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안내서 사용자 인증

사용자 인증과 파이도
사용자 인증은 통신망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파이도(FIDO, Fast IDentity Online)은
개인용 스마트 기기에서 지문, 홍채, 안면 등의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
본인임을 인증하는 기술입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각종 인증 수단들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인증기술,
파이도

기존에는 원격 정보 노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인증 수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파이도(FIDO, Fast IDentity Online)는 비밀번호 없이 본인의 스마트 기기를 통한 인증 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과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스마트 기기는 타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또한, 서버에 개인정보를 등록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의 첨단 바이오 인식 기술을 탑재할 수 있어 간편하면서도
강도 높은 인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온라인

금융기관

사용자

온라인

사용자

ID, 비밀번호 입력
분실 시 본인인증을 통한
비밀번호 재발급

일회용 비밀번호(OTP)
보안카드
분실 시 재발급을 위한 은행 방문
휴대 필요

공인인증서
복잡한 구조로 비밀번호 등록
노출방지를 위한 주기적 변경
사용기간 만기에 따른
재인증 및 재등록

지문인식

개인용 스마트기기

홍채인식

금융기관

금융기관

얼굴인식 등

지문, 홍채, 안면 등 고유의 바이오 정보는 개인의 스마트 기기에 저장됩니다. 인증이 필요한 경우,
개인용 스마트 기기내 인증 장치에서 검증한 후, 이 결과를 전자서명 값으로 바꾸어
은행으로 전송함으로써 인증이 이뤄집니다.
파이도 방식은 해당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에 비해 정보 노출의 위험이 적고,
비밀번호 입력 과정이 없으므로 편리합니다.

파이도 표준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만나 탄생하였습니다
파이도 표준은 FIDO 얼라이언스에서 제정합니다. 바이오 인식 기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책에서는
다음의 표준을 다룹니다
FIDO 버전 1.0 표준(2015년 TTA 영문 표준으로 제정)

범용인증 프레임워크 표준 제정을 목적으로 2012년 7월 설립된 글로벌 연합체입니다.
아멕스, 비씨 등 주요 카드사,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은행 및 보험사, 인텔, 삼성 등의 제조사,
SK텔레콤 등 통신사를 포함한 26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fidoalliance.org)

·UAF(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 (TTAE.OT-12.0017)
- 패스워드 방식 대신 지문, 홍채, 안면 인식 등 다양한 인증방법을 사용하는 인증기술
- 스마트 기기 내의 API와 인증 장치 간의 인터페이스, 온라인 서버로의
전송 프로토콜 등을 정의
·U2F(Universal Second Factor) (TTAE.OT-12.0018)
- 패스워드 방식과 함께 별도의 인증장치를 사용하는 2차 인증기술

TTA 시험인증서비스
파이도 표준이 적용된 제품임은 시험인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TTA는 2017년 FIDO Alliance의 국제공인시험소로 지정되어
파이도 적용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TA 자문서비스
TTA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consulting.tta.or.kr에서 자문서비스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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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FIDO 얼라이언스는 패스워드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면서 개방형 구조의 표준화된 인증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12년 7월에 설립되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 비자카드, 페이
팔, 삼성 등 26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체기반 인증, 소유기반 인증 등 다양
한 인증수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술 규격으로 2014년 12월 FIDO 버전 1.0 표준을 발표하였
다. FIDO 기술은 2015년부터 간편결제, 스마트뱅킹 등 핀테크 서비스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는 기업 보안, 물리 보안 등 응용 분야를 넓혀가면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FIDO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인증 기술 표준이며, 사용자 인증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의 범용인증플랫폼
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본 안내서는 FIDO 유니버셜 인증 프레임워크(UAF; 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를 이해
하기 위해 FIDO UAF 표준문서 전체를 간략히 소개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본 표준들을 검토하
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어려운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FIDO 인증 기술을 처음 구현하거나 활용하려
는 엔지니어 이외에 FIDO 인증 기술을 도입하려는 정책·의사 결정권자에게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DO UAF 표준은 총 11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 그림은 FIDO UAF
아키텍처와 연관된 각 표준 문서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다.

·패스워드 방식 대신 지문, 홍채, 안면 인식 등
다양한 인증방법을 사용하는 인증기술
·스마트 기기 내의 API와 인증 장치 간의 인터페이스,
온라인 서버로의 전송 프로토콜 등을 정의

FIDO 사용자 기기
RP 클라이언트
(APP/Browser)

②, ③, ④

UAF 프로토콜

③, ④

ASM

⑥

FIDO 인증장치

RP 서버
(Web Server)
②

FIDO 사용자 기기
⑤

서비스 기관(Relying Party, RP)

①, ⑨, ⑩, ⑪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표준

⑧

FIDO 서버

⑦

FIDO 메타데이터 서비스

FIDO UAF 아키텍처와 표준문서와의 연관성

표준안내서 사용자 인증

11

제1부 아키텍처 개요
FIDO 인증 서비스를 위한 핵심 구성 요소
TTAE.OT-12.0017-Part1
FIDO 유니버셜 인증 프레임워크(UAF) 표준 문서 목록
표준명(표준번호)
1

2

3

4

7

제2부 프로토콜 규격 v1.0
(TTAE.OT-12.0017-Part2)

FIDO UAF 아키텍처 상에서 응용 애플리케이션(Relying-

(TTAE.OT-12.0017-Part3)

이 FIDO UAF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 기술

제4부 인증장치 인터페이스 모듈
API (TTAE.OT-12.0017-Part4)

FIDO 클라이언트에서 FIDO 인증장치를 검색 또는
기능 호출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

제5부 인증장치 명령어 v1.0

FIDO 인증장치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명령어와
명령어 구조 및 처리 절차를 정의

제6부 인증장치 메타데이터 v1.0
(TTAE.OT-12.0017-Part6)

제7부 인증장치
메타데이터 서비스 v1.0
(TTAE.OT-12.0017-Part7)

8

9

10

11

12

제8부 공통 상수
(TTAE.OT-12.0017-Part8)

제9부 AppID와 Facet 규격 v1.0
(TTAE.OT-12.0017-Part9)

제10부 보안 참조
(TTAE.OT-12.0017-Part10)

제11부 용어 해설
(TTAE.OT-12.0017-Part11)

Server)와 FIDO 서버로 구성된다.

FIDO UAF의 프로토콜 메시지 규격 및 세부 절차 기술

제3부 응용 API와
전송 바인딩 규격 v1.0

(TTAE.OT-12.0017-Part5)

위한 FIDO 클라이언트로, 웹 서버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용 서버(Relying-Party

Party Application; 사용자 기기에 설치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FIDO 인증장치가 제공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및
인증 성능, 사용하는 보안 알고리즘, 인증키 보호메커니즘,
부착 형태, 디스플레이 등을 FIDO 클라이언트,
FIDO 서버가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장치
메타데이터 정의

클라이언트

사용자 기기

웹서버

ASM

RP
애플리케이션

RP
서버

인증장치
지식
소유

바이오

키 관리 및 서명

6

(TTAE.OT-12.0017-Part1)

FIDO UAF의 기본적인 구조인 사용자 기기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버에 대해 설명

기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애플리케이션(Relying-Party Application)과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기

사용자인증

5

제1부 아키텍처 개요

개요

FIDO UAF 아키텍처는 크게 사용자 기기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버로 나뉜다. 사용자

SE

TEE

BT, NFC

안전한 디스플레이

FIDO
클라이언트

FIDO 프로토콜
등록/인증/탈퇴

사용자 인증,
키 관리, 서명

FIDO
서버
인증, 거래확인

FIDO UAF 아키텍처

서버와 FIDO 클라이언트는 응용 서비스에서 구축한 응용 서버와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거쳐서

