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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고에서는 통합 ID 관리와 SSO 실현 및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최근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논한다. 90년대 

말부터 많은 SSO 솔루션들이 벤더들에 의해 발표되었지만 이들은 대개 단일 

도메인 내에서 사용되었고 여러 도메인을 거칠 때에는 벤더 고유의 

방식(proprietary)을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최근 다중 도메인간의 SSO를 

실현하고 통합 ID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져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로는 OASIS의 SAML을 기반 

프로토콜로 사용하고 이에 보안성을 제고시킨 리버티 얼라이언스(Liberty 

Alliance)의 규격,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카드스페이스(CardSpace), 히긴스 

(Higgins) 프로젝트 및 시볼레(Shibboleth)가 있으며, 일반적인 웹 검색과 

커뮤니티 용도로 사용되는 OpenID가 있다. 이들은 제각기 보안성과 사용의 

편리성, 기술의 공개 여부에 따라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가까운 

시간 내에 다중 도메인간 SSO 실현을 위한 ID 체계는 이러한 솔루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ID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 개인의 ID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통신 및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Keywords: ID, SSO, OASIS, SAML, OpenID, Liberty Alliance, Higgins, 

Shiboboleth 

 

 

１. 서 론  
 

90년대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보급된 초고속 인터넷과 웹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웹 포탈과 사이트를 만들어 내었다. 

초기에 온라인 광고 수입 이외에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한 웹 포탈들은 

광고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가입자 수를 

늘려왔고 이들은 가입 조건으로 가입자의 

상세한 신상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뱅킹, 게임, B2C,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 역시 고객의 

신분과 신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시에 

다양한 고객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00만개 이상의 

크고 작은 웹 사이트들이 구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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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상반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1인당 평균 가입한 

사이트들의 수는 27.3개, 사용하고 있는 

ID의 평균 수는 7.6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1]. 개인이 사용하는 ID의 수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관리 및 보안 능력에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또한 개인의 

ID가 보안 능력이 낮은 다수의 사이트에서 

관리가 될 때에 그 사이트를 통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ID 도용에 의한 반사회적 

작용도 더욱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005년도에만 ID 도용에 의한 피해액이 

640억 달러에 이르고 피싱(Phishing)으로 

2.37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다[6]. 최근 국내에서는 외국의 

해커들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가 알려지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었고, 구글에서 

주민등록 번호나 개인의 ID와 함께 다른 

웹 사이트에 올린 글들의 내용이 떠도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개인의 ID 관리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SSO(Single 

Sign On) 기술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다중 도메인간 SSO (Multi-Domain 

SSO)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 ID 관리 

기술의 표준화 동향 과 전망을 논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터넷 ID 관리의 개요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인증과 권한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인 OASIS SAML과 연합 ID 

관리 방식을 논한다. 4장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ID 관리 방식을 서술하고 끝으로 

5장에서 결론과 향후 전망을 서술한다. 

 

 

２. 인터넷 ID 관리의 개요   
 

 본 장에서는 ID 관리의 현황과 통합 ID 

관리 기술 개발의 배경 및 ID 관리 방식의 

분류에 대해 서술한다. 

 

２.1. 통합 ID 관리 기술개발의 배경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다운 

받거나 자신의 글을 남기고자 할 때마다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을 겪고는 한다. 사용자는 당연히 

한번의 로그인과 인증으로 여러 사이트를 

옮겨 다닐 수 있기를 바라나 이러한 

서비스는 아직도 일부 기업의 사이트들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SSO(Single Sign On)이다. 이 SSO 기술은 

웹의 초창기인 1997년에 IBM이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이후 많은 벤더들이 제품을 

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코리아닷컴이 이를 처음 도입하였고 현재 

여러 기업의 Intranet 및 기업의 서비스 

제공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SSO의 범용화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SSO 솔루션으로 Passport를 발표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것은 중앙집중 

방식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 데에 대한 

거부감과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로 범용화에는 사실상 실패하였고, 

현재는 LiveID로 개명하여 MSN과 

hotmail을 비롯한 MS 사이트 내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MS의 정보 독점에 

대한 우려는 open source 진영에서 

Liberty Alliance를 결성하여 통합 ID 

관리 표준을 개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200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전자 

지갑의 원리를 구현한 카드스페이스라는 

SSO 솔루션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2007년에 출시된 Windows Vista를 

비롯하여 Windows 및 Server 2003에서 

암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MS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open source 진영에서 히긴스 

프로젝트 진행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지난 수년간 Web SSO를 지원하는 

다양한 벤더의 제품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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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의 인트라넷 등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 Sun Java System Identity Manager 

- Courion Identity Management Suite 

- Siemens HiPath, HiMed 

- Novell Identity Manager 

- IBM Tivoli Identity Manager 

 

 이러한 제품들은 웹 사용자가 시스템간을 

이동할 때에 재인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인증 상태 

정보를 유지하는 browser cookie를 

사용한다. 그러나 browser cookie는 서로 

다른 DNS 도메인간에는 전달되지 

않으므로 cookie 내의 인증 상태 정보는 

다른 도메인에서는 더 이상 가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은 도메인간에서 

인증 상태 정보를 통과시키기 위해 자체 

개발한(proprietary)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multi-domain SSO (MDSSO)를 지원하고 

있다. 하나의 벤더의 제품은 하나의 기업 

내에서는 잘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자체개발 메커니즘 만으로는 다수의 

비즈니스 파트너들 간에서 MDSSO를 

실현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상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4]. 

