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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주민번호 체수단 안 성 강화 방안｣ 연구의 성과물이며, 한 자공학회(2015) 추계학술 회 논

문을 수정하여 게재하 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용역과 교과부 일반연구자원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

었음(NRF-2016R1D1A1B03931986).

** 서울디지털 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Due to development of IT, various Internet services via the non-face-to-face are increasing rapidly. In the past,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RRN) was used a mean of personal identification, but the use of RRN is prohibited 

by the relevant laws, and the personal identification services using alternative means are activated. According to the 

prohibition policy of RRN, i-PIN service appeared as an alternative means to identify a person. However, the user’s 

knowledge-based i-PIN service continues to cause fraudulent issuance, account hijacking, and fraud attempts due to 

hacking accidents. Due to these problems, the usage rate of i-PIN service which performs a nationwide free personal 

identification service, is rapidly decreasing.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technical safety enhancement method 

for security enhancement in the i-PIN-based personal identification service. In order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i-PIN, 

this paper analyzes the encryption key exposure, key exchange and i-PIN authentication model problems of i-PIN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Through the proposed paper, the i-PIN can be expected to be used more effectively as 

a substitution of RRN by suggesting measures to enhance the safety of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Secured 

personal identification services will enable safer online non-face-to-face transactions. By securing the technical,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afety of the i-PIN service, the usage rate will gradually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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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기술의 발 에 따라 자상거래서비스가 성

장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으로 수집·도

용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바이

러스, 악성  등 해킹기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인

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체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 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Choi 

and Kim, 2015; Shin et al., 2015; Heo et al., 

2013). 주민등록번호 체수단이란 이용자가 자신

의 신원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기 (본인확인기 )

에게 제공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뒤 한국인터넷진흥

원(KISA)이 인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정보(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 CI), 

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ve Joining Verification 

Information: DI) 등)와 매핑 되어 있는 체수단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 화)을 발 받아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을 해 주민등록

번호 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Jang and Shin, 

2013; Jang and Youm, 2009; Choi et al., 2010; 

Choi et al., 2011; Im and Kim, 2015). 본인확인수

단  아이핀은 면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상에서 

명의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를 신하여 본인확

인을 할 수 있는 지식 기반(ID/PW)의 개인식별 수

단으로 국민 보편타당한 서비스라는 에서 추가 

비용 없이 발 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체 체수

단이다. 아이핀 서비스의 특징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근본 으로 방

하고, 언제든지 재발   사용 지 할 수 있어 도

용의 험감소, 이용자는 아이핀 인증이력을 확인

할 수 있어 타인에 의한 도용을 추 이 가능하고, 

발  받은 본인확인기 에 상 없이 국내 공공, 민

간 모든 웹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Choi et 

al., 2010; Shin, 2013; Kim, 2007). 2008년 6월에

는 법제도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체수단인 아이핀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해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을 개정되었다. 동법

에서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일정 수 이상인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하여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회원가입수단 제공을 의무화하 다. 한 ｢개인정

보보호법｣에서도 일정한 기 에 해당하는 개인정

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

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 자상거래서

비스 등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번

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  체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한 기술  보완조치를 마련하 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유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Table 1>과 감사원의 ‘국가사이

버 안 리 실태 보고서’(Audit and Inspection 

Report, 2016)와 같이 공공 아이핀 해킹으로 인한 

부정발 으로 아이핀의 발  신청 건수가 크게 감

소하 으며 탈퇴율도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에 있다. 특히 아이핀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도 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Year Site Issued Withdraw Used

2012 5,247 617,179 15,436 4,451,594

2013 793 892,771 8,404 12,030,884

2014 258 1,525,888 17,567 17,884,144

2015 158 1,744,279 23,258 21,323,336

2016.06 87 840,620 56,170 8,797,584

<Table 1> Annual Trend of Public i-Pin

공공 아이핀 해킹사고를 통해 그동안 아이핀 서

비스 기 들은 자체 검과 자율 인 시정 노력에 

의해 비교  안 에게 본인확인서비스가 운 되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었으나 실제 보안사고 발생을 

비한 유기 인 체계는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을 아이핀 이용자 탈퇴로 엿볼 수 있다(Kim et al., 

2015; Lee et al., 2015). 더구나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휴 폰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률이 

격히 증가하고 있어 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휴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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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공인인증서의 경우 휴 폰 번호 유지비용, 

범용 공인증서 발  비용을 서비스 이용자가 자체

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아이핀의 경우 소득층 

 사회취약 계층, 국내거주 외국인 등은 본인확인

기 을 직  방문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발  받을 수 있는 이 이 있어 

국가 으로도 아이핀 서비스의 지속 인 유지가 필

요한 상황이다. 

