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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요�

1.1� 목적

본� 『행정전자서명�프로파일�및� 알고리즘� 상세서』(이하,� 상세서)은� 행정전자서명�고유의� 구성요

소� 및� 기술규격들을� 정의하고,� 그� 외에� 『행정전자서명인증�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업무준칙』� 및�

『행정전자서명인증�인증기관�인증업무준칙』을�준용하는�사항들을�정의한다.�

1.2� 적용�범위

본� 상세서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사용되는� 행정기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생성,� 폐지,�

관리� 및� 검증하기� 위해�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활용하는� 각� 기

관에�적용한다.�

1.3� 주요�내용

본�상세서�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에�대해�정의한다.

◦�인증서�프로파일�규격

◦� OID� 및� DN� 체계�규격

◦�인증서�체계�및� 저장�규격

◦�인증서�저장소�규격

◦�알고리즘�규격

◦�인증서�관리�규격

◦�인증서�서비스�규격

◦�무선인증서�규격

1.4� 전제�조건

본�상세서은�다음과�같은�전제조건을�고려하여�기술한다.

◦� X.509� 인증서�버전� 3과� 인증서�폐지목록�버전� 2를� 사용한다.

◦� 모든� 인증서� 사용자들이� 최상위인증기관(루트� 즉� Self-signed� CA)을� 가장� 신뢰하

는� 하향식(Top-down)� 신뢰�구조를�가정한다.

◦�송수신�메시지�중에� out-of-band로� 교환되는�것은�별도로�정의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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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에�대한�사용자�인증(authentication)� 프로토콜을�포함하지�않는다.�

◦� 저장소는� X.500� 디렉토리� 또는� URI(Uniform� Resource� Indicator)를� 이용하는� 다른�

형태일�수� 있으나,� LDAPv3을� 반드시�지원하여야�한다.�

1.5� 용어�정의

○�ASN.1(Abstract�Syntax�Notation�One)�:�ISO�ASN.1�표준에서�정한�부호화�규칙으

로는�기본�부호화�규칙(BER�:�Basic�Encoding�Rules),�정규화�부호화�규칙(CER�:�

Canonical�Encoding�Rules),�식별�부호화�규칙(DER�:�Distinguished�Encoding�

Rules),�XML�부호화�규칙(XER�:�XML�Encoding�Rules),�묶음�부호화�규칙(PER�:�

Packed�Encoding�Rules)�등이�있다.

�○�ANSI(American�National�Standards�Institute)�:�미국에서의�임의(Voluntary)표준�

활동을�관리�조정하고,�표준의�적합성여부에�따라�미국국가표준(ANS:American�

National�Standard)으로서�승인여부를�결정하는�비영리�민간단체로써�직접�표준을�개

발하지는�않으나,�각�기구들의�표준과정을�관리하여�여러�기구들이�작성․처리․승인․배포

하고자�하는�표준안을�국가표준으로�승인하고�조정하는�역할을�담당하며�국제표준기

구인�ISO/IEC에�공식적인�미국대표로�활동하고�있음

○�BER(Basic�Encoding�Rules)�:��ASN.1�형태의�추상�데이터를�네트워크상에�전송할�수�

있는�옥텟�형식으로�변환하는�기본�방법으로서,�데이터의�형태와�길이에�따라�부호화�

방법이�달라지나,�모두�식별자,�길이,�내용,�내용끝을�나타내는�옥텟으로�구성되어�있

다.�ITU�권고�X.209,�X.690과�ISO�8825-1에�정의되어�있고,�CAPI(CryptoAPI)에서�

사용되는�부호화�방식이다.�

○�CER(Canonical�Encoding�Rules)�:��BER의�부호화�옵션을�제한한�것으로�다량의�데이

터의�부호화�및�전송을�위한�무한정�길이�형식이다.�ITU�권고�X.690과�ISO�8825-1에�

정의되어�있다.�

�○�CMP(Certificate�Management�Protocols)�:�인증서�관리�프로트콜.�인증서를�각�개

체�사이(인증�기관-인증�기관,�인증�기관-최종�개체,�최종�개체-최종�개체)에서�전송하

기�위한�프로토콜.�

�○�CTL(Certificate�Trust�List)��:��인증서�신뢰목록.�신뢰하는�인증기관�목록에�대하여�전

자서명한�PKCS�7번�형식의�데이터.�신뢰하는�인증기관�인증서의�해시코드(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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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를�이용하여�인증기관�목록을�구성하며�선택적으로�정책식별자,�확장필드�등을�

추가할�수�있다.�

�○�DAP(Directory�Access�Protocol,�X.500)�:�디렉터리�접속�통신�규약.�OSI�기본�참조�

모델에서의�디렉터리�기능�모델의�구성�요소인�디렉터리�사용자�기능체(DUA)와�디렉

터리�시스템�기능체(DSA)�사이의�통신�규약.�DUA는�디렉터리�사용자의�서비스�요구

에�따라서�DSA에�디렉터리�검색�갱신을�요구하고�그�결과를�DSA로부터�받아서�이용

자에게�전달한다.

○�DCRL(Delta�Certificate�Revocation�List)�:�델타�인증서�폐기�목록.�공개�키�기반�구조

에서�추가로�폐기된�정보를�모아둔�목록.�폐기된�인증서�수가�증가함에�따라�CRL의�크

기가�무한대로�커지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CRL보다�자주�발행되며,�CRL보다�

크기가�작아�델타�CRL을�사용하는�애플리케이션에서는�네트워크�대역폭이�적게�소요

된다.�

○�DER(Distinguished�Encoding�Rules)�:�한정�길이�형식으로�데이터의�길이가�0~127

인�경우에는�짧은�길이를,�128이상�경우에는�긴�길이�형식을�사용하되�그�길이는�최소�

옥텟�숫자로�부호화된다.�디지털�서명과�같이�유일한�옥텟의�부호화가�필요한�응용�프

로그램에서�사용된다.�ITU�권고�X.509,�X.690과�ISO�8825-1에�정의되어�있다.�

�○�DN(Distinguished�Name)�:�식별�이름.�ITU-T�X.500�디렉터리에서�정하는�이름�형식.�

X.500�디렉터리에서�개체를�인식하기�위해�국가,�지역,�기관,�이름�등�개체의�속성으로�

구성된�것으로,�디렉터리�정보�트리(DIT)의�경로를�나타내는�통신�개체의�유일한�이름

을�부여하는�구조를�제공하며,�인증서�발급자�및�인증서�소유자를�확인하기�위해�사용

된다.�

○�ECDH(Elliptic�Curve�Digital�Signature�Algorithm)�:�디피(Diffe)와�헬만(Hellman)

이�1976년에�발명한�공용�키�분배법을�타원곡선을�이용한�키교환�알고리즘으로�변형

한�것

○�ECDSA(Elliptic�Curve�Digital�Signature�Algorithm)�:�타원곡선�전자서명�알고리듬.�

전자�서명�알고리듬(DSA)에�타원�곡선�암호(ECC)�방식을�이용한�전자�서명�알고리듬.�

160비트의�키를�갖는�암호�방식으로�1024비트의�RSA(Rivest-Shamir-Adelmen)�방

식과�대등한�안전성을�가지면서�처리속도를�줄일�수�있어�이동�단말기에�활용된다.�

DSA,�RSA와�함께�미국�전자�서명�표준(DSS:�Digital�Signature�Standard)에�포함되

어�연방�정보�처리�표준(FIPS)�186-2로�승인되었다.�WTLS,�TLS,�S/MIME�등의�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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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에�포함된�사실�표준이다.�

○�FIPS(Federal�Information�Processing�Standards)�:�미연방�정보처리�표준.�미국�연방�

정부�기관에서�사용하는�정보�처리�기계와�방식을�표준화하기�위해�미국�국립�표준/기

술�연구소(NIST)가�제정하는�표준�규격.�FIPS-PUB(Publication)라는�명칭으로�발행된

다.�미국�표준�협회(ANSI),�미국�전자�공업�협회(EIA),�국제�표준화�기구(ISO)�표준도�

일부�FIPS로�채택되어�있다.

�

○��GPS(Global�Positioning�System)�:��위성위치�확인시스템.�미국�국방부(DOD)가�개

발하여�추진한�전�지구적�무선�항행�위성�시스템.�중/고궤도�항행�위성�시스템인�

NAVSTAR(Navigation�System�with�Time�And�Ranging)를�사용하는�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NAVSTAR/GPS라고도�한다.�이�시스템은�다음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고도�약�2만�km,�주기�약�12시간,�궤도�경사각�55도인�6개의�원궤도에�각각�4개씩�발

사된�도합�24개의�항행�위성과�위성을�관리하는�지상�제어국,�이용자의�이동국으로�구

성된다.�각�위성에는�원자�시계가�탑재되어�있다.�이�시스템은�지구�어디에서나�항상�4

개�이상의�위성이�시계(視界)�내에�있도록�배치되기�때문에,�이용자는�이들�위성�중에

서�적당한�4개를�선택하여�그것들로부터의�시각(時刻)�신호를�수신하여�각각의�거리를�

측정한다.�4개�위성의�위치는�알려져�있으므로,�이�측정에서�이용자의�위도/경도/고도

의�3차원의�위치와�시계(時計)의�시각�편차를�알�수�있다.�위성으로부터의�송신�주파수

는�L1�(1,575.42MHz)과�L2(1,227.6MHz)의�2파이며,�이�2파로�전리층�지연을�보정

한다.�항법�신호는�50bps의�항법�정보를�포함하며�의사�잡음�부호(PN�code)로�스펙트

럼�확산�변조된�위상�편이�변조(PSK)�신호이다.�이�의사�잡음�부호에는�P�부호

(precision�code)와�C/A�부호(clear�and�acquisition�code)의�2종류가�있는데,�P�부

호는�10.23Mbps,�주기를�1주로�하는�정밀�측위를�목적으로�한다.�C/A�부호는�

1.023Mbps,�주기는�약�1밀리초(ms)이다.�이들�의사�잡음�부호를�사용하여�항법�신호

의�해독이나�위성과�수신국�간의�거리�측정을�할�수�있다.�L1에는�P�부호와�C/A�부호가�

포함되고�L2는�P�부호만이�포함되는데,�현재�C/A�부호는�민간이�이용할�수�있도록�부

호�패턴(code�pattern)이�공개되었으나�P�부호는�비밀이다.�C/A�부호에�의한�위치�측

정�정밀도는�공칭�100m�이내이고,�P�부호에�의한�정밀도는�공칭�16m�이내인�것으로�

알려져�있다.�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은�원래�군사용�차량,�함정,�항공기�등의�위치�

측정을�위하여�구축되었다.�현재는�민간에서도�이용할�수�있기�때문에�자동차에�탑재하

는�항법�장치,�선박이나�헬리콥터�등의�항법�장치�등에�사용된다.�또�무인�건설�중기(無

⼈建設重機)의�원격�조작이나�지진�예보를�위한�지각�변동�측정�시스템�등에도�이용된

다.�최근에는�읽기�전용�콤팩트�디스크�기억�장치(CD-ROM)에�담은�지리�정보와�조합

한�항법�시스템이�비교적�저가로제공할�수�있게�되어�그�시장이�급속도로�확대되고�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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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160�:�해쉬함수�알고리듬�표준.�정보�처리�시스템�및�정보�통신망�환경에서�임의

의�길이의�비트�열을�고정된�길이(160비트)의�출력�값인�해시�코드로�압축시키는�해시�

알고리듬�표준.�해시�알고리듬은�데이터�무결성�및�메시지�인증�등에서�사용되는�함수

로서�디지털�서명에서�송신자�외의�제3자에�의한�문서�위조를�방지하는�부인�방지�서비

스를�제공하기�위한�필수적인�요구�조건이다.�해시�알고리듬은�크게�블록�암호�알고리

듬과�전용�해시�알고리듬으로�나눌�수�있는데,�HAS-160은�전용�해시�알고리듬을�이용

한�것으로,�덧붙이기,�분할,�반복�연산의�과정을�거쳐�임의의�길이를�가지는�입력�메시

지를�512비트의�블록�단위로�처리하여�160비트를�출력으로�낸다.�

�

○�IEC(International�Electrotechnical�Commission)�:�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서�제

정하는�전기에�관한�통일된�국제�표준.�‘IEC�Publication’이라는�이름의�문서로�발표하

여�각국에서�국가�표준을�제정할�때에�이�통일�표준에�준거하도록�권고하고�있다.�흔히�

IEC�버스(IEC�bus)라고�불리는�계측기용의�표준�버스�인터페이스는�IEC�Publication�

625-1로�정해진�국제�표준이다.�

○��IETF(Internet�Engineering�Task�Force)�:�인터넷�아키텍처�위원회(IAB)�산하의�조직

으로�인터넷의�운영,�관리�및�기술적인�쟁점�등을�해결하는�것을�목적으로�망�설계자,�

관리자,�연구자,�망�사업자�등으로�구성된�개방된�공동체.�분야별로�40개가�넘는�그룹

으로�구성되어�있다.�IAB의�최종�승인을�얻기�위해�제출되는�통신�규약�표준�제안의�중

요한�원천이�되며,�1년에�3회의�모임을�갖는다.

�

○�ISO(International�Standards�Organization)�:�국제표준화�기구.�전기/전자를�제외한�

모든�분야의�국제�표준화를�추진하는�기구.�1926년에�각국의�주요�표준화�단체에�의해�

결성된�ISA(International�Federation�of�National�Standardizations)의�업무를�계승

하여�1947년에�설립되었다.�비조약�기구로�정부의�연합체는�아니지만,�각국을�대표하

는�1개의�표준화�기관만이�의결권을�갖는�회원이고�기타�기관은�옵서버로�가맹하고�있

다.�회원의�70%�이상이�정부�기관�또는�법률에�의해�설치된�표준화�기관이다.�국제적

으로�통일된�표준을�제정함으로써,�상품과�서비스의�교역을�촉진하고�과학/기술/경제�

전반의�국제�협력�증진을�목적으로�한다.�창설�이래�7,000건�이상의�광범위한�분야의�

국제�표준을�제정,�공표하였다.�1960년에는�TC�97(컴퓨터�및�정보�처리�기술�위원회)

을�설치하여�데이터�통신과�정보�처리�분야의�국제�표준화를�추진해�왔는데,�가장�대표

적인�업적은�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OSI)�모델의�표준이다.�국제�표준화�기구

(ISO)는�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긴밀한�연락�관계를�유지하면서�전기�통신�표준화

에도�참여하고�있다.�1987년에는�ISO의�TC�97과�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TC�83

(정보�기기)의�활동�분야가�중복되는�점을�고려하여,�이들�두�전문�위원회를�합병한�

ISO/IEC�JTC�1을�설치하여�정보�기술의�국제�표준화를�합동�관리하고�있다.�ISO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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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1�이외에도�TC�46(정보�및�문서화),�TC�68(은행�업무),�TC�130(그래픽�기술),�TC�

184(공장�자동화�시스템)�등�정보�처리�관련�전문�위원회가�있다.�ISO는�전문�위원회

(TC)에서�작성된�국제�표준�원안을�ISO�회원�75%�이상의�찬성�투표로서�국제�표준

(IS)으로�확정한다.�이렇게�제정된�국제�표준은�ISO�646(정보�교환용�코드),�ISO�

8802(LAN)�등과�같이�표기되어�공표된다.

○��ISO/IEC�:�국제표준화기구인�ISO와�국제전기표준�회의인�IEC가�협력하여�표준을�제정

하는�기술�그룹

○��ITU-T(International�Telecommunication�Union-Telecommunication�Section)�:�

통신에�관한�국제�표준을�제정하는�국제전기통신연합인�ITU�중에서�전기통신

(telecommunication)�부분의�표준을�정하는�기관

○�KCDSA�:�이산�대수�문제의�어려움에�기반을�둔�전자�서명�알고리듬.�한국통신정보보호

학회의�주관하에�우리나라의�주요�암호학자들이�주축이�되어�1996년11월에�개발하였

고,�이후�지속적인�수정�및�보완�작업을�거쳐�1998년�10월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에서�단체�표준으로�제정되었다

�

○�LDAP(Lightweight�Directory�Access�Protocol)�:�X.500을�근거로�한�디렉터리�데이

터베이스에�접속하기�위한�통신�규약.��미국�미시간�대학에서�개발되었으며�디렉터리�

정보의�등록,�갱신,�삭제�및�검색�등을�실행할�수�있다.�운영�체계(OS)나�그룹웨어�제품

들이�지원해�주고�있다.�RFC�2251에�규정된�버전�3이�최신판이며�통신망을�이용한�이

용자�메일�주소나�이용자의�정보를�검색하는�데�주로�사용된다.�LDAP�서버에는�넷스케

이프�디렉터리�서버와�같은�전용�서버�제품도�있다.�

○��NTP(Network�Time�Protocol,�통신망�시간규약)�:�인터넷상의�시간을�정확하게�유지

시켜�주기�위한�통신망�시간�규약.�라디오나�원자시계에�맞추어�시간을�조정하며�밀리

초(1/1000초)�단위까지�시간을�맞출�수�있다.�인터넷�표준(STD)�12와�RFC(통신�규약�

설명�문서)�1119에�정의되어�있다.�

�

○�OCSP(Online�Certificate�Status�Protocol)�:�전자�서명�인증서�폐지�목록의�갱신�주기

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폐지/효력�정지�상태를�파악하여�사용자가�실시간으로�인증

서를�검증할�수�있는�프로토콜.�예를�들어,�고가의�증권�정보나�고액의�현금�거래�등�데

이터�트랜잭션�중요성이�매우�높은�경우�실시간으로�인증서�유효성�검증이�필요하다.��

��

○�OID(Object�IDentifier)�:�①기억�장치�객체에�붙는�영구�번호.�일반적으로�128비트�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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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관계형�데이터베이스�레코드의�키�필드가�테이블의�레코드를�식별하는�방법과�

유사한�기능을�한다.��②메모리에서만�생성되고�사용되는�객체에�붙는�잠정�번호.��③간

이�망�관리�프로토콜(SNMP)에서�망�식별�장비에�붙는�번호.�인터넷�엔지니어링�태스

크�포스(IETF)의�IP�주소와�유사한�표기법을�사용하여�ANSI처럼�다양한�레지스트리가�

각�제조�업체나�기관에�번호로�지정하고,�각�제조�업체나�기관은�각자�장비나�소프트웨

어에�식별�번호를�적는다.���④�국제표준화기구(ISO)와�국제전기통신연합(ITU)�등이�정

보�보안�암호�코드,�속성,�알고리듬�같은�모든�사물과�객체를�세계적으로�고유�번호�하

나로�구별하려고�마련한�국제표준�식별�체계

○�PER(Packed�Encoding�Rules)�:�데이터�구조에서�BER�보다�많은�축약을�위해�데이터�

종류�기반의�부호화를�규정한�것으로�ITU-T�X.691,�ISO�8825-2에서�정의되고�있다

○�PKCS(Public�Key�Cryptography�Standards)�:�인터넷상에서�안전한�정보를�교환할�수�

있도록�산업계에서�사용되는�일련의�공개�키�기반�표준�프로토콜.�이는�애플,�마이크로

소프트,�DEC,�로터스,�선,�MIT�등�컨소시엄�공동으로�개발한�것으로,�RSA�암호화,�패

스워드�기반�암호화,�확장�인증서�구문법,�이메일�보안용으로�RSA사가�제안한�

S/MIME을�위한�암호�메시지�구문법�등이�포함된다.�

�

○�PLL(Phase�Locked�Loop)�:��위상고정�통신방식.�수신�장치의�위상을�고정시켜�잡음이�

없는�깨끗한�수신을�할�수�있게�하는�방법.�헤테로다인�수신�방식에서는�수신�장치�자체

에서�국부�발진�주파수와�수신�전파를�혼합�증폭할�때�잡음이�생기는�결점이�있다.�

�

○�RFC(Request�For�Comments)�:�미국의�인터넷�아키텍처�위원회(IAB)가�인터넷에�관

한�조사,�제안,�기술,�소견�등을�공표한�온라인�공개�문서�시리즈.�네트워크�프로토콜�또

는�서비스를�구현할�때�필요한�절차와�형식�등�인터넷에�관한�정보를�알리기�위한�주요

한�수단으로�사용되고�있다.�모든�RFC가�인터넷의�표준은�아니고�일부의�RFC만�IAB에

서�표준으로�결정한다.�각각의�RFC�문서에는�일련번호가�부여되며,�한�번�부여된�번호

는�중복�사용되지�않는다.�

○�SCVP(Simple�Certificate�Validation�Protocol)�:�클라이언트/서버�시스템에서�인증서

의�경로�검증�및�유효성�확인을�처리하는�프로토콜.�서버로�하여금�인증서�유효�여부,�

인증�경로�등�다양한�인증서�정보를�제공하여�클라이언트의�인증�절차를�단순화하였다.�

○�SEED�:�민간�부분인�인터넷,�전자�상거래,�무선�통신�등에서�공개�시에�민감한�영향을�

미칠�수�있는�정보와�개인�프라이버시�등을�보호하기�위하여�개발된,�블록�단위로�메시

지를�처리하는�대칭키�블록�암호�알고리듬.�정보�처리�시스템�및�정보�통신망�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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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ㆍ복호화에�같은�키를�사용하고,�데이터를�블록으로�처리하는�128비트�블록�암호�

알고리듬으로�평문�블록이�여러�라운드를�거쳐�암호화되는�파이스텔(Feistel)�구조로�

되어�있다.�정보보호진흥원(KISA)과�국내�암호�전문가들이�함께�개발,�1999년�9월�정

보�통신�단체�표준(TTA)으로�제정되었고,�2004년�4월�싱가포르에서�열린�국제표준화

기구(ISO/IEC)의�국제�표준화�회의에서�미국의�ASE,�일본의�카멜리아(Camellia)와�함

께�위원회�최종�초안(FCD:Final�Committee�Draft)으로�채택되었으며,�앞으로�국제�

표준�초안(DIS:Draft�International�Standard)과�최종�국제�표준�초안(FDIS:Final�

Draft�International�Standard)의�절차를�거쳐�국제�표준(IS:International�Standard)

으로�채택되었다.�

○�SHA-1(Secure�Hash�Algorithm-1)�:�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전자�서명�

알고리듬(DSA)에�적용할�메시지�다이제스트(MD)�방식으로�고안한�암호�알고리듬.�

MD4(Message�Digest�4)를�기반으로�설계되어�있으며,�2/64비트의�메시지에서�160

비트의�메시지�요약을�생성한다.�

○�SHA256�:��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인�NIST(National�Institute�of�Standards�and�

Technology)가�표준으로�채택한�암호�해시�함수(Cryptographic�Hash�Function).�

SHA에는�현재까지�6개�해시�함수(SHA-0,�SHA-1,�SHA-224,�SHA-256,�SHA-384,�

SHA-512)가�있는데,�NIST는�1993년에�SHA-0을�FIPS(Federal�Information�

Processing�Standard)�PUB(PUBlication)�180�표준으로�채택하였다.�그러나�암호학

적으로�심각한�결함이�발견됨에�따라�이�표준을�폐기하고,�1995년에�SHA-1을�FIPS�

PUB�180-1�표준으로�채택하였으나�이�또한�최근에�해독�방법이�제시된�상태이다.�

SHA-1의�안전성이�문제가�되면서�출력�길이를�확장한�알고리즘으로�FIP�180-2에�정

의되어�있다.

�

○�TSA(Time�Stamp�Authority)�:�시점�확인�토큰을�생성하고�발급하는�기관.�시점�확인

을�요청한�전자�문서에�대하여�당해�전자�문서가�인증�기관에�제시된�특정�시점을�확인

하여�알려주는�기관이다.�

○�TSP(Time�Stamp�Protocol)�:�공개키�기반구조에서�시점�확인�기관(TSA:�time�

stamping�authority)의�역할�및�서비스�요구사항을�정의한�프로토콜.�RFC�3161에�정

의되어�있으며,�타임�스탬프의�요구�및�응답의�형식과�전송�프로토콜을�기술하고�있다.�

�

○�TST(Time�Stamp�Token)�:�시간�정보가�포함된�시점�확인�토큰.�데이터�항목의�표현과�

시간�값�사이에�검증�가능한�암호학적�바인딩을�포함하는�데이터�구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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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Telecommunication�Technology�Association)�:�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사업참가자의�공동�이익을�도모하고�이용자를�보호하기�위하여,�공정하고�투명한�절차

에�따라�채택된�정보통신�관련�단체표준.�국문표준,�영문표준,�잠정표준�및�기술규격으

로�구분한다.�

�

○�UTC(Universal�Time�Coordinate)��:���1972년�1월�1일부터�세계�공통으로�사용하고�

있는�표준시.�협정�세계시(UTC)는�국제�도량형국(BIPM)과�국제�지구�자전�사업(IERS)

이라는�기관이�관리하여�표준�주파수�및�시보(standard�frequency�and�time�signal)

로�통보하고�있다.�UTC의�초신호�간격은�국제�원자시(TAI),�즉�국제�단위계(SI)의�시간�

단위인�초의�정의에�따라�세계�각지에서�운용되는�원자시계로부터의�데이터를�근거로�

하므로�국제�도량형국이�결정하는�원자시와�정확하게�일치한다.�그런데�UTC와�TAI의�

초의�간격�또는�속도는�일치하지만�시각에는�정수�초의�차이가�있다.�UTC와�TAI와의�

차이를�0.9초�이내로�유지하기�위해�1초를�삽입하는�것을�양의�윤초(positive�leap�

second)라�하고,�1초를�삭제하는�것을�음의�윤초(negative�leap�second)라�한다.�

○�XER(XML�Encoding�Rules)�:�확장성�생성�언어(XML)�구문으로�축약된�형태는�아니지

만�ASN.1�구문�사용과�XML�도구에�의한�데이터�생성이�가능하고,�XER은�XML을�사

용하기�때문에�알아보기�쉽다.�ITU�권고�X.693과�ISO�8825-4에�정의되어�있다.�

○�WCMP(Wireless�Certificate�Management�Protocols)�:�무선�인터넷�환경에서�인증

서를�각�개체�사이(인증�기관-인증�기관,�인증�기관-최종�개체,�최종�개체-최종�개체)에

서�전송하기�위한�무선�인증서�관리�프로토콜.�

○�공개키(public�key)�:�공개�키�암호�시스템에서�사용되는�한�실체의�비대칭�키�쌍�중에서�

공개되는�키.�이용한�서명�시스템에서�서명의�진위를�판단하는�데�사용된다

○�디렉터리�시스템(DS:�Directory�System)�:�①�일반적으로�어떤�대상의�이름과�그것에�

관계되는�정보를�모아�놓은�표를�관리하는�시스템.�통신의�전화번호부(telephone�

directory)�관리�시스템이�좋은�예다.②�컴퓨터�시스템에서�사용하고�있는�각종�등록부

(directory)를�관리하는�시스템.③�공개�키�기반�구조(PKI)에서�사용되는�정보들을�관

리하는�시스템.�인증서,�인증서�폐기�목록(CRL),�사용자�정보�등을�분산�환경하에서�효

율적으로�저장,�배포하는�기능을�제공한다

○�루비듐(Rubidium)�원자�클럭�:��수소�원자�클럭과�세슘(Cesium)�원자�클럭과�함께�대

표적인�원자�클럭의�일종으로�원자가�흡수�혹은�복사하는�전자기가�주기적으로�일정한�

원리를�이용하여�시각�및�주파수를�생성하는�형태로서�현존하는�시각�및�주파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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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중�가장�정확한�방식이다.�

○�메시지�다이제스트(Message�Digest)��:�각�메시지마다�고유하게�산출되도록�만든�간단

한�문자열.�임의의�길이의�메시지를�단방향�해시�함수로�반복�적용하여�축약된�일정한�

길이의�비트열로�만들어�표현한�것으로,�메시지(또는�문서나�문장)마다�단�하나의�메시

지�다이제스트가�산출되고,�서로�다른�문서에서�같은�메시지�다이제스트가�산출될�수�

없다.�따라서�원문의�변조�여부를�확인할�수�있는�일종의�체크섬(checksum)이다.�

○�메시지�인증코드(MAC�:�Message�Authentication�Code)�:�①�컴퓨터�보안에서�메시

지의�내용,�작성자,�발신처�등�속성의�정당성을�검증하기�위하여�메시지와�함께�전송되

는�어떤�값�또는�부분.�②암호�기법(cryptography)에서,�하나의�인증�알고리듬으로�데

이터를�처리해서�생성된�수�또는�값.�③디지털�서명�부호(digital�signature�code).�

○�비밀키(private�key)�:�공개키�암호�시스템에서�전자서명을�하거나�복호화를�하는데�사

용하기�위해�개인만이�보유하는�키.�대칭키�암호화�방식에서�사용되는�키.

○�상호�인증(Cross�Certification)�:�공개�키�기반의�인증서�발급�기관�상호�간에�인증하는�

것.�여러�개의�인증�기관(CA)이�존재하는�경우에�적용된다.�상호�인증을�적용할�때�다

른�인증�기관이�발행한�인증서를�상호�인증서(cross�certificate)라�한다.��

○�인증(Authentication)�:�다중�사용자�컴퓨터�시스템�또는�망�운용�시스템에서,�시스템

이�단말�작동�개시(log-on)�정보를�확인하는�보안�절차.�인증에는�㉠망을�경유해서�컴

퓨터에�접속해�오는�사용자가�등록된(허가받은)�사용자인지를�확인하는�것과,�㉡전송

된�메시지(통신문)가�변조되거나�전와(轉訛)되지�않은�송신자가�보낸�그대로의�것인지

를�확인하는�것이�있다.�㉠의�경우,�사용자의�성명과�패스워드를�허가받은�사용자�목록

과�대조하여�일치하면�사용자가�컴퓨터�시스템에�접속하는�것을�허용하되�그�사용자의�

접속�카테고리나�사용자�계정상의�지정된�범위까지만�접속을�허용한다.�㉡의�경우,�메

시지�인증�부호,�암호,�디지털�서명�부호�등이�사용된다.�

○�인증경로(Authentication�Path)�:�클라이언트(client)가�신뢰하고�있는�공개�키(PKI)가�

속한�인증서에서�시작하여�클라이언트가�유효성을�검증해야�할�공개�키를�포함한�인증

서까지�모든�인증서들을�순서적으로�모아둔�인증서�목록.�

○�인증�기관(CA�:�Certification�Authority)�:�인증업무를�수행하는�제3자의�신뢰�기관.��

인증�기관은�온라인상에서의�사용자�인증,�전자문서�위변조�방지,�부인방지�등의�보안

기능을�제공하는�인증서에�대한�발급,�갱신,�폐지,�유효성�등의�검증업무를�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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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certificate)�:�인증�기관의�고유�키�또는�비밀�키를�사용하여�변조를�불가능하게�

한�개체의�데이터.�

○�인증서�신뢰목록(CTL,�Certificate�Trust�List)��:��신뢰하는�인증기관�목록에�대하여�전

자서명한�PKCS�7번�형식의�데이터.�신뢰하는�인증기관�인증서의�해시코드(Hash�

Code)를�이용하여�인증기관�목록을�구성하며�선택적으로�정책식별자,�확장필드�등을�

추가할�수�있다.�

○�인증서�정책(Certificate�Policy)�:�공개키�기반�구조(PKI)에서�특정�공동체에�의하여�사

용될�인증서�발급�정책.�인증서�사용�목적,�공표�방법�등�인증서와�관련된�일련의�규정

을�의미하는�정책으로서�인증�업무�준칙(CPS)으로�구체화되며,�각�국은�자체�PKI에�맞

는�서로�다른�인증�업무�준칙과�인증서�정책을�가지고�있다.�인증서�정책을�통해�전자�

통신을�수행하는�정부와�민간의�사용자는�자신이�디지털�서명한�메시지가�인증서를�참

조함으로써�검증된다.�

○�인증서�폐기목록(CRL�:�Certificate�Revocation�List)�:�폐기된�인증서를�이용자들이�확

인할�수�있도록�그�목록을�배포,�공표하기�위한�메커니즘.�주로�인증�기관에서�관리하며�

메시지를�전달할�때�인증서와�함께�전달된다.�인증서�폐기�목록에는�취소된�인증서들의�

일련번호가�들어�있으며�이를�받은�당사자는�목록을�참조하여�취소된�인증서를�사용하

지�않도록�해야�한다.��

○�해쉬�함수(Hash�Function)�:�임의의�길이의�문자열을�고정된�길이의�이진�문자열로�매

핑하여�주는�함수.�데이터를�자르고,�치환하거나�위치를�바꾸는�방법�들로�결과를�만들

어�내며,�이�결과를�해시�값(hash�value)이라�한다.�해시�함수는�데이터의�무결성,�인

증,�부인�방지�들에서�응용되는�중요한�함수�가운데�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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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준용�표준목록

알고리즘�
표준규격

암호화

• SEED� :� TTAS.KO-12.0004/R1� :� 128비트�블록암호알고리
즘

• ARIA� :� KS� X� 1213-1,� 128비트�블록�암호�알고리즘�

• KCAC.TS.ENC,� 암호�알고리즘�규격[v1.21]

전자�서명

• KCDSA� :� TTAS.KO-12.0001/R2,� 부가형� 전자서명방식표
준

• RSA� :� PKCS� #1� v2.2� RSA� Cryptography� Standard

• ECDSA� :� ANSI,� X9.62�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

• KCAC.TS.DSIG,� 전자서명�알고리즘�규격[v1.30]

� 해쉬함수

• HAS-160� :� TTAS.KO-12.0011/R2� � 해쉬함수표준-제2부� :�
해쉬함수� � 알고리즘표준(HAS-160)

• SHA-1� :� FIPS� 180-4� Secure� Hash� Standard

• SHA256� :� FIPS� 180-4� Secure� Hash� Standard

• KCAC.TS.HASH,� 해쉬�알고리즘�규격[v1.20]

� 난수�생성
• FIPS� 186-2� General� Purpose� RNG

• ANSI� X9.62� RNG

HMAC •� RFC2104� HMAC� :� Keyed� hashing� for� Message�
Authentication

데이터�
형식�및�
프로토콜�
표준규격

객체�인증 • ISO/IEC� IS� 9798-3� Entity� authentication� -� Part� 3:�
Mechanisms� using� digital� signature� techniques

ASN� &� DER�
Encoding

• ITU-T�X.680� Information�Technology� �Abstract�Syntax�
Notation�One� (ASN.1)� :� Specification�of�basic�notation

• ITU-T� X.690� Information� Technology� � ASN.1�
Encoding� Rules� � Specification� of� Basic� Encoding� Rules�
(BER),� Canonical� Encoding� Rules� (CER)� and�
Distinguished� Encoding� Rules(DER)

인증서/인증
서폐지목록�

형식

•� RFC3280� Internet� X.509� Public� Key� Infrastructure�
Certificate� and�Certificate� Revocation� List� (CRL)� Profile�

•� RFC5280� Internet� X.509� Public� Key� Infrastructure�
Certificate� and�Certificate� Revocation� List� (CRL)� Profile�
-� G-SSL용� 인증서에�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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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T� X.509� Information� Technology� �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 The� Directory� :� Authentication�
Framework� (ISO/IEC� 9594-8)

• KCAC.TS.CERTPROF,� 전자서명인증서� 프로파일� 규격
[v1.70]

• KCAC.TS.CRLPROF,�전자서명인증서�효력정지�및�폐지목록�프
로파일�규격[v.1.50]

인증서�상태�
실시간�검증

•� RFC5019� Internet� X.509� Public� Key� Infrastructure�
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 -� OCSP

인증서�관리 •� RFC4210� Internet� X.509� Public� Key� Infrastructure�
Certificate� Management� Protocol� (CMP)

인증서�발급�
신청�형식

• RFC4211� Internet� X.509� Public� Key� Infrastructure�
Certificate� Request� Message� Format� (CRMF)

• KCAC.TS.CRMF,� 공인인증서� 요청형식� 프로토콜� 규격
[v1.21]

CMS • PKCS� #7� v1.5� Cryptographic� Message� Syntax�
Standard

Base64�
Encoding

• RFC2045�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MIME)� Part� One� :� Format� of� Internet�
Message� Bodies

키� 저장

• Private� Key� Information� Syntax� :� PKCS#8� Private-key�
Information� Syntax� Standard

• Password-based� Encryption� :� PKCS#5� v2.1�
Password-based� Cryptography� Standard

• PKCS#11� v2.2� Cryptographic� Token� Interface�
Standard

• KCAC.TS.UI,�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위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기술규격[v1.90]

Directory�
System

• LDAP� v3�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v3):�
Technical� Specification�

• KCAC.TS.LDAP,� 전자서명인증체계� 디렉토리� 프로토콜� 규격
[v1.11]

본인�확인 • KCAC.SIVID,�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술� 규격
[v1.21]

시점�확인

•� RFC3161� Internet� X.509� Public� Key� Infrastructure�
Time-Stamp� Protocol

• KCAC.TS.TSP,�전자서명인증체계�시점확인�프로토콜�규격[v1.11]



- 14 -

무선단말기�
인증규격

저장�및�이용�
규격

• KCAC.TS.CM� :� 무선단말기에서의�공인인증서�저장�및� 이
용�기술규격[v1.30]

• KCAC.TS.UI� :� 공인인증기관�간�상호연동을�위한�사용자�인터
페이스�기술규격[v1.90]

• KCAC.TS.HSMU� :�보안토큰�기반�공인인증서�이용기술�규
격[v2.10]

• KCAC.TS.HSMS� :� 보안토큰� 기반� 공인인증서� 저장형식� 기
술규격[v1.11]

무선단말기와
PC간�전송�

규격

• KCAC.TS.CT� :�무선단말기로�공인인증서�전송을�위한�기술
규격[v2.10]

보안토큰�
인증규격

저장�및�이용�
규격

• KCAC.TS.HSMU� :�보안토큰�기반�공인인증서�이용기술�규
격[v2.00]

• KCAC.TS.HSMS� :� 보안토큰� 기반� 공인인증서�저장형식� 기
술규격[v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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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프로파일�규격�

본� 장에서는� 인증서,� 인증서� 폐지� 목록의� 데이터� 구조와� 프로파일을� 정의한다.� 또한� 인증

서�신뢰목록에�대한�데이터�구조와�프로파일을�정의한다.�

인증서� 프로파일�및� 인증서� 폐지목록�프로파일� 등은� 인증기관�간� 상호연동�보장을� 위해서�

다음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준과� 본� 상세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경우에는�본� 상세서를�우선�적용한다.�

��o�RFC3280�Internet�X.509�Public�Key�Infrastructure�Certificate�and�Certificate�

Revocation�List�(CRL)�Profile

��o�RFC5280�Internet�X.509�Public�Key�Infrastructure�Certificate�and�Certificate�

Revocation�List�(CRL)�Profile�-�G-SSL용�인증서에�한함

��o ITU-T�X.509�Information�Technology��Open�Systems�Interconnection��The�Directory�:�

Authentication�Framework�(ISO/IEC�9594-8)

��o KCAC.TS.CERTPROF,�전자서명인증서�프로파일�규격[v1.70]

��o KCAC.TS.CRLPROF,�전자서명인증서�효력정지�및�폐지목록�프로파일�규격[v.1.50]

2.1� 인증서�프로파일�

본�상세서�에서는� X.509� V3� 인증서를�사용한다.� X.509� V3� 인증서의�구조는�다음과�같다.

Certificate� ::=� SEQUENCE� {

� tbsCertificate TBSCertificate,�

� signatureAlgorithm AlgorithmIdentifier,�

� signatureValue BIT� STRING� }�

TBSCertificate� ::=� SEQUENCE� {�

version� [0] EXPLICIT� Version� DEFAULT� v1,�

serialNumber CertificateSerialNumber,�

signature AlgorithmIdentifier,�

issuer Name,�

validity Validity,�

subject Name,�

subjectPublicKeyInfo SubjectPublicKey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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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rUniqueID� [1] IMPLICIT� UniqueIdentifier� OPTIONAL,�

� � � � � � � --� If� present,� version� MUST� be� v2� or� v3�

subjectUniqueID� [2] IMPLICIT� UniqueIdentifier� OPTIONAL,�

� � � � � � � --� If� present,� version� MUST� be� v2� or� v3�

extensions� [3] EXPLICIT� Extensions� OPTIONAL�

� � � � � � � --� If� present,� version� MUST� be� v3� }

� � � Version� � ::=� � INTEGER� � {� � v1(0),� v2(1),� v3(2)� � }

� � � CertificateSerialNumber� � ::=� � INTEGER

� � � Validity� ::=� SEQUENCE� {

� � � � � � � � notBefore� Time,

� � � � � � � � notAfter� Time� }

� � � Time� ::=� CHOICE� {

� � � � � � � � utcTime UTCTime,

� � � � � � � � generalTime GeneralizedTime� }

� � � UniqueIdentifier� � ::=� � BIT� STRING

� � � SubjectPublicKeyInfo� � ::=� � SEQUENCE� � {

� � � � � � � � algorithm AlgorithmIdentifier,

� � � � � � � � subjectPublicKey BIT� STRING� � }

� � � Extensions� � ::=� � SEQUENCE� SIZE� (1..MAX)� OF� Extension

� � � Extension� � ::=� � SEQUENCE� � {

� � � � � � � � extnID OBJECT� IDENTIFIER,

� � � � � � � � critical BOOLEAN� DEFAULT� FALSE,

� � � � � � � � extnValue OCTET� STRING� � }

인증서는� 인증기관의� 비밀키로� 서명된다.� 인증서는� 데이터� 위변조에� 대하여� 보호될� 필요가�

없고� 어느� 곳에나� 저장될� 수� 있다.� 인증서는� 선택적인� 확장필드로� 확장될� 수� 있으며,� 표준

화된�확장필드들은�다음을�포함한다.�

��o 키�및�보안정책�정보�(Key�and�Policy�Information)

��o 인증서�피발급자와�발급자�속성�(Subject�and�Issuer�Attributes)

��o 인증경로�제한�(Certification�Path�Constraints)

��o�인증서�폐지목록�식별�(CRL�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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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기본�필드

인증서� 기본필드는� 인증서의� 버전,� 발급자,� 유효기간� 등� 인증서의� 기본� 정보를� 나타내며,�

아래� 정의된� 기본필드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처리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아래에� 명시된� 기본� 필드를� 모두�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기본필드는� 최상위인증기관,� 인증기관,� 가입기관� 모두� 공통된� 영역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등록기관,� OCSP서버,� TSA� 서버� 인증서는� 가입기

관과�동일하므로�별도로�표현하지�않는다.�

� � � ■� 버전(version)

인코딩된�인증서의�버전.�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 사용되는� 인증서는� 버전3을� 이용하며,� 이� 값은� 정수� 2로�

표현된다.�

*� � 값� =� 2� :� 버전3(extension� 사용시,� 현�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적용),�

� � � � � � � � 1� :� 버전2(extension� 미사용이나,� UniqueIdentifier� 존재시),�

� � � � � � � � 0� :� 버전1(기본필드만�사용시)

� � � ■� 발행�일련�번호(serial� number)

인증기관이�각� 인증서에�부여하는�양의�정수�값.

