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 기관 내 설명자료
- Korean Access Federation (KAFE) -

작성자

조진용, 장희진, 이경민, 공정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목 차
제 1 장 소개
제 2 장 연구 및 교육기관이 KAFE 에 참여하는 이유
제 3 장 KAFE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제 4 장 국제동향
제 5 장 KAFE 참가 요건
제 6 장 ID 제공기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
제 7 장 ID 제공자 구축비용
제 8 장 서비스 시작까지의 로드맵
제 9 장 개인정보의 취급
제 10 장 ID 연계 시스템의 구조
제 11 장 기타

ID 제공자 기관 내 설명 자료
2015. 08. 20. - 초안
[최근 갱신: 2016-6-22 draft v0.20]

제 1 장 소개
KAFE(Korean Access Federation)는 웹기반 연구·교육 응용서비스 제공자인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인증 및 인가정보의 제공자인 교육·연구기관, 연계 ID 관리(Federated ID Management)의 주체기관
등으로 구성된 ID 페더레이션(이하, ID 연계) 연합체입니다.
KAFE 에 가입하면 교육·연구기관 간, 또는 교육·연구기관과 연구·교육 응용서비스 제공업체 간에 사용자
인증기능이 서로 연동됩니다. KAFE 에 가입한 교육·연구기관 구성원들은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웹기반
응용서비스나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공급하는 상용서비스를 소속기관에 등록된 사용자 ID 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인증(Web SSO, Single Sign On)을 통해 웹기반 응용서비스들에
로그인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 대학에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ID 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ID 연계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 간 신뢰 관계(Trusted Relationship)의 확보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ID 제공자가 공급하는 사용자 정보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의적인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자원을 보안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D 제공자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낸 사용자 정보가 악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소속 기관 구성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KAFE 는 ID 연계의 국가적 관리주체(TTP, Trusted 3rd Party)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AFE 에서는 참여 기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정책 수립과 정책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KAFE 는 2015 년 9 월부터 국내 연구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ID 연계 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 년 현재 ID 제공자(Identity Provider: 교육 및 연구기관 등) 5 개 기관,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서비스 제공 측) 9 개가 KAFE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 개의 ID 제공자와 4 개의
서비스 제공자가 KAFE 참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KAFE 에 참여하는 이유
2.1 절 ID 제공기관이 얻는 혜택
ID 연계는 OASIS 국제표준인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규격을 이용해 실현됩니다.
연구·교육기관에서 유지 중인 각종 웹기반 응용서비스에 SAML 기술을 적용시키면 서비스 제공자로
KAFE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체적으로 사용자 인증 DB 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 인증 DB 를 제거하면 사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기관 내 관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관 내부에서
유지 중인 비필수 웹기반 응용서비스들을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안전하게 아웃소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들의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전적·인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KAFE
참여 기관 간에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등 웹기반 응용서비스들을 손쉽게 공동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간 파트너쉽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KAFE 를 통해 기관 간 사용자 인증 문제를
안전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Cloud First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용
클라우드와 같은 외부 ICT 자원을 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연구·교육 기관은 사용자 정보의
제공방법, 제공범위, 정보의 보호, 법령 준수 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KAFE 에 참여하면 표준화된
방법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외부 ICT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2 절 ID 제공기관의 구성원이 얻는 혜택
화상회의, 파일전송, 전자저널, 콘텐츠 관리 등 연구협업에 필요한 웹기반 응용서비스들을 소속기관에서
이용하는 사용자 ID 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용자 ID 와 비밀번호만
기억하면 됩니다. 개별 서비스에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싱글사인온이 지원되므로 하나의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다른 서비스에는 로그인하지 않고도 타 응용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D
연계된 다양한 웹기반 응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동료들 간 연구협력 강화 및 연구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웹기반 응용서비스 이외에도 eduroam-AND 서비스를 이용하여 eduroam 의 사용을 위한 임시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duroam 은 글로벌 무선인터넷 접속 서비스입니다. 소속 기관에 등록된 사용자
ID 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eduroam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관에서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3 절 서비스 제공기관이 얻는 혜택
KAFE 에 가입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용이한 사용자 확보 및 마케팅 비용의 절감 등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기존 홍보, 가입유도, 서비스 제공 등 3 단계 절차가 홍보, 서비스 제공의 2 단계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정보(사용자 ID 와 비밀번호 등)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보안조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B 를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보안 등급에 따라 수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용자
정보를 담고 있는 사용자 DB 는 공격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 인증 및 인가 기능을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서비스의 개발비용과 개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ID 연계는 서비스 제공자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훌륭한
응용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계되는 모든
국내기관과 국외기관에 서비스 브랜드가 노출되게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i.e., SaaS 제공자)의 약 97%가 SAML 기반의 ID 연계
기능을 채택했거나 조만간 채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 3 장 KAFE 에서 제공하는 연구협업 응용서비스 목록
현재 ID 연계된 협업응용 서비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ID 제공기관의 내부 정책 상 특정 응용서비스의 기관 내 이용이 불가하다면, ID 제공자 시스템의
환경설정을 통해 해당 응용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https://www.onelogin.com/company/press/press-releases/97-percent-of-saas-vendors-backing-saml-based-single-sign-on

