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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사용되는 랫폼은 표 화를 추구하던 모바일 랫폼인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의 의무화가 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랫폼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각종 해킹과 보안상의 문제들이 증가 될 

수 있다. 모바일 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보안은 더 많은 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랫폼들을 구성하

고 있는 각종 계층들은 다양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API들은 표 화 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데이터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문서로 교환 할 때 데이터들의 

보안을 강화하기 한 방안과 API 표 화를 한 방향 제시가 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데이터의 보호와 인증을 XML 구조에서 구 하기 해서 XML 암호화(XML Encryption)와 XML 

자서명(XML Signature)을 이용하여 XML 암호화 API와 XML 자서명 API를 설계하 다. 그리고 설계된 API들

을 심으로 시뮬 이션에 필요한 모듈들을 설계하 다. 설계한 API들을 검증하기 해서 모바일 환경의 두 단말

기 사이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 시뮬 이션 시스템을 구 하 다.

ABSTRACT

Various other platforms have appeared due to the abolishment of WIPI requirement and increased problems related with hacking and 

security. Since levels consisting of these platforms are composed of various APIs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which are not 

standardized, other ways must be considered to protect data which are transferred using XML formats. 

Therefore, XML encryption API and XML digital signature API for data protection and certification, which are both responsible to define 

mark-up languages for XML encryption and digital signature respectively, were designed in this paper. The simulation system which played 

the role of the server and client between two terminal units was realized to validate the APIs.

키워드

XML, 암호화, 자서명,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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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선 인터넷 기술과 휴 용 단말기 제조기술의 

비약 인 발 으로 기기뿐만 아니라 랫폼 한 경량

화되었다. 이 경량화된 랫폼을 통해서 휴 용 단말은 

기존의 음성 통화 기능을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에 

한 근을 가능하게 하 다. 재 휴 용 단말은 MP3, 

동 상, DMB 수신 등 디지털 콘텐츠 소비 역으로 용도

가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와이 로(Wibro), 융결

제, 융조회 등 서비스 역으로도 용도가 확장되어 개

인정보처리 심으로 그 역할을 확 하고 있다[1,2]. 

휴 용 단말의 랫폼에서 해킹 로그램이나 악성

코드가 될 경우에 보안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

된다. 재 휴 단말에서 악성코드 공격이나 는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특히 융정보가 노출될 때는 심각

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량화된 모바일 환경에서 안

한 데이터 교환을 제공하기 해 XML 기반으로 XML 

암호화  XML 자서명 API를 설계  구 하 다. 이

를 통해서 실제로 모바일 기기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안 성, 효율성  표 화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3,4,5]. 

Ⅱ. 련연구

2.1 모바일 랫폼

그림 1. SKT 랫폼 구성도
Fig. 1. The architecture of SKT Plaform 

본 논문에서 사용한 SKT용 모바일 랫폼은 J2ME의 

구성 요소들을 독자 으로 구 한 것으로, SKT 클래스 

패키지는 SKT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API를 

정의한 것으로 J2ME 구성 요소 에서 OEM 특정 클래

스 부분에 해당된다[6]. 

한, 사용자 정의 API 패키지는 본 논문에서 설계한 

암호화  자서명을 해 API들을 정의한 것이다. 그

림 1은 SKT용 모바일 랫폼의 구성 요소로 단말기에 

탑재되는 내용이며, 랫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2.2 XML 암호화

XML 암호화는 XML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 결과를 

XML로 표 하는 기술이다. XML 암호화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암호화 가능하며 암호화에 사용된 알

고리즘과 암호화 키값을 명시한다. 그림 2는 XML 암호

화 요소 스키마이다.

 

그림 2. XML 암호화 요소 스키마
Fig. 2. XML Encryption Schema 

EncryptedData 요소는 XML 문서 암호화에서 암호화

된 데이터를 체하여 새로운 문서 루트처럼 사용된

다. EncryptionMethod 요소는 암호화 데이터에서 용

한 암호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선택 인 요소이다. 

CipherData 요소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필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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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Info 요소는 XML 문서의 자서명에서 사용되는 

요소인데 XML 문서 암호화에서도 키 정보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7,8,9].  

2.3 XML 자서명 구조  송, 수신자 모델

XML 자서명의 문법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XML 자서명 문서 기본 구조
Fig. 3. The architecture of XML Digital 

Signature Document

Signature 요소는 id 속성을 통해 여러 개의  인스턴스

를 구분하며, 서명의 구성  식별을 할 수 있게 한다. 