필드명
설정�현황

비고
최상위�인증기관 인증기관 가입기관

Version V3� (2) V3� (2) V3� (2) 정수값
Serial� Number 정수값 정수값 정수값 최대� 20바이트�난수

Signature
유선� :� RSA

무선� :� ECDSA

유선� :� RSA

무선� :� ECDSA

유선� :� RSA

무선� :� ECDSA

OID� 참조

관련표준�준수

ASN.1� DER� 인코딩

Issuer
최상위인증기관�

DN

최상위인증기관�

DN
인증기관� DN

X.500� DN� 형식

한글은� [KCAC.TS.DN]� 준수�

Validity 발급일/만료일 발급일/만료일 발급일/만료일

GTM(Zulu)� 형식

UTCTime� 또는�

GeneralizedTime

Subject
최상위인증기관�

DN
인증기관� DN 가입기관� DN

X.500� DN� 형식

한글은� [KCAC.TS.DN]� 준수

Subject� Public�

Key� Info

유선� :� RSA

무선� :� ECDSA

유선� :� RSA

무선� :� ECDSA

유선� :� KCDSA(서명용)

� � � � � � � RSA(암호용)

무선� :� ECDSA(서명용)

� � � � � � � ECDH(암호용)

알고리즘� OID,� 공개키,

알고리즘은�관련�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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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해당�인증기관에�의해�발급된�각각의�인증서�별로�유일해야�한다.

� � � ■� 서명�알고리즘�식별자(signature� algorithm� id)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서명하는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식별자를� OID(Object�

Identifier)와�parameter를�사용하여�나타낸다.�이�필드는�인증서에�있는�서명�알고리

즘과�동일한�알고리즘�식별자를�포함한다.�

� � � ■� 인증서발행자(issuer)

인증서에�서명하고�발행한�기관(인증기관)의�유일한�이름이며�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

서는�X.500�DN을�사용한다.�LDAP�디렉토리�서버는�RFC�4510�형태의�DN을�사용한

다.� 한글을�사용하는�경우에는� UTF8� 형식으로�표현한다.

� � � ■� 인증서�유효�기간(validity)

인증기관이�인증서의�유효성을�보증하는�기간임

인증서�유효기간은� ‘시작하는�날짜(notBefore)’와� ‘만료되는�날짜(notAfter)’의�쌍으로�

표현한다.� notBefore에서� notAfter까지의�기간이�유효기간이다.�이�필드에�사용되는�

UTCTime은�GMT로�표시되는데,�2049년까지는�UTCTime을�사용해야�하고,�2050년�

이후에는� GeneralizedTime만� 사용해야�한다.

� � � � � *� UTCTime� :� YYMMDDHHMMSSZ� (반드시�초� 단위까지�표시)

� � � � � *� GeneralizedTime� :� YYYYMMDDHHMMSSZ� (반드시�초� 단위까지�표시)

� � � ■� 인증서�소유자(subject)

인증서내� 공개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유일한� 이름으로� X.500� DN을� 사용한다.�

(LDAP� 디렉토리�서버는� RFC� 4510� 형태의� DN을�사용한다.)

� � -�CA용�인증서의�소유자는�인증기관에�의해�발행된�인증서의�발행자(issuer)�필드와�

일치

� � -� CRL� 발행용�인증서의�소유자는� CRL� 인증서의�발행자(issuer)� 필드와�일치

� � � ■� 소유자�공개키�정보(subject� public� key� info)

공개키를�제공하고,� 키가�사용하는�알고리즘을�식별한다.

즉,�공개키�필드와�알고리즘�식별자�필드로�이루어져�있다.�또한�알고리즘�식별자는�알

고리즘과�파라미터�필드로�이루어져�있다.

� � � ■� 발행자의� � 고유�식별자(Issuer� unique� identifiers)

서로�다른�발행자가�하나의� DN을�사용할�경우,� 이를�식별하기�위해�존재한다.�

� � � ■� 소유자의�고유�식별자(Subject� unique� identifiers)

서로�다른�소유자가�하나의� DN을�사용할�경우,� 이를�식별하기�위해�존재한다.�

� � � ■� 발행자�서명(signature)

인증기관(CA)이� ‘소유자의� 신분’과� ‘소유자의� 공개키’를� 연결해� 주는� 전자정보

(TBSCertificate)의� 유효성을�인증하고� CA자신의�비공개키로�서명한�값.

� � -� TBSCertificate는� 소유자의� 이름(subject),� 발행자(issuer),� 소유자의� 공개키

(public� key),� 유효기간(validity� period),� 버전(version),� 발행일련번호(s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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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확장필드(Extensions)� 등으로�구성된다.

ASN.1�DER형태의�TBSCertificate의�내용을�[PKIXALGS]의�서명알고리즘을�사용하여�

비트�스트링(bit� string)로� 인코딩하고� signature� 필드에�저장한다.

2.1.2� 확장�필드

확장� 필드는� OID와� ASN.1의� 구조를� 준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o �인증�기관�:�인증기관�공개키�식별자,�소유자�공개키�식별자,�기본제한,�키�사용목적,�인증서�

정책

��o �가입�기관�:�키�사용목적,�인증서�정책,�소유자�대체이름,�기본제한,�이름제한,��정책제7한,��

확장�키�사용목적,�any-policy�상속

본�상세서에서�권고하는�인증서�확장�필드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표로�요약할�수� 있다.

*� 범례� :� 괄호� 안은�무선

사용여부 C(Criticality)

Y-사용함,� 빈칸-사용하지�않음,� O-Optional T-True,� F-False

필드명 설정값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기관 가입기관

사용
여부

C
사용
여부

C

사
용
여
부

C

Authority� Key� Identifier
발급자� 공개키의� DER� 인코딩� 값을�
SHA-1로�해쉬

Y F Y F Y F

Subject� Key� Identifier
피발급자� 공개키의� DER� 인코딩� 값을�
SHA-1로�해쉬

Y F Y F Y F

Key� Usage 키� 용도 O Y T(T) Y T(T)

Extended� Key� Usage
OCSP서버와� TSA서버�인증서에서�이

확장필드를�사용한다
O T(T) O F

Certificate� Policies 정책� OID Y F(F) Y M
Subject� Alternative� Names 가입자�한글실명과�VID(SHA-256으로�해쉬) O M F
Issuer� Alternative� Names - O O F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OCSP서버� 위치 O Y F

Basic� Constraints 인증기관여부(cA:true),경로길이�제한 Y T Y T
Name� Constraints - O T
Policy� Constraints - O T

CRL� Distribution� Points
LDAP� 서버� 위치,
WEB서버� URL

Y Y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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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인증서(SSL)� 및� 해당�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 인증서의� 경

우,� Certificate� Policies� 필드와� Policy� Constraints� 필드의� Criticality는� False로� 설정할� 수�

있다.� 키� 용도� 필드(Key� Usage)는� 인증기관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본� 상세서은� 키� 용도�

확장들의�조합에�제한을�두지�않는다.

필요시� 본� 상세서에서� 권고이외의� 확장필드� 추가� 사용시� 상호호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서� � 가능하다.

� � � ■� 인증기관�공개키�식별자(authority� key� identifier)

발행자가�복수의�서명키를�가지고�있을�경우,�인증서를�서명하기�위해�사용되는�비공

개키(서명키)에�대응되는�공개키를�구분하기�위하여�사용한다.�

� � � AuthorityKeyIdentifier� ::=� SEQUENCE� {

� � � � � � keyIdentifier [0]� KeyIdentifier OPTIONAL,

� � � � � � authorityCertIssuer [1]� GeneralNames OPTIONAL,

� � � � � � authorityCertSerialNumber [2]� CertificateSerialNumber OPTIONAL� � }

� � � KeyIdentifier� ::=� OCTET� STRING

� � � � *� KeyIdentifier� 생성� 방법은� 아래� ‘subject� key� identifier’의� ‘KeyIdentifier� 생

성방법’과� 동일.

� � � ■� 소유자�공개키�식별자(subject� key� identifier)

소유자가�복수의�서명키를�가지고�있을�경우�서명키에�대응되는�공개키를�구분하기�위

하여�사용한다.� 특히,� 인증경로�구축을�위해�사용된다.�

� � � ■� 키� 용도(key� usage)

인증서에�포함된� ‘소유자�공개키’의�목적(암호,�서명,� 인증서�발행�등)을�정의한다.� 키�

용도�확장들의�조합에�제한을�두지�않는다.�이�확장은� critical로�설정된다.�키�용도는�

BitString로� 표시되며�유형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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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용도�유형 키�용도

digitalSignature
CA나� CRL이외의�보안서비스를�지원할�목적으로�사용될�때�설정된다.� 즉,�
신원� 확인(entity� authentication),� 데이터�무결성(data� origin�
authentication� with� integrity)등의� 용도

nonRepudiation
부인봉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전자서명을�검증하는�데� 사용될�때�
설정

KeyEncipherment
키� 전송(key� transport)에� 사용될�때� 설정된다.� 예를�들어� RSA� 키가� 키�
관리(key� management)에� 사용될�때�설정

DataEncipherment
소유자의�데이터를�암호화하는�데� 사용될�때� 설정된다.� (이는� 소유자의�
비공개키(암호키)를�대신해서�사용할�경우임.)

KeyAgreement
키� 합의(key� agreement)에� 사용될�때� 설정된다.� 예를�들어� Diffie-Hellman�
키가� 키� 관리(key� management)에� 사용될�때� 설정

KeyCertSign
인증서의�서명을�검증하기�위해�사용될�때�설정된다.� 이� 비트는�
인증기관(CA)� 인증서에만�해당

CRLSign
인증서�폐지목록(CRL,� delta� CRL,� ARL)의� 서명을�검증하기�위해� � 사용될�
때�설정되어야�한다.�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경우�이� 비트는�인증기관(CA)�
인증서에만�해당

encipherOnly

keyAgreement� 비트가�설정된�경우에�소유자�공개키가�키� 합의(key�
agreement)를� 수행하는�동안�데이터�암호화용으로만�사용
*� encipherOnly� 비트는� keyAgreement� 비트가�설정되지�않을�경우에는�
의미가�없다.�

decipherOnly

keyAgreement� 비트가�설정된�경우에�소유자�공개키가�키� 합의(key�
agreement)를� 수행하는�동안�데이터�복호화용으로만�사용될�때�설정
*� decipherOnly� 비트는� keyAgreement� 비트가�설정되지�않을�경우에는�
의미가�없다.

� � � ■� 비공개키�사용�기간(private� key� usage� period)

비공개키(전자서명� 생성키)의� 유효기간이� 인증서에� 포함된� 공개키(전자서명� 검증키)의�

유효기간과�다른�경우�비공개키의�사용기간을�나타낸다.�

� � � ■� 인증서�정책(certificate� policies)

인증서를�발급하는�데에�적용된�인증기관의�일련의� ‘정책정보’들을�나타낸다.�이� ‘정책

정보’란�인증서가�발행시�준수한�정책과�인증서가�사용될�목적을�말한다.�이�확장은�정

책� 식별자(OID)와� 정책� 수식자(optional� qualifier)로� 구성된다.� CA인증서의� ‘정책정

보’는� 인증경로(이�경로에� CA인증서가�포함)의�정책집합을�제한한다.� 혹시,� 인증경로

(이� 경로에� CA인증서가� 포함)의� 정책집합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특수한� 정책인�

anyPolicy({2� 5� 29� 32� 0})를� 사용한다.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가�특수한�정책만�받아들이고자�하는�경우,�특수한�정책

들의� list와�인증서의�정책�OID를�비교한다.�특히�이�확장이� critical인�경우는�경로검

증� S/W는�반드시�이� 확장을�번역하거나�인증서를�거부해야�한다.

정책수식자는� CPS� Pointer,� User� Notice� qualifiers� 등이�있다.

� � � ■� 정책�매핑(policy� mappings)

다른�PKI�도메인�간의�상호인증시�상대방의�인증서�정책을�받아들이고자�할�때�사용된

다.� 인증기관(CA)� 인증서에서만� 이� 정책� 매핑� 필드가� 사용되며,� 여러� ‘정책� 식별자

(OID)쌍’들로� 이루어진다.� ‘정책� 식별자(OID)쌍’은� 이� 인증서를� 발행한� CA가� 자신의�



- 22 -

정책(issuerDomainPolicy)과�이�인증서�소유자의�정책(subjectDomainPolicy)을�동일

하게�간주함을�나타낸다.� (� issuerDomainPolicy� ≒� subjectDomainPolicy� )

보통,� 이�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CA)의� 사용자들은� 어떤� 응용을� 위해� � 인증기관

(CA)의�정책(issuerDomainPolicy)을�받아들일�것이다.� 정책�매핑(policy� mappings)

은� 이�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CA)의� 사용자들이� 인증기관(CA)의� 정책

(issuerDomainPolicy)과� 대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 다른� PKI의� 정책

(subjectDomainPolicy)을� 나타낸다.� 또한� anyPolicy는� � issuerDomainPolicy나�

subjectDomainPolicy에� 쓰여� mapping될� 수� 없다.

� � � ■� 소유자�대체�이름(subject� alternative� name)

인증서�소유자의�추가적인�명칭을�나타내며�인증서비스�영역�내에서�사용되는�고유한�

식별정보를�제공한다.�소유자�대체�이름(subject� alternative� name)은�전자우편�주소

(RFC822� 참조),� DNS(Domain� Name� System)� 이름(RFC1034� 참조),� IP� 주소

(RFC791참조),�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RFC1738),�

otherName(RFC1510)� 등이�가능하다.

� � � ■� 발행자�대체�이름(issuer� alternative� name)

인증서�발행자의�추가적인�명칭을�나타내며�인증서비스�영역�내에서�사용되는�고유한�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이� 확장은� 인터넷� 형식의� 식별자로� 인증서� 발행자를� 식별하는�

데에�사용한다.

� � � ■� 소유자�디렉토리�속성(subject� directory� attributes)

소유자�디렉토리�속성�확장은�소유자의� id�속성(예:�국적�등)등�추가적인�정보를�제공

한다.

� � � ■� 기본�제한(basic� constraints)

인증서�소유자가�인증기관인지�여부를�표시하고,� 또한�인증경로(이�경로에� CA인증서

가�포함됨)의�최대�인증검증길이(maximum�depth�of� valid� certification�path)를�제

한한다.

인증�경로�길이�값이� 0이면�사용자에게만�인증서를�발급한다.�값이�없으면�인증�경로�

길이에�제한이�없다.� 인증경로�길이�값은�인증기관�인증서에만�사용된다.

이�확장은� critical로� 설정된다.

� � � ■� 이름�제한(name� constraints)

인증경로상의�모든�인증서의�소유자�이름은�이�이름범위(name� space)로� 제한된다.�

소유자DN� 및� 소유자�대체�이름에서�사용되는�이름범위(name� space)를� 제한한다.

이는� 허용� 가능한� 이름� 집합과� 반드시� 제외하여야�하는� 이름� 집합으로�나타난다.� 이�

확장은�인증기관(CA)� 인증서에만�사용된다.

� � � ■� 정책�제한(policy� constraints)

2가지�방법으로�인증�경로의�유효성를�제한한다.�정책�매핑을�금지하거나,�인증�경로

상의�각�인증서마다�허용된�인증정책(정책�식별자)을�포함하도록�하는�것이다.�이�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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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증기관�인증서에만�사용된다.�

� � � ■� 인증서�폐지목록�분배점(CRL� Distribution� Points)

인증서의�상태정보를�확인하는�방법으로�인증서�폐지목록을�사용하는�경우에�이를�획

득할�수� 있는�위치정보를�나타낸다.� 이� 확장은� non-critical로� 설정된다.

CRLDistributionPoints� ::=� SEQUENCE� SIZE� (1..MAX)� OF� DistributionPoint

DistributionPoint� ::=� SEQUENCE� {

� � � � � � � � distributionPoint [0] DistributionPointName� OPTIONAL,

� � � � � � � � reasons [1] ReasonFlags� OPTIONAL,

� � � � � � � � cRLIssuer [2] GeneralNames� OPTIONAL� }

DistributionPointName� ::=� CHOICE� {

� � � � � � � � fullName [0] GeneralNames,

� � � � � � � � nameRelativeToCRLIssuer [1] RelativeDistinguishedName� }

ReasonFlags� ::=� BIT� STRING� {

� � � � � � � � unused (0),

� � � � � � � � keyCompromise (1),

� � � � � � � � cACompromise (2),�

� � � � � � � � affiliationChanged (3),

� � � � � � � � superseded (4),� � �

� � � � � � � � cessationOfOperation (5),

� � � � � � � � certificateHold (6),

� � � � � � � � privilegeWithdrawn (7),

� � � � � � � � aACompromise (8)� }

� � � ■� 키� 용도�확장(extended� key� usage)

키�용도�확장�필드에�표시된�기본�용도들에�추가�또는�대신해서�1개�이상의�공개키�용

도를�표시한다.�키�용도와는�독립적으로�사용되며,�병행될�때는�두가지�목적을�모두�만

족하게�쓰여야�한다.� 키� 용도들은�필요로�하는�기관에�의해�정의될�수� 있다.

� � � ■� 인증기관(CA)� 정보�접근(Authority� Information� Access)

인증기관(CA)에� 대한�정보를�획득하고자�하는�경우에�사용되며,� 인증기관�정보에�접

근하는�방법�및�위치정보를�나타낸다.� OCSP�서비스를�사용할�경우,� OCSP서버에�접

근하는�방법을�나타낼�수도�있다.�인증서�폐지목록�분배점�위치정보에�대해서는�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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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폐지목록�분배점�확장�필드의�값을�먼저�활용하고,�이를�이용하여�획득하기�어려운�

경우에는�기관�정보�접근�확장�필드의�값을�이용한다.�이�확장은� non-critical로�설정

된다.

AuthorityInfoAccessSyntax� � ::=� SEQUENCE� SIZE� (1..MAX)� OF�

AccessDescription

AccessDescription� � ::=� � SEQUENCE� {

� � � � � � � � � � � accessMethod OBJECT� IDENTIFIER,

� � � � � � � � � � � accessLocation GeneralName� � }

� � � ■� 소유자�정보�접근(Subject� Information� Access)

인증서�소유자에�대한�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사용함

2.2� 인증서�폐지목록�프로파일

인증서� 소유자의� 정보(예.� 조직정보)가� 변경되거나� 비밀키의� 신뢰가� 손상되었을� 때� 인증서

를�폐지할�필요가�있다.� 본�상세서에서는� X.509� V2� 인증서�폐지목록이�사용된다.�

본� 상세서을� 준용하는� 인증기관은� CRL과� ARL을� 생성하며,� 인증서� 폐지목록� 분배점은� 자

신의� 인증서� 폐지목록을� 배포하는� 디렉토리�엔트리를� 갖고� 있다.�

또한,� X.509� 확장을� 이용하면� 폐지� 사유(이름변경,� 키� 신뢰� 손상� 등)에� 따라� 다른� 인증서�

폐지목록�분배점을�가질�수� 있도록�할� 수� 있다.

필드명 사용여부 설정값

기본

필드

Version Y V2� (1)
Signature Y 서명알고리즘� OID� 및� 파라미터
Issuer Y CRL� 발행�기관� DN.� X.500� DN� 사용

This� Update Y
CRL� 발급일

UTCTime� 또는� GeneralizedTime� 사용

Next� Update Y

CRL� 다음�발급일

지정날짜보다�이전에�발급함을�의미.

UTCTime� 또는� GeneralizedTime� 사용
Revoked� Certificates Y 인증서�일련번호�및� 폐지일�포함

확장

필드

사용

여부
C

Authority� Key� Identifier Y F
발급자� Key� ID

인증서�폐지목록�검증�경로�생성� 시� 사용

Issuer� Alternative� O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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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기본�필드

� � � ■� 버전(version)

인코딩된�CRL의�버전을�나타낸다.�사용되는�CRL은�버전2를�사용하며�이�값은�정수�1

로� 표현된다

*� 값� 1� =� 버전2(extension� 사용시)

� � � � � 0� =� 버전1(기본�필드�사용시)

� � � ■� 서명�알고리즘�식별자(signature� algorithm� id)

�����������인증기관이�CRL을�서명하는데�사용하는�알고리즘에�대한�식별자를�OID(Object�

Identifier)와�optional인�parameter로�구성되며�인증기관에서�CRL을�생성한다.

� � � ■� 인증서�폐지목록�발행자(issuer)

� CRL에� 서명하고� 발행한� 인증기관의� 유일한� 이름을� 표시한다.� X.500� DN으로� 표시

한다.

� � � ■� 갱신일(this� update)

현� 인증서�폐지목록의�발급일을�나타낸다.� 이� 필드에�사용되는� UTCTime은�

GMT로� 표시되는데,� 2049년까지는� UTCTime을� 사용하고� 2050년� 이후에는�

GeneralizedTime만� 사용한다.

� � � ■� 다음�갱신일(next� update)

인증서�폐지목록의�다음�발급일을�나타낸다.

� � � ■� 폐지된�목록(revoked� certificate)

폐지된�인증서�목록을�표시한다.�폐지된�인증서들은�인증서�일련번호와�인증서�폐지일

을�포함한다.� 인증서�폐지목록�엔트리�확장�필드에�추가적인�정보가�제공될�수�있다.

필드명 사용여부 설정값
Name
CRL� Number Y F 정수값,� CRL� 일련번호,� 20바이트�이하
Issuing� Distribution�

Point
O T

Delta� CRL� Indicator O F
Delta� CRL� 지시자,� Full� CRL과� 동시�발급필요

cRLNumber� 값과� Delta� CRL� 개수가�동일해야함

엔트리

확장�필드

Reason� Code O F

폐지사유�코드

unspecified,� certificateHold,� privilegeWithdrawn,�

cACompromise� 는� 미사용
Hold� Instruction� Code O F
Invalidity� Date O F

Certificate� Issuer O T
CRL� DP� 확장에�설정된� indirectCRL� 지시자를�가지는�

CRL에� 있는� 인증서의�발급기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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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확장�필드

� � � ■� � 기관�키� 식별자(authority� key� identifier)

CRL을�서명한�발급자의�공개키를�식별하기�위해�사용된다.� CRL�검증시� �경로�생성에

서�사용되어�지고�있다.� non-critical로� 설정되어�있다

� � � ■� 발급자�대체�이름(issuer� alternative� name)

인증서�폐지목록�발급자의�추가적인�명칭을�나타내며�인증서비스�영역�내에서�사용되

는�고유한�식별정보를�나타낼�수� 있다.� 사용�시� rfc822� name� (electronic� mail� �

address),�DNS�name,� IP�address,�URI로�규정되어져�있다.�이�확장을�사용하지�않는

다.� 이� 확장은� non-critical로� 설정된다

� � � ■� 인증서�폐지목록�번호(CRL� number)

폐지된�인증서의�일련번호를�나타낸다.� 이� 확장은� non-critical로� 설정된다.

���*�id-ce-cRLNumber� OBJECT� IDENTIFIER� ::=� {� id-ce� 20� }

� � � � � � � � � � � � CRLNumber� ::=� INTEGER� (0..MAX)

� � � ■� 발급�분배점(issuing� distribution� point)

인증서�폐지목록을�획득할�수�있는�위치정보를�나타낸다.�인증기관은�인증서�폐지목록

을�나누기�위해�인증서�폐지목록�분배점을�사용한다.�이�확장은�인증서�폐지목록이�사

용자�인증서�폐지용인지,�인증기관�인증서�폐지용인지,�사유�코드에�의한�폐지용인지,�

아니면�indirect�CRL용인지를�식별하게�해�준다.� �이�확장을�사용하지�않는다.�이�확장

은� critical로� 설정된다.

� � � ■� delta� CRL� 지시자(delta� CRL� indicator)

delta-CRL은�가장�최근에�폐지된�인증서만을�포함하는�인증서�폐지목록이다.�즉,�가장�

최근에�발급된�인증서�폐지목록에�포함된�폐지�인증서와�그�바로�직전에�발급된�인증

서� 폐지목록에� 포함된� 폐지� 인증서와의� 차이만큼을� 포함하는� 인증서� 폐지목록이다.�

delta-CRL은� 사용자들의� 인증서� 상태� 검증� 처리� 시간을� 개선할� 수� 있다.� 이� 확장은�

non-critical로� 설정된다.�

����*�complete�CRL과�delta�CRL은�다음�4가지�조건을�만족한다.

�����(a)�두�crl의�발행자는�동일하여야�한다.

�����(b)�동일한�범위내의�extension을�갖는다.

�����(c)�complete�CRL�폐지목록�수는�delta�CRL의�폐지목록�수보다�크다.

�����(d)�complete�CRL�Number는�delta�CRL�Number보다�작다.

� � � ■� Freshest� CRL

최신의� delta� crl� 정보를�기록한다.� 현재�사용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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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엔트리�확장�필드

� � � ■� 사유�코드(reason� code)

표준에서는�인증서�폐지�사유를� 9가지로�구분하고�있으며�행정전자서명에서는� 5가지

유형으로�축약하여�사용한다.

폐지�코드 폐지�사유
키누설� (keyCompromise) 인증서�소유자의�전자서명키가�손상된�경우
인증업무중지�
(cACompromise)

인증기관의�전자서명키�손상등으로�인증업무를�중지할�경우

인사관련� (affiliationChanged)
소유자의�소속기관�변경�또는� 퇴직등으로�사용자�정보가�변경된�
경우

인증서�대체� (superseded)
소유자의�인증정보�저장매체�손상�또는� 접근�비밀번호등을�잊었을�
경우
이�때에는�키� 손상�없이� 인증서를�폐지하거나�재발급�조치한다.

사용중지(cessationOfOperatio
n)

소유자가�의무사항을�미준수한�경우�또는�부정한�방법으로�발급�
받은�경우

� � � � � � *� CRLReason� ::=� ENUMERATED� {

� � � � � � � � unspecified (0),

� � � � � � � � keyCompromise (1),

� � � � � � � � cACompromise (2),

� � � � � � � � affiliationChanged (3),

� � � � � � � � superseded (4),

� � � � � � � � cessationOfOperation (5),

� � � � � � � � certificateHold (6),

� � � � � � � � removeFromCRL (8),

� � � � � � � � privilegeWithdrawn (9),

� � � � � � � � aACompromise (10)� }

� � ■� 정지�명령어�코드(hold� instruction� code)

정지� 상태에� 있는� 인증서� 처리에� 관련한� 등록된� 명령어� 식별자� 확장이다.� 이� 확장을�

사용하지�않는다.� 이� 확장은� non-critical로� 설정된다.

� � ■� 만료�일자(invaildity� date)

개인키가�손상되었거나,�인증서가�만료된�것으로�알려진�일자를�나타낸다.� 이�확장을�

사용하지�않는다.� 이� 확장은� non-critical로� 설정된다.

� � ■� 인증서�발급자(certificate� issuer)

발급�분배점�확장에�설정된� indirectCRL�지시자를�가지는�인증서�폐지목록에�있는�엔

트리와�관련된�인증서�발급자를�식별한다.� 이� 확장은� critical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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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명 사용여부 설정값

기본필드

Version Y V2� (1)
Signature Y 서명값
Issuer Y CRL� 발행�기관� DN
This� Update Y CRL� 발급일
Next� Update Y CRL� 다음�발급일
Revoked� Certificates Y

확장필드

사용여부 C
Authority� Key�
Identifier

Y F 발급자� Key� ID

Issuer� Alternative�
Name

O F

CRL� Number Y F 정수값
Issuing� Distribution�
Point

O T

Delta� CRL� Indicator O F Delta� CRL� 지시자

엔트리
확장필드

Reason� Code Y F 폐지사유�코드
Hold� Instruction�
Code

O F

Invalidity� Date O F
Certificate� Issuer O T 인증서�발급자� DN

*� 범례

사용여부 C(Criticality)
Y-사용함,� 빈칸-사용하지�않음,�

O-Optional
T-True,� F-False

2.3� 인증서�신뢰목록�프로파일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체계(GPKI)와� 공인인증체계(NPKI)� 간의� 인증서� 상호� 연동을� 위해서는�

“인증서�신뢰목록”을�활용하여야�하며,� 이에�관해서는�아래�상세서을�준용하여야�한다.�

� � o� KCAC.TS.CTL,� “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위한� CTL� 기술규격� [v1.40]”

인증서�신뢰목록�생성을�위해서는�공인인증체계의�최상위인증기관인�한국인터넷진흥원과�사

전협의�절차에� 따라서�최상위인증서의�해쉬� 값을� 교환해야�한다.� 인증서� 신뢰목록은�디렉토

리시스템에� � 공고되어� 다른� 인증기관� 사용자가� 필요� 시�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증

서� 신뢰목록의� 갱신은� 대상� 인증기관� 인증서� 폐지,� 새로운� 인증기관� 인증서� 등록,� 유효기간�

만료,� 필드�값� 변경�등의�상황이�발생했을�때� 이루어진다.

CTL은� 신뢰하는�인증기관의�목록을�갖는� PKCS#7� 형식의� SignedData의� 데이터� 구조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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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있다.

필드명 사용여부 설정값

기본필드

version Y V1(1)

subjectUsage Y
CTL� 사용목적OID�
명칭� :� electronic-civil-application
OID� :� 1.2.410.200004.8.1.1.1

sequenceNumber Y
정수값
CTL� 갱신�회수에�따라� 1씩� 증가,�
20바이트

thisUpdate Y
CTL� 발급일
UTCTime� 또는� GeneralizedTime� 사용

nextUpdate Y
CTL� 다음�발급일
UTCTime� 또는� GeneralizedTime� 사용
3개월마다� CTL� 발급�중

subjectAlgorithm Y 해쉬�알고리즘은� SHA-256� 사용

trustedSubjects Y

CTL에� 포함되는�인증서�해쉬�값� 및�
속성정보
속성정보는�인증서�발급자,� 발급대상이름,
일련번호,� 유효기간,� 인증서�해쉬�값�
포함�

확장필드 부가정보

*� 범례

사용여부
Y-사용함,� 빈칸-사용하지�

않음

2.3.1� 기본�필드

� � ■� 버전� (Version)

인증서�신뢰목록의�버전을�나타낸다.� version�1를�사용하고�있으며,�이�값은�정수�1이

다.

� � ■� 주체사용� (Subject� Usage)

인증서�신뢰목록의�사용�목적을�명시하며�가각�사용�목적에�대한� OID로� 표현된다

� � � � � � 명칭� :� electronic-civil-application

� � � � � � OID� :� 1.2.410.200004.8.1.1.1

� � ■� 목록�식별자� (List� Identifier)

인증서�신뢰�목록을�유일하게�식별할�수�있는�식별자로�Octet�String으로�표현된다.�이�

필드를�사용하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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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련번호� (Sequence� Number)

인증기관이�발급하는�인증서�신뢰�목록에�부여하는�유일한�양의�정수�값이다.

2bytes(2^8)로� 순차적으로�생성된다.

� � ■� 발급일자� (This� Update)�

발급일자는�인증서�신뢰�목록이�인증기관에서�발급된�시점을�나타낸다.�

시각�정보는� GMT로�표현하며� 2049년까지� UTCTime� 형식을�사용하고� 2050년부터

는� GeneralizedTime� 형식을�사용한다.

� � ■� 다음�발급일자� (Next� Update)�

다음�발급일자는�인증기관이�다음�인증서�신뢰�목록을�발급할�시점을�나타낸다.�

다음에�발급되는�인증서�신뢰�목록은�이�필드에서�지정한�일자보다�이전에�발급되어야�

한다.� CTL을� 3개월에�한� 번씩�발급한다.

� � ■� 주체�알고리즘� (Subject� Algorithm)

신뢰�주체들�안에�포함되는�인증서를�해쉬하는�알고리즘에�대한�식별정보는�OID로�저

장된다.

� � ■� 신뢰�주체들� (Trusted� Subjects)

인증서�신뢰�목록에�포함되는�인증서들의�해쉬값과�부가적인�속성들이�저장된다.

해쉬�알고리즘은�주체�알고리즘에�명시된�알고리즘을�이용한다.

부가적인�속성들에는�인증서�신뢰�목록에�포함되는�인증서의�발급자와�발급�대상�이

름,� 일련번호,� 유효기간,� 인증서�해쉬값이�포함된다.

2.3.2� 확장�필드

인증서�신뢰목록을�신뢰하기�위한�부가적인�정보를�나타낸다.�행정전자서명에서는�사

용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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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OID� 및� DN� 체계� 규격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에서� 사용되는� OID(Object� Identifier)� 체계,� DN(Distinguished�

Name)� 체계와�표준규격을�설명한다.

3.1� OID� 체계

정부�인증업무의�기본이�되는� 것은� 인증서이며,� 인증서는�행정전자서명�검증키에�대한� 신뢰

성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인증서� 내에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 인증체계를�

유지하기�위한�여러�가지�정보들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알고리즘,� 인증서� 정책,� 키용도,� 인증서� 속성� 등이� 포함되며,� 정보들이� 표

현하는�대상을�객체(Object)라� 한다.� 이러한�객체들을�중복되지�않고� 유일하게�식별하기�위

해서는� 각� 객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이용되며,� 이것을� 객체식별자(OID,� Object�

Identifier)라� 한다.

관련� 표준은� OID를� 부여하는� 최상위인증기관으로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 ITU-T� 및�

JOINT-ISO-ITU-T� 등이�있으며,� 현재� ISO� 계열의� OID� 체계를�따른다.

행정전자서명� OID� Table에서�명시하지�않은� OID는� 다음의�표준을�준용한다.

� � � o� KCAC.TG.OID,� “전자서명인증체계� OID� 가이드라인� [v1.40]”

� � � o� RFC� 5794,� “A� Description� of� the� ARIA� Encryption� Algorithm”

3.1.1� OID� 구성�

� � ■� 한국(Korea)� � :� {1(iso)� 2(member-body)� 410(Korea)}로� 정의

-� arc� 410은� ISO에서�국내�Member� body에� 할당

-� 410� 이하의� arc는� 국내에서�할당

※� arc는� OID� 계층구조의�각� 구성요소를�지칭

� � ■�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 {1.2.410.100001(GCMA)}로� 정의

-� arc� 100001은� 국내에서�할당

-� 100001� 이하의� arc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에서�할당

� � ■� 알고리즘� OID� (Gpki-alg)� :� {1.2.410.100001.1(Gpki-alg)}로� 정의

-� 1�이하는�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알고리즘�OID로�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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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증서�정책� OID� (Gpki-cp)� :� {1.2.410.100001.2(Gpki-cp)}로� 정의

-� 2�이하는�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인증서�정책�OID로�할당

� � ■� 키용도� OID� (Gpki-kp)� :� {1.2.410.100001.3(Gpki-kp)}로� 정의

-� 3�이하는�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키용도�OID로�할당

� � ■� 인증서�속성� OID� (Gpki-at)� :� {1.2.410.100001.4(Gpki-at)}로� 정의

-� 4�이하는�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인증서�속성�OID로�할당

� � ■� 정부인증기관� OID� (Gpki-lca)� :� {1.2.410.100001.5(Gpki-lca)}로� 정의

-� 5�이하는�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정부인증기관�OID로�할당

-� {1.2.410.100001.5.� 1}� 이하는�대비실�인증기관� OID로� 할당

� � ■� 상호연동� OID� (� Gpki-int� )� :� {1.2.410.100001.6(Gpki-int)}로� 정의

-� 6�이하는�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와�상호연동�개체들에�대하여�OID로�할당

3.1.2� OID� 구조

neat� (1)
neatECB� (2)
•
•
•
pbeWithHAS
160AndNEA
T_CBC� (8)

기관용
Class� 1� (1)

개인용
Class� 2� (2)

행정기관
전자관인(1)
컴퓨터용(2)
전자특수관인(
3)

공무원용(1)

대통령실� (1)
국정원� � � (2)
교육부� � � (3)
국방부� � � (4)
대검찰청� (5)
병무청� � � (6)
행자부� � � (7)
대법원� � � (8)

NPKI연동(1)

알고리즘
Gpki-alg(1)

인증서�정책
Gpki-cp(2)

키� 용도
Gpki-kp(3)

속성
Gpki-at(4)

정부인증기관
Gpki-lca(5)

상호연동
Gpki-int(6)

GCMA(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 1(iso)� � 2(member-body)� � 410(Korea)� 100001(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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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국내외� OID� 활용

행정전저서명인증체계에서� 정의되지않은� OID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RSA� 등에서� 정의

된� OID를� 활용하며,� OID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로는� PKCS’S,� X.509,� X.500,� RFCS,�

DRAFTS� 등의�표준화�기구�및� 단체이다.

기본적으로�활용하고�있는� OID� 체계는�아래와�같다.

OID� 체계 표준화�내용
1
2
1� 3� 6
1� 3� 6� 1
1� 3� 6� 1� 5
1� 3� 6� 1� 5
1� 3� 6� 1� 5� 7
1� 2
1� 3

iso
joint-iso-ccitt
dod
internet
security
mechanisms
pkix
member-body
identified-organization

� �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OID

{1(iso)�2(member�body)�410(korea)�200004(kisa)}�이하의�OID를�할당하여�SEED�,�

KCDSA,�HAS160�알고리즘�등�국내�알고리즘과�공인인증기관�인증서�정책�등을�정의하여�

사용한다.

KISA에서�정의한�국내�알고리즘은�다음과�같다.

OID 명칭 설명
1.2.410.200004.1.2 has160 HAS160� 해쉬�알고리즘
1.2.410.200004.1.3 seedECB SEED� 블록� 암호� 알고리즘� -� ECB� 모드
1.2.410.200004.1.4 seedCBC SEED� 블록� 암호� 알고리즘� -� CBC� 모드
1.2.410.200004.1.15 seedCBCWithSHA1 SHA1으로�키�추출� 후� SEED� CBC로� 암호화
1.2.410.200004.1.21 kcdsa1 KCDSA1� 전자서명�알고리즘
1.2.410.200004.1.22 kcdsa1WithHAS160 HAS160� 해쉬�후� KCDSA1� 전자서명
1.2.410.200004.1.23 kcdsa1WithSHA1 SHA1� 해쉬� 후� KCDSA1� 전자서명
1.2.410.200004.1.24 ecdsaWithHAS160 HAS160� 해쉬�후� ECDSA� 전자서명
1.2.410.200004.1.27 kcdsaWithSHA256 SHA256� 해쉬�후� KCDSA� 전자서명
1.2.410.200004.1.32 seedECBWithSHA256 SHA256� 해쉬로�키� 추출� 후� SEED� ECB로�암호화
1.2.410.200004.1.33 seedCBCWithSHA256 SHA256� 해쉬로�키� 추출� 후� SEED� CBC로�암호화
1.2.410.200004.1.34 seedOFBWithSHA256 SHA256� 해쉬로�키� 추출� 후� SEED� OFB로� 암호화
1.2.410.200004.1.35 seedCFBWithSHA256 SHA256� 해쉬로�키� 추출� 후� SEED� CFB로�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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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외� PKI용� OID�

{1(iso)�2(member-body)�840(us)�x9-57(10040)}��

{1(iso)�2(member-body)�840(us)�rsa(113549)}��RSA� 관련�알고리즘

{1(iso)�3(identified-organization)�6(dod)�internet(1)}�

{1(iso)�3(identified-organization)�6(dod)�internet(1)�security(5)}

{1(iso)�3(identified-organization)�6(dod)�internet(1)�security(5)�mechanisms(5)}

{1(iso)�3(identified-organization)�6(dod)�internet(1)�security(5)�pkix(7)}

{1(iso)�3(identified-organization)�14(owi)�secsig(14)}

{2(joint-iso-ccitt)�5(ds)�4(at)}��PKIX,� DN체계의�속성

{2(joint-iso-ccitt)�5(ds)�8(algorithm)}��등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활용하는�국외�알고리즘은�다음과�같다.

OID 명칭 설명
1.3.14.3.2.26 sha-1 SHA1� 해쉬� 알고리즘
1.2.840.113549.1.1.1 RSAEncryption RSA� 알고리즘
1.2.840.113549.1.1.5 sha-1WithRSAEncryption SAH1� 해쉬� 후� RSA� 암호화
1.2.840.113549.1.1.7 RSAES-OAEP RSA� OAEP� 암호화�알고리즘
1.2.840.113549.1.1.11 sha256WithRSAEncryption SHA256� 해쉬�후� RSA� 암호화
1.2.840.113549.1.1.12 sha384WithRSAEncryption SHA384� 해쉬�후� RSA� 암호화
1.2.840.113549.1.1.13 sha512WithRSAEncryption SHA512� 해쉬�후� RSA� 암호화
1.2.840.113549.3.7 des-ede3-cbc 3DES� 블록�암호� 알고리즘� -� CBC� 모드
1.2.840.10045.2.1 id-ecPublicKey ECC� 알고리즘
1.2.840.10045.3.0.1 c2pnb163v1 WTLS� curve� 5
1.2.840.10045.4.1 ecdsa-with-SHA1 SAH1� 해쉬� 후� ECDSA� 전자서명
1.3.132.0.1 sect163k1 WTLS� curve� 3
1.3.132.0.8 secp160r1 WTLS� curve� 7
2.16.840.1.101.3.4.2.1 sha256 SHA256� 해쉬�알고리즘
2.16.840.1.101.3.4.2.2 sha384 SHA384� 해쉬�알고리즘
2.16.840.1.101.3.4.2.3 sha512 SHA512� 해쉬�알고리즘

3.1.4�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 OID� Table

OID 명칭 설명 비고
1 ISO
1 2 member-body
1 2 410 korea 대한민국
1 2 410 100001 GCMA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1 2 410 100001 1 gpki-alg 인증관리센터�알고리즘
1 2 410 100001 1 1 neat 국가용�암호� 알고리즘
1 2 410 100001 1 2 neatECB neat� 알고리즘� -� ECB모드
1 2 410 100001 1 3 neatCBC neat� 알고리즘� -� CBC모드
1 2 410 100001 1 4 neatOFB neat� 알고리즘� -� OFB모드
1 2 410 100001 1 5 neatCFB neat� 알고리즘� -� CFB모드
1 2 410 100001 1 6 neatMAC neat� 알고리즘� -�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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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D 명칭 설명 비고

1 2 410 100001 1 7
pbeWithSHA1AndNEAT_C
BC

패스워드기반� neat� -�
CBC모드

1 2 410 100001 1 8
pbeWithHAS160AndNEAT
_CBC

패스워드기반� neat� -�
CBC모드

1 2 410 100001 1 9 Reserved
1 2 410 100001 1 10 Reserved
1 2 410 100001 1 11 Reserved
1 2 410 100001 1 12 Reserved
1 2 410 100001 1 13 Reserved
1 2 410 100001 1 14 Reserved
1 2 410 100001 1 15 Reserved
1 2 410 100001 1 16 Reserved
1 2 410 100001 1 17 Reserved
1 2 410 100001 1 18 ARIA ARIA128
1 2 410 100001 1 19 ARIA_ECB ARIA128� -� ECB모드
1 2 410 100001 1 20 ARIA_CBC ARIA128� -� CBC모드
1 2 410 100001 1 21 ARIA_OFB ARIA128� -�OFB모드
1 2 410 100001 1 22 ARIA_CFB ARIA128� -� CFB모드
1 2 410 100001 1 23 ARIA_MAC ARIA128� -�MAC

1 2 410 100001 1 24
pbewithSHA1andARIA_CB
C

패스워드기반�ARIA128� -�
CBC모드

1 2 410 100001 1 25
pbewithSHA256andARIA_
CBC

패스워드기반�ARIA128� -�
CBC모드

1 2 410 100001 1 26
pbewithHAS160andARIA_
CBC

패스워드기반�ARIA128� -�
CBC모드

1 2 410 100001 2 gpki-cp GPKI� 인증정책
1 2 410 100001 2 1 Class� 1 기관용
1 2 410 100001 2 1 1 department 전자관인
1 2 410 100001 2 1 2 computer 컴퓨터용(WTCA� G-SSL)
1 2 410 100001 2 1 2 computer 컴퓨터용(G-SSL� 행정망)
1 2 410 100001 2 1 3 special 특수목적용
1 2 410 100001 2 1 4 public_department 공공/민간�전자관인
1 2 410 100001 2 1 5 public_computer 공공/민간�컴퓨터용
1 2 410 100001 2 1 6 public_special 공공/민간� 특수목적용
1 2 410 100001 2 2 Class� 2 개인용
1 2 410 100001 2 2 1 personal 공무원�전자서명
1 2 410 100001 2 2 2 public_personal 공공/민간� 개인용�전자서명
1 2 410 100001 3 gpki-kp 키용도
1 2 410 100001 3 1 signature 서명용
1 2 410 100001 3 2 encryption 암호용
1 2 410 100001 4 gpki-at 인증서속성

1 2 410 100001 4 1 gpki-identifyData
인증서�소유자의�부가�
대체명칭

1 2 410 100001 4 1 1 vid virtual� ID
1 2 410 100001 4 1 2 encryptedVID encrypted� virtual� ID
1 2 410 100001 4 1 3 randomNum random� number
1 2 410 100001 5 gpki-gov-ca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1 2 410 100001 5 1 CA-CWD CA-대통령비서실 사용중지
1 2 410 100001 5 1 1 CA-CWD-CP CA-대통령비서실�인증서정책 사용중지
1 2 410 100001 5 2 CA-NIS CA-국가정보원 사용중지
1 2 410 100001 5 2 1 CA-NIS-CP CA-국가정보원�인증서정책 사용중지
1 2 410 100001 5 3 CA-MOE CA-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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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N� 체계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 내에� 있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들이� 유일한� 인증서를� 소유하는� 것을�

식별하기� 위한� 표준화된� DN(Distinguished� Name)� 체계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인증기관,�

등록기관,� 가입기관의� DN� 체계를� ITU-T� X.500에서� 정의하는� 표준을� 따르며� 관련� 표준은�

다음과�같다.

