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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ID 연계 구조
Hub-and-spoke 구조에서 Full mesh 구조로 전환
KAFE ID 연계 구조에서 TTP는 개인정보를 중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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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연계 후 인증 및 인가 방법
메타데이터 교환을 통한 상호 신뢰 확보(상호 간 메타데이터를 교환하지 않을 경우 통신 불가)
※ 메타데이터는 서비스접속URL, 공개키, 요구 사용자 속성정보 등을 담고 있는 파일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는 직접 통신하지 않음(사용자 웹 브라우져가 정보중개)
- SP 침해사고가 IdP에 영향을 주지 않음

③ 인증요청

② 서비스 접속

⑥ 속성기반 인가

⑤ 속성정보제공
{uid, email}

④ 인증
DB

SP의 메타데이터
IdP의 메타데이터

사용자 DB

IdP제공 사용자 속성
{uid, email, ePTID}
① 메타데이터의 교환

SP요구 사용자 속성
{uid, email, surname}

TTP를 통한 메타데이터의 교환
메타데이터 관리 및 배포 시스템

※ SP 및 IdP 제공자의 관리운용 부담 경감을 위해 TTP에서 제공하는 페더레이션 도구

-

SP 및 IdP 메타데이터의 검증(정책, 기술, 보안프로파일 준수 여부 확인)
SP나 IdP는 개별 메타데이터를 TTP에 제출하고 검증 받아야 함
TTP는 검증이 완료된 개별 메타데이터를 취합해 페더레이션 메타데이터를 생성함
TTP에서 배포하는 페더레이션 메타데이터 설정값(사용자 속성값 등)에 따라 ID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ID
연계됨
Trusted 3rd Party(TTP)

SP 메타데이터
페더레이션 메타데이터
배포

ID 제공자의 역할
사용자 속성정보데이터의 처리자(Data processor) 및 신뢰 검증자
1.
2.
3.
4.
5.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요청 메시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
사용자 인증
사용자 DB로 부터 사용자 속성값을 읽고 권고 속성값을 생성
인증 및 속성정보에 대한 공개키 기반 암호화
{SP 요구속성 ∩ IdP 제공속성}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급
사용자 DB

DB

IdP제공 사용자 속성
{uid, email, ePTID}
SP요구 사용자 속성
{uid, email, surname}

기관내부 사용자 DB
{uid, email, surname, givenName,
phone number, cp number, affiliation,
address, room number, ……}

KAFE 권장 사용자 속성
권장 사용자 속성
사용자 속성

설명

개인정보여부

필수속성여부

eduPersonTargetedID

암호화된 사용자 ID

uid

사용자 ID

O

3개 속성 중 1개 이상을
제공해야 함(필수)

eduPersonPrincipalName

도메인 내 ID 정보 (예. hong@gist.ac.kr)

△

surname

성

O

givenName

이름

O

displayName

화면표시이름

△

필수

mail

e-mail 주소

O

필수

eduPersonAffiliation

기관 내 직무정보

organizationName

기관 이름

schacHomeOrganization

기관 최상위 도메인 이름

eduPersonScopedAffiliation

도메인내 사용자 직무정보(student@gist.ac.kr)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민감정보 전송 시 암호화
KAFE는 민감정보의 전송을 권장하지 않음 (민감정보의 전송은 ID
제공자의 결정 사항)
- KAFE 내에서 비민감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필수 사항임(공개키
기반 메시지 암호화, TLS 전송계층 암호화)
KAFE는 Consent 구조(사용자 동의 방식) 제공을 통해 동의 의무
를 준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동의 의무
- 제공받는 사람,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 획득방법은 “인터넷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
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등 총 4가지

FAQ
Q. 사용자 암호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공급되는가?
- 암호는 SP에 전달되지 않음/SP는 ID 제공자를 통해 접속한 사용자의 암호를 알 수 없음
Q. 서비스 제공자가 보안침해 당했을 경우 ID 제공자에 위협이 될 수 있는가?
- 서비스 제공자는 ID 제공자와 직접 통신할 수 없기 때문에 위협이 전파될 위험이 매우 낮음
- 침해된 서비스 제공자에 저장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은 존재하나 법적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에 있음
Q. 서비스 제공자가 ID 제공자 기관의 전체 사용자 정보를 Dump하는 것인가?
- SP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용자에 대해 해당 사용자의 개인 정보만 SP에 전달
Q. 메타데이터의 위변조로 인한 보안침해 가능성은 없는가?
-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가 메타데이터를 cross checking하기 때문에 위변조 가능성은 매우 낮음
Q. KAFE에 ID 제공자 기관의 사용자 정보가 전달되거나 저장되지 않는가?
- Full mesh 구조에서 TTP가 ID 제공자 기관의 개별 사용자 정보를 전달받거나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FAQ(Contd.)
Q.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하는 사용자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가?
- ID 제공자가 공급하는 속성정보의 집합과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하는 속성정보의 집합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정보를 ID 제공자가 제공
Q.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whitelist와 blacklist를 설정할 수 있는가?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근 제어가 가능함
Q. SAML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은 없는가?
- simpleSAMLphp 소프트웨어를 이용. 노르웨이 및 네덜란드 연구망에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완료
KREONET에서 2회 취약점 (자동, 수동) 점검 실시했으며 조치 완료

ID Federation for IT Admin. Staff
정부의 ‘Cloud First’ 정책 시행
기관 내부 중요도가 낮은 정보서비스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 유도
Ready for ‘Cloud First’?
기관 내부 서비스에 대한 통합인증환경 구축 목적?
상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어떻게 내부 환경과 Integration 할 것인가?
- 교육기관의 사용자 인증 및 인가 구조는 복잡. 왜? 3개 직군(Faculty, staff, student)이 존재
ID 페더레이션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솔루션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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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제공자 서버의 설치
설치 자동화 스크립트 이용
※ 주의 사항
1. 설치 환경 설정
2. HTTPS와 인증서와 SAML 암호화를 위한 인증서 별도 생성 및 관리
(SAML 암호화를 위한 인증서는 반드시 Self-signed)
3. 내부 사용자 DB 연동
4. 연동 검증 후 simpleSAMLphp 접속제어를 위한 apache 설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