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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에서의 ＳＯＡＰ메시지 생성 및 검증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에서의 SOAP 메시지 생성 및 검증 방법에 관한 것이다. SOAP 메시지 송신
자는 SOAP 본문(Body)에 들어갈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비밀키를 사용하여 SOAP 메시지 보안에 사용되는 서명을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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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암호화된 서명은 SOAP 헤더(Header)의 보안 헤더에 삽입되어 수신자에게 전송된다. SOAP 메시지 수신자는 자신
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암호 키를 복호화한 후 비밀키를 복원한다. 복원된 비밀키는 SOAP 헤더의 보안 헤더 내에 있는 암
호화된 서명을 복호화하는데 사용되고, 이렇게 복호화된 서명을 통해 SOAP 메시지가 검증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SOAP
메시지에 기반한 웹서비스시 SOAP 메시지에 대한 서명 암호화를 수행함으로써, SOAP 메시지 보안에 기초한 웹서비스
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서명 위조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대표도
도6
색인어
웹서비스 보안, SOAP 메시지 보안, 보안 헤더, 인증, 서명 암호화, 비밀키, 대칭 암호 알고리즘,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XML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SOAP 메시지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암호 키(Encrypted Key)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SOAP 메시지를 생성하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SOAP 메시지를 수신측에서 수신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5는 일반적인 SOAP 메시지 보안에서 서명 위조 발생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 방법에서의 SOAP 메시지의 구성도이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암호화된 서명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 8은 도 6에 도시된 SOAP 메시지를 생성하는 흐름도이다.
도 9는 도 6에 도시된 SOAP 메시지를 수신측에서 수신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웹서비스 보안에 관한 것으로, 특히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메시지에 대한 보안(SOAP
Message Security)에 중점을 둔 웹서비스 보안시 서명 암호화를 이용하여 SOAP 메시지를 생성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관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 보안은 SOAP 메시지에 대한 보안(SOAP Message Security)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SOAP
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과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통신을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각종 컴포넌트간의 호출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규약이다. 이러한 SOAP은 메시지 기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두 시스템간의 통합 시 쌍방간의 메시지 포맷만을 약속하면 되므로 통합시간 및 효율을 높일 수 있으
며, 그 구조가 매우 간단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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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P 메시지 보안에서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데이터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해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을 사용하
고,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을 위해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수행한다. 거기다가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된 비밀키를 보호하기
위해 수신자의 공개키로 그 비밀키를 암호화하는 과정도 수행된다.
SOAP 메시지 보안을 포함한 웹서비스 보안 메커니즘은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보안 모델과 암호 기술을 수용하는 형태
로 설계된다. 이는 또한 보안 토큰에 대한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웹서비스 보안은 특별한 형태의 보안 토큰에 구
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보안 토큰에 적합하게 확장 가능한 형태로 설계된다. 이러한 웹서비스 보안 메커니즘은 부가
적으로 보안 토큰을 어떻게 인코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는데, 특별히 규격에서는 X.509 인증서와 Kerberos
Ticket에 대한 인코딩 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암호화된 키를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웹서비스 보안과 관련된 기술로는 대한민국 특허공개번호 제2003-5675호(웹 모듈 인증 장치 및 방법)이 있는데, 이 기술
은 웹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서버를 통해 웹 모듈을 인증한 후 웹모듈의 인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서비스를 시
작하여 웹모듈의 보안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상기한 종래 기술들에서는 SOAP 메시지 전송 중에 제3자가 디지털 서명을 손쉽게 변경하거나 교체하여 서명 위
조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웹서비스 보안 기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명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SOAP 메시지 보안에 기초한 웹서비스 보안에
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및 신원 확인을 위한 서명문을 암호화하여 SOAP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서명 위