� � � o� ITU-T� Recommendation� X.520� � &� ISO/IEC� 9594-6� -� Information� Technology�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 The� directory:� Selected� attribute� types

� � � o� IETF� RFC2256� -� A� Summary� of� the� X.500� User� Schema� for� use� with�

LDAPv3

� � � o� IETF� RFC2253�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v3):� UTF-8� String�

Representation� of� Distinguished� Names

� � � o� PKCS#9� :� Selected� Attribute� Types

3.2.1� DN� 체계

DN은� 하나� 이상의� RDN(Relative� D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RDN은� 여러� 속성

(Attributes)들� 중� 하나에� 대한� 값을� 가진다.� 이� 중에서�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 필수로�

요구되는�속성은� DN� 구성시�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OID 명칭 설명 비고
1 2 410 100001 5 3 1 CA-MOE-CP CA-교육부�인증서정책
1 2 410 100001 5 4 CA-MND CA-국방부 사용중지
1 2 410 100001 5 4 1 CA-MND-CP CA-국방부�인증서정책 사용중지
1 2 410 100001 5 5 CA-SPPO CA-대검찰청
1 2 410 100001 5 5 1 CA-SPPO-CP CA-대검찰청�인증서정책
1 2 410 100001 5 6 CA-MMA CA-병무청
1 2 410 100001 5 6 1 CA-MMA-CP CA-병무청�인증서정책
1 2 410 100001 5 7 CA-MOGAHA CA-행정안전부
1 2 410 100001 5 7 1 CA-MOGAHA-CP CA-행정안전부�인증서정책
1 2 410 100001 5 8 CA-SCOURT CA-법원
1 2 410 100001 5 8 1 CA-SCOURT-CP CA-법원� 인증서정책

1 2 410 100001 6 Gpki-Int 상호연동
사용중지
(NPKI�대체)

1 2 410 100001 6 1 CTL 인증서신뢰목록방식
사용중지
(NPKI�대체)

1 2 410 100001 6 1 1 Npki-ctl 민간공인인증기관간상호연동
사용중지
(NPKI�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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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N DN

c=KR
|

c=KR c=KR

o=Government�
of�Korea

o=Public�of�Korea
o=Private�of�

Korea
|

o=Government�
of�Korea

o=Public�of�Korea
o=Private�of�

Korea

o=Government�of�Korea�,�c=KR

o=Public�of�Korea,�c=KR
o=Private�of�Korea,�c=KR

ou=GPKI
|

ou=GPKI ou=GPKI,�o=Government�of�Korea,�c=KR

cn=GPKIRootCA1
cn=WRoot�CA

|

cn=GPKIRoot�
CA1

cn=WRootCA

cn=GPKIRootCA1,� ou=GPKI,� o=Government�
of�Korea,��c=KR
cn=WRoot� CA,� ou=GPKI,� o=Government� of�
Korea,��c=KR

3.2.2� 인증서� DN� 규격

DN� 속성들의� ASN.1� 형식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X.520� 또는� RFC� 2256을� 준용한다.�

DN의� 최대� 길이는� 256� 바이트를� 권고한다.� 또한,� DirectoryString으로� 표현되는� DN� 속성

값은� RFC� 2253을� 준용하며,� 해당�속성값을� UTF8� 스트링으로�표현해야�한다.

DN의� 문자열� 표현시� 각각의� RDN은� ‘,’로� 구분되며,� 하나의� RDN은� 속성� 타입과� 속성� 값으

로�표현된다.� 속성값�표현시에는� ‘속성타입=속성값’과�같이� ‘=’로�연결된다.� DN의�문자열�표

현시� RDN� 속성값은� RFC� 2253을� 준용하여� UTF8� 스트링으로�표현해야�한다.

속성 OID 약칭
크기
(Byte)

RootC
A

CA
가입기관 인증서

처리
ASN.1

스트링�타입기관 개인
commonName 2.5.4.3 cn 64 M M R M M DirectoryString

surname 2.5.4.4 sn 64 X X X X R DirectoryString
serialNumber 2.5.4.5 64 O O O O M PrintableString
countryName 2.5.4.6 c 2 M M M M M DirectoryString
localityName 2.5.4.7 l 128 O O O O M DirectoryString

stateOrProvinceName 2.5.4.8 st 128 O O O O M DirectoryString
streetAddress 2.5.4.9 s 128 O O O O M DirectoryString

organizationName 2.5.4.10 o 64 M M M M M DirectoryString
organizationUnitNam

e
2.5.4.11 ou 64 M M R M M DirectoryString

title 2.5.4.12 64 X X X X M DirectoryString
businessCategory 2.5.4.15 128 X X X X O DirectoryString

givenName 2.5.4.42 128 X X X X R DirectoryString
initials 2.5.4.43 128 X X X X R DirectoryString

generationQualifier 2.5.4.44 128 X X X X R DirectoryString
dnQualifier 2.5.4.46 128 O O O O R PrintableString

*�범례�(M�:�mandatory,�R�:�recommended,�O�:�optional,�X�:�prohibited)

*�속성(Attribute)에� 대한� OID체계는� joint-iso-itu-t(2)-ds(5)-attributeType(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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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인증정책별� DN� 구조

■�인증서비스�기관

【� DN명� :� cn명,ou명,o=Government� of� Korea,c=KR� 】

구분 ou명 cn명(예시) DN명(예시)

최상위
인증기관
(행정/공공)

ou=GPKI

cn=GPKIRootCA1
cn=GPKIRootCA1,� ou=GPKI,�

o=Government� of� Korea,� c=KR

cn=GPKIRootCA2
cn=GPKIRootCA2,� ou=GPKI,�

o=Government� of� Korea,� c=KR

cn=WRootCA1
cn=WRootCA1,� ou=GPKI,�

o=Government� of� Korea,� c=KR

cn=WRootCA2
cn=WRootCA2,� ou=GPKI,�

o=Government� of� Korea,� c=KR
최상위
인증기관
(웹서비스)

ou=GPKI cn=GPKIRootCA1
cn=GPKIRootCA1,� ou=GPKI,�

o=Government� of� Korea,� c=KR

인증기관
(유선/행정/

개인)

ou=GPKI

cn=CA+기관코드(7)+일련번호(2)

cn=CA131000001,ou=GPKI,o=G
overnment� of� Korea,c=KR

인증기관
(유선/행정/

기관)
cn=CA+기관코드(7)+일련번호(2)

인증기관
(유선/공공/

개인)
cn=CA+기관코드(7)+일련번호(2)

인증기관
(유선/공공/

기관)
cn=CA+기관코드(7)+일련번호(2)

인증기관
(무선/행정/

기관)

ou=GPKI cn=CA+기관코드(7)+일련번호(2)
cn=CA131000005,ou=GPKI,o=G

overnment� of� Korea,c=KR

ou=GPKI cn=CA+기관코드(7)+일련번호(2)
cn=CA131000006,ou=GPKI,o=G

overnment� of� Korea,c=KR

등록기관
cn=해당인증기관,�

ou=GPKI
cn=RA+기관코드(7)+일련번호(2)

cn=RA131000001,cn=CA131000
001,ou=GPKI,o=Government� of�

Korea,c=KR

OCSP
cn=해당인증기관,�

ou=GPKI
cn=OCSP+기관코드(7)+일련번호(2)

cn=OCSP131000001,cn=CA1310
00001,ou=GPKI,o=Government�

of� Korea,c=KR

TSA
ou=Group� of�

Server
cn=TSA+기관코드(7)+일련번호(3)

cn=TSA1310000001,ou=Group�
of� Server,o=Government� of�

Kor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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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증서

� � � 【� 행정기관DN명� :� cn명,ou명,o=Government� of� Korea,c=KR� 】

� � � 【� 공공기관DN명� :� cn명,ou명,o=public� of� Korea,c=KR� 】

� � � 【� 민간기관DN명� :� cn명,ou명,o=private� of� Korea,c=KR� 】

구분 ou명 cn명 DN명(예시)

행정

기관

기

관

용

전자관인

ou=최하위기관명,�

ou=상위기관명,�

ou=최상위기관명

-
ou=보안팀,ou=전자정부국,ou=행
정안전부,o=Government� of�
Korea,c=KR

컴퓨터용
ou=Group� of�

Server

cn=SVR+기관코드(7)+일련번호(3)
cn=SVR1310000001,ou=Group�
of� Server,o=Government� of�
Korea,c=KR

cn=WCP+기관코드(7)+일련번호(3)
cn=WCP1310000001,ou=Grou
p� of� Server,o=Government� of�
Korea,c=KR

웹서비스

용
- cn=웹서버�도메인명

cn=www.mopas.go.kr,
o=기관명(예시:� 행정안전부),
l=자치구(예시:� 종로구),
s=도시(예시:� 서울특별시),c=kr

개

인

용

개인

사용자

ou=people,�

ou=최상위기관명

cn=기관구분자(3)+이름+일련번호(3)

� � � � *일련번호;동명이인

cn=001홍길동001,ou=people,ou
=행정안전부� ,o=Government� of�
Korea,c=KR

공공

/

민간

기관

기

관

용

전자관인 ou=최상위기관명 -
ou=신용보증기금,o=public� of�
Korea,c=KR

컴퓨터용
ou=Group� of�

Server
cn=SVR+기관코드(7)+일련번호(3)

cn=SVRB010002001,ou=Group�
of� Server,o=public� of�
Korea,c=KR

개

인

용

개인

사용자

ou=people,�

ou=최상위기관명

cn=기관구분자(3)+이름+일련번호(3)

� � � � *일련번호;동명이인

cn=A81홍길동001,ou=people,o
u=신용보증기금,o=public� of�
Korea,c=KR

※�일반인증서(개인용)의�기관구분자(CN)

일반인증서의� CN은� 각� 인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의한� 규칙에� 따라서�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관구분자(3자리)� +� 이름� +� 일련번호(3자리)로� 구성한다.�

일련번호는� 신규발급� 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기관구분자”는� 행

정전자서명�인증홈페이지에�게시한다.(www.gpk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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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일반인증서(개인용)의�기관구분자(CN)

� � 부록� 10.� 일반인증서(개인용)의�기관구분자(C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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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서�체계�및�저장�규격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 인증시스템의� 구축� 및� 인증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은� 아래의� 인증

서�체계�및� 규격을�준용하여야�한다.

4.1� 인증서�체계

4.1.1� 인증서�기본정보�및� 알고리즘

구분
유효�기간 전자서명�

알고리즘

공개키�암호

알고리즘

대칭키�암호

알고리즘전자서명 암호화

최상위�

인증기관

유선 20년 -
RSA

(2,048bits)

RSA

(2,048bits)
H/W보안모듈

무선 20년 -
ECDSA

(224bits)

ECDH

(224bits)
H/W보안모듈

행정_인증기

관

유선 10년 -
RSA

(2,048bits)

RSA

(2,048bits)
H/W보안모듈

무선 10년 -
ECDSA

(224bits)

ECDH

(224bits)
H/W보안모듈

공공/민간_인증기관 10년 -
RSA

(2,048bits)

RSA

(2,048bits)
H/W보안모듈

민간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 CTL
3개월 - - - -

인증기관

인증서폐지목록� ARL
3개월 - - - -

인증

서비스

제공

행정_등록기관 유선 2년3개월 2년3개월
KCDSA

(2,048bits)

RSA

(2,048bits)
ARIA

무선 - - - - -

공공/민간_등록기관 2년3개월 2년3개월
KCDSA

(2,048bits)

RSA

(2,048bits)
ARIA

인증서폐지목록� CRL

(Delta� CRL)

1일

(2시간)
- - - -

인증서실시간검증

OCSP

7일

(갱신주기:1일)
-

KCDSA

(2,048bits)
- ARIA

시점확인� TSA 10년 -
KCDSA

(2,048bits)
- ARIA

사용자

행정기관용

(전자관인,컴퓨터)

유선 2년3개월 2년3개월
KCDSA

(2,048bits)

RSA

(2,048bits)
ARIA

무선 2년3개월 2년3개월
ECDSA

(224bits)

ECDH

(224bits)
ARIA

개�인�용

(공무원)

유선 2년3개월 2년3개월
KCDSA

(2,048bits)

RSA

(2,048bits)
ARIA

무선 2년3개월 2년3개월
ECDSA

(224bits)

ECDH

(224bits)
ARIA

공공/민간기관용

(전자관인,컴퓨터)
2년3개월 2년3개월

KCDSA

(2,048bits)

RSA

(2,048bits)
ARIA

개� 인� 용

(공공/금융기관�사용자)
2년3개월 2년3개월

KCDSA

(2,048bits)

RSA

(2,048bits)
ARIA

웹서비스용 1년1개월
RSA

(2,048bits)
ARIA



- 42 -

※�알고리즘�기본정책�예외사항

� � -� SSL� 암호통신을�위해�사용되는�인증서의�알고리즘은� RSA2,048/SHA256� 사용을�기본으로�한다.

※� 최상위인증기관� 및� 인증기관은� 인증서� 보호� 및� 암호·서명� 연산을� 담당하는� H/W보안모듈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국가정보원이� 개발·지원하는� 특수� 보안모듈� 또는「암호검증제도」VSL2이상� 획득한� 상용� 보안모듈

(HSM)을� 사용한다.� 또한� FIPS� 140-2� Level� 2이상의�국제� 규격을�준수해야�한다.

※� ARIA암호� 탑재�상용모듈은�개인용�인증서�보호를�위하여「암호검증제도」를�통해� 검증받아야�한다.

※� 웹서비스용� 인증서는� ‘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3개월(이전� 발급)과� 1년� 1개월(이후� 발급)의� 유효기

간을�가진다.

4.2� 인증서�저장매체�및� 저장위치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 내� 정보는� 인증서� 발급� 시� 가입자가� 선택한� 저장매체의� 특정� 위치에�

자동�저장된다.� 단,� (기능�폰)을� 이용하는�경우는�저장위치를�규정하지�않는다.

4.2.1� 사용자�인증서�저장�형태

■�행정전자서명�정보�저장매체

저장매체 저장위치

하드디스크,� PDA

o� Windows

� -� 하드디스크레이블명(주1)/GPKI/Certificate/class1� (유선�기관용)

� -� 하드디스크레이블명(주1)/GPKI/Certificate/class2� (유선�개인용)

o� Unix,� Linux

� -� 사용자계정(주2)/GPKI/Certificate/class1� (유선�기관용)

� -� 사용자계정(주2)/GPKI/Certificate/class2� (유선�개인용)

o� Mac� OS

� -� 사용자계정(주2)/Library/Preferences/GPKI/Certificate/class1� (유선�기관용)

� -� 사용자계정(주2)/Library/Preferences/GPKI/Certificate/class2� (유선�개인용)
이동디스크,�

CD-key,� 외장형�
메모리�등

하드디스크�저장위치와�같으며�드라이브명만�변경

보안토큰�및�
USIM(또는� IC칩)

저장토큰 [KCAC.TS.UI]� 준용하며,� 행정기관� IC카드�표준규격에�준한다.
보안토큰
� (HSM)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또는� [KCAC.TS.HSMU]와�
[KCAC.TS.HSMS]� 을� 준용한다.

(주1)� MS운영체제가�설치된�하드디스크� � � � � � � � � � � � � �

(주2)� 사용자가�로그온한�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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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 IC칩� 인증서�정보�파일�구성

D4106509900030
공인인증서(서명용)

PIN Unblock용 키

사용자 정보 파일

Type명

서명용 개인키

서명용 인증서

서명용 개인키 해쉬

MF 3F00

D4106509900040
공인인증서(암호용)

PIN Unblock용 키

사용자 정보 파일

Type명

키분배용 개인키

키분배용 인증서

키분배용 개인키 해쉬

D4107600000070
행정전자서명(서명용)

PIN Unblock용 키

사용자 정보 파일

Type명

행정전자서명 생성키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행정전자서명생성키 해쉬

D4107600000080
행정전자서명(암호용)

PIN Unblock용 키

사용자 정보 파일

Type명

암호키분배용 개인키

암호키분배용 인증서

암호키분배용 개인키 해쉬

4.2.2� 최상위인증기관�발급인증서�저장형태

4.2.3� 인증기관�발급인증서�저장형태

■�유선용

구분
키�파일 인증서파일

저장위치 파일명 파일명
최상위�
인증기관

유선 HSM� 장비�내�저장 LDAP에� 게시
무선 HSM� 장비�내�저장 LDAP에� 게시

인증기관
유선 HSM� 장비�내�저장 LDAP에� 게시

무선 HSM� 장비�내�저장 LDAP에� 게시
민간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 CTL�
- - LDAP에� 게시

인증기관�인증서�
폐지목록� ARL

- - LDAP에� 게시

구분
키�파일 인증서�파일

저장위치 파일명 파일명

등록기관
별도�지정하지�
않음

RA+기관코드+일련번호_sig.key
RA+기관코드+일련번호_env.key

RA+기관코드+일련번호_sig.cer
RA+기관코드+일련번호_env.cer

인증서실시간
검증
OCSP

OCSP+1310000+일련번호_sig.ke
y

OCSP+1310000+일련번호_sig.cer

시점확인� TSA TSA+1310000+일련번호_sig.key TSA+1310000+일련번호_sig.cer

기관용

(전자관인)

행정전자서명�
정보�저장매체�
기준에�따름

ORG+기관코드+일련번호_sig.key

ORG+기관코드+일련번호_env.key

ORG+기관코드+일번_sig.cer

ORG+기관코드+일번_env.cer

기관용 SVR+기관코드+일련번호_sig.key SVR+기관코드+일번_sig.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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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용

4.3� 무선단말기�인증서�저장

무선단말기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저장� 및� 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o� KCAC.TS.CM,� “무선단말기에서의�공인인증서�저장�및� 이용�기술규격[v1.30]”

� � � o� KCAC.TS.CT,� “무선단말기와� PC간�공인인증서�전송을�위한�기술규격[v2.10]”

다만,� 외장메모리에� 인증서를�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저장위치와� 저장형식을� 준수하

여야�하며,� 최상위인증기관�인증서는�기본적으로�내장형�메모리에�저장하되,� 외장형�메모리,�

USIM에� � 저장할�경우�해당규격을�준용하여�저장해야�한다.

(컴퓨터) SVR+기관코드+일련번호_env.key SVR+기관코드+일번_env.cer

기관용

(SSL용)

웹서버�환경에�
준함

- 도메인.der

웹서비스

(WTCA�
G-SSL용)

웹서버�환경에�
준함

- 도메인.p7b

기관용

(중계시스템)
행정전자서명�
정보�저장매체�
기준에�따름

업무구분+기관코드+일련번호_sig.key

업무구분+기관코드+일련번호_env.key

업무구분+기관코드+일번_sig.cer

업무구분+기관코드+일번_env.cer

개인용
사용자ID_sig.key

사용자ID_env.key

사용자ID_sig.cer

사용자ID_env.cer

구분
키�파일 인증서�파일

저장위치 파일명 파일명
등록
기관

기관용 -
개인용 -

인증서�실시간
검증� OCSP

/home/ocsp/ ra_prikey.key ra_pubkey.der

기� 관�용

전자관인
c:/gpki/certificate/class1
/

ORG+기관코드+일련번호_sig.
key

ORG+기관코드+일련번호_env.
key

ORG+기관코드+일번_sig.
der

ORG+기관코드+일번_env.
der

컴퓨터
/home/gpki/certificate/
class1/

WCP+기관코드+일련번호_sig.
key

WCP+기관코드+일련번호_env.
key

WCP+기관코드+일번_sig.
der

WCP+기관코드+일번_env.
der

개�인�용
c:/gpki/certificate/class2
/

사용자ID_sig.key

사용자ID_env.key

사용자ID_sig.cer

사용자ID_env.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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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별��행정전자서명�인증서�저장위치�및�저장형식>

구분
스마트폰

Mac� OS� X 안드로이드 윈도우�모바일
�내장형�메모리 � App� ID � 표준� 인터페이스�함수는� PKCS#11을�준용� 한다

�외장형�메모리
�드라이브�명:/GPKI/Certificate/class1(기관용)

� 드라이브�명:/GPKI/Certificate/class2(개인용)

� USIM(또는� IC칩)
� 저장토큰 � [KCAC.TS.UI]� 준용
� 보안토큰(HSM) � [KCAC.TS.HSMU]와� [KCAC.TS.HSMS]� 준용

� � 1)*:� App� ID는� 개발� 후� 명시.� 응용� 프로그램�간� 상호호환이�필요할�경우� App� ID를� 갖는� 행정전자서명� 인

증서� App� 호출을� 통해� 가입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획득한다.� 응용프로그램과� 행정전자서명인증서�

App간� 메시지� 처리� 및� 기능구현은� PKCS#12를� 준용한다.(대민서비스의� 경우,� 민원인용� App� ID는�

id368493398)�

무선단말기로부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전송� 기능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행정전자서

명� 인증서� 관리프로그램에� 함께�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무선단말기� 내� 행정전자서명� 송․수신

기능을� �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인증서� 처리를� 위한� 암호기능� 구현� 시� 해당� 모듈은「암호검증

제도」를�통해�그� 안전성과�구현�정확성을�검증받아야만�한다.

4.4� 보안토큰�기반의�인증서�이용기술

보안�토큰내에�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저장하고�사용하기�위하여�다음의�표준을�준용한다.�

� � � o KCAC.TS.HSMU� "보안토큰�기반의�공인인증서�이용기술�규격“

보안토큰에서�한국형�전자서명�알고리즘인� KCDSA의�사용하기�위해�다음에서�정의하는�객

체�속성�템플릿을�준용하여야�한다.

■� KCDSA� 공개키�객체(KCDSA� Public� Key� Object� Attribute)

※� KCDSA� 공개키�객체� 템플릿(C_CreateObject� 함수� 이용시)� :

CK_OBJECT_CLASS� class� =� CKO_PUBLIC_KEY;

CK_KEY_TYPE� keyType� =� CKK_KCDSA;

CK_UTF8CHAR� label[]� =� “KCDSA� public� key� object”

CK_BYTE� prime[]� =� {...};

CK_BYTE� subprime[]� =� {...};

CK_BYTE� base[]� =� {...};

CK_BYTE� value[]� =� {...};

속성 데이터�타입 내용 처리
CKA_PRIME� Big�integer� 소수�p�(1024/2048비트) M
CKA_SUBPRIME� Big�integer� 소수�q�(160/256�비트) M
CKA_BASE�Base�g Big�integer� 기저�g�(1024/2048비트) M
CKA_VALUE� Big�integer� 공개키�y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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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_BBOOL� true� =� CK_TRUE;

CK_ATTRIBUTE� template[]� =� {

� � � � {CKA_CLASS,� &class,� sizeof(class)},

� � � � {CKA_KEY_TYPE,� &keyType,� sizeof(keyType)},

� � � � {CKA_TOKEN,� &true,� sizeof(true)},

� � � � {CKA_LABEL,� label,� sizeof(label)-1},

� � � � {CKA_ID,� id,� sizeof(id)},

� � � � {CKA_PRIME,� prime,� sizeof(prime)},

� � � � {CKA_SUBPRIME,� subprime,� sizeof(subprime)},

� � � � {CKA_BASE,� base,� sizeof(base)},

� � � � {CKA_VALUE,� value,� sizeof(value)}

};

■� KCDSA� 비밀키�객체(KCDSA� Private� Key� Object� Attribute)

※� KCDSA� 비밀키�객체� 템플릿(C_CreateObject� 함수� 이용시)� :

CK_OBJECT_CLASS� class� =� CKO_PRIVATE_KEY;

CK_KEY_TYPE� keyType� =� CKK_KCDSA;

CK_UTF8CHAR� label[]� =� “KCDSA� private� key� object”

CK_BYTE� subject[]� =� {...};

CK_BYTE� id[]� =� {123};

CK_BYTE� prime[]� =� {...};

CK_BYTE� subprime[]� =� {...};

CK_BYTE� base[]� =� {...};

CK_BYTE� value[]� =� {...};

CK_BBOOL� true� =� CK_TRUE;

CK_ATTRIBUTE� template[]� =� {

� � � � {CKA_CLASS,� &class,� sizeof(class)},

� � � � {CKA_KEY_TYPE,� &keyType,� sizeof(keyType)},

� � � � {CKA_TOKEN,� &true,� sizeof(true)},

� � � � {CKA_LABEL,� label,� sizeof(label)-1},

� � � � {CKA_ID,� id,� sizeof(id)},

� � � � {CKA_SENSITIVE,� &true,� sizeof(true)},

� � � � {CKA_SIGN,� &true,� sizeof(true)},

� � � � {CKA_PRIME,� prime,� sizeof(prime)},

� � � � {CKA_SUBPRIME,� subprime,� sizeof(subprime)},

� � � � {CKA_BASE,� base,� sizeof(base)},

� � � � {CKA_VALUE,� value,� sizeof(value)}

속성 데이터�타입 내용 처리
CKA_PRIME� Big�integer� 소수�p�(1024/2048비트) M
CKA_SUBPRIME� Big�integer� 소수�q�(160/256�비트) M
CKA_BASE�Base�g Big�integer� 기저�g�(1024/2048비트) M
CKA_VALUE� Big�integer� 비밀키�x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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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KCS#11� KCDSA� 알고리즘�정의

CKK_KCDSA� 0x81000001

CKM_KCDSA_KEY_PAIR_GEN 0x81000001

CKM_KCDSA 0x81000002

CKM_KCDSA_X_509 0x81000003

CKM_KCDSA_SHA1 0x81000004

CKM_KCDSA_HAS160 0x81000005

CKM_KCDSA_SHA256 0x81000006

CKM_HAS160 0x81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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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인증서�저장소�규격

인증서� 저장소는�정부디렉터리� 시스템의� 조직정보와�사용자� 정보를� 이용한다.� 정부디렉터리�

시스템은� 조직� 정보와� 사용자� 정보의� 저장의� 경우� Entry가� 기본적인� 단위이며� 구성은� 다음

의�기준을�만족해야한다.

���o��Entry는�여러개의�Attribute들로�구성

���o��Attribute는�Type과�하나�이상의�Value로�구성

���o��Attribute의�type에�저장될�데이터의�형식은�LDAP이�지원하는�Library와�관련

���o��Syntax는�데이터의�형식�뿐�아니라,�search와�같은�operation에�대해서�어떻게�반응할�것

인가를�정의�(�ex>�대소문자를�구별할�것인가,�공백을�무시할�것인가�등)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관련�부분에�대해�정의하는�관련�표준으로는�다음과�같다.

���o��ISO/IEC�9594-6�-�Information�Technology�Open�Systems�Interconnection��The�

Directory:�Selected�attribute�types

���o��IETF�RFC�4510�-�Lightweight�Directory�Access�Protocol�(LDAP):Technical�

Specification�Road�Map

���o��KCAC.TS.LDAP�"전자서명인증체계�디렉터리�프로토콜�규격�[v1.11]“

5.1� 디렉터리�체계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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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금융기관

5.2� 물리적�구조

■�일반적인�구조

일반적인� 중앙부처�및� 기관은� 해당� 조직의� 하위에� 동일� 레벨의� (people)� 하위에� 해당� 조직

의�사용자�정보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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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구조

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의� 하위� 에� 동일� 레벨의� (people)� 하위에� 본청의� 사용자정보가� 존재

하며� 경찰청� 하위� 지방경찰청� 조직은� 해당� 지방경찰청� 하위� 아래에� 동일� 레벨의� (people)�

하위에�사용자�정보가�존재

5.3� 논리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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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디렉터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 검색시� 물리적� 구조와는� 다르게� 해당� 조직의� 하위

의�부서에�사용자�정보가�표현

5.4� Object� Class

o��Schema는�directory에�저장될�object의�type을�정의

o��Schema는�Object�Class(template)의�집합이며�각�object�class는�자신들이�포함하는

attribute의�목록을�갖고�있으며,�필수적으로�포함되어야�할�attribute들을�정의

o��하나의�entry(Object)는�하나�이상의�object�class들로써�구체적인�type이�결정

� ○� :�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생성하는� Attribute

Object��Class�
Name

Attribute� Name Value 비고

pkiCA

cACertificate 인증기관의�인증서 ○
certificateRevocationList 인증서�폐지목록 ○
authorityRevocationList 인증기관�인증서�폐지목록 ○
crossCertificatePair 상호인증서
deltaRevocationList Delta� CRL ○

pkiCTL certificateTrustList 인증서�신뢰목록 ○

pkiCertification
Authority

cn CA ○
signCertificate <CA’s� signature� certificate> ○
userCertificate� <CA’s� signature� certificate> ○

pkiRegistration
-Authority

cn RA ○
signCertificate <RA’s� signature� certificate> ○
userCertificate� <RA’s� encryption� certificate> ○
wsignCertificate 무선용� :� <RA’s� signature� certificate> ○
wuserCertificate 무선용� :� <RA’s� encryption� certificate> ○

ucOrg2

ucOrgFullName 상위기관을�포함한�전체�조직명
ucOrganizationalUnitName 해당�기관의�명칭
topOUCode 최상위�기관코드
ouCode 기관코드

parentOUCode 차상위�기관코드



- 52 -

ouLevel 조직의�차수
ouOrder 차상위�기관� 내의�조직의�서열
userCertificate 기관�인증서� (전자관인) ○
wsignCertificate 무선용� :� 기관� 인증서(전자관인) ○
wuserCertificate 무선용� :� 기관� 인증서(암호화용) ○
ouSendOutDocumentYN� 문서�송신� 여부
ouReceiveDocumentYN 문서�수신� 여부
ucChiefTItle 조직관리자�명
ouSMTPAddress 조직�전자메일�주소
ouDocumentReceipientSymbol 수신�문서� symbol
useGroupware 조직�사용하는�그룹웨어명
MailTelDDD,� MainTelKuk,�
MainTelBun,� MainFaxDDD,�
MainFaxKuk� 등등

전화번호부�관련� Attributes

ucUser2

cn User ○
ucCommonName 디렉토리상에�등록된�사용자의userid
ucDescription 사용자에�대한�설명

FacsimileTelephoneNumber
E:Fax� number,
N:OfficeFAXPhoneNumber

ucPostalAddress 사무실주소(E:Office,� N:OfficeStreetAddress)

TelephoneNumber
사무실전화번호(E:Phone� Number,� �
N:OfficePhoneNumber)

UcTitle 직위(E:Title,� N:� JobTitle)

UserClass
사용자�등급(OrgMgr-기관관리자� User-EDI
Notes� 또는� Exchange� 사용자)

Userid
사용자� ID(E:Alias� Name,�
N:ShortName,FirstName)

userPassword 사용자�암호
UcPosition 사용자�직급(N:OrgPosition)
ucSurName 사용자�성
ucUserFullName 자신의�속한�조직의�전체명� +� 사용자명
userCertificate 사용자�암호� 인증서 ○
wsignCertificate 무선용� :사용자�인증서(전자서명용) ○
wuserCertificate 무선용� :사용자�인증서(암호화용) ○
UcHomePostalAddress 집� 주소(E:Address,� N:StreetAddress)

UserType

사용자�타입
(EDI-EDI� 사용자,�
Notes-Notes� 사용자,�
Exch-Exchange� 사용자)

Rfc822MailBox
SMTP� E-mail� Address
(E:E-mail� Addresses,� N:MailAddress)

ucDisplayName
화면에�보여줄�사용자의�이름
(E:DisplayName,Initials,
� N:� LastName)

ucUserGrade
사용자�직급� 약어
(Exchange를� 위한�임의� Attribute)

Sn Surname의� alias(별칭:혼용가능)
UserAuthoriy� 사용자�권한� 정보 �

pkiUSER

cn USER
signCertificate 서명용전자관인 ○
userCertificate 사용자�인증서�정보 ○
wsignCertificate 무선용� :사용자�인증서(전자서명용) ○

wuserCertificate 무선용� :사용자�인증서(암호화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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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Authority 사용자G4C업무권한

ucDisplayName
화면에�보여줄�사용자의이� dl름
(E:DisplayName,Initials� N:� � LastName)

ucOrgFullName 상위기관을�포함한�전체�조직명

ucUser2

cn User ○
ucCommonName 디렉토리상에�등록된�사용자의� userid
ucDescription 사용자에�대한�설명

FacsimileTelephoneNumber
E:Fax� number,
N:OfficeFAXPhoneNumber

ucPostalAddress 사무실주소(E:Office,� N:OfficeStreetAddress)

TelephoneNumber
사무실전화번호(E:Phone� Number,�
N:OfficePhoneNumber)

UcTitle 직위(E:Title,� N:� JobTitle)

UserClass
사용자�등급(OrgMgr-기관관리자
User-EDI
Notes� 또는� Exchange� 사용자)

Userid
사용자� ID(E:Alias� Name,�
N:ShortName,FirstName)

userPassword 사용자�암호
UcPosition 사용자�직급(N:OrgPosition)
ucSurName 사용자�성
ucUserFullName 자신의�속한�조직의�전체명� � +� 사용자명
userCertificate 사용자�암호� 인증서 ○
wsignCertificate 무선용� :사용자�인증서(전자서명용) ○
wuserCertificate 무선용� :사용자�인증서(암호화용) ○
UcHomePostalAddress 집� 주소(E:Address,� N:StreetAddress)

UserType

사용자�타입
(EDI-EDI� 사용자,�
Notes-Notes� 사용자,�
Exch-Exchange� 사용자)

Rfc822MailBox
SMTP� E-mail� Address
(E:E-mail� Addresses,� N:MailAddress)

ucDisplayName
화면에�보여줄�사용자의�이름
(E:DisplayName,Initials,
� N:� LastName)

ucUserGrade
사용자�직급� 약어
(Exchange를� 위한�임의� Attribute)

Sn Surname의� alias(별칭:혼용가능)
UserAuthoriy� 사용자�권한� 정보 �

pkiUSER

cn USER
signCertificate 서명용전자관인 ○
userCertificate 사용자�인증서�정보 ○
wsignCertificate 무선용� :사용자�인증서(전자서명용) ○
wuserCertificate 무선용� :사용자�인증서(암호화용) ○
UserAuthority 사용자G4C업무권한

ucDisplayName
화면에�보여줄�사용자의이� dl름
(E:DisplayName,Initials� N:� � LastName)

ucOrgFullName 상위기관을�포함한�전체�조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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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Attributes

5.5.1� RootCA(최상위인증기관)

Attribute� Name Value 비고
objectClass pkiCA
objectClass pkiCTL
objectClass pkiCertificationAuthority
cn Root� CA

cACertificate
<Root� CA's� self-signed� certificate,�
oldwithnew,� newwithold,� newwithnew�
>

authorityRevocationList <ARL> 3개월� 주기로�갱신
certificateTrustList <CTL> 3개월� 주기로�갱신
userCertificate Root� CA's� self-signed� certificate

5.5.2� CA(인증기관)

Attribute� Name Value 비고
objectClass pkiCA
objectClass pkiCTL
objectClass pkiCertificationAuthority
cn CA CA+기관코드(7)+일련번호(2)
cACertificate <CA's� certificate>
certificateRevocationList <CRL� > 1일
deltaRevocationList <DCRL> 2시간

5.5.3� RA(등록기관)

Attribute� Name Value 비고
objectClass pkiRegistrationAuthority
cn RA RA+기관코드(7)+일련번호(2)
signCertificate <RA's� signature� certificate>
userCertificate <RA's� encryption�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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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전자관인(기관용)

Attribute� Name Value 비고
objectClass Top
objectClass ucOrg2

topoucode
최상위기관코드
예)행정안전부(1310000)

ouCode 기관코드
ouLevel 조직차수
ouOrder 조직서열

ouOrgFullName 전체조직명
예)� 행정안전부�정부전산정보
관리소�정보유통과

parentOUCode
상위기관코드
예)정부전산정보관리소(1310098)

ouReceiveDocumentYN 문서처리과여부
ouSMTPAddress 공문서수발신메일주소
DocSystemInfo 문서유통용기관문서함

Ou
최하위기관명
예)� 정보유통과

signCertificate <User's� signature� certificate> ○
userCertificate <User's� encryption� certificate> ○
ucChiefTitle 해당기관명� +� 부서장�직위
ucou
ouSendOutDocumentYN 문서유통시�사용직인여부

5.5.5� 컴퓨터용(서버용)

Attribute� Name Value 비고

objectClass ucUser2

objectClass ucMailuser

topoucode 최상위기관코드

ouCode 기관코드

parentOUCode 상위기관코드

ucOrgFullName 사용자위치정보
ucDisplayName 사용자이름

cn 사용자ID
SVR+기관코드+일련번호(3)
WCP+기관코드+일련번호(3)

signCertificate <User's� Signaturecertificate>
userCertificate <User's� encryption�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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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개인용

Attribute� Name Value 비고
objectClass ucUser2
objectClass� ucMailuser
topoucode� 최상위기관코드
ou� 조직정보
ucDescription� 사용자�설명

Cn� 사용자ID
부처구분자�+�이름�+�동명이인구
분자

ucDisplayName 사용자이름
userPassword�
ucTitle 직급�
ucPosition
uid 계정
mail 전자우편�
ucOrgFullName 디렉토리의�사용자위치정보�
ucUserFullName 사용자�전체�정보�
ucCompanyName 부처명�
ucDepartmentName 부서명�
ouCode
ucPostalAddre
TelephoneNumber
UserAuthority
userCertificate <User's� encryption� certificate>�
signCertificate <User's� signature� certificate>�
wsignCertificate 무선용� :사용자�인증서(전자서명용)
wuserCertificate 무선용� :사용자�인증서(암호화용)
parentOUCode 상위기관코드�
ucLevel
uccn
ouorder
facsimileTelephoneNumber

5.5.7� OCSP(실시간인증서유효성검증)� 서버

Attribute� Name Value 비고
objectClass pkiUser
cn <OCSP> OCSP+기관코드(7)+일련번호(2)
signCertificate <OCSP's� certificate>
wsignCertificate 무선용� :� OCSP� 인증서(전자서명용)
wuserCertificate 무선용� :� OCSP� 인증서(암호화용)

5.5.8� TSA(시점확인)� 서버

Attribute� Name Value 비고
objectClass ucUser2
objectClass ucMailuser
cn <TSA> TSA+기관코드(7)+일련번호(3)
signCertificate <TSA's�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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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알고리즘�규격

본�상세서에서�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6.1� 해쉬�알고리즘

본� 상세서에서는� SHA-256을� 사용한다.� 해쉬� 알고리즘은� 다음에� 나열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중� SHA-1과� HAS-160은� HMAC,� 키� 유도� 및� 난수� 생성� 기능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며�전자서명용으로는�사용할�수� 없다.

���o SHA256�:�FIPS�180-4�Secure�Hash�Standard

���o HAS-160�:�TTAS.KO-12.0011/R2��해쉬함수표준-제2부�:�해쉬함수알고리즘표준

���o SHA-1�:�FIPS�180-4�Secure�Hash�Standard

6.1.1� 해쉬함수�활용

해쉬�함수는�일방향�함수(one-way� function)로�다양한�길이의�입력을�고정된�짧은�길이의�

출력으로�변환하는�함수이다.�시스템�구성�과정에서�해쉬함수가�필요했던�이유는�데이터들

의�중복�여부를�검사를�쉽게�하는�것이다.�대용량의�데이터가�서로�같은�내용인지를�검사

하기�위해서�데이터�전체를�일일이�비교할�수도�있으나,�그렇게�하면�속도와�시간�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두� 데이터간의� 해쉬값을� 기반으로� 하여� 검사를�

수행한다면�속도측면에서�유리하다는�것이�알려져�있다.�

-��Y=h�(x)

여기서� x는�가변�길이의�메시지이고,� y는�해쉬함수�h를�통하여�생성되어지는�고정�길이의�

해쉬값(hash� code)이다.� 해쉬함수를� 거쳐� 나온� 값� Y를� 메시지� 다이제스트(Message�

Digest)라고�정의한다.

일반적으로�해쉬함수는�다음과�같은�특징을�갖는다.

������o�다양한�가변�길이의�입력에�적용될�수�있어야�한다.

������o�고정된�길이의�출력을�만든다.

������o�주어진�입력값을�해쉬하는�것은�쉽다.

������o�해쉬�결과값으로�입력값을�계산하는�것은�불가능하다.

