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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RPC(Remote Procedure Call) 형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

스템은, 상기 클라이언트와 서버 각각에 대해 응용 프로그램이 자신의 보안 요구사항에 맞도록 전자서명, 암호, 및 타임스

탬프 삽입 관련 정보를 보안 컨텍스트(보안 컨텍스트) 객체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인터페이스; 상기 보안 인터페이

스로부터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를 전달받아,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요청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거나,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응답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보안처리 핸들러; 및 상기 보안처리 핸들러에

의해 호출되어, 상기 보안 처리에 필요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보안 처리 기능을 지원하는 XML 보안 처

리 유닛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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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SOAP-RPC에 대한 보안처리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보안 처리 정보 전달을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보안 컨텍스트(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구조를 보여

주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SOAP-메시징에 대한 보안처리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SOAP-RPC 사용시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SOAP-RPC 사용시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SOAP 메시징사용시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SOAP 메시징사용시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300 : SOAP 클라이언트 엔진

200, 400 : SOAP 서버 엔진

120, 220, 320, 420 : 보안처리 핸들러

130, 230, 330, 430 : XML 보안 처리 유닛

140, 240, 340, 440 : 보안 인터페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보보호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웹서비스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Protocol) 등의 웹 표준 기술들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그 사용

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웹서비스에서는 메시지 교환을 위해 SOAP을 사용한다. SOAP은 모든 네트워크 프로토콜, 특히 HTTP에서 RPC(Remote

Procedure Calls)와 메시징을 지원해 주는 XML 기반의 프로토콜이다. SOAP은 이진 형태(binary format) 대신에 XML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플랫폼간, 프로그래밍 언어간, 컴포넌트 모델간의 상호 운용성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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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 및 SOAP 은 전자상거래 등의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응용 서비스에 널리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보호 기

술의 적용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메시지 수준에서의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전자상거래표준화기구인 오아시스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에서 WS-Security(Web Services

Security)를 표준화하고 있다.

SOAP 메시지 보안 표준에서는 SOAP 메시지에 대한 인증(Authentication), 무결성(Integrity), 기밀성(Confidentiality),

부인봉쇄(Non-Repudiation), 및 보안토큰(security token)을 교환하기 위한 표준을 정의하고 있다. SOAP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 부인봉쇄,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 W3C의 XML 전자서명을 확장하여 적용하였고,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해 W3C의

XML 암호를 확장하여 적용하였으며, 공개키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안토큰을 정의하였다. 또한 재

전송 공격(Replay Attack)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타임스탬프(Timestamp) 관련 기능도 추가하였다.

SOAP 메시지 보안 표준에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전자서명이 XML 전자서명 기법을 이용해 생성되어 SOAP

헤더 내에 있는 Security Header라는 이름의 XML 엘리먼트 내에 포함되고, 기밀성이 요구되는 메시지에 대한 암호문이

XML 암호 기법을 이용해 XML 형태의 암호문으로 생성되어 Security Header 엘리먼트 내부 혹은 SOAP Body 내부에 포

함된다. 또한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한 공개키 정보가 Security Header 내부의 Security Token 엘리먼트에 포함되어

상대방에 전달된다. 이와 함께, 생성된 SOAP 메시지에 대한 타임스탬프가 SOAP 헤더 내부에 포함될 수 있어 어플리케이

션에서 이를 이용하여 재전송 공격을 감지할 수 있다.

SOAP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RPC(Remote Procedure Call)와 메시징두 가지 형태가 있다. SOAP 메시징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SOAP 메시지 형태로 구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이고, SOAP RPC는 응

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SOAP 메시지를 생성하지 않고 로컬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듯 원격지 서버의 함수를 호출하면

SOAP 엔진에서 이를 SOAP 메시지 형태로 바꾸어 서버에 전달해 주는 방식이다. SOAP RPC 방식은 응용 프로그램이 직

접 전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를 SOAP 메시지 형태로 변형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SOAP 메시지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송되는 SOAP 메시지를 액세스하여 이에 대한 전자서명, 암호 등의 처리를 수행하여야 하나,

SOAP RPC를 사용할 경우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직접 SOAP 메시지를 액세스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 모듈 적용에 어려

움이 따른다.

또한 SOAP 메시지 보호를 위해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전자서명, 암호, 타임 스탬프 삽입 등의 정보보

호 처리가 다양한 형태로 조합되어 다양한 선택사항에 따라 처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간단한 보안처

리 설정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SOAP 메시지 보안 표준에서는 SOAP 메시지의 헤더에 보안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구문과 처리 절차만을

명시하였을 뿐,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웹서비스 메시지 보안기술을 웹서비스 환경에 적용하는 데 있어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웹서비스에서 교환되는 메시지에 대한 인증, 무결성, 부인봉쇄, 기밀성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안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SOAP 메시지 보안 기술을 SOAP RPC에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고, SOAP 메시

징에도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RPC(Remote Procedure Call) 형

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와

서버 각각은, 응용 프로그램이 자신의 보안 요구사항에 맞도록 전자서명, 암호, 및 타임스탬프 삽입 관련 정보를 보안 컨텍

스트(security context) 객체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인터페이스; 상기 보안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를 전달받아,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요청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요청 메시지

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거나,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응답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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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보안처리 핸들러; 및 상기 보안처리 핸들러에 의해 호출되어, 상기 보안 처

리에 필요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보안 처리 기능을 지원하는 XML 보안 처리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SOAP-메시징형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와 서버 각각은, 응용 프로그램이 자신의 보안 요구사항에 맞도

