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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 보안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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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기반의 서비스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였다. 또한 최근 기업간 비즈니스 로직의 구현에 웹 서비스를 이용하고 응용 간 통신 및 상호 응용의 사례가 많아지
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업 내의 기반 시스템 구축에도 웹 서비스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
용한 웹서비스에서 다루어지는 정보의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에 대한 보안 
역시 점점 더 중요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서비스에 대한 표준 동향들을 고찰하고, 사용자들의 정
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정책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웹서비스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기
술하였다.

주제어 : 웹, 웹 서비스, SOAP, 보안, WSDL

Abstract  As the Internet has been growing, WWW(World Wide Web) based services were popularized and 
users using the service were increased excessively. Recently, the instances of communications between the 
applications and interaction applications using the Web servic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business logics 
among the enterprises are spread widely. Therefore, it has been emphasized quality and security of web 
services. In this paper, we described standard trends for web servises. And we analyzed the security policies to 
protect user's informations. Eventually, We described a security enhancement method for web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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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웹서비스는 서로 다른 컴퓨  환경에서 사용되는 모

든 애 리 이션들이 직  소통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동  시스템 환경을 구 해 주는 소 트웨어 컴포 트. 

단순 객체 근 로토콜(SOAP), 웹 서비스 기술 언어

(WSDL), 역 비즈니스 지스트리(UDDI) 등의 표  

기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 간의 

분산 컴퓨 을 지원하는 소 트웨어  기술들이다[2, 3]. 

한, 웹 서비스는 논리  응용 로그램의 단 로 데이

터와 서비스를 다른 응용 로그램에 제공하고, 응용 

로그램의 작성 시 HTTP, XML, SOAP와 같은 표 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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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로토콜과 데이터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운  체계

(OS) 등 특정 랫폼과 상 없이 모든 컴퓨터 간 원활한 

데이터의 흐름을 보장해 다. 웹 서비스를 활용하면 어

려운 로그램 작성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간단하게 여

러 가지 웹 서비스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애 리 이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최근 기  내부의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연계  통합

하는 소 트웨어 인 라 구축에 높은 상호 운용성을 제

공하는 웹서비스 기술이 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IT839의 융통합에 웹서비스가 채택되어 활용될 정이

다. 웹서비스를 통해 외부에 개방된 비즈니스 로직의 개

별요소들을 히 조합함으로써 응용을 개발할 수 있으

며, 이 과정에 응용과 서비스는 작은 기능의 많은 웹서비

스가 조합되어 구 됨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

한 응용이 구성될 수 있다. 

[Fig. 1] Web Service Structure

공공 부문  기업의 산 시스템은 제어가 가능하여

야 하나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을 구축하는 경우 서

비스를 제공하는 제 3 공 자에 한 제어가 쉽지 않으므

로, QoS을 기반으로 한 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해서

는 웹서비스 품질에 한 평가는 필수 으로 요구된다

[1]. 한 여러 형태로 구성되는 이종 서비스 모듈들의 통

합과 더불어 일 된 보안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웹서비스 보안에 

있어서 자상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서는 인증

(authentication), 허가(authorization), 디지털 서명

(digital signature) 기능의 제공이 매우 요하다[2, 7]. 

웹서비스 환경과 같이 자원이 분산되어 있고 원격 실행 

 포워딩이 산재한 환경에서는 개인 정보의 노출  이

를 이용한 각종 사기 등이 발생할 험이 매우 높다. 시

스템 근, 서비스 요청 는 상거래를 한 신분 확인 

차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구축하기 해서 생체 정

보를 포함한 사용자 인식을 한 기술을 목하는 것이 

필수 이다.

