다. 클라이언트는 자

원 서버에 근하기 해서는 인증 서버에게 엑세스 토큰

을 이용하여 유효한 요청 여부를 별 받은 후에, 허가받

은 데이터에 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인증 서버는 엑세

스 토큰을 발 하고, 사용자의 인증  권한부여를 수행한

다. 자원 서버는 실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 하는 서버이

며, 자원 서버에 근하기 해서는 인증 서버가 발 하는 

엑세스 토큰이 필요하다[2]. (그림 1)은 OAuth 인증 

임워크의 체 로세스를 나타낸다. 

자원 소유자는 클라이언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

기 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요청한다(①). 클라이언

트는 인증을 해 요청 토큰을 인증 서버에 요청하고(②), 

인증 서버는 요청 토큰을 발 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송

한다(③). 클라이언트는 인증을 해 자원 소유자에게 인

증 페이지를 연결시켜주고(④), 자원 소유자는 인증 서버

에게 요청 토큰을 인증한다(⑤). 인증 서버가 인증 결과를 

자원 소유자에게 달하면(⑥), 자원 소유자는 그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달한다(⑦). 클라이언트는 인증 결

과를 바탕으로 엑세스 토큰을 인증 서버에게 요청하고

(⑧), 인증 서버는 엑세스 토큰을 발 하여 클라이언트에

게 달한다(⑨). 클라이언트는 엑세스 토큰을 이용하여 

자원 서버에 근하여 데이터를 요청하고(⑩), 자원 서버

는 요청받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달한다(⑪). 클라

이언트는 획득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⑫). 

클라이언트는 발 된 엑세스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가 

OAuth 서비스를 이용하는 API를 호출할 때, HTTP의 헤

더에 엑세스 토큰을 포함시켜서 요청을 보낸다. 그 후에 

인증 서버는 HTTP의 헤더에 포함된 엑세스 토큰을 검사

하여 유효한 요청인지 확인한 후에 자원 서버에 한 

근을 허가한다. 그러나 엑세스 토큰을 클라이언트가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엑세스 토큰은 로컬 디바이스, 특히 모

바일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부에 장되게 된

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엑세스 토큰을 보 하는 치를 

찾아내서 엑세스 토큰을 복사함으로써 쉽게 탈취 가능하

다는 취약 을 가지게 된다. 남기훈 외 3명은 이러한 취약

을 바탕으로 엑세스 토큰을 탈취하여 타 스마트폰 기기 

 가상환경에서 로그인을 우회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4][5].

  2.2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컴퓨  자원을 지칭한다. 클라우드는 필

요한 만큼의 컴퓨  자원을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리 노력으로 컴퓨  자원을 할당하고 해제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장하

여 사용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데이터를 단순히 장할 

뿐만 아니라 컴퓨  자원을 할당받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

하기 때문에, 따로 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웹에서 애

리 이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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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  계정의 엑세스 토큰 

(그림 3) 클라우드 기반 인증 임워크 로세스

가장 기본 인 모델로서 가상 머신과 기타 컴퓨  자원을 

제공하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컴퓨  랫

폼을 제공하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클라우드 상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세 

종류의 모델이 있다[6][7].

  2.3 생체인증

  기존의 인증 방식인 패스워드 혹은 물리  토큰에 의한 

인증은 망각이나 노출, 도난, 분실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 

반면 생체인증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해 

인증하는 방법으로 인증 시에 측정한 결과를 사 에 등록

한 생체정보와 비교하여 인증하는 방법이다. 생체인증은 

망각  노출, 도난, 분실의 험성이 낮고, 특히 제 3자가 

인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계정  토큰을 리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재 모바일 환경에서 지문인식은 

보편화 되었으며, 홍채 인식과 얼굴 인식도 지원하는 기기

들이 출시되고 있다. A Alotaibi 외 1명은 OAuth 인증 

임워크에서 간자 공격(Man-in-the-middle attack)을 

방지하기 해서 생체 인증을 이용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8].

3. 개선된 OAuth 인증 임워크

 3.1 기존 임워크의 문제

  기존의 OAuth 인증 임워크의 취약 은 엑세스 토

큰을 클라이언트가 소유하고 있고 엑세스 토큰이 치한 

경로에 근 권한만 있다면 별다른 인증 차 없이 엑세스 

토큰에 근할 수 있다는 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안드로

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해서 필수 인 구  계정을 

타 기기에서 로그인하는 방법이 여러 차례 연구되었다

[4][5][9]. (그림 2)는 실제 구  계정의 엑세스 토큰을 추

출한 뒤, 그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3.2 클라우드 기반 인증 임워크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버를 클라이언트와 인증 서

버 사이에 배치하여 엑세스 토큰을 클라우드 서버에 보

하고, 엑세스 토큰을 사용할 때는 제 3자가 인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 생체 인증을 이용하는 임워크를 제

안한다. 한 생체 인증 데이터를 로컬 디바이스에 장한 

뒤에 일치여부를 별할 경우, 엑세스 토큰을 탈취하는 방

법과 마찬가지로 생체 인증 데이터를 탈취할 가능성이 존

재하므로, 생체 인증 데이터도 클라우드 서버에 장된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인증 임워크의 로

세스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증 임워크

의 인증 로세스와 기존 임워크의 인증 로세스는 

⑥까지 동일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임워

크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클라우드로 엑세스 토큰을 

달한다(⑦). 클라우드는 달받은 토큰의 치를 클라이언

트에게 달하고, 클라이언트는 클라우드에서의 토큰 

치 데이터만을 보 하게 된다(⑧). 클라이언트는 엑세스 

토큰을 이용하고자 하면 자원 소유자에게 생체 정보를 요

구한다(⑨). 자원 소유자가 생체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면(⑩), 클라이언트는 엑세스 토큰 사용 요청과 생

체 정보를 클라우드에 송한다(⑪). 클라우드는 인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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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들어오면 넘겨받은 생체 정보와 기존에 입력된 생체 

정보를 비교한 뒤, 일치한다고 단되면 인증 서버에 엑

세스 토큰을 송한다(⑫). 인증 서버는 송된 엑세스 토

큰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자원 서버에 근하는 것을 

허가하며(⑬), 이후 클라이언트는 자원 서버에 속하여 

필요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하는 과정은 기존

과 동일하다(⑭,⑮,⑯).

4. 결론 

  Open API의 사용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OAuth 인증 임워크를 사용하는 애 리 이션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OAuth 인증 임워크의 취약

을 보완하는 것은 굉장히 요한 과제가 된다. 본 논문에

서는 엑세스 토큰을 탈취하여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자

원 서버에 장된 개인 정보에 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클라우드와 생체인증 기술을 이용한 인증 임워

크를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임워크는 사용자의 엑세스 

토큰이나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

에 인증 정보를 장하는 주체에 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클라우드 서버를 클라이언트, 인증 서버, 혹은 제 3

에 해당하는 기업  어느 곳에서 리를 해야 하는가에 

한 리 소재를 정하는 문제에 한 향후 연구가 필요

하다. 한 기존 임워크에 비해 클라우드 서버를 추가

으로 사용하게 됨으로 기존에 비해 약간의 성능 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 하를 최소화하기 

한 최 화 방안에 해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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