순번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1

국가과학기술연구망

Filesender

대용량 파일공유(최대 100GB)

2

국가과학기술연구망

WebCache

웹 다운로드 가속

3

국가과학기술연구망

Webinar

세미나에 최적화된 온라인 화상회의

4

국가과학기술연구망

Webmeet

회의에 최적화된 온라인 화상회의

5

국가과학기술연구망

Foodle

의견조사 및 취합

6

국가과학기술연구망

eduroam-AND

글로벌 무선로밍 서비스의 사용자 대리인증

7

국가과학기술연구망

Shopfront

개인화된 포털

8

국가과학기술연구망

vidyo

상용 화상회의 시스템

9

국가과학기술연구망

pms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10

국가과학기술연구망

ownCloud

Dropbox-like 파일 공유 서비스(2016년 말)

추가적으로 ID 연계가 진행 중이거나 협의 중인 연구협업 또는 과학기술 응용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EC

슈퍼컴교육(2017년)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TAZ

과학기술지식플랫폼

3

국가과학기술연구망

SDN VDN

on-demand SDN 서비스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DSL

e-journal/digital library

5

국가과학기술연구망

Communicator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6

국가과학기술연구망

FileStore

대용량 파일 스토리지

7

국가과학기술연구망

RealLab

가상머신 기반의 컴퓨팅 자원

8

국가과학기술연구망

Emulab

네트워크 R&D를 위한 테스트베드

향후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연구·교육기관 내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과 제공업체 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국제동향
61 개 국가에서 자국내 연구·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ID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9 개
국가의 페더레이션 연합체는 eduGain 을 통해 국가 간 ID 연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eduGain 은 국가 간
ID 연계시스템입니다. KAFE 는 2016 년 하반기에 eduGain 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eduGain 에 참여하면
회원국들이 제공되는 웹기반 응용서비스들을 상호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과학기술데이터의 빠른
확보, 국가 간 연구협력 강화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 도표는 eduGain 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별 ID 페더레이션 연합체들과 연합체별 참여기관의 수를 보여
줍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가 간 ID 연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 도표는 세계 50 위 이내 대학의 국가별 분포를 보여줍니다. 상위 50 위 대학의 96%는 자국내 ID 연
계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 ID 연계 서비스 제공주체가 없는 대학이 2 곳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상위권 대학들은 연구자원과 데이터를 상호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연구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
니다. 공유 대상 연구자원과 데이터는 보건의료 및 과학기술데이터, 전자저널, 학습관리시스템, 협업응용서
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제 5 장 KAFE 참가 요건
다음에 기술된 하나 이상의 조항에 해당되는 기관이 ID 제공자로써 KAFE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서비스 이후 KAFE 참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 회원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의 회원기관으로써 교육, 연구, 의료 및 공공분야 해당 기관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수행사업의 파트너 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제공 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내 교육, 연구, 의료 및 공공분야 해당 기관
3. 기타 기관
위 2 개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 교육, 연구, 의료 및 공공분야 해당 기관
서비스 제공자로써 KAFE 에 참여 가능한 기관은 아래의 한 조항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1. ID 제공자 자격을 갖춘 기관
2. 연구협업, 교육학술, 과학기술 분야 응용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내 업체 및 커뮤니티
KAFE 회원기관에게 가입비나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향후 KAFE 관리운영 및 유관사업 추진 등의