������o�동일한�해쉬값을�가지는�서로�다른�메시지�쌍이�없다.�

전자서명을�할� 때� 해쉬함수로�메시지를�압축한� 데이터에�서명함으로써�효율성을�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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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RSA와�같이�전자서명에�사용되는�알고리즘은�메시지�자체를�암호화�하는�경우�해쉬

함수�보다�처리속도가�느린데,� 서명을�메시지�해쉬함수로�축약(Digest)함으로써�전자서명�

알고리즘의�계산량을�줄일�수가�있다.�즉�송신자는�메시지의�해쉬값을�구하고�그�해쉬값에�

자신의�비밀키로�전자서명을�한�후,�메시지와�서명을�송신한다.�수신자는�메시지를�동일한�

해쉬함수로� 해쉬하고� 전자서명을� 공개키로� 복호화해서� 구해지는� 해쉬값과� 비교함으로써�

서명을�인증하게�된다.� 　

해쉬함수의�활용은�다음과�같다.

���o�전자서명�

����-�전자서명시�원본�데이터를�Digest�할�경우�사용

���o�비공개키를�암호화�하기�위한�비밀키�생성시

��������-�사용자가�입력한�PIN값을�해쉬함수를�이용하여�데이터가�생성되면�이�값을�의사난수�함수

에�입력하여�비밀키를�생성함.

���o�인증서�내의�정보

����-�기관키�식별자�:�CA의�공개키의�해쉬값�저장

����-�주체키�식별자�:�사용자의�공개키의�해쉬값�저장

����-�손도장�:�사용자�인증서�자체에�대한�해쉬값�저장

�

6.1.2� 해쉬함수의�종류

� � � ■� SHA-1

SHA-1은�MD4알고리즘에�기반한�해쉬�알고리즘으로� 264비트�이하의�길이를�가지는�

입력�메시지를� 512비트�블록으로�처리하고,� 출력은� 160비트를�생성한다.� 여기서�출

력값인�메시지�다이제스트는�메시지보다�훨씬�작기�때문에�메시지에�서명하는�것보다�

처리의� 효율성을� 가져온다.� 동일한�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수신된� 메시지의� 버전이�

SHA-1의� 입력으로�사용될�때� 서명의�검증자에�의해�획득되어야만�한다.

SHA-1은�주어진�메시지�다이제스트에�대해�메시지를�복구하거나�동일한�메시지�다이

제스트를� 가지는� 다른� 메시지를�생성하는� 것이� 어렵고,� 다른� 어떤� 알고리즘�보다� 큰�

160비트의�해쉬값을�생성하기�때문에�안전하다고�알려져�있다.

우선�메시지를�512비트�블록의�정수배가�되게�하기�위해�패딩을�한�후,� L개의�512비

트�블록을�가지게�된다.�다음으로�160비트의�버퍼를�초기화�하는데,�버퍼는�함수의�중

간값과�최종결과를�저장하기�위해�사용된다.�버퍼는� 5개의� 32비트�변수(A,� B,� C,� D,�

E)로� 표현되며,� 그� 값은�다음과�같이�초기화�된다.

A�=�674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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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edab89

C�=�98badefe

D�=�10325476

E�=�e3d2e1f0

버퍼의�초기화�후에는� 512비트�블록의�메시지를�처리한다.�메시지를�처리하는�각�모

듈(H)은� 80라운드로�처리되며,� 각�라운드는� 512비트�블록(Yq)과� 160비트의�버퍼값�

ABCDE를�입력으로�받아�버퍼의�내용을�갱신한다.�이와�같은�과정을�L개의�블록에�대

해�적용한�후,� 마지막160비트�출력값이�최종�해쉬값이�된다.

� � ■� SHA-256

SHA-256은� SHA-1와�동일하게�264비트�이하의�길이를�가지는�입력�메시지를�512비

트� 블록으로� 처리하지만,� 출력의� 길이는� 256비트를� 생성한다.� SHA-1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32비트�단위로�처리하지만,�버퍼는�총� 8개로�이루어진다.�초기�버퍼의�값

은�아래와�같다.

A�=�6a09e667

B�=�bb67ae85

C�=�3c6ef372

D�=�a54ff53a

E�=�510e527f

F�=�9b05688c

G�=�1f83d9ab

H�=�5be0cd19

위의� 8개의�버퍼를� 총� 64회� 반복적인�암축함수를�통과하여�최종적인�해쉬값을�얻게�

된다.

� � ■� HAS-160

HAS-160은� SHA-1과� 마찬가지로�임의의�길이를�가지는�입력�메시지를� 512비트�블

록�단위로�처리하여� 160비트의�출력을�생성하는�해쉬�알고리즘이다.�MD4�알고리즘

의�설계원칙을�바탕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전체적인�구조는�SHA-1과�유사하다.�그러

나�HAS-160은�각�라운드마다�서로�다른� 4개의�메시지�변수를�XOR하여� 4개의�메시

지�변수를�추가로�생성하고,�XOR한�메시지�변수들의�조합을�모두�다르게�하여�메시지�

변수�적용의�단순성을�개선하였다.�

� � ■� MD5

MD5는�MD4의�개선된�버전으로,�임의의�메시지를�입력으로�받아�128비트의�고정된�

출력을�생성하는�해쉬�알고리즘이다.�MD5는�입력테스트를�512비트�블록으로�나누고�



- 60 -

그것들을�다시� 16개의� 32비트�서브블록으로�나누어�처리한다.� 4개의� 32비트�블록들

이�출력되면�이것을�다시�연결하여� 128비트�해쉬값을�형성한다.

메시지는�512의�배수가�되도록�64비트�단위로�패딩되는데,�이�패딩은�메시지�다음에�

1을�넣고�나머지�비트에� 0을�채워�넣는다.�그리고�거기에� 64비트를�추가해�메시지의�

길이를�표현한다.

MD5는�4개의�32비트�변수를�사용하며,�그�값은�다음과�같이�초기화된다.

A�=�01234567

B�=�89abcdef

C�=�fedcba98

D�=�76543210

버퍼의�초기화�후에는�4개의�라운드에서�512비트�블록�메시지를�처리한다.�각�라운드

는�블록�메시지와� 128비트�버퍼값� ABCD를�입력으로�취하고,� 버퍼의�내용을�갱신한

다.�이러한�과정을�각�블록에�대해�적용한�후,�마지막�128비트�출력값이�최종�해쉬값

이�된다.

� � � � � � �

� � � � � � � MD5는� 널리� 사용된� 해쉬� 알고리즘이지만,� 충돌� 회피성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분석

이� 있으므로� 기존의� 응용과의� 호환으로만�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6.2� 전자서명�알고리즘

인증서� 또는� 인증서� 폐지목록을� 서명하는데� 사용된� 서명� 알고리즘(그리고� 일방향� 해쉬� 함

수)은� 알고리즘� 식별자를� 통해� 표시된다.� 알고리즘� 식별자는� 객체� 식별자(Object�

Identifier)와� � 이에�관련된�인자(parameter)로� 구성된다.�

서명�될� 데이터는�사용될�서명�알고리즘에�맞게�구성되고,� 비밀키를�사용하여�서명�값을�생

성한�후,� BIT� String으로�인코딩되어�인증서�또는�인증서�폐지목록에�포함된다.�

사용되는�전자서명�알고리즘은�다음의�표준을�준수하여야�한다.�

���o �KCDSA�:�TTAK.KO-12.0001/R2,�부가형�전자서명방식표준(KCDSA)

���o � RSA�:�PKCS�#1�v2.2�RSA�Cryptography�Standard

���o �ECDSA�:�FIPS�186-3�Digital�Signature�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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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될� 데이터(즉� 일방향� 해쉬� 함수� 출력� 값)는� 먼저� OCTET� STRING으로� ASN.1� 인코딩

되고,� 그� 결과는� 서명� 값을� 구성하기� 위해� 암호화된다(예를� 들어� RSA� 암호를� 사용해서).�

서명을� 할� 때� RSA� 알고리즘은� 정수� y를� 생성한다.� 그� 다음으로� 이� 서명� 값은� BIT� STRING

으로� ASN.1� 인코딩이� 되는데,� y의� MSB(Most� Significant� Bit)는� 그� 비트스트링에서의� 첫�

번째� 비트이고,� y의� LSB(Least� Significant� Bit)가� 그� 비트열에서의�마지막� 비트이며�이들은�

인증서�또는�인증서�폐지�목록의�서명�필드에�포함된다.�

6.2.1� 도메인�변수

� � ■� KCDSA에서�사용되는�도메인�변수�및� 함수는�다음과�같다.

���o P�:� 12 -a �<�P�<� a2 ,�(|P|=a )�a =1024+256i�(0£ i£4)의�크기를�가지는�소수이며,��

(P-1)/2Q이�소수이거나�최소한�Q보다�큰�소수들의�곱으로�구성됨

���o Q�:�P-1을�나누는�소수로� 12 -b <�Q�<� b2 ,�(|Q|=b )� b =160+32j�(0£ j£3)의�크기를�가짐

���o G�:�생성원.�G�=�g(P-1)/Q�mod�P,�1�<�g�<�P-1,이고,�G�>�1을�만족하는�정수

���o h():�|Q|비트�이하의�해쉬�코드를�출력하는�충돌저항성의�해쉬�함수�(해쉬�함수의�입력�값

은�비트열로�변환하여�처리하고,�출력�값�즉�해쉬�코드는�비트열로�나옴)

� � ■� KCDSA에서�사용되는�사용자�변수는�다음과�같다.

���o X�:�0�<�X�<�Q인�서명용�비공개키

���o Y�:�Y�=�GX-1��mod�P�로�계산되는�서명용�공개키(X-1는�mod�Q상에서�X의�곱셈에�대

한�역원.�즉,�X-1X�=�1�mod�Q인�0과�Q사이의�정수를�나타냄)

���o Z�:�Z�=Y��mod� l2 �( l :�해쉬�함수의�블록�크기)

6.2.2�키�생성

�■� X�:�서명용�비공개키�생성

���o�단계�1.�b비트의�임의의�난수를�선택하여�XKEY로�둔다.�단�b≥�|Q|.

�*�타임정보를�1/1000�에�따라�난수값이�내부에서�자동�생성

���o�단계�2.�j�=�0,�1,����,�m�-�1에�대하여�다음을�계산한다.

(a)�XSEEDj�=�PRNG(optional�user-provided�random�input,�b)

(b)�XVAL�=�(XKEY�+�XSEEDj)�mod�2b�(|Q|�≤�b�≤��B,�B는�32의�배수)

(c)�Xj�=�PRNG(XVAL,�b)�mod�Q

(d)�XKEY�=�XKEY�+�PRNG(Xj+�XSEEDj�mod�2b,�b)�mod�2b

통상�사용자의�서명용�비공개키는�각�사용자가�생성할�것이므로�단계�2에서�m은�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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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1이�될�것이다.�서명용�비공개키의�랜덤성이�규칙에�의존하는�알고리즘이나�기계적인�

장치�뿐만�아니라�사용자의�의사에�의해서도�영향을�받게�하기�위하여�사용자의�선택적인�입

력�값을�사용한다.�사용자의�서명용�비공개키는�한�번만�생성하는�것이고,�그�사용자의�의사

에도�의존하도록�하는�것이�당연하므로�사용자의�선택적인�입력�값�XSEED를사용할�것이�권

고된다.�XSEED를�위한�사용자�입력은�엔트로피가�최소한�|Q|비트�이상이�되도록�충분히�긴�

난수를�제공�받아야�한다.�(사용자�입력은�한�문자�당�1비트�정도의�엔트로피를�갖는�것으로�

보는�것이�일반적이다).�XKEY는�처음�초기화�후�매�Xj의�생성�때마다�갱신되는�비밀�상태�변

수이다.�일단�비공개�서명키가�모두�생성되면�비밀�상태�변수�XKEY와�사용자의�비밀�입력�

XSEEDj들은�안전하게�폐기시켜야�한다.

� ■� Y�:�서명용�공개키�생성

서명용�공개키�Y를�계산할�때�지수에서�필요한�X-1mod�Q�값을�구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o�단계�1.�i�=�Q,�h�=�X,�v�=�0,�d�=�1

���o�단계�2.�t�=��i�/�h�

���o�단계�3.�c�=�h

���o�단계�4.�h�=�i�-�tc

���o�단계�5.�i�=�c

���o�단계�6.�c�=�d

���o�단계�7.�d�=�v�-�tc

���o�단계�8.�v�=�c

���o�단계�9.�여기서�h가�양수이면�단계�2로�간다.

���o�단계�10.�v가�X-1mod�Q가�된다.

단계�10에서�v는�음수가�될�수도�있으므로�v가�0과�Q사이의�정수가�되도록�교정을�해�주어야�

한다.

6.2.3�전자서명�생성

서명�생성�과정에서는�메시지�M을�입력으로�받아�다음�단계를�거쳐�계산된,�비트열�R과�정수�S

의�쌍으로�구성된�∑�=�{R,�S}를�서명으로�출력한다.�

���o�단계�0.�(선택�사항)�도메인�변수�P,�Q,�G와�공개검증키�Y가�올바른지�검증한다.

���o�단계�1.�난수�값�K를�{1,‥‥,�Q�-�1}에서�랜덤하게�선택한다.

���o�단계�2.�증거�값�W�=�GK�mod�P를�계산한다.

���o�단계�3.�서명의�첫�부분�R�=�h(W)를�계산한다.

���o�단계�4.��Z�=Y��mod�2l을�계산해서,�해쉬�코드�H�=�h(Z�|�|�M)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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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단계�5.�중간�값�E�=�(R�+○�H)�mod�Q를�계산한다.

���o�단계�6.�서명의�두�번째�값�S�=�X(K�-�E)�mod�Q를�계산한다.�

�������������만약�S=0�이면�단계1로�간다.����������

���o�단계�7.�비트열�R과�정수�S의�쌍��∑�=�{R,�S}를�서명으로�출력한다.

단계�0은�최초에�한�번만�수행하고,�그�후�서명생성시�마다�사용할�수�있도록�P,�Q,�G�및�Y를�안

전하게�보관할�수�있다.�

단계�1부터�단계�3까지의�과정은�서명할�메시지와�관계가�없으므로�사전에�계산해�둘�수도�있다.�

즉�K와�R을�미리�계산해서�안전하게�보관하고�있다가�서명할�메시지가�들어오면�단계�4부터�실

시간�계산을�할�수�있다.�이런�사전�계산�방식은�다수의�서명을�실시간으로�계산할�필요가�있을�

때�유용하게�사용될�수�있으며,�이를�위해서는�사전�계산된�{K,�R}을�저장할�여분의�안전한�메모

리를�갖추어야�한다.

6.2.4�전자서명�검증

서명을�검증하기�전에�검증자는�서명자의�서명용�공개키�Y와�도메인�변수�P,�Q,�G�등에�대한�올

바른�값들을�얻어야�한다.�이를�위해�신뢰할수�있는�인증기관에서�발행한�서명자의�인증서를�확

인하고�이로부터�추출된�도메인�변수�P,�Q,�G와�공개�검증키Y를�얻어내는�방법을�사용할�수�있

다.

���o�단계�0.�서명자의�인증서를�확인하고,�서명검증에�필요한�도메인�변수�P,�Q,�G와�공개�검증

키�Y�를�추출한다.�

���o�단계�1.�수신된�서명��∑�=�{R',�S'}에�대해�비트열�R이�해쉬�함수의�출력길이와�같은지�확인하

고,�0<�S'�<�Q�임을�확인한다.

���o�단계�2.�Z=Y�mod� l2 을�계산해서�검증할�메시지�M에�대한�해쉬�코드�H'�=�h(Z�|�|�M')을�계

산한다.�

���o�단계�3.�중간�값�E'�=�(R'�+○�H')�mod�Q을�계산한다.

���o�단계�4.�서명자의�공개검증키�Y를�이용하여�증거�값�W'=YS'GE'�mod�P를�계산한다.

���o�단계�5.�h(W')�=�R'이�성립하는지�확인한다.

검증�과정이�모두�통과되면�서명�∑'�는�수신�메시지�M'에�대하여�공개�검증키�Y에�대응하는�비공

개�서명키�X로�서명하였음이�검증된�것이다.�위�검증�단계에서�하나라도�그�검증이�실패하면�메

시지�M'에�불법적인�방법으로�서명이�되었거나�메시지가�변경된�것이므로�다음�단계로�넘어갈�

필요�없이�M'에�대한�서명이�거짓임이�밝혀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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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개키�알고리즘(Subject� Public� Key� Algorithm)

이�상세서에�의해� 기술된� 인증서들은�특정� 공개키� 알고리즘을�위한� 공개키를�포함하고�있

다.� 인증서는� 알고리즘� 식별자(Algorithm� Identifier)를� 통해� 그� 알고리즘을� 표시하는데,� 이�

알고리즘�식별자는� OID(Object� Identifier)와� 선택적으로�사용�가능한�인자로�구성된다.�

본� 상세서을� 준용하는� 인증기관은� 공개키를� 포함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때� 식별� 가능한�

OID를� 활용해야� 한다.� 본� 상세서을� 지원하는� 알고리즘들은� 다음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

다.�

���o �KCDSA�:�TTAK.KO-12.0001/R2,�부가형�전자서명방식표준(KCDSA)

���o� RSA�:�PKCS�#1�v2.2�RSA�Cryptography�Standard

���o� ECDSA�:�ANSI�X9.62�Public�Key�Cryptography�for�the�Financial�Services�Industry,�

The�Elliptic�Curve�Digital�Signature�Algorithm(ECDSA)

전자문서를� 암호화한� 비밀키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개키방식의� 암호알고리즘으로�

RSA(Rivest-Shamir-Adleman)을� 사용하며,� 또한� 최상위인증기관� 및� 인증기관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으로�사용한다.

RSA�알고리즘은�소인수분해�문제의�어려움에�기반한�알고리즘으로�전자서명과�암호화에�모

두�사용될�수�있는�알고리즘이다.�RSA�알고리즘�구현에서는�멱승�연산과�모듈라�연산의�구현

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입력으로�주어진�메시지의�가공�방식과�실제�절차상의�에러�대응까

지�안전하게�처리해�주어야만�한다.�

6.3.1� 키� 생성

RSA에서의�암호화,�복호화를�위한�키�생성�과정은�다음과�같다.

���o�단계0.�두�개의�큰�소수�p와�q를�선정하여�합성수�n�=�pq를�만든다.

���o�단계1.�gcd(d,(p-1)(q-1))�=�1�을�만족하는�d�를�암호화용�비공개키로�한다.

���o�단계2.�ed�=�1mod((p-1)(q-1))�을�만족하는�e를�암호화용�공개키로�한다.

6.3.2� 암호화�및� 복호화

암호화용�키를�생성한�후,�RSA를�이용한�암호화�및�복호화�과정은�다음과�같다.

���o�암호화�:�C�=�Me�mo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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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복호화�:�M�=�Cd�mod�n

6.3.3� 서명�생성�및� 검증

RSA를�이용한�서명�생성�과정은�다음과�같다.

���o�단계0.�송신자는�메지지�m을�안전한�해쉬함수�h를�이용하여�해쉬값을�구한다.

���o�단계1.�송신자는�자신의�비밀키�d를�이용하여�서명을�생성한다.

���o�단계2.�메시지�m과�전자서명�s를�수신자에게�전송한다.

RSA를�이용한�서명�검증은�다음과�같은�과정을�거쳐�이루어진다.

���o�단계0.�수신자는�메시지�m의�해쉬값을�계산한다.

���o�단계1.�수신자의�공개키를�가지고�다음의�관계식이�성립하는지�확인한다.�만약�만족하면�S�

메시지�m의�서명으로�받아들인다.

6.4� 비밀키�암호�알고리즘

비밀키�암호방식,�대칭키�암호방식이라고�하며�비밀�정보를�교환하고자�하는�상호�암호통신망�가

입자가�사전에�비밀�공통키 K를�제삼자에게�노출되지�않게�나누어�가진�다음,�암호통신을�필요로�

할�때�평문M을�암호�알고리즘 E와�공통키 K로�암호문 C를�생성시켜�공중통신�채널을�통해서�전

달하고�암호문 C를�수신한�가입자는�복호화�알고리즘� D와�공통키 K로�평문M을�얻는�방법으로�

오래전부터�사용되어�온�암호방식으로�암호화키와�복호화키가�동일하며�공개키방식보다�암호화�

및�복호화�속도가�빠르다.

본� 상세서을�따르는� 경우,� 128비트�이상의� 키� 길이를� 가지면서�안전성이�널리� 인정된�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국가·공공기관용� 표준� 블록암호인� ARIA를� 지원할� 수� 있

어야� 한다.�

��o �ARIA�:�KS�X�1213-1,�128비트�블록�암호�알고리즘�

��o �TTA.KO-12.0004�128비트�블록암호�알고리즘�표준�SEED

��o �FIPS�46-2�Data�Encryption�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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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대칭키�알고리즘

■� Stream� cipher

��o�메시지�한�비트단위로�암호화�

��o�메시지�크기만큼의�키비트가�필요함

��o�이동통신에�많이�사용함

��o�예�:�Vernam

■� Block� cipher

��o�고정된�크기의�블록으로�암호화

��o�대부분�Feistel�구조로�설계된다.�각각�t비트인�L0�,�R0�블록으로�이루어진�2t�비트�평문�블록

(L0�,�R0)이�r라운드(r≥1)를�거쳐�암호문(Lr�,�Rr)으로�변환되는�반복�구조를�말한다.�반복�

구조란�평문�블록이�여러�라운드를�거쳐�암호화되는�과정을�말하는데,�전체�알고리즘의�라

운드수�는�요구되는�비도와�수행�효율성의�상호�절충적인�관계에�의해�결정�된다.�보통�

Feistel�구조는�3라운드�이상이며,�짝수�라운드로�구성된다.�이러한�Feistel�구조는�라운드�

함수에�관계없이�역변환이�가능하며,�알고�리즘의�수행속도가�빠르며�구현이�용이하다는�

장점을�지니고�있다�

��o�예�:�DES,�SEED

■� � 동작�모드

��o�ECB(Electronic�Code�Book)�모드

����병렬처리가�가능하고�같은�키에�대해서�동일한�평문은�동일한�암호문을�생성하므로�각�블록을�

연결하지�않는�경우�공격자가�재조립등의�가능성이�있음

��o�CBC(Cipher�Block�Chaning)�모드�

Ⅳ(Initial� Vector)� 값을� 사용해� 첫� 번째� 메시지� 블록을� XOR한� 후� 그� 결과를� 암호화해

서� 첫� 번째� 암호문을� 생성한다.� 이� 암호문과� 두� 번째� 메시지� 블록을� XOR해� 그� 결과를�

암호화한� 것이� 두� 번째� 암호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메시지를� 암호화한다.� CBC�

모드는� EBC모드에서� 평문� 블록들의� 독립성을� 제거하고,� 각� 블록들을� 연결시킨다.� 이는�

전에� 형성된� 암호문� 블록이� 다음에� 형성될� 암호문� 블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루어진

다

��o�CFB(Cipher�FeedBack)�모드�

CFB� 모드는� IV값을� 암호화한�후� 그� 값을첫번째�메시지�블록과� XOR해서�첫번째� 암호문

을� 생성한다.� 두� 번째� 암호문은� 첫번째� 암호문을�암호화한� 값과� 두� 번째� 메시지� 블록의�

XOR값이다.� 이러한�방식으로�전체�메시지를�암호화한다

��o�OFB(Output�FeedBack)�모드�

OFB� 모드는� IV값을� 암호화한� 후� 그� 값을� 첫번째� 메시지� 블록과� XOR해서� 첫번째�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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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생성한다.� 여기까지는� CFB� 모드와� 같다.� 그러나� OFB� 모드에서는� 두� 번째� 암호문

이� 암호화된� IV값을� 다시� 암호화해� 두� 번째� 메시지� 블록과� XOR한� 값이다.� 즉,� CFB� 모

드에서는� 메시지� 블록과� XOR하는� 값이� 이전� 블록� 암호문의� 암호화한� 값이지만� OFB�

모드에서는�암호화한� IV값을�사용한다.

6.4.2� ARIA

ARIA는� 경량� 환경� 및� 하드웨어� 구현을� 위해� 최적화된,� involutional� SPN� 구조를� 갖는� 범

용�블록�암호�알고리즘이다.� ARIA의� 주요�특성은�다음과�같다.�

��o�블록�크기�:�128비트�

��o�키�크기�:�128/192/256비트�(AES와�동일�규격)�

��o�전체�구조:�Involutional�Substitution-Permutation�Network�

��o�라운드�수�:�12/14/16�(키�크기에�따라�결정됨)��

특히,� 경량� 환경� 및� 하드웨어에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ARIA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산

은� XOR과� 같은� 단순한� 바이트� 단위�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ARIA라는� 이름은�

Academy(학계),� Research� Institute(연구소),� Agency(정부� 기관)의� 첫� 글자들을� 딴� 것으

로� ARIA는� 블록�암호에�대한�알려진�모든�공격에�대한�내성을�갖도록�설계되었다.�

일차적으로� 설계자들에� 의한� 내부적인� 안전성� 분석을� 거친� 뒤에,� 객관적인� 안전성� 및� 효율

성� 평가를� 위하여� NESSIE(New� European� Schemes� for� Signatures,� Integrity,� and�

Encryption)의� 주관�기관인�벨기에�루벤�대학에�의한�평가를�받았다.�

ARIA는� 하드웨어� 구현� 및� 8비트� 환경에서� 뛰어난�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 IC� 카드,� VPN� 장

비�등� 다양한�환경에�적용이�가능하다.� 또한�소프트웨어�구현에서도�벨기에�루벤�대학의�효

율성�평가에서� Camellia보다�빠르고� AES에� 근접하는�성능을�보였다.�

6.4.3� SEED

SEED는�128비트�블록�암호�알고리즘이다.�즉�128비트�평문�입력을�통해�128비트�암호문을�출

력한다.�SEED의�전체�구조는�Feistel�구조로�이루어져�있으며,�128비트의�평문�블록�단위당�

128비트�키로부터�생성된�16개의�64비트�라운드�키를�입력으로�사용하여�총�16라운드를�거쳐�

128비트�암호문�블록을�출력한다�국내�표준�블록�암호알고리즘으로,�128비트�블록�암호�알고리

즘이다.�

128비트�입력�평문�블록을�2개의�64비트�블록으로�나누어,�16개의�64비트�라운드�키를�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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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16라운드를�수행한�후,�최종�128비트�암호문�블록을�출력한다.�Feistel�구조를�갖는�블록�암

호�알고리즘은�F함수의�특성에�따라�구분될�수�있는데,�SEED의�F함수는�수정된�64비트�Feistel�

형태로�구성된다.�F함수는�각�32비트�블록�2개를�입력으로�받아,�32비트�블록�2개를�출력한다.�

SEED의�라운드�키는�128비트�암호키를�64비트씩�좌우로�나누어�이들을�교대로�8비트씩�좌/우

로�회전이동한�후,�결과의�4워드들에�대한�간단한�산술연산과�G�함수를�적용하여�생성한다.�

라운드�키�생성과정은�기본적으로�하드웨어나(모든�라운드�키를�저장할�수�없는)�제한된�자원을�

갖는�스마트카드와�같은�응용에서의�효율성을�위하여,�암호화�및�복호화�시�암호키로부터�필요한�

라운드�키를�간단히�계산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6.4.4� DES

DES는�64비트�블록�암호�알고리즘이다.�즉�64비트�평문�입력을�통해�64비트�암호문을�출력한

다.�DES�역시�SEED와�마찬가지로�전체�구조는�Feistel�구조로�이루어져�있으며,�64비트의�키가�

사용되나�실제적으로는�56비트의�키를�선택할�수�있다.�

DES는�한�입력�블록에�대해�총�16라운드의�암호화를�반복한다.�이�때�각�라운드는�치환과�전치�

및�대치의�과정을�거치면서�평문과�키에서�나온�48비트의�키가�섞여�암호문을�만든다.�복호화는�

암호화의�역순으로�진행된다.�즉�64비트�입력�평문�블록을�2개의�32비트�블록으로�나누어,�16

개의�라운드�키를�이용하여�16라운드를�수행한�후,�최종�64비트의�암호문�블록을�출력한다.

DES의�라운드�키는�먼저�64비트의�키에서�패리티�비트를�제거하여�56비트를�출력하고,�그것이�

다시�28비트로�나누어져�1또는�2비트�Left�Shift된�후,�각각의�출력이�조합된�56비트가�치환과�

대치의�과정을�거쳐�48비트의�키가�생성된다.

6.5� 메시지�인증�알고리즘

데이터에�대한� 무결성은�메시지� 인증� 코드(MAC� -� Message� Authentication� Code),� 또는�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인증서와� 비밀키가� 이미� 발급된� 사용자의� 경우에는� 전자서

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패스워드에�기반한�메시지�인증�코드�방식을�사용한다.

패스워드에� 기반인� 인증코드� 방식을� 알고리즘� 식별자(Algorithm� Identifier)로� 기술할� 때에

는�이� 방식을�명확히�기술해�주는�인자들에�대한�설명이�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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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세서에서는� 메시지� 인증� 알고리즘으로� 해쉬� 함수를� 이용한� MAC,� 즉� HMAC의� 사용,�

또는� SEED를�이용한�MAC의�사용을�권장한다.�

6.5.1� HMAC�

HMAC은�메시지의�무결성과�함께�메시지의�출처�인증을�위해�사용되며,�해쉬함수와�대칭키로�

구성된다.�함께�사용되는�해쉬함수로는�SHA-1,�MD5�등이�있다.�HMAC에서는�송신자(A)와�수

신자(B)가�서로�알고�있는�대칭키(Ka,�Kb)를�이용해�해쉬함수로�메시지�인증�코드(HMAC)를�생

성하며,�송신자는�메시지와�메시지�인증코드를�함께�수신자에게�전송한다.�수신자는�메시지�변조�

여부를�확인하기�위해�송신자와�마찬가지로�수신한�메시지와�키(Ka,�Kb)를�이용해�메시지�인증코

드(HMAC)를�생성하고,�송신자에게서�받은�메시지�인증�코드와�비교한다.�이�때�송신자와�수신

자가�각각�생성한�두�개의�메시지�인증코드가�동일하면�메시지의�무결성이�확인되는�것이다.

6.6� 난수생성�알고리즘

6.6.1� 의사난수�생성

보안을�위해�사용되는�알고리즘에서는�예측할�수�없는�수가�인수로�필요한�경우가�많다.�이때�매

번�사용할�때�마다�의사�난수�생성�알고리즘에�의해�생성되는�수를�'난수'�혹은�'의사난수'라구�부

른다.�보다�안전한�난수의�사용을�위해서는�시간값을�넣어주어�매번�시간에�따라�다른�난수가�선

택될�수�있도록�하는�방법을�사용한다.

의사�난수�생성�과정은�다음과�같다.�

��o�단계1.�먼저�입력으로�i번째�생성�단계의�시간값(DTi)과�64비트�seed�값(Vi)을�준다.�Vi�은�임

의의�값으로�초기화되며,�난수�생성�과정�동안�계속�갱신된다.

��o�단계2.�triple�DES�를�이용한�암호화�과정을�수행한다.�여기에서는�56비트의�같은�키쌍(K1,�

K2)을�사용하며,�이것은�의사난수�생성을�위해서만�사용되는�비밀키이여야만�한다.

��o�단계3.�출력으로�64비트의�의사난수(Ri)와�64비트의�seed�값(Vi+1)이�생성된다.�

6.7� 세션키�공유

키분배의��세션키�공유는�공개된�네트웍�상의�두�객체가�둘만이�아는�비밀키를�생성하여�공유하

기�위한�모듈이다.�일반적인�비밀키�암호화를�위해�암호화하는�객체와�복호화하는�객체만이�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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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키를�가지고�있어야�하는데,�일반적으로�고정된�키를�오래�사용하는�것보다�예전과�다른�새

로운�비밀키를�필요�시�마다�생성하여�공유하는�것이�더�보안성이�뛰어나다.�이러한�특정�세션만

을�위한�비밀키를�생성하여�공유하게�하는�방식이�세션키�공유�방식이다.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암호학적으로�안전한�비밀키�유도�방식인�Diffie-Hellman�방식의�

키�공유�메커니즘을�사용한다.�이�방식은�사전의�어떠한�비밀�정보의�공유�없이도�비밀키의�공유

가�가능하다.�또한�한번의�짧은�세션�동안만�사용하고�폐기하여�암호화�채널의�안정성을�보장한

다.

6.7.1� Diffie-Hellman� Key� Agreement

DH방식은�세션키�공유를�위한�키분배�방식으로�이산대수문제의�어려움에�기반하고�있다.�즉,�공

개�정보�Y를�알더라도�X를�알아낼�수�없음을�의미한다.�DH방식에�참여하는�A와�B는�K로부터�둘

만이�공유하는�비밀키(흔히�해당하는�세션동안만�사용하므로�세션키라고�한다.)를�유도하여�사

용한다.�

객체�A와�B가�서로�비밀�정보(Xa,�Xb)를�생성한�후�그�비밀�정보로�교환할�공개�정보(Ya,�Yb)를�

만든다.�각자�Ya와�Yb를�교환한�후�객체�A는�Xa와�Yb를�사용해�Key를�생성하고�B도�같은�방식으

로�Xb와�Ya를�사용해�Key를�생성한다.�즉,�키를�공유하고자�하는�양측에서�각각�한�번의�통신을�

통해�서로의�공개�정보를�교환한�후,�자신의�비밀�정보와�상대방의�공개정보를�사용하여�안전하

게�세션키를�생성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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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인증서�관리�규격

7.1� 인증서�관리�프로토콜

PKI에서는�인증기관,�등록기관,�그리고�사용자�간의�각종�인증서�업무를�처리하기�위한�표준적인�

통신�프로토콜이�필요하다.�이를�CMP(Certificate�Management�Protocols)라�하며,�인증서�발

급/갱신/폐지�요청�및�응답�처리에�사용된다.�인증서�관리�프로토콜은�PKI�구성요소�간의�온라인�

상호연동�뿐만�아니라,�상호인증�하려는�두�인증기관�사이에서도�사용될�수�있다.�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RFC4210을�준용하여�인증서�관리를�수행하며,�그에�필요한�메시

지는�RFC4211의�메시지�형태를�사용한다.��본�상세서를�지원하는�인증서�관리�규격들은�다음의�

표준을�준수하여야�한다.�

■� RFC� 4210� Internet� X.509� Public� Key� Infrastructure� Certificate� Management� Protocol�

(CMP)

PKI의�초기화와�사용자의�등록,�인증서�발급,�갱신,�폐지�등� PKI� 관리를�위한�방안을�기술하

고,� 이를�구현하기�위한�메시지�구문을�정의한다.

■� RFC� 4211� Internet� X.509� Public� Key� Infrastructure� Certificate� Request� Message�

Format� (CRMF)

RFC4210에서�기술된�내용�중� 인증서�요청과�관련된�메시지�구문을�정의한다.

■� PKCS#10� v1.7� Certification� Request� Syntax� Standard

PKCS#10에서�정의하는�요청서의�내용은�다음과�같다.

CertificationRequestInfo

version 버전정보

subjectName 주체�이름

subjectPublicKeyInfo 주체�공개키�정보

attributes 기타�속성들

signatureAlgorithm 서명�알고리즘� ID

signature 서명값

여기서�subjectPublicKeyInfo는�X.509에서�정의되는�것으로�공개키와�공개키가�사용되는�알

고리즘�정보를�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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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인증서관리�프로세스

■�인증기관�인증서관리�프로세스

� � � � � � � 단계
인증서

발� � 급 갱� � 신 폐� � 지

최상위인증기관

(Root� CA)�인증서

1.� RootCA� 설치� 시� 콘솔에서�인

증서와�키�파일�생성

2.�인증서를� Ldap에�수동�게시

※� RootCA에서� CA인증서� 발급�

시� 2인�이상의� Pin�입력�필요

1.� RootCA� 콘솔에서� 갱신� 명령

어로�RootCA�인증서�갱신

2.� 갱신된� RootCA� 인증서를�

Ldap에�수동�게시

1.�RootCA�콘솔에서�폐지명령

으로�인증서�폐지

2.� 폐지된� RootCA� 인증서를�

Ldap에서�삭제

인증기관

(CA)�인증서

1.�해당�인증기관에서�CSR�제공

2.� RootCA� 관리도구에서� CSR을�

이용하여�인증서�발급

2.�인증서를� Ldap에�수동�게시

1.� RootCA�관리도구에서�CA�인

증서�갱신

2.� 갱신된� CA� 인증서를� Ldap에�

수동�게시

1.� RootCA� 관리도구에서� CA

인증서�폐지

2.�인증서를� Ldap에서�삭제

등록기관

(RA)�인증서

1.�CA�관리도구에서�RA�인증서와�

키�파일�생성�

2.� RA�인증서를�Ldap에�게시

1.� CA� 관리도구에서� RA� 인증서

와�키�파일�갱신�

2.� RA�인증서를� Ldap에�게시

1.� CA� 관리도구에서� 인증서�

폐지

2.�인증서를� Ldap에서�삭제

원격등록기관

(LRA)�인증서

1.� RA� 관리도구에서� LRA� 인증서

와�키�파일�생성�

2.�발급된�인증서�오프라인�전달

※LRA�인증서는� LDAP�게시안함

1.� RA�관리도구에서� LRA�인증서

와�키�파일�갱신�

1.�RA�관리도구에서�LRA�인증

서�폐지�

OCSP�인증서

1.�해당�CA가�OCSP�인증서와�키

파일�생성

2.� OCSP� 인증서를� Ldap에� 자동�

게시

3.�발급된�인증서를�OCSP�시스템

에�로드�및�설치

1.� OCSP� 서버는�일주일(7일)� 주

기로� OCSP� 단기인증서� 자동�

갱신을�해당�RA에�요청

2.�갱신된�인증서�Ldap에�자동�게

시

1.�해당�RA에서�OCSP�인증서�

폐지�요청

2.� 해당� CA에서� OCSP� 인증서�

폐지�및� LDAP에서�삭제

시점확인

(TSA)�인증서

1.� RA관리도구에서� TSA� 인증서�

발급요청

2.� TSA인증서를� Ldap에�게시

3.�발급된�인증서를�시점확인�서버

에�설치

1.� RA관리도구에서� TSA� 인증서�

갱신요청

2.� TSA인증서를� Ldap에�게시

3.� 갱신된� 인증서를� 시점확인� 서

버에�설치

1.� RA관리도구에서� TSA� 인증

서�폐지

2.� 폐지된�인증서는� Ldap에서�

자동�삭제됨

신뢰기관�인증서�

목록� (CTL)

1.� RootCA�관리도구에서�CTL�생

성

2.�생성된�CTL은� Ldap에�자동�배

포

1.� RootCA� 관리도구에서� 3개월�

주기로�CTL�자동�갱신

2.�갱신된�CTL은�Ldap에�자동�배

포

1.� RootCA�관리도구에서�CTL�

폐지

2.� CTL은� Ldap에�자동�삭제

웹서비스�인증서

1.�인증홈페이지�툴�또는�웹서버에

서�CSR�제공

2.� 인증홈페이지에서� CSR을� 이용

하여�웹서비스�인증서�발급

3.� 발급된�인증서를�인증홈페이지

1.�인증홈페이지에서�웹서비스�인

증서�갱신

2.�갱신된�인증서를�인증홈페이지

에서�다운로드

1.� RA�관리도구에서�웹서비스�

인증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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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용�및� 개인용�인증서�관리�프로세스

사용자 RA CA

인증서

발� � 급

On-Line

방식

IR(인증서발급요청) IR(인증서발급요청)

IP(인증서발급응답) IP(인증서발급응답)

CONF(인증서발급확인)

Off-Line

방식

IR(인증서발급요청)

IP(인증서발급응답)

CONF(인증서발급확인)

인증서

갱� � 신

On-Line

방식

KUR(인증서갱신요청) KUR(인증서갱신요청)

KUP(인증서갱신응답) KUP(인증서갱신응답)

CONF(인증서갱신확인)

Off-Line

방식

KUR(인증서갱신요청)

KUP(인증서갱신응답)

CONF(인증서갱신확인)

인증서

폐� � 지

On-Line

방식

RR(인증서폐지요청)

RP(인증서폐지응답)

7.1.2� 인증서관리�메시지

■�데이터�구조

인증서�관리에�사용되는�모든�메시지는�다음과�같은�구조를�가지고�있다.

에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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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I� Header PKI� Body PKI� Protection
ExtraCerts
(Sequence� of�
Certificate)

PKI�Header는�인증서�관리�메시지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정보인�주소�지정(addressing)과�발급,�

갱신,�폐지등을�구분할�수�있는�정보를�포함한다.�

PKI� Body는� 특정�메시지와�관련된�정보를�포함한다.

메시지�타입 메시지�정보

ir [0] 상태�검증�요청된�인증서가�유효함� � Initialization� Request

ip [1] Initialization� Response

cr [2] Certification� Request
cp [3] Certification� Response
p10cr [4] PKCS#10� certification� request� (see� [PKCS10])
popdecc[5] pop� Challenge
popdecr[6] pop� Response
kur [7] Key� Update� Request
kup [8] Key� Update� Response
krr [9] Key� Recovery� Request
krp [10] Key� Recovery� Response
rr [11] Revocation� Request
rp [12] Revocation� Response
ccr [13] Cross-Cert.� Request
ccp [14] Cross-Cert.� Response
ckuann [15] CA� Key� Update� Ann
cann [16] Certificate� Ann.
rann [17] Revocation� Ann
crlann [18] CRL� Announcement
conf [19] Confirmation
nested [20] Nested� Message
genm [21] General� Message
genp [22] General� Response
error [23] Error� Message

■� 메시지�프로파일

인증서�관리�메시지는�크게�인증서�발급(Initial� Registration),�인증서�갱신(Key�Update),�인

증서�폐지(Revocation)�세가지로�구분되어,�전자서명용과�암호화용�인증서를�함께�발급/갱신

/폐지�요청한다.

또한�인증서�정책�정보를�전달하기�위해�사용되는�General�Message와�General� Response

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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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인증서�요청형식�프로토콜

7.2.1� 인증서�발급

■�오프라인�방식

Off-line�방식의�인증서�발급은�Client의�직접적�개입�없이�전적으로�RA에서�이루어진다.�RA

는�인증서�발급�요청(IR� :Initial�Request)�메시지를�생성하여�이를�CA에�전송하고,�CA로부터�

인증서�발급�응답(IP� :� Initial� resPonse)�메시지를�받아�발급된�인증서를�수신한다.�인증서의�

수신이�성공적으로�끝나면�이를�알리는�확인(CONF� :� Confirmation)�메시지를�CA에게�전송

한다.

■�온라인�방식

On-line�방식의�인증서�발급은�미리�인증서�발급을�위한�인증코드(Authentication� Code)를�

배포받은�Client에서�시작된다.� Client는�자신의�정보와�인증코드를� RA에게�전달하고,� RA는�

이를�검증하여�올바른�요청일�경우�CA에�접속하여�인증서를�발급받아�이를�다시�Client에게�

전달한다.

