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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연구․교육기관들의 협업 생태계 구축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협업 인프라를 소개한다.  
통합협업 인프라는 국내 연구․교육기관, 관련 상용 서비스 업체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

업 지원 시스템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특히 제안한 통합협업 인프라는 ID 페더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협업 참여 기

관들의 연구자원 공유를 위한 사용자 인증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협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본 논문은 국가과

학기술연구망에 구축한 통합협업 인프라에 대해 기술하고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동작 방식을 검증한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n online collaboration infrastructure in order to build a nationwide collaboration ecosystem 
in research and education areas. The proposed infrastructure involves domestic research institutes, education 
institutions and related commercial service vendors. It also includes various systems and services which can promote 
their online collaboration. Especially it provides the user authentication framework based on identity federation which 
facilitates the share of various ICT resources across different organizations, thereby enabling the efficient R&D 
collaboration. We deploy and validate the user authentication framework of the infrastructure on KRE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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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협업은 데이터 공유 및 정보 교환을 통해 업무의 효

율성을 배가시키고 다양한 분야 및 기관 간의 경계를 

허물어 조직의 유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너지를 극

대화한다[1,2]. 특히 지식기반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R&D 사업에 있어 협업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 다양한 

연구 분야 및 교육․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자

는 폐쇄적인 연구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주제를 발굴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양

적․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R&D 협업

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협업을 

진행하려는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연구․교육 분야의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업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3-10].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는 협업 참여 기관 간 연구

자원의 원활한 공유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

자원이란 연구․개발에 필요한 모든 유형․무형의 자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식정보, 원천 데이터 등의 정

보자원, 각종 연구 장비, 스토리지, CPU 등의 하드웨어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칭

한다. 연구자원의 공유를 위해서는 외부 협업 연구자

들이 접근권한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연구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연구자원을 제공하는 기관

의 입장에서는 연구자원에 대한 연구자원 접근제어, 
차별적 권한 부여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연구자 입장에서는 각종 연구자원을 보다 편리

하고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 협업 인프라가 마

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연구․교육기관들의 협업 생

태계 구축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협업 인프라를 

소개한다. 제안된 통합협업 인프라는 연구자원을 공

급하는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SP), 사용자 

정보 수집․관리 및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ID 제공

자(Identity Provider, IdP),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

를 중개하는 협업 플랫폼(collaboration platform, CP)으
로 구성되며, 사용자 인증 및 연구자원에 대한 접근제

어를 위해 ID 페더레이션 기술을 활용한다. 
ID 페더레이션(Identity Federation[11-13])이란 ID 

제공자에서 수행된 사용자 인증 결과 및 사용자 속성 

정보들(e.g., 소속기관, 직급 등)을 서비스 제공자들이 

활용하는 기술이다. 통합협업 인프라는 ID 페더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사용자 인증 기

능을 분리하여 ID 제공자에게 위임한다. 연구자가 서비

스 제공자의 연구자원에 접근할 때 서비스 제공자는 협

업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ID 제공

자에게 사용자 인증을 요청한다. ID 제공자는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ID 제공자로부터 전

송된 인증 결과와 사용자 속성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연구자원에 대한 접근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제안된 통합협업 인프라에서 연구자들은 별도의 서

비스 가입 없이 자신이 속한 소속기관의 인증 정보만으

로 타 연구기관의 연구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협업

의 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각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고가의 연구 장비, 원천데이터 등을 

통합협업 인프라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연구자원의 활

용률을 극대화하고 연구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통합협업 인프라는 연구기관들이 개별적으

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원을 국가적으로 공유하기 위

한 국내 최초의 협업 인프라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대표적

인 협업 인프라들의 구축 사례를 살펴본다. 제 3장 및 

제 4장에서는 통합협업 인프라의 개요와 개발에 대해 

각각 기술한다. 제 5장에서는 통합협업 인프라에서의  

활용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 맺음

말을 통해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Ⅱ. 해외 협업 인프라 구축 사례

세계 각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연구․교육 분야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 호주의 협업 인프라 

사례를 살펴본다.