조를 방지하는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에서의 SOAP 메시지 생성 및 검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른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시 SOAP 메시지 생성 방법
은,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메시지－여기서 SOAP 메시지는 보안 헤더(Security Header)를 포함하는
SOAP 헤더(Header)와 SOAP 본문(Body)으로 이루어진 SOAP 봉투(Envelope)를 포함함－ 보안에 기초한 웹서비스 보
안시 송신자에 의한 상기 SOAP 메시지 생성 방법으로서,
a) 상기 SOAP 메시지의 보안 정보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타임스탬프(Timestamp) 및 상기 SOAP 메시지의
보안 관련 정보인 보안 토큰(Security Token)을 생성하여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에 삽입하는 단계; b) 상기 SOAP
메시지를 통해 송신될 데이터를 특정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암호 데이터를 생성한 후 상기 SOAP 본문에 삽입하
는 단계; c)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 및 신원 확인을 위해 디지털 서명을 수행하여 서명문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
된 서명문을 상기 특정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암호화된 서명을 생성한 후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에 삽입하
는 단계; 및 d) 상기 데이터와 서명문의 암호화에 사용된 상기 특정 비밀키를 상기 SOAP 메시지의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
호화하여 암호 키를 생성한 후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에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b) 단계 및 c) 단계에서, 상기 데이터 및 서명문의 암호화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상기 d) 단계에서, 상기 비밀키의 암호화는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시 SOAP 메시지 검증 방법은,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메시지－여기서 SOAP 메시지는 보안 헤더(Security Header)를 포함하는
SOAP 헤더(Header)와 SOAP 본문(Body)으로 이루어진 SOAP 봉투(Envelope)를 포함함－ 보안에 기초한 웹서비스 보
안시 수신자에 의한 상기 SOAP 메시지 검증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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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SOAP 메시지의 서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증서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수신자의 공개키로 상기 SOAP 헤더의 보
안 헤더 내에 있는 암호 키를 복호화하여 비밀키를 획득하는 단계; c) 상기 획득한 비밀키를 사용하여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 내에 있는 암호화된 서명을 복호화한 후 본래의 서명문을 복원하는 단계; d) 상기 a) 단계에서 획득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상기 c) 단계에서 복원된 서명문을 검증하는 단계; e) 상기 b) 단계에서 획득한 비밀키를 사용하여 상기 SOAP
본문에 있는 암호 데이터를 복호화한 후에 본래의 데이터를 복원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인증서는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 내에 있는 보안 토큰(Security Token)에서 획득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c) 단계 및 e) 단계에서, 상기 암호화된 서명 및 암호 데이터의 복호화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암호 키의 복호화는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
명한다.
도 1은 일반적인 SOAP 메시지의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SOAP 메시지는 두 개의 데이터 구조인 SOAP 헤더(Header)(120)와 SOAP 본문(Body)(160)을
포함하는 SOAP 봉투(Envelope)(100)로 이루어진다.
SOAP 봉투(100)는 SOAP 메시지의 내용이나 주체 등에 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
공한다.
SOAP 헤더(120)는 SOAP 메시지의 수신지와 송신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라우팅 정보(Routing Information)(122)와
SOAP 보안을 위한 보안 헤더(Security Header)(140)를 포함한다.
보안 헤더(140)는 다시 타임스탬프(Timestamp)(142), 보안 토큰(Security Token)(144), 암호 키(Encrypted Key)(146)
및 서명(Signature)(148)을 포함한다.
타임스탬프(142)는 보안 정보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보안 정보의 생성시간 및 유효기간 등으로 구성된다.
보안 토큰(144)은 보안에 관련된 정보로서, 이는 다시 서명되지 않은 보안 토큰(Unsigned Security Token)과 서명된 보
안 토큰(Signed Security Token) 두 가지로 나뉜다. 서명되지 않은 보안 토큰은 인증기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보안 토
큰으로서, 보안 등급이 낮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로, 예를 들어 사용자 이름(Username)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서
명된 보안 토큰(Signed Security Token)은 인증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인증기관에 의해 암호학적으로 서명되어진 보
안 토큰으로서, 이에는 X.509 인증서나 Kerberos Ticket 등이 있다.
암호 키(146)는 SOAP 본문(160)에 위치하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비밀키(세션 키)가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것을 말
한다. 이는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에서 사용된 전자 봉투와 같은 개념이다.
서명(148)은 XML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서명한 부분으로 데이터의 무결성과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
한다.