목적으로 가입비나 연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참여기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
ID 제공자로 KAFE 에 참여하는 기관은 사용자 인증용 게이트웨이 서버 1 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인증용 게이트웨이 서버는 내부 사용자 DB 와 외부 응용서비스를 상호 연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 웹기반 응용서비스가 사용자 인가를 위해 사용자 ID 와 소속기관명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 인증용 게이트웨이 서버는 로그인에 성공한 사용자의 사용자 속성정보를 추출한 후
사용자 ID 와 소속기관명을 해당 응용서비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전달된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 인가를 수행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로 KAFE 에 참여하는 기관은 기존 또는 신규개발 중인 웹기반 응용서비스에 SAML
인터페이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추가된 SAML 인터페이스는 웹기반 응용서비스가 사용자 인증용
게이트웨이 서버와 통신하고 사용자 속성정보(email 등)를 얻어오는데 이용됩니다. 응용서비스는 SAML
인터페이스가 전달한 사용자 속성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이용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권한부여를 목적으로 사용자 속성정보를 이용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KAFE 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KAFE 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ID 연계서비스 참여를 돕기 위해 구축지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접속이나 기관방문을 통한 기술지원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coreen@kreonet.net으로 연락하십시오.
6.1 절 운용 위원회
ID 제공자 기관에서는 ID 연계 운용위원회의 구성을 기관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운용
위원회는 기관외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의, 개인정보의 전송 등과 관련된 관리운용규정 등을 수립합니다.
기관 내부에서 운용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다음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ID 제공자의 운용 및 관리는 OO 부서에서 실시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추가 등 ID 제공자의 운용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 OO에 연락한 후, △△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KAFE 참가 신청자: 홍길동 (기관장)
- 운용 책임자: 김철수 (OO 부서 장)
- 운용 담당자: 차순희 (OO 부서 전문 직원)
- 심의위원회: △△ 위원회

제 7 장 구축 비용
7.1 절 ID 제공자
국내 여건 상 ID 제공자 구축이 가능한 SI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사용자 인증과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간단한 지식만 있다면 전산관리 Staff 가 어렵지 않게 인증용 게이트웨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관 내부에서 운용 중인 사용자 DB 를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 투입이 요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용 게이트웨어 서버 1 식 구입비용: 300~500 만원(가상머신 이용 시 0 원)
2. 공인인증서(SSL) 구입비용: 약 50 만원/1 년(교육기관용 인증서 이용 시 0 원)
3. 참여기관 내 인증용 게이트웨이 시스템 관리운영 비용
7.2 절 서비스 제공자
운영 중인 웹기반 응용서비스를 KAFE 에 참여시킬 경우, KAFE 에서 권장하는 인증 및 인가방식과
웹기반 응용서비스의 기존 인증/인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보유한 응용서비스의
사용자 인증/인가방식과 KAFE 를 통한 인증/인가 방식이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응용소프트웨어를
재설계한 후 SAML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SAML 인터페이스와 응용소프트웨어를 연동시키는 작업은
소스코딩이 필요합니다. 웹기반 응용이 이미 SAML 2.0 을 지원할 경우, 웹기반 응용을 수정하지 않아도
손쉽게 KAFE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8 장 서비스 시작까지의 로드맵
개별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KAFE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관 상황에 맞춰 추진하십시오.
1. ID 연계 기술과 구축 방법을 습득(기술지원 가능, 국가과학기술연구망)
2. KAFE 참여에 대한 기관 내부 설명 및 예산의 확보
3. ID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시스템의 구축(기술지원 가능, 국가과학기술연구망)
4. KAFE 시험 연계 참가

