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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 제공과 비용의 효율성을 해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클라우드 환경에 한 의심으로 클라우

드 환경 용에 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표 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서비스 제공 환경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 클라우드 환경의 취약   하나는 인증이다. 클라우드 환경은 가용성을 해 높은 수 의 인증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에 한 로 새로운 사용자가 추가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정확한 목 을 악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제공해 다. 한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취약 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에 한 응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의 인증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장한 뒤 클라우드 서비스는 차 

확 되고 있으며, 매년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이 측된다. 

Gartner는 2021년 3천억 달러 상당의 클라우드 시장 성장

을 측했다[1].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논문이 클라우

드 보안 요구사항(기 성, 라이버시, 무결성, 인증 등)을 

제시하 고[2] 본 논문에서는 인증의 측면에서의 취약 을 

분석하고 그에 한 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Lexus가 제시한 인증 로토콜

을 제시하고 해당 로토콜의 취약 을 제시하 으며, 3장

에서 개선된 인증 로토콜을 제시하고, 4장에서 제시한 

인증 로토콜 안 성을 분석하 다.

2. 련 연구

2.1 Credential Stuffing Attack

   최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Credential Stuffing Attack

이 발생하고 있다. Credential Stuffing Attack은 계정에 

근하기 해 ID/PW 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공격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학

IC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IITP-2018

-2015-0-00403)

[3]. 이를 이용해 공격자들은 Client의 ID/PW 을 확보한

다. 공격 방식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Credential Stuffing Attack 

  Credential stuffing Attack 사례로 2017년 9월 알툴즈에

서 다수의 ID/PW, 알패스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 다. 

약 13만 사용자들의 ID/PW가 유출되었으며, 지난 몇 년

간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무작

 입을 통한 공격방식으로, ID/PW 유출이 발생하

다[4].

  Credential Stuffing Attack 방지를 한 방안으로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 Multi-Step Login 

Process, IP Blacklists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MF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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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인증 로토콜을 제안한다[5].

 

2.2 Lexus Proposed Protocol

   Lexus Jun Hong Sim, Shu Qin Ren 등[6]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인증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 다. 제안한 로

토콜은 (그림 2)와 같다.

   본 에서는 Lexus가 제안한 로토콜을 분석하고, 

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통한 취약 을 분석한다.

2.2.1 로토콜에 사용되는 라미터

   Lexus Jun hong Sim, Shu Qin Ren 등[6]가 제안한 

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라미터는 <표 1>과 같다.

   , ,    3가지의 값들은 Client’s Secrets에 속하며, 

Client가 안 히 보 하여야 한다.

     는 의 검증을 해 사용되며, 는 사용자 구분을 

해 사용된다.

Parameter Contents

, 

- Randomly Generated 

Large Prime Number at 

least 1024-bits


- Product of the Primes

  ×  


- Randomly Generated 

Number(1<<)

 -   


<표 1> Lexus Protocol Parameters

(그림 2) Lexus Proposed Protocol 

2.2.2 로토콜 동작 순서

   Lexus Jun Hong Sim, Shu Qin Ren 등[6]가 제안한 

로토콜 동작 순서는 아래와 같다.

Step 1. ID-PW Auth(Client→Server)

Client가 Server에게 ID-PW Authentication Protocol을 이용

하여 인증을 수행하며, Access Token 요청

Step 2. Auth Proxy(Client→Proxy)

앞서 수신한 Access Token을 활용하여 Proxy 인증을 수행

Step 3. Distributed Secrets(Proxy→Client)

Trusted Proxy는 생성한 , ,   3가지의 Client’s Secrets 

송

Step 4. Access Token(Proxy→Server)

Client와 Server가 Proxy를 통과하고 Access Token을 이용해 

Proxy를 인증

Step 5. Challenge-Response(Client→Server)

Client와 Proxy 간의 Challenge-Response 수행

Step 6. Client’s Public Composite Number(Proxy→DB)

Client 구분을 해 사용되는 값인 를 DB에 장

2.2.3 Credential Stuffing Attack 기반 로토콜 취약

   Lexus가 제안한 로토콜은 ID-PW를 통해 인증을 수

행한 후 Trusted Proxy가 Client에게 3가지의 Client’s 

Secrets을 송한다.

   그에 따라 공격자가 2.1에서 분석한 Credential 

Stuffing  Attack을 활용해 공격자가 Client의 ID-PW를 

확보했을 경우, 공격 진행 과정은 (그림 3)과 같으며 구체 

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Step 1. ID-PW Auth(Attacker→Server)

Attacker가 Server에게 확보한 ID/PW를 이용하여 ID-PW Au

thentication Protocol을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며, Access T

oken 요청

Step 2. Auth Proxy(Attacker→Proxy)

앞서 수신한 Access Token을 활용하여 Proxy 인증을 수행

Step 3. Distributed Secrets(Proxy→Attacker)

Trusted Proxy는 생성한 , ,   3가지의 Client’s Secrets 

송

Step 4. Access Token(Proxy→Server)

Client와 Server가 Proxy를 통과하고 Access Token을 이용해 

Proxy를 인증

Step 5. Challenge-Response(Attacker→Server)

Attacker와 Proxy 간의 Challenge-Response 수행

Step 6. Client’s Public Composite Number(Proxy→DB)

Client 구분을 해 사용되는 값인 를 DB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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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Authentication(Attacker)

공격자는 성공 으로 Cloud Server와의 인증 수행하고, Client

의 자원에 근 가능하다.