2.1. InCommon

InCommon[3]은 미국 내 다수의 대학, 연구소, 상용 

서비스 업체들이 참여한 국가적 협업 인프라이다. 
InCommon은 ID 페더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각 연

구․교육기관들이 보유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클라

우드 서비스 등과 상호 연계함으로써 전국적 규모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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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현재 466개의 교

육기관, 33개 비영리 연구기관, 204개의 클라우드 서비

스 업체 등 총 700개 이상의 단체가 InCommon에 참여

하고 있으며 750만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InCommon과 

연계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2.2. SURFconext

SURFconext[4]는 네덜란드의 SURFnet이 서비스 중

인 협업 플랫폼으로써 ID 페더레이션을 통해 전국적 규

모의 통합인증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소속기관 

및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가상 연구 그룹을 

조직할 수 있도록 그룹 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15년 현재 150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와 112개의 ID 제공자가  SURFconext에 의해 상호 연

동되고 있으며 해당 수치는 자국 내 교육 및 연구기관 

소속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SURFnet은 오픈소스 협업 플랫폼인 OpenConext 

[14]를 개발하여 공개하였다. OpenConext는 협업 지원

을 위한 다양한 공개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되어 각국의 

협업 인프라 구축 시 참조․활용되며 ID 페더레이션을 

위한 SAML2.0 기반의 SAML 중개 기능과 그룹조직을 

위한 그룹 중개 기능이 주요 기능이다. GUI(Graphic 
User Interface) 기반의 관리자 도구들을 포함하며 개별 

사용자가 자신의 프로파일 정보를 조회․관리할 수 있

도록 웹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포함한다. 또한 

사용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ID 제공자들을 관리하

고 목록을 제공하는 ID 제공자 탐색 서비스(Identity 
Provider Discovery Service)를 제공한다. 

2.3. GakuNin

일본의 국립정보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NII)는 일본 내 80% 이상의 국공립 대학이 

가입된 과학기술정보망(Science Information Network, 
SINET)을 운영하며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업 서

비스 및 디지털 컨텐츠 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R&D 
협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 연구소, 상용 서비스 

업체들이 참여하는 연구자원에 대한 공동 활용 체계를 

만들기 위해 ID 페더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GakuNin
(學認)[5]을 구축 후 서비스 중이다. GakuNin은 전자저

널 및 학술정보서비스를 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90% 이상의 일본 내 국립대학과 총 100여개의 서

비스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2.4. AAF

AAF(Australian Access Federation[6])는 2009년부

터 호주 정부의 지원 아래 ID 페더레이션 기반의 협업 

인프라를 개발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ID 페더레이션 

및 협업 지원 서비스를 상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자저널, 스토리지 서비스, 의학․언론학 등 전문분야

의 서비스를 포함해 총 100여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국 내 대학 위주로 구성된 50여개의 교육․

연구기관들이 AAF에 참여 중이다.

Ⅲ. 통합협업 인프라의 개요

본 절에서는 제안된 통합협업 인프라의 개요에 대해 

기술한다. 제시된 협업 인프라는 소속기관이 다른 구성

원들의 협업 지원 기능에서 나아가, 개별 기관이 보유

한 연구자원을 통합협업 인프라를 통해 논리적으로 중

앙 집중화함으로써 연구자원들에 대한 국가적 공동 활

용을 위한 통합환경 구축을 목표함으로써 통합협업 인

프라라 명명한다.

3.1. 통합협업 인프라의 구조 및 기대효과

제안된 통합협업 인프라는 개별 교육․연구 기관 간 

협력 증진 및 연구자 간 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

양한 협업 서비스와 연구자원들을 모두 포함하는 협업 

환경이다.

