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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웹 인증방식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실명확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인증 방식
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인증 방식을 개선한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 인증방식 등이 있다. 기존 인증 방식을 개선
하여 모든 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ID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인증 방식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 검증값을 암호화하여 인증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고유 식별번호로 저장한다. 그리고 해당 웹에 로그인하기 위
해 필요한 패스워드는 일회용 난수를 인증기관으로부터 수신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난수를 수신한다. 웹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
보 관리가 용이하며 사용자에게는 통합 ID 하나만 기억하고 매번 일회성 난수를 패스워드로 발급받아 여러 ID와 패
스워드를 기억하고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

주제어 : 아이핀, 해시함수, 인증 프로토콜, 통합 아이디, 웹 

Abstract  Existing Web authentication method utilizes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y credit rating agencies 
separating i-PIN authentication method which has been improved authentication us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via the real name confirmation database. By improving the existing authentication method, and it provides the 
available integrated ID authentication on Web. In order to enhance safety, the proposed authentication method 
by encrypting the user of the verification value, and stores the unique identifier in the database of the 
certificate authority. Then, the password required to log in to the Web is for receiving a disposable random 
from the certificate authority, the user does not need to remember a separate password and receives the random 
number by using the smart phone. It does not save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atabase, and it is 
easy to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Only the integration ID needs to be remembered with random 
number on every time. It doesn’t need to use various IDs and passwords if you use this proposed authentic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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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기업  공공기 의 개인정보 량 유출에 따

른 보안사고가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한 사용자 인증기술이 주목받고 있다[1]. 

때문에 의료정보 보호를 해 사용자의 의료 건강정보를 

제 3자가 불법 으로 근하는 것을 사 에 방하기 

한 아이핀 기반의 유헬스 어 사용자 정보보호 로토콜

[2],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의 사용자 인증을 한 혼

용 암호화방식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로토콜[3] 그리

고 청소년이 성인용 게임에 쉽게 근할 수 없도록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코드를 이용한 사용

자 개별인증 로토콜[4]등이 의료, 클라우드 컴퓨  그

리고 IoT(Internet of Things)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

안되었다. 이러한 사용자 인증기술이 웹 분야에서도 필

요하다.

웹에서는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즉, 면 면 방식

으로 등록하던 오 라인 회원 서비스에서 비 면 방식으

로 등록하는 온라인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따

라서 회원등록을 해서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다. 주민

등록번호를 이용한 기존의 인증방식은 사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

러나 해킹  내부 리 소홀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계속 발

생하고 있으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도용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의 

문제 으로 인해 체수단이 필요해졌다[5,6,7]. 많은 웹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인증방식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을 최소한으

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도 본인확인, 성

인인증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아이핀을 개발하여 보 했

다.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할 경우, 다른 수단을 통

한 본인인증에 비해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여 개인정

보 유출과 명의도용의 을 일 수 있다. 하지만 ID, 

패스워드에 의존한 본인확인이기 때문에 ID와 패스워드

가 탈취될 경우 험하다[8,9,10].

기존 아이핀 인증방식은 고정된 값인 아이핀 ID와 패

스워드로 이루어지므로 키로거, 트로이목마와 같은 악성

코드 공격 는 사회공학공격 등의 기법으로 인해 노출

될 경우에 명의 도용과 개인정보유출로 악용될 수 있다. 

한, 아이핀 인증기 의 내부자의 불법유출이나 데이터

베이스 해킹을 통해 집약된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아이핀 인증의 

취약 을 개선하기 해 통합 ID 인증 로토콜을 제안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인증 

방식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인증방식과 아이핀을 이

용한 인증방식에 하여 알아본다. 3장에서는 기존 방식

들을 개선한 통합 ID 인증 로토콜을 제안한다. 4장에서

는 제안한 인증 로토콜의 정보들이 유출되었다는 가정 

하에 안 성을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기존의 웹 인증방식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실명확인 데이터베이스를 통

해서 인증방식[11]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인증방식을 

개선한 체인증 수단인 아이핀 인증방식[12]의 차와 

문제 에 하여 알아본다.

2.1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인증방식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인증방식은 사용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웹에 송하면, 웹은 이를 실명확인 서

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달한다. 신용정보회

사는 실명확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신한 이름과 주민등

록번호가 일치하는지 조회를 한다. 조회 결과에 따라 

‘YES’ 는 ‘NO’의 결과 값만 웹에 송한다[11]. 이 방식

은 [Fig. 1]과 같은 차로 진행된다.