이 밖에 SSO에서 한 단계 더 보안성이 

높은 전자 상거래를 위해 개인의 신용 

인증을 하는 솔루션으로 다양한 온라인 

결재 시스템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 

예로서 1998년에는 온라인 결재 서비스인 

PayPal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이것은 

eBay에서 인수한 후 많은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 2001년에는 

Yahoo의 PayDirect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나 2004년에 사용이 

중지되었고 현재는 온라인 결재시스템인 

Yahoo Wallet을 Yahoo 사이트의 

소매점들이 사용하고 있다. 2006년에는 

Google이 Checkout을 발표했는데 이 

서비스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２.2. 인터넷 ID 관리 방식 
 

최근의 인터넷 ID 관리 이슈는 개인과 

기업(Portal, ISP, 본사와 지사 등) 단위로 

ID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전체 인터넷 

레벨에서 모든 사용자의 ID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려는 MDSSO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 

기관까지 표준화에 참여하여 국제 규모로 

개발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ID관리 기술은 관리 방식에 따라 

크게 클라이언트 방식, 서버기반의 

중앙집중 방식과 사용자 중심의 ID 관리 

방식 및 연합 ID 관리 방식으로 구분된다. 

클라이언트 기반의 방식은 ‘ID 를 관리 

하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PC 에 설치하고 

자주 사용하는 웹의 URL 과 그에 해당 

하는 ID 및 비밀번호를 등록한 후, 그 

URL 을 클릭하는 것 만으로 지정된 웹에 

자동으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사용이 편리하지만, 새로운 

웹사이트나 커뮤니티가 추가될 때마다 

정보를 갱신해주어야 하며, 개인 PC 

기반의 솔루션이라 노트북 PC 를 

휴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기업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 조직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기반 방식의 

대표적인 솔루션으로는 Vince Sorensen 

사의 Password Max 가 있다. 

서버 기반의 중앙집중식 ID 관리는 모든 

기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ID 관련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 저장소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모든 ID와 패스워드 

정보가 한곳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저장, 

가공, 처리 방법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소속부서가 바뀌면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의 접근을 허용 또는 

중단시키는 등의 작업을 중앙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출장이라도 사용상 불편은 

없게 된다. 하지만 이 방식은 

클라이언트의 접속시도에 대한 보안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서버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이 제약점이며, 아직 업계 표준이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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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인증 작업이 

중단되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 MS사의 

Passport와 2.1절에서 예를 든 벤더 

솔루션들이 이에 해당한다. 

사용자 중심(user-centric)의 ID 관리 

방식은 제 3자의 개입 없이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ID와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ID 인증 기관에서 개인 

정보와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ID를 발급 

받지만, 발급 이후에는 사용자가 직접 

포털이나 상거래 사이트 등과 공유할 ID 

정보를 결정한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솔루션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카드스페이스와 히긴스 프로젝트가 있다. 

연합 ID 관리(federated identity 

management)는 Passport를 비롯한 

기존의 ID 관리가 중앙집중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서 모든 기관들이 하나의 보안 

정책으로 통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 기술이다. 이 

방식은 기관들이 독자적인 보안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기관과는 

표준화된 절차로 ID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한번 로그인하면  

ID가 여러 곳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연합 ID 

관리의 특징이다[2]. 이러한 연합 ID 

관리의 대표적인 예로는 Liberty Alliance, 

Shibboleth* 및 OpenID가 있다. 

이러한 ID 관리방식들의 공통적인 

약점은 일단 개인의 ID 가 인증이 되어 

공식적으로 등록된 뒤에, 만일 불법으로 

도용이 되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체인식 기술을 응용한 

개인 ID 보호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원 확인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보안과 사용의 편리성 사이에는 trade-off 

관계가 존재하므로 항상 문제는 남아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연합 ID 관리 기술과 그 동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고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ID 관리 기술의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한 SSO 구현 

사례와 전망을 논하기로 한다. 

 
 * Shibboleth은 학술 연구망인 Internet2의 통합 

ID 체계로 개발된 것으로서 OASIS의 SAML을 

기반으로 한다. 그 용도가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제한되므로 본 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３. OASIS SAML과 연합 ID 관리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인증과 권한 관리 

프로토콜인 OASIS SAML 2.0의 개요와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연합 ID 관리 

방식인 Liberty Alliance 규격을 서술한다. 

또한 현재의 e-mail 시스템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하는 비교적 

단순한 연합 ID 관리 방식인 OpenID의 

기술을 설명한다.  

 

３.1.  OASIS SAML [4] 
 

３.1.1.  개요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은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의 Security Services 

Technical Committee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인증, 권한부여 및 

속성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XML 기반의 

프레임워크이다.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SAML은 business entity들이 어떤 

주체(사용자, 단체 등)의 ID, 속성 및 

권한에 관해 다른 entity에게 요청 메시지 

(assertion)를 보내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SAML은 

확장성과 융통성을 갖는 프로토콜로 

설계되어 다른 표준과의 접목이나 수정도 

용이하다.  

OASIS는 2002년에 SAML v1.0을 

발표하였고 2003년 하반기에 SAML 

v1.1을 발표하였는데 금융, 교육기관, 정부 

및 산업체의 큰 호응을 받아 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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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었다. 현재 SAML v1.1은 거의 모든 

웹 액세스 솔루션들에 구현되어 있다. 