■� IR� 데이터�구조

인증기관를�통하여�인증서를�발급시�인증서발급�요청�메시지(IR)� 구조는�다음과�같다

��o�PKI�Header

pvno 프로토콜�버전� -� 1

sender
송신자�이름� :� 사용자� -� NULL� /� 등록기관� -� 등록기관의�고유�
이름(DN)

recipient 인증기관의�고유�이름(DN)� (CA131000002의� DN)
messageTime 현재�시간

protectionAlg
사용자� -� MAC� 알고리즘� (hmacwithSHA1)
등록기관� -� 전자서명�알고리즘� (kcdsa)

senderKID
사용자� -� 요청을�인식하기�위한�고유�번호(ID)
등록기관� � 등록기관�공개키의�키� 식별자� (등록기관의�공개키�해쉬값)

recipKID 인증기관�공개키의�키� 식별자� (CA131000002의� 공개키�해쉬값)
senderNonce 난수� (128bit)� � � � � � � *� IP� Msg의� recipNonce값과�일치

��o�PKI�Body�:�IR(CertReq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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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ReqMsg
(전자서명용)

CertReq

certReqId
0(CertReqMessage순서를�
나타냄)

certTempl
ate

Version v3(2)

Subject
사용자 사용하지않음
등록기
관

사용자의�
고유이름(DN)

PublicKey
새� 인증서의�전자서명용�
공개키

extentions 확장영역
controls keyPolicyID 정책� SID� (Subject� ID)�

Pop
소유증명

signature
algorithmIdentifier 서명�알고리즘(kcdsa)

Signature
certReq의� DER� 인코딩한�
값에�대한�서명값

RegInfo 정책� SID,� EncryptedVID

CertReqMsg
(암호화용)

CertReq

certReqId 1

certTempl
ate

Version v3(2)

Subject
사용자 사용하지않음
등록기
관

사용자의�
고유이름(DN

PublicKey 새� 인증서의�암호화용�공개키
extentions 확장영역

controls keyPolicyID 정책� SID

Pop
keyEnciph
erment

thisMessage
암호화용�비공개키를�
인증기관의�공개키를�이용해�
암호화한�값

RegInfo 정책� SID,� EncryptedVID

-� RegInfo� :� 식별번호를�이용한� 본인확인� 기술규격� (KCAC.SIVID� v1.11)에� 따라� GCMA의�

인증서를� 요청하려면� 가상� 식별번호를� 암호화한� 형태의� EncryptedVID값을� CertReqMsg의�

regInfo� 부분에�저장할�수� 있다.� regInfo� 구성요소는�하나�이상의� Attribute� 형태의�값들을�

포함할�수�있으며,�EncryptedVID�값을�OID와�함께�포함시킬�수�있다.�EncryptedVID는�가상�

식별정보를�암호화하여�만들�수�있는�값으로�이때�사용되는�암호화�알고리즘은�GCMA의�암

호화용�인증서의�암호화�알고리즘을�따른다.

OID OID� :� 1.2.410.200004.6.1.2
EncryptedVID 암호화된�가상�식별번호

��o�PKI�Protection

Protection
사용자 header와� body의� DER� 인코딩한�값의�MAC값
등록기관 header와� body의� DER� 인코딩한�값의�서명값

■� IP� 데이터�구조

PKI� Body의� response에는� 여러� 개의� certResponse가� 들어갈� 수� 있다.� certResponse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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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정보를�나타내는� status필드가�포함되며,� status값이� granted(0)일� 때만�인증서가�들어

있는� certifiedkeyPair필드가�포함된다.

��o�PKI�Header

pvno 1
sender ir� message의� recipient값
recipient ir� message의� sender� 값
messageTime 현재�시간

protectionAlg
사용자�요청에�대한�응답� :� MAC� 알고리즘

등록기관�요청에�대한�응답� :� 인증기관의�전자서명�알고리즘
senderKID 인증기관�공개키의�키� 식별자
recipKID ir� message의� senderKID� 값
senderNonce 난수
recipNonce ir� message의� senderNonce� 값

��o�PKI�Body�:�IP(CertResMessages)

respo

nse

CertResp

onse

서명용

certReqId 0

status status
granted(0),�

rejection(2)
certifiedKeyPair certOrEncCert certificate 인증서

CertResp

onse

암호화용

certReqId 1

status status
granted(0),�

rejection(2)
certifiedKeyPair certOrEncCert certificate 인증서

��o�PKI�Protection

Protection
사용자�요청에�대한�응답 header와� body의� DER� 인코딩한�값의�MAC값
등록기관�요청에�대한�
응답

header와� body의� DER� 인코딩한�값의�서명값

■� CONF� 메시지

CONF� 메시지의� PKI� Body에는� 아무런� 정보도�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한� 정보는� 모두� PKI�

Header에� 들어있다.

��o�PKI�Header

pvno 1
sender 사용자� -� NULL� /등록기관� -� 등록기관의�고유�이름(DN)
recipient 인증기관의�고유�이름(DN)
messageTime 현재�시간
protectionAlg 사용자� -� MAC� 알고리즘/� 등록기관� -� 전자서명�알고리즘

senderKID
사용자� -� 요청을�인식하기�위한�고유�번호/등록기관� -� 등록기관�

공개키의�키� 식별자
recipKID 인증기관�공개키의�키� 식별자
senderNonce 난수
recipNonce ip� message의� senderNonce�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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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KI�Body�

PKIConfirmContent� 　 ASN.1� NULL

��o�PKI�Protection

Protection
사용자 header와� body의� DER� 인코딩한�값의�MAC값
등록기관 header와� body의� DER� 인코딩한�값의�서명값

7.2.2� 인증서�갱신

■�오프라인�방식

Off-line�방식의�인증서�갱신은�Client의�직접적�개입�없이�전적으로�RA에서�이루어진다.�기

본적인�메커니즘은� off-line� 방식의�인증서�발급과�완전히�동일하다.

■�온라인�방식

On-line�방식의�인증서�갱신�메커니즘�또한�on-line�방식의�인증서�발급�메커니즘과�거의�동

일하다�

■� KUR� 데이터�구조

인증기관를�통하여�인증서를�갱신시�인증서�갱신요청�메시지�구조(KUR)는� 다음과�같다.

��o�PKI�Header

Pvno 1
Sender 사용자/등록기관의�고유이름(DN)
Recipient 인증기관의�고유�이름(DN)
MessageTime 현재�시간
ProtectionAlg 사용자/등록기관� � 전자서명�알고리즘� (kcdsa)
SenderKID 사용자/등록기관의�전자서명용�공개키의�키� 식별자� (공개키�해쉬값)
RecipKID 인증기관�공개키의�키� 식별자
SenderNonce 난수� (128bit)

�o�PKI�Body�:�KUR(CertReqMessages)

CertReqMsg
(전자서명용)

certReq

certReqId 0

certTemplate

version v3(2)
subject 사용자의�고유�이름(DN)

publicKey
새� 인증서의�전자�서명용�
공개키

extentions 확장영역
controls oldCertId 기존�인증서의�일련번호

pop signature
algorithmIdentifier 서명�알고리즘

signature
certReq의� DER� 인코딩한�
값에�대한�서명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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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ReqMsg
(암호화용)

certReq

certReqId 1

certTemplate

version v3(2)
subject 사용자의�고유�이름(DN)

publicKey
새� 인증서의�암호화용�
공개키

extentions 확장영역
controls oldCertId 기존�인증서의�일련번호

pop
keyEncipherm
en

thisMessag
암호화용�비공개키를�
인증기관의�공개키를�
이용해�암호화한�값

��o�PKI�Protection

Protection
사용자/
등록기관

header와� body의� DER� 인코딩한�값의�서명값

■� KUP� 데이터�구조

인증기관를�통하여�인증서를�갱신시�인증서�갱신요청�응답�메시지�구조(KUP)는�다음과�같다.

�o�PKI�Header

pvno 1
sender 인증기관의�고유�이름(DN)
recipient 사용자/등록기관의�고유이름(DN)
messageTime 현재�시간
protectionAlg 인증�기관의�전자서명�알고리즘
senderKID 인증기관�공개키의�키� 식별자
recipKID kur� message의� senderKID� 값
senderNonce 난수
recipNonce kur� message의� senderNonce� 값

�o�PKI�Body�:�KUP(CertResMessages)

response

CertResp

onse

서명용

certReqId 0

status status
granted(0),�

rejection(2)
certifiedKeyPair certOrEncCert certificate 인증서

CertResp

onse

암호화용

certReqId 1

status status
granted(0),�

rejection(2)
certifiedKeyPair certOrEncCert certificate 인증서

��o�PKI�Protection

Protection 인증기관 header와� body의� DER� 인코딩한�값의�서명값

■� CONF� 데이터�구조

�o�PKI�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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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no 1
sender 사용자/등록기관의�고유�이름(DN)
recipient 인증기관의�고유�이름(DN)
messageTime 현재�시간
protectionAlg 사용자/� 등록기관� -� 전자서명�알고리즘
senderKID 사용자� /등록기관의�키� 식별자
recipKID 인증기관�공개키의�키� 식별자
senderNonce kup� message의� recipNonce� 값
recipNonce kup� message의� senderNonce� 값

�o�PKI�Body�

PKIConfirmContent� 　 ASN.1� NULL

�o�PKI�Protection

Protection
사용자� /
등록기관

header와� body의� DER� 인코딩한�값의�서명값

7.2.3� 인증서�폐지

■�오프라인�방식

인증서�폐지는�Client의�직접적�개입없이�전적으로�RA에서�이루어진다.�RA는�폐지�요청�메시

지(RR� :� Revocation� Request)를�생성하여� CA에�전송한다.� CA가�폐지�요청의�적법성을�확

인하고�이를�처리하여� RA에게�폐지�응답(RP� :� Revocation� resPonse)� 메시지를�전송한다.

■� RR� 데이터�구조

등록기관에서�인증서�폐지�요청을�대행하는�방식을�사용한다.

�o�PKI�Header

pvno 1
sender 등록기관의�고유이름(DN)�
recipient 인증기관의�고유�이름(DN)
messageTime 현재�시간
protectionAlg 등록기관� � 전자서명�알고리즘� (kcdsa)
senderKID 등록기관의�전자서명용�공개키의�키� 식별자�
recipKID 인증기관�공개키의�키� 식별자
senderNonce 난수� (128bit)

�o�PKI�Body�:�RR(RevReqContent)

RevDetails
certDetails

issuer 인증서�발행자의�고유�이름(DN)
subject 인증서�주체의�고유�이름(DN)
serialNumber 인증서의�시리얼번호

revocationReason 폐지�요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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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Details
certDetails

issuer 인증서�발행자의�고유�이름(DN)
subject 인증서�주체의�고유�이름(DN)
serialNumber 인증서의�시리얼번호

revocationReason 폐지�요청�사유

�o�PKI�Protection

Protection 등록기관 header와� body의� DER� 인코딩한�값의�서명값

�o�인증서�폐지사유

1.� 사용자�인증정보가�도난․유출된�경우
2.� 사용자�인증서�내의�정보� (조직정보,� 퇴사�등)가� 변경된�경우
3.� 인증서�사용�비밀번호를�잊었을�경우
4.� 사용자�인증정보�저장매체가�파손되어�인증서를�사용하지�못하는�경우
5.� 사용자�의무�사항을�충족하지�못한�경우
6.� 착오로�인한�인증서�발급�등이�있는�경우
7.� 인증기관의�인증정보가�노출�등으로�안전하지�못한�경우�등

■� RP� 데이터�구조

RevRepContent의� status와� revCerts의�정보는�RR메시지의�RevReqContent�순서대로�구성

된다.� revCerts에는�폐지�요청을�받은�인증서들의�정보가�포함된다.�인증서�폐지�요청�및�응

답에서는� CONF� 메시지를�사용하지�않는다.

�o�PKI�Header

pvno 1
sender 인증기관의�고유�이름(DN)
recipient 등록기관의�고유이름(DN)
messageTime 현재�시간
protectionAlg 인증기관의�전자서명�알고리즘
senderKID 인증기관�공개키의�키� 식별자
recipKID 등록기관의�전자관인용�공개키의�키� 식별자�
recipNonce rr� message의� senderNonce� 값

�o�PKI�Body�:�RP(RevResContent)

status
Status granted(0),� rejection(2)
Status granted(0),� rejection(2)

revCerts
CertId

issuer 인증서�발행자
serialNumber 인증서의�시리얼�번호

CertId
issuer 인증서�발행자
serialNumber 인증서의�시리얼�번호

�o�PKI�Protection

Protection 인증기관 header와� body의� DER� 인코딩한�값의�서명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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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인증서�메시지�처리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사용되는�메시지�처리�형식�및� 메시지�구문을�정의한다.

관련표준는�다음과�같다.

��o��ITU-T�X.680�Information�technology�-�Abstract�Syntax�Notation�One�(ASN.1):�

Specification�of�basic�notation

��o��X.690�Information�technology�-�ASN.1�encoding�rules�-�Specification�of�Basic�

Encoding�Rules�(BER),�Canonical�Encoding�Rules�(CER)�and�Distinguished�Encoding�

Rules�(DER)

��o�RFC�2045��Multipurpose�Internet�Mail�Extensions(MIME)�Part�One:�Format�of�

Internet�Message�Bodies

��o�Cryptographic�Message�Syntax�Standard

7.3.1 ASN.1� 및� DER� Encoding

ITU-T� X.680에서는�ASN.1에�대하여�정의되어�있고,� ITU-T� X.690은�ASN.1으로�표현된�정

보에� 대한� 실제� 인코딩� 방식인� BER(Basic� Encoding� Rule),� CER(Canonical� Encoding�

Rule),� DER(Distinguished� Encoding� Rule)에� 대하여�정의한다.

■� ASN.1

ASN.1(Abstract�Syntax�Notation�number�One)은�세계적인�공식�표준으로�원격통신을�위한�

프로토콜에�사용되는�데이터를�명확하게�기술하기�위해�사용된다.�이것은�구현되는�개발�언어,��도

구,��또는�시스템,��그리고�실질적인�데이터의�표현�방식에도�구애를�받지�않는�개념적인�언어이

다.��즉,�응용프로그램들간의�교환되는�메시지��Syntax에�대해�정의한�것이다.�

ASN.1은�오로지�정보의�본질과�구조적인�측면만을�기술하기�위한�것으로�연산자�같은�것은�정의

되어�있지�않다.�이는�프로그래밍�언어와의�차이점이기도�하다.

��o�ASN.1�Basics

��-�사용가능한�문자��:���A-Z,�a-z,�0-9�,��:=,�{},�<�.�@�()�[]�-�'"|&�^�*�;�>�

��-�대소문자�구분�

��-�주석처리��:�․시작�“--”,�․끝�“--”

��-�예약어��:��BEGIN,�END,�ANY,�EXPLICIT,�DEFAULT,�INTEGER,��BOOLEAN,�OCTET,�

OPTIONAL,�IA5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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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ymple�Types

���-��BOOLEAN

�������참과�거짓을�true�와�false로�표현하는�방식이다.�

��예시)�operationCompleted�BOOLEAN�::=�TRUE

���-��INTEGER

�������임의의�integer를�말하는�것으로�양수,�음수,�0의�어떠한�것도�될�수�있으며,�어떠한�

길이도�가질�수�있다.��Integer�type은�PKCS의�모든�부분에�걸쳐�version�number등

을�표현할�때�사용된다.�PKCS#1�RSAPublicKey,��RSAPrivateKey�type,��PKCS#3�

DHParameter�type�등에서�modulus,��exponent,�primes�등을�표현할�때,�

PKCS#5��PBEParameter�type에서message-digest�iteration�count를�표현할�때,�

그리고X.509�Certificate�type에서�version�number나�serial�number등을�표현할�

때에�사용된다.

���-��BIT�STRING�

bits(ones�and�zeroes)로�구성된�임의의�String을�말하는�것으로,�0을�포함하여�어떤�

길이도�가질�수�있다.�Bit�String�type은�PKCS#6�ExtendedCertificate�type의�

digital�signature에�사용되며,�X.509�Certificate의�digital�signature와�X.509�

SubjectPublicKeyInfo�type내부의�Certificate에�있는�PublicKey를�위해서도�사용될�

수�있다.��

���-��IA5String

IA5�character들로�이루어진�임의의�String이다.�IA5는�International�Alphabet�5를�

말하며�ASCII와�동일하다.�IA5�character�set은�출력할�수�없는�control�character들

을�포함한다.�IA5String은0을�포함한�어떠한�길이도�가질�수�있으며,�주로�PKCS#9의�

electronic-mail�address,�unstructured-name,�unstructured-address�attributes

에�사용된다.

���-��NULL

null�value를�말하며,�PKCS의�여러�부분에서�algorithm�parameter를�나타내는�데에�

사용된다.

���-��OBJECT�IDENTIFIER

algorithm이나�attribute�type,�때론�다른�object�identifier들을�정의하는�

registration�authority등과�같은�object들을�식별하는�integer�component들의�배

열을�말한다.�Object�Identifier는�여러�개의�component를�가질�수�있으며,�일반적으

로�component는�양수이다.�Object�Identifier는�PKCS#7의�ContentInfo�type,�

X.509�AlgorithmIdentifier�type의�algorithm,�그리고�X.501에�정의되어�있는�

Attribute�type과�AttributeValueAssertion�type의�attribute를�식별하는�데에�사용

된다.�Attribute�type은�PKCS�#6,�#7,�#8,�#9,�#10에�사용되며�



- 84 -

AttributeValueAssertion�type은�X.501�distinguished�names에�사용된다.�Object�

Identifier�value는�PKCS�전반에�걸쳐서�정의되어�있다.

���-��OCTET�STRING

octet(eight-bit�values)들로�이루어진�임의의�String을�말한다.�Octet�String은�0을�

포함한�어떠한�길이도�가질�수�있다.�Octet�String은�PKCS#5�PBEParameter�type의�

salt�value나�PKCS#7의�encryptedContent에,�그리고�PKCS#8의�PrivateKey나�

encrypted�Data에�사용된다.��

���-��PrintableString

PrintableString은�출력할�수�있는�character들로�구성된�임의의�String이다.�

PrintableString�type은�PKCS#9의�challenge-�password,�unstructured-�address�

attributes,�그리고�X.521�distinguished�names�attributes의�여러�부분에�사용된다.

인증서내�ou�등의�표기시�"Government�of�Korea",�"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등�표

기

���-��T61String

T.61�character들로�이루어진�임의의�String이다.�T.61은�ASCII�character�set의�

8-bit�확장으로서�subsequence�character�values(Latin,�Japanese등)의�표현에�사

용된다.

���-��UTCTime

'coordinated�universal�time'�or�Greenwich�Mean�Time(GMT)�value를�말한다.

��o�Structured�Types

������ASN.1은�위의�기본�타입들의�조합으로�만들어진�다음과�같은�새로운�구조체�타입을�

정의한다.

���-��SEQUENCE�

�������한�개�이상의�서로�다른�ASN.1�type들이�순서를�가지고�정렬된�상태로�존재하는�집합

체이다.

���-��SEQUENCE�OF

������같은�종류의�ASN.1�type들이�순서를�가지고�정렬된�상태로�존재하는�집합체이다.

���-��SET

������한�개�이상의�서로�다른�ASN.1�type들이�정렬되지�않은�상태로�존재하는�집합체이다.

���-��SET�OF

������같은�종류의�서로다른�ASN.1�type들이�정렬되지�않은�상태로�존재하는�집합체이다.

■� DER� Encoding

정보에�대한�명확한�기술은�ASN.1을�이용한다면,��이를�실제�네트워크�라인�혹은�통신�라인을�통

해�전달할�때�어떻게�표현할�것인지는�인코딩�법칙에�따라�달라진다.�즉�네트워크�상에서�교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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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메시지는�ASN.1형태로�구성되어�교환되지만,�ASN.1은�그�자체로는�추상적인�데이터�형식이

기�때문에�그것을�그대로�전송할�수�없다.�

따라서,��ASN.1�형태의�데이터�형식을�네트워크상에서�전송할�수�있는�형식으로�변환시켜야�할�

필요성이�있는데,�이때�사용되는�것이�BER,�CER,�DER,�PER�등의�인코딩�법칙이다.�이�중�어느�

것을�사용하느냐는�개발�환경과�분야에�따라�달라진다.

암호�분야에서는�DER을�사용하며,��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도�마찬가지로�DER인코딩�방식

을�사용한다.�DER은�BER의�부분집합이지만�언제나�같은�정보에�대하여�같은�인코딩�결과를�갖

는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일반구조는

Tag Length Value

-�Type은�Identifier�혹은�Tag로�불리워진다

-�Value는�Contents로�불려진다

-�복잡한�TLV-인코딩�값�

T L T L V T L V

7.3.2 Base64� Encoding

E-mail을�통하여�바이너리�정보를�보내기�위해서�생겨난�인코딩�방식이다.�예전에는�E-mail을�

통하여�오로지�ASCII�string만을�보낼�수�있었다.�이�때문에�8비트�모두에�정보를�가지고�있는�

character에�대해서는�ASCII�string만으로�표현할�수�있는�방법이�필요했다.�

바이너리�정보와�character�string�사이의�변환�방식은�여러가지가�존재하지만�Base64�인코딩

이�가장�좋은�효율을�갖는다고�알려져�널리�쓰이고�있으며,��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도�이�방

식을�사용한다.

바이너리�정보에�대해서�오로지�대소�영문자�52개와�숫자�10개�그리고�'+',�'/'만을�사용하여�표

현하므로�Base64라는�이름을�갖게�되었다.�

7.3.3 전자서명된�메시지�형식

암호학적으로�생성된�메시지는�PKCS#7�표준을�따르며,���특히�signed�data와�enveloped�data

는�가장�널리�사용되는�데이터�형식으로,�인증서와�인증서�폐지목록을�위해서도�사용되며�데이터�

형식은�다음과�같다.

��o�data�(untreated)��:�변형되지�않은�데이터�그대로를�말한다.�단순한�octet�string

��o�signed�data�:�data에�서명하여�서명값과�서명자의�인증서를�포함시킨�데이터�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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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nveloped�data�:�data를�암호화하여�암호화에�사용한�키를�포함시킨�데이터�형식

��o�signed-and-enveloped�data�:�signed�data와�enveloped�data가�결합된�형태의�데이터�형

식

��o�digested�data�:�data에�서명은�하나,�서명값과�서명자의�인증서는�포함시키지�않은�데이터�

형식

��o�encrypted�data�:�data를�암호화하나,��암호화에�사용한�키는�포함시키지�않은�데이터�형식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의�전자서명�데이터�및�CTL은�signed�data를,�공개키�암호화�데이터

는�enveloped�data의�형식을�사용한다.�

��o�signed�data

version 버젼정보

digestAlgorithms content� 서명�시� 사용한�해쉬�알고리즘� ID

contentInfo
contentType 서명된� content의� 형식
content 서명된� content

certificates(optional) 인증서
crls(optional) 인증서�폐지목록

signerInfo

version 버젼정보

IssuerAndSerialNumber
서명자정보,� 서명자�인증서의�발급자�이름과�
일련번호

digestAlgorithm content� 서명�시� 사용한�해쉬�알고리즘� ID

authenticatedAttributes(opt
ional)

서명�시간정보�등� 포함�

digestEncryptionAlgorithm 서명�알고리즘� ID
encryptedDigest 서명값(Octet� String)
unauthenticatedAttributes(
optional)

7.3.4 암호화�메시지�형식

��o�enveloped�data

version 버젼정보

recipientInfos

version 버젼정보

IssuerAndSerialNumber
수신자�정보,� 수신자�인증서의�발급자�

이름과�일련번호
keyEncryptionAlgorithmID 키� 암호화�알고리즘� ID
encryptedKey 암호화된�키

encryptedCo

ntentinfo

contentType 암호화된� content의� 형식
contentEncrpytionAlgorithm content� 암호화에�사용한�알고리즘� ID
encryptedContent 암호화된�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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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비공개키�저장�및� 전달�방식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사용되는��비밀키�저장�및�전달방식�관련�표준은�다음과�같다.

��o�KCAC.TS.UI,�"공인인증기관간�상호연동을�위한�사용자�인터페이스�기술규격[v1.90]“

��o�PKCS#5�v2.1�Password-Based�Cryptography�Standard

��o�PKCS#8�v1.2�Private-Key�Information�Syntax�Standard

��o�PKCS#12�v1.0�Personal�Information�Exchange�Syntax�Standard

���

구� � 분 적용알고리즘�및�표준

키쌍생성
전자서명용 KCDSA(개인용,� 기관용),� RSA(인증기관용)
암호화용 RSA

비밀키�저장�
Session� Key생성 PKCS#12
암호화 ARIA
저장형식 PKCS#8

전달형식 PKCS#12 ���

7.4.1 키생성

사용자�신원�정보에�대한�암호화�방법으로�패스워드�기반의�암호화�방식과�공개키�기반의�암호

화� 방식을� 제공하나,�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 � 패스워드� 기반의� � 암호화를� 위한� 키를��

PKCS#12에�따라�생성한다.

암호화를�위해�사용되는�키는�패스워드�기반의�키�유도�함수를�이용하여�생성되며�패스워드�

기반의�키� 유도�함수는�다음과�같은�형태를�갖는다.�

���key�=�PBKDF�(password,�salt,�iterations)

여기서� salt는�패스워드로부터�다양한�키를�만들어�내기�위한�역할을�하고,� iterations은�키를�

얻어내기�위한�노력의�양을�조절하기�위해�사용된다.�

행정전자서명인즈체계에서는� PKCS#12� 키유도� 함수를� 사용하며,� 여기에서� 사용되는� 구조체

는�다음과�같다.�

���pkcs-12PbeParams�::=�SEQUENCE�{

salt OCTET�STRING,

iterations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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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hash�함수의�길이�사용(160bit)

���iteration�:�1024

7.4.2 비공개키�저장형식

비공개키를�안전하게�보호하기�위해�비공개키(Private-key�Information)와��암호화된�비공개키

(Encrypted�private-key�Information)의�저장형식을�PKCS#8에�따른다.

패스워드�기반의�키�유도�함수로�생성된�키로�메시지를�암호화하는�방법과�암호화�시�사용한�키

로�암호화된�메시지를�복호화하는�방법을�정의한다.�Encryption�schemes는�비공개키를�암호화

할�때�사용되며�암호화�시�입력�메시지는�PKCS#8형식을�따른�비공개키의�정보가�된다��

■� 비공개키�구문� (Private-key� information� syntax)�

비공개키�정보에�대한�구문과�비공개키�생성�알고리즘에�대한�구문,�그리고�비공개키�

암호화와�관련된�속성정보에�대한�구문을�정의한다.

version 버전정보

privateKeyAlgorithm
비공개키�알고리즘� OID(ex.�
RSAEncryption)

privateKey 비공개키�값
attributes 비공개키�정보에�따른�기타�속성들

(1)� version� :� 인코딩된�비공개키�구문� � 버전�

� � �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표준에�권고하는�값(“0”)을� 사용하고�있다.

� � � *� INTERGER로�되어�있음

(2)� � privateKeyAlgorithm� :� 비공개키�알고리즘을� OID로� 표시한다� .

� � � � 전자서명� :�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 KCDSA를�사용한다.

� � � � *� Oid_kcdsaWithSHA256={� 1,2,410,200004,1,27� }

� � � � 암호화용� :�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 RSA를�사용한다.

� � � � *� Oid_sha256WithRSAEncryption� =� {� 1,2,840,113549,1,1,11� }

(3)� � privateKey� :� 저장하고자�하는�비공개키의�값

� � � � *� OCTET� STIRNG� 되어�있음

(4)� attribute� :�비공개키와�관련된�속성들을�낸다.�서명용�비공개키인�경우에는�KISA에

서�정의한� “식별번호를�이용한�본인확인”을�위한�랜덤값을�저장한다.�

■� 암호화된�비공개키�구문� (Encrypted� private-key� information� syntax)

비공개키를�암호화한�알고리즘�정보에�대한�구문과�암호화된�비공개키에�대한�정보를�

정의한�구문으로�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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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ryptionAlgorithm 암호화�알고리즘� ID
encryptedData 비공개키�정보를�암호화한�결과값

(1)� encryptionAlgorithm� :� PrivateKeyInfo를�암호화�하기�위한�알고리즘을�나타낸다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오프라인�시�관리자가�알고리즘을�선택�가능하며�온라인�발

급시는�ARIA�알고리즘을�사용하고�있다

(2)� encryptedData� :� PrivateKeyInfo를� 암호화한�데이터를�넣는다

현재�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 PKCS#12로� 패스워드� 기반의� 비공개키를� 생성후�

암호알고리즘(기관용�ARIA,�개인용� SEED)을�통해�암호화한�후� PKCS#8�형식으로�비

공개키를�저장한다.

7.4.3 비공개키�및� 인증서�전달형식

사용자�신원�정보에�해당되는�비공개키와��인증서�전달�형식은�PKCS#12에�따르며,�두�가지의�보

안�기능를�제공한다.�Privacy�Mode(PM)와�Integrity�Mode(IM)이다.�

PM은�개인��정보의�공개�방지를�위한�것으로�암호화를�사용하고,��IM은�위조�방지를�위한�것이

다.�각각은��공개키�기반의�구현과�패스워드�기반의�구현이�가능하므로,�총�4가지�조합이�가능하

다.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PM1과�IM2를�사용하고�있으며,�이�방식은�MS�PFX에�사용하고�

있는�방식을�따르고�있다.

■� privacy� mode

� � � (a)� Public-key� privacy� mode(PM1)

� � � � � � � 수신자의�공개키를�사용하여�데이터를�암호화�한다

� � � (b)� Passwd� privacy� mode(PM2)

패스워드로�추출된� symmetric� key를� 이용하여�데이터를�암호화�한다

■� integrity� mode�

� � � (a)� Public-key� integrity� mode(IM1)

� � � � � � � 송신자의�비공개키의�전자�서명값을�사용한다.

� � � (b)� Password� integrity� mode(IM2)

� � � � � � � integrity� 패스워드를�이용한�message� authentication� code(MAC)를� 사용한다

PFX(Personal�inFormation�eXchange)�Type은�데이터�전달�형식을,��SafeBag�Type은�PFX에�

포함되는�데이터에�대한�내용을�저장하거나�암호화하는�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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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준에서�정의하는�가장�상위의�PDU(Protocol�Data�Unit)는�PFX이며,�다음과�같은�구조체

로�표현될�수�있다.

version 버전정보

AuthenticiatedSafes ContentInfo
contentType content� 형식의OID
content safeContents의� BER인코딩

macData MacData
mac digestedInfo
macSalt
iterations 정수값

(1)� version� :�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표준에�명시된�값(“3”)을� 사용하고�있다

(2)� authSafe� :� AuthenticatedSafe� 형태의� 데이터를� BER� 인코딩하여� IM1인� 경우�

signedData� 형태로,� IM2인�경우�직접� data� 형태로�넣어준다.

MacData는� 두번째� 경우인� IM2로� 구현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signedData와� data에� 대해서는� PKCS#7을� 참조.)�

� � � � � � � � � � � � � � 즉,� contentType에는� IM1인�경우� signedData가,� IM2인�경우

data가� 들어간다.� AuthenticiatedSafe는� 복수개의� ContentInfo를�

가질�수�있으며,�각�ContentInfo에는�SafeContents의�BER�인코딩된�

결과가� 포함된다.� PM1인� 경우,� envelopedData� 형태,� PM2인� 경우�

encryptedData� 형태,� 그리고� Privacy� mode를� 사용하지�않는� 경우,�

data의� 형태가�들어있다.

(3)� macData� :� IM2인�경우� PKCS� #7� Digestinfo� 형태로� 넣어준다.� MAC� value는� �

password,macSalt,� iteraitionCount를� 필요로� 한다.� macData의�

macSalt에는� PBE�키�생성�메커니즘의�입력으로�사용할�값이�들어간

다.

SafeContents는�복수개의�SafeBag으로�이루어지며,�다음과�같은�구조를�갖는다.

safeContents SafeBag

bagID bag� Type의� OID

bagValue bagID에서�선택된� Type의값

bagAttributes bag� 속성들�

(1)� bagId� :� SafeBag의� 타입을�나타내는� bagId에는� keyBag,� certBag,� crlBag,�

pkcs8ShroundedKeyBag,� secretBag,� safeContentsBag� 등이�대입�

가능하고,� 각� 타입에�맞은�값이� bagValue에� 대입될�수� 있다.

(2)� bagValue� :� bagId에서�선택된�타입에�값을�넣는다.�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

비공개키(keyBag)와� 인증서(certBag)만� 포함하고�있다.

(3)�bagAttributes�:�속성들을�포함한다�(ex,�localKeyId,�nicknam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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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PKCS#5

패스워드�기반의�암호화�표준을�정의한다.�암호�분야에서�패스워드는�신원확인,�암호화,�메시지�

인증�등에서�사용될�수�있다.�그러나�패스워드는�그�자체가�암호�알고리즘이나�메시지�인증�코드�

등의�키�입력으로�사용될�수�있는�안전한�형태가�아니기�때문에�그대로�사용할�수가�없다.�

PKCS#5에서는�그러한�패스워드를�입력으로�안전한�형태의�키를�유도해�낼�수�있는�방법론을�정

의한다.�

■� 키� 생성(Key� establishment)

암호화를�위해�사용되는�키는�패스워드�기반의�키�유도�함수를�이용하여�생성되며�함수는�다

음과�같은�형태를�갖는다.�

key� =� PBKDF� (password,� salt,� iterations)

여기서� salt는�패스워드로부터�다양한�키를�만들어�내기�위한�역할을�하고,� iterations은�키를�

얻어내기�위한�노력의�양을�조절하기�위해�사용된다.�

PKCS#5는�PBKDF1과�PBKDF2의�두�가지�방식을�제안하며,�PBKDF2는�PBKDF1가�20bytes�

보다�긴�키를�만들어�낼�수�없었던�기능적인�제약을�보완하고�안전도를�향상시킨�패스워드�기

반의�키�유도�함수이다.�PBKDF1이�키�유도를�위해�해쉬함수를�이용하는�반면,� PBKDF2는�의

사난수�함수를�이용한다.� PBKDF2의�경우�유도된�키의�길이에�대한�제한은�없으나,�의사난수�함

수의�구조에�의해�제한될�수도�있다.�여기에서�사용되는�구조체는�다음과�같다.

salt octet� string� or� 알고리즘ID
iterationCount 정수값
keyLength(optional) 유도된�키의�길이
prf� Algorithmidentifier 의사난수�함수의� ID

■� 암호화�방법(Encryption� schemes)

패스워드�기반의�키�유도�함수로�생성된�키로�메시지를�암호화하는�방법과�암호화시�사용한�

키로�암호화된�메시지를�복호화하는�방법을�정의한다.�Encryption� schemes는�비공개키를�암

호화할�때� 사용되며�암호화시�입력�메시지는� PKCS#8형식을�따른�비공개키의�정보가�된다.� �

Encryption� schemes는�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하여� PBES1과� PBES2으로� 구분된다.�

PBES1은�PBKDF1을�이용하는�DES�혹은�RC2-CBC�알고리즘�방식이고,�PBES2는�PBKDF2를�

이용하는� 16byte이상의�블록�암호화�알고리즘�방식이다.�

■� � 메시지�인증�방법(Message-authentication� schemes)

MAC(Message�Authentication�Code)값을�생성하는�방법과�MAC값을�검증하는�방법에�대

해�정의한다.�MAC값의�생성은�키의�메시지로부터�메시지�인증�코드를�얻는�것이고,�MAC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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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증은� 메시지� 인증� 코드를� 통하여� 동일한� 키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패스워드� 기반의�

Message-authentication� schemes에서�일컫는�키는�패스워드를�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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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인증서�서비스�규격

8.1� 실시간�인증서�유효성�상태검증(OCSP)

OCSP는� 인증서의� 실시간�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인증서의� 폐지� 여부를� 요청� 및�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인증서� 폐지� 정보� 및� 부가적인� 상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

며,� � � 다음의�표준을�준용하여야�한다.

��o� KCAC.TS.OCSP,�"실시간�인증서�상태확인�기술규격“

��o� RFC�2560�X.509�Internet�Public�Key�Infrastructure�Online�Certificate�Status�Protocol�-�OCSP

��o� RFC�5019�X.509�Internet�Public�Key�Infrastructure�Online�Certificate�Status�Protocol�-�OCSP�

for�G-SSL

OCSP� 서버는� 적법한� 클라이언트가�원하는� 인증서의�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의�

조건을�만족해야�한다.�

��o��인증서�상태�조회를�위한�요청�메시지와�응답메시지�전송을�위한�프로토콜은�HTTP를�사용해야�

한다.

��o��클라이언트가�OCSP�서버�인증서를�획득하기�위하여�응답�메시지에�OCSP�서버의�인증서를�

포함하여�보내야�한다.

��o��OCSP�요청�및�응답은�재연�공격에�대처할�수�있도록�Nonce를�requestExtensions�및�

resposeExtensions에�반드시�사용해야�한다.

��o��이용자가�요청한�인증서의�상태조회�결과가�폐기인�경우�이용자가�인증서의�폐지사유를�명

확히�알�수�있도록�응답�메시지의�revocationReason�필드를�반드시�사용해야�한다.

8.1.1� 인증서�유효성�상태검증�프로세스

■�인증서�상태�검증�요청�

OCSP�사용자는�상태�검증을�하고자�하는�인증서에�대한�상태�정보�요청문(request)를�생성

하여�OCSP�서버에게�보내고�응답문(response)이�올�때까지�주어진�인증서에�대한�수용여부

를�미루어둔다.

��o��protocol�version

��o��service�request

��o��target�certificate�identifier

��o��optional�extensions

요청�메시지에는�상태�검증을�요청할�인증서의�일련번호,�인증서�발급자�DN,�인증서�발급자�

공개키에�대한�해쉬값�등이�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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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상태�검증�응답�

인증서�상태�검증�요청을�받은�OCSP�서버는�요청�메시지를�보낸�사용자가�요청을�하도록�허

가�받은�사용자인지를�확인한다.�만약�허가�받지�않은�사용자가�요청을�했다면�에러�메시지를�

보낸다.�

요청자의� 허가여부는�사용자의� 요청� 메시지의�버전이� 올바른지,� 난수값이� 명시되어있는지를�

확인한�후,� 서명이�되어�있는지�판단하고,� 서명�검증을�실시한다.�

다음으로�검증�요청을�받은�인증서가�폐지된� 것인지�판단한�후,� 다음과�같은�응답�메시지를�

구성하여�사용자에게�보낸다.

��o�version�of�the�response�syntax

��o�name�of�the�responder

��o�responses�for�each�of�the�certificates�in�a�request

��o�optional�extensions

��o�signature�algorithm�OID

��o�signature�computed�across�hash�of�the�response�

인증서�상태�유형 �내� � � � � � 용
good(1) 상태�검증�요청된�인증서가�유효함

revoked(2)
상태�검증�요청된�인증서가�폐지�또는�유효기간이�초과�
되었음

unknown(3) 상태�검증�요청된�인증서에�대한�어떤�정보도�알� 수� 없음

■�인증서�상태�검증�응답�검증�

사용자는�OCSP�서버로부터�받은�응답�메시지를�확인한다.�이는�응답에�서명한�서버가�허가�

받은�상태인지를�확인한다.

응답자의�허가여부는�받은�응답이�사용자가�요청했던�서버로부터의�응답인지를�버전과�난수

로�확인을�하고,�응답에�포함된�서명이�올바른지를�확인한다.�다음으로�응답서버의�인증서가�

폐지�된� 것인지�판단함으로써�이루어진다.

8.1.2� 인증서�유효성�상태검증�데이터�구조

■�요청�메시지

RequestList에는�상태�검증을�요청할�인증서에�대한�정보가�포함되며,�복수개의�인증서의�상

태� 검증� 요청이� 가능하다.� 요청� 메시지에� 서명을� 할� 경우에는� requestorName에� 요청자의�

DN값을�명시해야�한다.�

optionalSignature�의� certs에는�요청자의�인증서�외에�요청자의�서명�검증에�필요한�인증서

들이�포함되어야�한다.

service� locator는� 요청�메시지를�받을� OCSP� 서버에�대한�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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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Reque
st

Version V1� (0)
requestorName(optional) 요청자의� DN

reque
stList

req
Cert

certID

hashAlgorit
hm

해쉬알고리즘� ID.� 대상�인증서�발급자�
DN과�공개키�해쉬에�대한�알고리즘�정의�
(현재� SHA256방식을�사용.)

issuerName
Hash

발급자� DN의�해쉬값

issuerKeyHa
sh

발급자�공개키의� tag와� length를� 제외한�
해쉬값�

serialNumb
e

검증�대상�인증서의�일련번호

singleRequestExtensions
(optional)� � � � � � � � � � � � � � �
� � �

Service� locator�
(검증대상인증서의AIA값)

requestExtensions(optional)
난수,� 수용�가능한�응답�형식(현재�수용�
가능한�응답� :� oid� :�
id_pkix_ocsp_basic)

optionalSi
gnature�
(optional)

signatureAlgorithm 서명�알고리즘� ID

Signature
tbsRequest의� DER인코딩한�값에�대한�
서명값

Certs 요청자의�인증서

■�응답�데이터�구조

responseStatus� 값이� successful(0)이라면� responseBytes� 값을� 포함한다.� 그렇지� 않다면�

responseBytes을� 포함하지�않는�다음과�같은�에러�응답을�보낸다.

�o�malformedRequest�(1)�:�요청�메시지�형식이�맞지�않는�경우

�o�internalError(2)�:�OCSP서버�내부�에러가�발생한�경우

�o�tryLater(3)�:�OCSP�서버가�작동은�하고�있으나,�잠시�서비스를�할�수�없는�경우

�o�sigRequired(5)�:�요청�메시지에�요청자의�서명이�포함되어야�하는�경우

�o�unauthorized(6)�:�허가받지�않은�사용자에게서�요청이�온�경우

responses에는� 검증� 요청을� 받은� 인증서에� 대한� 상태� 정보가� 포함되며,� 복수개의� 인증서에�

대한�상태�검증�응답이�가능하다.

optionalSignature의� certs에는� 응답자� 인증서� 외에� 응답자� 서명검증에� 필요한� 인증서들이�

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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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Status
0:� ResponseBytes� 포함� (good,�
revoked)
1-6:� ResponseBytes� 없음

respon
seBytes
(option
al)

basic
OCSP
Resp
ons

responseType
수용�가능한�응답�형식� (현재�수용�
가능한�응답� :
value� :� id_pkix_ocsp_basic)�

tbsR
espo
nseD
ata

Version V1
responderID 응답자�공개키의�해쉬값
productAt 응답에�서명한�시간

res
pon
se

ce
rtI
D

hashAlgorith
m

해쉬알고리즘� ID� (요청문과�동일.�
SHA1)발급자

issuerNameH
ash

발급자DN의�해쉬값

issuerKeyHas
h

발급자�공개키의�해쉬값�

serialNumber 검증한�인증서의�일련번호
certStatus good/revoked/unknown
thisUpdate 서버의�현재시간� (사용하지않음)
nextUpdate(opti
onal)

사용하지않음

singleExtensions
(optional)

사용하지않음

responseExtensions
(optional)

난수(요청자가�보낸�값을�그대로�전송)

optio
nalSi
gnat
ure(o
ption
al)

signatureAlgorithm 서명�알고리즘� ID

signatur
tbsResponseData의� DER인코딩한�값에�
대한�서명값

certs 응답자의�인증서

8.2� 시점확인(TSA)

시점�확인�서비스는�전자�문서�및�전자�서명�데이터에�대한�시점�확인�증명�데이터(Time�Stamp�

Token)를�생성하여�특정�시각에�존재했다는�것을�증명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이다.�네트워크�

상의�서버와�PC들은�서로�다른�시각을�가지고�동작하고�있으며,�같은�시간대에도�몇�초에서�몇�

분�정도의�시간�차이가�존재한다.�인증서가�폐지되었을�경우,�이렇게�서로�다른�시각으로�인해�폐

지�전에�수행된�전자서명인지�또는�폐지�후에�수행된�전자서명인지를�증명하는데�문제가�발생할�

수�있다.�

시점�확인�서비스는�바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자서명�문서에�대한�시점확인�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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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시점에�대한�부인봉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한다.�TSA(Time�Stamping�Authority)

는�TSP(Time�Stamp�Protocol)에�의해�시점확인�요청(Time�Stamp�Request)을�받아�시점확인�

증명�데이터를�생성�제공한다.�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다음과�같은�표준을�준용한다.