한편, SOAP 본문(160)은 암호 데이터(Encrypted Data)(162)를 포함하며, 이 암호 데이터(162)는 XML 암호 알고리즘
(Encryption Algorithm)을 이용하여 SOAP 본문 데이터를 암호화한 부분으로 데이터의 기밀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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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에 도시된 암호 키(Encrypted Key)(146)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블록도로, 암호 키 생성 메커니즘은 SOAP 메
시지 보안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한 비밀키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이 메커니즘에서 비밀키(Secret Key)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키를 말한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암
호화나 복호화시에 같은 키를 사용한다. 따라서 암/복호화를 수행하기 앞서 키 교환 과정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인키/공개키(Private Key/Public Key)는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키들을 말한다. 비대칭키 암호 알고
리즘에서는 암호화시에는 공개키를 사용하고 복호화시에는 개인키를 사용한다.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대칭키 암호 알
고리즘과는 달리 암/복호화 수행 전에 키 교환 과정이 필요 없다. 또한 암호화시에 사용되는 공개키는 인증기관을 통해 외
부에 공개되어지고, 복호화에 사용할 개인키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 따라서,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에서와 같이 키 교환 과정에서 키 분실에 대한 우려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세션키(Session Key)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키를 말하는 것으로, 키 재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지
며, 주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사용되어지는 비밀키를 세션키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사용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암호 키 생성 메커니즘은 SET에서의 전자 봉투 메커니즘을 따랐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내용
이 긴 SOAP 본문 데이터는 암/복호화 속도가 빠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비밀키(세션키)(220)를 사용하여 암호화
(201)된 후 암호 데이터(162)로 만들어져 SOAP 본문(160)에 삽입된다(202). 여기서 사용된 비밀키(세션키)(220)는 비대
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수신자의 공개키(210)로 암호화(203)되어 일종의 전자봉투라 할 수 있는 암호 키(146)로 생성
되어 SOAP 헤더(120), 특히 보안 헤더(Security Header)(140)에 삽입된다(204).
한편, SOAP 메시지 수신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보안 헤더(140)의 암호 키(146)에 있는 암호화된 비밀키를 복호화해서 비
밀키(세션키)(220)를 얻은 다음, 이 비밀키(세션키)(220)로 SOAP 본문(160)에 있는 암호 데이터를 복호화해서 SOAP 본
문 데이터를 얻게 된다.
이 때, 비밀키(세션키)는 그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복호화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DES(Data Encryption Standard)의 경우에는 비밀키의 길이는 64비트이고, SSL(Secure Sockets
Layer)의 경우에는 40~128비트 이내의 비밀키(세션키)를 사용한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SOAP 메시지를 생성하는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SOAP 본문(160)에 실어 보낼 데이터를 생성한 후, SOAP 메시지 수신자에 대한 라우팅 정보를 구
성하여 SOAP 헤더(120)의 라우팅 정보(122)를 생성한다(S310).
다음, 보안 헤더(140)의 타임스탬프(142) 및 보안 토큰(144)를 생성한다(S320, S330). 이 때 보안 토큰(144)이 서명된 보
안 토큰(Signed Security Token)인 경우엔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에 의뢰하여 얻을 수도 있다. 만약 SOAP
본문 데이터에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가 있다면, 데이터를 암호화(S340)하여 암호 데이터(162)를 생성하여
SOAP 본문(160)에 삽입함으로써 SOAP 본문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여기서, 암호화 과정은 XML 암호 알고리즘을
따른다.
다음,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된 비밀키(220)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암호 키(146)를 생성한 후 보안 헤더(140)에
삽입한다(S350).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및 신원확인을 위해 디지털 서명(Signature)을 행하여 보안 헤더(140)에 삽입한다
(S360). 이 때 디지털 서명은 XML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된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SOAP 메시지를 수신측에서 수신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수신자는 전자 서명을 검증하기 위해 SOAP 메시지 헤더(120)나 외부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를 얻은 후(S410), 해당 인증서를 가지고 SOAP 헤더(120) 내에 있는 보안 헤더(140)의 서명(148)을 검증한다(S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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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검증되고 나면,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해, 수신자의 개인키로 보안 헤더(140)의 암호 키(146)를 복호화
하여 비밀키(220)를 획득한 후(S430), 획득된 비밀키(220)로 SOAP 본문(160)의 암호 데이터(162)를 복호화하여 본래의
데이터를 복원한다(S440).
도 5는 일반적인 SOAP 메시지 보안에서 서명 위조 발생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SOAP 메시지(520)의 송신자인 앨리스(Alice)는 SOAP 본문(524) 내에 암호화된 데이터
ED(=Enc(Data))(524)를 서명하여 SOAP 헤더(522) 내에 Sig_Alice(ED)(522)를 삽입하여 생성된 SOAP 메시지(520)를
수신자인 봅(Bob)에게 전송한다.