웹서비스의 보 에 따라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의 사

용자에 요한 선택 기 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웹서비

스에 한 품질에 한 평가가 요구된다[1, 2, 3]. OASIS

를 심으로 웹서비스 품질에 한 평가를 한 모델에 

한 표 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로서 WSQM TC가 운

되고 있다[6, 7]. WSDL은 웹서비스의 기능 인 정보

만을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4], 웹서비스의 

성능이나 안정성에 한 요소가 요해짐에 따라 WSDL

의 확장을 통해 서비스 명세 내에 타임아웃, 응답시간 등

의 QoS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2. 웹서비스 동향

2.1 표준 동향

웹서비스에서는 WSDL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기술된 

서비스들 간에 메시지를 논리 으로 달하는 메커니즘

으로 SOAP을 사용하는 것이다.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은 웹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충

분히 성숙된, 가장 요한 로토콜이다[3, 5, 8]. SOAP 

메시지는 모든 SOAP 모델이 기반하고 있는 개념  기

를 제공한다. 한 SOAP 메시지는 웹서비스 간에 설정

되어 있는 달 로토콜(transport protocol)을 통해서 

송된다. 

애 리 이션 페이로드는 메시지의 바디 부분에 장

되어 이동되고, 부가 인 로토콜 메시지(애 리 이션 

데이터만 달될 때에는 표시되지 않거나 없어도 되는 

임의 사항임)는 헤더 블록에 장되어 이동한다. 이는 

SOAP 처리 수 에서 애 리 이션 수 의 메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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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P의 헤더 공간에 장되어 이동하는 좀 더 상  수

의 웹서비스 로토콜( , 트랜잭션 처리나 보안)을 구

분하도록 해 다. SOAP은 웹서비스의 바인딩(binding) 

로토콜로서 XML로 인코딩한 자료를 송하는 일정한 

방법을 정의하는 표  로토콜이다. XML 포맷을 사용

하여 웹서비스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SOAP은 분산 환경에서 정보 교환에 사용하는 경

량(lightweight)의 로토콜로서 텍스트 기반의 XML을 

로토콜로 사용함으로써 하드웨어 랫폼, 운 체제, 

로그래  언어  네트워크 하드웨어 랫폼에 종속 이

지 않은 장 을 갖는다. 

[Fig. 2] SOAP Message Structure

SOAP 메시지는 단방향의 메시지의 송 기능을 제공

한다. SOAP 코딩은 모든 단순형은 XML 스키마 명세로 

구성되어지며 이들 자료 형의 표 을 한 두 개의 문법

을 제공한다.

두 번째 모델인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은 웹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개요

를 설명하는 XML 문서로서 IBM의 NASSL과 마이크로

소 트의 SDL의 명세가 통합되어 만들어졌으며 W3C에 

의해 표 화가 주도되고 있다[3, 4]. 

모든 WSDL 인터페이스의 기본은 인터페이스 뒤에 

있는 서비스가 보내고 받고자 하는 메시지의 집합에 있

다. 비록 WSDL이 다른 스키마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

용하긴 하지만, 하나의 메시지는 XML 스키마 유형을 사

용하여 정의되는 것이 일반 이고, 내용에 한 근성

을 높이기 해서 몇 개의 논리 인 부분으로 나눠진다. 

portType은 웹서비스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곳이라

고 생각되는 장소이다. portType은 웹서비스가 될 것이

라고 생각하는 연산의 집합이다. 그러나 이 시 에서 연

산은 여 히 추상  언어로 정의되어 있고, 몇 개의 메시

지 교환 집합이 연산으로 묶여지게 된다.

WSDL 인터페이스의 binding 부분은 추상 으로 정

의된 메시지와 연산을 어떻게 물리 인 반송 로토콜에 

매핑하는가를 서술한다. 특정한 로토콜로 바운드될(그

래서 결국은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는) portType

의 연산은 WSDL 명세의 바인딩 부분에서 바인딩 련 

정보를 추가하여 확장된다. 즉, WSDL은 SOAP, HTTP 

GET과 POST, MIME을 지원하며, 본래의 portType 선

언에 한 로토타입 특화된 버 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port는 특정한 바인딩을 참조하는 정보와 어

드 싱 정보가 함께 쌓여져 service 요소를 구성하고 물

리 으로 네트워크 속 가능한 최종 형태의 웹서비스가 

된다.