록 전자서명, 암호, 및 타임스탬프 삽입 관련 정보를 보안 컨텍스트 객체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인터페이스; 상기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SOAP 메시지 및 보안 컨텍스트 객체를 직접 전달받아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요청 큐에 들어

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거나,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응답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고, 상기 보안처리

결과를 상기 응용 프로그램에게 전달해 주는 보안처리 핸들러; 및 상기 보안처리 핸들러에 의해 호출되어, 상기 보안 처리

에 필요한 XML 보안 처리 기능을 지원하는 XML 보안 처리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RPC(Remote Procedure Call) 형

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웹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방법은 (a) 웹서비스 클라이언트

가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요청 메시지와 받을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에 맞도록 전자서명,

암호, 및 타임스탬프 삽입 관련 정보를 보안 컨텍스트(보안 컨텍스트) 객체에 설정하는 단계; (b) 클라이언트측 보안처리

핸들러가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요청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상기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c) SOAP 클라이언트 엔진이 상기 (b) 단계에서 수행된 상기 보안처리 결과를 SOAP 메

시지 형태로 SOAP 서버엔진에게 전송하는 단계; (d) 상기 SOAP 서버엔진에 의해 웹서비스 서버가 초기화되어, 상기 클

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된 상기 요청 메시지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줄 상기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요구 사항을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에 설정하는 단계; 및 (e) 서버측 보안처리 핸들러가 상기 (d) 단계에서 설정된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

체의 요청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수신된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RPC(Remote Procedure Call) 형

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웹서비스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방법은 (a) 웹서비스 서버가

SOAP 서버 엔진을 통해 SOAP 메시지를 서버측 보안처리 핸들러에게 넘겨주는 단계; (b) 상기 보안처리 핸들러가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응답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할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c) 상기 SOAP 서버엔진이 상기 (b) 단계에서 수행된 보안처리 결과를 SOAP

메시지 형태로 SOAP 클라이언트 엔진에게 전송하는 단계; (d) 상기 SOAP 클라이언트 엔진이 클라이언트측 보안처리 핸

들러를 호출하여 상기 수신된 SOAP 메시지를 넘겨주는 단계; 및 (e) 상기 보안처리 핸들러가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상기 응답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SOAP-메시징형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웹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방법은 (a) 웹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요청 메시지

와 받을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에 맞도록 전자서명, 암호, 및 타임스탬프 삽입 관련 정보를 보안 컨텍스트(보안

컨텍스트) 객체에 설정하는 단계; (b) 상기 웹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상기 (a) 단계에서 생성된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와,

서버로 보내기 위해 생성한 SOAP 메시지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된 클라이언트측 보안처리 핸들러에게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단계; (c) 상기 보안처리 핸들러가 상기 웹서비스 클라이언트에 의해 직접 호출되어,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요청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전달받은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

는 단계; (d) SOAP 클라이언트 엔진이 상기 (c) 단계에서 수행된 상기 보안처리 결과를 상기 웹서비스 클라이언트에 의해

전달받아 SOAP 메시지 형태로 SOAP 서버엔진에게 전송하는 단계; (e) 상기 SOAP 서버엔진에 의해 웹서비스 서버가 초

기화되어, 수신된 상기 요청 메시지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줄 상기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요구 사항을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에 설정하는 단계; (f)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 및 (d) 단계에서 수신된 상기 SOAP 메시지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된 서버측 보안처리핸들러로 전달하는 단계; 및 (g) 상기 서버측 보안처리핸들러가 상기 웹서비스 서버에 의해

직접 호출되어, 상기 (e) 단계에서 설정된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요청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

로 호출하여, 수신된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SOAP-메시징형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웹서비스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방법은 (a) 웹서비스 서버가 수신된 SOAP 메시지에 대해 SOAP 메시지 형태의 응답을 생성

하여 서버측 보안처리 핸들러에게 상기 SOAP 응답 메시지를 넘겨주는 단계; (b) 상기 보안처리 핸들러가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응답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전달받은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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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단계; (c) 상기 SOAP 서버엔진이 상기 (b) 단계에서 수행된 보안처리 결과를 상기 웹서비스 서버에 의해 전달받

아 SOAP 메시지 형태로 SOAP 클라이언트 엔진에게 전송하는 단계; (d) 웹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상기 SOAP 클라이언트

엔진으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전달받은 후 클라이언트측 보안처리 핸들러를 직접 호출하여 상기 수신된 SOAP 메시지를 넘

겨주는 단계; 및 (e) 상기 보안처리 핸들러가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상기 응답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SOAP-RPC에 대한 보안처리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SOAP

RPC 환경은 클라이언트 측에는 SOAP 클라이언트 엔진(SOAP Client Engine ; 100), 스텁(Stub) 오브젝트(170), 및 웹서

비스 클라이언트(180)가 포함되고, 서버측에는 SOAP 서버 엔진(SOAP Server Engine ; 200), 타이(Tie) 오브젝트(270),

및 웹서비스 서버(280)가 포함되며, 웹서비스 클라이언트(180)와 웹서비스 서버(280)는 웹서비스 환경에서 수행되며 각

각 클라이언트와 서버 역할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스텁 오브젝트(170)에는 웹서비스 서버(280)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이름의 함수가 들어있다. 웹서비스 클라이언트

(180)가 웹서비스의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 스텁 오브젝트(170)에 있는 같은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면, 이에 대한

요청은 스텁 오브젝트(170)와 SOAP 클라이언트 엔진(100)을 거쳐 SOAP 메시지 형태로 변환되어 서버에 전달된다. 서버

에 전달된 SOAP 메시지는 서버측의 SOAP 서버 엔진(200)과 타이 오브젝트(270)를 거쳐 함수 호출 메시지로 변환되어

원격지에 있는 웹서비스 서버(280)의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 호출된 함수의 수행결과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과정은, SOAP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달되는 경로와 대칭 된다. 이와 같은 원격지의 함수 호출 방법을 RPC

(Remote Procedure Call)라 칭한다.