이 때 오스카(Oscar)는 앨리스에서 봅으로 SOAP 메시지가 전송되는 전송로 상에서 앨리스가 보낸 SOAP 메시지(520)를
가로채서, 앨리스에 의해 서명된 부분인 Sig_Alice(ED)(522)를 자신의 서명인 Sig_Oscar(ED)(544)로 교체한 후, 오스카
는 수정된 SOAP 메시지(540)를 다시 봅에게 보낸다.
봅은 오스카에 의해 수행된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른 채, 수신 받은 SOAP 메시지(560)가 앨리스가 아닌 오스카에 의해 서명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오스카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할 필요 없이 중간에서 서명을 교체하여 위조함으로써 원래 데이터에 서명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SOAP 메시지 보안에 기초한 웹서비스 보안에서는 오스카와 같은 제3자가 전송되는 SOAP 메시지를 가로채 서
명을 위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한 문제점은 이하 기술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 방법에서의 SOAP 메시지의 구성도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OAP 메시지는 두 개의 데이터 구조인 SOAP 헤더(Header)(620)와
SOAP 본문(Body)(660)을 포함하는 SOAP 봉투(Envelope)(600)로 이루어진다.
SOAP 봉투(600)는 SOAP 메시지의 내용이나 주체 등에 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
공하고, SOAP 헤더(620)는 SOAP 메시지의 수신지와 송신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라우팅 정보(Routing
Information)(622)와 SOAP 보안을 위한 보안 헤더(Security Header)(640)를 포함한다.
보안 헤더(640)는 다시 타임스탬프(Timestamp)(642), 보안 토큰(Security Token)(644), 암호 키(Encrypted Key)(646)
및 암호화된 서명(Encrypted Signature)(648)을 포함한다.
여기서, 타임스탬프(642), 보안 토큰(644), 암호 키(646)는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SOAP 메시지의 구성과 동일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지므로 여기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여도 당업자에 의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한편, 보안 헤더(640)에 포함된 암호화된 서명(648)은 XML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서명한 부분을 데
이터 암호화시에 사용된 비밀키로 대칭키 알고리즘에 따라 암호화된 것이다.
종래의 SOAP 메시지 보안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데이터 기밀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에 서명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는 제3자에 의해 서명이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명 교체에 의한 서명 위조를 막기 위해서, 보안 헤더(640)의 서
명 부분을 암호화(648)하여 구성한다. 따라서, 제3자는 암호화된 서명(648)을 비밀키가 없이는 쉽게 볼 수 없으므로, 서명
을 위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수신측에서는 암호화된 서명(648)을 복호화한 다음 서명 검증을 행하므로 SOAP 데이터
를 복호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SOAP 본문(660)은 암호 데이터(Encrypted Data)(662)를 포함하며, 이 암호 데이터(162)는 XML 암호 알고리즘
(Encryption Algorithm)을 이용하여 SOAP 본문 데이터를 암호화한 부분으로 데이터의 기밀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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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도 6에 도시된 암호화된 서명(648)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블록도로, 암호화된 서명 생성 메커니즘은 SOAP 메시지
보안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비밀키를 사용하여 서명을 암호화하고, 데이터 및 서명 암호화에 사용된 비밀키를 다시 수
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이 메커니즘에서 비밀키(Secret Key)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키를 말한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암
호화나 복호화시에 같은 키를 사용한다. 따라서 암/복호화를 수행하기 앞서 키 교환 과정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암호화된 서명 생성 메커니즘은 SET에서의 전자 봉투 메커니즘을 따랐는데, 디지털 서명
(Signature)은 SOAP 본문 데이터와 함께 암/복호화 속도가 빠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비밀키(세션키)(720)를 사
용하여 암호화(701, 703)된 후 각각 암호 데이터(662)와 암호화된 서명(648)으로 만들어져 각각 SOAP 본문(660)과 보안
헤더(640)에 삽입된다(702, 704).
데이터와 서명의 암호화에 사용된 비밀키(세션키)(720)는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수신자의 공개키(710)로 암호
화(705)되어 일종의 전자봉투라 할 수 있는 암호 키(646)로 생성되어 SOAP 헤더(620), 특히 보안 헤더(640)에 삽입된다
(706).