주요 Application Server 제품에도 

SAML이 구현되었고 웹 서비스 관리와 

보안 솔루션 벤더들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본고에서 서술하는 Liberty Alliance, 

OASIS WS-Security 위원회 및 

카드스페이스와 히긴스 뿐 아니라 

Shibboleth까지 표준화 작업의 기술적 

기반으로 SAML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인 상호 연동성의 실현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행정 관리청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의 

지원을 받는 SAML Interoperability 

Lab은 일반 Contents Provider, SP와 

정부 및 기업 포탈간에서 SAML 기반의 

상호 연동을 시연하기도 하였다. 

최근 발표된 SAML v2.0은 SAML 

v1.1내에 기술된 Web SSO와 연합 ID의 

building block을 통합한 것으로서 Liberty 

Alliance와 Shibboleth의 ID 연합 

프레임워크로부터 기고를 받아 발표된 

것이다. SAML v2.0은 연합 ID의 

표준화(full convergence)를 위한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３.1.2.  SAML components[3] 

 

SAML은 assertion, protocols, bindings 

및 profiles의 관점에서 기술된다. 

 

 Assertions 

Assertion은 SAML authority(IdP: 

Identity Provider)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 

이상의 statement를 제공하는 정보의 

패키지이다. 하나의 assertion에는 인증, 

속성, 권한부여 결정 또는 사용자가 

정의한 statement를 나타내는 일련의 

내부 요소가 있다. 아래 (그림 1)은 

전형적인 SAML authentication 

assertion의 high-level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SAML authentication 

assertion의 메시지 형식 

 

 Protocols  

SAML은 SP가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다수의 request/response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 SAML authority(IdP)에게 하나 이상의 

assertion을 요청한다. assertion의 직접 

요청뿐 아니라 특정 조건에 맞는 

assertion의 조회도 포함된다. 

- IdP가 인증하도록 요청하고 응답 

assertion을 보낸다. 

- Name identifier의 등록 요청을 한다.  

- ID의 사용 종료를 요청한다. 

- 관련된 session의 집합이 동시에 

종료되도록 요청(single logout) 한다. 

- Name identifier의 매핑을 요청한다. 

 

 Bindings 

SAML request/response 메시지를 통신 

프로토콜에 매핑시키는 것을 SAML 

protocol binding이라 한다. 예를 들어, 

SAML SOAP binding은 SAML protocol 

메시지를 어떻게 SOAP 메시지 내에 

싣는가를 정의하며, HTTP redirect 

binding은 메시지를 HTTP redirection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Profiles  

SAML profile은 SAML을 특정 용도 

(application)로 사용할 때에 제약조건이나 

확장 내역을 정의한 것이다. 즉, 일반 

용도의 표준이 가지고 있는 범용성에서 

일부 규격을 제거하여 상호 연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Web 

Issuer 

Signature 

Subject 

Conditions 

Authentication 

statement 

As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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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profile은 IdP와 SP 간에서 SSO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SAML 인증 

assertion을 이들간에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를 규정한다, Web SSO profile은 

SAML 인증 요청/응답 프로토콜을 HTTP 

redirect, HTTP POST, HTTP Artifact 및 

SOAP binding의 조합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 사양이다. 

다른 유형의 SAML profile로는 

attribute profile이 있다. SAML은 SAML 

attribute assertion 내의 속성 해석을 

위한 rule을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속성 

프로파일을 정의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X.500/LDAP 프로파일이 있다. 이것은 

SAML attribute assertion 내에서 

X.500/LDAP attributes를 어떻게 

운반하는가를 서술한 것이다. 

 

３.1.3.  SAML의 사용 예[5] 

 

사용자를 식별하는 ID와 ID 속성의 

집합에 대해 제공자(provider)들간에서 

협약이 맺어졌으면 그 사용자 ID는 

제공자들간에서 연합되었다고 말한다. 

SAML v1.1은 파트너간에서 연합 ID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는 identifier의 

유형(예: X.509 subject names)에 대해 

외부적인 동의(out-of-band agreement)를 

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또, 연합 ID 

사용을 지원했지만 SAML 메시지 교환을 

이용하여 ID와 identifier간에 직접적인 

관계 설정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SAML v2.0은 연합 ID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2개의 사양을 도입하였다. 

첫째, 연합된 name identifier의 동적인 

설정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와 메시지가 추가되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갖는 2개의 새로운 

name identifier가 추가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ID에 관련된 연합된 정보의 

교환은 SAML v2.0의 범주 밖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급자들은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batch 또는 off-line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또, ID 연합은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사업자들간의 

협약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Web SSO를 위해 

사용자에 대한 연합 ID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SAML v2.0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인다.  

대부분의 ID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에 

대한 local ID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local ID는 공급사가 어떤 파트너와 연동할 

때에 사용자를 나타내는 연합 ID와 

링크되어야 한다. 이렇게 연합 ID를 

파트너 사의 local ID와 연계 시키는 

프로세스를 account linking이라 부른다.  

(그림 2)는 Web SSO에서 사이트들이 

account linking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연합 name identifier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절차를 보인다. 이 usecase에는 

하나의 IdP(Airline.com)와 2개의 SP 

(CarRental.com과 Hotel.com)가 있으나 

(그림 2)에서는 IdP와 하나의 SP만을 

보인다. 이 usecase는 사용자가 이미 3 

개의 사이트에 모두 등록되어 있고 이들의 

local 계정은 모두 다른 account 

identifier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Airline.com에서 사용자 John은 

johndoe로 등록되어 있고, CarRental.com 

에는 jdoe로, 그리고 Hotel.com에는 

johnd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자. 또한 이들 

사이트들은 사용자의 연합 name 

identifier로 persistent SAML privacy-

preserving pseudonym을 사용하도록 

협약을 맺은 것으로 한다. John 은 아직 

이러한 사이트들간에 그의 ID를 

연합시키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때의 

연합 ID에 의한 SSO 처리 절차는 다음 

(그림2)와 같다. 