도 1에서 SOAP RPC에서의 메시지 보안 처리 적용을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는 보안처리 핸들러(Security Handler ; 120,

220), XML 보안 처리 유닛(XML Security Unit ; 130, 230), 및 보안 인터페이스(Security Interface ; 140, 240)이다.

보안처리 핸들러(120, 220)는 SOAP 메시지 핸들러(SOAP Message Handler) 형태로 구성되어, SOAP 클라이언트/서버

엔진(100, 200)의 핸들러 체인(110, 210) 내에 설치된다. SOAP 메시지 핸들러는 SOAP RPC 사용시 RPC(Remote

Procedure Call) 과정에서 주고받는 SOAP 메시지를 응용 프로그램이 직접 액세스하도록 함으로써, 헤더 추가 등과 같은

SOAP 메시지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보안처리 핸들러(120, 220)를 SOAP 메시지 핸들러

형태로 설치하게 되면, RPC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오고 가는 SOAP 메시지를 응용프로그램이 액세스하여 이에 대한

전자서명, 암호 등의 SOAP 메시지 보안 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SOAP RPC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를 위해서는 SOAP 런타임 환경에 보안처리 핸들러(120, 220)를 설치해야 한다. 보안

처리 핸들러(120, 220)를 설치하는 방법은, 설정 파일에 호출할 핸들러 및 호출되는 순서를 지정하는 방법과, 응용 프로그

램에서 핸들러 및 호출되는 순서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핸들러(120, 220)를 사용하도록 지정하지 않으면 보안처

리 핸들러(120, 220)가 수행하는 메시지 보안처리는 수행되지 않게 된다.

SOAP 메시지 보안 처리시 각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 요구 사항이 각각 다르고 SOAP 메시지 보안 처리에는 많은 옵션이 존

재한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전자서명, 암호, 타임 스탬프 삽입 등의 정보보호 처리가 다양한 형태

로 조합되어 다양한 선택사항에 따라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메시지 핸들러 코드 내부에 직접 전자서명, 암호와 관련된 파라미터 설정을 해주고, 메시지에 대해 전

자서명을 할 것인지, 암호화를 할 것인지, 암호화를 한 후 서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명을 한 후 암호화를 할 것인지 등의

각 보안 처리 기능들의 조합 방식을 코드 내부에 집어넣었다. 그러나, 응용 프로그램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

한 방법을 쓸 경우 각 응용 프로그램마다 각각의 보안 처리 핸들러를 작성해야 하며, 이들 각각을 SOAP 엔진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SOAP 메시지 핸들러에서 보안 파라미터 설정을 하도록 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파라미터 설정 선택 사항을 프로그램 수행시 입력받는 것이 불편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 보안 인터페이스(140, 240)는 응용 프로그램이 SOAP 보안처리를 위한 옵션

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안 인터페이스(140, 240)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은 자신의 보안 요구사항에 맞도록 전자서

명, 암호화 등과 같은 보안처리에 필요한 보안 토큰 정보, 서명이나 암호화 할 부분, 사용할 알고리즘 등을 설정하고, 메시

지에 대해 전자서명을 할 것인지, 암호화를 할 것인지, 암호화를 한 후 서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명을 한 후 암호화를 할

것인지 등의 각 보안 처리 기능들의 조합 방식을 지정하며, 이들 설정을 포함하는 보안 컨텍스트(Security Context) 객체

를 생성하여 보안처리 핸들러(120, 220)에게 전달한다. 이 때 구성되는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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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보안 처리 정보 전달을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는 요청 큐(Request Queue ; 520)와 응답 큐(Response

Queue ; 540)의 두 개의 객체를 포함한다. 요청 큐(520)에는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위한 단위 보안처리 객체가

삽입되고, 응답 큐(540)에는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위한 단위 보안처리 객체가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순서

대로 삽입된다.

단위 보안처리 객체는 SOAP 메시지 보안 처리를 위해 XML 전자서명을 하여 SOAP 메시지 헤더에 추가하는 서명 객체,

이를 검증하는 검증 객체, SOAP 메시지에 대한 XML 암호화를 수행하여 SOAP 메시지 헤더 및 바디에 삽입하는 암호 객

체, 및 암호 객체를 복호화하는 복호객체 등이 있고, 이밖에 타임스탬프를 삽입하는 객체, 타임스탬프를 검사하는 객체,

SOAP 메시지에 대한 추가 처리를 수행하는 객체 등이 있다.

SOAP 메시지 보안을 사용할 때, 다수 번의 서명과 암호가 처리되면 보안 처리된 메시지의 헤더에는 이들이 적용된 순서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외에도 상기 순서 정보를 해석하여 적절한 순서로 복호화 및 검증을 수행하는 복호 및 검증

(Decrypt & Verify) 객체도 있을 수 있다. 이밖에,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단위 보안처리 객체를 직접 작

성하여 큐에 삽입하여 처리되도록 할 수도 있다.