FIDO 인증장치를 사용하는 서비스 기관(RP; Relying Party)이
해당 인증장치의 메타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기술

FIDO 프로토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표준에서 응용 서버는 RP(Relying Party) 서버라고 하고 응용 애

FIDO UAF 관련 표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상수(Constant)를 정의

등이 해당한다. FIDO 서버가 보내는 FIDO 프로토콜 메시지는 RP 서버에게 전달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기관(RP; Relying Party)이 제공하는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등록된 키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FIDO 표준의 보안성에 대한 분석으로, 구체적인
공격 기법과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기술

플리케이션은 RP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른다. RP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의 간편결제 앱, 뱅킹 앱
RP 애플리케이션을 거쳐 최종적으로 FIDO 클라이언트에 도달한다.
FIDO 클라이언트는 응용 서비스의 인증정책에 부합하는 인증장치를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검색하여
호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SM(Authenticator Specific Module)은 FIDO 클라이언트가 FIDO 인증장
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API를 제공하는데, 일반적인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FIDO 인증장치(Authenticator)는 사용자 인증 및 FIDO 프로토콜 수행에 필요한 보안 정보를
생성·관리하며,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인증정보를 확인하고 FIDO 프로토콜에 필요한 보안 메시지를

FIDO 표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및 약어 해설

생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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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프로토콜 규격 v1.0
등록·인증·거래확인·해지 프로토콜의 핵심기능
TTAE.OT-12.0017-Part2

FIDO UAF 프로토콜은 크게 등록(Registration) , 인증(Authentication) , 거래확인(Transaction
Confirmation), 해지(Deregistration) 프로토콜로 구성되는데, 등록, 인증 프로토콜이 FIDO 프로토콜의 핵

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등록 프로토콜 순서
0 사용자가 응용 서비스에 ID와 패스워드를 등록한 상태에서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증 수단
❶

을 패스워드에서 지문으로 변경 요청한다.

FIDO 표준 규격에서는 사용자의 인증정보(예: 지문특징정보)를 어떻게 FIDO 인증장치에 등록해야
하는지는 다루고 있지 않다. FIDO 인증장치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사용자 인증정보 등록절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FIDO 표준규격에서의 등록 프로토콜은 FIDO 인증장치에서 생성된 보안 정보를 FIDO
서버에 등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❶ 응용 애플리케이션과 서버는 사용자 패스워드를 확인한 후에 FIDO 등록 요청 메시지를 FIDO 서버
에 요청한다.
❷ FIDO 서버는 응용 서비스의 인증정책이 포함된 FIDO 등록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고 응용 서버와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FIDO 클라이언트에 전달한다.
❸ FIDO 인증장치는 사용자로부터 지문을 입력 받고 등록된 지문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FIDO 서버에 사용자를 등록하기 위한 공개키-개인키 쌍을 생성한다.
❹ FIDO 인증장치는 생성된 공개키와 공개키의 증명(attestation) 정보가 포함된 FIDO 등록 응답 메

FIDO 프로토콜의 핵심 기능

등록
Registration

인증
Authentication

시지를 응용 애플리케이션과 응용 서버를 통해 FIDO 서버에 전달하며, 생성된 개인키는 FIDO

거래확인
Transaction Confirmation

등록된 사용자인가?

해지
Deregistration

인증장치 내에 저장한다.
❺ FIDO 서버는 공개키의 증명 정보를 인증장치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확인하고, FIDO 등록 응답
메시지 내의 사용자 공개키를 FIDO 서버에 저장한 후, 그 결과를 반환한다.

FIDO
인증장치

등록된 인증기기인가?

응용
애플리
케이션
(App)

0

❶
사용자 로컬 인증

사용자

FIDO 표준 원격 인증

등록/인증/거래확인/해지
FIDO Device

지문 인증 &
공개키쌍 생성

❹

FIDO
서버

❷

FIDO RegResp
(공개키)
등록결과

14

응용 서버

(Web App)

레거시 인증(예:PW) &
FIDO 등록 요청
FIDO RegReq
(등록 정책)

❸

FIDO 서버

인증
수단 변경

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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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응용 API와 전송 바인딩 규격 v1.0
웹·안드로이드 OS 실행 앱·iOS 실행 앱 대상
TTAE.OT-12.0017-Part3

인증 프로토콜 순서

응용 애플리케이션(Relying Party Application,

0 사용자는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요청한다.

사용자 기기에 설치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❶ 응용 애플리케이션은 응용 서버에 FIDO 인증을 요청하고 응용 서버는 FIDO 서버에 FIDO 인증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웹 응용, 안드로이드
OS에서 실행되는 앱, iOS에서 실행되는 앱을

요청 메시지를 요청한다.
❷ FIDO 서버는 FIDO 인증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고 응용 서버와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FIDO

UAF
프로토콜

대상으로 한다. 웹 응용은 FIDO 표준을 지원하
는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DOM API를, 안드

클라이언트에 전달한다.
❸ FIDO 인증장치는 사용자로부터 지문을 입력 받고 등록된 지문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FIDO 인증

RP
응용 서버
애플리케이션

로이드 앱은 인텐트(Intent) API를, iOS 앱은 커스
텀(Custom) URL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 기기에

장치는 등록 프로토콜 수행 중에 생성되었던 개인키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생성한다.
❹ FIDO 인증장치는 전자서명이 포함된 FIDO 인증 응답 메시지를 응용 애플리케이션과 응용 서버

설치된 FIDO 클라이언트를 호출한다.
그림처럼, 물리적으로 분리된 RP 응용 서버와

를 통해 FIDO 서버에 전달한다.
➎ FIDO 서버는 등록 프로토콜 수행 중에 FIDO 서버에 저장되었던 공개키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RP 응용 클라이언트 간에 안전한 UAF 프로토

TLS

통신 방식을 이용하고, RP 응용 클라이언트와
FIDO 클라이언트 간에는 UAF API를 제공하
응용
애플리
케이션
(App)

0

❶

❹

FIDO
서버

(Web App)

록(Registration), 인증(Authentication), 거래 확인

UAF
APls

(Transaction Confirmation), 해지(Deregistration)

FIDO 클라이언트

조회는 FIDO 서버가 사용 가능한 인증장치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통해서, FIDO 클라이언
❷

트에서 FIDO 기능의 가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등록은 FIDO 인증장치가 새로운 키 정

FIDO AuthRes
(서명값)
인증 결과

여 주요 UAF 프로토콜인 조회(Discovery) , 등

기능을 처리한다.

FIDO 인증 요청
FIDO AuthReq
(거래정보)

❸
지문 인증&
거래정보 서명

인증 요청

응용 서버

System Boundary
RP
응용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콜 통신을 위해서 TLS(Transport Layer Security)

확인하고 인증 결과를 반환한다.

FIDO
인증장치

FIDO 서버

보를 생성하여 관련된 RP 서버의 사용자 계정에

ASM
APls

FIDO 인증장치

생성된 키를 등록하는 기능이고, 인증은 사용자
❺

가 본인 계정에 등록된 키 정보의 소유 증명 정
보를 FIDO 서버에 제공한다.

UAF 응용 API 구조와 전송 계층

앞의 등록 프로토콜과 동일한 환경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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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F 핵심 프로토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플랫폼별로 조회, 확인, 처리, 상태로 구분할 수 있는
UAF API는 아래와 같다. 플랫폼별로 FIDO 표준을 지원하는 UAF API의 형태는 웹(DOM API), 안
드로이드(Intent), iOS(Custom URL)이다.