한편, SOAP 메시지 수신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보안 헤더(740)의 암호 키(746)에 있는 암호화된 비밀키를 복호화해서 비
밀키(세션키)(720)를 얻은 다음, 이 비밀키(세션키)(720)로 암호화된 서명(648)을 복호화하여 본래의 서명문을 얻게 된
다.
도 8은 도 6에 도시된 SOAP 메시지를 생성하는 흐름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먼저 SOAP 본문(660)에 실어 보낼 데이터를 생성한 후, SOAP 메시지 수신자에 대한 라우팅 정보를 구
성하여 SOAP 헤더(620)의 라우팅 정보(622)를 생성한다(S710).
다음, 보안 헤더(640)의 타임스탬프(642) 및 보안 토큰(644)을 생성한다(S720, S730). 이 때 보안 토큰(644)이 서명된 보
안 토큰(Signed Security Token)인 경우엔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에 의뢰하여 얻을 수도 있다. 만약 SOAP
본문 데이터에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가 있다면, 데이터를 비밀키(720)를 사용하여 암호화(S740)하여 암호
데이터(662)를 생성한 후 SOAP 본문(660)에 삽입함으로써 SOAP 본문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여기서, 암호화 과
정은 XML 암호 알고리즘을 따른다.
다음,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및 신원확인을 위해 디지털 서명(Signature)을 수행하여 서명문을 생성한다(S750). 이 때 디
지털 서명은 XML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된다.
그 후, 데이터를 암호화한 비밀키(720)를 사용하여 상기 생성된 서명을 또한 암호화(S760)하여 암호화된 서명(648)을 생
성한 후 SOAP 헤더(620)의 보안 헤더(640)에 삽입함으로써 SOAP 메시지의 서명의 제3자에 의한 위조를 방지할 수 있
다. 여기서, 암호화 과정은 XML 암호 알고리즘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암호화와 서명 암호화에 사용된 비밀키(720)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암호 키(646)를 생성한
후 보안 헤더(640)에 삽입한다(S770).
도 9는 도 6에 도시된 SOAP 메시지를 수신측에서 수신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먼저 수신자는 전자 서명을 검증하기 위해 SOAP 메시지 헤더(620)나 외부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를 얻는다(S810).
다음, 수신자는 암호화된 디지털 서명(648)을 복호화하기 위해, 수신자의 개인키로 보안 헤더(640)의 암호 키(646)를 복
호화하여 비밀키(720)를 획득한다(S820). 이것은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SOAP 메시지의 디지털 서명 부분이 비밀키(720)
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획득된 비밀키(720)로 암호화된 서명문을 복호화하여 본래의 서명을 복원한 후(S830), 상기 단계(S810)에서 얻은
해당 인증서를 가지고 상기 단계(S830)에서 복원된 서명을 검증한다(S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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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검증되고 나면, 상기 단계(S820)에서 이미 복호화된 비밀키(720)로 SOAP 본문(660)의 암호 데이터(662)를 복호
화하여 본래의 데이터를 복원한다(S850).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
퓨터로 판독 가능한 형태로 기록 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외의 다
양한 변경이나 변형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SOAP 메시지에 기반한 웹서비스시 SOAP 메시지에 대한 서명 암호화를 수행함으로써, SOAP 메시지
보안에 기초한 웹서비스 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서명 위조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메시지－여기서 SOAP 메시지는 보안 헤더(Security Header)를 포함하는
SOAP 헤더(Header)와 SOAP 본문(Body)으로 이루어진 SOAP 봉투(Envelope)를 포함함－ 보안에 기초한 웹서비스 보
안시 송신자에 의한 상기 SOAP 메시지 생성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SOAP 메시지의 보안 정보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타임스탬프(Timestamp) 및 상기 SOAP 메시지의
보안 관련 정보인 보안 토큰(Security Token)을 생성하여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에 삽입하는 단계;
b) 상기 SOAP 메시지를 통해 송신될 데이터를 특정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암호 데이터를 생성한 후 상기 SOAP
본문에 삽입하는 단계;
c)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 및 신원 확인을 위해 디지털 서명을 수행하여 서명문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서명
문을 상기 특정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암호화된 서명을 생성한 후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에 삽입하는 단계;
및
d) 상기 데이터와 서명문의 암호화에 사용된 상기 특정 비밀키를 상기 SOAP 메시지의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암
호 키를 생성한 후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에 삽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시 SOAP 메시지 생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 및 c) 단계에서, 상기 데이터 및 서명문의 암호화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시 SOAP 메시지 생성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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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d) 단계에서, 상기 특정 비밀키의 암호화는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명 암호
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시 SOAP 메시지 생성 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서명문 및 비밀키의 암호화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시 SOAP 메시지 생성 방법.