전자서명, 암호 등의 보안 처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개키 정보 전달을 위한 보안토큰(security token), 처리 대상에 대한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정보, 사용하는 알고리즘 등의 파라미터 설정이 필요하며, 이들

파라미터들은 해당 보안 처리 객체 내부에 포함되어 전달된다.

보안 컨텍스트(500)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따로 생성하여 사용되며, 요청 큐(520)와 응답 큐(540)에는 요청 메시지 처

리에 사용할 객체와, 응답 메시지 처리에 사용할 객체가 원하는 처리 순서대로 각각 삽입된다.

보안처리 핸들러(120, 220)는 보안 컨텍스트(500)를 전달받아 요청 메시지를 처리할 때는 요청 큐(520)에 들어있는 보안

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보안 처리를 수행하고, 응답 메시지를 처리할 때는 응답 큐(540)에 들어있는 보안

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보안 처리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요청 메시지를 서명하고 그 다음 암호화 하고자

할 경우, 응용 프로그램은 요청 큐(520)에 서명객체를 삽입하고 그 다음 암호 객체를 삽입한다. 보안처리 핸들러(120,

220)는 보안 컨텍스트(500)를 전달받아 서명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설정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보안처리 함수를 호출하여

서명을 처리하고, 그 다음 암호 객체를 꺼내어 메시지에 대한 암호 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모든 보안 처리 객체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따라서, 보안처리 핸들러(120, 220)는 보안처리 수행시 동일한 방

법으로 해당 객체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보안 처리 객체가 요청 큐(520)나 응답 큐(540)에 있는 보안처리 객

체를 하나씩 차례대로 꺼내어 각 객체에 대해 동일한 이름과 파라미터의 메쏘드(method)를 호출하면 해당 객체가 제공하

는 보안처리가 수행되게 된다. 이렇게 할 경우, 보안처리와 관련된 설정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모두 처리하고, 보안 처리 핸

들러(120, 220)에서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의 요청을 처리하든지 간에 전달된 객체를 순서대로 하나씩 호출하여 수행하기

만 하면 되므로, 응용 프로그램마다 따로 보안처리 핸들러를 만들어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핸들러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보안관련 파라미터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보안 처리 관련 선

택사항을 입력받는 것도 쉬워진다.

보안 컨텍스트(500)를 보안처리 핸들러(120, 220)에 전달하는 방법은 SOAP 구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스텁

객체(170)나 타이 객체(270)에 파라미터를 넘겨주게 되면, 보안 컨텍스트(500)가 SOAP 메시지 컨텍스트에 포함되어

SOAP 보안처리 핸들러(120, 220)로 전달된다.

도 1에서 XML 보안 처리 유닛(130, 230)은 보안처리 핸들러(120, 220)에 의해 호출되어, SOAP 메시지 보안 처리에 필요

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XML 보안 처리 유닛(130, 230)은 XML 전자서명 유닛(XML signature Unit ; 131, 231), XML 암

호 유닛(XML Encryption Unit ; 132, 232), 보안토큰 처리기(Security Token Processor ; 133, 233), 암호 라이브러리

(Crypto Library ; 134, 234), 및 기타 유틸리티들(Utilities ; 135, 235)로 구성된다.

XML 전자서명 유닛(131, 231)은 보안 컨텍스트(500)에 들어가 있는 서명 및 검증 객체가 서명 혹은 검증을 수행할 때 호

출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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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암호 유닛(132, 232)은 보안 컨텍스트(500)에 들어가 있는 암호 및 복호객체가 XML 암호 혹은 복호 처리를 수행할

때 호출하여 사용한다.

보안토큰 처리기(133, 233)는 XML 전자서명이나 암호 처리시 필요한 공개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안 토큰에 대한 처

리를 수행한다. 암호 라이브러리(134, 234)는 전자서명 알고리즘 및 암호 알고리즘 등과 같이 암호 처리에 필요한 알고리

즘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기타 유틸리티들(135, 235)에는 XML 보안 처리와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키는 기능

을 제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SOAP-메시징에 대한 보안처리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SOAP-메시징환경은 클라이언트 측에는 웹서비스 클라이언트(380) 및 SOAP 클라이언트 엔진(SOAP Client Engine ;

300)이 포함되고, 서버측에는 SOAP 서버 엔진(SOAP Server Engine ; 400), 및 웹서비스 서버(480)가 포함되며, 웹서비

스 클라이언트(380)와 웹서비스 서버(480)는 웹서비스 환경에서 수행되며 각각 클라이언트와 서버 역할을 하는 응용 프로

그램이다.

SOAP-메시징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이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접 SOAP 메시지 형태로 생성하여 보내고, 메시지를 받

을 때도 SOAP 메시지를 그대로 수신하여 이를 처리한다. 따라서, SOAP RPC에 존재하는 스텁 객체와 타이 객체가 필요

없게 된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이 직접 SOAP 메시지를 액세스 할 수 있으므로, SOAP 메시지 핸들러와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할 필요 없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서 SOAP 메시징을 위한 메시지 보안 처리를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로는 보안처리 핸들러(Security Handler ;

320, 420), XML 보안 처리 유닛(XML Security Unit ; 330, 430), 및 보안 인터페이스(Security Interface ; 340, 440)가

있으며, 이들은 SOAP RPC와 논리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차이점은 SOAP RPC에서는 보안처리 핸들러(120, 220)

가 SOAP 메시지 핸들러 형태로 SOAP 엔진(100, 200) 에 설치되지만, SOAP 메시징의 경우에는 보안처리 핸들러(320,

420)가 일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호출한다는 점이다. 보안 인터페이스(340, 440)와 XML

보안 처리 유닛(330, 430)은 SOAP RPC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중복되는 설명을 피하기 위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보안처리 핸들러(320, 420)는 보안 인터페이스(340, 440)로부터 응용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를

전달받는다.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는 SOAP RPC의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 구성된다(도 2 참조). 보안처리 핸들러(320,

420)는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송수신하려는 SOAP 메시지를 직접 전달받아 보안 컨텍스트(500)에 설정된 대로 보안처

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응용 프로그램에게 전달해 준다. 응용 프로그램은 보안 처리된 메시지를 SOAP 엔진(300,

400)을 이용해 송수신한다.