5. ID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정상 동작 확인(기술지원 가능, 국가과학기술연구망)
6. 기관 내 공지 및 홍보 실시

제 9 장 개인정보의 취급
사용자가 ID 연계된 웹기반 응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로그인을 요청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인증되면
속성정보(email 등)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됩니다. ID 제공자는 사용자 속성정보의 제공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속성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마다 다르지만 속성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제 3 자에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KAFE 는 온라인을 통한 사용자 동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ID 제공자를 통해 응용서비스에 로그인할 때마다 속성 정보의 제 3 자 제공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KAFE 에서 정의한 핵심 및 권고 속성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사용자 속성 정보입니다.
ID 제공자 기관에서는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에 맞춰 아래 정의된 속성정보 중 일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속성

설명

개인정보 가능성

uid

사용자 ID(시험 서비스 기간에 한시적 적용)

O

eduPersonTargetedID

서비스 제공자 별 암호화된 사용자 고유번호

displayName

화면표시 이름

O

surName

성(姓)

O

givenName

이름

O

mail

사용자 이메일 주소

O

eduPersonAffilation

사용자의 기관내 직무정보

organizationName

사용자의 소속기관명

schacHomeOrganization

사용자 소속기관의 최상위 도메인 이름

eduPersonPrincipalName

도메인 내 사용자 ID 정보

eduPersonScopedAffilation

도메인 내 사용자 직무 정보

O

ID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물리적 보안조치 등 사용자 정보 및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10 장 ID 연계 시스템의 구조

KAFE 는 ID 연계관리 및 운영 주체에 의한 사용자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full mesh 형태의 ID 연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KAFE 가 ID 연계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나 시스템도 서비스 제공자
또는 ID 제공자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전송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KAFE 는 회원기관의
운영책임자와 운영자의 이름/이메일 주소를 제외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ID 제공자에서
사용자 인증이 완료되고, 사용자가 속성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자에게 속성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준수합니다.

위 그림은 KAFE 의 ID 연계 구조를 보여줍니다. KAFE 가입이 완료되면, ID 제공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메타데이터 파일을 KAFE 에 제출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 파일에는 제공자 시스템에 대한 접속 URL 정보,
공개키 등이 포함됩니다. 공개키를 통해 중요 정보가 암호화됩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가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의 메타데이터 파일을 교환해야 합니다.
KAFE 가 운용하는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가 제출한 개별 메타데이터를
통합해 하나의 페더레이션 메타데이터 파일을 생성합니다. KAFE 에서 페더레이션 메타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ID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메타데이터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적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ID 제공자는 KAFE 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생성한 페더레이션 메타데이터
파일을 주기적․자동으로 다운로드받아 제공자 시스템에 적용하게 됩니다.
ID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페더레이션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받는 것 이외에 어떤 경우에도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통신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속성 정보 등의 메시지 교환은 전적으로 ID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주체(TTP)에 의한 사용자 정보 유출은 불가능합니다.

제 11 장 기타
KAFE 회원기관은 KAFE 에서 규정한 “연합정책 본문”, “정보보호 프로파일”, “기술 프로파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합정책 본문”은 KAFE 의 운영 및 관리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프로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와 관련된 정책, “기술 프로파일”은 SAML 2.0 관련 표준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COREEN 사용자 포털(http://www.coreen.or.kr/)의 ID Federation/KAFE Policy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