1.1 기존 연구

지 까지 아이핀 서비스의 문제 으로 불편한 

UI, 사용자에 의한 추가 작업 부담, 인터넷사업자의 

비용 부담 등 아이핀 서비스에 한 기술 인 보

안 방안 보다는 서비스 활성화 주에 연구가 주

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Jang and Youm, 2009). 

기술 인 취약 과 책 마련 연구로는 MITM 

(Man-In-The-Middle) 기반의 액티  피싱 공격

으로부터 아이핀 서비스의 안 성 강화를 해 클

라이언트 상에서 실행되는 아이핀 인증모듈의 보

안성 강화와 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으나 실제 

본인확인기 들이 마련할 수 있는 책은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Kim and Choi, 2014; Jun and 

Kim, 2014). 그리고 본인확인수단에 한 합성 

기  제시, 신규 인증수단에 한 방안 제시 연구

는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본인확인수단에 용 가

능한 기술 인 수단에 한 안 성 검토 연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Shin et al., 2015). 

본인확인서비스에 한 안 성 강화 방안을 해 

재의 아이핀 서비스 문제 과 이에 한 해결책

을 제시한 기존 연구에서는 제도 인 책 마련, 

그리고 법 인 검 기  강화, 보안사고 발생 시 

처벌에 한 기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기술 인 보안 방안에 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Choi and Kim, 2015).

1.2 문제 정의

공공아이핀 해킹을 통한 75만 건의 부정발 사

례와 같이 행 아이핀 기반 본인확인서비스에 

한 기술 인 안 성 강화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

히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아이핀 본인확인서

비스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여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연계정보와 복가입확인정보를 

생성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게 제공하

는 과정에서 수많은 보안 인 이슈가 존재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 아이핀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을 나열하고 이들을 해결하기 한 

방안을 기술한다. 아이핀 기반 본인확인서비스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는 첫 번째로 아이핀 서비스 설계 

이후 암호화 알고리즘에 한 보안성에 한 검증

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암호화 알고리즘 유출 

시 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다. 두 

번째로는 아이핀 본인확인기  간의 이용자 개인

정보 연동 시 암호화하는 암호화키 분배 로토콜

에 한 안 성 강화 방안 마련이 미흡한 이다. 

세 번째로는 아이핀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아이핀 인증모듈에 한 취약 으로 정

보 노출의 험성이 있는 이다. 마지막으로 본인

확인서비스의 제도  리방안 미흡으로 인해 아

이핀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유․노출에 한 

험이 증가하여 아이핀 서비스 이용자의 감소로 귀

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1.3 제안 방안

본 논문에서는 공공 아이핀 부정발 에 한 이용

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강화된 아이핀 서비스를 

해 서비스 이용자 에서의 안 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이핀 서비스의 안 성 강화 방

안에는 첫째, 아이핀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암

호화를 한 암호화키에 한 유출 가능성을 검토하

고 유출 발생 시 응하기 해 키 리서버(HSM)

의 도입, 강화된 사용자 인증, 2-factor 근통제방

안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본인확인기  간의 서비

스 이용자 정보 연동 시 네트워크 구간 간 암호화키

에 분배 알고리즘의 보안성 검토를 통해 자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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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보안 메커니즘을 용하는 방안을 제시

한다. 아이핀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  이용자 정보

를 입력하는 인증모듈에 한 취약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ISP 사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원인을 감소시키기 한 리 ․기술 ․제도  

방안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아이핀 본인확인기 들

을 제도 으로 리․감독 이행을 한 방안도 제안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2장에서 아이핀 기반 본인