이와 같이 SOAP 메시징을 사용할 경우에도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처리 핸들러(320, 420)

를 사용하여 SOAP RPC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보안처리를 수행하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SOAP RPC 와

SOAP 메시징모두에 대해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해 지며, 보안관

련 설정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SOAP-RPC 사용시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 및 도 4를 참조하면, 웹서비스 클라이언트(180)는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요청(request)과 받을 응답(response)에 대

한 보안처리 설정을 위해, 보안 인터페이스(140)를 통해 보안처리 객체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객체들을 처리 순서대로 보

안 컨텍스트 객체(500)의 요청 큐(520)와 응답 큐(540)에 각각 삽입하여, 클라이언트에서의 보안 처리를 위한 보안 컨텍

스트 객체(500)를 생성한다(1100 단계). 이 때, 각 보안 처리 객체에 대한 보안 파라미터도 함께 설정된다.

1100 단계에서 생성된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는 SOAP 메시지 핸들러인 보안처리 핸들러(120)로 전달된다(1110 단계)

. 보안 컨텍스트(500)를 보안처리 핸들러(120)에 전달하는 방법은 SOAP 구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보안 컨텍

스트(500)를 스텁 객체(170)에 넘겨주게 되면, 상기 보안 컨텍스트(500)가 SOAP 메시지 컨텍스트에 포함되어 보안처리

핸들러(120)로 전달된다.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가 보안처리 핸들러(120)로 전달되고 나면, 웹서비스 클라이언트(180)는 RPC(Remote

Procedure Call)를 수행한다(1120 단계). RPC 호출은 스텁(170)을 거쳐 SOAP 클라이언트 엔진(100)에게 전달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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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출 메시지는 SOAP 메시지 형태로 변환된다. 이 경우, 상기 요청 메시지에 대해 보안처리 핸들러(120)가 호출되도록

응용프로그램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SOAP 클라이언트 엔진(100)은 보안처리 핸들러(120)를 호출하고 SOAP 메시지를

넘겨준다(1130 단계).

보안처리 핸들러(120)는 1110 단계에서 전달받은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의 요청 큐(520)에 들어 있는 단위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호출하여, 전달받은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예를 들면, 서명 및 암호화 처리)를 수행한다(1140 단

계). 그리고 나서, SOAP 클라이언트 엔진(100)은 1140 단계에서 보안 처리된 SOAP 메시지를 서버로 전송한다(1150단

계).

계속해서, SOAP 서버 엔진(200)은 SOAP 클라이언트 엔진(100)으로부터 SOAP 메시지를 수신하고(2100 단계), 해당 웹

서비스 서버(280)를 초기화한다. 초기화시 웹서비스 서버(280)는 자신이 받는 요청과 돌려줄 응답에 대한 보안처리 설정

을 위해, 필요한 보안처리 객체들을 보안 인터페이스(240)를 통해 선택하고, 처리할 순서대로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의

요청 큐(520)와 응답 큐(540)에 각각 집어넣는다. 이때 각 보안 처리 객체에 대한 보안 파라미터도 함께 설정된다. 그 결

과, 서버에서의 보안 처리를 위한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가 생성된다(2110 단계).

2110 단계에서 생성된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는 서버 쪽에 설치되어 있는 SOAP 메시지 핸들러인 보안처리 핸들러

(220)에게 전달된다(2120 단계). 보안 컨텍스트(500)를 보안처리 핸들러(220)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SOAP 구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타이 객체(270)를 통해 전달된다. 이 경우, 요청 메시지에 대해 보안처리 핸들러(220)가 호출되

도록 응용프로그램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SOAP 서버 엔진(200)은 보안처리 핸들러(220)를 호출하여 SOAP 메시지를 넘

겨준다(2130 단계). 2110 단계 내지 2130 단계에서, 웹서비스가 초기화되는 시점과, 보안처리 핸들러(220)에 대한 파라

미터 전달 방법 등은 SOAP 구현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안처리 핸들러(220)는 2120 단계에서 전달받은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의 요청 큐(520)에 들어 있는 단위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호출하여, 전달받은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예를 들면, 복호화 및 서명 검증 처리)를 수행한다

(2140 단계). 그리고 나서, 2140 단계에서 처리된 SOAP 메시지를 Remote Procedure에 대한 호출로 바꾸어 웹서비스 서

버(280)가 제공하는 Remote Procedure가 수행되도록 한다(2150 단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SOAP-RPC 사용시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웹서비스 서버(280)는 도 4의 2150 단계에서 수행된 Remote Procedure 호출의 응답을 리턴하

며, 이 결과는 타이 객체(270)를 거쳐 SOAP 서버 엔진(200)에 전달된다(2200 단계). 이 때, 상기 응답 메시지는 SOAP 메

시지 형태로 변환된다.