기능

플랫폼
Web

조회
(Discovery)

확인
(Check)

DISCOVER, DISCOVER_RESULT

iOS

DISCOVER, DISCOVER_RESULT

Web

checkPolicy(UAFMessage, ErrorCallback)

Android

CHECK_POLICY, CHECK_POLICY_RESULT

iOS

CHECK_POLICY, CHECK_POLICY_RESULT

(Process)

Android
iOS
Web

상태

Android

설명

discover(DiscoveryCallback, ErrorCallback)

Android

Web
처리

UAF API

FIDO 인증장치 검색

UAF 요청 메시지
처리 가능 여부 확인

processUAFOperation(UAFMessage,
UAFResponseCallback, ErrorCallback)

UAF_OPERATION, UAF_OPERATION_
RESULT

FIDO 등록, 인증,
거래확인, 해지에 대한
UAF 요청 메시지 처리

UAF_OPERATION, UAF_OPERATION_
RESULT
notifyUAFResult(int, UAFMessage)

FIDO 등록, 인증,

UAF_OPERATION_COMPLETION_STATUS

거래확인, 해지에 대한
UAF 응답 메시지에

(Status)

iOS

UAF_OPERATION_COMPLETION_STATUS

대한 FIDO 서버의
처리 결과

UAF 핵심 프로토콜 기능 제공에 필요한 UAF API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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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인증장치 인터페이스 모듈 API
FIDO 인증장치 검색 및 기능 호출 기능
TTAE.OT-12.0017-Part4

FIDO 인증장치(Authenticator)는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 USB, 블루투스 등 다양한 물리적 인

본 표준에서 제공하는 API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랫

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 기기에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FIDO 인증장치는 이를 이용

폼인 안드로이드는 인텐트 메커니즘을 통해 기능을 제공한다. FIDO 클라이언트는 인텐트의 식별자로

하는 상위 모듈(즉, FIDO 클라이언트)의 구현 복잡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org.fidoalliance.intent.FIDO_OPERATION’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본 표준에서 설명하는 메시지를

FIDO 클라이언트가 FIDO 인증장치의 상세한 구현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없도록, FIDO 인증장치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텐트의 ‘type’은 ‘application/fido.uaf_asm+json’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FIDO 클라이언트

사용자 기기

FIDO ASM

RP
애플리케이션

FIDO 인증장치

바이오

키 관리 및 서명

소유

사용자인증

지식

USIM
TEE

BT, NFC

FIDO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증,
키 관리, 서명

FIDO 인증장치 검색 및 기능 호출 과정

배포자는 FIDO ASM(Application Specific Module)이라

실제 전달하는 메시지는 ‘message’라는 이름으로 설정한 ‘extra’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FIDO 클라

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즉 인증장치 인터

이언트는 이와 같이 요청 메시지를 설정한 후, 반드시 본 표준의 기능을 ‘startActivityForResult’로 호

페이스 모듈 API를 제공해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인증장치는 자신의 처리 결과를 onActivityResult()의 인자로 응답 인텐트를 전달된다.

FIDO 인증장치 배포자는 FIDO ASM (Application

응답 인텐트는 ‘message’라는 이름으로 설정된 ‘extra’를 통해 응답 메시지를 전달한다.

Specific Module)이라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

접근제어는 ‘KHAccessToken’을 통해 제공된다. KHAccessToken은 인증장치 등록 시 생성하는

스, 즉 인증장치 인터페이스 모듈 API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 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토큰이다. KHAccessToken은 인증장치가 사용자 장치

이 API를 통해 FIDO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기기에 부착

에 부착(bound authenticator)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연결된 인증장치를 쉽게 조회(Get Info)하고 다양한 인증
장치 기능(Register, Authenticate)을 이용할 수 있다.
FIDO ASM에서 FIDO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API
기능은 다음과 같다.

KHAccessToken = hash(AppID, ASMToken, PersonaID, CallerID)
·hash: 해시 알고리즘, 예를 들어 SHA256
·AppID: 애플리케이션 식별자, 일반적으로 응용 웹 사이트의 URI 값
·ASMToken: ASM 모듈마다 서로 다르게 유지되는 랜덤(Random) 값

·정보조회(Get Info): 인증장치가 가지는 특성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인증장치의 인증장치
식별 ID(AAID), 인증장치의 사용자 로컬 인증 방식, 키 보호 방식 등을 포함한다.

·PersonaID: 시스템 사용자 계정 정보
·CallerID: FIDO 클라이언트 식별 값, 안드로이드의 경우 FIDO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서명 인증서 해시 값

·인증장치 등록(Register): 응용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와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받아 인증장치에 사용자 공
개키 쌍을 생성하고 생성된 공개키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RegAssertion)를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인증(Authenticate): 임의의 랜덤 값 또는 거래정보를 입력받아 사용자 개인키로 서명한 후, 서명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AuthAssertion)를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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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ccessToken은 인증장치 등록 시 ASM에서 등록을 요청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식별자, ASMToken,
사용자의 PersonaID, 등록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ID를 바이트 병합한 값을 SHA256과 같은 해시
알고리즘에 입력하여 계산한 결과를 인증장치에 전달한다. 인증장치 등록이후, ASM은 인증과 인증장

·인증장치 해지(Deregister): 인증장치 등록 시 생성된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인증장치 등

치 해지 명령을 인증장치에 요청할 때마다, 매번 위와 같은 방식으로 KHAccessToken을 계산하여

록을 수행한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응용 애플리케이션에서 더 이상 FIDO를 사

인증장치에 전달한다. 인증장치는 인증과 인증장치 해지 명령을 처리할 때마다, 인증장치 등록 시 저

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장한 값과 명령어 입력으로 전달되는 값이 서로 같은지 확인하여 같은 경우에만 명령을 처리한다. 이

·인증장치 등록조회(GetRegistrations): 현재 인증장치에 등록된 모든 등록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다.

와 같은 방식은 인증장치 등록 시 관여한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ASM만이 인증과 인증장치 해지

·인증장치 설정(OpenSettings): 인증장치 리셋과 같은 인증장치 환경 정보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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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인증장치 명령어 v1.0
명령어 구조 및 처리 절차 정의
TTAE.OT-12.0017-Part5

FIDO 인증장치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구현될 수 있다. 즉, 다양한 인증장치들이 공통적으로 제

본 표준에서 제공하는 인증장치 명령은 다음과 같다.

공해야 하는 명령어와 명령어 구조 및 처리 절차를 정의한다.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인증

·1st-factor Bound 인증장치: 1차 인증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장치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인증

장치, 사용자 기기에 물리적으로 연결 또는 분리된 인증장치, 지문/얼굴/홍채/PIN/카드터치/기타 인

장치를 나타낸다. 즉, 인증장치를 통한 인증만으로 충분하게 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

증을 제공하는 인증장치,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보유한 인증장치, SE(Secure Element)/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활용한 인증장치 등 표준에서는 인증장치

증장치를 나타낸다.(예: 스마트폰 지문인증장치)
·2nd-factor Bound 인증장치: 2차 인증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장치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인
증장치를 나타낸다. 즉, 인증장치를 통한 인증만으로 사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인증

의 구현 방식에 크게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방식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예: 사용자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TEE 애플리케이션(Trustlet))
FIDO 클라이언트

사용자 기기

FIDO ASM

RP
애플리케이션

FIDO 인증장치

바이오

키 관리 및 서명

소유

사용자인증

지식

USIM
TEE

BT, NFC

FIDO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증,
키 관리, 서명

다양한 인증장치 타입

·1st-factor Roaming 인증장치: 1차 인증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장치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지
않는 인증장치를 나타낸다.(예: 지문보안토큰)
·2nd-factor Roaming 인증장치: 2차 인증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장치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지
않는 인증장치를 나타낸다.(예: USB동글)

인증장치의 각 기능에 대한 접근 제어는 아래 표와 같다.

