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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 해킹 동향은 해킹 방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로그램화 되며, 자동화 되었다. 과거에는 
서버의 허 을 이용한 패스워드 크랙, 루트권한 뺏기 등이 주된 방법이었으나, 최근에는 네트워
크에 한 DoS 공격, 도우 시스템에 한 DoS 공격, 바이러스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리고 특정 호스트를 상으로 하기보다는 네트워크나 도메인 체를 상으로 하는 공격이 주
를 이루고 있다. 한 네트워크 규모가 커지고, 이에 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량의 데이터
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송되고 있다. 해킹 기술은 발 하고 데이터의 양은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웹 어 리 이션 시스템 구축은 보안상 많은 취약 을 나타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수에 비례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달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므로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병목 상을 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어 리 이션 암호화 시스템에
서 병목 상을 방지하고 PKI를 이용한 암호화/복호하시에 공개키 신뢰성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Web Application Authentication System

using Encipherment and P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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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acking method came to be more complicated, became program ant it was automated. That is 
hacking trend of recent times. Before, The password crack, catch root authority is trend of hacking 
which uses the vulnerability of server. Hacker attack network or all of domain not some host. Web 
application system at hacking technique develops and improve transmitted data through the network 
shows many vulnerability. The massive data are transmitted through the network without 
encipherment filtering. It will be able to bring about the neck of a bottle actual condition which is 
serious in security system because of the network where the user comes to be many it leads and the 
data which is delivered comes to be many. In this paper, we propose web application system to 
prevent overload from bottleneck in encipherment system. It can solve security key trust problem in 
encoding and decoding with public key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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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해킹 툴의 발달로 필요한 지식수 이 갈

수록 낮아져 시스템에 한 상세한 지식 없이 정

교한 공격이 가능해졌다. 최근의 해킹 동향은 해

킹 방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로그램화 되며, 자동

화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닉스 서버에 한 공격

에서 MS사의 도우 시스템에 한 공격이 많아

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서버의 허 을 이용한 패스

워드 크랙, 루트권한 뺏기 등이 주된 방법이었으

나, 최근에는 네트워크에 한 DoS 공격, 도우 

시스템에 한 DoS 공격, 바이러스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특정 호스트를 상으로 하

기보다는 네트워크나 도메인 체를 상으로 하

는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네트워크 규모가 커

지고, 이에 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의 

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정

보 등 요 데이터들이 암호화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송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 인 암호화와 PKI를 한 

웹 어 리 이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

템은 사용자의 요구를 처리하는 웹 어 리 이션 

서버(WAS：Web Applicatjion Server)를 개인용

(Private)과 기업용(Enterprise)으로 나 어 분산 

처리하 으며, 인증과 련된 서버는 네트워크상

의 DMZ와 분리하 다. 이로 인해 량의 암호화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WAS에서 어느 한곳이 

데이터 병목 상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

더라도 다른 WAS에는 향을 주지 않게 된다. 

한 인증 련 서버를 DMZ와 분리하여 외부의 허

가되지 않은 근을 원천 으로 차단하여 보안을 

한층 강화하 다.

2. 암호화

암호화 알고리즘은 크게 칭키 알고리즘, 해쉬 

알고리즘, 공개키 알고리즘이 있다. 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화 할 때 사용하는 키를 복호화 

할 때 반 로 사용하면 복호화 되는 알고리즘이다. 

메시지를 송하는 송신측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키와 

수신측에서 사용하는 복호화 키가 칭을 이룬다고 

해서 칭키 알고리즘이라고 하며 비 키(Secret 

Key) 방식이라고도 한다. 칭키 암호 방식은 메

시지를 보내는 송신측과 받는 수신측이 같은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복호화를 수행 한다. 칭키 알고

리즘은 다양한 알고리즘 개발이 용이하며, 안 성 

검장방법이 비교  정형화 되어 있다. 그리고 암

호화  복호화 속도가 매우 빠른 장 이 있다. 그

러나 키 리  키 분배의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Entry 의 개수만큼의 키가 필요한데, N명의 사

용자가 화하기 해서는 n(n-1)/2 의 비 키

가 필요하다. 를 들면 1천명의 사용자가 화하

기 해서는 50만여 개의 키가 필요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디지털 서명, 부인방지 등의 기능이 불

가능하게 되고, 어느 한쪽이 키를 분실하면 시스템

에 험을 래하게 되는 키 공유의 문제가 발생

하는 등의 단 이 존재하게 된다. 칭키 알고리

즘은 주로 용량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한다.