그림 1. 통합협업 인프라의 구성요소

Fig. 1 Components of collaboration infrastructure

그림 1은 통합협업 인프라의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제안한 통합협업 인프라는 서비스 제공자, ID 제공자, 
협업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각종 연구

자원 및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연구

자원을 제공하는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 제공기관 및 

상용 서비스 업체가 포함된다. ID 제공자는 사용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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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정보 등을 관리하고 인증 수행 후 인증 결과와 사용

자 속성정보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연구․교육기관들

이 구성원에 대해 ID 제공자로 기능한다. 협업 플랫폼

은 ID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사용자 인증 요청 및 

결과 등의 메시지를 중개한다. 
ID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는 사용자 정보 및 

연구자원 공유, 접근권한, 과금 등에 대한 합의된 정책 

및 상호 신뢰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협업 플랫폼은 사

용자 인증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를 중개

하며 ID 제공자의 인증 결과 및 사용자 속성 정보를 서

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전달받

은 인증 결과와 사용자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에게 연구자원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안한 통합협업 인프라는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가

진다.
∙연구자는 소속기관에 등록된 자신의 인증 정보를 

이용해 통합협업 인프라 내 다양한 연구자원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또
한 사용자 정보가 소속기관에서만 유지되므로 개인정

보 유출의 위험이 감소하고, 소속기관의 사용자 정보

만 유지하면 되므로 사용자 ID 및 암호의 관리가 용이

하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정보 수집 및 관리, 인

증 기능을 ID 제공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인증시스

템 구축 및 사용자 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인증 관리 비

용을 낮추고 서비스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ID 제공자 기능을 담당하는 연구․교육기관은 협

업에 필요한 고가의 연구자원이나 필수적이지만 활용

률이 낮은 R&D 응용서비스를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

게 위탁(outsourcing)함으로써 서비스 환경 구축 및 운

영에 요구되는 인적, 공간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2. SAML 2.0 기반의 사용자 통합인증 절차

ID 페더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SAML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15])을 활용한다. 
SAML은 통합인증(Single-Sign On)을 위해 제정된 국

제표준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 간 사용자 인증

을 요청하고 인증 결과 및 사용자 속성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XML 기반의 프로토콜이다. SAML에 따른 사용자 

인증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는 메타데이터

를 교환해야 한다. 
메타데이터에는 서비스 제공자 및 ID 제공자의 고유 

식별자인 엔티티 ID, 통합인증서비스 URL (ID 제공자

의 경우) 또는 인증회신 URL(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인
증서 정보 등을 포함한다.

그림 2. SAML 2.0 표준에 따른 통합인증 절차

Fig. 2 SAML 2.0 authentication

그림 2는 SAML에 따른 통합인증 절차를 보여준다. 
서비스 제공자의 웹 페이지는 자원에 대한 사용자 인증

을 위해 ID 제공자의 웹 페이지로 자동 이동된다. ID 제
공자에서 사용자 인증을 완료하면 ID 제공자는 인증 결

과와 사용자 속성 정보가 포함된 응답 메시지를 사용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 전달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인증 결과와 사용자 속성 정보를 바탕으로 자

원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여부를 결정한다. 

3.3. 협업 플랫폼

실제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가 참여 시 

ID 페더레이션은 SAML 연결 구조에 따라 Full mesh 
방식 또는 Hub & spoke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3. Full mesh ID 페더레이션

Fig. 3 Full mesh ID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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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가 1:1 SAML 
연결 관계를 맺는 Full mesh 방식을 보여준다.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는 메타데이터를 1:1로 상호 교환해

야 하므로 새롭게 참여한 서비스 제공자는  ID 제공자

들과 메타데이터를 직접 교환해야 한다. ID 제공자 입

장에서도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가 추가될 때마다 메타

데이터를 교환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그림 4. Hub & spoke ID 페더레이션

Fig. 4 Hub & spoke ID federation

그림 4는 Hub & spoke 방식을 보여준다. 서비스 제

공자와 ID 제공자 간 SAML 메시지는 SAML 중개 서

버(SAML proxy server)에 의해 전달된다. 서비스 제공

자와 ID 제공자는 SAML 중개 서버와 1:1 연결 관계를 

맺는다. SAML 중개 서버는 외부 ID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자와 대응되는 내부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를 

포함한다. Hub & spoke 방식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는 SAML 중개 서버와 1:1 연동되며 추가적인 