[Fig. 1] Authentication process us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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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회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웹에 본인확인을 

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송하면 웹은 사용자의 이

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검증하기 해 신용정보회사에게 

송한다. 신용정보회사는 수신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결과를 웹에 송한다. 그

리고 웹은 사용자 확인이 완료되면 회원가입을 한 회

원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한다. 사용자는 웹에서 사용할 

ID와 패스워드 등을 포함한 회원정보를 송한다. 웹은 

사용자가 보내온 회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회원가입을 사용자에게 송한다.

2.2 아이핀을 이용한 인증방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잦아지면서 주민등록번호의 문

제 이 부각되어 체수단으로 만들어진 아이핀을 이용

한 인증방식을 사용한다. 아이핀을 이용한 인증은 아이

핀을 발 하는 과정과 발 된 아이핀을 이용해 웹에서 

인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2.1 아이핀 발급과정

아이핀 발 과정은 다음 [Fig. 2]와 같은 차로 진행

된다.

[Fig. 2] i-PIN issue

사용자는 아이핀을 발  받기 해 본인확인 정보(공

인 인증서, 화번호, 계좌정보 등)  하나를 선택하여 

아이핀 인증기 에게 송한다. 아이핀 인증기 은 수신

한 사용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

기 에게 사용자의 검증을 요청한다. 본인확인기 은 사

용자의 본인확인 정보 조회 결과를 아이핀 인증기 에게 

송하고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아이핀 인증기 은 사용

자에게 아이핀 계정으로 사용할 ID와 패스워드, E-mail 

등의 아이핀 정보를 요청한다. 사용자는 아이핀 인증기

에게 아이핀 정보를 송한다. 아이핀 인증기 은 사

용자로부터 수신한 아이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

하고 아이핀 발 이 완료됨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2.2.2 아이핀 인증과정

아이핀 인증과정은 다음 [Fig. 3]과 같은 차로 진행

된다.

[Fig. 3] i-PIN Authentication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웹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아이핀 인증기 에서 제공한 아이핀 로그인 창

에 로그인을 한다.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핀 ID와 패스워

드의 정보는 아이핀 인증기 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

하여 본인확인 정보를 웹으로 송한다. 웹은 사용자가 

사용할 ID와 패스워드 등의 회원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

한다. 웹은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회원정보를 데이터베이

스에 장하고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알

린다.

2.3 기존 방식의 문제점 분석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인증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가 이용된다. 주민등록번호에는 출생지, 성별, 생년월일 

등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들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변경  갱신이 어려워 유출이 일어날 경우 지속 으로 

도용이 발생한다. 한 모든 공공기 , 기업, 민간기구 등

에서 사용자의 식별을 주민등록번호로 처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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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크다. 주민등록번호는 마지막 자리의 숫자인 

오류검증번호만 검증하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취약한 조검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

록번호 자체에 한 유효성 검사만을 거치는 웹에서 

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즉 실명

확인만을 수행할 뿐 실제로 사용자가 해당 성명과 주민

등록번호의 주체가 맞는지 인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명인증이 필요하다[11,13,14].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의 문제 들을 개선하기 해 아

이핀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아이핀을 이용하기 

해 아이핀 발 을 한 추가 인 회원가입이 필요한데 

이는 아이핀 ID와 패스워드 그리고 웹에서 사용할 ID와 

패스워드를 함께 기억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아이핀 

인증기 은 아이핀을 발 하고 난 뒤 사용자의 이름, 주

민등록번호, 본인확인 정보, 자우편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즉, 각 웹에 분산되어 장  리 되던 개인

정보들이 한 곳에 장되므로 아이핀 사용자들의 주민등

록번호가 량으로 보 된다. 그러므로 인증기 에서 개

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규모 피해가 상된다. 아

이핀 인증은 발  받은 아이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인

증한다. 웹의 사용자는 아이핀 인증 외에 웹 이용을 해 

웹의 계정으로 한 번 더 로그인해야 하므로 두 차례 로그

인을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기존의 

인증방식들에 비하여 이용률의 조함을 불러온다[15]. 

그리고 아이핀 계정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므로 아이

핀 ID와 패스워드가 유출될 경우 구나 다른 사람의 명

의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다른 군가 타인의 아이

핀 ID와 패스워드로 인증을 시도할 경우 실시간으로 확

인 할 수 없어 타인의 도용 여부를 알 수 없거나 뒤늦게 

발견할 수 있다. 고정된 본인확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주민등록번호의 범용성을 그 로 가지는 문제 이 있다.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체하기 한 수단인 아이핀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3장에서 통합 ID를 이용하여 

모든 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ID 인증 로토콜을 제

안한다.