명령
GetInfo

Authentication Keys는 인증장치를 FIDO 서버에 등록 시 생성되는 사용자 키 정보로 인증 시 사용
되는 사용자 개인키와 등록 시 저장해 두었던 관련 정보로 구성된다. 사용자 확인은 인증장치 등록과
인증 기능 처리 시 사용자를 로컬 인증(인증장치에 사전 등록된 사용자 인증정보와 사용자가 입력한 인

2nd-factor
Roaming
인증장치

NoAuth

NoAuth

NoAuth

NoAuth

NoAuth

NoAuth

UserVerify

UserVerify

UserVerify

UserVerify

Sign

UserVerify
KHAccessToken
KeyHandleList

UserVerify
KHAccessToken
KeyHandleList

UserVerify
KHAccessToken

UserVerify
KHAccessToken
KeyHandleList

Deregister

KHAccessToken
KeyID

KHAccessToken
KeyID

KHAccessToken
KeyID

KHAccessToken
KeyID

에게 제공하는 API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Attestation Key는 인증장치 등록 시 생성하는 사용자
Attestation Key는 일반적으로 인증장치 제조 시 제조사가 주입하게 된다.

1st-factor
Roaming
인증장치

NoAuth

Register

공개키가 정상적인 인증장치에서 생성한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장치에 설치된 키 정보이다.

2nd-factor
Bound
인증장치

OpenSettings NoAuth

인증장치는 ASM에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와 Attestation Key 및 Authentication Keys 관리, 사용
자 확인(User Verification) 모듈 및 거래내역 디스플레이 모듈(옵션)로 구성된다. 인터페이스는 ASM

1st-factor
Bound
인증장치

·NoAuth: 접근 제어 없음
·UserVerify: 명시적인 사용자 검증
·KHAccessToken: 호출자가 정당한 KHAccessToken을 알고 있어야만 함
·KeyHandleList: 호출자가 KeyHandleList를 알고 있어야만 함
·KeyId: 호출자가 KeyID를 알고 있어야만 함

증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거래내역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출력

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기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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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인증장치 메타데이터 v1.0
인증·성능·방법·수용 여부 등 참고
TTAE.OT-12.0017-Part6

인증장치는 사용자 인증 방법 및 인증 성능, 사용하는 보안 알고리즘, 인증키 보호 메커니즘, 부착

·aaid: 인증장치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번호로 ‘V#M’으로 구성된다. V는 FIDO Alliance에서 인증장치

형태, 디스플레이 보유 여부 및 특성 등을 제공한다. 본 표준은 FIDO 클라이언트, FIDO 서버가 명시적

제조사에게 부여하는 Vendor를 나타내는 4자리 16진수 값이고 M은 Vendor 내에서 인증장치에 부여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인증장치 메타데이터를 정의한다. 서비스 기관의 경우 인증장치 메타데
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인증장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서비스 기관(RP; Relying Party)은 FIDO 등록 및 인증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증장치의 메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서비스 기관은 사용할 인증장치의 메타데이터를 미리 등록하고 관리하
거나 인증장치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 기관의
정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한 4자리 16진수 값이다.
·description: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짧게 인증장치를 설명한 문장이다.
·authenticatorVersion: 인증장치 버전이다.
·upv: 인증장치가 지원하는 UAF 프로토콜 버전이다.
·assertionScheme: 인증장치가 지원하는 assertion 구조를 나타낸다. 현재는 ‘UAFV1TLV’ 하나만
정의되어 있다.
·authenticationAlgorithm: 인증장치가 인증 시 사용하는 서명 알고리즘이다.
·publicKeyAlgAndEncoding: 인증장치에서 생성하는 사용자 공개키의 알고리즘과 인코딩 방식이다.

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메타데이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attestationTypes: 인증장치 등록 시 생성한 사용자 공개키 정보를 서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
는 Attestation 방식을 나타낸다.

dictionary MetadataStatement {

·userVerificationDetails: 인증장치가 사용자 로컬 인증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인증 방식을 나타낸다.

required AAID

aaid;

required DOMString

description;

required unsigned short

authenticatorVersion;

·keyProtection: 인증장치에서 생성한 키들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required Version[]

upv;

·matcherProtection: 인증장치가 사용자 로컬 인증을 수행하는 모듈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required DOMString

assertionScheme;

·attachmentHint: 인증장치가 사용자 장치와 통신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 값은 절대적인 값이 아니

required unsigned short

authenticationAlgorithm;

required unsigned short

publicKeyAlgAndEncoding;

required unsigned short[]

attestationTypes;

여부를 나타낸다. 만약 인증장치가 second-factor 인증으로만 사용되면 이 값은 ‘true’로 설정되어야

required VerificationMethodANDCombinations[]

userVerificationDetails;

한다.

required unsigned short

keyProtection;

required unsigned short

matcherProtection;

required unsigned long

attachmentHint;

required boolean

isSecondFactorOnly;

required unsigned short

tcDisplay;

DOMString

tcDisplayContentType;

DisplayPNGCharacteristicsDescriptor[]

tcDisplayPNGCharacteristics;

required DOMString[]

attestationRootCertificates;

required DOMString

icon;

패스코드 인증, 바이오 인증, 패턴 방식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라 힌트로 참조하는 값이다.
·isSecondFactorOnly: 인증장치가 second-factor 인증, 즉 부가적인 인증 방식으로만 사용되는지

·tcDisplay: 인증장치가 거래내역 Display를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만약 구현하고 있을 경
우, 소프트웨어, TEE, 하드웨어, 원격 중에 어떠한 방식인지 나타낸다.
·tcDisplayContentType: 인증장치 거래내역 Display가 어떠한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현재는 텍스트와 ‘png’ 이미지만을 지원한다.
·tcDisplayPNGCharacteristics: 인증장치 거래내역 Display가 ‘png’ 이미지를 지원할 경우, 어떠한
종류의 png를 출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attestationRootCertificates: 인증장치가 생성한 attestation 정보의 무결성을 FIDO 서버에서 확인할
수 있는 Attestation Key의 루트 인증서를 나타낸다.
·icon: 인증장치를 표시하는 icon 이미지를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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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인증장치 메타데이터 서비스 v1.0
서비스 기관의 접근 방법
TTAE.OT-12.0017-Part7

인증장치 메타데이터는 인증장치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Trust Anchor)가 포함되어 있으
며, FIDO 등록 및 인증 프로토콜 수행 시에 유효한 인증장치 메타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은 필
수적이다.
메타데이터 서비스는 FIDO 얼라이언스에서 관리하며, 인증(Certification)받은 인증장치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메타데이터 서비스는 서비스 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인증장치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어 사용되는 경우, 해당 인증장치가 서비스 기관의 인증 정책에 위배되지만 않는
다면, 해당 인증장치가 생성하여 보내온 FIDO 등록 및 인증 프로토콜 메시지를 수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타데이터 TOC
다운로드

서비스 기관(Relying Party)

메타데이터
명세서
다운로드

인증장치
Vendor

메타데이터 등록

메타데이터 TOC
다운로드

메타데이터 서비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과정

위 그림에서 메타데이터 서비스는 FIDO 서버가 이용 가능한 메타데이터 TOC(Table of Contents)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한다. 메타데이터 TOC 정보는 JWT(JSON Web Token) 형식이며, 각 메타데이
터에 대한 AAID, 다운로드 URL, 메타데이터 명세서의 해시 정보, 인증장치의 상태 정보 및 최종 상태
변경 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FIDO 서버는 FIDO 얼라이언스가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서비스 URL을 통해서 가장 최신의 인증장치 메타데이터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관리할 방안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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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부 공통 상수
프로토콜 메시지·인증장치 메타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타입
TTAE.OT-12.0017-Part8

메타데이터 TOC 정보 검증 및 인증장치의 메타데이터 명세서 정보 다운로드 과정
1

FIDO 얼라이언스가 제공하는 URL을 통해서 최신의 메타데이터 TOC 정보를 다운 받는다.