�o�KCAC.TS.TSP,�"전자서명인증체계�시점확인�프로토콜�규격[v1.11]“

�o�RFC�3161�Internet�X.509�Public�Key�Infrastructure�Time-Stamp�Protocol

8.2.1� 시점확인�프로세스

■�시점확인�요청

시점확인�클라이언트는�시점�확인을�받고자�하는�전자문서의�해쉬값을�가진�시점확인�요청�메

시지를�만들어�요청하는�서버의�서명값을�포함�또는�포함하지�않고�시점확인�서버에�보낼�수�

있다.�시점확인�요청메시지에는�시점확인�서비스를�받을�전자문서의�해쉬값과�사용한�해쉬�알

고리즘에�대한�정보가�있어야�한다.

■� 시점확인�응답

시점확인�요청메시지를�받은�시점확인�서버는�요청메시지가�올바른지�확인하여�응답메시지에�

시점확인�서버의�서명값을�포함하여� � 시점확인토큰�정보등을�시점확인�클라이언트에�보낸다.

■� 시점확인�응답�검증

시점확인�클라이언트는�시점확인�서버로부터�받은�응답메시지를�확인한다.

8.2.2� 시점확인�데이터�구조

■�시점확인�요청

�o�전자서명�안된�시점확인�요청

TimeStamp
Request

Version 버전정보 V1

Message
Imprint

HashAlgorithm
전자문서�해쉬�
알고리즘

Sha-1

HashedMessage 전자문서�해쉬값

ReqPolicy(optional) 정책식별자
향후설정�필요
-� 시각정확성
-� 서비스대상구분

Nonce 검증�값 난수
CertReq(optional) 인증서�요청�플래그 TRUE
Extension(optional) 추가정보 사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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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전자서명된�시점확인�요청

시점확인�클라이언트는�요청메시지에�전자서명하여�메시지를�생성할�수�있다.�전자서명�된�요

청메시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RFC2630의� SignedData의� 구조와� 일치하며� SignedData의�

EncapsulatedContentInfo항목에�시점확인�요청�메시지가�들어간다.

Version 버전정보

DigestAlgorithms
signed� content�
서명에�사용한�알고리즘�
ID

Conten
tInfo

ContentType
서명된� content� 의�
형식

cont
ent

TimeSta
mpRequ
est

Version 버전 V1

Messag
eImprin
t

hashAlgorit
hm

전자문서�해쉬�
알고리즘

Sha-1

hashedMess
age

전자문서�해쉬값

ReqPolicy(optional) 정책식별자 향후설정필요
Nonce 검증난수 난수
CertReq(optional) 인증서�요청�플래그 TRUE
Extension(optional) 추가정보 사용안함

certifiacates� (optional) 인증서
crls� (optional) 인증서�폐지목록
Singerinfos 전자서명

■�시점확인�응답

시점확인�요청메시지의�전자문서�해쉬값과�알고리즘이�다르면�오류메시지를�보낸다.�요청�메시

지에�오류가�없으면�다음과�같은�정보를�포함한�시점확인�응답메시지를�만들고,�시점확인�서

버의�서명키로�서명하여�시점확인�클라이언트에게�보낸다.�

○� PKIStatus� 정보

���-�0�,�1�:�정상

���-�2�:�rejection��

���-�3�:�waiting�����

���-�4�:�revocation�warning

���-�5�:�revocation�notification�

○� PKIFailureInfo� :� 오류정보

��-��0�:�사용한�해쉬�알고리즘과�해쉬�값의�길이가�일치하지�않음

��-��1�:�전자관인/전자서명�검증�오류

��-��2�:�인증서�오류

��-��3�:�인증서�오류,�알�수�없는�DN

��-��4�:�데이터�형식�오류(데이터형식이�전자관인�데이터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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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점확인�요청메시지�데이타�형식�오류

��-��6�:�시점확인�요청메시지�버전�오류

��-��15�:�서버가�지원하지�않는�정책식별자임

��-��16�:�지원하지�않는�확장�필드임

Status
PKIStatus 0,1� 정상,� 2~5� 에러
PKIFreeText 오류설명
PKIFailureInfo 오류정보

TimeSta
mpToke
n
(optiona
l)

Conte
ntTyp
e

서명된� content� 의� 형식

Conte
nt

Version 버전
DigestAlgorith
ms

전자문서�해쉬�알고리즘

EncapContent
Info

Conte
ntType

시점확인토큰�정보의� content의� 형식

Conte
nt

Version 버젼 V1

Policy
정책식별
자

1.2.410.100001.
2.1.2
-변경필요-

MessageImpr
int

해쉬�
알고리즘
,� 해쉬값

Sha-1

SerialNumber 일련번호
1000000001019
72� (15자리)

GenTime
시점확인�
시간

040721160721Z
(UTC� Time)

Accuracy(opti
onal)

오류범위 사용안함

Ordering(opti
onal)

Accurac
y반영여
부

사용안함

Nonce 검증�값 난수

Tsa(optional)
서버의�
DN

사용안함

Extension
(optional)

추가정보 사용안함

Certifiacates TSA� 서버의�인증서
Crls 인증서�폐지목록
Signerinfos 서명자�정보

■�시점확인�응답검증

시점확인�클라이언트는�시점확인�서버로부터�받은�응답메시지를�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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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응답에�포함된�서명의�진위�여부

o��응답에�서명한�서버가�시점확인서버로서의�인증�여부

o��시점확인�인증서의�인증서�체인�구성�및�유효성�검증�수행

o��시점확인�토큰�증명�:�토큰의�시점확인�요청문서�해쉬값을�추출하여�시점확인�요청문서의�해쉬값

을�생성하여�두�Data가�일치여부�확인

■�시점확인�토큰검증

시점확인에�대한�토큰을�검증하는�방법으로는� TSAClient를�이용하는�방법,� TSA� Admin에서�

검증하는�메뉴를� 이용할�수� 있다.� 토큰� 비교확인과�더불어�시점확인서버�관리자는�시점확인�

서버에�저장된�발급내역을�검색�확인하여�실제로�발급된�시점확인토큰인지�추가�확인해�줄�수�

있다.

시점확인토큰�검증을�위한�주요�절차는

o��시점확인�요청문서와�해당�시점확인토큰을�획득

o��응용시스템에서는�저장/관리하고�있는�두�데이터를�추출하여�시점확인API에서�제공하는�검증

모듈�또는�시점확인�클라이언트의�토큰�검증기능을�이용하여�자체적으로�검증하거나

o��시점확인서버�관리자에게�두�데이터를�제출하여�검증을�요청할�수�있다(시점확인서버�관리자

는�관리도구의�토큰�검증�기능을�이용하여�제출된�두�파일을�비교�검증한다.).

8.3� 경량�디렉토리�접근(LDAP)

디렉터리�시스템이란�어떠한�대상에�대한�형식화되고�정렬된�정보를�저장하는�데이터�저장소�

혹은�특수한�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다.� PKI�내에서�디렉토리�시스템은�인증서와�인증서�폐지

목록의�저장소�역할을�한다.

1988년에� CCITT(Consultative� Committee� on� International� Telephony� and� Telegraph)�

의� X.500� Standard는� 디렉터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송수신을� 위해� DAP(Directory�

Access� Protocol)이라는�프로토콜을�정의했다.�

DAP은�OSI� Protocol� Stack을�사용하는데,�이것은�소규모�환경에서는�적합치�않은�까다로운�

리소스를�요구하며�비실용적인�면이�많았다.�그리하여�보다�간결하고�실용적인�대안이�필요하

게�되었는데,� 그� 결과로� LDAP(Lightweight� DAP)이� 탄생하게�되었다.�

LDAP은� OSI� Protocol� Stack을� 버리고,� 가볍고� 보다� 대중적인� RFC표준에� 기반한� TCP/IP�

Protocol�Stack을�채택하였다.�그리고,�X.500에서의�일부�복잡하거나�거의�쓰이지�않는�기능

들을�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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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서버는� LDAP� 기반의�클라이언트와� DAP기반의� X.500� 서버의�사이에서�주고받는�메

시지를� 해석하는�중개자� 역할을� 하였는데,� LDAP� 서버가� 발전함에� 따라� LDAP� 서버� 자체가�

X.500과� 관계없는�자기만의�디렉터리를�정의하게�되었다.�

현재� LDAP은�디렉터리에�접근(access)하고,�정보를�변경(update)하는�방법의�산업�표준�프

로토콜일�뿐� 아니라,� LDAP� 자체의�디렉터리에�대한�정의까지도�포함한다.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디렉터리�시스템�접근�프로토콜인�LDAP�버전3에�기반한�인증서

와�인증서�폐지목록�배포�방식을�따르며�관련�표준은�다음과�같다.

o KCAC.TS.LDAP,�"전자서명인증체계�디렉토리�프로토콜�규격[v1.11]“

o�Internet�X.509�Public�Key�Infrastructure�Operational�Protocols�-�LDAPv3

8.3.1� 데이터�형태

■�디렉토리에�저장되는�정보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진다.

��o�Entry는�디렉토리�정보의�기본�단위

��o�Entry는�여러�개의�attribute로�구성

��o�Attribute는�type과�하나�이상의�value로�구성

��o�Attribute의�type에�저장될�데이터의�형식은�LDAP이�지원하는��syntax와�관련되어짐

■� LDAP에서�대표적으로�사용되는� Syntax

syntax Description syntax Description
BIN � Binay� Informaiton(이진�데이터) Tel � 전화번호
Ces � 대소문자�구별이�유효한�문자열 Dn � Distinguished� Name
Cis � 대소문자�구별이�없는�문자열 Cn � Common� Name �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인증서(Certificate)�,인증서�폐지목록(CRL),�인증기관�폐지목록

(ARL),�인증서�신뢰목록(CTL)은�디렉터리�시스템에�binary로�저장된다.

8.3.2� 디렉토리�접근�모델

등록기관에서�사용자�등록�시�디렉터리�시스템에�사용자�Entry�정보를�생성하고,�인증�정보들(인

증서/CRL/ARL/CTL)의�배포는�인증기관에서��수행�한다�.�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안전한�

LDAP�v3를�이용하여�정보를�디렉터리�시스템에�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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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Functional� Model

��o�Query�:��디렉토리로부터�원하는�정보를�추출

��o�Update�:�디렉토리의�정보를�수정(add,�modify,delete�etc)�

��o�Authentication�:�디렉토리�서버에�connect,�disconnect,�access�right�수립�등을�위해�

bind,�unbind,�abandon�operation등의�작업을�수행

■� Security� Model

��o�Authentication(인증)�:�접속한�상대가�정확히�누구인지를�확인

��o�Integrity(무결성)�:��받았을�때의�데이터가�보낸�데이터와�정확히�일치함을�확인

��o�Confidentiality(기밀성)�:��데이터의�기밀�유지

��o�Authorization(권한)�:��상대가�할�수�있는�작업의�대상,�범위를�설정

8.4� 본인확인(VID)

본인확인은� 식별번호�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능과� 본인확인� 클라이언트� 데몬을� 이용

하여� 본인확인�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 식별번호� 인증

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방법을� 기술하며,� 식별번호�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다음의� 관

련�표준을�준수하여야�한다.

��o KCAC.TS.SIVID,�"식별번호를�이용한�본인확인�기술규격[v1.21]"

8.4.1� 식별번호�인증서의�본인확인

■�식별번호�생성과정

가입자의� 식별번호는� 가입자� 신원확인� 후� 인증서� 발급요청단계에서� 식별번호를� 인증서에�

생성한다.� 가입자는� 인증서를� 요청하기� 위해서� 전자서명� 공개키,� DN� 및� 식별번호� 관련� 정

보를� 전자서명하여� 전송하고� 인증기관은� 전자서명� 검증� 및� 식별번호� 관련� 정보를� 인증서에�

생성시킨다.

��o�가입자�전자서명키�생성

��o�난수�생성�:�160비트�이상의�임의의�난수를�생성하여�사용

��o�난수�저장�:�PKCS#8�에�준한다

��o�가상�식별번호�생성

� ∙ VID� =� h(h(IDN,� R))
� ∙ VID� :� 가상식별번호

� ∙ IDN� :� 식별번호

� ∙ h()� :� 해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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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 :� 비트열�난수

��o�검증�정보�생성�및�암호화

� ∙ EVID� =� E(VID,� R)
� ∙ EVID� :� 암호화된�가상식별번호

� ∙ 암호화시�사용되는�공개키는�인증기관의�공개키�이용

��o�인증서�요청�메시지�생성(포함�정보)

� ∙ 가입자� DN

� ∙ 가입자�전자서명�검증�키

� ∙ EVID
��o�인증서�요청�메시지�전송

��o�인증서�요청�메시지�처리

��o�메시지�복호화�및�VID�검증

� ∙ 인증�요청�메시지로부터�EVID�정보를�추출하여�인증기관의�키분배용개인키로�복호

화하여�VID�정보와�R정보를�추출

� ∙ 인증기관은�다음을�계산하여�계산된�결과와�추출한� VID가� 동일한�지의�여부를�확인

� � � � � � � � � � � VID'� =� h(h(IDN,� R))

� ∙ 가입자�식별번호� IDN은�공인인증기관이�미리�소유하고�있어야�하며�일반적으로�가

입자�신원확인�단계에서�인증기관이�소유

��o�인증서내�VID�주입

��o�인증서�전송

■�식별번호� ASN.1

��o�가상�식별번호�속성

id-VID� OBJECT� IDENTIFIER� ::=� {� id-kisa-identifyData� 1� } � � � � � � � �

VID� ::=� SEQUENCE� {

hashAlg HashAlgorithm,

virtualID [0] OCTET� STRING� }

HashAlgorithm� ::=� AlgorithmIdentifier

HashContent� ::=� SEQUENCE� {

idn PrintableString,

randomNum BIT� STRING�

� � � � � � � }

� � � � � � � VID� 구조에서�사용되는�구성요소는�다음과�같다.

� ∙ hashAlg은�VID를�생성하는데�사용된�해쉬�알고리즘�및�파라미터를�나타내고�있으며�알

고리즘�파라미터는�해당�알고리즘에�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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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rtualID은� 계산된�값을� DER� 코딩된� HashContent값을� 2회� 해쉬하여�계산

� � � � � � � HashContent� 구조에서�사용되는�구성요소는�다음과�같다.

� ∙ idn는�가입자�식별번호로서�일반적으로�주민등록번호�및�사업자�등록번호�등이�될�수�있

다.�가입자�식별번호는� ‘-’�등과�같은�구분자를�제거한�상태의�숫자열로만�구성되

며� PrintableString으로�표현

� ∙ randomNum는� 160비트�길이의�난수

��o�암호화된�식별번호�속성

id-EncryptedVID� OBJECT� IDENTIFIER� ::=� {� id-kisa-identifyData� 2� }� � � � � � �

EncryptedVID� ::=� SEQUENCE� {

version [0] INTEGER� DEFAULT� 0,

vidHashAlg [1] VIDHashAlgorithm� OPTIONAL,

vidEncAlg [2] VIDEncryptionAlgorithm,

certID [3] IssuerAndSerialNumber,

encryptedVID [4] OCTET� STRING� }

VIDHashAlgorithm� ::=� AlgorithmIdentifier

VIDEncryptionAlgorithm� ::=� AlgorithmIdentifier

IssuerAndSerialNumber� ::=� SEQUENCE� {

issuer Name,

serialNumber CertificateSerialNumber� }

EncryptContent� ::=� SEQUENCE� {

vid VID,

randomNum BIT� STRING� }

� � � � � � � EncryptedVID� 구조에서�사용되는�구성요소는�다음과�같다.

� ∙ version은�본�표준에�대한�버전�정보로서�본�규격을�준용하는�경우에는�v1(0)값을�

사용

� ∙ vidHashAlg는� VID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해쉬� 알고리즘� 및� 파라미터를� 나타내며�

알고리즘�파라미터는�해당�알고리즘에�준용

� ∙ vidEncAlg는�VID를�암호화하는데�사용된�비대칭�암호알고리즘�및�파라미터를�나타내며�

이는�인증기관의�인증서에�포함되어�있는�알고리즘과�동일한�알고리즘어어야�함

� ∙ certID는�VID를�암호화하는데�사용된�인증기관의�인증서�식별자로�인증기관�인증

서의�발급자와�인증기관�인증서의�일련번호로�구성�



- 105 -

� ∙ encryptedVID는�DER�인코딩된�EncryptContent�값을�인증기관의�공개키로�암

호화한�결과�표현

■�식별번호�저장위치

인증서내의�소유자�대체명칭�확장필드에� id-kisa-identifyData� 명칭�형식을�이용하여�저장된

다.� realName� 필드에는�인증서�소유자에�대한�실명을�한글로�표기하며� UTF8String으로�인

코딩되어�저장된다.� userInfo�필드에는�인증서�소유자의�추가�식별번호를�저장할�수�있으며

식별번호�관련�정보� id-VID가� 저장된다.

■�난수�저장위치

식별번호�검증을�위한�난수는�“식별번호를�이용한�본인확인�기술규격”에�따라�전자서명� �생성

키와�함께� [PKCS#5v2.0]� 및� [PKCS#8]표준을�준용하여�다음과�같이�저장된다.

■�식별번호�인증서�본인확인

본인확인클라이언트�모듈에는�사용자�인증서의�본인확인�기능이�포함되어�있어�응용�어플리

케이션�이용기관은�인증서의��가상�식별번호를�추출하고�이�값을�주민등록번호와�식별번호�검

증용�난수를�두�번�해쉬하여�얻은�값과�비교하여�동일할�경우�본인확인이�성공한�것으로�그렇

지�않을�경우�본인확인이�실패한�것으로�메시지�및� 응답코드를�제공한다.�

규격에�따른�식별번호�검증�절차는�다음과�같다.

(IDN: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R:난수,� VID:가상식별번호,� h():해쉬함수

-HAS160� )

��o�이용기관�어플리케이션에서�사용자의�인증서와�사용자의�IDN,�사용자의�개인키에서�추출한�R값을�본

인확인중계�클라이언트�데몬으로�전송

��o�본인확인중계�클라이언트�데몬에서�공인인증서로부터�VID�추출

��o�VID'�=�h(h(IDN,�R))�값�계산

��o�VID와�VID'의�동일여부�확인,�동일하면�본인확인�성공

식별번호�인증서의�본인확인�결과에�대한�응답은�다음�두�가지로�나타날�수�있다.

��o�0�:�본인확인에�성공함

��o�801�:�주민등록번호가�인증서�소유자의�것과�불일치함

�

8.5� 시각동기화(NTP)

네트워크�상에�존재하는�각�컴퓨터들에�시각�정보를�동일하게�동기화한다.�행정전자서명인증

체계에서는� 네트워크상에서� 표준시각을� 동기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을� 지정하고,� NTP� 서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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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네트워크상의�각�클라이언트가�UTC로�시각�동기를�수행하는� SNTP�서비스의�프로토콜�

및� 메시지�구조를�사용한다.

■� RFC� 867� Daytime� Protocol

인간의�시각�동기를�위한�요구에서�시작되었으며�현재�시각과�일자를�ASCII�코드로�TCP�port�

17� /� UDP� port� 17를� 사용하여�전송한다.

■� RFC� 868� Time� Protocol

기계의�시각�동기를�위한�요구에서�시작되었으며�네트워크�명령에�의해�32�bit�이진수로�TCP�

port� 37� /� UDP� port� 37로�전송한다.�또한�GMT� 1900년� 1월� 1일을�시작�숫자로�매초� 1씩�

증가�한다

■� RFC� 1305� NTP(Network� Timing� Protocol)� version� 3

NTP(Network� Timing� Protocol)은�미국�델라웨어대학교에서�개발된�인터넷�상의�컴퓨터�시

각�동기를�위한�시각�동기�전용�프로토콜이다.�따라서,�기존의�구태의연한�시각�동기�방식과

는� 달리� 네트워크상의� 시각� 동기에� 매우� 적합한� 프로토콜이다.� NTP� 프로토콜은� 최초�

RFC-958에� 정의된� version� 1을� 시작으로�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RFC-1119에� 정의된�

version� 2를� 거쳐� 현재는� version� 3이� 일반화� 되어있다.� 약간의� 시각� 보정� 기능이� 첨가된�

version� 4가�있으나�아직은�정의가�이루어지고�있는�상태이다.�NTP는�3개�이상의�상위�시각�

서버로부터�정보를�제공받으므로�기존�방식에�비해�월등한�정밀도와�신뢰도를�보장받을�수�있

으며�현재�수� 내지�수십�msec� 정도의�정확도를�나타낸다.� 더군다나�계층화�구조를�가질�수�

있어�기존의�일대다�방식의�시각�동기�계통을�확장시킬�수� 있는�장점도�있다.�

■� RFC� 1361� SNTP(Simple� Netwrok� Timing� Protocol)

NTP�프로토콜은�막강한�성능을�보장하지만�필터링�정책으로�인하여�3개�이상의�독립된�상위�

시각�서버가�존재해야�한다.�이는�사용자�입장에서�비용의�부담이�따르기�때문에�폐쇄된�공간�

내에서�신뢰성을�보장할�수�있다면�단일�시각�서버로부터�단독적으로�표준�시각�정보를�제공

받을�수�있도록�개선한�것이�SNTP(Simple�Network� Timing� Protocol)이다.�현재�적용�시스

템에서는�이러한�이유로�SNTP를�통하여�네트워크�상에서�NTP�시각�서버가�시각�정보를�요청

하는�클라이언트들에게�공급하는�방안을�본�시스템에서는�채택하고�있다.� SNTP는�NTP와�달

리�적은�수의�NTP�시각�서버만으로도�정밀한�시각�정보의�공급이�가능한�장점이�있으며�이러

한�시각�정보를�필요로�하는�클라이언트들에게�각각� NTP�클라이언트� S/W를�장착하여�시각�

동기�작업�뿐만�아니라�로그나�상태�정보들을�제공하여�효율적인�시각�동기�관리를�제공하고�

있다.� SNTP�프로토콜의�프로파일은�NTP�프로토콜과�동일하며�선택�보정하는�방식의�차이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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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표준시각산정�매커니즘

표준�시각�산정�메커니즘은�어떠한�시각원을�사용할�것인가에�따라�상이하나�행정전자서명인증

체계에서는�주�시각원인�루비듐�원자�클럭과�표준위성시각을�제공하는�GPS�위성을�이용하여�초

정밀�표준�시각을�제공하는�별도의�장치를�통해�네트워크상에�제공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이러한�시스템을�일반적으로�NTP�서버라고�불리우며�NTP�서버의�표준�시각�산정�메커니즘은�다

음과�같은�방식으로�처리한다.

표준�시각�산정은�초정밀도�시각의�생성이�가능한�루비듐�원자�클럭인�주�시각원과�표준�위성�시

각�정보로�원자�클럭의�초기화와�Aging�등�누적�오차를�보정하기�위한�GPS�위성�시각인�참조�시

각원간의�상호�작용으로�정확한�표준�시각�정보를�제공할�수�있다.�시각�보정은�H/W�PLL(Phase�

Locked�Loop)라�불리우는�별도의�주파수�보정�로직이��담당하며�일부�S/W�PLL이�H/W�PLL의�

보정�기능을�협조하도록�구성된다.�이렇게�보정된�표준�시각�정보는�네트워크�상으로�표준�시각�

프로토콜로�제공되어�있다.

8.5.2� 시각동기화�프로세스

■� UTC� 시각�정보�요청

NTP� 클라이언트는� UTC�시각�동기를�위하여�설정한�주기마다�네트워크�상에�존재하는� NTP�

시각�서버에�자신의� IP�주소�등의�정보를�송신하여� SNTP에�의거한�시각�정보�수신을�대기한

다.�이때�요청한�NTP�시각�서버와�접속이�불가능하거나�시각�정보가�제공되지�않을�경우�해

당�오류�메시지를�기록하여�이를�관리자에게�통보할�수� 있도록�한다.�

■� UTC� 시각�정보�제공

임의의� NTP� 클라이언트로부터�시각�정보를�요청받은� NTP� 시각�서버는�자신의�정밀�보정된�

UTC� 시각�정보를� SNTP� 프로토콜�형태에�준하여�해당� NTP� 클라이언트에�제공한다.

NTP�서버로부터�UTC�시각�정보를�수신받은�NTP�클라이언트는�SNTP를�해석하여�시각�정보

를�추출한�후�이를�자체�내의�RTC시각을�동기한다.�모든�과정이�수행된�후�설정된�주기가�되

면�상기�작업들을�반복�수행하여�지속적인�시각�동기가�이루어지도록�한다.

■� 시각�동기화

시각� 동기� 수행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시각� 편차(Time� Offset)와� 네트워크� 지연� 시간

(Network� Delay)이다.� 이�시각�편차와�지연�시간을�통해�각� NTP� 클라이언트들은�상위NTP�

시각�서버로부터�수신받은�표준�시각을�이용하여�정밀한�시각�동기�결과값을�획득할�수�있다.�

아래� 표는� 시각� 편차와� 지연�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시점

(Timestamp)는�총� 4가지이며�그�중�세가지를�기존� NTP� 포맷에�존재하는�데이터를�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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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점의�의미는�다음과�같다.

시�점 내��������용
TO NTP�클라이언트의�현재�시각(프로토콜상의�Originate�Timestamp)
TR NTP�서버가�요청받은�현재�시각(프로토콜상의�Receive�Timestamp)
TT NTP�서버가�전송하는�현재�시각(프로토콜상의�Transmit�Timestamp)
TC NTP�클라이언트가�제공받았을�때�현재시각(프로토콜상에서�미제공)

시각�편차는�NTP�클라이언트로부터�NTP�서버로�시각을�요청한�시점에서의�차이값과�NTP�서버로

부터�NTP�클라이언트에�시각을�제공한�시점에서의�차이값의�평균값으로�해를�구할�수�있다.�반면

에�지연�시간은�NTP�클라이언트가�시각을�제공받은�시점에서�요청한�시점까지의�소요된�처리�시

간에서�NTP�서버�내부의�처리�시간을�뺀�값이다.

��o�NTP�서버와�클라이언트간�시각�편차�및�지연�시간�계산�

시각�편차(Time�Offset)�:��=�{(�TR�-�TO�)�+�(�TT�-�TC�)}�/�2

지연�시간(Network�Delay)�:��=�(�TC�-�TO�)�-�(�TT�-�TR�)

8.5.3� 시각동기화�프로토콜�및� SNTP� 프로파일

NTP�그리고�SNTP�프로토콜�Version�3는�NTP�클라이언트와�NTP�서버�간에��다음과�같은�포맷

으로�서로�시각�정보를�제공하여�상대적인�시각�차이값을�활용하여�정확한�시각�해를�구하는�방

법을�채택하고�있으며�총�60워드로�구성되어있다.�최종적으로�NTP�클라이언트는�NTP�서버로부

터�되돌려�받은�해당�시각�정보를�바탕으로�자체�내의�클럭을�보정하여�동기한다.

■�상호간�요청�및� 응답�메시지�프로파일

4Word
1st� Byte 2nd� Byte 3rd� Byte 4th� Byte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LI VN Mode Stratum Poll Precision

Root� Delay� (32bits)
Root� Dispersion� (32bits)
Reference� Identifier� (32bits)
Reference� Timestamp� (64bits)
Originate� Timestamp� (64bits)
Receive� Timestamp� (64bits)
Transmit� Timestamp� (64bits)
Authenticator� (optional)� (96bits)

��o�'LI'은�'Leap�Indicator'로서�2바이트로�이루어져�있으며�금일UTC에�대한�윤초(Leap�

Second)�적용�여부를�나타내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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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내����용
00 윤초�미적용
01 자정�+1초(61초)�적용
10 자정�1초(59초)�적용�
11 경보(시각�동기�실패)

��o��'VN'은�NTP의�'Version�Number'로서�현재1~4까지�있으나�표준으로�채택하고�있는�'VN'

은�버전�'3'이다.

��o��'Mode'는�현재�수신받은�데이터가�NTP�입장에서�어떤�오퍼레이션�역할을�담당하느냐를�결

정하는�것으로�현재�적용�시스템과�같이�NTP�서버와�NTP�클라이언트�구조로�이루어진�경우�

'3'이나�'4'로�표시된다.�'Mode'�정보는�다음과�같이�식별�가능하다.

Mode 내����용
000 예약�비트(Reserved)
001 상호간�대칭�구조(Active)
002 상호간�대칭�구조(Passive)
003 클라이언트
004 서버
005 방송�신호(Broadcast)
006 NTP�제어�신호�처리를�위한�예약�비트(Reserved)
007 개인적인�용도를�위한�예약�비트(Reserved)

��o��'Stratum'은�NTP의�계층화시에�상위�NTP�서버의�계층�레벨을�표시하며�현재�적용�시스템과�

같이�루비듐�NTP�서버를�이용할�경우�그�값은�'1'이며�NTP�클라이언트들은�'2'로�표시된다.�

'Stratum'의�클라이언트�수준은�2~15까지�적용되며�그�이후의�255번까지는�예약되어�있

다.

��o��'Poll�Interval'로서�연속적인�메시지들�사이에�발생되는�시간�간격의�최대값을�정의하며�이

진수�멱성�단위로�환산된�초로�표시된다.

��o��'Precision'은�각�시스템의�내부�클럭�혹은�시각원의�정밀도를�sec�단위로�표시하며�이진수�

멱성�단위로�환산된�초로�표시된다.

��o��'Root�Delay'은�시각원의�시각�처리에�따른전체�지연�시간을�msec�단위로�표시한다.

��o��'Root�Dispersion'은�시각원에서�발생�가능한�최대�오류값을�msec�단위로�표시한다.

��o��'Reference�Identifier'는�NTP�서버의�참조�클럭원을�표시하는�것으로�현재적용�시스템에서

는�'GPS'가표시된다.�

��o�'Reference�Timestamp'는�클라이언트�RTC가�마지막으로�동기된�시각을�표시한다.

��o�'Originate�Timestamp'는�클라이언트�입장에서�NTP�서버에게�동기�요청�보낼�때�시각을�표

시한다.�(TO)

��o�'Receive�Timestamp'는�NTP�서버�입장에서�클라이언트로부터�동기�요청을�받은�시각을�표

시한다.�(TR)

��o�'Transmit�Timestamp'는�NTP�서버�입장에서�클라이언트로�표준�시각을�전송하는�현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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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표시한다.�(TT)

참조클럭원 내����용
ascii 별도�외부�장치로부터�ascii�형태로�시각원을�제공받는�경우
GPS 측위�위성�GPS로부터�시각�정보를�보정받는�경우
ATOM 원자�시각으로부터�제공받는�경우
GOES 기상�위성�GOES로부터�시각�정보를�제공받는�경우
VLF 지상�방송파(VLF�라디오)로부터�시각�정보를제공받는�경우
LORC 무선�항법�Loran-C로부터�시각�정보를�제공받는�경우
callsign 일반�라디오의�Callsign을�제공받는�경우
IP�address 다른�NTP�클라이언트로부터�시각을�제공받을�경우

8.6� 인증서�검증

인증서�검증이란�인증서�내에�정의된�인증서의�주체(subject),�인증서�주체의�공개키(subject�

public�key),�그리고�인증서�내부에�표현된�인증서�속성�정보들이�유효한지를�판별하는�것을�말

한다.�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의�인증서�검증은�RFC�3280을�근간으로�한다.��인증서�검증�프

로세스는�검증환경�설정,�인증서�경로구축,�인증서�검증�순으로�처리된다.

인증서� 검증환경� 설정은� 인증서� 검증을� 위한� 해당� 프로세스의� 환경정보(IP,� Port� 등)의� 설

정과�해당�인증서에�대한�인증서�검증�초기화이다.�

인증서� 경로구축은� 인증서� 검증� 전에� 인증서� 검증을� 위한� 차상위,� 최상위� 인증서의� 획득을�

통한�검증�체인�구성�및� 차상위,� 최상위�인증기관의�신뢰여부에�대한�검증이다.�

인증서� 검증은� 인증서� 경로구축이� 정상인� 경우� 인증서의� 정책검증,� 유효기간� 검증,� 키용도�

검증,� 폐지여부�검증�등이다.�

8.6.1� 인증서�경로�구축

■�경로�획득

경로�획득은�검증하고자�하는�인증서를�기준으로�하여�최상위�인증기관�인증서까지의�인증서를�

획득하는�과정으로서�상위�인증서�획득을�위해서�환경파일�또는�기관�정보�접근(AIA)를�이용한

다.�

� o� AIA�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 � � 인증서�확장필드로서�해당�인증서�발급자의� CA� 정보�접근�위치를�가지고�있다.

� o� Cache

� � � 인증서� 검증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디렉토리� 서버로부터� 매번� 데이터를� 획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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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ache에� 저장하였다가� 해당� 데이터를� 다시� 필요로� 할때� cache로부터� 읽어들여� 사

용한다.

경로�획득

cache에� 저장된�경로가�있는지�확인 yes

no

경로� 획득�성공

yes

no

경로� 획득�성공
환경�파일� /� AIA를�이용하여�인증서�경로�

구축

경로�획득�실패

cache� 사용�여부

yes

no

�

■�경로�구축

인증�경로의�구축은�신뢰�지점인�최상위�인증기관�인증서를�기준으로�하여�하위�인증기관들로�구

성되며,�검증대상이�되는�사용자의�인증서까지�연속적으로�구성된다.�

경로�구축

획득한�발급자�인증서가� Root�
인증서?

no

획득한�경로에서�검증하고자�하는�인증서의�
발급자�인증서�찾기

yes

획득한�경로에서�발급자�인증서의�발급자�
인증서�찾기

경로�구축�실패
no

경로�구축�실패

no

yes

경로� 구축�성공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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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발급자�인증서�찾는�방법

� � � � 발급자� 인증서를� 찾고자� 하는� 인증서의� 기관키� 식별자(AKI)� 정보와� 발급자� 인증서의�

주체� 키� 식별자(SKI),� 발급자� 이름(Issuer),� 일련번호(Serial� Number)를� 비교하여� 찾는

다.

■� 신뢰기관�인증서�검증

� � o� CTL(Certificate� Trust� List)

� � � �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에� 다른� 도메인의�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와의� 신뢰� 관계를� 맺

기� 위해서� 발급하는� 목록으로서� 신뢰하는�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의� 해쉬값을� 포함하

고�있다.

최상위�인증기관�신뢰여부

hash1� ==� hash2

no

CTL의� 신뢰�목록�안에� hash1을�포함하고�
있는가?

경로�구축� 실패
no

구축된�경로의�최상위�인증기관�인증서의�
해쉬값(hash1)� 생성

입력받은�신뢰하는�최상위�인증기관�인증서의�
해쉬값(hash2)� 생성

CTL� 획득하여� CTL� 검증

yes

잘못된� CTL�no

CTL� 발급자�신뢰? CTL� 발급자�신뢰하지�못함
no

yes

yes

최상위�인증기관�인증서�신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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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인증서�검증

인증서�기본�검증는�인증�경로를�구성하고�있는�모든�인증서에�대해�순차적으로�수행한다.�인증

서�기본�검증는�인증서가�만료되었는지를�확인하고,�네�가지�그룹의�상태�변수�입력�값에�의해�부

과된�제한사항(Constraints)과�검증�대상�인증서가�부합하는지를�결정한�후�모든�인증서를�순서

대로�검증한다.�이�중�하나라도�검증에�실패하면�인증�경로검증은�무효한�것이�되며,�인증서�검증

은�실패한다.�

■� 초기화

인증서�검증에�필요한�환경�변수�및� 기본�값을�설정하고�초기화�한다.

초기화

명확한�인증서�정책� 요구� (explicit_policy� =� 0)

Any� Policy� 사용�허용� (any_policy_inhibit� =� n+1)

정책�매핑�허용� (policy_mapping_inhibit� =� n+1)

최상위�인증기관�인증서의�공개키� (work_pub_key),
주체이름� (work_subject_dn),� 유효기간� (work_validity),� 획득

경로�최대�길이�설정� (max_path_len� =� n)

유효한�정책�트리� (valid_policy_tree[0]� =� 노드(anyPolicy))

� � o� n은� 구축된�경로의�길이를�의미함� (최상위�인증기관�포함)

� � o� valid_policy_tree[0]는� 트리의� 0번째� depth를� 의미한다.

� � o� 노드는� valid_policy와� expected_policy_set로� 구성되어있다.

� � o� 노드(anyPolicy)는� valid_policy와� expected_policy_set에� anyPolicy로� 설정한다.

■�인증서�처리

인증서의�유효기간�및� 서명,� 인증서�이름,� 인증정책�등을�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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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_pub_key를�이용한�인증서�서명� 검증

인증서�처리

인증서�유효기간�검증�
(현재�유효한지,� work_validity에� 유효기간이�

포함되는지�확인)

인증서�발급자� DN� 검증
(work_sub_dn과�같은지�확인)

인증서�정책� 처리

valid_policy_tree� 가� �
� � � � � � NULL?

no

다음� 과정으로

인증서�정책� 검증�실패�

인증서�주체이름과�주체대체이름�검증
(상위�인증기관에서�제한하는�내용에�부합하는지�

확인)

yes

상위� depth의�
expected_policy_set에�
PolicyID가�있는�노드에�
하위�노드(PolicyID)� 추가

C D

인증서�정책�필드에�있는�인증서�정책�식별자�
(PolicyID)를� 획득

인증서�정책� 처리

A

PolicyID를� valid_policy_tree에�추가

B

노드(PolicyID)� 추가

상위� depth의�
expected_policy_set에�
포함되어있는�정책�

식별자에�대한�노드�추가

노드(AnyPolicy)� 추가

현재� depth에서�상위� depth� 노드�중�하위�노드를�가지지�않는�노드를�삭제한다.� (이� 과정을�이�
조건을�만족하는�노드가�없을� 때� 까지�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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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현재� depth의� 인증서�정책 상위� depth의� 인증서�정책
A � AnyPolicy가� 아닌�경우 � AnyPolicy가� 아닌�경우
B � AnyPolicy가� 아닌�경우 � AnyPolicy인� 경우
C � AnyPolicy인� 경우 � AnyPolicy가� 아닌�경우
D � AnyPolicy인� 경우 � AnyPolicy인� 경우

■�다음�인증서�처리

다음에�처리할�인증서를�위한�변수값을�재조정�한다.

현재� depth의� 인증서의�주체� DN을� work_subject_dn으로,
공개키를� work_pub_key로,� 유효기간을�work_validity로� 설정

기본제한�필드� 검증
(발급자�인증서�이면� cA가� true인지�확인하고,� 경로길이�제한� 필드가�존재하고�max_path_len보다� 작으면�해당� 값을�

max_path_len에�설정하고,� 0보다�크면� 1을�줄인다.

다음�인증서�처리�

정책�매핑� 처리

현재� depth의�인증서의�이름�제한� 확장�필드가�있으면�이름� 제한�범위를�갱신

explicit_policy가� 0이�아니면� 1을�줄인후,� 인증서�정책�제한에� require-� ExplicitPolicy가� explicit_policy� 보다�작으면�
expolici_policy에�해당�값을� 설정

any_policy_inhibit이� 0이�아니면� 1을� 줄인�후,� 인증서의� anyPolicy� 금지� 필드의�값이� any_policy_inhibit� 보다�작으면�
any_policy_inhibit� 에� 해당�값을�설정

policy_mapping_inhibit이� 0이�아니면� 1을�줄인� 후,� 인증서의�정책�매핑� 금지�필드의�값이� policy_mapping_inhibit�
보다�작으면� policy_mapping_inhibit� 에� 해당�값을� 설정

키용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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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매핑�처리

정책�매핑� 필드에서�발급�도메인�정책(IDP)과� 주체�
도메일�정책(SDP)� 획득

IDP와� SDP를� valid_policy_tree에� 추가

해당�노드의� expected_policy_set에�
SDP를�설정

상위� depth가� anyPolicy인�노드의�
하위에� valid_policy가� IDP,�

expected_policy_set이� SDP인�노드�
설정

valid_policy가� IDP인� 노드�삭제

A B C

타입 inhibit_policy_mapping
valid_policy_tree의� 해당� depth� 노드의�

valid_policy값�
A 0보다�클� 경우 IDP의� 값과�같은�경우
B 0보다�클� 경우� anyPolicy
C 0일� 경우 IDP와� 같은�경우

인증서�서명�검증용�용도?

키용도�검증�실패
(ERR_PATH_VALIDATION_

KEY_USAGE)

yes

키용도�검증�완료

인증기관�인증서?

nono

서명용 암호화용 OCSP용 TSA용

서명용�용도?
암호화용�또는�
키동의용�용도?

키용도에�서명용이�
있으며�확장키�용도가�

OCSP용?

키용도에�서명용이�
있으며�확장키�용도가�

TSA용?

키�용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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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상태�확인

OCSP� 또는� CRL을� 이용하여�인증서의�상태(유효성)� 여부를�확인한다.

