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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Web 서비스들이 개발되었고, 사용자는 다수의 ID와

Password를 생성하고 관리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자

중심의 ID 관리 기술이 개발되어 졌고 그 중 OpenID 방식은 간단하면서도 가벼운 ID관리 방식으로

점차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보안적인 측면에서 피싱, 스팸 등 다양한 취약점을 노출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OpenID 시스템에 스마트폰과 QR코드를 적용하

여 보다 안전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Web 2.0이라는 개념이 대두 되면서 인터넷 환경

은 급속하게 변화하였다. 다양한 Web 서비스들이

개발되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는 여러 시스템 및 도

메인에 다수의 ID와 Password를 생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면

에서 기존의 ID와 Password를 통한 인증방법을 대

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ID 관리 방법이 필요하게 되

었다.

ID관리 기술은 ID의 생성, 이용, 관리, 폐기 등과

같은 사용자 개인정보의 생명주기 전반에 제도적,

관리적, 기술적인 기능을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다. 현재

사용자의 ID 관리 기술은 개별 사업자 관리형, 사업

자 연합형, 사용자 중심형 등 크게 3가지로 구분 지

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관리 기술 중 OpenID는

간단하면서도 가벼운 ID 관리 방식으로 점차 활성화

되고 있는 사용자 중심형 ID 관리 기술이다[2].

이러한 OpenID의 장점과 반대로 보안적인 측면에

서 IDP에 대한 신뢰성, 사용자의 행동 패턴 추적,

SSO(Single Sign On)시스템의 취약점과 같은 몇 가

지 큰 이슈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피싱 공격이라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OpenID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훼손하지 않고 안전한 피싱 방

지 기법을 제안한다[3].

2절에서는 관련연구로 OpenID의 개념과 취약점

그리고 QR 코드의 개념에 대해 기술한다. 3절은 제

안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OpenID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할 때 스마트폰과 QR 코

드를 활용한 인증 시스템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

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OpenID
2.1.1 서비스 개요 
OpenID는 사용자 중심 ID관리 시스템을 만족시켜

주는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기반의 단일

한 사용자 Identity를 제공하고, 사용자 중심의 분산

형 인증체계를 제공하는 규격이다. 기존의 ID가 숫

자나 문자의 조합으로 사용되었지만 OpenID는 웹브

라우저의 Uri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식별한다. 인증

에 필요한 Password가 기존에 다수의 서비스 제공

자에 의해 보관되었지만 OpenID는 다수의 ID를 관

리할 필요 없이 직접 운영하는 서버나 OpenID 인증

서버에 보관되어 OpenID를 지원하는 모든 사이트의

서비스를 OpenID 하나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OpenID는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상용화

되었고, 국내에서도 OpenID 제공 사이트가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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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

2.1.2 보안적 이슈
OpenID가 제안되었을 때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인

절차로 인해, OpenID는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가벼

운 인증 레벨 단의 사용(블로그에 가입절차 없이 댓

글을 달 수 있는 인증 수준)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

었기 때문에 OpenID의 신뢰성 및 보안성에 대한 문

제점들이 제기 되었고 몇 가지 취약점을 언급한다.

첫째, OpenID의 피싱 문제이다. OpenID에서 SP가

IDP에게 인증을 요청할 때,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거

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악의적인 SP가 사용자의 브

라우저에 피싱된 IDP의 인증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

다. 그러므로 악의적인 SP는 사용자가 IDP로부터

인증 받기 위해 입력한 사용자 인증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IDP의 인증 페이지에 대한 피싱

문제는 많은 대응책들(ex. Seat Belt, Verisign 인증

서, Personal Icon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각각의 장

단점들이 존재한다.[1][2] [그림 1]는 피싱 공격 과정

을 보여준다.