3. 웹 사용자를 위한 통합 ID 인증 프로토콜

본 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인증방식의 취약

을 개선하기 하여 하나의 ID를 사용하여 모든 웹에

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 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인증 로토콜은 안 성을 높이기 해서 사용자 

검증값을 암호화하여 인증기 의 데이터베이스에 고유 

식별번호로 장한다. 그리고 해당 웹에 로그인하기 

해 필요한 패스워드는 일회용 난수를 인증기 으로부터 

수신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따로 기억할 필요

가 없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난수를 수신한다.

 

3.1 통합 ID 등록 및 인증에 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

[Fig. 4]는 사용자가 인증기 에 통합 ID를 등록하는 

과정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웹에서 통합 ID를 인

증하는 과정에 한 시 스 다이어그램이다. 시 스 다

이어그램에서 사용자의 통합 ID 등록과정은 ①∼⑧까지

의 단계이며, 웹에서 사용자의 통합 ID 인증과정은 ⑨∼

⑭까지의 단계이다.

3.1.1 통합 ID 등록과정

사용자는 모든 웹에서 사용할 통합 ID를 발 받기 

해 이름, 주민등록번호의 해시값 그리고 화번호의 해

시값을 인증기 에 송한다. 인증기 은 사용자가 정당

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기 해 이동통신사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의 해시값 그리고 화번호의 해시값을 

송하여 사용자 본인 확인을 요청한다. 이동통신사는 인

증기 으로부터 수신한 정보들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

용자를 조회하여 일치여부를 검사한다. 일치할 경우, 이

동통신사는 사용자 검증값을 생성할 때 필요한 난수의 

해시값과 화번호를 인증기 에게 송하고 검증값을 

생성할 때 필요한 난수를 사용자에게 SMS로 송한다. 

사용자는 사용자 검증값(주민등록번호 해시값과 난수의 

해시값으로부터 생성한 값)을 인증기 에게 송한다. 

인증기 은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주민등록번호의 해

시값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신한 난수의 해시값을 이용

하여 사용자 검증값을 생성,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사용

자 검증값과 비교한다. 일치할 경우, 모든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통합 ID를 사용자에게 요청한다. 사용자는 자신

이 사용할 통합 ID를 인증기 에게 송, 인증기 은 사

용자의 통합 ID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통합 ID의 

발 이 완료됨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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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quence diagram of Integrated ID register and authentication

3.1.2 통합 ID 인증과정

사용자가 인증기 에 등록한 통합 ID를 웹에서 사용

하기 해선 통합 ID 인증이 필요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통합 ID를 웹으로 송한다. 웹은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통합 ID를 인증기 으로 송하여 인증을 요청한다. 인

증기 은 통합 ID와 사용자의 고유 식별번호 그리고 통

합 ID를 검증하기 한 통합 ID 검증값(고유 식별번호의 

해시값과 난수의 해시값으로부터 생성한 값)을 웹에게 

송하고 통합 ID 검증값을 생성할 때 필요한 난수를 사

용자에게 SMS로 송한다. 사용자는 난수의 해시값을 

웹에게 송한다. 웹은 인증기 으로부터 수신한 고유 

식별번호의 해시값과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난수의 해시

값을 이용하여 통합 ID 검증값를 생성하고 인증기 으로

부터 수신한 통합 ID 검증값과 생성한 통합 ID 검증값을 

비교한다. 일치할 경우, 사용자의 통합 ID를 웹에 등록하

고 사용자에게 송한다.

3.2 통합 ID 인증 프로토콜

제안한 통합 ID 인증 로토콜은 등록단계와 인증단

계로 구성된다. 그리고 통합 ID 인증 로토콜에서 사용

할 표기법은 <Table 1>과 같이 정의한다. 통신채 간의 

정보들은 해시하여 송수신이 이루어진다. 이동통신사는 

사용자의 정보(주민등록번호, 화번호 등)를 해시값으

로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Notation Definition

CI Integrated Certificate Institution

CC Cell-phone Carrier

ID Integrated ID

UName User's Name

URRN User'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UCN User's Cell-phone Number

h() Hash Algorithm

Ek() Encryption Algorithm 

RNCC Cell-phone Carrier's Random Number

RNCI CI's Random Number

UV Verification value for User

IDV Verification value for Integrated ID

UIN User's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Table 1> Notation

 

3.2.1 통합 ID 등록

통합 ID 등록과정에서 사용자는 URRN과 RNCC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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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하여 XOR 연산한 값을 다시 해시하여 사용자 검증

값 UV을 생성하고 인증기 에게 송한다. 인증기 은 

수신한 사용자 검증값 UV을 암호화하여 고유 식별번호

로 사용한다. 통합 ID 등록과정은 [Fig. 5]와 같다.