청구항 5.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메시지－여기서 SOAP 메시지는 보안 헤더(Security Header)를 포함하는
SOAP 헤더(Header)와 SOAP 본문(Body)으로 이루어진 SOAP 봉투(Envelope)를 포함함－ 보안에 기초한 웹서비스 보
안시 수신자에 의한 상기 SOAP 메시지 검증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SOAP 메시지의 서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증서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수신자의 공개키로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 내에 있는 암호 키를 복호화하여 비밀키를 획득하는 단계;
c) 상기 획득한 비밀키를 사용하여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 내에 있는 암호화된 서명을 복호화한 후 본래의 서명문을
복원하는 단계;
d) 상기 a) 단계에서 획득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상기 c) 단계에서 복원된 서명문을 검증하는 단계;
e) 상기 b) 단계에서 획득한 비밀키를 사용하여 상기 SOAP 본문에 있는 암호 데이터를 복호화한 후에 본래의 데이터를 복
원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시 SOAP 메시지 검증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인증서는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 내에 있는 보안 토큰(Security Token)에서 획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시 SOAP 메시지 검증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 및 e) 단계에서, 상기 암호화된 서명 및 암호 데이터의 복호화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시 SOAP 메시지 검증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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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암호 키의 복호화는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시 SOAP 메시지 검증 방법.

청구항 9.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 키, 암호화된 서명 및 암호 데이터의 복호화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수
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명 암호화를 이용한 웹서비스 보안시 SOAP 메시지 검증 방법.

청구항 10.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메시지－여기서 SOAP 메시지는 보안 헤더(Security Header)를 포함하는
SOAP 헤더(Header)와 SOAP 본문(Body)으로 이루어진 SOAP 봉투(Envelope)를 포함함－ 보안에 기초한 웹서비스 보
안시 송신자에 의한 상기 SOAP 메시지 생성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SOAP 메시지의 보안 정보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타임스탬프(Timestamp) 및 상기 SOAP 메시지의
보안 관련 정보인 보안 토큰(Security Token)을 생성하여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에 삽입하는 기능;
b) 상기 SOAP 메시지를 통해 송신될 데이터를 특정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암호 데이터를 생성한 후 상기 SOAP
본문에 삽입하는 기능;
c) 상기 SOAP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 및 신원 확인을 위해 디지털 서명을 수행하여 서명문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서명
문을 상기 특정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암호화된 서명을 생성한 후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에 삽입하는 기능;
및
d) 상기 데이터와 서명문의 암호화에 사용된 상기 특정 비밀키를 상기 SOAP 메시지의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암
호 키를 생성한 후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에 삽입하는 기능
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청구항 11.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메시지－여기서 SOAP 메시지는 보안 헤더(Security Header)를 포함하는
SOAP 헤더(Header)와 SOAP 본문(Body)으로 이루어진 SOAP 봉투(Envelope)를 포함함－ 보안에 기초한 웹서비스 보
안시 수신자에 의한 상기 SOAP 메시지 검증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SOAP 메시지의 서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증서를 획득하는 기능;
b) 상기 수신자의 공개키로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 내에 있는 암호 키를 복호화하여 비밀키를 획득하는 기능;
c) 상기 획득한 비밀키를 사용하여 상기 SOAP 헤더의 보안 헤더 내에 있는 암호화된 서명을 복호화한 후 본래의 서명문을
복원하는 기능;
d) 상기 a) 단계에서 획득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상기 c) 단계에서 복원된 서명문을 검증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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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상기 b) 단계에서 획득한 비밀키를 사용하여 상기 SOAP 본문에 있는 암호 데이터를 복호화한 후에 본래의 데이터를 복
원하는 기능
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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