[그림 1] OpenID 피싱 공격 절차

① 정상적인 사이트로 오인하여 피싱 사이트에 접근

② 본인의 OpenID를 피싱 사이트에 입력

③ 정상적인 IDP가 아닌 공격자의 카피한 IDP의 로

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④ 공격자는 사용자를 속일 수 있도록 IDP에 접속

하여 로그인 화면의 복사 페이지를 생성

⑤ 공격자는 사용자에게 복사 페이지를 로딩

⑥ 피싱 사이트에 Credential(비밀번호)를 입력

둘째, OpenID를 발급하는 주체인 IDP의 신뢰에

대한 것이다. OpenID의 스펙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

나 IDP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즉, 악의적인 사용자

도 IDP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OpenID를 지원

하는 SP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인

증을 위해 IDP로 Redirect 시킬 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IP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셋째, OpenID 인증 수단에 대한 문제이다.

OpenID는 사용자 인증수단으로 패스워드를 사용하

고 있다. 그리고 OpenID는 다수의 SP에서 하나의

OpenID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 패스워

드가 노출되면 OpenID 를 지원하는 모든 SP에서

인증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OpenID로 연계된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많은

양의 개인정보 노출 위협이 있다.

넷째, 스팸의 경우는 간단한 로그인 작업으로 블로

그에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스팸성 댓글이 늘어

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2 QR 코드
QR 코드는 Quick Response Code의 약자로 검은

점으로 된 사각모양의 2차원 인식코드다. QR 코드

는 숫자, 문자, 한글 기호, 바이너리 제어 코드 등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데이터의

크기는 7,089문자(숫자)로 1개의 코드로 표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하기위

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4].

3. 제안 시스템

OpenID는 사용자가 웹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여

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IDP라는 인증 제공 업체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통

합하였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개인 신상 정보의 노

출 위협과 사이트 이용 및 아이디 관리라는 편의성

을 제공받게 되었다. 반면, 피싱 사이트 등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탈취 되었을 경

우 IDP 서버내의 사용자가 등록한 모든 정보를 취

득할 수 있다. 이는 OpenID가 활성화되는데 장애물

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OpenID를 신뢰할 수 없는 구

조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앞 절

에서 설명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OpenID

시스템에 스마트폰과 QR 코드를 적용하였고 [그림

2]는 제안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201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51 -

[그림 2] 제안 시스템 구조

※ SP(Service Provider), IDP(Identify Provider)

3.1 보안 서비스
3.1.1 스마트폰
기존 PC에서 수행하던 사용자 인증절차를 스마트

폰으로 이전하여 두개의 인증 채널을 통한 사용자

정보의 안전성을 향상 시킨다.

3.1.2 QR 코드
IDP에서 발송하는 QR 코드에 IDP와 사용자간의

비밀 값을 추가하여 피싱 사이트로 부터 안전성을

제공한다.

3.1.3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사용자 신용정보의 키재료로 사용하여

OpenID에서 발생하는 스팸성 댓글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킨다.

3.2 사용자 등록 
사용자는 [그림 4]와 같이 IDP에서 등록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4] 사용자 등록 절차

① 사용자: IDP에게 회원가입 요청

② IDP: 사용자에게 회원가입 정보 요청

③ 사용자: ID, 패스워드, 이름, E-mail, 전화번호

등 입력

④ IDP: OpenID 발급 및 등록 완료

3.3 상세 인증 과정
[그림 5]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제공 받

기 위하여 사용자 인증의 수행 과정을 상세히 나타

낸 그림이다.