 

1) John은 johndoe라는 계정으로 

Airline.com에서 항공권을 예약한다. 

2) John은 이어서 자동차 예약을 위해 

브라우저의 ‘즐겨찾기’에 등록된 CarRen-

tal.com에 접속한다. 

3) CarRental.com은 브라우저의 사용자 

가 아직 local login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회사의 IdP인 Airline.com을 이전에 

방문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S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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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의 IdP discovery 사양을 이용하여 

실현된다. 그러면 CarRental.com은 John 

에게 local ID를 Airline.com과 연합하는 

것에 동의하는가를 물어본다. 

 

 
 

(그림 2) 연합 ID에 의한 Web SSO 

절차의 예 

 

 

4) John이 연합에 동의하면 그의 

브라우저는 Airline.com으로 redirect되고, 

여기서 John이 CarRental.com을 방문할 

때에 사용할 새로운 익명(pseudonym) 

예를 들어 qwert123을 생성하고 이것을 

johndoe라는 계정과 링크시킨다. 

5) 이어 John은 자신이 ‘연합된 영구 

identifier’인 qwert123으로 IdP에 login 

되었다는 내용을 갖는 SAML assertion과 

함께 CarRental.com으로 다시 redirect 

된다. 이때는 CarRental.com이 처음으로 

identifier를 확인한 때이므로 CarRental. 

com은 어느 local 사용자 계정에 그것을 

적용할지 알 수가 없다. 

6) 따라서, John은 CarRental.com에 

그의 local 계정인 jdoe로 login해야만 

한다. 그러면 CarRental.com은 앞으로 

IdP인 Airline.com과의 연합을 위해 

qwert123을 local 계정인 jdoe에 

첨부하게 된다. 그러면 IdP와 SP의 사용자 

계정은 연합 name identifier인 qwert- 

123을 통해 링크된다. 

7) 자동차를 예약한 후에 John은 다시 

호텔 예약을 위해 Hotel.com을 방문한다.  

8) 같은 프로세스가 IdP인 Airline.com과 

반복되고 새로운 익명 (예: asdfg654)이 

생성되어 Hotel.com을 방문할 때에 

사용되게 된다. 

 

이후 다시 John이 비행기, 자동차, 

호텔을 예약하게 되면 그는 Airline.com에 

한번만 login하면 된다. 이 IdP는 John을 

CarRental.com에 대해서는 qwert123으로 

식별하고, Hotel.com에 대해서는 asdfg-

654로 식별해준다. 각각의 SP는 John의 

local 사용자 계정을 링크된 영구 익명과 

일치시키고 John이 SSO으로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３.2.  WS-Security 
 

WS-Security는 SOAP 메시지가 어떻게 

integrity와 보안성을 유지하는가를 기술한 

OASIS 표준이다. 이것은 SOAP 메시지 

보안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규정하며, ID 

정보를 운반하는 데에 사용되는 프로파일 

(보안 토큰의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내에 

상세 내용이 정의된다. 따라서 X.509 

인증서나 Kerberos 티켓처럼 상이한 보안 

token 별로 WS-Security의 프로파일이 

존재한다. 

SAML assertion이 메시지 보안을 

제공하는 데에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규정한 WS-Security의 SAML token 

profile도 있다. 추가적으로 SAML 자신은 

WS-Security를 (SAML 프로토콜 메시지 

와 assertion을 운반하는 SOAP 메시지를 

보안하기 위한) 승인된 메커니즘으로 간주 

한다[4]. 

 

３.3.  Liberty Alliance  
 

Liberty Alliance(리버티)는 개인, 기업, 

정부가 개인정보의 침해를 받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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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연합(federated) 네트워크 

ID관리를 위한 개방형 표준의 개발을 

목표로 2001년 9월에 결성된 비영리 

기관이다. 2007년 4월 현재 ISP, 은행, 

솔루션 벤더, 연구소, 대학 및 통신 관련 

정부기관 등 약 160여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리버티의 목표는 연합 ID를 통해 

MDSSO를 구현하고, 사용자 정보 공개 

시에 사용자가 이를 선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허가 기반 속성공유(permission 

based attribute sharing)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리버티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3]. 

- 연합 ID와 ID 기반의 Web services 

를 위한 개방형 표준 규격의 제정 

- ID 도용의 완화에 관한 해법 연구 

- eHealthCare를 위한 환자, 병원, 

보험회사 간의 안전한 정보 공유 

- 전자정부의 구축을 위한 통합 ID 

관리 체계 

- 이동통신과 NGN 사업자를 위한 

원격 액세스 제어 

- 다양한 인증 메커니즘간의 상호 

연동성 

- 프라이버시 보호 등 

 

2007년 1월 발표에 의하면 리버티의 

규격에 따라 벤더 및 기관에서 개발한 약 

80여 개의 통합 ID 관리 솔루션들이 

호환성 시험에 통과하였고, 사실상 거의 

모든 SSO 솔루션들이 리버티의 규격을 

자신들의 규격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3]. 