WSDL 서술의 추상  부분은 types, message, portType 

요소이고, 실제 요소는 binding과 service이다. 추상과 실

재 부분 사이의 분리는 유용한 개념인데, 인터페이스 디

자인을 궁극  배포(deployment) 환경과 분리할 수 있으

며 WSDL에서는 추상 정의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모델로서, UDDI은 웹서비스를 출 하고 검색

하기 한 웹서비스의 지스트리이며 로토콜을 의미

한다. 웹서비스는 다른 기업에서 제공하는 소 트웨어 

기능을 랫폼에 독립 이면서 개방 으로 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 화된 수단이기 때문에, UDDI 한 

개방 이어야 하고, 랫폼에 독립 이어야 할 뿐만 아

니라 표 화 되어야 한다. UDDI 내의 정보는 XML로 표

된 자료 구조의 인스턴스들로 구성된다. UDDI 노드에 

의하여 장되고 리되는 자료란 바로 이 자료 구조에 

의하여 생성된 인스턴스들이다. 이 자료 구조를 엔티티

라고 하는데, UDDI 명세에는 네 개의 엔티티가 정의되어 

있다.

2.2 보안 필요성

최근 기업에서 고객의 애 리 이션에 사용 사례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보안과 련된 비기능  요구사항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 고객과 비즈니스 트  간 통신이 인터넷 상에 흐

를 때 제 삼자는 이를 볼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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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보낸 

사람이 승인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송되는 데이터가 조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HTTPS/SSL 송 보안을 사용하

여 해결될 것이다. SSL(Secure Sockets Layer)은 웹 사

이트의 암호화를 해 사용되는 기술로서 웹 서버의 요

청  응답을 한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달하고 이를 

복호화해서 사용한다. SSL 로토콜은 두 사용자 사이에

서는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

이 있다.

- 다수의 사용자 사이에서는 종단간(end-to-end) 데

이터 보호를 지원하지 않는다.

- 메시지를 세그먼트 단 로 선택 으로 암호화 할 수 

없다.

웹서비스 기반의 응용에서 정보 는 데이터가 근원

지에서 목 지로 이동할 때 데이터가 도난당하거나 변경

될 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와 같은 보안 험은 웹서

비스 트랜잭션에도 용된다. SOAP 개발 기에는 

SOAP이 HTTP 기반 로토콜로 표시되어 HTTP 보안

이 SOAP에 충분하 으나, 여러 개자(intermediary)를 

통해 서비스가 운 되는 웹서비스에 활용됨에 따라 보안

을 한 확장이 필요하게 된다. 재의 SOAP 모델은 

간 계층에서 완 한 신뢰성 보장이 어렵고, 통신 링크  

어느 하나라도 안 하지 않을 경우, 종 간의 보안 취약

을 갖는다.

[Fig. 3] Weakness of web service protection

[그림 3]는 웹서비스의 보안 취약성을 보인 것으로 

SOAP 메시지의 요청을 받고 있는 XML 메시지를 검증

하는 서비스(XML Validation Service)는 메시지 내의 요

소에 한 자료의 유형에 한 검증을 수행하거나 비즈

니스 로토콜 검증 서비스에서 자료에 한 처리를 

한 검증 서비스(Business Protocol Validation Service)에

서는 해당 메시지 내의 개인의 사 인 정보가 노출되는 

험을 갖는다.

이러한 웹서비스 보안 취약성의 해결을 해서는 보

안을 요구하는 민감한 정보에만 보안 서비스를 용하는 

어 리 이션 계층의 보안이 필요하다. 다수의 사용자들 

사이에서 체 인 에서 보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이 다수의 엔티티가 계되는 웹서비스 환경에서의 SSL

의 단 이다.