[그림 5] 사용자 상세 인증 절차

① PC ⟶ SP
웹사이트에 서비스 요청

② SP ⟶ PC
사용자의 OpenID 정보 요청

③ PC ⟶ SP
소유한 OpenID 입력

④ SP ⟶ IDP
입력받은 OpenID를 분석하여 해당 IDP와

안전한 통신을 위한 세션키 생성

⑤ SP ⟶ PC(Web 브라우저) ⟶ IDP
메시지 M1을 생성하여 IDP에게 전송

M1 = {CID, SPID, RN, TS, CS}

⑥ IDP

SP로 받은 M1 메시지 확인

사용자와 IDP간 인증을 위한 로그인 URL과

재료값을 포함하여 QR 코드 생성

HCD = Hash(CPIN⊕CPN)

HIDP = Hash(HCD⊕DPRN⊕CID)

MQR = {URL, HIDP, CID, IDPRN, IDPTS}

⑦ IDP ⟶ PC
생성된 값들은 Get방식을 통해 QR 코드로 전송

⑧ PC ⟶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통해 PC에 표시된 QR 코드를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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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전송받은 QR 코드가 올바른 IDP

에서 송신되었는지를 검증

HCD = Hash(CPIN⊕CPN)

HMS = Hash(HCD⊕IDPRN⊕CID)

HMS = HIDP

⑩ 스마트폰

Password와 전화번호를 입력받아 인증 값 생성

MPIN = Hash(HCD⊕CRN⊕CID)

UCD = {MPIN, CID, CRN, IDPTS}

⑪ 스마트폰 ⟶ IDP
생성된 사용자 인증 값 UCD를 3G망을 통하여

IDP에게 전송

⑫ IDP

수신한 사용자 인증 값 검증

MIDP = Hash(HCD⊕CRN⊕CID)

MIDP = MPIN

⑬ IDP

사용자 인증 결과를 포함한 메시지 M2를 생성

M2={CID, CS, SPID, RN, TS, HMAC(CID, SPID,

RN, TS)}

⑭ IDP ⟶ PC(Web 브라우저) ⟶ SP
생성된 메시지 M2를 사용자의 Web 브라우저를

통해 SP로 전송

⑮ SP ⟶ PC
수신한 메시지 M2를 검증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이름 설명

M1 RP가 USER를 경유하여 IDP로 보내는 메시지

CID 사용자의 ID

SPID
사용자로부터 Openid 형태의 identity를 제공받아

OpenID 서버에게 인증을 위임하는 웹사이트

TS Time Stamp 값

RN nonce 값

CS 서버로부터 생성된 세션 식별자

HCD 사용자의 키 재료

CPIN 사용자 패스워드

CPN 사용자 전화번호

IDPRN IDP에서 생성한 nonce 값

IDPTS IDP에서 생성한 Time Stamp 값

MQR IDP에서 생성한 QR코드 메시지

HMS 스마트폰에서 생성한 IDP 검증 값

MIDP IDP에서 생성한 IDP 검증 값

MPIN 스마트폰에서 생성한 사용자 검증 값

CRN 스마트폰에서 생성한 nonce 값

UCD 스마트폰에서 생성한 사용자 검증 메시지

M2 IDP가 USER를 경유하여 RP로 보내는 메시지

HMAC
CID, SPID, RN, TS를 해시 기반 메시지 인증 코드
를 이용하여 검증

[표 1] 약어표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기존 OpenID 환경

에서 가지고 있던 보안적 취약점인 피싱과 스팸공격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인증 프

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스마트폰

과 QR 코드를 활용하여 인증채널을 다중화 하였고

IDP와 SP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기존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물리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암호화 연산은 Hash와 XOR를

통하여 수행되어 제한적인 시스템 자원을 가진 스마

트폰에서도 충분한 연산속도를 제공한다.

OpenID 제안 기법

회원가입

정보

ID, Password,

E-mail

ID, Password, 이름,

Email, Phone Number

실명확인 × ○

스팸 ○ ○

신뢰성 × ○

편의성 ○ ×

비용 × ○

[표 2] 기존 OpenID와 제안 OpenID의 비교

[표 2]는 기존의 OpenID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OpenID를 비교분석 한 것이다.

OpenID 기반의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처음 제안

되었을 때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비해 활용성이 낮

은 이유 중 하나는 취약한 사용자 인증 구조를 가지

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이외에 사용

자 기반의 인증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루 갖춘 효율적인 알고리즘 및

인증방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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