2.1 공개키 암호 방식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나타나기 에는 칭

키 암호 알고리즘식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송신자의 비 키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암

호화한 후 수신자에게 달하는 방식으로, 수신자

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기 해서는 송신자

의 복호화 키를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방식

은 복호화 키를 아는 사람은 구라도 암호문을 

복호화 할 수 있으므로 복호화 키를 수신자에게 

달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한 방식이 바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인데 이 방식은 복호화 키를 공유해야 하

는 어려움을 해결하 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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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암호화키와 복호화와 키  암호화키를 외부

에 공개한다. 그러나 이 공개된 암호화키로 복호

화 키를 알아낼 수는 없다. 따라서 공개키 암호방

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비  메시지를 보내고

자 하는 사람은 공개된 특정인의 암호화키를 이용

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낸다. 그러면 그 특

정인은 자신만이 아는 복호화 키로 메시지를 복호

화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개키 암호방식

에서는 암호화키를 공개키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서 공개키 암호방식은 암호화키와 복호화 키가 서

로 다른 암호 방식을 말한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화 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화 할 때 사용하는 키가 칭을 이루지 

않는다. 따라서 비 칭 키 방식이라고도 부른다. 공

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비 칭이므로 1 , 즉 두 개

의 키가 필요하다. 두 개의 키는 각각 공개키(Public 

Key)와 개인키(Private Key)로 부른다. 공개키는 

인증기 을 통해 공개하는 키 이며, 비공개로 본인

만이 소유하게 된다.

(그림 1) 공개키 암호 방식

(그림 1)은 공개키 암호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는 송신측에서 암호화 할 때의 키와 

수신측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하는데 사

용하는 키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공개키 암호

방식의 경우는 키의 크기가 크고, 한 각 키는 특

수한 성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 키 암호화 방식

의 키와 같이 사용자가 직  원하는 키를 만들지

는 못한다. 많이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방식의 키 

크기는 높은 안 성을 갖도록 하기 하여 재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 방식 보안 제품은  RSA

는 1,024bits의 키를 사용하고 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기 성과 인증을 제공

하며, 부인불가에 사용될 수 있다. 기 성은 공개

키는 인증기 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수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 하면 수신자 

외의 구도 메시지를 복호화 할 수 없다. 즉, 사

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평문 메시지를 사용자 B

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암호화 하여 보내고, 사용자 

B는 자신의 비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 

하여 평문 메시지를 얻는다. 사용자 B가 복호화에 

사용되는 비 키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으므로 자

신 외에는 아무도 자신의 비 키로 암호화 된 메

시지를 복호화 하여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 B

만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기 성을 제공한다. 인증

은 송신자가 자신의 개인키로 메시지를 암호화 하

면 수신자가 송신자의 공개키로 복호화 하여 송신

자에 한 확인이 가능하다. 즉, 사용자 A가 사용

자 B에게 평문 메시지를 자신의 비 키를 사용 암

호화 하여 보내고, 사용자 B는 사용자 A의 공개키

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 하여 평문 메시지를 

얻는다. 사용자 A가 암호화에 사용하는 비 키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 외에는 아무도 메

시지를 암호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암호화된 메시

지는 사용자 A로부터 왔다는 인증을 제공한다. 이 

경우에는 수신자를 제외한 제 3자(해커)도 복호화 

할 수 있다.

공개키 방식의 특징은 서로 연 된 키 (개인키/ 

공개키)이 필요하고, 하나의 키로 암호화 한 경과

는 반드시 이 되는 키로만 복호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구조상 복잡한 수학연산이 필요하고, 안

성이 이러한 수학  이론에 근거한다. 한 N명의 

사용자가 있으면 N개의 공개/개인키 으로 충분

하기 때문에 키 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한 서명기능, 기 성 등의 기능이 가능하다. 그러

나 공개키 방식의 단 으로는 동일한 양의 데이터

를 암호화 시 칭키 암호화에 비해 매우 느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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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에 비하여 하드웨어 구 에서 1000배 가량 더 

시간이 소요된다.