2		다운 받은 메타데이터 TOC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JWT Header의 ‘x5u’ 속성으로 지정된
URL 정보가 (1) 과정에서 사용된 URL과 동일한 ‘web-origin’인지 확인한다. 만약 다르면 1
번의 URL을 통해서 다운로드한 메타데이터 TOC 파일은 유효하지 않는 정보로 간주한다.
3

공통 상수 표준은 FIDO 유니버셜 인증 프레임워크 관련 표준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상수
(Constant)를 정의하고 있다. 정의된 상수는 프로토콜 메시지, 인증장치 메타데이터 등을 기술하기 위

해 사용되며, 인증장치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서명 알고리즘, 고유 특성 등과 프로토콜 메시
지의 각 태그(Tag)가 의미하는 데이터 타입을 명시한다.
사용자 검증 상수들은 인증장치가 사용자를 검증하는 방법 및 능력을 비트 플래그로 정의한다. 이들
상수는 인증장치를 위한 메타데이터에 사용되며, UAF Discovery API를 통해 조회되고, UAF 프로토

FIDO 서버는 ‘x5u’ 속성으로 지정된 URL을 통해서 인증서의 체인 정보를 다운받고 검증한다.

콜 메시지에서 인증장치 정책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다. 사용자 확인 관련 상수는 패스 코드 인증, 지문,

만약 인증서 체인 정보가 검증이 되지 않거나, 인증서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인증서 중에서

음성, 얼굴 인식, 홍채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하나라도 폐기된 상태라면 해당 메타데이터 TOC 파일은 유효하지 않는 정보로 간주한다.
4		TOC 인증서 체인 정보를 이용해서 메타데이터 TOC에 대한 서명 정보를 검증한다. 만약 서
명 검증이 실패하면 해당 메타데이터 TOC 파일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MatadataTOCPayload의 ‘no’ 속성 정보가 FIDO 서버가 관리하는 기존의 ‘no’ 속성 정보 보
다 작거나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메타데이터 TOC 파일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키 보호 상수들은 인증장치가 등록을 위한 개인키를 보호하는 방법을 비트 플래그로 정의한다. 메타
데이터에서 사용되었을 때 몇몇 플래그들은 서로 배타적(exclusive) 조건을 갖는다. 인증 정책에 사용
될 때는 서버가 수용하는 모든 방식에 대하여 각각의 플래그가 1로 설정될 수 있다. 키 보호 방식으로
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TEE, Secure Element, Remote_Handle 방식이 정의되어 있다.
매처(matcher) 보호 상수들은 인증장치가 사용자 로컬 인증을 수행하는 매처를 보호하는 방법을 비
트 플래그로 정의한다. 매처 보호 방식으로는 소프트웨어, TEE, On_CHIP 방식이 정의되어 있다.

5		MatadataTOCPayload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메타데이터 명세서 정보를 아래와 같은 조건
을 통해서 유효성을 확인한다.

Attachment 힌트 상수들은 인증장치가 FIDO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시스템과 통신하
는데 사용되는 방식을 비트 플래그로 정의한다. Attachment 힌트로는 인증장치가 사용자 장치와 영구

5-1 서비스 기관이 허용하고 있는 인증장치의 메타데이터인지 AAID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다.

히 부착되어 연결된 경우 또는 사용자 장치로부터 탈착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정의한다. 사용자 장치로

		‘url’ 속성으로 지정된 URL 정보를 통해서 해당 메타데이터 명세서를 다운 받는다.

부터 탈착이 될 수 있는 경우, 인증장치가 유선으로 연결되는지, NFC, Bluetooth로 인증장치가 연결될

5-2 인증장치 모델에 대한 상태 정보(timeOfLastStatusChange, statusReport)가 FIDO 서버가 관리
하고 있는 이전 정보와 비교하여 변경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상태 정보가 REVOKED 이면,
해당 인증장치는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 있는지를 정의한다.
거래 확인(confirm) 디스플레이 타입 상수들은 거래 확인 절차에 필요한 보안 디스플레이의 이용가
능성과 구현 상태를 비트 플래그로 정의한다. 거래 확인 디스플레이 타입은 디스플레이가 소프트웨어
로 구성되는지, TEE, 하드웨어 또는 원격으로 구성되는지를 나타내는 상수를 정의하고 있다.

5-3 다운 받은 메타데이터 명세서에 대한 정보를 해시하고, 해시된 결과 값과 메타데이터 TOC의
‘hash’ 속성 정보와 같은지 비교한다. 만약 다르다면, 다운로드한 메타데이터 명세서 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5-4 유효성 검증이 완료된 메타데이터 명세서는 FIDO 서버에 기록하거나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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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부 AppID와 Facet 규격 v1.0
FIDO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신뢰성 확인 과정
TTAE.OT-12.0017-Part9

AppID와 Facet 표준은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등록된 키로 사
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AppID는 서비스 기관을 대표하는 ID이며, FacetID는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대한 ID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TTA를 하나의 서비스 기관이라고 가정
한다면, TTA를 대표하는 하나의 AppID가 부여되고, TTA가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앱, iOS 앱 또는 안
드로이드 앱 중에서 표준 앱, 인증 앱 등 각각의 앱별로 FacetID를 부여할 수 있다.
FacetID는 응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기관은 신뢰하는 FacetID 목록을 FIDO 클라이언트에 전달하여 FIDO 클라이언트를 호출한 응
용 애플리케이션이 신뢰하는 응용 애플리케이션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FIDO 클라이언트의 응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신뢰성 과정
AppID 정보가 FacetID인 경우
·FIDO 클라이언트는 자신을 호출한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ID를 OS의 시스템 콜을 통
해서 확인한다.
·FIDO 클라이언트는 UAF 요청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받은 AppID 정보와 시스템 콜을 통해서 확인
한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ID가 서로 동일한지 확인한다.
·FIDO 클라이언트는 FIDO 인증장치에 대한 UAF 요청 메시지를 생성할 때, AppID 정보를 시스템
콜을 통해서 확인된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ID로 설정한다.

AppID 정보가 HTTPS URL인 경우
·FIDO 클라이언트는 자신을 호출한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ID를 OS의 시스템 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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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ID와 Facet의 응용 애플리케이션 신뢰성 확인 과정

해서 확인한다.
·FIDO 클라이언트는 UAF 요청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 받은 AppID로 지정된 URL 주소를 통해서
신뢰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FacetID 목록을 내려 받는다.
·FIDO 클라이언트는 내려받은 FacetID 목록에 시스템 콜을 통해서 확인한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애
플리케이션 ID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FIDO 클라이언트는 FIDO 인증장치에 대한 UAF 요청 메시지를 생성할 때, AppID 정보를 시스템
콜을 통해서 확인된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ID로 설정한다.

AppID 정보가 null이거나 empty인 경우
·FIDO 클라이언트는 자신을 호출한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ID를 OS의 시스템 콜을 통
해서 확인한다.
·FIDO 클라이언트는 UAF 요청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받은 AppID가 null이거나 empty이면, 추가적
인 FacetID 검증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AppID 정보의 형태에 따라서 응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신뢰성 확인 방식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
고, AppID 정보는 UAF 요청 메시지 내에 포함되어 있다.