경로의�최상위�인증기관�인증서�획득

cache� 사용� 여부

yes

ARL/CRL� 게시위치를�통하여� ARL/CRL을�획득

인증서�폐지� 여부�확인

cache에� ARL/CRL파일이�있는지?

no

폐지/효력정지?

no

경로의�다음� 인증서�획득

경로의�마지막�인증서?

yes

OCSP� 서비스�정보� 위치�획득�성공?

no

yes

인증서가�효력정지� /폐지됨 yes

no

yes

yes

no

경로의�마지막�인증서?

no

인증서�검증�성공
(GPKI_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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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OCSP� 요청� 메시지�생성
요청메시지�전송

OCSP� 응답� 메시지�처리
응답메시지�받기

폐지/효력정지?

yes

인증서가�효력정지� /폐지됨
yes

인증서�검증�성공
(GPKI_O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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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무선인증서�규격

WAP�포럼에서는�무선�PKI(Public�Key�Infrastructure)�환경을�고려하여�WAP-199-WTLS와�

WAP-217-WPKI에서�무선�인증서�요청형식�프로토콜에�대하여�정의하고�있다.��본�규격은�이동�단말

기(PDA,�Mobile�Phone)를�이용한��사용자에�의한�인증서�관리를�위해�적용되는�기술이다.�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는�위의�국제표준을�고려하여��무선�인증서�관리�프로토콜�규격을�정

의함으로써,�무선�인증서비스의�신뢰성�및�NPKI�상호연동성을�확보하고자�한다.�

��o��WAP�Forum�Approved�Version�22-Mar-2000,�WAP-211-X.509(�WAP�Certificate�

and�CRL�Profile

��o��WAP�Forum�Approved�Version�24-April-2001,�WAP-217-WPKI(�Wireless�

Application�Protocol�Public�Key�Infrastructure�Definition)

��o��WAP�Forum�Approved�Version�28-June-2001,�WAP�Transport�Layer�E2E�Security�

Specification

��o��WAP�Forum�Approved�Version�20-June-2001,�WMLScript�Crypto�Library

�WAP�Forum�Approved�Version�6-April-2001,�Wireless�Transport�Layer�Security

��o��ISTF017�(무선�인증서�요청형식�프로토콜�규격�:Wireless�Certificate�Request�Message�

Format�Protocol�Specification)

9.1� 관리형식�타입�스트링�및� 인코딩

■�무선�인증서�관리형식�스트링�정의

무선�인증서�관리에�따른�해당�타입을�아래와�같이�정의하고,� 3�바이트의�스트링(String)으로�표

현

종� � � � 류 키분배�및�전자서명 전자서명 키분배

요청(발급) 100 110 120
갱신 300 310 320
폐지 600 610 620

■� 데이터�인코딩�규칙

모든�바이너리�데이터는�base64�인코딩�규칙을�따라야�하며�구분자는�버티칼�라인(|)을�사용

하지만,�해쉬�메시지의�concatenation시에�구분자를�사용하지�않아야�함.�또한,�사용자�ID�로�

사용할�수� 있는�문자의�범위에서�버티칼�라인(|)은� 제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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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용자�등록

■�등록�관리자에�의한�무선�사용자�등록

각�부처의�등록�관리자는�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내�가입자�등록�웹�서버에�접속하여�가입자의�

신원�정보를�입력한다.�이�때�등록�관리자의�신원�확인을�위한�인가�절차를�반드시�수행해야�

한다.

■� 사용자�정보�원격�등록� DB� 저장

등록�관리�웹�서버에�수신된�가입자�정보는�소속�해당�등록�관리�원격�DB에�가입자�신원�정

보�및� 인증서�관련�정보를�저장한다.� 이� 때� 가입자에�대한�기� 등록�여부�등을�확인�한다.

■� 무선� CA에게�인증서�발급�신청�정보�전송

인증서�발급을�위한�가입자의�필수�정보는�무선�인증�서버에�전송되어�인증서�발급을�위한�인

증서�발급�관리를�위한�정보를�저장한다.

■�사용자� ID/인증�코드�발급

최종�사용자가�자신의�인증서를�원격에서�발급�받기�위한�보안,�인증�정보인�사용자� ID/인가�

코드를� 생성한� 후� 등록� 관리자를�통해� 사용자에게�전송된다.� 사용자� ID/인가� 코드는� 반드시�

안전성이�확보된�채널을�이용하여�사용자에게�전달되어야�한다.

■�WCMP을�이용한�무선�단말기(PDA,� Mobile� Phone)� 환경의�인증서�발급�요청

WCMP(Wireless�Certificate�Management�Protocol)은�무선�인증서�발급,�재발급,�폐지�등�

가입자가�무선�단말기를�통한�인증서�관리를�위한�프로토콜로서�무선�포탈�서버�접속을�통한�

단말기에서�공개�키�쌍(ECDSA�알고리즘)을�생성하고�생성된�키�쌍�중�공개�키를�사용자� ID/

인증�코드�기반의�신뢰성�있는�채널을�통한�무선�인증서�발급을�요청한다.

■�원격�등록� DB에�사용자�등록�정보�확인

무선�포탈�서버는�사용자의�무선�인증서�발급�요청에�대한�원격� RA� DB�정보를�참고하여�유

일성�및�신원�확인을�하고�허가된�사용자에�대한�인증서�발급�서비스를�무선�인증�서버에�전

송한다.

■�인증서�발급�요청�및� 무선�인증서�발급

무선�인증�서버는�사용자에�대한�무선�인증서를�생성�발급한다.�이�때�사용자가�제시한�공개�

키와�대응되는�개인�키의�보유여부를�확인하는�POP(Proof�Of�Possession)�검증을�반드시�수

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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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인증서�발급

무선�인증서�요청형식은�인증서�생성을�위해�가입자가�인증기관(또는�등록기관을�통해)에게�인증

서�요청을�전달한다.

■�인증서�발급�요청형식�구성

가입자는�일회성�정보(사용자� ID,�인증�코드),�POP를�위한�방법,�가입자의�공개키(전자서명용�

인증서인�경우에는�신원확인정보)를�포함하는�인증서�요청형식을�생성하여�Replay� attack,�메

시지�위․변조�방지할�수�있는�요청형식을�구성하여�인증기관(또는�등록기관을�통해)에�인증서�

요청형식을� 전달한다.

■�인증서�발급�요청형식�구조

전자서명�및�키분배를�동시에�발급요청�처리한다.

가입자 등록기관(또는�공인인증기관)
nonce� 생성

nonce
R� 생성
VID = H(H(IDN,R))
EVID = E(VID|R)
SignValue키분배는 nonce를� SK키분배로�
서명한�값
M = type | PK| ID | PK키분배
� � � � | SignValue키분배| nonce |EVID

N=Passwd
SignedContent
=signText(M|H(M,N), 1, 0,“” )
CR = SignedContent

CR
SignedContent = CR
PK, ID� 추출�및� SignedContent� 검증
데이터베이스에서� Passwd� 및� IDN'추출
PK키분배로 SignValue키분배� 검증

H' = H(M,Passwd)
H'?=H(M, N)
VID|R = D(EVID)
VID?=H(H(IDN', R))

■�인증서�요청에�따른�인증/등록�기관�응답�형식

��o��성공(Success)

� � � � MIME� Type� :� application/vnd.wap.cert-response

� � � � Content� :� Base64� 인코딩된� Cert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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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실패(Fail)

� � � � MIME� Type� :� text/plain

� � � � Content� :� ascii� text� 값의�에러�메시지

9.4� 인증서�갱신

가입자가�인증서�만료�1개월�전부터�만료일까지�무선�인증서�갱신발급�요청형식을�구성�및�작성하

여�인증기관(또는�등록기관을�통해)에�전달한다.

■�인증서�갱신�요청형식�구조

전자서명용�및�키분배용�동시에�갱신요청�처리한다.

가입자 등록기관(또는�공인인증기관)

nonce
nonce� 생성

R� 생성
VID = H(H(IDN,R))
EVID = E(VID|R)
SignValue sign는� nonce를
SK new_sign로�서명한�서명값
M= type� | PK new_sign

� � � � � | SignValue sign| EVID
SignValue keyd는 nonce를
SK new_keyd로�서명한�서명값�
N� = nonce| PK new_keyd

� � � � | SignValue keyd| KeydURL

SignedContent
=� signText(M|N,� 5,� 1,� H(공개키))
CR� = SignedContent

CR
SignedContent� = CR
signText의�option이� 5로�설정되므로�
기존�인증서를�가져와� PK를�추출.
SignedContent를� PK로�검증�
(사용자�인증)
SignValue sign를� M의� PK new_sign로� 검
증(새로운� 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POP
확인)
SignValuekeyd를� N의PK new_keyd로� 검
증(새로운� 키분배용� 공개키에� 대한�
POP확인)
VID|R = D(EVID)
VID?=H(H(ID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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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인증서�폐지

가입자의�생성키에�대한�분실�또는�훼손�된�경우�가입자는�인증기관(또는�등록기관)에�직접�방문하여�폐지

신청을�하고,�그�외�가입자의�생성키에�대한�도난․유출이�의심되어�폐지신청�한�경우는�온라인으로�가

입자는�폐지발급요청형식을�구성하여�인증기관(또는�등록기관을�통해)에�전달한다.

■�인증서�폐지�요청형식�구조

전자서명용�및�키분배용�동시에�폐지요청�처리한다.

가입자 등록기관(또는�공인인증기관)

M� = type| ReasonCode
N� = KeydURL

nonce nonce생성

SignedContent
=� signText(M|N,� 5,� 1,� H(공개키))
CR� = SignedContent

CR
SignedContent� = CR�
signText의�option이� 5로�설정되므로�
기존�인증서를�가져와� PK를�추출.
SignedContent를� PK로�검증�
(사용자�인증)
M의 ReasonCode를� 통하여� 폐지� 사유
를�확인
인증서를�폐지목록에�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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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최상위인증기관�인증서�프로파일�예시

기본필드

필드명 ASN.1� type
주요� 정보

Admin� name � 값

Version INTEGER 인증서�종류 x.509v3

Serial� Number INTEGER - -

Issuer

- --type OID

-value
printableString
또는� utf8String

Validity

유효기간 20년-notBefore UTCTime

-notAfter UTCTime

Subject

- --type OID

-value BIT� STRING

Subject� Public� Key�
Info

-algorithm OID 키종류 RSA

-subjectPublicKey BIT� STRING - -

Extensions Extensions - -

해쉬�알고리즘 sha256

서명�알고리즘 sha256WithRSAEncryption

Policy�
Constrai
nts확장필

드

Authority� Key�
Identifier - -

-KeyIdentifier OCTET� STRING -

-authorityCertIssuer Seneral� Name -

-authorityCertSerialNu
mber

INTEGER -

Subject� Key� Identifier OCTET� STRING
Subject�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Key� Usage BIT� STRING Key� Usage keyCertSign,� CRLSign

Certificate� Policy -

-policyIdentifier OID -

-policyQualifiers -

--PolicyQualifierId OID -

--Qualifier -

---CPSuri -

---UserNotice -

----NoticeReference SEQUENCE -

----ExplicitText BMP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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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Mappings -

-issuerDomainPolicy OID -

-subjectDomainPolicy OID -

Subject�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Issuer�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Basic� Constraints Basic� Constraints -

-cA True subject� type� =� CA

-pathLenConstraint INTEGER path� LengthConstraint� =none

Policy� Constraints -

-requireExplicitPolicy INTEGER -

-inhibitPolicyMapping INTEGER -

Name� Constraints -

-permittedSubtrees GeneralSubtrees -

-excludedSubtrees GeneralSubtrees -

Extended� Key� Usage OID - -

CrlDistributionPoint -

-distributionPoint
DistributionPoin
tName

-

-reasons ReasongFlags -

-cRLIssuer GeneralNames -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

-accessMethod OID -

-accessLocation General�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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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증기관�인증서�프로파일�예시

■�행정�인증기관

기본필드

필드명 ASN.1� type
주요� 정보

Admin� name � 값

Version INTEGER 인증서�종류 x.509v3

Serial� Number INTEGER - -

Issuer

- --type OID

-value
printableString
또는� utf8String

Validity

유효기간 10년-notBefore UTCTime

-notAfter UTCTime

Subject

- --type OID

-value BIT� STRING

Subject� Public� Key�
Info

-algorithm OID - -

-subjectPublicKey BIT� STRING - -

Extensions Extensions - -

해쉬�알고리즘 sha256

서명�알고리즘 sha256WithRSAEncryption

Policy�
Constrai
nts확장필

드

Authority� Key�
Identifier

Authority� Key�
Identifier -

-KeyIdentifier OCTET� STRING KeyIdentifier

-authorityCertIssuer Seneral� Name authorityCertIssuer

-authorityCertSerialNu
mber

INTEGER authorityCertSerialNumber

Subject� Key� Identifier OCTET� STRING
Subject�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Key� Usage BIT� STRING Key� Usage keyCertSign,� CRLSign

Certificate� Policy Certificate� Policy

-policyIdentifier OID

[1]Certificate� Policy:
Policy� Identifier=
1.2.410.100001.2.1.1

[2]Certificate� Policy:
Policy� Identifier=
1.2.410.100001.2.1.2

[3]Certificate� Policy:
Policy� Identifier=
1.2.410.100001.2.1.3

[4]Certificate� Policy:
Policy� Identifier=
1.2.410.10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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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Qualifiers -

--PolicyQualifierId OID -

--Qualifier -

---CPSuri -

---UserNotice -

----NoticeReference SEQUENCE -

----ExplicitText BMPString -

Policy� Mappings -

-issuerDomainPolicy OID -

-subjectDomainPolicy OID -

Subject�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Issuer�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Basic� Constraints Basic� Constraints -

-cA True subject� type� =� CA

-pathLenConstraint INTEGER path� LengthConstraint=0

Policy� Constraints Policy� Constraints

-requireExplicitPolicy INTEGER requireExplicitPolicy=0

-inhibitPolicyMapping INTEGER -

Name� Constraints -

-permittedSubtrees GeneralSubtrees -

-excludedSubtrees GeneralSubtrees -

Extended� Key� Usage OID - -

CrlDistributionPoint
CrlDistributionPoi

nt

-distributionPoint
DistributionPoin
tName

full� name:�
uniforResourceIdentifoer=ldap://c
en.der.go.kr:389/cn=GPKIRootC
A1,ou=gpki,o=Goverment� of�

Korea,c=KR?authirutyRevocationli
st:binary

-reasons ReasongFlags -

-cRLIssuer GeneralNames -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

-accessMethod OID -

-accessLocation General�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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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증기관

기본필드

필드명 ASN.1� type
Admin� name � 값

Version INTEGER 인증서�종류 x.509v3

Serial� Number INTEGER - -

Issuer

- --type OID

-value
printableString

또는� utf8String

Validity

유효기간 10년-notBefore UTCTime

-notAfter UTCTime

Subject

- --type OID

-value BIT� STRING

Subject� Public� Key�

Info

-algorithm OID - -

-subjectPublicKey BIT� STRING - -

Extensions Extensions - -

해쉬�알고리즘 sha256

서명�알고리즘 sha256WithRSAEncryption

Policy�

Constrai

nts확장필

드

Authority� Key�

Identifier

Authority� Key�

Identifier
-

-KeyIdentifier OCTET� STRING KeyIdentifier

-authorityCertIssuer Seneral� Name authorityCertIssuer

-authorityCertSerialNu

mber
INTEGER authorityCertSerialNumber

Subject� Key� Identifier OCTET� STRING
Subject�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Key� Usage BIT� STRING Key� Usage keyCertSign,� CRLSign

Certificate� Policy Certificate� Policy

-policyIdentifier OID

[1]Certificate� Policy:
Policy� Identifier=
1.2.410.100001.2.1.1

[2]Certificate� Policy:
Policy� Identifier=
1.2.410.100001.2.1.2

[3]Certificate� Policy:
Policy� Identifier=
1.2.410.100001.2.1.3

[4]Certificate� Policy:
Policy� Iden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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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0.100001.2.2.1

-policyQualifiers -

--PolicyQualifierId OID -

--Qualifier -

---CPSuri -

---UserNotice -

----NoticeReference SEQUENCE -

----ExplicitText BMPString -

Policy� Mappings -

-issuerDomainPolicy OID -

-subjectDomainPolicy OID -

Subject�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Issuer�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Basic� Constraints Basic� Constraints -

-cA True subject� type� =� CA

-pathLenConstraint INTEGER path� LengthConstraint=0

Policy� Constraints Policy� Constraints

-requireExplicitPolicy INTEGER requireExplicitPolicy=0

-inhibitPolicyMapping INTEGER -

Name� Constraints -

-permittedSubtrees GeneralSubtrees -

-excludedSubtrees GeneralSubtrees -

Extended� Key� Usage OID - -

CrlDistributionPoint
CrlDistributionPoi

nt

-distributionPoint
DistributionPoin

tName

full� name:�

uniforResourceIdentifoer=ldap://c

en.der.go.kr:389/cn=GPKIRootC

A1,ou=gpki,o=Goverment� of�

Korea,c=KR?authirutyRevocationli

st:binary

-reasons ReasongFlags -

-cRLIssuer GeneralNames -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

-accessMethod OID -

-accessLocation General�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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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등록기관�인증서�프로파일�예시

기본

필드

필드명 ASN.1� type

Sign� 인증서�정책 Km�인증서�정책

Admin�

name
� 값 adminname� 값

Version INTEGER 인증서�종류 x.509v3 인증서�종류 x.509v3

Serial� Number INTEGER - - - -

Issuer

- - - -

-type OID

-value

printableStrin

g

또는�

utf8String

Validity

유효기간 27개월 유효기간 27개월-notBefore UTCTime

-notAfter UTCTime

Subject

- - - --type OID

-value BIT� STRING

Subject� Public� Key�

Info

-algorithm OID 키종류 KCDSA 키종류 RSA

-subjectPublicKey BIT� STRING - - - -

Extensions Extensions - - - -

해쉬�

알고리즘
sha256

해쉬�

알고리즘
sha256

서명�

알고리즘

KCDSAWithSHA

256

서명�

알고리즘

sha256WithRSA

Encryption

Polic

y�

Cons

traint

s확장

Authority� Key�

Identifier

Authority�

Key�

Identifier

Authority�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O C T E T�

STRING
KeyIdentifier KeyIdentifier

-authorityCertIssuer Seneral� Name authorityCertIssu authorityCert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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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er uer

-authorityCertSerialNu

mber
INTEGER

authorityCertSeri

alNumber

authorityCertSe

rialNumber

Subject� Key� Identifier
OCTET�

STRING

Subject�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Subject�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Key� Usage BIT� STRING Key� Usage
digitalSignature,�

nonRepudiation
Key� Usage

keyEncipherme

nt,�

dataEncipherme

nt

Certificate� Policy
Certificate�

Policy

Certificate�

Policy

-policyIdentifier OID

PolicyIdentifier=1�

2� 410� 100001�

2� 2� 2

PolicyIdentifier=

1� 2� 410�

100001� 2� 2� 2

-policyQualifiers - -

--PolicyQualifierId OID - -

--Qualifier - -

---CPSuri - -

---UserNotice - -

----NoticeReference SEQUENCE - -

----ExplicitText BMPString - -

Policy� Mappings - -

-issuerDomainPolicy OID - -

-subjectDomainPolicy OID - -

Subject�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 -

Issuer�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 -

Basic� Constraints - -

-cA True - -

-pathLenConstraint INTEGER - -

Policy� Constraints - -

-requireExplicitPolicy INTEGER - -

-inhibitPolicyMapping INTEGER - -

Name� Constraints - -

-permittedSubtrees
GeneralSubtre

es
- -

-excludedSubtrees
GeneralSubtre

es
- -

Extended� Key� Usage OI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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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lDistributionPoint - -

-distributionPoint
DistributionPo

intName
- -

-reasons ReasongFlags - -

-cRLIssuer GeneralNames - -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 -

-accessMethod OID - -

-accessLocation
General�

Name
- -



부록� 4.� OCSP� 인증서�프로파일�예시

기본

필드

필드명 ASN.1� type
Sign� 인증서�정책

Admin� name � 값

Version INTEGER - -

Serial� Number INTEGER - -

Issuer

- --type OID

-value
printableString

또는� utf8String

Validity

유효기간 7일-notBefore UTCTime

-notAfter UTCTime

Subject

- --type OID

-value BIT� STRING

Subject� Public� Key�

Info

-algorithm OID 키종류 KCDSA

-subjectPublicKey BIT� STRING - -

Extensions Extensions - -

해쉬�알고리즘 shq256

서명�알고리즘 KCDSAWithSHA256

Polic

y�

Cons

traint

s확장

필드

Authority� Key�

Identifier

Authority�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OCTET� STRING KeyIdentifier

-authorityCertIssuer Seneral� Name authorityCertIssuer

-authorityCertSerialN

umber
INTEGER authorityCertSerialNumber

Subject� Key�

Identifier
OCTET� STRING

Subject�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Key� Usage BIT� STRING Key� Usage digitalSignature,� nonRepudiation

Certificate� Policy
Certificate�

Policy

-policyIdentifier OID PolicyIdentifier=1� 2� 410� 100001� 2� 2� 2

-policyQualifiers -

--PolicyQualifierId OID -

--Qualifier -

---CPSuri -

---UserNo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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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Reference SEQUENCE -

----ExplicitText BMPString -

Policy� Mappings -

-issuerDomainPolicy OID -

-subjectDomainPolicy OID -

Subject� Alternative�

Names
otherName

subject�

ahternative�

name

-

Issuer�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Basic� Constraints -

-cA True -

-pathLenConstraint INTEGER -

Policy� Constraints -

-requireExplicitPolicy INTEGER -

-inhibitPolicyMapping INTEGER -

Name� Constraints -

-permittedSubtrees GeneralSubtrees -

-excludedSubtrees GeneralSubtrees -

Extended� Key� Usage OID
Extended�

Key� Usage

id-kp-OCSPSigning� (1� 3� 6� 1� 5� 5� 7� 3� 9)

id-pkix-OCSP-nocheck� (1� 3� 6� 1� 5� 5� 7� 48� 1� 6)

CrlDistributionPoint -

-distributionPoint
DistributionPoin

tName
-

-reasons ReasongFlags -

-cRLIssuer GeneralNames -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

-accessMethod OID -

-accessLocation General� Name -



- 135 -

부록� 5.� TSA� 인증서�프로파일�예시

기본

필드

필드명 ASN.1� type
Sign� 인증서�정책

Admin� name � 값

Version INTEGER - -

Serial� Number INTEGER - -

Issuer

- --type OID

-value
printableString

또는� utf8String

Validity

유효기간 10년-notBefore UTCTime

-notAfter UTCTime

Subject

- --type OID

-value BIT� STRING

Subject� Public� Key�

Info

-algorithm OID 키종류 KCDSA

-subjectPublicKey BIT� STRING - -

Extensions Extensions - -

해쉬�알고리즘 shq256

서명�알고리즘 KCDSAWithSHA256

Polic

y�

Cons

traint

s확장

필드

Authority� Key�

Identifier

Authority�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OCTET� STRING KeyIdentifier

-authorityCertIssuer Seneral� Name authorityCertIssuer

-authorityCertSerialNu

mber
INTEGER authorityCertSerialNumber

Subject� Key� Identifier OCTET� STRING
Subject�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Key� Usage BIT� STRING Key� Usage digitalSignature,� nonRepudiation

Certificate� Policy
Certificate�

Policy

-policyIdentifier OID PolicyIdentifier=1� 2� 410� 100001� 2� 2� 2

-policyQualifiers -

--PolicyQualifierId OID -

--Qualifier -

---CPSuri -

---UserNo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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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Reference SEQUENCE -

----ExplicitText BMPString -

Policy� Mappings -

-issuerDomainPolicy OID -

-subjectDomainPolicy OID -

Subject� Alternative�

Names
otherName

subject�

ahternative�

name

-

Issuer�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Basic� Constraints -

-cA True -

-pathLenConstraint INTEGER -

Policy� Constraints -

-requireExplicitPolicy INTEGER -

-inhibitPolicyMapping INTEGER -

Name� Constraints -

-permittedSubtrees GeneralSubtrees -

-excludedSubtrees GeneralSubtrees -

Extended� Key� Usage OID
Extended� Key�

Usage

id-kp-timestamping� (1� 3� 6� 1� 5� 5� 7� 3�

8)

CrlDistributionPoint -

-distributionPoint
DistributionPoint

Name
-

-reasons ReasongFlags -

-cRLIssuer GeneralNames -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accessMethod OID
온라인�인증서�상태� 프로토콜� (1� 3� 6� 1� 5�

5� 7� 48� 1)

-accessLocation General� Name
uniformResourceIdentifier� =�

http://gva.gpki.go.kr:8000



부록� 6.� 개인용�인증서�프로파일�예시

기본

필드

필드명 ASN.1� type

Sign� 인증서�정책 Km� 인증서�정책

Admin�

name
� 값 adminname� 값

Version INTEGER 인증서�종류 x.509v3 인증서�종류 x.509v3

Serial� Number INTEGER - - - -

Issuer

- - - --type OID

-value
printableString

또는� utf8String

Validity

유효기간 27개월 유효기간 27개월-notBefore UTCTime

-notAfter UTCTime

Subject

- - - --type OID

-value BIT� STRING

Subject� Public� Key�

Info

-algorithm OID 키종류 KCDSA 키종류 RSA

-subjectPublicKey BIT� STRING - - - -

Extensions Extensions - - - -

해쉬�

알고리즘
sha256

해쉬�

알고리즘
sha256

서명�

알고리즘

KCDSAWithSHA2

56

서명�

알고리즘

sha256WithR

SAEncryption

Polic

y�

Cons

traint

s확장

필드

Authority� Key�

Identifier

Authority�

Key�

Identifier

Authority�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OCTET� STRING KeyIdentifier KeyIdentifier

-authorityCertIssue

r
Seneral� Name

authorityCertIssue

r

authorityCertI

ssuer

-authorityCertSerial

Number
INTEGER

authorityCertSeria

lNumber

authorityCertS

erialNumber

Subject� Key�

Identifier
OCTET� STRING

Subject�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Subject�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Key� Usage BIT� STRING Key� Usage
digitalSignature,�

nonRepudiation
Key� Usage

keyEncipherm

ent,�

dataEncipher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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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Policy
Certificate�

Policy

Certificate�

Policy

-policyIdentifier OID

PolicyIdentifier=1�

2� 410� 100001� 2�

2� 1

PolicyIdentifie

r=1� 2� 410�

100001� 2� 2�

1

-policyQualifiers - -

--PolicyQualifierId OID - -

--Qualifier - -

---CPSuri - -

---UserNotice - -

----NoticeReferenc

e
SEQUENCE - -

----ExplicitText BMPString - -

Policy� Mappings - -

-issuerDomainPolic

y
OID - -

-subjectDomainPoli

cy
OID - -

Subject�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 -

Issuer�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 -

Basic� Constraints - -

-cA True - -

-pathLenConstraint INTEGER - -

Policy� Constraints - -

-requireExplicitPoli

cy
INTEGER - -

-inhibitPolicyMappi

ng
INTEGER - -

Name� Constraints - -

-permittedSubtrees GeneralSubtrees - -

-excludedSubtrees GeneralSubtrees - -

Extended� Key�

Usage
OID - - - -

CrlDistributionPoin

t
- -

-distributionPoint
DistributionPoint

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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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ReasongFlags - -

-cRLIssuer GeneralNames - -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accessMethod OID

온라인�인증서�

상태� 프로토콜� (1�

3� 6� 1� 5� 5� 7� 48�

1)

온라인�인증서�

상태� 프로토콜�

(1� 3� 6� 1� 5� 5�

7� 48� 1)

-accessLocation General� Name

uniformResourceI

dentifier� =�

http://gva.gpki.g

o.kr:8000

uniformResou

rceIdentifier� =�

http://gva.gpk

i.go.kr: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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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기관용�인증서�프로파일�예시

기본

필드

필드명 ASN.1� type

Sign� 인증서�정책 Km� 인증서�정책

Admin�

name
� 값 adminname� 값

Version INTEGER 인증서�종류 x.509v3 인증서�종류 x.509v3

Serial� Number INTEGER - - - -

Issuer

- - - --type OID

-value
printableString

또는� utf8String

Validity

유효기간 27개월 유효기간 27개월-notBefore UTCTime

-notAfter UTCTime

Subject

- - - --type OID

-value BIT� STRING

Subject� Public� Key�

Info

-algorithm OID 키종류 KCDSA 키종류 RSA

-subjectPublicKey BIT� STRING - - - -

Extensions Extensions - - - -

해쉬�

알고리즘
sha256

해쉬�

알고리즘
sha256

서명�

알고리즘

KCDSAWithSHA2

56

서명�

알고리즘

sha256WithR

SAEncryption

Polic

y�

Cons

traint

s확장

필드

Authority� Key�

Identifier

Authority�

Key�

Identifier

Authority�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OCTET� STRING KeyIdentifier KeyIdentifier

-authorityCertIssue

r
Seneral� Name

authorityCertIssue

r

authorityCertI

ssuer

-authorityCertSerial

Number
INTEGER

authorityCertSeria

lNumber

authorityCertS

erialNumber

Subject� Key�

Identifier
OCTET� STRING

Subject�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Subject�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Key� Usage BIT� STRING Key� Usage
digitalSignature,�

nonRepudiation
Key� Usage

keyEncipherm

ent,�

dataEncipher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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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Policy
Certificate�

Policy

Certificate�

Policy

-policyIdentifier OID

PolicyIdentifier=1�

2� 410� 100001� 2�

2� 1

PolicyIdentifie

r=1� 2� 410�

100001� 2� 2�

1

-policyQualifiers - -

--PolicyQualifierId OID - -

--Qualifier - -

---CPSuri - -

---UserNotice - -

----NoticeReferenc

e
SEQUENCE - -

----ExplicitText BMPString - -

Policy� Mappings - -

-issuerDomainPolic

y
OID - -

-subjectDomainPoli

cy
OID - -

Subject�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 -

Issuer�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 -

Basic� Constraints - -

-cA True - -

-pathLenConstraint INTEGER - -

Policy� Constraints - -

-requireExplicitPoli

cy
INTEGER - -

-inhibitPolicyMappi

ng
INTEGER - -

Name� Constraints - -

-permittedSubtrees GeneralSubtrees - -

-excludedSubtrees GeneralSubtrees - -

Extended� Key�

Usage
OID - - - -

CrlDistributionPoin

t
- -

-distributionPoint
DistributionPoint

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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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ReasongFlags - -

-cRLIssuer GeneralNames - -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accessMethod OID

온라인�인증서�

상태�프로토콜� (1�

3� 6� 1� 5� 5� 7� 48�

1)

온라인�인증서�

상태� 프로토콜�

(1� 3� 6� 1� 5� 5�

7� 48� 1)

-accessLocation General� Name

uniformResourceI

dentifier� =�

http://gva.gpki.g

o.kr:8000

uniformResou

rceIdentifier� =�

http://gva.gpk

i.go.kr:8000



부록� 8.� 서버용�인증서�프로파일�예시

기본

필드

필드명 ASN.1� type

Sign� 인증서�정책 Km� 인증서�정책

Admin�

name
� 값 adminname� 값

Version INTEGER 인증서�종류 x.509v3 .인증서�종류 x.509v3

Serial� Number INTEGER - - - -

Issuer

- - - --type OID

-value
printableString

또는� utf8String

Validity

유효기간 27개월 유효기간 27개월-notBefore UTCTime

-notAfter UTCTime

Subject

- - - --type OID

-value BIT� STRING

Subject� Public� Key�

Info

-algorithm OID 키종류 KCDSA 키종류 RSA

-subjectPublicKey BIT� STRING - - - -

Extensions Extensions - - - -

해쉬�

알고리즘
sha256

해쉬�

알고리즘
sha256

서명�

알고리즘

KCDSAWithSHA2

56

서명�

알고리즘

sha256WithR

SAEncryption

Polic

y�

Cons

traint

s확장

필드

Authority� Key�

Identifier

Authority�

Key�

Identifier

Authority�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OCTET� STRING KeyIdentifier KeyIdentifier

-authorityCertIssuer Seneral� Name
authorityCertIssue

r

authorityCertI

ssuer

-authorityCertSerial

Number
INTEGER

authorityCertSeria

lNumber

authorityCertS

erialNumber

Subject� Key�

Identifier
OCTET� STRING

Subject�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Subject�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Key� Usage BIT� STRING Key� Usage
digitalSignature,�

nonRepudiation
Key� Usage

keyEncipherm

ent,�

dataEncipher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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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Policy
Certificate�

Policy

Certificate�

Policy

-policyIdentifier OID

PolicyIdentifier=1�

2� 410� 100001� 2�

2� 2

PolicyIdentifie

r=1� 2� 410�

100001� 2� 2�

2

-policyQualifiers - -

--PolicyQualifierId OID - -

--Qualifier - -

---CPSuri - -

---UserNotice - -

----NoticeReference SEQUENCE - -

----ExplicitText BMPString - -

Policy� Mappings - -

-issuerDomainPolicy OID - -

-subjectDomainPolic

y
OID - -

Subject�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 -

Issuer�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 -

Basic� Constraints - -

-cA True - -

-pathLenConstraint INTEGER - -

Policy� Constraints - -

-requireExplicitPolicy INTEGER - -

-inhibitPolicyMappin

g
INTEGER - -

Name� Constraints - -

-permittedSubtrees GeneralSubtrees - -

-excludedSubtrees GeneralSubtrees - -

Extended� Key�

Usage
OID - - - -

CrlDistributionPoint - -

-distributionPoint
DistributionPoin

tName
- -

-reasons ReasongFlags - -

-cRLIssuer GeneralNames - -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Authority�

Information�

Authorit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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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Access

-accessMethod OID

온라인�인증서�

상태�프로토콜� (1�

3� 6� 1� 5� 5� 7� 48�

1)

온라인�인증서�

상태� 프로토콜�

(1� 3� 6� 1� 5� 5�

7� 48� 1)

-accessLocation General� Name

uniformResourceI

dentifier� =�

http://gva.gpki.g

o.kr:8000

uniformResou

rceIdentifier� =�

http://gva.gpk

i.go.kr: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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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G-SSL용� 인증서�프로파일�예시
■�행정�인증기관� G-SSL� 인증서

기본

필드

필드명 ASN.1� type
Sign� 인증서�정책

Admin� name � 값

Version INTEGER 인증서�종류 x.509v3

Serial� Number INTEGER - -

Issuer

- --type OID

-value
printableString

또는� utf8String

Validity

유효기간 13개월-notBefore UTCTime

-notAfter UTCTime

Subject

- --type OID

-value BIT� STRING

Subject� Public� Key�

Info

-algorithm OID 키종류 RSA

-subjectPublicKey BIT� STRING - -

Extensions Extensions - -

해쉬�

알고리즘
sha256

서명�

알고리즘
sha256WithRSAEncryption

Polic

y�

Cons

traint

s확장

필드

Authority� Key�

Identifier

Authority�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O C T E T�

STRING
KeyIdentifier

-authorityCertIssuer Seneral� Name

-authorityCertSerialN

umber
INTEGER

Subject� Key�

Identifier

OCTET�

STRING

Subject�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Key� Usage BIT� STRING Key� Usage
digitalSignature,� nonRepudiation,�

keyEncipherment,� dataEncipherment,�

Certificate� Policy
Certificate�

Policy

-policyIdentifier OID PolicyIdentifier=1� 2� 410� 100001� 2� 1� 2

-policyQualifi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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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QualifierId OID -

--Qualifier -

---CPSuri -

---UserNotice -

- - - -No t i c eRe f e r en

ce
SEQUENCE -

----ExplicitText BMPString -

-policyIdentifier OID PolicyIdentifier=2� 23� 140� 1� 2� 2

Policy� Mappings -

-issuerDomainPolicy OID -

-subjectDomainPolicy OID -

Subject� Alternative�

Names
otherName

subject�

ahternative�

name

dNSName� =� DOMAIN

Issuer�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Basic� Constraints -

-cA False -

-pathLenConstraint INTEGER -

Policy� Constraints -

-requireExplicitPolic

y
INTEGER -

-inhibitPolicyMapping INTEGER -

Name� Constraints -

-permittedSubtrees
GeneralSubtree

s
-

-excludedSubtrees
GeneralSubtree

s
-

Extended� Key� Usage OID
Extended�

Key� Usage
id-kp-serverAuth� (1� 3� 6� 1� 5� 5� 7� 3� 1)

CrlDistributionPoint -

-distributionPoint
DistributionPoi

ntName

uniformResourceIdentifier� =
ldap://cen.dir.go.kr:389/cn=crl%sp%sdp%s,
DN_Tamplate?certificateRevocationList;bin

ary
http://ssl-crl.gpki.go.kr/crl/CA-CN/crl%sp
%sdp%s

-reasons ReasongFlags -

-cRLIssuer GeneralNa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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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Information�

Access
-

-accessMethod OID
온라인�인증서�상태� 프로토콜� (1� 3� 6� 1� 5�

5� 7� 48� 1)

-accessLocation General� Name
uniformResourceIdentifier� =�

http://ssl-ocsp-gov.gpki.go.kr:8100

-accessMethod OID
온라인�인증서�상태� 프로토콜� (1� 3� 6� 1� 5�

5� 7� 48� 2)

-accessLocation General� Name
uniformResourceIdentifier� =�

http://ssl-crl.gpki.go.kr/CA131100001.c
er



- 149 -

■�공공�인증기관� G-SSL� 인증서

기본

필드

필드명 ASN.1� type
Sign� 인증서�정책

Admin� name � 값

Version INTEGER 인증서�종류 x.509v3

Serial� Number INTEGER - -

Issuer

- --type OID

-value
printableString

또는� utf8String

Validity

유효기간 13개월-notBefore UTCTime

-notAfter UTCTime

Subject

- --type OID

-value BIT� STRING

Subject� Public� Key�

Info

-algorithm OID 키종류 RSA

-subjectPublicKey BIT� STRING - -

Extensions Extensions - -

해쉬�알고리즘 sha256

서명�알고리즘 sha256WithRSAEncryption

Polic

y�

Cons

traint

s확장

필드

Authority� Key�

Identifier

Authority�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OCTET� STRING KeyIdentifier

-authorityCertIssuer Seneral� Name

-authorityCertSerialNu

mber
INTEGER

Subject� Key� Identifier OCTET� STRING
Subject� Key�

Identifier
keyIdentifier

Key� Usage BIT� STRING Key� Usage
digitalSignature,� nonRepudiation,�

keyEncipherment,� dataEncipherment

Certificate� Policy
Certificate�

Policy

-policyIdentifier OID PolicyIdentifier=1� 2� 410� 100001� 2� 1� 5

-policyQualifiers -

--PolicyQualifierId OID -

--Qualifier -



- 150 -

---CPSuri -

---UserNotice -

----NoticeReference SEQUENCE -

----ExplicitText BMPString -

-policyIdentifier OID PolicyIdentifier=2� 23� 140� 1� 2� 2

Policy� Mappings -

-issuerDomainPolicy OID -

-subjectDomainPolicy OID -

Subject� Alternative�

Names
otherName

subject�

ahternative�

name

dNSName� =� DOMAIN

Issuer� Alternative�

Names�
otherName - -

Basic� Constraints -

-cA False -

-pathLenConstraint INTEGER -

Policy� Constraints -

-requireExplicitPolicy INTEGER -

-inhibitPolicyMapping INTEGER -

Name� Constraints -

-permittedSubtrees
GeneralSubtree

s
-

-excludedSubtrees
GeneralSubtree

s
-

Extended� Key� Usage OID
Extended�

Key� Usage
id-kp-serverAuth� (1� 3� 6� 1� 5� 5� 7� 3� 1)

CrlDistributionPoint -

-distributionPoint
DistributionPoi

ntName

uniformResourceIdentifier� =

ldap://cen.dir.go.kr:389/cn=crl%sp%sdp%

s,DN_Tamplate?certificateRevocationList;bi

nary

http://ssl-crl.gpki.go.kr/crl/CA-CN/crl%sp%

sdp%s

-reasons ReasongFlags -

-cRLIssuer GeneralNames -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

-accessMethod OID
온라인�인증서�상태�프로토콜� (1� 3� 6� 1� 5� 5�

7� 48� 1)

-accessLocation General� Name
uniformResourceIdentifier� =�

http://ssl-ocsp-pub.gpki.go.kr: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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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Method OID
온라인�인증서�상태�프로토콜� (1� 3� 6� 1� 5� 5�

7� 48� 2)

-accessLocation General� Name
uniformResourceIdentifier� =�

http://ssl-crl.gpki.go.kr/CA131100002.c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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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일반인증서(개인용)의�기관구분자(CN)

CN�구분자 행정기관명 CN�구분자 행정기관명

00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009 감사원

012 법제처 014 국가보훈처

015 공정거래위원회 022 문화재청

023 산림청 024 특허청

029 통일부 031 법무부

037 환경부 040 국세청

041 관세청 042 조달청

043 통계청 044 기상청

045 농촌진흥청 049 서울특별시

050 부산광역시 051 대구광역시

052 인천광역시 053 광주광역시

054 대전광역시 055 울산광역시

056 경기도 057 강원도

058 충청북도 059 충청남도

060 전라북도 061 전라남도

062 경상북도 063 경상남도

065 병무청 066 경찰청

081 국방부 083 국가정보원

08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85 대검찰청

086 헌법재판소 089 국회

097 국가인권위원회 098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09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0 방위사업청

10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5 제주특별자치도

116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11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11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126 대통령비서실 128 국가안보실

129 국무총리비서실 130 국무조정실

133 교육부 134 외교부

135 농림축산식품부 136 산업통상자원부

137 국토교통부 138 해양수산부

139 식품의약품안전처 140 특별감찰관

142 국가교육회의 15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5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52 일자리위원회

154 자치분권위원회 15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62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63 정책기획위원회

164 4차산업혁명위원회 16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68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
조사위원회 169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170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 171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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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구분자 행정기관명 CN�구분자 행정기관명

172 국가기후환경회의 173 국민경제자문회의

17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176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
념사업추진위원회

17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78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79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
회복위원회 201 대통령경호처

202 중소벤처기업부 203 소방청

204 해양경찰청 300 행정안전부

303 인사혁신처 500 방송통신위원회

516 국민권익위원회 518 기획재정부

520 고용노동부 528 금융위원회

533 문화체육관광부 594 세종특별자치시

619 보건복지부 629 질병관리청

693 여성가족부 700 대법원

801 서울특별시교육청 802 부산광역시교육청

803 대구광역시교육청 804 인천광역시교육청

805 광주광역시교육청 806 대전광역시교육청

807 울산광역시교육청 808 경기도교육청

809 강원도교육청 810 충청북도교육청

811 충청남도교육청 812 전라북도교육청

813 전라남도교육청 814 경상북도교육청

815 경상남도교육청 8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18 대학 821 원자력안전위원회

8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82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824 새만금개발청 825 국가테러대책위원회

8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0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04 재외동포재단 A05 한국국제교류재단

A06 대한지방행정공제회 A07 한국학술진흥재단

A08 농수산물유통공사 A12 중소기업진흥공단

A1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A16 국립공원관리공단

A17 환경관리공단 A18 근로복지공단

A19 한국노동교육원 A21 노사정위원회

A22 한국수자원공사 A23 한국도로공사

A24 교통안전공단 A25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A27 한국지역난방공사 A2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A3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A31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A3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A3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A35 국민건강보험공단 A36 광주과학기술원

A37 대한체육회 A38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A40 한국소방안전협회 A4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A4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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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구분자 행정기관명 CN�구분자 행정기관명

A4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A48 부산항만공사

A49 한국광기술원 A50 서울메트로

A52 광주광역시도시공사 A55 경상남도개발공사

A56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A57 강서구시설관리공단

A58 송파구시설관리공단 A59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A60 부천시시설관리공단 A61 고양시시설관리공단

A62 파주시시설관리공단 A63 김포시시설관리공단

A64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A6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A67 한국환경자원공사 A68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A70 한국철도공사 A7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A72 한국인터넷진흥원 A7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74 동작구시설관리공단 A75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A76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A7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80 창원시시설관리공단 A81 신용보증기금