메타데이터 교환 없이 SAML 중개 서버에  기 연동된 

모든 ID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자와 ID 연계된다. 결과

적으로 Hub & spoke 방식은 full mesh 방식에 비해 

SAML 엔티티(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의 메타데이

터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림 5. 협업 플랫폼의 주요 기능 요소

Fig. 5 Functional block of collaboration platform

통합협업 인프라는 SAML 엔티티의 메타데이터 관

리비용을 낮추기 위해 Hub & spoke 구조를 갖는다.
그림 5는 협업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도시화한 것이

다. 협업 플랫폼은 크게 서비스 등록기, 데이터베이스, 
중개 엔진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등록기는 서비스 제공

자와 ID 제공자의 메타데이터 등록,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 간 접근제어, 사용자 속성 정보 관리 등을 위

한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데이터베

이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의 메타데이터 및 관

리 정보를 저장한다. 중개 엔진은 SAML 중개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제공한다.
∙WAYF
WAYF(Where Are You From)는 ID 제공자 탐색 서

비스(Identity Provider Discovery Service)이다. 사용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ID 제공자의 목록을 사용자에

게 보여주고, 사용자가 선택한 ID 제공자로 웹 페이지

를 자동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SAML 중개

SAML 중개  모듈은 ID 페더레이션을 위한 핵심모듈

로써 SAML 메시지의 처리를 담당하며, 외부 ID 제공

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응되는 내부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 기능을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인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WAYF를 통해 결정된 ID 제공

자에게 인증 요청 메시지를 전달하고 ID 제공자가 보내

온 인증 결과와 사용자 속성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한다.
∙사용자 동의 및 속성 관리(Attribute Management)
사용자 인증 후 ID 제공자가 제공한 사용자 속성을 

유지․관리하며,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속성을 관리

하기 위해 사용자 속성을 변경․추가하는 기능을 담당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자 속성 정보를 전

달할 때 정보 제공 범위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얻는 역

할을 수행한다.
∙ 접근제어 리스트(Access Control List) 관리

ID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접근제어 기능을 담

당한다. ID 제공자는 사용자 속성 정보 등 개인정보보

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 신뢰 관계가 형

성된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사용자 정보를 제공한다. ID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각각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
공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접근을 허용하거나 모두 허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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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통합협업 인프라의 구축 환경

Fig. 6 Development of collaboration infrastructur

Ⅳ. 통합협업 인프라 개발

본 절에서는 서비스 제공자, 협업 플랫폼, ID 제공

자로 구성되는 통합협업 인프라의 구축에 관해 기술

한다. 그림 6은 서비스 제공자, 협업 플랫폼, ID 제공자

로 구성된 통합협업 인프라의 구축 환경을 보여준다. 
환경구축을 위해 이용된 소프트웨어 목록은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통합협업 인프라의 구축에 이용된 소프트웨어 목록 

Table. 1 Software packages for implementing collaboration 
infrastructure

SW name SP IdP CP Version

CentOS ○ ○ ○ 6.2 

simpleSAMLphp ○ ○ 1.13.0

OpenConext VM ○ 74.4

Apache ○ ○ ○ 2.2.15

PHP ○ ○ ○ 5.3.3

OpenJDK ○ ○ ○ 1.7.0_65

4.1. SAML 2.0 소프트웨어 

ID 페더레이션을 위한 SAML 2.0 소프트웨어는 

JAVA 기반의 Shibboleth[16]와 PHP(Hypertext Prepro- 
cessor) 기반의 simpleSAMLphp[17]가 사용되고 있다.

표 2는 simpleSAMLphp와 Shibboleth를 비교한 것이

다. simpleSAMLphp는 설치가 용이한 반면 Shibboleth
는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 simpleSAMLphp와 Shibboleth 비교

Table. 2 simpleSAMLphp vs. Shibboleth

Characteristics simpleSAMLphp Shibboleth

language PHP JAVA

web server Apache based Tomcat based

configuration PHP configuration XML configuration

developer UNINETT Internet2

deployment fast growing user base largely installed base

OAuth/OpenID ○ -
IdP-SP bridge ○ -

통합협업 인프라는 설치와 관리가 용이한 simple 
SAMLphp를 SAML 2.0 소프트웨어로 활용한다. 
Shibboleth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SAML 엔티티들도 

협업 플랫폼을 통해 ID 페더레이션 환경에 참여할 수 

있다. 