   결과 으로, 공격자가 ID-PW 인증 로토콜을 성공

으로 수행할 경우 클라우드 서버에 근 가능하다. 그리고 

클라우드 랫폼의 확장성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 

가능하다.

   이러한 취약 으로 인해, Client에 한 추가 인 인증 

요소가 요구된다.

(그림 3) Lexus Attack Model 

3. 제안 사항

3.1 개선된 인증 방안 제안

   2.2.3에서 제시한 취약 을 개선한 제안사항은 (그림 4)

와 같다.

   본 에서 제안하는 로토콜은 Client의 IP Address, 

MAC Address와 를 제공받은 소수를 이용하여 공개키 

암호화 방식 통해 생성한 값을 보내어 Client의 ID-PW뿐

만이 아닌 추가 인 요소에 한 검증을 수행한다. 한 

수신한 값들에 한 검증을 수행한다.

3.1.1 제안 방안에서의 사용되는 라미터

   제안 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라미터는 <표 2>와 같

다

Parameter Contents

 , 

- Randomly Generated La

  rge Prime Number at lea

  st 1024-bits

- Using as public key, private 

key


- Product of the Primes

  ×  


- Randomly Generated 

  Number(1<<)

 -   


IP Addr - Client’s IP Address

MAC Addr - Client’s MAC Address

<표 2> Proposed Protocol Parameters

(그림 4) Proposed Protocol

3.1.2 제안 방안에서의 로토콜 동작 순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토콜의 동작 순서는 아래와 

같다.

Step 1. ∼ Step 4.는 Lexus가 제안한 로토콜과 동일하다.

Step 5.  Auth Client(Client→Proxy)

Client의 
    값 송신을 통한 추가

인 인증 수행

Step 6. Verification(Proxy→DB)

Client로부터 수신한 값을 DB와의 통신으로 검증한다.

를 이용한 복호화를 통해 를 검증하고, IP Address 와 MAC 

Address를 확인한다.


  

- 198 -



201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8. 11)

Step 7. Client’s Public Composite Number(Proxy→DB)

Client 구분을 해 사용되는 값인 를 DB에 장

4. 안 성 분석

   2.2.3에서 수행한 공격 모델을 제안한 개선 방안에서 

수행한 공격 과정은 (그림 5)와 같으며, 구체 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Step 1. ID-PW Auth(Attacker→Server)

Attacker가 Server에게 확보한 ID/PW를 이용하여 ID-PW Au

thentication Protocol을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며, Access T

oken 요청

Step 2. Auth Proxy(Attacker→Proxy)

앞서 수신한 Access Token을 활용하여 Proxy 인증을 수행

Step 3. Distributed Secrets(Proxy→Attacker)

Trusted Proxy는 생성한 , ,   3가지의 Client’s Secrets 

송

Step 4. Access Token(Proxy→Server)

Client와 Server가 Proxy를 통과하고 Access Token을 이용해 

Proxy를 인증

Step 5.  Auth Client(Attacker→Proxy)

Attacker는 정상 인 ‘Client Auth’값 생성이 불가능하므로, 


    값 송 후 검증 단계를 통과할 

수 없다.

(그림 5) Credential Stuffing Prevention

5. 결론

   본 논문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인증 로토콜을 

분석하고 취약 을 제시하여 클라우드 환경 인증 로토

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분석한 클라우드 인증 로토콜의 추가 인 라미터 

검증 과정과 Client 검증을 한 검증 요소 추가를 통한 

개선된 클라우드 환경 인증 로토콜을 제안하 다.

   해당 개선사항은 Client의 ID-PW만을 활용하여 인증

을 수행한 뒤 라미터를 송하고 순차 으로 인증 로

토콜을 수행하는 Lexus의 인증 로토콜에 추가 으로 

Client의 IP Address와 MAC Address 값을 활용하여 

Client 인증을 한 요소를 추가하 다. 그리고 수신한   

값을 이용한 
    값을 활용한 

Client 인증 단계를 수행하여 Client 인증을 강화하 다.

   한 수신한 Client’s Secret인 , , 를 활용하여 

생성한 값(
  )을 이용하여 해당 값

들에 한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를 추가하여 Client가 제

로 수신하 는가에 한 검증을 수행한다.

   향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인증 로토콜의 반 인 

개선방안을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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