[Fig. 5] Protocol of integrated ID register

∙step 1 : 사용자는 CI에게 통합 ID 등록을 신청하기 

해 필요한 UName, h(URRN), h(UCN)을 송한다.

∙step 2 : CI는 UName, h(URRN) 그리고 h(UCN)을 CC에

게 송한다. CC는 수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서 조회하여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고 CI에게 

h(RNCC)과 UCN를 송하고 정당한 사용자에게 

RNCC를 SMS로 송한다.

∙step 3 : 사용자는 UName, h(URRN) 그리고 UV를 CI에

게 송한다. UV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해 CI는 사

용자로부터 수신한 h(URRN)과 CC로부터 수신한 

h(RNCC)를 이용하여 UV`를 생성한다. 그리고 UV = 

UV`이면 UIN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UV = h(h(URRN)⊕h(RNCC))

       UV  ̀ = h(h(URRN)⊕h(RNCC))

              UIN = Ek(UV)

∙step 4 : 사용자는 ID를 CI에게 송한다. CI는 수신

한 사용자 ID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Step 3에서 UIN을 생성할 때 사용한 암호화 키는 UV를 

복호하기 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 과정을 통

하여 UIN이라는 새로운 값을 생성하기 한 것이므로 키

를 장할 필요가 없다. 암호화 키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UIN가 유출되어도 유출된 UIN을 UV로 복호하는 것

을 어렵게 하기 해서 사용자 별로 각각 다른 키를 사용

하여 수조사의 상을 늘린다.

3.2.2 통합 ID 인증

사용자의 고유 식별번호 UIN은 통합 ID를 검증하기 

한 검증값 IDV을 생성하는 정보 에 하나이다. 이 정보

는 통신채  상에서 송수신되지 않는다. 검증값 IDV는 고

유 식별번호를 해시한 값 h(UIN)을 사용하여 생성한다. 

따라서 통합 ID를 등록할 때 사용한 h(URRN)과 h(RNCC)

를 알더라도 UV로부터 h(UIN)의 정보를 알 수 없다. 통합 

ID 인증과정의 로토콜은 [Fig. 6]과 같다.

[Fig. 6] Protocol of integrated id Authentication

∙step 1 : 사용자는 통합 ID를 웹에게 송한다.

∙step 2 : 웹은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통합 ID를 CI에

게 송한다. CI는 통합 ID를 인증하기 해 데이터

베이스에서 조회한다. 정보가 일치할 경우, h(UIN)과 

IDV를 웹에게 송하고 RNCI를 사용자에게 SMS 

송한다.

     IDV = h(h(RNCI)⊕h(UIN))

∙step 3 : 사용자는 h(RNCI)를 웹에게 송한다. 웹은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h(RNCI)와 CI로부터 수신한 

h(UIN)을 사용하여 IDV`를 생성한다. IDV = IDV`이

면 통합 ID는 정당한 ID이다.

     IDV`= h(h(RNCI)⊕h(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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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사용자 패스워드 변경

웹에 인증된 통합 ID는 이후에 해당 웹에 로그인 할 

때 사용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다른 웹에 통합 ID를 등록

하면 서로 다른 웹에서도 동일한 ID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다. 웹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할 때마다 인증기  CI

에게 알려 인증기 이 생성한 난수 RNCI를 패스워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송한다. 그

리고 웹은 인증기 으로부터 h(UIN)과 IDV를 제공받아 

사용자가 입력한 RNCI를 검증한다. 이 때 RNCI는 일회성 

난수를 이용하여 IDV가 매번 변경되도록 한다.

4. 통합 ID 인증 프로토콜 분석

본 장에서는 통합 ID 인증 로토콜에 한 안 성을 

분석한다. 안 성은 통신채  상에서 송되는 검증값들

을 생성하는 정보와 검증값인 URRN, RNCC, RNCI, UV, UIN, 

IDV들이 제 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가정하고 등록 단계와 

인증단계에서의 취득 정도를 나 어 생성할 수 있는 값

과 그 값을 통해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지 분

석한다.