확인서비스의 문제 과 응방안들을 나열하고 최

종 으로 아이핀 본인확인서비스의 기술  안

성을 강화하기 한 서비스 차 인 방안을 제시

한다. 제 3장에서는 아이핀 본인확인서비스의 안

성 강화를 해 제도 인 정비 세 가지 방안을 제

시하고, 마지막 제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기술  안 성 강화 방안

2.1 아이핀 서비스 개요

주민등록번호를 체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체수단  아이핀 서비스는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

록번호를 신하여 아이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

용하여 본인확인을 받는 표 인 주민등록번호 

체수단이다. 아이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면 

웹사이트에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아

도 회원가입  기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더구

나 아이핀 인증만으로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연령  정보, 내․외국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핀 서비스의 사용은 아이핀 발  과정과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인증 과정의 두 가지로 구분

된다. 사용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을 할 경우 

아이핀을 발 받는 과정을 별도로 진행 한 후에 가

입을 완료할 수 있으며, 이미 아이핀이 있는 경우 

별도의 인증 필요시에는 아이핀 식별아이디와 암호

만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Lee et al., 2007). 아이핀은 13자리로 구성된 임의

의 변수로 본인확인기  구별을 한 2자리를 이용

하여 본인확인기 을 구분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

기 은 아이핀을 통하여 본인확인기 명, 이름, CI, 

DI, 성별, 나이, 국 ,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제공한다. 실제 이용

자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연계정보는 이용자

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이를 암호화 과정을 

통해 생성한다. <Figure 1>(Choi et al., 2011)과 

같이 CI는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에 기반을 두어 

해쉬(hash)를 용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사업자

간 다양한 제휴서비스를 해 사용하거나 서로 다

른 웹사이트 간에도 동일 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Figure 1> Connecting Information(CI) Creation Process

이용자가 본인확인기  홈페이지에 속하여 아

이핀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확인기 에서는 이용

자의 아이핀 아이디를 KISA에 송하고, 본인확인

기 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KISA로부터 

달받은 식별정보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아이핀 번

호  연계정보 등을 생성한다. 식 (1)은 CI와 DI 

생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키로써 CI 생성에 

사용되는 열쇠 2개( )와 복가입확인정보에 사

용되는 열쇠 1개()이다. 즉, 본인확인기 이 CI

와 DI 생성을 해 안 하게 리해야 할 키는 총 

3개이다(Choi and Kim, 2015).

      
⊕  (1)

       

여기서,   : 512비트(64바이트) 이상의 출력을 

갖는 암호학 으로 안 한 해쉬 함수,   : Resident 

Number, 주민등록번호(13byte = 104bit),   : 

입력 값을 512bit로 만들기 해 주민번호 104bit를 

제외한 408bit를 ‘0…0’으로 채워 넣음,   : Secret 

Information A, 본인확인기 과 KISA가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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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보(64byte = 512bit),   : Secret Key, 본

인확인기 과 KISA가 공유하는 비 키(64byte = 

512bit), 그리고 || : concatenation, 기호의 앞뒤를 

연  기호이다. 

DI는 인터넷사업자가 운 하는 웹사이트에 가입

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본인확인기 이 이용자의 주민

등록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  본인확인기  간 

공유 비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이다. DI 생

성을 해서는 인터넷사업자는 본인확인기 으로

부터 사이트 식별정보()를 부여 받아야 한다. 사

이트 식별정보는 아이핀 서비스 용 시 최  계약

한 본인확인기 으로부터 발 받아 사용하고, 이후 

계약한 모든 본인확인기 은 최  계약에 의해 부

여된 사이트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복가입확인정

보를 생성한다. 한, 본인확인기 은 DI를 생성하

기 하여 모든 본인확인기 에 동일한 비 정보를 

안 하게 공유  리해야 한다. 인터넷사업자는 

DI를 이용하여 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본인확인기 에서 생성하여 달받은 DI를 반드시 

보   리해야 한다. 한 본인확인기 에서 사

용자 인증 시 확인된 사용자의 실명을 보 해야 한

다. DI 생성 방법은 본인확인기 은 인터넷사업자

로부터 본인확인정보 유효성 확인 요청을 받은 경

우 는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인터넷사업자에

게 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DI를 생성하여 인터

넷사업자에게 함께 제공한다. 의 각각의 경우에 

인터넷사업자의 사이트 식별번호는 반드시 본인확

인기 에 달되어야 한다. 본인확인기 은 DI를 

아래의 생성 차에 따라 생성하여 인터넷사업자에

게 제공해야 한다. 본인확인기 은 이용자의 주민

등록번호()와 요청 시 달받은 웹사이트 식별

정보()를 연 하여 안 한 해쉬함수에 입력하여 

해쉬값을 식 (2)와 같이 얻는다. 