2.2 공개키와 칭키 조합

공개키 방식은 기 성  인증이 가능하므로 공

개키 방식만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공개키 방식

은 암호 알고리즘이 복잡하여 연산속도가 느려지

므로, 용량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데는 부 하

다. 반면, 칭키 방식은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암

호화/복호화 수행한다. 따라서 일반 으로 메시지는 

칭키 방식으로 암호화 하고, 비 키만 공개키 방

식으로 암호화 하게 되면, 효율 인 방식으로 암호

화/복호화를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2)는 A와 B사

이에서 메시지와 비 키의 암호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칭키와 공개키 조합

(그림 2)에서 송신자는 수신자에게 보낼 메시지

를 칭키 암호 방식을 이용하여 암호화 한다. 이

때 수신자가 메시지를 복호화 하기 해 필요로 

하는 키는 공개키 암호 방식으로 암호화 한 후 수

신자에게 송된다. 수신자는 자신의 개인키를 이

용해 송신측에서 송되어진 비 키를 복호화 한

다. 그리고 비 키를 이용해 메시지를 복호화 하

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

면 웹 어 리 이션에서 송되어야 할 량의 데

이터는 칭키 암호 방법을 통해 보다 빠르게 암

호화 할 수 있고, 그 외에 비 키 는 기 성과 

인증이 요구되는 데이터는 공개키를 사용하여 암

호화 할 수 있다.

3. PKI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는 공개키 알고

리즘을 통한 암호화  자서명을 제공하기 한 

복합 인 보안 시스템 환경을 말한다. 즉, 암호화

와 복호화키로 구성된 공개키를 이용해 송수신 데

이터를 암호화하고 디지털 인증서를 통해 사용자

를 인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은 크게 공개키(비

칭키)와 비 키( 칭키)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 키 암호 시스템이 송수신자 양측에서 같은 

비 키를 공유하는 데 반해 공개키는 암호화와 복

호화키가 다르다. 따라서 공개키방식은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다시 풀 수 있는 열쇠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데이터 보안이 가능하고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그만큼 어진다. 

공개키 암호의 상용화를 해서는 무엇보다 키

의 생성과 인증이 필요하며 이런 것들의 분배와 

안 한 리를 한 체계가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

을 PKI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개키에 한 

인증서를 발 하는 ‘인증기 ’, 사용자들의 인증서 

신청시 인증기  신 그들의 신분과 소속을 확인

하는 ‘등록기 ’, 인증서와 사용자 련 정보, 상호 

인증서   인증서 취소 목록 등을 장·검색하

는 장소인 ‘디 토리’, 한 다양한 응용에서 공개

키를 이용하여 자서명을 생성하고 검증하며 데

이터에 한 암호, 복호를 수행하는 사용자 등이 

포함된다.

PKI는 범 한 기업 응용 로그램에 보안 솔

루션을 제공한다. 솔루션은 웹 보안, 자우편 보

안, 원격 속, 자문서, 자상거래 어 리 이션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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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I를 도입하여 자상거래를 할 경우, 자상

거래를 해 자서명을 한 뒤 공인인증기 의 인

증을 받아 상 에게 제시함으로써 거래가 이 짐

으로써 개인정보나 거래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안 하게 거래할 수 있다.

3.1 공개키 신뢰

자상거래에서 결제 시 거래 상 방의 공개키

를 이용하여 결제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하게 된

다. 그러나, 거래 상 방이 보낸 공개키가 과연 진

짜로 거래 상 방일지 의심하게 된다.

(그림 3) 공개키 가로 체기

(그림 3)에서는 H는 A의 공개키를 가로채서 자

신의 공개키로 바꾸어 B에게 송한다. B는 이 공

개키가 A의 것으로 알고 데이터를 암호화 해서 

송한다. H는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하여 

볼 수 있고, A에게 송한다. A는 H의 공개키로 

암호화 되어 있어 메시지를 볼 수 없게 된다. 이러

한 이유로 공개키를 인증하는 인증기 이 필요하

게 된다. 인증기 은 믿을 수 있는 기 이어야 하

므로 인증기 을 리하는 상  인증기 이 필요

하게 된다. 이러한 인증 시스템을 PKI라고 한다.

3.2 국내 공인 인증 체계

(그림 4)는 재 국내 공인 인증 체계를 보이고 

있다. 최상  기 에는 정보통신부가 있다. 정보통

신부에서는 법/제도의 정비, 국가 인증 리 체계 

확립, 공인인증기  지정  감독을 수행하고, 그 아래 

루트 인증기 (Root CA)에는 한국 정보보호진흥원 

산하 자서명인증 리센터에서 리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국가인증체계 운   공인인증기  지정