3. 보완성 강화 방안

본장에서는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식의 필

요성과 련 연구를 살펴본다. 기존의 사용자 인식 방법

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패스워드 기반의 인

증방식  카드 기반의 사용자 인식 방법은 해킹  분실, 

도난 등의 험에 해서 안 하지 못하다. 한, 악의

인 의도를 갖는 사용자에 의한 카드 변조  조 등의 

험요소가 존재한다[9, 10]. 따라서, 사용하기 편하고 보

안성이 높은 새로운 사용자 인식 방법에 한 연구가 필

요하며 사용자의 고유한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인식 방

법이 주요 안으로 연구되고 있다.

바이오 인식(biometric recognition)은 개개인 고유의 

바이오 정보를 인식하기 한 방법을 의미하며, 기술

으로 지문, 정맥, 홍채, 망막, 얼굴, 서명  음성 등 다양

한 개인 고유의 정보를 추출하여 미리 등록되어 있는 데

이터와 비교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식별

(identification) 혹은 인증(verification)을 한 목 으로 

사용되며, 더 나아가서 근 제어를 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바이오 인식 시스템은 사용자의 바이오 데이터를 추

출하여 특징 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템 릿들과 비교하는 패턴 인식 시스템이다. 이

러한 바이오 인식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센서(sensor):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바이오 데

이터를 캡춰하고 디지털 이미지로 장한다.

2)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이미지 처리  가

공 모듈에서는 센서로 입력받은 원시 이미지의 노

이즈 제거, 지문 융선 복원, 세선화 등의 작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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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io-based Identification

다. 가공된 이미지로부터 좌표  각도 정보를 갖는 

특징 을 추출한다. 지문(fingerprint)의 경우에 특

징 은 지문 융선이 끝나는 단 과 갈라지는 분기

으로 구성된다.

3) 매칭(matcher): 인증 받고자 하는 사용자의 특징

과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템 릿(특징 )을 비교

하여 매칭 스코어를 계산한다. 매칭 스코어를 토

로 사용자에 한 인증  식별을 수행한다.

4) 데이터베이스(stored templates): 사용자들의 바이

오 정보를 입력받아 특징 들로 구성된 템 릿을 

장하고 검색하기 한 용도로 사용된다.

[Fig. 5] Bio recognition based SSO model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보안성 강화 방안은 [그림 4]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지문 정보에서 특징 에 해당하는 

지문 템 릿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인키와 비 키 

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림 5]에서와 같이 바이오 기반 

통합 로그인(Single Sign On)을 통하여 여러 가지 웹서

비스들을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사용자 인증  식별이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바이오 정보는 사용자 마다 고

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에게 여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며 웹서비스 환경과 같이 사용자를 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사용자 인증 수단이며 보안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웹서비스는 서로 다른 컴퓨  환경에서 사용되는 모

든 애 리 이션들이 직  소통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동  시스템 환경을 구 해 주는 소 트웨어 컴포 트. 

단순 객체 근 로토콜(SOAP), 웹 서비스 기술 언어

(WSDL), 역 비즈니스 지스트리(UDDI) 등의 표  

기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 간의 

분산 컴퓨 을 지원하는 소 트웨어  기술들이다. 웹

서비스 환경과 같이 자원이 분산되어 있고 원격 실행  

포워딩이 산재한 환경에서는 개인 정보의 노출  이를 

이용한 각종 사기 등이 발생할 험이 매우 높음으로 시

스템 근, 서비스 요청 는 상거래를 한 신분 확인 

차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웹서비스의 다양한 모델들에 한 표

 동향을 알아보고, 웹서비스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들

의 요성이 증 함에 따라 보안의 필요성 한 증 하

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보안 필요성을 기술하 다. 마

지막으로 웹서비스에서의 보안성 강화를 한 방안을 다

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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