                (2)

본인확인기  간 공유된 비 정보()를 키 값

으로 해쉬값()를 안 한 해쉬함수에 입력하여 

HMAC 값을 생성하여 DI를 식 (3)과 같이 얻는다.

       (3)

본인확인기 은 의 차에 따라 생성된 CI, DI

정보 소유자의 실명(UN)  본인확인정보를 인터

넷사업자에게 달한다. 

2.2 안 성 강화 방안 

2.2.1 암호화키 유출  응방안

아이핀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

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연계

정보(CI)와 복가입확인정보(DI)를 생성하여 ISP

에게 달하여 본인임을 확인한다. 

① 문제  : CI/DI 생성에 사용되는 키가 권한이 

있는 내부자가 의도 으로 키값이 유출되는 경우 

해당 키값이 획득한 자는 임의로 CI/DI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한 소스코드에 키를 장할 경우 

개발자들이 실제 운용되고 있는 키에 근할 수 있

고 이로 인한 키 유출의 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스코드가 유출될 경우 이로 인해 암호화키까지 

함께 유출되는 험이 발생할 수 있다. 메모리에 키

가 장되어 있을 경우에도 악성코드 등으로 인한 

키 유출의 험이 발생할 수 있다. 앞 에서 설명

한 것과 같이 본인확인기 에서 안 하게 리해야 

할 키는 CI 생성에 사용되는 키 2개( )와 DI

에 사용되는 키는 1개()이다. <Table 2>는 각 

키가 개별로 유출될 경우의 험을 고려한 것이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DI의 경우 한 개의 

키()를 알면 임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임의의 사용자에 한 DI 값을 생성할 수 있는 반

면, CI는 두 개의 키(와 )를 모두  알아야만 임

의의 사용자에 한 CI 값을 생성할 수 있다(Choi 

and Kim, 2015). 

② 응방안 : 암호화키 값 유출에 한 응방안

으로는 내부 리자에 한 키 리시스템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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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 used to generate CI/DI Risk Scenario

  : key used for the RRN and XOR 
operation when generating CI

Even if you know  , you can not create CI because you do not know 
 ,   ⊕

  : Secret key that is input to HMAC 
when generating CI

Even if you know , you can not create CI because you do not know 
 ,   ⊕

  : Key used to generate DI
If   is exposed, DI generation is possible as follows
     

<Table 2> Encryption Key Risk Scenarios Used by the CI/DI Generation(Choi and Kim, 2015)

된 근통제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키 유출에 

한 비상상황 응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KISA 

내부에서 운  인 아이핀 연계시스템의 근통

제 강화를 해 2 factor 이상의 사용자 인증과 인

가된 IP와 MAC에서의 근 허용 등 인가된 단말

기에서 근, HSM과 같은 키 리시스템의 용 

등이 암호화키 유출에 한 한 응 방안이다. 

2.2.2 본인확인기  간 암호화키 분배 로토콜 

안 성 부재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가 가입한 본인확인기

이 아닌 다른 본인확인기 에게 아이핀 인증을 받

기 해서는 본인확인기  간 정보 연동이 필요하다. 

즉, 아이핀 이용자가 가입한 본인확인기 과 ISP

가 계약을 체결한 본인확인기 이 상이할 경우 이

용자의 편의성 증 를 해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

확인정보를 다른 본인확인기 에게 달하여 이용

자의 식별정보를 달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용

자가 가입한 본인확인기 에만 이용자의 주민등록

번호가 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본인확인기

에서는 이용자의 식별정보(CI, DI)를 생성할 수 

없는데서 기인한다. 