4.1 등록단계에서 UV, h(URRN), h(RNCC), 

RNCC가 유출될 경우

등록단계에서 제 3자는 통신채 에서 UV, h(URRN), 

h(RNCC)를 획득할 수 있고 SMS를 가로채어 RNCC를 획

득할 수 있다. 하지만 URRN은 해시하여 송수신되므로 통

신채  상에서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는 일은 없다. 제 3자는 획득한 h(URRN), h(RNCC)

으로 UV를 생성할 수 있다. UV는 사용자를 검증하기 

한 값으로 실제 인증기 의 데이터베이스에는 UV를 암

호화한 UIN을 사용자의 식별번호로 사용한다. 그 기 때

문에 UV를 알아도 암호화 과정으로 해당 사용자의 UIN을 

알 수는 없다. 그리고 RNCC를 가로채어도 RNCC는 매번 

변경되는 값이기 때문에 짧은 입력 시간을 두고 값을 변

경하면 제 3자가 재사용하기 어렵다. 한 UV를 생성할 

때 RNCC가 사용되므로 모든 사용자가 등록과정을 수행

할 때 마다 매번 다른 값이 되어서 유출되어도 다시 사용

되지 않아 안 하다.

4.2 인증단계에서 IDV, h(RNCI), h(UIN),

     RNCI가 유출될 경우

인증단계에서 제 3자는 통신채 에서 IDV, h(RNCI), 

h(UIN)를 획득할 수 있고 SMS를 가로채어 RNCI를 획득

할 수 있다. 하지만 UIN은 해시값으로 송수신되므로 통신

채  상에서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식별번호가 

공개되는 일은 없다. 제 3자가 등록단계에서 사용한 UV

를 이미 획득한 상태여도 인증기 에 장된 사용자 식

별번호 UIN은 UV를 암호화하여 장한 값이므로 암호화

키를 모르면 인증단계에서도 UIN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리고 제 3자는 획득한 h(RNCI), h(UIN)으로 IDV를 생성

할 수 있지만 RNCI도 RNCC와 마찬가지로 매번 변경되는 

값이기 때문에 짧은 입력 시간을 두고 값을 변경하면 제 

3자가 재사용하기 어렵다.

아이핀 인증기 에 집약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

우 웹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유출보다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한 인증 로토콜을 사용하는 인증

기 은 주민등록번호를 해시함수와 암호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사용자의 고유 식별번호를 난수처럼 보이게 만들

어 개인정보를 숨기고 안 성을 높 다. 아이핀을 발

받고 난 뒤, 아이핀 ID, 패스워드만으로 본인인증이 가능

하므로 아이핀 정보가 유출될 경우 도용인증이 가능하지

만 통합 ID를 이용하면 ID만 기억하고 패스워드는 일회

용 난수로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지 받기 때문에 

안 하며 개인 식별번호만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난

수를 이용해서 검증 값을 생성하므로 매번 다른 값으로 

사용자를 인증  로그인한다. 그리고 인증  로그인을 

시도할 경우,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RNCI가 발송되므로 

본인 외의 군가가 자신의 ID로 로그인을 시도하면 

SMS 메시지를 통해 악하기 용이하다. 때문에 제 3자

의 계정 도용이 어렵다. 사용자는 모든 웹에서 동일한 ID

를 이용하기 때문에 웹마다 계정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증 로토콜은 모든 웹에서 하

나의 ID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증을 한 정

보들은 각 객체(사용자, 인증기 , 이동통신사)에서 각각 

하나의 값들을 알고 있고 이 정보를 결합하여 검증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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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무결성을 가지며 정 인 패스워드가 아닌 매번 

임의의 일회성 난수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함으로써 정

인 패스워드에 비해 안 성이 높다. 그리고 통신채

상의 정보들은 검증 값과 검증 값을 생성하기 한 정보 

모두를 해시값으로 송하므로 수정  변조에 해 안

하다. 웹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장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리가 용이하며 사용자에게

는 통합 ID 하나만 기억하고 매번 일회성 난수를 패스워

드로 발 받아 여러 ID와 패스워드를 기억하고 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이 있다. 이러한 통합 ID 로토콜을 

웹 서비스 외에 다양한 IT 기술이 목된 분야에서 응용

하면 단일 식별자로 각 분야별 통합 인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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