리버티의 규격은 전자정부의 구축에 

많이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자치부의 통합 ID 관리 체제 구축 시범 

사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영국 정부의 

Government Gateway Authentication 

서비스 개발에 적용되어 현재 약 800 만 

명의 시민이 Gateway 서비스에 등록한 

상태이다. 프랑스에서도 약 6000 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미국은 

e-government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정부기관에서 구축한 웹의 개인 인증 

방법으로 리버티 규격을 채택하였다. 

일본은 e-Japa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용 컨텐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리버티 표준을 구현하고 4만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리버티는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미 

제정된 산업표준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확장하여 불필요한 표준화 작업은 하지 

않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리버티 

표준은 크게 3개의 모듈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OASIS, W3C, IETF의 

표준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리버티가 

채택한 대표적인 표준들은 SAML v1.x, 

WS-Security, HTTP, WSDL, XML, SOAP, 

WAP 등이다.  

 리버티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3개의 

모듈과 다른 표준과의 관계를 (그림 3)에 

보인다. 

 

 
 

(그림 3) 리버티 아키텍처 및 다른 

표준과의 관계 

 

  ID-FF(Identity Federation Framework) 

는 연합 ID를 통해 ID와 계정을 연계 

해주며 세션을 관리하고 SSO기능을 제공 

한다. SSO는 신뢰 도메인 내에서뿐만 

아니라 신뢰 도메인들 간에도 지원되며 

(MDSSO 실현),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한 인증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리버티는 ID-FF를 SAML v1.x를 기반 

으로 하고 그 위에 추가 기능을 얹어 정의 

하였다. ID-FF는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로그아웃 하면, 세션 동안 SSO로 연결한 

모든 사이트에서 로그아웃 되는 글로벌 

로그 아웃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의 신원 노출 없이 속성 정보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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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익명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현재 SAML 

v2.0으로 OASIS에 제안되어 있다[4]. 

ID-WSF(Liberty Identity Web Service 

Framework)는 웹 서비스간의 ID 정보 

교환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ID서비스의 

생성, 검색, 사용을 위한 것이며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최근 버전의 ID-

WSF는 웹 서비스 actor들 간에서 인증과 

권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보안 token의 

포맷으로서 SAML v2.0 assertion을 

사용하고 있다. 

ID-SIS(Liberty Identity Services 

Interface Specifications)는 ID-WSF를 

바탕으로 구현되는 ID 서비스를 위한 

명세서이다. 이 ID 서비스는 일정, 주소록, 

달력, 위치 추적, 사용자 상태 확인 또는 

경고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명세서는 기관이 리버티의 ID서비스를 

확장하거나, ID-WSF 위에서 추가로 ID 

서비스를 생성할 때 빠르고 쉽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현재 정의된 

ID-SIS로는 개인 프로파일 서비스와 직원 

프로파일 서비스가 있고, 이 서비스들은 

웹서비스 표준 위에서 설계되었다. 즉, 

HTTP 프로토콜 상위의 SOAP으로 접근 

가능하고 WSDL로 정의되었다. 

다음 (그림 4)는 리버티의 규격을 

채택하여 구현하여 시범중인 행정자치부의 

통합 ID 관리체계에서 특정 SP를 

접속하는 과정을 보인다. 우선 사용자는 

개인 신원 확인을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의 ID와 

패스워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후 

개인(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하자)이 자신의 

PC에서 어떤 SP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사용 하려고 하면 client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IdP 서버에 

연결하여 cookie를 획득하고 SP에 

cookie와 함께 로그인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SP는 사용자를 IdP에 redirect하고 

사용자는 자신의 ID인 ‘hongkd’로 

연결된다. 그러면 IdP의 DB에는 영구 

식별정보(identifier)가 생성되고 이 식별 

정보는 client를 거쳐 SP로 redirect된다. 

이 식별정보는 SP의 DB에 사용자의 local 

ID와 함께 저장된다. 이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SP는 IdP에게 사용자의 확인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권한이나 자격 

등을 확인)을 하고 승인처리가 되면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관리체계에서는 IdP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SP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의 

ID 정보가 유출되어도 IdP가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안의 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림 4) 리버티의 로그인 프로세스 

 

３.4. OpenID  
 

OpenID는 LiveJournal의 창업자인 

Brad Fitzpatrick이 개발하여 2005년 

발표한 open source 솔루션이다.  현재 

Web 2.0으로의 기술의 진화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ID 관리 기술(Identity 

2.0)로서 인터넷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지 않는 간편한 SSO 기술로서 

인식되어 개인 홈페이지 사용자와 블로그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Identity 2.0의 핵심은 ID관리의 주체를 

ISP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URL 또는 i-Names를 개인의 ID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Identit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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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자들은 리버티와 같은 연합 ID 체계를 

Identity 1.5로 부르기도 한다).  OpenID는 

Identity 2.0에 따르는 웹 환경에서의 연합 

ID 체계이며 완전한 ID 정보의 분산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즉, OpenID 

시스템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된 S/W를 

이용하여 OpenID IdP(Identity Provider)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사용자는 어떤 비용 

지불도 없이 자신이 선호 하는 IdP에게 자신이 

사용할 ID를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웹 관련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다[8].  

OpenID 는 그 설계에서 구현과 사용방법의 

단순화를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안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공개 키(public 

key)나 SSL(Secure Socket Layer)을 

사용하지 않고 브라우저 plugin 도 사용하지 

않으며 URL 이나 i-Names 를 ID 로 

사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OpenID 는 간편성을 

추구한 대가로 보안성은 다른 솔루션에 비해 

낮은 편이다. 즉, 현재의 e-mail 보안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하나 상거래에 

사용될 수준의 보안성은 제공하지 못한다. 또, 

OpenID 규격은 인증 메커니즘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규격과는 별도로 phishing 방지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결점이 있다[10]. 