① 문제  : 본인확인기  간의 정보 연동을 해

서는 KISA로부터 달받은 일일키와 분기키를 사용

하여 암호화 한 후 통신을 수행한다. 일일키는 KISA

가 매일 갱신하는 암호화키이며, 분기키는 분기마

다 변경하는 암호화키이다. KISA와 각 본인확인기

은 분기별로 공유키(분기키)를 생성하여 교환하

며, 공유키의 안 한 교환을 한 자서명에 공인

인증서를 사용한다. 일반 으로 인증서를 통하여 암․ 

복호화를 할 경우 상 인증기 (CA)에 근하여 

상 방의 공개키를 획득하지만 KISA와 본인확인

기 은 각각의 시스템에 서로의 인증서를 공유하고 

있다. 한, KISA와 각 본인확인기 은 시각이 동

기화하고 매일 동일한 시각에 일일키 생성 로그

램을 실행하여 해당 일 통신에 사용할 일일키를 생

성한다. 이러한 본인확인기  간 암호화 키 달을 

해 사용하는 키분배 로토콜 안 성 분석 부재에 

따른 취약  내재 가능성 검토가 요구된다. <Table 

3>과 같이 KISA와 본인확인기  간 분기키를 생

성하는 알고리즘으로 표 인 키분배 로토콜인 

Diffie-Hellman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아이핀 

서비스에 용되어 있는 키 분배 로토콜은 비 칭

키 기반의 키 합의  키 송 방식이며 이는 ISO/ 

IEC 11770-3에 정의되어 있다. ISO/IEC 11770-3

은 다음과 같은 취약 이 발견되어 2015년에 개정

되었다. 통신 상 방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키 확인 과정이 없다. 즉 통신 상 방이 세션키를 정

확하게 생성하여 같은 세션키를 가지고 있는지 확

인하지 않고 암호통신을 개시한다. 암호화한 후 서

명하기 때문에 서명자가 암호문의 평문을 알고 있

다는 확인을 할 수 없다. 수신측 통신 개체는 세션

키의 최신성을 확인할 수 없고 송신측 통신 개체가 

세션키를 생성하 는지 확인할 수 없다. 아이핀 서

비스 시스템에 구 된 세션키 공유를 한 키분배 

로토콜이 ISO/IEC 11770-3을 만족하는지 검증

을 하지 않았으며 정확하게 구 하 더라도 2008년

에 구 하 으므로 최근 개정된 ISO/IEC 11770-3 

(2015)을 반 하지 못하 기 때문에 에서 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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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Update Time Key Gen. Length Use

Certification 1year SHA1RSA 1024
Digital signatures and data encryption/
decryption when branch key is shared

Branch key 3 mon Diffie-Hellman 256 Mediation information for daily key generation

Daily key 1day SHA256 128/128
Data encryption/decryption between KISA and the 
identity verification authority

<Table 3> Encryption Algorithm between Personal Identification Agencies

문제 을 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Kim and 

Lm, 2014). KISA와 본인확인기  간 마스터키를 

송하는 과정에서 서버 인증서 공개키로 암호화하

는데 서명용 인증서의 공개키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본인확인기 에서 인증

서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는지 여부도 확인이 불가

능하므로 인증서 기반의 키 송 로토콜에 한 

안 성에 취약 이 존재할 수 있다.

② 응방안 : 다양한 보안 공격에 안 하도록 키

분배 로토콜이 구 되어 있는지 소스코드 검증 

 로토콜 안 성 분석이 필요하다. 보안 공격에

는 다음과 같다. 

∙ known-key attack에 응하기 해 매 세션마

다 공유 비  값이 달라지도록 구 하 는지 여부

∙ small subgroup attack에 응하기 해 공개

정보의 유효성 검증 차를 구 하 는지 여부

∙ forward secrecy에 응하기 해 공유 비  

값 안에 통신 개체가 랜덤하게 생성한 임시 값

(ephermeral 키 생성정보)을 조합하여 입력 값

으로 사용하 는지 여부

∙ key compromise impersonation attack에 

응하기 해 세션키에 B의 long-term 비 키

를 포함한 B의 공개키와 A가 랜덤하게 생성한 

ephermeral 값을 조합하여 만든 값을 사용하

는지 여부

∙ unknown key-share attack에 응하기 해 

인증기 의 루트 인증서 검증 차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서명 후 암호화한 경우 서명함수의 입력 값에 수