·FIDO 클라이언트는 FIDO 인증장치에 대한 UAF 요청 메시지를 생성할 때, AppID 정보를 시스템
콜을 통해서 확인한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ID로 설정한다.
·FIDO 클라이언트의 처리 단계에서는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없지만, FIDO 서
버 검증 단계에서 FIDO 인증장치가 보내온 AppID 정보가 FIDO 서버가 관리하는 FacetID 목록에
존재하는 확인하는 것으로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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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부 보안 참조
구체적인 공격 기법과 방어 대책
TTAE.OT-12.0017-Part10

본 표준은 FIDO 표준의 보안성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기법과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
을 기술하고 있으며, 보안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본 표준에서는 FIDO 유니버셜 인증
프레임워크 표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15가지 보안 목표(Security Goal)와 15가지 보안 조치(Security
Measure)를 정의하고, 각각의 보안 목표, 최신 보안 위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공격과 방어대책은 다음과 같다.

방어 대책

스푸핑(spoofing) 공격을
방지하는 사용자 검증
방식 이용

5
물리적으로 사용자 장치를 공격하여,
데이터를 훔치기

SE 기반 키 보호 방식 이용
TEE 기반 거래내역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확인

2

물리적으로 사용자 장치를 공격하여,
사용자 장치 데이터를 악용하기
(misuse)

3
원격으로
사용자 장치를 공격하여,
데이터를 훔치기

TEE 또는 SE 기반
키 보호 방식을 이용하고,
하드웨어 기반 사용자 검증
방식을 이용
비대칭키 이용

6

1

4
원격으로 사용자 장치를
공격하여, 사용자 장치
데이터를 악용하기
(misuse)

원격으로 사용자 장치를
공격하여, 인증된 세션을
악용하기
(misuse)

중앙 서버를 원격으로 공격하여, 사용자 키 등과 같은 데이터를 훔치기

·SE(Secure Element)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공격
기법데이터를
분류
① 중앙 서버를 원격으로 공격하여, 사용자 키 등과
같은
훔치기

② 원격으로 사용자 장치를 공격하여, 데이터를 훔치기
③ 원격으로 사용자 장치를 공격하여, 사용자 장치 데이터를 악용하기(misuse)
④ 원격으로 사용자 장치를 공격하여, 인증된 세션을 악용하기(misuse)
⑤ 물리적으로 사용자 장치를 공격하여, 데이터를 훔치기
⑥ 물리적으로 사용자 장치를 공격하여, 사용자 장치 데이터를 악용하기(mis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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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은 다음과 같은 15가지 보안 목표를 정의한다.

본 표준은 다음과 같은 15가지 보안 조치(Security Measure)를 정의한다.

·[SG-1] 강한 사용자 인증(Strong User Authentication)

·[SM-1] 키 보호(Key Protection)

·[SG-2] 크리덴셜 추측에 대한 대응(Credential Guessing Resilience)

·[SM-2] 고유 인증 키(Unique Authentication Keys)

·[SG-3] 크리덴셜 노출에 대한 대응(Credential Disclosure Resilience)

·[SM-3] 인증장치 클래스 증명(Authenticator Class Attestation)

·[SG-4] 불연계성(Unlinkability)

·[SM-4] 인증장치 상태 체크(Authenticator Status Checking)

·[SG-5] 검증자 유출 대응(Verifier Leak Resilience)

·[SM-5] 사용자 동의(User Consent)

·[SG-6] 인증장치 유출 대응(Authenticator Leak Resilience)

·[SM-6]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검증자 데이터베이스(Cryptographically Secure Verifier Database)

·[SG-7] 사용자 동의(User Consent)

·[SM-7] 서버 인증을 포함하는 안전한 채널(Secure Channel with Server Authentication)

·[SG-8] 제한적인 사용자 개인 정보(Limited PII)

·[SM-8] 프로토콜 난스(Protocol Nonces)

·[SG-9] 증명 가능한 특성들(Attestable Properties)

·[SM-9] 인증장치 인증서(Authenticator Certification)

·[SG-10]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대응(DoS Resilience)

·[SM-10] 거래내역 확인(Transaction Confirmation)

·[SG-11] 위조 대응(Forgery Resilience)

·[SM-11] 라운드트립 무결성(Round Trip Integrity)

·[SG-12] 병렬 세션 대응(Parallel Session Resilience)

·[SM-12] 채널 바인딩(Channel Binding)

·[SG-13] 포워딩 대응(Forwarding Resilience)

·[SM-13] 키 핸들 접근제어 토큰(Key Handle Access Token)

·[SG-14] 거래내역 부인 방지(Transaction Non-Repudiation)

·[SM-14] 신뢰되는 패싯 리스트(Trusted Facet List)

·[SG-15] 운영환경 보안영역 존중(Respect for Operating Environment Security Boundaries)

·[SM-15] 서명 카운터(Signature Counter)

이와 함께 본 표준은 보안 조치들과 목표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UAF 보안 가정 사항들을 기술
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 응용 서비스 측(Relying Party), 클라이언트와 응용 서비스 간 통신, 하부
구조(Infrastructure) 또는 UAF와 U2F 규격에 대한 특정한 위협에 대하여 기술한다. 각각의 위협이 동작
하면 발생하는 결과, 이들 위협을 감소하는 조치 및 각각의 위협이 어떠한 보안 목표를 위배하는지 설
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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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부 용어 해설
FIDO 표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및 약어 해설
TTAE.OT-12.0017-Part11

본 표준은 FIDO UAF 표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으며, FIDO 표준을 이해하
기 위한 용어 사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FIDO Authenticator: FIDO 연합체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관련 메타데이터를 보유하는 인증 기기. FIDO
인증장치는 사용자를 검증하고, 응용 애플리케이션 인증에 필요한 암호학적인 정보를 관리한다.
·FIDO Client: 사용자 기기에서 UAF나 U2F 프로토콜 메시지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다.
·Key Identifier(KeyID): FIDO 서버와 인증장치에 등록된 키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동일한 AAID를

·AAID(Authenticator Attestation ID): 동일한 특성들을 모두 공유하는 FIDO 인증장치 모델이다. 클래스에
할당된 유일한 식별자이다. 응용 애플리케이션은 AAID를 이용하여 장치에 대한 Attestation 공개키와 인
증장치 메타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Authenticator, 1stF / First Factor: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키(Some you have). 사용자가 알고 있는 지
식(Something you know) 또는 사용자의 생체 정보(Some you are)를 인증에 사용하는 FIDO 인증장치를
나타낸다. 이 인증장치는 그 자체로 인증을 완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Authenticator, 2ndF / Second Factor: 부가적인 인증 요소(second factor)로 동작하는 FIDO 인증장치
를 나타낸다.
·Authenticator Attestation: 인증장치 등록 시 FIDO 서버에 전달된 정보가 정상(genuine) 인증장치에 의
해 생성되고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설션(cryptographic assertion)을 응용 애플리케이션에 전
달하여 처리 과정을 나타낸다.
·ASM / Authenticator Specific Module: FIDO 인증장치 하드웨어와 FIDO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사
이에서 동일한(uniform)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Authenticator Metadata: AAID와 연계되어 있으며 FIDO 인증장치의 고유 특성들에 대한 정보를 나타
낸다.
·Bound Authenticator: 바운드 인증장치는 등록된 키들에 대한 사용 권한을 신뢰 된 FIDO 클라이언트
와/또는 신뢰 된 사용자 기기로 제한한다.
·Channel Binding: 채널 바인딩은 네트워크 계층의 양 끝점이 상위 레이어의 양 끝점과 동일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즉, FIDO 프로토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두 기기 사이에 안전한 통신 채널이
개설되었음을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Deregistration: 응용 애플리케이션이 FIDO 인증장치에서 특정 응용 애플리케이션 계정과 연계된 키들
을 제거하도록 하는 FIDO 프로토콜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계정 탈퇴 등으로 더 이상 사용자의 키들이
유효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해지 명령이다.
·Discovery: 응용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장치를 조회하여 FIDO를 사용자 기
기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Enrollment: 사용자 인증정보(예: 지문특징정보)를 인증장치에 등록하는 과정이다.