이 경우, 응답 메시지에 대해 보안처리 핸들러(220)가 호출되도록 응용프로그램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SOAP 서버 엔진

(200)은 보안처리 핸들러(220)를 호출하여 SOAP 메시지를 넘겨준다(2210 단계). 보안처리 핸들러(220)는 도 4의 2120

단계에서 전달받았던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의 응답 큐(540)에 들어 있는 단위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호출하여, 전달

받은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예를 들면, 서명 및 암호화 처리)를 수행한다(2220 단계). 그리고 나서, SOAP 서버

엔진(200)은 2220 단계에서 보안 처리된 SOAP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2230 단계).

이어서, SOAP 클라이언트 엔진(100)은 SOAP 서버 엔진(200)으로부터 보안 처리된 SOAP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다

(1200 단계). 이 경우, 응답 메시지에 대해 보안처리 핸들러(120)가 호출되도록 응용프로그램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SOAP 클라이언트 엔진(100)은 보안처리 핸들러(120)를 호출하고, 수신된 SOAP 메시지를 넘겨준다(1210 단계).

보안처리 핸들러(120)는 도 4의 1110 단계에서 전달받았던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의 응답 큐(540)에 들어 있는 단위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호출하여, 전달받은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예를 들면, 복호화 및 서명 검증 처리)를 수행

한다(1220 단계). 그리고 나서, SOAP 클라이언트 엔진(100)은 1220 단계에서 처리된 SOAP 메시지를 Remote

Procedure Call에 대한 응답으로 바꾸어 웹서비스 클라이언트(180)에게 리턴 한다(1230 단계).

계속해서, SOAP 메시징에서의 메시지 보안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SOAP 메

시징에서의 메시지 보안 처리 절차는 SOAP RPC에서의 보안 처리 절차와 매우 유사하며, 차이점은 SOAP RPC에서는 보

안처리 핸들러(120, 220)가 SOAP 메시지 핸들러 형태로 SOAP 엔진에 설치되지만, SOAP 메시징의 경우는 보안처리 핸

들러(320, 420)가 일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작성되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호출된다는 점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SOAP 메시징사용시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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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및 도 6을 참조하면, 먼저 웹서비스 클라이언트(380)는 보안 인터페이스(340)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요

청과 받을 응답에 대한 보안처리 설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처리 객체들을 선택하고, 선택한 객체들을 처리할 순서대

로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의 요청 큐(520)와 응답 큐(540)에 각각 집어넣는다. 이때 각 보안 처리 객체에 대한 보안 파

라미터도 함께 설정된다. 그 결과, 클라이언트에서의 보안 처리를 위한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가 생성된다(3100 단계).

3100 단계에서 생성된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는 일반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된 보안처리 핸들러(320)에게 파라미

터로 전달된다(3110 단계). 웹서비스 클라이언트(380)는 서버에 보내기 위해 생성한 SOAP 메시지를 보안처리 핸들러

(320)에게 파라미터로 전달하고(3120 단계), 보안처리 핸들러(320)를 직접 호출한다(3130 단계).

보안처리 핸들러(320)는 3110 단계에서 전달받은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의 요청 큐(520)에 들어 있는 단위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호출하여, 전달받은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예를 들면, 서명 및 암호화 처리)를 수행한다(3140 단

계). 그리고 나서, 웹서비스 클라이언트(380)는 3140 단계에서 보안 처리된 SOAP 메시지를 전달받아 SOAP 클라이언트

엔진(300)을 통해 서버로 전송한다(3150 단계).

이어서, SOAP 서버 엔진(400)은 SOAP 클라이언트 엔진(300)으로부터 보안 처리된 SOAP 메시지를 수신하여(4100 단

계), 해당 웹서비스 서버(480)를 초기화한다. 초기화시 웹서비스 서버(480)는 자신이 받는 요청과 돌려줄 응답에 대한 보

안처리 설정을 위해 필요한 보안처리 객체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객체들을 처리할 순서대로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의

요청 큐(520)와 응답 큐(540)에 각각 집어넣는다. 이때 각 보안 처리 객체에 대한 보안 파라미터도 함께 설정된다. 그 결과

서버에서의 보안 처리를 위한 보안 컨텍스트 객체가 생성된다(4110 단계). 4110 단계에서 생성된 보안 컨텍스트 객체

(500) 및 4100 단계에서 수신된 SOAP 메시지는, 서버측에 일반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보안처리 핸들러

(420)에게 전달된다 (4120 단계).

이어서, 웹서비스 서버(480)는 직접 보안처리 핸들러(420)를 호출하고(4130 단계), 보안처리 핸들러(420)는 4120 단계

에서 전달받은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의 요청 큐(520)에 들어 있는 단위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호출하여, 전달받은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예를 들면, 복호화 및 서명 검증 처리)를 수행한다(4140 단계). 이어서, 웹서비스 서버

(480)는 4140 단계에서 처리된 SOAP 메시지를 넘겨받아 처리한다(4150 단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SOAP 메시징사용시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6 및 도 7을 참조하면, 웹서비스 서버(480)는 도 6의 4150 단계에서 전달받은 SOAP 메시지를 처리하여 SOAP 메시지

형태의 응답을 생성한다(4200 단계). 그리고 나서, 웹서비스 서버(480)는 보안처리 핸들러(420)를 호출하여, 4200 단계

에서 생성된 SOAP 응답 메시지를 넘겨준다(4210 단계).