SignedInfo 요소는 정규화 알고리즘, 서명 알고리즘, 그

리고 한 개 이상의 참조값을 포함한다. Referance 요소는 

다이제스트 알고리즘, 다이제스트 값, 그리고 선택 사항

으로 서명되는 객체의 식별자와 객체의 유형과 다이제

스트 계산에 앞서 용될 일련의 변환 등을 규정한다

[9,10].      

 

Ⅲ. XML 암호화  자서명 API 설계

3.1 암호화 API 설계

암호화 API는 XML 암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

리즘의 API를 정의하고 있다. 사용한 암호화 알고리즘

으로 AES, DES, 3DES, SEED, RSA이다

그림 4는 해당 데이터에 해 XML 문서를 생성하고 

필요한 데이터에 한 암호화를 한 알고리즘을 선택

하기 해 암호화 문서 생성  선택 방법에 한 그림이

다. 데이터를 XML화하고 이 에서 필요한 부분의 데이

터를 암호화하기 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암

호화한다. *Enc, *Dec는 해당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원본 

데이터를 암호화  복호화한다. des3_random_generate_ 

key는 Triple DES 암호화 알고리즘에 사용할 키를 랜덤

으로 생성하며, SeedEncRoundKey는 키 데이터를 암호

화한다. RSAKeyGen은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하며 

RSA(Encryption, Decryption)은 개인키로 암호화  공개

키로 복호화 한다. 

그림 4. 암호화 API 
Fig. 4. API of Encryption 

3.2 자서명 API 설계

자서명 API는 암호화된 XML 문서를 자서명 하

기 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API를 정의하고 있다. 그

림 5는 자서명 API에 사용되는 함수들의 내용이다. 

자서명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DSA, KCDSA이다. DSA_ 

GetKeyData는 키 일을 메모리에 재하며, *_Sign, 

*_Verify는 각각 해당 서명 알고리즘으로 서명 생성  

검증을 실시한다.  

    

3.3 XML 암호화 API 설계

XML 암호화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 결과에 해 

XML 문법을 사용해서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암호화 키를 사용해서 블록이나 스트

림 형태의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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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XML에 들어있는 원본 URI의 암호화된 형태이다. 

그림 6은 XML 암호화 수행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자서명 API 
Fig. 5. API of Digital Signature 

  
그림 6. XML 암호화 수행과정
Fig. 6. XML Encryption Process

3.4 XML 자서명 API 설계

XML 자서명은 자문서를 통해 공문서로서의 효

력을 갖게 하기 한 기술이며 암호화와 한 련이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기 해서는 정형화, 해쉬, 서명, 

검증에 한 기능이 요구된다. 그림 7은 XML 자서명 

수행 과정  내용이다. xmlsigSignature은 XML 자서

명을 실행하며, xmlsigSignature(Enveloped, Enveloping, 

Detached)는 각각 원본 문서에 서명이 포함, 서명이 원본 

문서를 포함, 서명과 원본 문서가 분리된 XML 자서명

을 수행한다. 

그림 7. XML 자서명 수행과정
Fig. 7. XML Digital Signature Process

Ⅳ. 시뮬 이션 시스템 설계  구

XML 암호화  자서명의 체 모듈의 구성은 

XML DOM 서, XML 암호화 모듈, 암호화 알고리즘 모

듈, XML 자서명 모듈, 자서명 알고리즘 모듈, 

Base64 부호화 모듈, XML 정규화 모듈로 총 7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은 XML 암호화  자서명을 

한 시뮬 이션 모듈의 구성도이다.  

 

그림 8. 시뮬 이션 모듈 구성도
Fig. 8. The architecture of Simulation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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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본문에서는 IBM-PC 호환 컴퓨터(Core(TM)2 Duo 

CPU 2.26GHz)와 Windows XP Professional Service Pack 3

의 운 체제 환경에서 설계한 XML 암호화  자서명 

API과 모듈들을 시뮬 이션 하기 한 시스템을 구  

하 으며, 개발 도구는 SKT용 에뮬 이터와 디버깅을 

해 Microsoft Visual C++ 6을 사용하 다. 

4.1 시뮬 이션 시스템 구  시나리오 

먼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상품 정보

와 결제 정보를 각각 암호화  자서명하여 서버에 

송한다. 이때 서버는 서명 검증  해당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삽입한다. 매자는 서버에 속하여 결제 정보

를 확인하고, 서버에 구매자에게 발송 정보를 발송하면, 

구매자는 다시 서버로부터 받은 발송정보를 수신 후 확

인한다. 이 과정은 6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림 9는 시

스템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그림 9. 시스템 시나리오
Fig. 9. System Scenario

4.2 구매자 모듈 구

본 논문에서 설계한 시스템을 용하여 구매자와 

매자를 구 하 으며 구매자와 매자의 결제를 연결

하는 쇼핑몰 서버를 구축하 다.

