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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연구자 소속기관의 포털계정(ID/비밀번호)으로 국내외
과학기술·연구협업 응용서비스 로그인할 수 있는 기술

산·학·연에서

제공하는

웹기반

기술적 정의

· 연합인증: 기관 간 표준 사용자 인증 및 인가(로그인 및 접근제어) 체계
▶ SAML 국제표준 인증규약 적용

· 연합인증 연합체 또는 계정연합: 연합인증의 거버넌스를 목적으로 구성된 연합체
▶ 국내 연합인증 연합체는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에서 운영하는 KAFE(Korean Access
Federation) 임

구성 요소

· 웹기반 과학기술·연구협업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SP)
▶ 외부 용역사업을 통해 SAML 표준규약을 적용 필요

· 로그인 포털을 제공하는 ID 제공자(Identity Provider, IdP)
▶ SAML 표준규약을 지원하는 인증서버 구축 필요 (사용자 계정 DB 연계)

KAFE 참여 절차

1. 지원서 제출(전자우편: support@kafe.or.kr)
▶ 지원서는 https://www.kafe.or.kr/join 에서 내려 받기 가능,
지원서의 Applicant 에 기관장 직인

2. 상기 ‘ID 제공자’ 또는 ‘서비스제공자’ 구현
※ ‘ID 제공자’의 경우, 원격 구축지원(인증서버 구축 및 검증에 1~2 주 필요)
3. ‘ID 제공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메타데이터 제출(전자우편: support@kafe.or.kr)
4. 로그인 검증 및 식별정보 전달여부 확인
5. 메타데이터 등록(KAFE) 및 연동 완료
¶ (선택 사항) 『KAFE 참여의사 확인 및 지원요청』 공문 발송
수신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연구망센터

ID 제공자 구성환경(과기정통부

보안성검토 완료)

· 인증서버는 물리 또는 가상(VM)으로 구축 가능
▶ (권장사양) 4 코어 CPU, 8 GB 메모리, 64 GB 스토리지

▶ (운영체제) CentOS 7.0(64 비트)

· 인증서버는 공인 IP 주소가 할당되어야 함(기관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IP 주소)
▶ (방화벽설정)HTTP/HTTPS/NTP(80/443/123) 포트 개방
▶ (방화벽설정)인증서버와 계정 DB 가 통신할 수 있도록 방화벽 설정

· 인증서버에 도메인 이름 할당(예, iam.institution.re.kr)
· 도메인에 대한 상용 SSL 인증서(기관 wildcard 인증서 이용 가능)
· 계정 DB 저장 정보(필수)
▶ UID(사용자 ID), 패스워드(로그인 목적으로 이용되며 패스워드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되지 않음),
사용자 이름, 전자우편 주소, 직무정보
▶ 메일서버 용 계정 DB 는 이용을 권장하지 않음(사용자의 로그인 비밀번호와 SMTP/POP3/IMAP
비밀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이용 가능)
▶ 직무정보는 student, staff, faculty, employee, alum, affiliate 등 5 가지로만 구분: 계정
DB 에서 직무정보를 변경하기 어려울 경우, 인증서버에서 직무정보를 변환 가능(예, 부교수 →
faculty 등)
역할

값

학부 및 석사 이상 학생

student

졸업생

alum

교수나 연구원

faculty

행정원이나 관리 및 기술원

staff

보조업무 수행

employee

기타

affiliate

▶ UST 학생의 경우,
전자저널의 (원외) 접속권한이 있으면 또는 해당 기관의 공식 구성원으로 인정되면 student 로
표기 함; 접속권한이 없으면 또는 해당 기관의 공식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계정 DB 에 UST
학생을 포함할 수 없음

참여기관의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연합인증 정책(https://www.kafe.or.kr/join)의 준수
· 보안사고대응프레임워크(SIRTFI)의 준수
▶ TLP(Traffic Light Protocol) 규약 숙지 필요

· ID 제공자로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자 계정을 관리해야 함
▶ 기관 내부 구성원만 계정 DB 에 등록되어야 함(예, 용역업체 직원 등 기관 외부 사용자는 계정
DB 에 등록될 수 없음)
▶ 사용자는 1 개의 계정만 가질 수 있음
▶ 1 개의 사용자 계정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지 않아야 함(계정공유 절대 금지)
▶ 진학/졸업/퇴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 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정 DB 에 실시간 반영해야 함

개인정보의 이용제한

· 계정연합은 서비스제공자의 사용자 ID(UID) 이용을 권장하지 않음(로그인 제외)
▶ 서비스제공자는 비식별화 및 익명화된 고유식별자(예, a203bfcd21ff@kafe.or.kr 등)를 이용함
· 서비스제공자에 사용자 속성정보(예, 이름, 전자우편 등)가 되며 인증서버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사용자 동의 획득

KAFE 현황

· 서울대, 고려대, 천문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기초연구원 등 25 개 기관 참여(31 만 사용자)
· 총 50 여 서비스제공자(https://www.kafe.or.kr/collaboration 참조) 이용 가능
▶

EDISON, RDP/DMP, KOAR, NARDA, ZEUS 등 국내 과학기술 응용서비스
Together(Jupyter 데이터과학 플랫폼), ScienceDMZ 등 연구망 응용서비스

및

R&E

▶ Webinar, Webmeet 등 연구협업 서비스
▶ Science, IEEE 등 전자저널 서비스
▶ CERN, LIGO 등 국외 과학기술 응용서비스
※ 상용서비스는 유료 구매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