OpenID 에서 URL 을 ID 로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일반 사용자들은 공개 키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미 웹이 10 년 가까이 사용되어 

누구나 URL 에 친숙하다는 이유이다. e-mail 

주소를 ID 로 사용하는 사이트들도 있지만 

이것은 스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고려되지 않았다.  

OpenID 에서는 OASIS XRI(eXtensble 

Resource Identifier)의 i-Names 를 ID 로 

사용할 수도 있다. XRI 는 분산관리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unique 

identifier 로서 각종 단말 및 개인의 ID 를 

식별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일종의 OID 

체계이다. XRI 는 http://xri.net 에 등록되어 

있는 i-broker(i-Names 등록 기관)를 통해 

유료(연회비 20 $)로 부여 받을 수 있다. 

OpenID 에서 URL 을 개인 ID 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용자는 IdP 에 

자신의 openID 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ID 로 사용하고자 하는 URL 사이트(개인의 

블로그나 홈 페이지)의 html 소스에 다음 (그림 

5)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저장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http://www.myopenid.com 

이라는 IdP 에 styoo.myopenid.com 이라는 

개인 ID 를 등록하였다면 아래 그림과 같은 

내용을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하여 추가하고 

저장해주면 된다. 

 

 
 

(그림 5) OpenID 서버와 개인 ID 설정 예 

 

이후에 사용자가 OpenID를 사용하여 

특정 SP를 접속하는 과정은 다음 (그림 

6)과 같다. 즉, OpenID를 지원하는 

사이트(SP 또는 RP: Relying Party)에 

등록된 OpenID로 login 하면 SP는 해당 

URL로 지정된 서버에서 개인의 Home 

Page나 Blog의 HTML 파일에 추가된 IdP 

정보를 추출한다. SP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되는 IdP에 연결을 하고 

사용자를 해당 IdP로 redirect시켜 

IdP에게 인증 token을 요청하게 한다. 

IdP에서 사용자가 인증되면 IdP는 

token을 SP로 redirect하고 이로써 

Client는 SP에 연결된다. 

 

 
 

(그림 6) OpenID의 로그인 프로세스 

 

<head> 

<link rel="openid.server" 

 href="http://www.myopenid.com/server" /> 

<link rel="openid.delegate" 

 href="http://styoo.myopenid.com/" />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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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현재 URL로 OpenID를 

지원하는 IdP는 45 개가 있고 XRI i-

Names를 지원하는 IdP는 10개가 

있다[9][11]. OpenID를 채용한 SP(Web 

sites)는 약 550개에 이르며 1,500 만 

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 숫자는 매주 

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차세대 통합 ID 기술로 유력한 

MS의 카드스페이스가 OpenID와의 

상호연동 계획을 발표하여 앞으로 

OpenID는 급속히 범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４. 사용자 중심의 ID 관리 
 

본 장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ID 관리 

방식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카드스페이스 

와 이에 대응하여 오픈소스 진영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히긴스 프로젝트에 

대하여 서술한다.  

 

４.1.  개념과 배경[6] 
 

개인의 정보에는 태어나면서 부여되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유전적 특성 등이 

있고,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의 이력, 역할 

및 명성(reputation), 건강에 관한 기록 

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 정보가 유출 되면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사람은 그 

정보의 소유자 자신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관점에서 그 자신이 개인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 중심의(user-centric) ID 관리의 

개념이다. 

리버티의 주 고객인 정부 기관들은 개인 

정보의 잠재적인 침해 방지의 수단으로 

집중화된 저장소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 장소에 집중화된 보안 정보가 침해되면 

그 피해는 더 심각해지며, 특히 정부와 

같이 계위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은 침해와 

기술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리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ID를 

사용하며 이 ID의 숫자와 내용 변경도 

잦다. 이는 사람들의 직업이 바뀌고 관계, 

거주지, 취향이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중화된 방식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동적으로 변화하는 수 많은 ID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변하는 ID는 개인의 신용을 

확인하는 데에 유용한 것이지만 개인이 

익명을 원하는 때에 그렇지 않다. 따라서, 

모든 ID 시스템은 신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개인정보를 인증되거나 보증된 그리고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범주 내에서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이를 밝히지 않고 성인임을 

주장하거나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인증된 ID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소유자를 추적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신뢰하는 3rd party(relying party) 

조차도 인증 처리를 하는 동안에 실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인 정보 보안은 고도로 진화된 

비정형 메커니즘이며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 보다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ID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더 

상승시켜야 한다. 이것이 사용자 중심의 

ID 체계가 등장한 배경이다. 

 

４.2.  카드스페이스(CardSpace)  
 

카드스페이스는 Passport의 범용화에 

실패한 마이크로소프트가 2007년 

Windows Vista와 함께 출시한 클라이언트 

기반의 신뢰성 높은 디지털 ID 관리 

솔루션으로서 여러 개의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전자지갑’을 구현 

한다는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카드스페이스는 윈도우 화면 상에서 

그래픽 카드의 형태로 표현된다. 사용자는 

적절한 카드를 선택하여 원하는 

사이트에서 ID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카드를 발급하는 서버는 IdP(Identity 

Provider)의 역할을 하며 Client S/W는 ID 

selector의 역할을 한다. ID 정보는 모두 

사용자 PC 또는 IdP 내에서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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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사용자 개인이 만들어 사용하는 

Personal Card(예: 개인 전화번호부)와 

제3의 인증 기관이 발행하는 Managed 

Card로 구분된다. Managed Card는 

SAML 2.0 암호화, Kerberos 프로토콜 및 

EV-SSL(Extended Validation Secure 

Socket Layer) 등의 신뢰성 높은 보안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Managed 

Card는 한번 등록되면 개인이 임의 

수정할 수 없다. 

