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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금융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

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CRL(Certificat

e Revocation List) 검증방법은 실시간으로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쉬값을 이용하여 CRL 검증방식에서 효력이 정지된 인증

서의 정보만을 빠르게 갱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론

인터넷을 이용한 뱅킹과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의 웹

사이트에서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발급건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 6월 통계청기준으로

국내 경제활동 인구(2,559만명)의 98%가 공인인증서를 사

용하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온라인상에서의 인감도

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타인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최근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CRL방식의

인증서 검증방식은 인증서가 효력 정지된 후에도 유효하

게 사용되어 범죄에 악용되거나 법적분쟁의 소지가 존재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1]

그림 1. 공인인증서 발급 현황(단위:만건)

본 논문의 2에서는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3에서는 제

안하고자하는 CRL검증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연구

공인인증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CRL(Certificate R

evocation List), OCSP(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

ol), SCVP(Simple Certificate Validation Protocol) 등이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로 CRL방식이다. CRL의 관련 규격은 RFC3280

과 RFC2459, RFC5280 등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서명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

지목록 프로파일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다.[2][3]

CRL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6시간~24시간) 갱

신하여 DS (Directory Server)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CRL

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는 서명알고리즘, 발급 일자, 다음

발급일자,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 및 폐기 사유를 포함하

고 있다. CRL을 이용한 인증서 검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2) 인증서의 일련번호를 추출한다.

(3) 인증서의 CRL을 DS(Directory Server)로부터 가져

온다.

(4) 가져온 CRL의 전자서명을 확인하고 발행일과 다음

발행일을 확인한다.

(5) 검증 대상 인증서의 일련번호를 CRL에서 폐기된 것

인지를 확인한다.

(6) 폐기된 인증서라면 사용자에게 폐기 사유를 출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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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RL에는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의 일련번호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하고자 하는 인증서의 일련번호를 CRL

의 일련번호와 비교하여 폐지여부를 확인한다. 검증하고자

하는 인증서의 CRL을 가져오는 위치는 검증 대상 인증서

의 정보에서 “CRL 배포 지점” 정보를 통해 획득한다.[4]

그림 2. 인증서의 CRL배포지점

두 번째는 OCSP(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를

이용한 검증 방식이다. OCSP는 CRL이 공인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여 인증서

의 검증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클라이언트에서

검증대상 인증서에 대한 검증요청을 OCSP서버로 요청하

면 OCSP서버는 해당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하여 클라이

언트로 응답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3][7] CRL방식이 무

료로 공개되어 있는 반면 OCSP서비스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SCVP(Simple Certificate Validation Protoc

ol)이다. SCVP는 인증서의 유효성과 상태를 확인하거나

인증경로 찾기, 인증경로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위한 프로

토콜이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검증하고자 하는 인증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면 서버는 신뢰 루트까지의 인증경로

와 신뢰 루트까지의 경로 검증 결과를 유효함 또는 유효

하지 않음으로 응답한다. 또한 해당 인증서의 취소 상태도

유효함, 취소됨, 알 수 없음 등으로 응답한다. SCVP는 P

KI에 있어서 인증서의 검증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

되는 절차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3. CRL 검증기법 설계

제안하는 시스템은 CA(Certificate Authority)에서 인증

서에 대한 효력정지를 처리함과 동시에 DS(Directory

System)에 해당 인증서의 CRL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CA가 CRL을 생성할 때 해당 CRL에 대한

해쉬값도 함께 생성하도록 하여 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해

DS로부터 CRL을 다운로드하는 클라이언트가 매번 전체

CRL을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에 대한 최신의

효력정지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제안 시스템 구조

[그림 3]은 제안하는 검증기법에 대한 시스템 구조를 나타

낸 것이다. 검증하는 서버가 존재할 경우의 CRL검증 절차

는 다음과 같다.

(1) CA는 주기적으로 효력 정지된 인증서 정보를 일괄

적으로 DS에 게시하고, 이후 인증서 효력정지 요청

수행 시 해당 인증서의 CRL을 실시간으로 DS에

게시한다.

(2) CRL을 게시함과 동시에 DP Point/Hash값 형식의

Hash테이블을 생성한다.

(3) 검증서버는 일괄갱신된 전체 CRL을 다운로드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DS의 Hash테이블을 다운로드하

여 변경된 CRL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4) DS의 Hash테이블에서 추가된 CRL정보가 존재할

경우 해당 CRL만 다운로드한다.

(5) Client가 인증서 검증 요청을 수행한다.(로그인 등)

(6) 검증서버는 검증요청 받은 인증서의 일련번호를

DS에서 다운받은 CRL에서 조회하여 폐기여부를

확인한다.

검증서버에서는 일괄적으로 다운로드한 CRL에 대한 자

체 DP Point/Hash값 형식의 Hash테이블을 생성한다.

Hash테이블 생성 후 DS의 Hash테이블 정보를 지속적으

로 갱신하여 DP Point와 Hash쌍의 값을 비교하여 갱신된

CRL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Hash값이 다를 경우 해당

DP Point의 CRL을 다운로드하여 검증서버의 CRL을 갱

신한다.

검증서버에서 인증서 검증 요청처리를 하지 않고 클라이

언트에서 인증서 검증을 직접 수행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DS에서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CRL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인증서 검증을 수행한다.

CA가 DS에 CRL을 게시할 때 함께 생성하는 Hash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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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의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Hash테이블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금융거

래, 전자상거래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

증서의 검증에 있어서 인증서의 현재 상태를 보장할 수

없는 CRL방식의 인증서 검증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현

재 상태를 확인 할 수 방법을 제안 하였다.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권에서는 CRL방식이

아닌 유료서비스인 OCSP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타의

많은 사이트에서는 인증서검증 방식으로 CRL방식을 사용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과 같이 CA에서 인

증서 효력정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DS에 게시하고 검증서

버는 DS의 CRL정보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최신의 CRL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인증서 검증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

고 폐지된 인증서의 부정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인증서 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OCSP방식으

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CRL검증 방식에 있어서도 실시

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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