갖는 인증장치들에서 유일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KeyHandle: 개인키와 선택적인 다른 데이터를 포함하여 FIDO 인증장치에 의해 생성되는 키 컨테이너
(Container) 이다.

·Key Registration: FIDO 서버와 FIDO 인증장치 사이에 키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과정이다.
·KeyRegistrationData(KRD): 인증장치의 등록(Register) 명령의 결과로 인증장치에 의해 생성되고 반환
되는 데이터이다.
·KHAccessToken: 인증장치 명령어에 대한 접근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비밀 값으로, 인증장치 등록 시
ASM에 의해 생성되어 인증장치가 관리한다.
·Matcher: 예를 들면 바이오 정보 비교, PIN 검증 등과 같은 로컬 사용자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FIDO 인
증장치의 컴포넌트이다.
·Persona: FIDO 인증장치에 저장되는 정보는 하나의 페르소나(예: 비즈니스 페르소나, 개인 페르소나)와 연
결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페르소나를 갖는 사용자는 비즈니스 페르소나 상태에서 등록된 FIDO 인증
정보만을 사용할 수 있다. 페르소나는 보통 사용자 기기의 로그인 아이디에 해당한다.
·Reference Data: 바이오 인식에서는 템플릿(template)으로 불리는 참조 데이터로 바이오 샘플로부터 추
출된 특성들을 나타낸다. 참조 데이터는 사용자 검증 과정에서 사용된다.
·Registration: 사용자가 새로운 키를 생성하고 응용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계정과 연계시키도록 하는
FIDO 프로토콜 과정이다.
·Relying Party: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FIDO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웹사이트 또는 개체이다.
·Roaming Authenticator: 서로 다른 FIDO 클라이언트와 사용자 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설정된
FIDO 인증장치이다.
·SignedData: 인증장치의 서명(Sign) 명령어의 결과로 인증장치에 의해 생성되고 반환되는 데이터이다.
·Step-up Authentication: 인증된 세션(authenticated session)에서 수행되는 인증이다. 예를 들어, 승급
(step-up) 인증은 고부가 자원이나 서비스(예: 계좌이체)를 이용할 때 사용된다.
·Transaction Confirmation: 응용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정보(예: 계좌이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
의 동의를 요청하는 FIDO 프로토콜 과정이다.
·User Verification: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PIN, 지문 또는 다른 방식의 바이오 정보 등을 검증하여,
FIDO 인증장치가 관리하는 키 정보를 사용하도록 인가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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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방식과 함께
별도의 인증장치를 사용하는 2차 인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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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내서 사용자 인증

제1부 개요
유니버셜 이중인증 이해를 위한 배경
TTAE.OT-12.0018-part1

들어가며
FIDO 유니버셜 이중인증(U2F; Universal 2nd Factor) 표준은 온라인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FIDO 인증 기술을 보안카드나 OTP 등을 대체하는
추가 인증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최근 비대면 인증 기반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
과 같은 이슈로 인해 FIDO 인증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FIDO U2F를 통해 암호화 기반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USB, NFC, 블루투스, 소프트웨어 및 클라이언트 기기/모바일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
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U2F 표준기술을 이용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본 표준은 FIDO 유니버셜 이중인증(U2F; Universal 2nd Factor)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설명, 아키텍
처, 사용 시나리오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인증 및 암호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
이도 본 표준을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FIDO 인증 기술을 처음 구현하거나 활용하려는 엔지니어
이외에 FIDO 인증 기술을 도입하려는 정책·의사 결정권자에게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U2F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자 로그인 절차에 기존의 암호 인프라에서 두 번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 이름과 암호로
로그인하며,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 장치를 제시할 수 있다. 강
력한 두 번째 요인은 보안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암호를 단순화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적외선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해 윈도우에 로그인하는 ‘윈도우 헬로’,
사용자

·윈도우 헬로를 사용할 수 없는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USB 지문인식기 ‘BIO-Key’
·금융 거래나 특정 사이트 로그인시 USB, OTP를 대신하는 ‘스마트 워치’
·USB 장치에 일회성 보안 키 솔루션을 저장, 불법 접속시 암호화 서명을 막는 ‘크롬’

서비스 기관(Relying Party)

U2F 인증장치

브라우저(FIDO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증원

U2F JS API

안전한 U2F 장치

전송장치
USB(HID)

③⑦

U2F 프로토콜

②

⑤⑥
④

U2F Extension
USB(HID) API

웹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FIDO U2F 서버
①⑧⑨⑩
전반적
내용을 다룬
표준

사용자 키

FIDO U2F 아키텍처와 표준문서와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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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O 유니버셜 이중인증(U2F) 표준 문서 목록

위의 그림을 참조하여 아키텍처 및 각 구성요소의 역할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크게 사
용자와 서비스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용자 측은 사용자 인증을 위한 사용자 인증원과 브라우

표준명(표준번호)

개요

저(FIDO U2F 클라이언트)로 구분된다. 여기서 U2F 인증은 블루투스나 NFC를 사용한 모바일 기기,
USB, 생체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

1

(Relying Party)은 일반적으로 웹 서버를 말한다.

사용자 측에서의 사용자 인증원은 안전한 U2F 장치 및 전송장치로 구성되며, 브라우저는 U2F 확

2

장장치와 U2F JS API로 구성된다. 안전한 U2F 장치는 사용자 인증 및 FIDO 프로토콜 수행에 필요
한 보안 정보를 생성하며, 서비스 응용의 인증정책에 부합하는 하나의 인증을 수행하고, 전송장치는

3

인증결과를 해당 FIDO 클라이언트인 브라우저에 전달한다. 서비스 기관의 웹 서버는 웹 애플리케이
션 및 사용자 키를 보관하는 FIDO U2F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4

서비스 기관은 신원 증명에 U2F 토큰을 사용한다. 서비스 기관의 웹 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 API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U2F 토큰으로 통신하므로 웹 애플리케이션은 FIDO 클라이언트의 U2F JS API

5

와 통신하며 사용자 인증키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FIDO U2F 서버로 전달한다. FIDO U2F 서버는
서비스 응용의 인증 정책을 관리하여 해당 인증 정책에 부합하는 인증 장치와 사용자 등록/인증/탈

6

퇴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수행한다.
FIDO U2F 1.0 표준은 총 10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의 그림은 FIDO U2F 아키텍처와
연관된 표준문서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7

8

9

10

제1부 개요
(TTAE.OT-12.0018-part1)

제2부 자바스크립트 API
(TTAE.OT-12.0018-part2)

제3부 원시 메시지 포맷
(TTAE.OT-12.0018-part3)

제4부 HID 프로토콜 기술규격
(TTAE.OT-12.0018-part4)

제5부 블루투스 기술규격 v1.0
(TTAE.OT-12.0018-part5)