개인의 PC에 보관되는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이름이나 패스워드를 

키보드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유지하며 카드스페이스의 Client 

S/W는 피싱 방지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IdP는 MS의 카드스페이스에서 채택한 

보안기술(EV-SSL, Security Token 

Service, Information card 생성 및 제공 

규격)을 인증 받은 업체라면 누구나 IdP 

사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7)은 카드스페이스의 아키텍처를 

보인다. 그림의 하부에 사용할 카드를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Identity 

Selector와 STS(Secure Token service) 

및 카드스페이스 저장소 등의 

components들이 있고 중앙에 API를 

제공하는 component가 있다. 이 API를 

통해 Internet Explorer, WCF, Control 

Panel 등의 GUI가 연결되어 사용자 

PC에서 카드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WCF(Windows Communication 

Foundation)는 .NET 3.0의 하나의 

요소로서 SOA의 통합 기반과 WS-* 

규격에 정의된 보안 기능들을 제공한다. 

Control Panel은 Personal Card의 생성과 

관리용으로 이용되는 panel이다[13]. 

(그림 8)은 카드스페이스의 Identity 

Selector와 Personal card를 생성하는 

Client 화면의 예이다[13]. 

(그림 9)는 카드스페이스의 사용자가 

어떤 SP에 접속하는 과정을 보인다. 

사용자가 특정 SP(RP)의 서비스 사용을 

시도하면 SP는 사용자의 ID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그림 7) 카드스페이스 아키텍처 

 

 

 
 

 
 

(그림 8) 카드스페이스의 Identity 

Selector와 카드 생성 화면의 예 

 

 

그러면 사용자의 client 프로그램에 

identity selector가 popup 되고, 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ID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IdP가 선택되며 동시에 IdP에게 

security token을 요청한다. IdP가 

security token을 보내면 사용자는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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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클릭)하고 이로써 SP에게 token이 

전달되고 SP는 이를 확인한 뒤에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카드스페이스의 특징은 연합 ID관리 

방식과는 달리 IdP와 SP간에 연결이 

이루어 지지 않고 사용자 중심으로 ID 

인증이 처리된다는 것이다 [12]. 

 

 

 
 

(그림 9) 카드스페이스의 로그인 프로세스 

 

 

카드스페이스는 현재 OpenID와의 연동 

규격을 만들었고, 리버티의 SAML2.0 

표준을 채택하였으며 ID-WSF 적용을 

검토하는 등 리버티와의 상호연동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４.3. 히긴스(Higgins)  
   

히긴스는 Eclipse foundation의 open 

source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Windows 

기반의 카드스페이스를 open source로 

구현하여 Linux나 Unix, Mac OS 등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히긴스라는 이름과 쥐 모양의 로고는 

집단 자살을 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a 

long-tailed Tasmanian jumping 

mouse’에서 유래된 것으로 Web2.0의 

long-tail 개념을 의미한다.  

히긴스는 카드스페이스와 달리 개방형 

접근법을 택하고 ID 관리를 위해 다수의 

IdP들 간에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하며 

이로써 ID의 등록, 요청, 인증, 공유, 거래, 

보호, 통제 및 연합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히긴스의 철학은 누구나 ID를 생성, 

보호하고 연합시키는 상호 협력적인 

플랫폼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멤버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 

규칙을 생성하고 잠재적으로 자신들의 

ID를 인증하며 자신들의 커뮤니티 내에서 

신뢰할 만한 대상(relying party)이 되는 

tool과 기능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히긴스에 대해 종종 오해하는 

것은 히긴스가 카드스페이스처럼 제품화된 

ID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ID 

시스템은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보안 

토큰의 포맷을 정의하나 히긴스는 그렇지 

않다. 히긴스는 그보다는 ID 시스템들이 

상호연동하고 개방되도록 하는 중립적인 

open source framework이다. 또한, 

히긴스는 정보공유, 협업과 조화, 상호 

발견, 연합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킹을 

위한, 다수의 ID 정보를 사용하는 응용과 

서비스의 전개를 위한 플랫폼이다.  

히긴스는 카드스페이스처럼 i-card라는 

이름으로 2개의 JPEG 이미지를 갖는 

카드들을 정의하고 있다. 그 하나는 

Persona(페르소나) i-card로서 개인이 

편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카드이고 다른 하나는 Managed i-

card이다. 이것은 히긴스 표준에 따르는 

ID 발급기관(예: 은행, 신용카드 회사 또는 

쇼핑몰 등)에서 발급되는 것이다.  