보안처리 핸들러(420)는 도 6의 4120 단계에서 전달받았던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의 응답 큐(520)에 들어 있는 단위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호출하여, 전달받은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예를 들면, 서명 및 암호화 처리)를 수행한다

(4220 단계). 그리고, 웹서비스 서버(480)는 4220 단계에서 보안 처리된 SOAP 메시지를 SOAP 서버 엔진(400)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4230 단계).

계속해서, 웹서비스 클라이언트(380)는 SOAP 클라이언트 엔진(300)을 통해 SOAP 서버 엔진(400)으로부터 보안 처리된

SOAP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다(3200 단계). 웹서비스 클라이언트(380)는 직접 보안처리 핸들러(320)를 호출하고, 수신된

SOAP 메시지를 넘겨준다(3210 단계).

보안처리 핸들러(320)는 도 6의 3110 단계에서 전달받았던 보안 컨텍스트 객체(500)의 응답 큐(540)에 들어 있는 단위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호출하여, 전달받은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예를 들면, 복호화 및 서명 검증 처리)를 수행

한다(3220 단계). 그리고, 웹서비스 클라이언트(380)는 3220 단계에서 처리된 SOAP 메시지를 리턴 받는다(3230 단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SOAP RPC와 SOAP 메시징에 대한 보안처리 방법은, 보안 컨텍스트에 다양한

보안 처리 객체를 추가하여 새로운 보안 처리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웹서비스에서 교환되는 메시지에 대한 인증, 무결성, 부인봉쇄, 기밀성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웹서비스 메시지 보안기술을

웹서비스 환경에 적용하는 데 있어 OASIS의 WS-Security(Web Services Security) 기술 이외의 SOAP 메시지에 대한

다양한 보안 기술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 및 방법

은 SOAP RPC와 SOAP 메시징모두에 대해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므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용이해 지고, 보안

관련 설정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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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

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

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

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

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하면, 웹서비스 메시지

보안기술을 웹서비스 환경에 적용하는 데 있어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웹서비스에서 교환되는 메시지에 대

한 인증, 무결성, 부인봉쇄, 기밀성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는 서로 다른 보안 요구사항을 갖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단 하나의 공통적인 보안처리 핸들

러만이 사용되므로, 메시지 보안 처리를 수행할 수 있어,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용이해 진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SOAP RPC와 SOAP 메시징에 대한 보안처리 방법은 보안 컨텍스트에 다양한 보안 처리 객체를 추

가하여 새로운 보안 처리 기능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WS-Security (Web Services Security) 기술 이외의 SOAP 메시지

에 대한 다양한 보안 기술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발명에 의한 SOAP RPC와 SOAP 메시징에 대한 보안처리 방법은 SOAP RPC와 SOAP 메시징모두에 대

해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므로, 보안관련 설정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RPC(Remote Procedure Call) 형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메시지를 주고

받는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와 서버 각각은,

응용 프로그램이 자신의 보안 요구사항에 맞도록 전자서명, 암호, 및 타임스탬프 삽입 관련 정보를 보안 컨텍스트

(security context) 객체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인터페이스;

상기 보안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를 전달받아,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요청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

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거나,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응답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보안처리 핸들러; 및

상기 보안처리 핸들러에 의해 호출되어, 상기 보안 처리에 필요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보안 처리 기능을

지원하는 XML 보안 처리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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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안처리 핸들러는 SOAP 메시지 핸들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

청구항 3.

SOAP-메시징 형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

기 클라이언트와 서버 각각은,

응용 프로그램이 자신의 보안 요구사항에 맞도록 전자서명, 암호, 및 타임스탬프 삽입 관련 정보를 보안 컨텍스트 객체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인터페이스;

상기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SOAP 메시지 및 보안 컨텍스트 객체를 직접 전달받아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요청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거나,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

체의 응답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고, 상기 보

안처리 결과를 상기 응용 프로그램에게 전달해 주는 보안처리 핸들러; 및

상기 보안처리 핸들러에 의해 호출되어, 상기 보안 처리에 필요한 XML 보안 처리 기능을 지원하는 XML 보안 처리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은, 상기 클라이언트의 웹서비스 클라이언트와, 상기 서버의 웹서비스 서버 내에 탑재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은, 자신의 보안 요구사항에 맞도록 전자서명, 암호, 보안처리에 필요한 보안 토큰 정보, 서명이나 암호

화 할 부분 및 사용할 알고리즘을 설정하고,

상기 메시지에 대해 전자서명을 할 것인지, 암호화를 할 것인지, 암호화를 한 후 서명을 할 것인지, 또는 서명을 한 후 암호

화를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각 보안 처리 기능들의 조합 방식을 지정하며,

상기 설정을 포함하는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

템.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상기 요청 큐에는 요청 메시지의 보안 처리를 위한 복수 개의 단위 보안처리 객체들이 상기 응

용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순서대로 삽입되고,

상기 응답 큐에는 응답 메시지의 보안 처리를 위한 복수 개의 단위 보안처리 객체들이 상기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순

서대로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

등록특허 10-0576722

- 11 -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 큐 및 상기 응답 큐는,

상기 메시지에 대한 XML 전자서명을 하여 상기 메시지의 헤더에 추가하는 서명 객체;

상기 XML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검증 객체;

상기 메시지에 대한 XML 암호화를 수행하여 상기 메시지 헤더 및 바디에 삽입하는 암호 객체;

XML 암호문을 복호화하는 복호객체;

타임스탬프를 삽입하는 타임스탬프 삽입 객체;