신자의 ID 포함 여부

∙ 암호화한 후 서명한 경우 암호화 함수 입력 값

에 수신자 ID 포함여부

특히 키분배 로토콜  보안채  로토콜을 

구 하여 실생활에 용되고 있는 분야는 자여

권 분야이다. 자여권에 구 할 목 으로 설계한 

암호 로토콜은 에서 언 한 공격에 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여권에 구

할 목 으로 설계한 암호 로토콜 활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2.2.3 아이핀 인증모듈의 취약   응방안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본인확인

을 해 아이핀 본인확인기   하나의 기 을 

채택하고 해당 본인확인기 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본인확인기

은 아이핀 이용자의 정보 수집하고 인증할 수 

있는 아이핀 인증 모듈을 제공하며, ISP는 설치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용 웹서버에 아이핀 인증 모

듈을 설치한다. 아이핀 인증 모듈은 본인확인기

과 사업자간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

기 한 목 으로 사용되는데 보안 취약 이 발견

된 경우 아이핀 본인확인기 에서 련 아이핀 인

증 모듈을 업데이트하여 새로 배포하고 있다. 

① 문제  : 일부 ISP들은 아이핀 인증 모듈 설치 

후 최신 모듈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어(업데

이트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

아) 취약한 인증 모듈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2015년 7～8월간 설문조사

(Kim et al., 2015)를 통해 ISP가 최신 인증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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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으로 패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를 악한 결

과, 최  설치 이후 리․운  인력의 부재, 개발 

비용 소요, 최신버  인지 부족, 신규 모듈에 한 

안 성 검증을 보장하지 않음(이미 안정 으로 사

용 인 운  시스템을 업그 이드하지 않음), 그

리고 변경 내용(패치)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 등의 이유로 신규 패치를 용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확인기

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의 입장으로 인증모듈

의 패치를 강제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② 응방안 : 최신 아이핀 인증모듈의 배포와 

용을 해 법 , 제도 , 기술  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기술  방안에는 취약한 아이핀 인증 

모듈 사용 황을 확인하기 한 체계 구축, 아이

핀 인증 모듈 자동 는 주기  업데이트 체계 구

축, 그리고 아이핀 인증 모듈 배포 시 디지털 자 

서명 도입 등이 있다. 리  방안에는 아이핀 인

증 모듈의 취약  발견  업데이트 시 표 화되

고 공식 인 사업자 통보 차 수립, 그리고 아이

핀 인증 모듈에서 요 취약  발견 시 사업자의 

이행 조치 여부 확인 강제화 는 본인확인기 을 

통한 사업자 검 강화가 있다. 그리고 제도  방

안에는 일정 기한 내 취약한 아이핀 인증 모듈을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그리

고 본인확인기  지정  검과 련된 제도의 

개선 등이 있다. 기술  방안으로 기존 아이핀 인

증 모듈에서 취약 이 발견될 경우 본인확인기

은 련 모듈을 업데이트하여 새로 배포하고 있으

나, 사업자가 세하거나 이미 안정 으로 운  

인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의 이유

로 인증 모듈 업데이트가 어려운 것이 실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재의 본인확인기 과 사

업자간의 데이터 송수신 체계를 보면 사업자가 사

용하고 있는 모듈이 취약한 모듈인지를 확인할 방

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취약

이 패치 되지 않은 구 인증모듈로 본인확인 정보

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보안사고의 

험성이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는 기술 인 인증모듈 검증 차 도입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인확인기 과 사업자간 데이터 

송수신 시 재 사용 인 아이핀 인증 모듈의 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데이터 로토

콜 설계 반  등). 한, 아이핀 인증 모듈 자동 

는 주기  업데이트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ISP

들에게 아이핀 인증모듈 업데이트에 한 설문조

사 결과(Kim et al., 2015)를 통해 사업자들은 안

정 인 시스템에 변경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과 신

규 인증모듈에 한 안 성을 검증하지 못하는 상

황에서 서비스 연속성에 한 부담이 크고, 업데

이트된 내용(패치)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단하여 최신 버 으로 패치 하는데 소극 인 것으