심사, 공인인증기  인증서 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재 6개의 공인 인증기

이 있는데 공인 인증기 에서는 이증업무 칙 제

정, 공인 인증서비스 제공, 가입자 인증서 발 , 인

증서 폐지  갱신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 국내 공인 인증 체계

인증기 을 신하여 인증서 등록업무를 수행하

고, 인증서 요청을 한 개인의 신원을 입증하고 확

인하는 등록기 (RA)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인증

서를 발행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와 인증기  사이

의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증서는 인증기 이 요청된 인감등록에 하

여 본인 확인 후 발행한 일종의 인감증명서로, 안

하게 컴퓨터 통신을 하기 해 개인, 호스트 등

이 자기 자심임을 증명하는데 사용한다. 일반 으

로 X.509 v3 포맷을 따르는데 SSL을 포함한 많은 

암호 로토콜이 사용된다. 재 국내의 최상  

인증기  인증서 신뢰 목록 버 은 X.509 v1이다. 

인증서에는 인증서 소유자의 인증에 필요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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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증서 리

정보와 이 정보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한 인증기

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3.3 공개키 암호화의 문제

공개키를 암호화는 몇 가지 문재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공개키를 어떻게 얻어오는가? 두 

번째, 이 공개키가 구의 것인가? 세 번째, 이 공

개키가 정말로 그 사람의 것인가? 네 번째, 공개키

가 해커에 의해 공격당할 수 있는가? 등이 있다. 

공개키 암호화의 문제 해결을 해서는, 먼  공개

키를 LDAP과 같은 장소(Repository)로부터 얻

어옴으로써 공개키를 가져올 문제 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공개키가 구의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증서의 Subject정보로부터 알 수 

있다. 세 번째 해당 공개키가 자신의 것인지 확인

은 믿을만한 CA를 이용하는 것이다. CA를 믿을 

수 있다면 CA가 그 사람의 것이 맞다 고 인증하

으므로 믿는다.

4. 인증시스템 구성

(그림 5)는 인증서 리 시스템를 보이고 있다. 

사용자 S/W에서는 UI모듈을 통해 인증서를 신청

하면 UI모듈은 다시 RA모듈에게 인증서를 신청한

다. RA모듈은 CA모듈의 인증서 신청/ 리를 신

해 다. 이로 인해 사용자용 S/W는 UI모듈을 통

해 만들어진 인증서를 CA모듈에서 만들어진 인증

서와 같은 인증서를 가질 수 있다. 인증서 조회  

검색은 LDAP같은 디 토리 서버 내의 장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6)은 웹 어 리 이션 시스템에서 PKI를 

이용하는 인증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를 보이고 

있다.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WAS에 근을 시

도한다. 웹 어 리 이션이 존재하게 되는 WAS부

분은 DMZ로 설정하여 보안을 한층 강화하기 해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을 설정하 다. 클라이

언트의 요구가 있을 때 방화벽을 통과한 후, WAS 

(Web Application Server)에서는 서버의 침입탐

지 시스템이 가동된다. 마찬가지로 IDS를 통해 네

트워크의 침입탐지 시스템도 가동하게 된데. WAS

에서는 사용자 인증을 통해 인증 서버에 속을 시

도하게 된다. 이때에도 WAS는 인증서버 속을 

해 방화벽을 통하도록 설정해 놓았다. 인증서버

들은 각각 서버 침입탐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야 한다.

 (그림 6) 인증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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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은 웹 어 리 이션 시스템에서 암호화

와 인증을 한 시스템의 구 을 제안하 다. 이

를 해 련 암호화 기술의 소개와 PKI, 그리고 

이들의 장/단 에 하여 정의하 다. 이들을 바탕

으로 하여 인증시스템의 네트워크 내부 구조를 설

계하 다.

해킹 기술의 발 과 암호화 처리 데이터의 양은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웹 어 리 이션 시스템 구

축은 보안상 많은 취약 을 나타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수에 비례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보

안 시스템에 심각한 병목 상을 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어 리 이션 암호화 시스템

에서 병목 상을 방지하고 PKI를 이용한 암호화/

복호하시에 비 키 신뢰성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이 시스템은 제

안한 인증시스템에서는 인증 서버를 DMZ와 분리

하여 외부로부터의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 다. 이

로 인해 CA를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공

개키의 소유주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한 WAS

를 Private WAS와 Enterprise WAS로 분리하여 

증하는 데이터로 인해 병목 상이 발생하더라도 

이와 련되지 않는 다른 WAS가 제공하는 서비

스에는 향을 주지 않도록 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메시지를 안 하게 송하

기 해서 SSL, IPsec 등의 방법을 용하여 VPN

에서 보안 통신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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