4.2.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는 협업 플랫폼을 통해 ID 제공자에게 

사용자 인증을 요청하고 웹 응용은 회신 받은 인증 결

과 및 사용자 속성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자원에 대한 

사용 권한을 결정한다. 
SAML 소프트웨어인  simpleSAMLphp는 서비스 제

공자 기능을 수행하며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  웹 응

용과 연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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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impleSAMLphp API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Table. 3 User authentication using simpleSAMLphp API

/* load simpleSAMLphp classes
require_once('/var/simplesamlphp/lib/_autoload.php');

/* select our authentication source: */
$as = new SimpleSAML_Auth_Simple('cp');

/* authenticate a users */
$as->requireAuth();

/* provide resources to users */

표 3은 웹 응용에서 simpleSAMLphp API (App- 
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사용자를 인

증하는 예제 코드이다. 웹 응용은 사용자 인증을 요청

할 인증소스(cp, 협업 플랫폼)를 지정한 후 연구자원을 

요청한 사용자 인증을 요청한다. 인증에 성공하고 인가

된 사용자에 대해 웹 응용이 보유 중인 연구자원을 제

공한다.

 

그림 7. 웹 응용과 simpleSAMLphp 간 사용자 인증 과정

Fig. 7 User authentication flow between Web application 
and simpleSAMLphp

그림 7은 표 3의 API를 이용해 로그인을 시도할 때 

웹 응용과 simpleSAMLphp 간 인증 요청의 처리 과정

을 보여준다. 웹 응용은 인증을 수행할 인증소스, 즉 협

업 플랫폼을 지정한 후 simpleSAMLphp API를 호출한

다. simpleSAMLphp는 표 4의 인증소스와 표 5에 기록

된 ID 제공자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참조해 사용자 인증

을 시도한다. 

표 4.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소스 설정 

Table. 4 Configuration of authentication source at SP

/* config/authsources.php */
/* authentication source name */
[‘cp’] => array(
  ‘saml:SP’,
  ‘entityID’ => ‘sp_entityID’,
  ‘idp’ => ‘cp_idp_entityID’,
  ‘privatekey’ => ‘sp_saml.key’,
  ‘certificate’ => ‘sp_saml.crt’,
);

표 4는 인증소스의 설정내용으로써 인증소스의 이

름, 서비스 제공자의 엔티티 ID 및 협업 플랫폼의 엔티

티 ID, 인증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인증서 정보는 서비

스 제공자의 메타데이터에 포함되며 메타데이터 교환 

시 협업 플랫폼에 등록된다. 

표 5. 서비스 제공자에 등록된 CP의 메타데이터 정보 

Table. 5 CP metadata registered at SP

/* metadata/saml20-idp-remote.php */
$metadata[‘cp_idp_entityID’] = array(
  ‘entityid’ => ‘cp_idp_entityID’,
  ‘expire’ => ‘expiration time’, 
  ‘SingleSignOnService’ => 
    array (
      0 =>
      array (
      ‘Binding’ => 
         ‘urn:oasis:names:tc:SAML:2.0:bindings:HTTP-Redirect’,
        ‘Location’ => ‘cp_sso_url’,
      ),
    ),
 ‘keys’ =>
    ...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10 : 2429~2440 Oct. 2015

2436

표 5는 서비스 제공자에 등록된 협업 플랫폼의 메타

데이터 정보이다. SAML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협업 플

랫폼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ID 제공자처럼 동작한다. 
메타데이터 정보에는 협업 플랫폼의 엔티티 ID, 인증요

청 메시지를 전송할 통합인증 URL 주소(SingleSignOn 
Service), 인증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인증소스와 ID 제공자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참조한 후, 
인증요청을 위해 사용자 웹 페이지를 협업 플랫폼의 통

합인증 URL주소로 이동시킨다. 이후 ID 제공자로부터 

얻은 인증 결과 및 사용자 속성 정보를 협업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전달 받는다. 최종적으로 웹 응용은 인증

에 성공하고 사용자 속성 정보를 통해 접근 권한이 부

여된 사용자에 대해 연구자원을 제공한다. 