A82 한국전력공사 A84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A85 전라남도순천의료원 A86 한국갱생보호공단

A8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88 재단법인충남발전연구원

A89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A90 한국한의학연구원

A91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A92 (재)충남테크노파크

A93 (재)부천산업진흥재단 A9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A96 강북구도시관리공단 A97 강원발전연구원

A98 재단법인경남발전연구원 A99 과천시시설관리공단

B0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B02 금융감독원

B03 기술신용보증기금 B04 중소기업은행

B05 대한법률구조공단 B0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B0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B09 우리은행

B10 인천항만공사 B11 강원신용보증재단

B12 경기신용보증재단 B13 경남신용보증재단

B14 경북신용보증재단 B15 광주신용보증재단

B16 대구신용보증재단 B17 대전신용보증재단

B18 부산신용보증재단 B19 서울신용보증재단

B20 울산신용보증재단 B21 인천신용보증재단

B22 전남신용보증재단 B23 전북신용보증재단

B24 제주신용보증재단 B25 충남신용보증재단

B26 충북신용보증재단 B28 한국감정원

B29 한국공항공사 B30 한국농촌공사

B3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B32 한국산업인력공단

B33 한국수출보험공사 B34 한국자산관리공사

B35 한국전기안전공사 B36 한국주택금융공사

B38 소프트웨어공제조합 B39 광진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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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0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B41 김대중컨벤션센터

B43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B44 대한석탄공사

B45 도봉구시설관리공단 B46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B47 재단법인부산발전연구원 B4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B50 서울문화재단 B52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B53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B54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B55 성북구도시관리공단 B56 수원시시설관리공단

B57 영화진흥위원회 B58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B59 인천광역시관광공사 B61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B62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B63 인천광역시의료원

B65 인천교통공사 B68 축산물등급판정소

B70 통일연구원 B71 한국가스공사

B7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B73 한국고용정보원

B7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B75 한국국제협력단

B76 한국남동발전㈜ B7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B79 한국상하수도협회 B80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B82 한국식품연구원 B83 한국영상자료원

B8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B85 한국전자거래진흥원

B8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B87 한국화학연구원

B8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B90 대한적십자사

B91 부산교통공사 B92 산림조합중앙회

B9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B94 수협중앙회

B95 인천국제공항공사 B96 전국재해구호협회

B97 한국가스안전공사 B98 한국방송공사

B99 한국산업단지공단 C0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C03 한국철도시설공단 C04 한국사학진흥재단

C05 서울대학교병원 C06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C0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C10 충청남도개발공사

C11 재단법인인천발전연구원 C12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C13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C14 (재)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C15 인천광역시체육회 C16 가평군시설관리공단

C1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C18 함안지방공사

C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C20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C21 한국과학재단 C24 한국관광공사

C25 화성시시설관리공단 C26 마포구시설관리공단

C27 (주)한국가스기술공사 C28 김해시시설관리공단

C30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C31 국토연구원

C32 전쟁기념사업회 C33 부산시설공단

C34 한국환경공단 C35 전남발전연구원

C36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C37 소방산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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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8 구미시시설관리공단 C39 정부법무공단

C40 충북개발공사 C41 제주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C4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C43 부산도시공사

C44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C45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C4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C49 한국전자통신연구소

C50 대한장애인체육회 C51 한국은행

C52 한국청소년수련원 C53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C56 경상북도개발공사 C5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C5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6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C61 용산구시설관리공단 C63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C64 울산항만공사 C65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C66 한국원자력연구원 C6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68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 C69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C70 충청남도천안의료원 C71 한국전파진흥원

C72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C7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C75 한국해양연구원 C76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C77 동북아역사재단 C78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C79 (재)인천문화재단 C80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

C81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C82 정선군시설관리공단

C8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C84 한국청소년상담원

C85 한국수출입은행 C86 국가핵융합연구소

C8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C89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C9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C92 SH공사

C93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C94 한국천문연구원

C95 하남시도시개발공사 C96 (재)전북테크노파크

C97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 C98 안전성평가연구소

C9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0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D02 용인시시설관리공단 D03 한국석유공사

D04 충청남도공주의료원 D05 한국교육개발원

D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07 (재)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D08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D09 한국개발연구원

D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D11 안산시시설관리공단

D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D14 한국학중앙연구원

D16 전북개발공사 D17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D18 학교안전공제중앙회 D1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D20 오산시시설관리공단 D22 인천환경공단

D23 재단법인경기농림진흥재단 D24 경기평택항만공사

D25 전기공사공제조합 D26 평생교육진흥원

D27 한국전기공사협회 D28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D29 양천구시설관리공단 D30 거제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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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D33 한국조폐공사

D34 한국발명진흥회 D3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D37 (재)서울특별시서울산업통상진흥원 D38 부산광역시경륜공단

D40 한국소비자원 D41 청주시시설관리공단

D42 부산대학교병원 D4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D45 예금보험공사 D46 한국수력원자력(주)

D47 한국마사회 D48 (주)한국건설관리공사

D49 한국언론재단 D53 국민연금공단

D54 한국디자인진흥원 D55 저작권위원회

D56 경기도장애인체육회 D57 경기도청소년수련원

D59 재단법인경기개발연구원 D60 경기도시공사

D61 재단법인나노소자특화팹센터 D62 재단법인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D63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D64 경기도체육회

D65 재단법인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D67 경기관광공사

D68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D69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D71 선박안전기술공단 D72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D73 재단법인대전컨벤션뷰로 D74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D76 대전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D77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D78 대전광역시체육회 D79 재단법인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D80 재단법인경기복지미래재단 D81 재단법인경기바이오센터

D83 재단법인경기영어마을 D84 재단법인경기도문화의전당

D85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D86 속초시시설관리공단

D87 구로구시설관리공단 D88 한국투자공사

D89 한국과학기술원 D90 대한상공회의소

D9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D92 학교법인숭실대학교

D93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D94 화성시문화재단

D9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D96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D9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D98 부산지방공단스포원

D99 독립기념관 E01 상호저축은행중앙회

E02 (사)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E03 관악문화관도서관

E04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E05 세종도시교통공사

E0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07 창녕군시설관리공단

E08 서울에너지공사 E09 고양시청소년재단

E10 대구시설공단 E11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

E12 (재)포항문화재단 E13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E14 인천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E15 재단법인광주과학기술진흥원

E17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E18 수협은행

E1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20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21 환경보전협회 E22 강원연구원

E23 재단법인거창문화재단 E24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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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5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E26 재단법인대전세종연구원

E27 재단법인울산문화재단 E28 청도공영사업공사

E29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E30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E31 (재)서울테크노파크 E32 서울교통공사

E3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E34 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

E35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E36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E37 (재)대전효문화진흥원 E38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E39 재단법인고양시정연구원 E40 경주시시설관리공단

E41 재단법인대구여성가족재단 E42 재단법인광명문화재단

E43 서민금융진흥원 E45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E46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47 재단법인세미원

E48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E49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E50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E51 한국수목원관리원

E52 서울시설공단 E53 (사)제주컨벤션뷰로

E54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E55 한국공인회계사회

E56 사단법인성동구자원봉사센터 E57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E58 재단법인금천문화재단 E60 BNK캐피탈

E61 JB우리캐피탈 E62 KB국민카드

E63 KB캐피탈 E64 NH농협캐피탈

E65 롯데카드 E66 롯데캐피탈

E67 메리츠캐피탈 E68 산은캐피탈

E69 삼성카드 E70 신한카드

E71 아주캐피탈 E72 애큐온캐피탈

E73 우리카드 E74 폭스바겐파이낸셜

E75 하나카드 E76 현대커머셜

E77 효성캐피탈 E78 현대카드

E79 현대캐피탈 E80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E8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82 재단법인은평문화재단

E83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E84 (사)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E85 성남시체육회 E86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E87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E88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E89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E90 도봉문화재단

E91 광명도시공사 E9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E93 (재)용인시축구센터 E94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E96 강북문화재단 E97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E98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E99 재단법인충북학사

F01 신한은행 F02 전북은행

F03 경남은행 F04 한국외환은행

F05 부산은행 F06 제주은행

F07 광주은행 F08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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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9 국민은행 F10 대구은행

F12 수산업협동조합 F13 한국씨티은행

F14 시장경영지원센터 F15 대한결핵협회

F1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F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F18 신문유통원 F1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F20 한국문학번역원 F2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F22 한국기계연구원 F24 영상물등급위원회

F25 경상대학교병원 F26 한국행정연구원

F27 한국노동연구원 F28 한국법제연구원

F29 한국조세연구원 F3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F3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F32 한국광물자원공사

F33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F34 전략물자관리원

F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36 기초기술연구회

F37 한국어촌어항협회 F38 예술의전당

F3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F40 한국과학기술원(KAIST)

F4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F42 한국산업기술재단

F43 한국기술거래소 F4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F48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F49 (주)중소기업유통센터

F50 재단법인국립오페라단 F5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F52 한국고전번역원 F53 (재)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F54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F56 화성도시공사

F57 양주시시설관리공단 F58 노사발전재단

F59 강원대학교병원 F60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F61 재단법인국립합창단 F62 서울예술단

F63 재단법인국립발레단 F6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F65 울주군시설관리공단 F66 전북발전연구원

F6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F68 대한에이즈예방협회

F69 강남문화재단 F70 한국농어촌공사

F7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F72 군인공제회

F73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F74 국립암센터

F75 국민체육진흥공단 F76 전남개발공사

F7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F7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F80 연구개발인력교육원 F81 한국우편물류지원단

F8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F83 한국예탁결제원

F84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F85 군포시시설관리공단

F86 고양문화재단 F87 (재)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F88 항로표지기술협회 F89 종로구시설관리공단

F9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F91 국제방송교류재단

F92 대전도시공사 F9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F94 (주)한국거래소 F95 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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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6 한국중부발전(주) F97 (주)강원랜드

F98 (주)인천종합에너지 F9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G0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G02 한국시설안전공단

G03 한국방송광고공사 G04 한전KDN(주)

G05 전주시시설관리공단 G06 동해시시설관리공단

G07 한국교육방송공사 G08 충북대학교병원

G09 한국전력기술(주) G10 금강수계관리위원회

G11 학교법인한국폴리텍 G12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G13 재단법인대전문화산업진흥원 G14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G15 (재)인천세계도시축전 G1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G17 한국광해관리공단 G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G19 (주)경북관광개발공사 G20 시흥시시설관리공단

G21 강남구도시관리공단 G22 도로교통공단

G23 의왕시시설관리공단 G24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G25 충남대학교병원 G27 한국교통연구원

G28 한국지역진흥재단 G30 재단법인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G31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G32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G33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G34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G35 (재)마포문화재단 G3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G37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G38 한전원자력연료(주)

G3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G41 재단법인창원문화재단

G42 한국교직원공제회 G43 안성시시설관리공단

G44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G4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G46 한국산재의료원 G4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G4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G4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G50 한국산업은행 G51 한국자유총연맹

G5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G53 산업연구원

G54 대구도시공사 G55 국가수리과학연구소

G5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G57 경북대학교병원

G58 경찰공제회 G59 대한소방공제회

G60 산업기술연구회 G61 전남대학교병원

G62 강화군시설관리공단 G64 대구도시철도공사

G6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G66 창원시경륜공단

G67 한국전기연구원 G68 한국전력거래소

G69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 G70 충청남도서산의료원

G71 재단법인하남시문화예술회관 G74 전북대학교병원

G7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76 한국원자력의학원

G7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G78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G79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G80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G8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G82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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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3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KICOS) G84 대한건설협회

G85 인천정보산업진흥원 G86 제주대학교병원

G87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G88 한국과학창의재단

G89 한국동서발전(주) G90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G91 한국생산성본부 G92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G93 농림기술관리센터 G94 에너지경제연구원

G95 (재)한국장애인개발원 G97 한국청소년진흥센터

G9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G99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H0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H02 한국서부발전(주)

H03 울산테크노파크 H04 녹색사업단

H05 한국장학재단 H07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H08 한국석유관리원 H09 한국남부발전(주)

H1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H11 재단법인부산여성가족개발원

H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13 연천군시설관리공단

H14 한국정보화진흥원 H15 광주지방공사

H16 국민생활체육회 H17 지역발전위원회

H18 한국세라믹기술원 H19 김포시도시개발공사

H20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H21 한국연구재단

H22 양산시시설관리공단 H23 남양주도시공사

H24 경기도의료원 H26 포천시시설관리공단

H27 (재)김해문화재단 H28 충청남도홍성의료원

H29 한국저작권위원회 H30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H31 안산도시공사 H32 경기도생활체육회

H3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34 ㈜안산도시개발

H35 기장군도시관리공단 H36 한국토지주택공사

H37 국가브랜드위원회 H38 게임물등급위원회

H39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H4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H41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H42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H4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H44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H45 인천메트로 H46 (재)남도학숙

H47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H48 태권도진흥재단

H49 국방과학연구소 H50 수도권교통본부

H51 부산환경공단 H52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H53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H54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H55 교육시설재난공제회 H56 강원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H57 재단법인대전문화재단 H5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H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6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H61 (재)광주세계광엑스포 H6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H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H6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65 재단법인한국도자재단 H66 동남권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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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7 학교법인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
교 H68 경기복지재단

H69 공무원연금공단 H7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71 한국언론진흥재단 H72 (재)한국보육진흥원

H73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H74 (재)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H75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H76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H78 육아정책연구소 H79 국립중앙의료원

H80 재단법인국악방송 H81 재단법인익산문화재단

H82 (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H83 서울시복지재단

H84 이북5도위원회 H8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H86 한국정책금융공사 H8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H88 용인지방공사 H90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

H91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H92 한국전자파연구원

H93 안동시시설관리공단 H94 학교법인진명정진학원

H95 축산물품질평가원 H96 한국콘텐츠진흥원

H97 국방기술품질원 H98 안양시시설관리공단

H99 중랑구시설관리공단 I01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I02 여수시도시공사 I03 재단법인경기과학기술진흥원

I04 (주)코스콤 I0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I06 코레일네트웍스(주) I07 (주)아이비케이시스템

I08 한국국학진흥원 I09 강원도개발공사

I10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I11 제주관광공사

I12 안양시동안청소년수련관 I13 산은금융지주(주)

I14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I15 북한이탈주민후원회

I16 소상공인진흥원 I17 시장경영진흥원

I18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I19 한국과학기술평가원

I20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I21 (재)성남산업진흥재단

I22 건설근로자공제회 I23 한국무역보험공사

I24 한국관세사회 I25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I2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I28 주택관리공단(주)

I29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30 중소기업중앙회

I31 서울보증보험 I32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I3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I34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I35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I36 대전테크노파크

I37 (재)부산문화재단 I38 한국우편사업지원단

I39 부산항만보안(주) I4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I41 인천항만보안(주) I42 수성문화재단

I44 송파구자원봉사센터 I4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I47 (재)제주테크노파크 I48 한국보건의료연구원

I49 구로문화재단 I50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I51 수산자원사업단 I52 김포도시공사



- 163 -

CN�구분자 행정기관명 CN�구분자 행정기관명

I53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I54 창업진흥원

I55 단양관광관리공단 I56 창녕군개발공사

I57 문경관광진흥공단 I58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I59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60 용인도시공사

I61 고양도시관리공사 I62 구미시설공단

I63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I6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I65 강릉관광개발공사 I66 한국걸스카우트연맹

I67 재단법인서울장학재단 I68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I69 한국만화영상진흥원 I70 수산어업협동조합중앙회

I71 평택도시공사 I7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
회

I73 해양환경관리공단 I74 의왕도시공사

I75 한국청소년연맹 I76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I77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I78 한국스카우트연맹

I79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I80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병원

I81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I82 서울특별시서남병원

I83 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I84 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I85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I86 서울특별시백암정신병원

I87 서울특별시동부병원 I88 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I89 코레일유통(주) I90 경영지도법인지방공기업평가원

I91 한국해양소년단연맹 I92 (재)안양지식산업진흥원

I93 서울특별시체육회 I94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95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I96 (재)경남테크노파크

I97 사회통합위원회 I98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I99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J01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J02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J03 (재)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J04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J05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J06 여수광양항만공사 J07 서울특별시북부병원

J08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J09 (재)전남문화예술재단

J10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J11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J12 (재)전남여성플라자 J13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J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J15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J16 새마을금고중앙회 J17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J18 2012광주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조
직위원회 J19 한국건강관리협회

J2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J21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J22 구리농수산물공사 J23 충북발전연구원

J24 (사)한국우주소년단 J25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J26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J27 재단법인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

J28 (재)한국문화정보센터 J29 (재)체육인재육성재단

J30 대전마케팅공사 J31 경기콘텐츠진흥원

J32 재단법인울산발전연구원 J33 (재)안양문화예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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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34 기초과학연구원 J35 인구보건복지협회

J36 (재)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
원회 J37 (재)영화의전당

J38 인천도시공사 J39 (재)부산경제진흥원

J40 전자부품연구원 J4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J42 천안시시설관리공단 J43 한국잡월드

J44 (재)전라남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J4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J46 서울시정신보건센터 J47 인천항보안공사

J48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J49 (재)중앙자활센터

J50 (주)부산항보안공사 J51 한국임업진흥원

J52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J53 재단법인하남문화재단

J5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J55 한국건강증진재단

J56 한국우편사업진흥원 J57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J58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J59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J60 국제식물검역인증원 J61 농협은행

J62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J63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J6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J65 (재)강원테크노파크

J66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J67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J6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J69 춘천도시공사

J70 경기평생교육진흥원 J7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J72 우체국금융개발원 J73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J74 포항시시설관리공단 J75 APEC기후센터

J76 (사)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J77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J78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J79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J8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J81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J82 한국나노기술원 J83 국립박물관문화재단

J84 재단법인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J85 서울연구원

J86 한국항공소년단 J87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J88 재단법인안산문화예술의전당 J89 대전평생교육진흥원

J90 (재)우체국시설관리단 J91 동부기술교육원

J92 재단법인성북문화재단 J93 한국교육안전공제회

J94 (재)부산디자인센터 J9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J96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J9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J98 사단법인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J99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K01 구리도시공사 K02 경상북도관광공사

K03 재단법인인천테크노파크 K0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K05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K06 재단법인청주복지재단

K07 우체국물류지원단 K0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09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
회 K10 김포복지재단

K11 (재)광주광역시광주여성재단 K12 재단법인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K13 (재)광주테크노파크 K14 광주환경공단



- 165 -

CN�구분자 행정기관명 CN�구분자 행정기관명

K15 (재)오산문화재단 K16 (사)한국폐기물협회

K17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K18 한국뇌연구원

K19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K20 (재)안산문화재단

K21 부산관광공사 K22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K23 (재)전남테크노파크 K24 (재)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센터

K2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K26 세종학당재단

K27 아시아문화개발원 K28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K2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30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K31 수원시정연구원 K32 (재)울산경제진흥원

K33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K34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K3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36 용인문화재단

K37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K38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K39 고양시자원봉사센터 K40 군포문화재단

K41 학교법인이후학원 K42 재단법인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K43 제주에너지공사 K44 양평지방공사

K45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K46 한국기상산업진흥원

K47 (재)중앙입양원 K48 경남개발공사

K49 서울특별시치매센터 K50 여주군시설관리공단

K51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K52 (재)부산테크노파크

K5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K54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K55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K56 충청남도경제진흥원

K57 한국원자력환경공단 K58 인천국제교류재단

K59 강화고려역사재단 K60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K61 (재)호남지역사업평가원 K62 (재)동남지역사업평가원

K63 (재)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 K64 (재)강원지역사업평가원

K65 부평문화원 K66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녹색기술센터

K67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K68 여주시시설관리공단

K69 (재)제주지역사업평가원 K70 (재)충청지역사업평가원

K71 사단법인한국미래교육연구협의회 K72 재단법인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K73 재단법인경기도교육연구원 K74 (재)대경지역사업평가원

K75 국민대통합위원회 K77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국제정
보네트워킹센터

K78 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 K79 청년위원회

K80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K81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K82 영월군시설관리공단 K8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K84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K85 부여군시설관리공단

K86 (재)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K87 국립대구과학관

K8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극지연구소 K89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K90 (재)5.18기념재단 K91 성남도시개발공사

K92 (재)고양국제꽃박람회 K93 게임물관리위원회

K94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K95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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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6 대구환경공단 K97 재단법인종로문화재단

K9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99 자동차부품연구원

L01 성남시청소년재단 L02 사단법인해외농업개발협회

L0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L04 국립생태원

L05 한국바이오협회 L06 한국소방시설협회

L07 이천시시설관리공단 L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L09 재단법인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L10 인천인재육성재단(평진원)

L11 한국지방세연구원 L12 한국기술자격검정원

L13 제주권역재활병원 L14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L1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L16 한국도핑방지위원회

L17 사단법인부산영상위원회 L18 재단법인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L19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L20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L21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L22 재단법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L23 국립광주과학관 L24 인천영상위원회

L25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L26 문화유산국민신탁

L27 김해시도시개발공사 L28 재단법인대구오페라하우스

L29 재단법인문화엑스포 L30 (사)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L31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L32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L3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L3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L35 노원구구립도서관 L36 안산시일동청소년문화의집

L37 재단법인김해시복지재단 L38 하남도시공사

L39 (재)달서문화재단 L40 재단법인대구청소년지원재단

L41 재단법인한국방사선안전재단 L42 재단법인새마을세계화재단

L43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L44 달성군시설관리공단

L4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L46 사단법인세계화교육문화재단

L47 재단법인천안문화재단 L48 재단법인한국장례문화진흥원

L49 광주도시관리공사 L5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L51 (사)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L52 장수한우지방공사

L5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L54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L55 사회복지법인밀알복지재단 L56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L57 한국문화재재단 L58 경상남도마산의료원

L59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L6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L61 목포시의료원 L62 경상북도김천의료원

L6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L64 강원도삼척의료원

L6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L66 (재)중소기업연구원

L67 강원도속초의료원 L68 재단법인경남문화예술진흥원

L69 강원도영월의료원 L70 지방공사군산의료원

L71 전라북도남원의료원 L72 재단법인인제군문화재단

L73 통일준비위원회 L74 대한건축사협회

L75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L76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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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7 대중소기업협력재단 L78 (사)금융결제원

L79 대구의료원 L80 (재)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L81 전라남도강진의료원 L82 부산광역시의료원

L83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L84 한국중견기업연합회

L85 충청북도충주의료원 L86 충청북도청주의료원

L87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부설특허정보진
흥센터 L8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L89 코레일관광개발(주) L90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L91 (재)국제기후환경센터 L92 (재)수원시국제교류센터

L93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L94 울진군의료원

L95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L96 경상북도안동의료원

L97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L98 재단법인광명시인재육성재단

L99 (재)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M01 서울상공회의소

M02 (재)충북문화재단 M0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04 아산시시설관리공단 M05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법인

M06 한국벤처투자(주) M07 평화나눔공동체

M08 충남문화재단 M09 재단법인수원에프씨

M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M11 (재)통영국제음악재단

M12 서울특별시청년허브 M13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M14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M15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M16 재단법인광주디자인센터 M17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M18 어린이집안전공제회 M19 (재)부천문화재단

M20 한국문화정보원 M21 (재)전남인재육성재단

M2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M23 주식회사해울

M24 한국해양조사협회 M25 (재)한국전통문화전당

M26 국방전직교육원 M27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M28 통영관광개발공사 M29 재단법인국립극단

M3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M31 한국희귀의약품센터

M32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M33 (재)한식재단

M34 (주)워터웨이플러스 M35 88관광개발(주)

M36 부산대학교치과병원 M37 코레일로지스(주)

M38 코레일테크(주) M39 경기연구원

M40 재단법인강남복지재단 M41 (주)대한송유관공사

M42 예술경영지원센터 M43 (재)기초전력연구원

M44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M46 재단법인당진문화재단

M47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 M48 (재)정동극장

M49 국립해양생물자원관 M50 재단법인나라

M51 (재)아산문화재단 M52 전국은행연합회

M53 재단법인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M54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M55 (사)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M56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M57 (사)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 M58 전주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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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9 (재)충남연구원 M60 국립해양박물관

M61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M62 사단법인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

M63 한국국토정보공사 M64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M65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M66 시청자미디어재단

M67 재단법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M68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M69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M70 보령시시설관리공단

M71 서울산업진흥원 M7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M73 식품안전정보원 M74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M75 주택도시보증공사 M76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M77 사회보장정보원 M78 재단법인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M79 재단법인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M80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M81 성동문화재단 M82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M83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M84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M85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M86 재단법인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M87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M88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M89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M90 자동차부품연구원

M91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M92 재단법인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M93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M94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M95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M96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M97 (재)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M98 재단법인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M99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N01 과학기술인공제회

N02 한국에너지공단 N03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N0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N05 한국선급

N06 한국제품안전협회 N07 (재)광주그린카진흥원

N08 항만협회 N09 광명시시설관리공단

N10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N11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N12 (재)대구경북연구원 N13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N14 인천관광공사 N15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N16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N17 (사)국제평화기념사업회

N18 광주전남연구원 N19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N20 울산시설공단 N21 아시아문화원

N22 국립부산과학관 N23 울산과학기술원

N24 (사)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N25 재단법인대구문화재단

N26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N27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N28 전라북도군산의료원 N29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N30 재단법인한국원자력안전재단 N31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N3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N33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N34 학교법인동명문화학원 N35 제주4.3평화재단

N36 (재)부산복지개발원 N37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N38 항공안전기술원 N40 (재)춘천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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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1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N42 재단법인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N43 강원도강릉의료원 N44 여주도시관리공단

N45 (재)광진문화재단 N46 대전복지재단

N47 한약진흥재단 N48 재단법인서산시복지재단

N4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N50 재단법인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N51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N52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N53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N54 (사)숲사랑소년단

N55 (재)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N56 재단법인경북행복재단

N57 한국해운조합 N58 (재)경주문화재단

N59 한국전기기술인협회 N60 한국지식재산전략원

N61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N62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N63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N64 (재)경북테크노파크

N65 한국원자력안전재단 N66 재단법인국제원산지정보원

N67 강원도체육회 N68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N69 원주시자원봉사센터 N70 한국창업보육협회

N71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 N72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N73 재단법인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N74 서울시자살예방센터

N75 재단법인경남한방약초연구소 N76 재단법인김포문화재단

N77 건설기계부품연구원 N78 재단법인밀양문화재단

N79 IOM이민정책연구원 N80 사단법인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N81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N82 경북대학교치과병원

N83 재단법인광주영어방송재단 N84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N85 한국과학기술한림원 N86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N87 지방공기업평가원 N88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N89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N9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N9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N92 (사)광주관광컨벤션뷰로

N93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N94 한국신용정보원

N95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 N96 정읍시자원봉사센터

N97 한국재정정보원 N98 부안군자원봉사센터

N99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P01 재단법인대전발전연구원

P02 충북연구원 P03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P04 거제시문화예술재단 P05 한국데이터진흥원

P06 한국실크연구원 P07 (재)영주문화관광재단

P08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 P09 서울혁신센터

P10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P11 대전복지효재단

P12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P13 기술보증기금

P14 재단법인서초문화재단 P15 재단법인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P16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P17 (재)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
회

P18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P19 (재)하동녹차연구소

P20 재단법인강원정보문화진흥원 P21 (재)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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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 (재)한국저작권보호원 P23 서울주택도시공사

P24 (재)전북연구원 P25 (재)경남로봇랜드재단

P26 재단법인시흥산업진흥원 P27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P28 손해보험협회 P29 밀양시시설관리공단

P30 신용회복위원회 P31 한국안전교육협회

P32 재단법인부산문화회관 P33 충청남도체육회

P34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P35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

P36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P37 화성시인재육성재단

P38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P39 사단법인충청남도교통연수원

P40 재단법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P41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

P4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P43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P44 (사)스페셜올림픽코리아 P45 충주시시설관리공단

P46 한국전파진흥협회 P47 부산광역시체육회

P48 창원시정연구원 P49 재단법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P50 재단법인세종시문화재단 P51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P52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P53 양평공사

P54 한국특허전략개발원 P55 거제시자원봉사센터

P56 재단법인충북여성재단 P57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P58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P59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P60 (사)강원도자원봉사센터 P6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P62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P63 청주시자원봉사센터

P64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P65 화천군자원봉사센터

P66 속초시자원봉사센터 P67 철원군자원봉사센터

P68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P69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P70 홍천군자원봉사센터 P71 강릉시자원봉사센터

P72 삼척시자원봉사센터 P73 영월군자원봉사센터

P7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P75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

P76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P77 광주시자원봉사센터

P78 서산시자원봉사센터 P79 제주시자원봉사센터

P80 대구중구자원봉사센터 P81 부산광역시영도구자원봉사센터

P82 (사)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P83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P84 한국화재보험협회 P85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

P86 (사)유성구자원봉사센터 P87 대한산업보건협회

P88 양양군자원봉사센터 P89 인제군자원봉사센터

P90 (재)한식진흥원 P91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P92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P93 (사)광주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

P94 논산시자원봉사센터 P95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

P96 경기도자원봉사센터 P97 부산광역시금정구자원봉사센터

P98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P99 재단법인제주여성가족연구원

R00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 R01 창원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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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2 경상남도체육회 R03 사단법인가평군자원봉사센터

R04 한국탄소융합기술원 R05 사단법인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R06 재단법인울산인재육성재단 R07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R08 재단법인횡성문화재단 R09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R10 부산광역시기장군자원봉사센터 R11 사단법인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R12 (사)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R13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R14 부천도시공사 R15 재단법인여주세종문화재단

R16 (사)파주시자원봉사센터 R17 사단법인여주시자원봉사센터

R18 한국교통안전공단 R19 부산광역시수영구자원봉사센터

R20 보험개발원 R21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R22 재단법인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R23 부산광역시사상구자원봉사센터

R24 수원도시공사 R25 창원시설공단

R26 (재)포항시청소년재단 R27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R28 (재)강릉문화재단 R29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R30 부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 R3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R32 사단법인대전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 R33 안양시자원봉사센터

R34 (사)서울영상위원회 R35 부산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

R36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R37 (재)평택시청소년재단

R38 (재)강원도경제진흥원 R39 (재)대구테크노파크

R40 수원도시공사 R41 (재)녹색에너지연구원

R42 재단법인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R43 (재)인천광역시서구문화재단

R44 인천시설공단 R45 (사)연천군자원봉사센터

R46 사천시시설관리공단 R47 (재)달성문화재단

R48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R49 재단법인홍천문화재단

R50 사단법인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R51 한국계량측정협회

R5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R53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센터

R54 사단법인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R55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R56 (재)행복북구문화재단 R57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R58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 R59 (재)충주중원문화재단

R60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R61 (재)안동축제관광재단

R62 항공안전기술원 R63 사단법인한국산학연협회

R64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R65 해양환경공단

R66 재단법인인천연구원 R67 재단법인한국교육환경보호원

R68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리조합 R69 주식회사공영홈쇼핑

R70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R71 재단법인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

R72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R73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R74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R75 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

R76 재단법인구미전자정보기술원 R77 서울관광재단

R78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R79 재단법인평택시국제교류재단

R80 재단법인의료기관평가인증원 R81 재단법인동대문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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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2 (재)한국학호남진흥원 R83 재단법인오산교육재단

R84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
육진흥원 R85 (재)성남산업진흥원

R86 경상북도체육회 R87 재단법인평택시국제교류재단

R88 사방협회 R89 재단법인서울특별시서울기술연구원

R90 (주)벡스코 R91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R92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R93 한국항로표지기술원

R94 (사)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R95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R96 한국소방안전원 R97 공간정보산업협회

R98 재단법인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R99 한국해양진흥공사

S01 대한주택건설협회 S02 (사)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S03 사단법인한국숲사랑청소년단 S04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S05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S06 성남시장애인체육회

S07 정읍시민장학재단 S08 한국어촌어항공단

S09 광주복지재단 S10 국사편찬위원회

S11 평택시체육회 S12 한국벤처캐피탈협회

S13 (재)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S14 재단법인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S15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S16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
진흥원

S17 재단법인인천복지재단 S18 재단법인영동축제관광재단

S19 한국제품안전관리원 S20 서천군자원봉사센터

S21 재단법인인천복지재단 S22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S23 수원시청소년재단 S24 (재)원주문화재단

S25 여수시도시관리공단 S26 (재)군포산업진흥원

S27 BMW파이낸셜 S28 DGB캐피탈

S29 신한캐피탈 S30 하나캐피탈

S31 한국캐피탈 S32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S33 오릭스캐피탈 S34 청주시체육회

S35 국립공원공단 S36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S37 재단법인동작문화재단 S38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S39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S40 재단법인익산문화관광재단

S41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S42 홍성군자원봉사센터

S43 부산연구원 S44 충청북도체육회

S45 세종시복지재단 S46 사단법인한국관세물류협회

S47 안양도시공사 S48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S49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S50 경상북도포항의료원

S5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52 횡성군자원봉사센터

S53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S54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S55 한국문화원연합회 S56 (사)대전광역시대덕구자원봉사센터

S57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S58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S59 새만금개발공사 S60 (재)포항테크노파크

S61 인천테크노파크 S62 사회복지법인아이들과미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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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3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 S64 재단법인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
터

S65 재단법인양천문화재단 S66 사단법인고령문화원

S67 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S68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S69 충북인재양성재단 S70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S71 창원시체육회 S72 포천도시공사

S73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 S74 한아프리카재단

S75 (재)사천문화재단 S76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S7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S78 재단법인용인시정연구원

S79 (재)진안홍삼연구소 S80 (재)양산시복지재단

S81 한국수산자원공단 S82 (재)환동해산업연구원

S83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 S84 (재)노원문화재단

S85 재단법인의정부시평생학습원 S86 재단법인의정부예술의전당

S87 한국자활복지개발원 S88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S89 아동권리보장원 S90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

S91 (사)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 S92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S93 (재)한국효문화진흥원 S94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S95 경남연구원 S96 한국한의약진흥원

S97 재단법인거제시희망복지재단 S98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S99 (재)광명시청소년재단 T01 재단법인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T0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T03 부산영어방송재단

T04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T05 재단법인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T06 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 T07 구로기적의도서관

T08 소셜벤처허브센터 T09 경북문화재단

T10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T11 사단법인시흥시자원봉사센터

T12 시흥도시공사 T13 인천광역시서구녹청자박물관

T14 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T15 재단법인평택복지재단

T16 춘천시체육회 T17 4.19혁명희생자유족회

T18 국회미래연구원 T19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T20 재단법인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T21 군포도시공사

T22 소망교도소 T23 (재)영월산업진흥원

T24 한국보육진흥원 T25 한국자동차연구원

T26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T27 (재)세종테크노파크

T28 (재)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T29 성남시의료원

T30 재단법인의정부문화재단 T31 강원인재육성재단

T32 재단법인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T33 (사)케이비엘

T34 (사)한국야구위원회 T35 (사)한국여자농구연맹

T36 (사)한국프로축구연맹 T37 (사)한국배구연맹

T38 (사)한국프로골프협회 T39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T40 과천도시공사 T41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T42 재단법인송파문화재단 T43 재단법인광진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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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4 재단법인전남여성가족재단 T45 재단법인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T46 (재)전남복지재단 T4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T48 한국감정평가사협회 T49 (사)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T50 재단법인강동문화재단 T51 재단법인천안시복지재단

T52 재단법인아산시청소년재단 T53 국립항공박물관

T54 재단법인중구문화재단 T55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T56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T57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T58 재단법인속초문화재단 T59 아산시체육회

T60 춘천문화원 T61 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

T62 (재)춘천문화재단 T6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T64 한국장애인개발원 T65 한국공공조직은행

T66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T67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T68 (재)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
회 T69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T70 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재단 T71 익산시체육회

T72 재단법인강원디자인진흥원 T73 재단법인백제세계유산센터

T74 부산산업과학혁신원 T75 한국장기조직기증원

T76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재단 T77 재단법인평택시문화재단

T78 사단법인충남아산프로축구단 T79 재단법인울산일자리재단

T80 아산시장애인체육회 T81 (주)에스알

T82 재단법인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T83 진주시체육회

T84 재단법인춘천레저조직위원회 T85 인천광역시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

T86 영천시시설관리공단 T87 (재)중소조선연구원

T88 한미교육위원단 T89 재단법인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T90 재단법인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T91 원주시시설관리공단

T92 재단법인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T93 한국산림기술인회

T94 재단법인제천문화재단 T95 재단법인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T96 국립예술단체연합회 T97 부산광역시광역치매센터

T98 재단법인구리문화재단 T99 재단법인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U01 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재단 U02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U03 재단법인부산진문화재단 U04 사단법인국립대학병원협회

U05 재단법인강원도일자리재단 U06 국립해양과학관

U07 재단법인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U08 중앙자살예방센터

U09 재단법인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U10 의정부시청소년재단

U11 재단법인대전디자인진흥원 U12 재단법인전라남도관광재단

U13 경기주택도시공사 U14 파주도시관광공사

U15 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 U16 재단법인강원도문화재연구소

U17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관광재단 U18 사단법인포항시자원봉사센터

U19 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 U20 동작구자원봉사센터

U21 재단법인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U22 재단법인시흥시인재양성재단

U23 재단법인인천광역시계양구인재양성교육 U24 사단법인보령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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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5 재단법인축산환경관리원 U26 울산연구원

U27 국가철도공단 U28 재단법인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U29 재단법인경상남도관광재단 U30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U31 재단법인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
단 U32 재단법인영덕문화관광재단

U33 재단법인과천문화재단 U34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U35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
회 U36 재단법인유네스코물안보및지속가능물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

U37 재단법인김포시청소년재단 U38 김포도시관리공사

U39 한국고용노동교육원 U40 재단법인경상남도경제진흥원

U41 (재)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
위원회 U4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U43 재단법인창원복지재단 U44 재단법인공주문화재단

U45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U46 재단법인강원도립극단

U47 재단법인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U48 재단법인울주문화재단

U49 사단법인사하구자원봉사센터 U50 재단법인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U51 재단법인제주한의약연구원 U52 재단법인정선의료재단

U53 재단법인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U54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U5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U56 재단법인강원도관광재단

U57 재단법인청송문화관광재단 U58 재단법인화성시사회복지재단

U59 한국재료연구원 U6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U61 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재단 U62 건축공간연구원

U63 강원도장애인체육회 U64 국토안전관리원

U6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U66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U67 재단법인군위문화관광재단 U68 한국부동산원

U69 재단법인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U7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U71 재단법인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U72 (재)이천시청소년재단

U73 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 U74 남양주시복지재단

U75 경기교통공사 U76 (재)안산시청소년재단

U77 정선군자원봉사센터 U78 한국교육시설안전원

U79 재단법인김포산업진흥원 U80 (재)강원도사회서비스원

U81 재단법인화성시환경재단 U82 김포시체육회

U83 한국도서관협회 U84 태백시자원봉사센터

U85 창원레포츠파크 U86 사단법인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U87 재단법인광주시문화재단 U88 동두천시체육회

U89 서울물재생시설공단 U90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U91 재단법인이천문화재단 U92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U93 재단법인평택시로컬푸드재단 U94 한식진흥원

U95 (사)수원시자원봉사센터 U96 충북과학기술혁신원

U97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U98 한국방재협회

U99 성남시자원봉사센터 V01 재단법인서산문화재단

V02 재단법인양양문화재단 V03 재단법인대구평생학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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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04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V05 재단법인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V06 학교법인태촌학원 V07 재단법인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V08 재단법인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
회 V09 부산광역시강서구자원봉사센터

V10 평창군자원봉사센터 V11 (사)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V12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V13 고래문화재단

V14 (재)대구광역시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V15 김천시시설관리공단

V16 재단법인울산관광재단 V17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V18 재단법인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V19 춘천시자원봉사센터

V20 화성산업진흥원 V21 재단법인광주복지연구원

V22 재단법인대구관광재단 V23 재단법인영월문화재단

V24 재단법인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V25 재단법인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
업단

V26 사단법인한국동물약품협회 V27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V28 재단법인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V29 재단법인수원컨벤션센터

V30 재단법인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V3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V32 재단법인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V33 평창군시설관리공단

V34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V35 의료기관평가인증원

V36 재단법인양구문화재단 V37 재단법인천안시축구단

V38 재단법인김포FC V39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V40 (재)영암문화재단 V41 재단법인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V42 재단법인춘천지혜의숲 V43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V44 재단법인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V45 재단법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V46 재단법인과학치안진흥센터 V47 재단법인천안과학산업진흥원

V48 재단법인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V49 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

V50 한국벤처투자 V51 재단법인홍주문화관광재단

V52 (재)문경문화관광재단 V53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V54 재단법인파주시청소년재단 V55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V56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V57 재단법인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V58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V59 (재)한국통계진흥원

V60 재단법인2022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조직위원회 V61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V62 재단법인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V63 재단법인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V64 재단법인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V65 학교법인동은학원

V66 재단법인대전과학산업진흥원 V67 사단법인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V68 재단법인해양심층수산업고성진흥원 V69 중소벤처기업연구원

V70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V71 지에이치자산관리주식회사

V7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V73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V74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V7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V76 전라남도체육회 V77 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

V78 ECO융합섬유연구원 V79 재단법인고성문화재단

V80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V81 단양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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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2 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V83 재단법인스포츠윤리센터

V84 고양산업진흥원 V85 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

V86 한국환경연구원 V87 농업회사법인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V88 재단법인포천문화재단 V89 광주광역시체육회

V90 한국광해광업공단 V91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V92 강릉시체육회 V93 재단법인해남문화관광재단

V94 재단법인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V95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V96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V97 (사)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V98 사단법인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V99 재단법인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W01 한국섬진흥원 W02 재단법인태백시문화재단

W03 학교법인서정학원 W04 재단법인함평축제관광재단

W05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W06 재단법인고양시정연구원

W07 사단법인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충청
권공동유치위원회 W08 동해시체육회

W09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W10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W11 사단법인충북산학융합본부 W12 재단법인마포복지재단

W13 재단법인인천중구문화재단 W14 재단법인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W15 재단법인화성에프씨 W16 사단법인영주시자원봉사센터

W17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식회사 W18 재단법인안양산업진흥원

W19 재단법인예천문화관광재단 W20 수원도시재단

W21 재단법인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W22 한국치산기술협회

W23 용인시산업진흥원 W24 (재)국립정동극장

W25 도봉문화원 W26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W27 음성군자원봉사센터 W28 재단법인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W29 사단법인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 W30 재단법인철원문화재단

W31 양주도시공사 W32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W33 재단법인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W34 재단법인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W35 사단법인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W36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W37 대전교통공사 W38 공간정보품질관리원

W39 대전관광공사 W40 합천군시설관리공단

W41 재단법인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W42 세종신용보증재단

W43 중구자원봉사센터 W44 재단법인논산문화관광재단

W45 재단법인광주광역시상생일자리재단 W46 재단법인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W47 재단법인당진시청소년재단 W48 사단법인한국연구산업협회

W49 사단법인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W50 한국보건복지인재원

W51 한국섬유개발연구원 W52 재단법인남해군관광문화재단

W53 노원문화원 W54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W55 재단법인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W56 재단법인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W57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 W58 한국농업기술진흥원

W59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W60 신안군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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