상기 타임스탬프를 검사하는 타임스탬프 검사 객체; 및

상기 메시지에 대한 추가 처리를 수행하는 추가 처리 객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 큐 및 상기 응답 큐는, 다수 번의 서명과 암호가 처리된 경우 상기 메시지의 헤더에 저장되어 있는 적용 순서 정

보를 해석하여 적절한 순서로 복호화 및 검증을 수행하는 복호 및 검증 객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서비스

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단위 보안처리 객체를 직접 작성하여 상기 요청 큐 또는 상기 응답 큐에 삽입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XML 보안 처리 유닛은

상기 보안 컨텍스트에 포함된 상기 서명 객체 또는 상기 검증 객체에 의해 호출되어 서명 혹은 검증 처리를 수행하는 XML

전자서명 유닛;

상기 보안 컨텍스트에 포함된 상기 암호 객체 또는 상기 복호객체에 의해 호출되어 XML 암호 처리 혹은 복호 처리를 수행

하는 XML 암호 유닛;

XML 전자서명 또는 암호 처리시 필요한 공개키 정보를 포함하는 보안 토큰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보안토큰 처리기;

암호 처리에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제공하는 암호 라이브러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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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보안 처리와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틸리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서

비스에 대한 메시지 보안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RPC(Remote Procedure Call) 형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메시지를 주고

받는 웹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방법에 있어서:

(a) 웹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요청 메시지와 받을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에 맞도록 전자서명, 암호, 및 타임스탬프 삽입 관련 정보를 보안 컨텍스트 객체에 설정하는 단계;

(b) 클라이언트측 보안처리 핸들러가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요청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

출하여 상기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c) SOAP 클라이언트 엔진이 상기 (b) 단계에서 수행된 상기 보안처리 결과를 SOAP 메시지 형태로 SOAP 서버엔진에게

전송하는 단계;

(d) 상기 SOAP 서버엔진에 의해 웹서비스 서버가 초기화되어,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된 상기 요청 메시지와 상기 클

라이언트에게 돌려줄 상기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요구 사항을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에 설정하는 단계; 및

(e) 서버측 보안처리 핸들러가 상기 (d) 단계에서 설정된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요청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수신된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방법.

청구항 12.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RPC(Remote Procedure Call) 형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메시지를 주고

받는 웹서비스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방법에 있어서:

(a) 웹서비스 서버가 SOAP 서버 엔진을 통해 SOAP 메시지를 서버측 보안처리 핸들러에게 넘겨주는 단계;

(b) 상기 보안처리 핸들러가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응답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할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c) 상기 SOAP 서버엔진이 상기 (b) 단계에서 수행된 보안처리 결과를 SOAP 메시지 형태로 SOAP 클라이언트 엔진에게

전송하는 단계;

(d) 상기 SOAP 클라이언트 엔진이 클라이언트측 보안처리 핸들러를 호출하여 상기 수신된 SOAP 메시지를 넘겨주는 단

계; 및

(e) 상기 보안처리 핸들러가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상기 응답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

하여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서비스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방법.

청구항 13.

SOAP-메시징형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웹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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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웹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요청 메시지와 받을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에 맞도록 전자서명, 암호, 및 타임스탬프 삽입 관련 정보를 보안 컨텍스트 객체에 설정하는 단계;

(b) 상기 웹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상기 (a) 단계에서 생성된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와, 서버로 보내기 위해 생성한 SOAP

메시지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된 클라이언트측 보안처리 핸들러에게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단계;

(c) 상기 보안처리 핸들러가 상기 웹서비스 클라이언트에 의해 직접 호출되어,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요청 큐에 들어

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전달받은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d) SOAP 클라이언트 엔진이 상기 (c) 단계에서 수행된 상기 보안처리 결과를 상기 웹서비스 클라이언트에 의해 전달받아

SOAP 메시지 형태로 SOAP 서버엔진에게 전송하는 단계;

(e) 상기 SOAP 서버엔진에 의해 웹서비스 서버가 초기화되어, 수신된 상기 요청 메시지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줄 상

기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요구 사항을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에 설정하는 단계;

(f)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 및 (d) 단계에서 수신된 상기 SOAP 메시지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된 서버측 보안처리

핸들러로 전달하는 단계; 및

(g) 상기 서버측 보안처리핸들러가 상기 웹서비스 서버에 의해 직접 호출되어, 상기 (e) 단계에서 설정된 상기 보안 컨텍스

트 객체의 요청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수신된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방법.

청구항 14.

SOAP-메시징 형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웹서비스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방법에 있어서:

(a) 웹서비스 서버가 수신된 SOAP 메시지에 대해 SOAP 메시지 형태의 응답을 생성하여 서버측 보안처리 핸들러에게 상

기 SOAP 응답 메시지를 넘겨주는 단계;

(b) 상기 보안처리 핸들러가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응답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하여 전달받

은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c) 상기 SOAP 서버엔진이 상기 (b) 단계에서 수행된 보안처리 결과를 상기 웹서비스 서버에 의해 전달받아 SOAP 메시

지 형태로 SOAP 클라이언트 엔진에게 전송하는 단계;

(d) 웹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상기 SOAP 클라이언트 엔진으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전달받은 후 클라이언트측 보안처리 핸

들러를 직접 호출하여 상기 수신된 SOAP 메시지를 넘겨주는 단계; 및

(e) 상기 보안처리 핸들러가 상기 보안 컨텍스트 객체의 상기 응답 큐에 들어있는 보안처리 객체를 하나씩 순서대로 호출

하여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서비스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보안 처리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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