4.3. ID 제공자

ID 제공자는 사용자 인증기능과 사용자 속성 정보를 

제공하는 SAML 엔티티이며 simpleSAMLphp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구축한다. ID 제공자는 사용자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인증 결과와 

사용자 속성 정보를 협업 플랫폼에 전달한다. 

그림 8. ID 제공자 측 사용자 인증 과정

Fig. 8 User authentication flow at IdP

그림 8은  ID 제공자의 사용자 인증 과정을 도식화

한다. 인증소스는 SQL,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X.509, Radius 등 다양한 사용자 데이

터베이스와 연동된다. ID 제공자는 인증소스를 이용해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을 수행

하며 인증에 성공한 사용자의 속성 정보를 연동된 사용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얻는다.

표 6. ID 제공자의 메타데이터 설정

Table. 6 Configuration of metadata at IdP

/* metadata/saml20-idp-hosted.php */
$metadata[‘idp_entityID’] => array(
  ‘host’ => ‘__DEFAULT__’,
  // authentication source 
  ‘auth’ => ‘secure-auth’, 
  ‘privatekey’ => ‘idp_saml.key’, 
  ‘certificate’ => ‘idp_saml.crt’, 
);

표 6은 ID 제공자의 메타데이터 설정파일을 보여준

다. 설정파일은 ID 제공자의 엔티티 ID, 인증소스의 이

름, 인증서 정보를 포함한다. 통합협업 인프라는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보다 다양한 암․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 및 확장성이 강화된 독자적 

인증소스를 제공한다(secure-auth). 

표 7. 사용자 인증소스의 설정 

Table. 7 Configuration of authentication source 

/* config/authsources.php */
 ‘secure-auth’ => array(
  /* CustumModulePackage:CustomModuleName */
  ‘sec_authentication : sec_credential_check’,
  ‘dsn’ => ‘mysql:host=localhost;dbname=db_name’,
  ‘username’ => ‘db_admin’,
  ‘password’ => ‘db_passwd’,
);

표 7은 인증소스의 설정내용을 보여준다. 인증소스

는 SQL 기반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며 sec_ 
authentication:sec_credential_check는 독자적으로 개발

된 후 simpleSAMLphp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모듈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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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다. 

4.4. 협업 플랫폼

협업 플랫폼은 네덜란드의 SURFnet에서 오픈 소스

로 공개한 OpenConext를 활용해 구축하였다. Open 
Conext는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구동되며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은 PHP 또는 JAVA로 구현되어 있다. 
ID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협업 플랫폼과 연

동되려면 각 제공자의 메타데이터 정보가 협업 플랫폼

에 등록되어야 한다. 서비스 등록기는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의 URL로부터 메타데이터 정보를 자동으로 

읽어 들여 협업 플랫폼에 등록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아래의 그림 9는 협업 플랫폼에 등록된 ID 제공자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보여준다. ID 제공자의 메타데이터

에는 사용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인증 URL이 

포함된 바인딩 (SingleSignOn binding)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의 메타데이터에는 인증 결과를 수신․처리하는 

곳의 바인딩(AssertionConsumerService binding) 정보

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SAML 메시

지 교환을 위해 인증서 정보가 등록되어야 한다.

그림 9. 협업 플랫폼에 등록된 ID 제공자의 메타데이터 정보

Fig. 9 IdP metadata registered in collaboration platform 

협업 플랫폼은 그림 10과 같이 메타데이터 정보 외에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 간 접근제어, 사용자 속성 

변경 등을 추가적으로 설정 할 수 있다. 

접근 제어 기능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또는 ID 제공

자)는 모든 ID 제공자(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허용하거

나 지정된 ID 제공자(또는 서비스 제공자)만 선택적으

로 허용할 수 있다.
 