로 단하고 있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기술  

방안(인증모듈의 버  정보 제공과 자동/주기  

업데이트 체계 구축)을 연계할 경우 보다 큰 시

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술  

방안은 사업자가 세하거나 외주 개발하는 등의 

경우 취약 이 패치된 최신 인증모듈을 배포하여

도 실질 으로 사업자가 용할 수 없는 것이 

실이다. 한, 기술 인 방안을 용하기 해서는 

재 본인확인기 과 사업자간에 송․수신되는 데

이터에 버  정보를 추가하고 본인확인기 에서는 

이를 확인해야 하는 등 재의 로세스를 수정하

여야 하는 문제 과 함께 비용이 발생한다. 한 

사업자의 고의 는 실수로 인증모듈이 최신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

는 경우, 실제 그 피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 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한 리  방안으로 아이핀 인증모듈

에서 요 취약  발견 시 사업자의 이행 조치 확

인 강제화 는 본인확인기 을 통한 사업자 검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에 기술한 기술

 방안이나 리  방안 모두 본인확인기 과 사

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본인확인기 이나 

사업자가 해당 방식을 용하지 않을 때 강제화하

거나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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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 도입과 본인확인기  지정  합성 

심사와 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는 본인확인기 이 사업자와 데이터 

송․수신 시 재 사용 인 인증모듈의 버 을 

확인하여 최신 버 이 아닌 경우 인증실패에 해당

하는 에러정보를 송하고 최신 버 으로 업데이

트되기 까지 사용을 지시키는 방안이다(사  

고를 통해 유  기간을 주고 일정 기한 후 서비

스 이용제한 조치 용). 한, 본인확인기 과 사

업자간에 본인확인 인증모듈의 버 을 확인하는 

등 인증모듈의 취약 과 련된 내용은 없는 상황

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고시의 개정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책을 

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해 당사자 간 

의를 통해 ｢본인확인기  지정 등에 한 기  
등을 개정하여 근거기 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강제화 할 내용으로는 먼  앞에서 

언 한 본인확인 기 과 사업자간의 인증모듈 버

 확인을 한 검 로세스 용과 필요 시 인

증모듈 강제 업데이트 방식의 도입이 될 수 있다. 

한, 본인확인기 이 사업자를 정기 으로 검

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불

이익을 으로써 본인확인기 과 사업자가 동시에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추가 으

로 재 본인확인기 에 한 검 상을 확 하

여 본인확인서비스와 련된 인증 행사  사업

자들에게도 용하여 실제 보안상 검의 사각지

에 놓여있는 본인인증 행사  사업자들의 보

안수  검  보안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제도  안 성 강화 방안

아이핀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의 제도 으로 개

선할 사항과 응방안에 해 기술한다. 

첫째, 재의 아이핀 본인확인서비스는 본인확

인을 요청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이

용자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이

용자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혹은 성인

인증 등과 같은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확인기 이 이용자로부터 아

이핀 ID와 패스워드를 통해 인증을 성공하게 되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

일, 성별, 내․외국인정보, CI, DI, 연령  정보 등

을 제공한다. 실제 이용자들은 본인확인서비스 약

을 통해 아이핀 서비스 사용을 통해 인터넷서비

스 사업자들에게 연계정보와 복가입확인정보, 성

인인증을 한 연령  정보만을 제공함을 안내하

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내․외국인 정보 등을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인터넷서비스 사

업자들은 회원가입 혹은 결제 과정 등을 통해 본

인확인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확인기

으로부터 제공받아 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 고지를 하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모

든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이

용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 하는 것은 아닐 것

이다. 필요에 따라 선별 으로 장하거나 혹은 주

기 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기술 ․ 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존재한다. 하

지만, 근본 으로 재의 본인확인서비스 제도에

서 이용자가 체수단 발 을 해 입력한 개인정

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등)를 본인확

인을 요청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재의 본인

확인기 이 이용자 본인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가 

오히려 국가가 이용자의 진성 개인정보를 확인  

과다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은 본인

확인기 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

보들  어떤 개인정보를 얼마만큼 보 하고 있는

지 고지를 해야 하며, 한 한 정보보호 활동

을 이행하고 있는지 리․감독 기 으로부터의 

검을 통해 황을 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인터

넷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성명 혹은 내․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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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생년월일 등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개인정

보 수집과 동의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창기 아

이핀 서비스 태동 시는 분명 이용자와 사업자 입

장에서는 편리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이용자는 단

순히 아이핀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부가 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 입력 없이 본인인증이 되

는 결과를 가져다주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자

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진성 정보인지 확인이 가능

한 이 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근래 개인정보

보호에 한 인식과 함께 련 법․제도에 의거하

여 최소한의 수집원칙, 과도한 수집 지, 수집 시 

동의 징구  고지 등 항목에서 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개

선을 해 본인확인서비스의 재검토를 통해 최소

한의 개인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 마

련이 필요하다. 