 

 
 

(그림 10) 히긴스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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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은 히긴스의 주요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i-card selector와 i-

card를 import/export하는 provider, 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IdAS와 Context 

Provider 등이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DI(Digital Identity) 발급기관 및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SP와 이들간의 

인터페이스 관계가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히긴스는 다양한 

context 작성이 가능하다. 즉, 상이한 

ID들(개인, 직업, 사회적 정보와 의료 정보 

등)이 자신들만의 정보교환, 명성측정, 

유사그룹 발견과 멤버의 인가 등에 관한 

rule set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AOL 

IM, MS Outlook, Google groups에 대해 

히긴스 ‘context provider’를 만들어 

buddy list, e-mail directory 및 커뮤니티 

등을 import할 수 있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mash-up 할 수도 있으며, 

그룹별로 정보 교환 규칙을 만들 수 있다. 

또, 집주소와 실명 및 휴대폰 번호를 

감추는 작업도 가능하고 새로운 context나 

directory의 생성도 가능해진다. 이질적 

이고 상이한 context를 넘어 사용자가 

여러 ID를 링크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다른 

on-line community에서 표출되는 방식에 

대해 통합 view를 줄 뿐 아니라 이러한 

context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10)에 보인 것처럼 히긴스는 Web 

services, Eclipse Rich Client Platform 및 

Browser extensions(Firefox와 IE)에 

대한 API를 제공한다.  

아래의 (그림 11)은 i-card broker를 

이용하여 주방용품 쇼핑몰용 i-card에 

개인의 취향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i-

card를 생성하는 Firefox 화면의 예이다. 

또한, 히긴스는 CPI(Context Provider 

Interface)를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context provider가 추가될 수 있는 

bus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를 이용하여 

provider는 자신의 내부 데이터 구조를 

중립적인 히긴스의 추상 데이터 모델로 

단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변환할 수 있다.  

 

 
 

(그림 11) 히긴스의 i-card의 예 

 

 

이런 context provider는 기존 

서비스들(통신, 협업 시스템, 사회적 

네트워크, IdP, games, 기업 응용 등)에 

대한 adapter 또는 wrapper로 동작한다. 

 히긴스의 잠재적인 context provider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ID 서비스: WS-*, SXIP, Liberty 

Alliance 

- Directory 서비스: LDAP, Active 

Directory 

- 사회적 네트워크: MySpace, 

Facebook 등 

- 메시징/협업: LotusNotes, Exchange 

- 공유 공간: Community sites 

- 기업 응용분야: PeopleSoft, SAP  

- 게임: Wow, Second Life 

- Electronic Health Care 서비스 등  

 

Client side application에 대한 context 

provider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 

- IBM workplace 

- MS Outlook 

- VoIP services 

- Instant message applications 

 

히긴스는 SOA 모델과 일치하며 표준의 

시연을 위해 현재 Java SE1.4.2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고 Windows, Macint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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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에서 사용 가능하다. 히긴스의 다음 

목표는 가벼운 HTTP와 XML 기반의 

서비스뿐 아니라 보다 보안성이 높은 기업 

서비스를 위해 WS-*를 지원하는 것이다. 

히긴스는 카드스페이스와의 상호연동 

규격도 개발 중에 있다. 이미 상호연동을 

위한 초기 버전이 시연되었고 Novell의 

Access Manager를 이용하여 리버티 

규격과의 연동도 시연되었다. 이러한 상호 

연동성은 히긴스 프로젝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이전의 표준과 

시도들은 상호 보완적이거나 통합을 

추구하기 보다는 모두 경쟁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히긴스 

프로젝트는 개발과 보급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많은 

개념과 사양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특허와 지적소유권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최근 히긴스 

프로젝트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히긴스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도 있다[7]. 

 

 

５. 전망 및 결론 
 

  통합 ID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동향 

으로는 정통부의 가상주민번호 서비스와 

행자부의 통합 ID 체계가 있다. 정통부의 

방식은 지정된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유료로 발급받는 반면 행자부의 

방식은 무료이며 리버티의 규격(SAML 

2.0)을 사용하여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통부의 규제를 받는 통신 

사업자들은 가상주민번호 서비스 도입에 

대비해 운용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일반 

사용자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통합 ID 체계의 지배구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스페이스는 2007년 이후 MS 

Window Vista의 보급에 따라 쉽게 

범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확산이 얼마나 

빨라지는가는 카드스페이스 규격에 따르는 

IdP와 SP의 확산 속도에 따른다. 일반적인 

웹 검색과 글을 작성하여 올리는 신원 

확인 수준의 Web SSO 기술로는 그 

구현과 사용이 간편한 OpenID가 범용화될 

것이다.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미 일부 사업자들(엔씨소프트,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이 이를 도입하였고 

앞으로 웹 포탈들이 OpenID 규격을 

채택하게 되면 그 사용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MS 카드스페이스와 OpenID 및 

리버티 규격간에 상호 연동 규격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MDSSO의 세계는 

리버티 규격을 사용하는 정부기관과 

온라인 뱅킹이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카드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일반 웹 

사이트에서 OpenID를 사용하는 개인들 

간의 상호연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히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그 진도가 

느려졌지만 카드스페이스의 성공을 

위해서도 Linux와 Unix 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므로 지적재산권에 해당 되는 일부 

기능이 배제되더라도 결국은 사용자에게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파이어폭스의 관계처럼 전체 

사용 비율은 낮을 지라도 open source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히긴스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카드스페이스와 OpenID 및 리버티, 

히긴스 규격을 실현하는 IdP 와 SP를 

위한 솔루션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SP들의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은 

새로운 ID 체계에서의 가입자의 확보뿐 

아니라 대량의 가입자 정보를 보유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누군가 

IdP 사업자가 되어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해 버리면 그 가입자들은 번거롭게 

자신의 정보를 이중 삼중으로 다른 

IdP에게 등록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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