그림 10.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제어 설정

Fig. 10 IdP Access control for an SP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속성정보를 

ID 제공자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협업 플랫폼에서 수동

으로 추가할 수 있다. 표 8은 누락된 두 개의 속성을 ID 
제공자의 속성 관리(Manipulation) 메뉴를 이용해 수동

으로 추가하기 위한 코드를 보여준다. 사용자 ID와 소

속기관의 최상위 도메인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을 예시

한다.

$attr_uid = “urn:mace:dir:attribute-def:uid”;
$attr_sho = “urn:mace:terena.org:attribute-def: 
schacHomeOrganization”; 
$attributes[$attr_uid] = array(‘kildong’);    
$attributes[$attr_sho] = array(‘kisti.re.kr’);

표 8. 속성 관리(Manipulation) 메뉴를 이용해 수동으로 속성을 

추가하기 위한 코드

Table. 8 Code in order to add the required user attrib- 
utes by using attribute manipulation menu 

4.5. 사용자 속성 정보 관리

서비스 제공자와 연동된 웹 응용은 연구자원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사용자 속성을 필요

로 한다. 반면 ID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

공되는 사용자 속성들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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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협업 인프라는 서비스 제공자의 과도한 개인정

보 요구를 방지하고 ID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사용자 속

성들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핵심 속성을 규정한다. 
현재 통합협업 인프라의 핵심 속성은 표 9와 같이 정의

되어 있으며 추후 서비스의 확장과 더불어 핵심 속성도 

추가될 수 있다. ID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

보 수집 및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18]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한다. 

표 9. 통합협업 인프라의 핵심 속성

Table. 9 Core attributes for KREONET collaboration 
infrastructure

Attribute Schema Example

eduPersonTargetedID eduPerson (opaque value)

displayName inetOrgPerson Hong Kil-Dong

mail inetOrgPerson hk.dong@email.com

eduPersonAffiliation eduPerson student

organizationName KISTI

Ⅴ. 활용 시나리오

본 절에서는 구축된 통합협업 인프라의 사용자 인증 

시나리오에 대해 기술한다. 

그림 11. 협업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ID 제공자 목록

Fig. 11 IdP list provided by collaboration platform

사용자가 웹 응용에 접속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웹 페

이지를 협업 플랫폼으로 자동 이동시키고, 협업 플랫폼

은 사용자에게 서비스와 연계된 ID 제공자 목록을 보여

준다(그림 11 참조). 사용자 정보가 등록된 ID 제공자를 

선택하면 웹 페이지는 ID 제공자의 사용자 인증 페이지

로 이동된다.

그림 12. ID 제공자에서 사용자 인증 화면

Fig. 12 User authentication at IdP 

그림 12와 같이 ID 제공자의 사용자 인증 페이지로 

이동하면 사용자 ID와 암호를 입력한다. 인증이 성공할 

경우 ID 제공자는 협업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

게 인증 결과와 사용자 속성 정보를 전달한다. 
ID 제공자는 사용자 속성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그

림 13과 같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요

청한다. 

그림 13. 사용자 동의 요청 화면 

Fig. 13 Request for user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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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동의 요청은 서비스 제공자 및 ID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정보 제공 시 매번 수행되거

나 필요 시 수행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ID 제공자가 전송한 인증 결과 및 

사용자 속성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자원에 대한 접근 권

한을 확인한다. 웹 응용은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연구

자원을 차등 제공한다. 그림 14는 서비스 제공자의 웹 

응용이 ID 제공자로부터 인증 받은 사용자 속성을 출력

하는 그림이다.

그림 14. 인증 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사용자 속성 정보

Fig. 14 User attributes provided by SP after user

Ⅵ. 결  론

본 논문은 국내 연구․교육기관들의 온라인 연구협

업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협업 인프라를 소개했다. 제안

된 통합협업 인프라는 ID 페더레이션 기술을 이용해 연

구자원을 국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 인증 프레

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인프라의 성능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 현재 국내 대학들과 ID 연계 구축이 진행 

중이다. 
ID 연계 참여 기관이 증가해 다수의 사용자가 확보

되면 이를 기반으로 향후 통합협업 인프라의 기능 개선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자국의 독창적

인 협업 인프라 확보와 R&D 협업 생태계 육성에 기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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