둘째, 아이핀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인증 

실패 시에 한 실패 정보 제공 범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은 고

객의 응 를 해 본인인증 실패 사유에 한 실패

정보를 본인확인기 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물론 

신속한 고객 응 도 요하지만, 한 이용자의 본인

인증 실패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일부 수집된 실패

정보들의 조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를 들어 휴 화 인

증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시 일반 으로 이용자는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지정 오류로 본인확인 실패가 

발생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입력 오류의 경

우 실제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은 휴 화 인

증이 실패하 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본

인확인서비스 요 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을 악용하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본인확인기 에게 일부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본인확인서비스를 시도하

고 본인인증이 실패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클리닝 

작업에 이용할 가능이 존재한다. 즉, 이용자들은 해

당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본인의 개

인정보를 잘 수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을 개선하고자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은 본인확인

기 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행화되어 있는 

정보인지를 주기 으로 확인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특히, 이용자 휴 화의 이동통신사명, 화번호 

등이 그 표 인 일 것이다. 따라서 본인확인서

비스 실패 시 단순한 실패 정보만을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본인확인기 만이 인증실

패 정보를 보 하여 향후 과  등의 분쟁 발생 시

에만 열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

된다.

셋째, 아이핀 본인확인서비스의 부정발   부

정인증 시도에 한 체계 이고 통합 인 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민간  공공 아이핀 발  기  

간의 정보 공유 채 이 존재하지 않아 각각의 서비

스 역에서만 부정인정  발 시도를 탑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보를 한곳에 집 하여 체계 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각 아이

핀 발 기 들마다 다양한 공공기   정보통신사

업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획일화된 부정사례 모니터

링 체계 마련을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해당 아이

핀 발  기 에서 부정사례 모니터링을 해 서비

스 이용자들의 IP 정보 등을 장하거나 타 기 과

의 공유 시 련 법령에 되는지에 한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지 해서는 최소

한으로 규제기 에서 아이핀 부정발   인증 시

도에 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한 창구 

역할은 필요할 것이다. 를 들어, 각 아이핀 발  

기 들의 부정시도에 한 체계 공유, 부정시도 IP 

등에 한 차단 조치 이행 등에 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한 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규

제기 이 련 모니터링 체계에 해 가이드를 마

련하는 것보다는 각 아이핀 발 기 들이 자발 으

로 마련된 부정시도탐지체계에 한 정보 교류와 

상호 연동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KISA가 공동으

로 리하여 상황을 하고 차단조치 등 이행할 

수 있는 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으

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부정행 가 지

속 으로 발생하는 ISP에 해서는 1차 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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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된 본인확인기 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한 사항을 KISA에 달하여 각 아이핀 발  기

들 간에도 상호간에 인지함으로써 해당 ISP가 

다른 본인확인기 과 계약을 변경 시에도 이 에 

시정 사항이 반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아이핀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의 

안 한 제공을 한 다양한 방안 제시로 서비스 이

용자들이 편리하고 안 하게 이용이 가능하게 함으

로써 아이핀 서비스의 확산을 기 할 수 있으며, 아

이핀 기반 본인확인서비스에서 아이핀 기  간 정

보 송수신 시 통신 체계 검토를 통한 취약  분석 

 해결 방안 모색, 본인인증 결과 값, 키 교환, 사

용자인증정보 연계 등을 검토하여 통신체계의 개선 

방안 제시, 해킹 방지를 한 인증모듈의 정기 업데

이트 방안 제시와 같이 아이핀 기반의 본인확인서

비스 안 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실제 아이핀 본인확인기 과 인터넷서

비스 제공사업자들 간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들

의 개인정보를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신규 체 

수단의 용과 활성화 방안에 해 연구를 수행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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