그림 10은 구매자 측 모마일 기기에서 진행된 내용이

다. 구매자는 쇼핑몰에 속하여 물품을 선택하고 선택

된 물품 정보와 함께 구매자의 결제 정보가 XML 문서

로 생성된다. 이후 생성된 XML 문서에 기재된 결제정

보를 보호하기 해 암호화 알고리즘과 자서명 알고

리즘을 선택하여 결제정보를 암호화  자서명을 진

행한다.

 

<생성된 XML 결제문서>  <XML 주문  결제 정보>

그림 10. 서명된 XML 문서
Fig. 10. Signatured XML Documents 

4.3  서버 모듈 구

그림 11은 서버의 화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버는 

구매자 정보 생성부, 매자 정보 생성부, 자서명 생성 

 검증부, 서버 제어부, 로그 메시지 생성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XML 자상거래 서버
Fig. 11. XML E-Commerc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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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정보 생성부에서는 구매자가 보낸 물품 요청 

문서가 XML 암호화  자서명 되어 표시되고, 메시지

가 도착한 후 주문서 서명 검증이 이루어 진다. 한, 

매자가 구매자에게 보내는 배송 문서가 표시된다. 매

자 정보 생성부에서는 매자에게 보낼 주문 정보가 구

매자 정보 삽입  자서명 된 후 표시되며, 매자가 

구매자에게 보낼 배송 확인서 검증  배송 확인서 생성 

 자서명된 문서가 표시된다. 자서명 생성  검증

부에서는 각 단계별 자서명  검증이 이루어진다. 로

그 메시지 생성부에서는 각 단계별로 실행되는 이벤트

들 즉, 각종 확인 메시지, 속 포트번호, 송  수신 데

이터의 크기, 돔 서 기화 성공 여부 등을 표시해 

다. 서버 제어부는 반 으로 서버를 실행하거나 종료

한다. 

4.4 매자 모듈 구

그림 12는 매자가 서버에 속한 후 주문서 확인을 

선택하면 서버는 매자 모바일 기기에 주문서를 송 

시켜주는 내용이다. 이 결재 문서에는 구매자의 개인 정

보가 암호화되어 있다. 한 매자가 구매자에게 보낼 

배송 확인 문서를 생성하 다.

   <주문서 정보>

 

 <배송 확인 문서>

그림 12. 서명 검증된 XML 문서 
Fig. 12. Verified XML Documents

Ⅴ. 고찰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 과 휴

용 기기의 발 으로 새로운 랫폼들이 다양화됨으

로 인해 무선 네트워크와 모바일 기기 상에서 각종 자

상거래 행  시 결제  신상 정보 등의 정보 유출과 같

은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두되고 있다. 따라서 

m-Commerce 환경에서 모바일 기기들 간의 통신에서 빈

번히 발생되고, 문제시 되는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보안 

제반 기술을 확보하며,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교환 할 

문서에 한 XML 암호화  XML 자서명의 생성  

검증하기 해 련 표 을 따르는 암호화 API, 자서

명 API, XML 암호화 API, XML 자서명 API를 설계하

다. 한, 이를 검증하기 해 시뮬 이션 시스템을 구

하 다.

모바일 기기 특성에 맞게 목하여 요한 데이터 정

보에 해 암호화를 진행하 다. 사용한 암호화  자

서명 기법으로는 재 PC기반에서 범 하게 사용하

여 이미 안 성이 검증된 DES를 기반으로 3DES, AES, 

SEED 등을 칭키 알고리즘으로 사용하 으며, 공개키 

알고리즘으로는 RSA, DSA, KCDSA 등을 사용하고 

SHA1, MD5, HMAC 등 해쉬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설계된 API들에 한 실용성과 상용성을 검증하기 

해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

다. 이를 해서 통신사에 가입된 모바일 기기들과 가

상 XML 자상거래 서버를 마련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시뮬 이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 다. 이와 같은 

설계는 암호화  자서명 된 데이터들이 모바일 기기

와 서버를 거칠 때 마다 서명과 검증의 과정을 반복하게 

만들어서 데이터들의 보안성을 강화 시킬 수 있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API들로 구 된 시스템은 경

량화된 모바일 환경에서의 보안성능을 향상시키고 보

안 제반 기술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처리하기 

해 인코딩 방식을 XML 정보의 집합체인 Fast-Infoset 

방식  임베디드 환경을 한 API에 한 최 화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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