FIDO U2F 아키텍처 및 각 구성 요소의 역할을 기술
FIDO U2F의 자바스크립트 API의 구성, API 수준,
U2F 기능 정의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기관(Relying Party, RP) 간
메시지 변환 및 인코딩 정의
U2F의 HID(Human Interface Device)
프로토콜에 관한 지침 제공
장거리 무선통신(BLE; Bluetooth low energy)
프로토콜을 이용한 U2F 인증방식 기술

제6부 NFC 프로토콜 기술규격 v1.0 근거리 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NFC)
(TTAE.OT-12.0018-part6)
프로토콜을 이용한 U2F 인증방식 기술
제7부 구현 시 고려사항
(TTAE.OT-12.0018-part7)

제9부 AppID와 Facet 규격 v1.0
(TTAE.OT-12.0017-Part9)

제10부 보안 참조
(TTAE.OT-12.0017-Part10)

제11부 용어 해설
(TTAE.OT-12.0017-Part11)

FIDO U2F 구현 시 고려해야 하는 토큰 연결시간 등
8가지 사항 기술
서비스 기관(Relying Party, RP)이 제공하는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등록된 키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FIDO 표준의 보안성에 대한 분석으로,
구체적인 공격 기법과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기술
FIDO 표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및
약어 해설
⑧, ⑨, ⑩: UAF 표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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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자바스크립트 API

제3부 원시 메시지 포맷

U2F 구현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API 규격
TTAE.OT-12.0018-part2

클라이언트-서비스 기관 간 메시지 변환 및 인코딩 표준화
TTAE.OT-12.0018-part3

본 표준은 U2F 구현시 고려되어야 할 자바스크립트 API의 구성, API 수준, U2F 기능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원시 메시지 포맷은 U2F 구현 시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기관(RP; Relying Party) 간의 메시지 교
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시지 변환 및 인코딩 표준화에 대하여 정의한다. U2F 표준에 특화된 메시지

U2F 자바스크립트 API의 구성은 서비스 기관(Relying Party, RP) 간의 U2F 토큰을 등록하기 위한

인코딩이 아닌 기본적인 형태의 메시지 형식이 기준이다. U2F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요청 메시지를

API와 신원 증명을 위한 서명에 관한 API로 구성된다. API의 수준은 로우레벨(Low Level)과 하이레벨

U2F 장치로 보내면 응답 메시지가 U2F 장치에서 사용자에게 항상 되돌아오는 요청-응답 메커니즘

(High Level)의 두 가지 운영방식으로 정의한다.

을 기반으로 한다.

자바스크립트 API의 U2F의 기능에 대해서는 API 수준과는 관계없이, U2F 클라이언트는 토큰을

본 표준은 U2F 토큰을 일반적으로 직접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소규모 특수 목적 장치로 규정하

등록하고 권한을 생성하는 두 가지 기능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각 기능에 대한

고 있다. 또한, 그 장치는 토큰과 서비스기관 간 메시지를 중계하는 FIDO 클라이언트에 의존하고 있

인터페이스와 각각에 대한 요청, 응답, 에러코드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다. FIDO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뜻한다.
U2F 프로토콜은 등록과 인증이라는 두 가지 운영방식을 지원한다. 등록은 U2F 토큰의 통제 하에

등록

확장된 신원에 대한
권한 생성

에러 코드

서비스 기관은 사용자 계정에 대한 U2F 토큰을 등록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등록할 장치의 U2F 프로토콜 버전을 결정
·등록 요청에 대한 적절한 애플리케이션 ID를 선택
·무작위로 시도하는 값을 생성
·(만료 시간, 사용자 ID 등) 등록과 관련된 모든 개인 정보를 저장
서비스 기관은 로컬로 연결된 U2F 토큰에서 신원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사용자가 현재 서비스 기관에 등록한 각 U2F 토큰에 대해 ‘승인요청’
객체를 준비 승인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FIDO 클라이언트는 다음 단계
들을 수행해야 한다.
·호출자의 애플리케이션 ID 확인
·제공 받은 시도 값으로 클라이언트 데이터 객체 생성
·클라이언트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ID, 키 핸들을 사용하여 원시 인증
요청 메시지를 생성해 U2F 토큰으로 보냄
에러 객체가 반환되면, 일반적 에러인 경우 해당 에러 코드 필드가 음이
아닌 정수로 설정된다.
자바스크립트 API의 U2F 기능별 절차

있도록 새로 만든 키 쌍에 대한 서비스기관을 도입하는 것이다. 인증은 서비스기관에게 사전에 등록
된 키 쌍의 소유를 증명한다. 등록 및 인증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 처리

1. 설치
서비스 기관(RP)

FIDO 클라이언트
3. 검증

토큰

등록 및 인증 3단계

1. 설치: 이 단계에서는 FIDO 클라이언트가 서비스기관과 통신하고 시도할 기회를 얻는다. 서비스기관에서
가져오거나 FIDO 클라이언트 자체에서 준비한 다른 데이터일 경우 FIDO 클라이언트는 U2F 토큰 요청
메시지를 준비한다.
2. 처리: FIDO 클라이언트는 토큰으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토큰은 메시지에 일부 암호학적 작업을 수
행해 응답 메시지를 생성한다. 이 응답 메시지는 FIDO 클라이언트로 전송된다.
3. 검증: FIDO 클라이언트가 서비스기관이 토큰 응답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다른 데이터와 함께 토큰 응답
메시지를 보낸다. 서비스기관은 토큰 응답을 처리하고 정확히 맞는지 검증한다. 올바른 인증 응답은 서비
스기관이 클라이언트가 이에 상응하는 개인 키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여, 올바른 등록 응답으로
서비스기관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공개 키를 등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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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HID 프로토콜 규격

제5부 블루투스 규격 v1.0

HID(Human Interface Device) 프로토콜에 관한 지침
TTAE.OT-12.0018-part4

장거리 무선통신 프로토콜 정의
TTAE.OT-12.0018-part5

본 표준은 FIDO U2F 메시지가 HID 프로토콜을 사용해 USB로 전송될 때, U2F HID 프로토콜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U2FHID(HID에서의 U2F 전송) 프로토콜의 설계 시 다음의 설계 목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본 표준은 FIDO U2F의 다양한 인증방식 중 하나인 장거리 무선통신(BLE; Bluetooth low energy)
프로토콜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블루투스 통신이 장거리 무선통신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개인정보 이슈와 함께 U2F 원시 메시지의 캡슐화 방법, 블루투스 작동 순서, 블루투
스 장비의 요구사항, 프로토콜의 통신 방식, 구현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모든 호스트 플랫폼에 드라이버 무설치
·병행프로그램 접속 필요 없이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지원
·중앙집중 및 직렬화된 디스패칭(dispactching),
·응답시간의 고정 및 낮은 확률의 프로토콜 오버헤드,
·U2FHID 장치 검색을 위한 확장 메소드 등

특히, 블루투스를 통한 FIDO 클라이언트와 인증장치 간의 작동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클라이언트와 인증장치가 결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장치는 검색 가능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인증
장치는 이 상태에서만 새로운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허용하여야 한다.
2. 클라이언트가 인증장치와 연결한다. 만약 기존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클라이언트 및 인
증장치가 링크키를 생성하고 연결을 수행한다. 인증장치는 기존에 연결된 적이 있었던 클라이언

또한, U2FHID 프로토콜의 트랜잭션, 메시지, 패킷 등의 용어 및 작동 방식과 U2FHID 명령어, 벤
더별 특정 명령어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아래의 용어는 U2FHID 프로토콜의 특성에 맞게 다음과 같
이 제시된다.

트의 연결만 허용한다.
3. 클라이언트는 인증장치에 대한 서비스 검색을 수행한다.
4. 클라이언트는 FIDO 유니버셜 이중인증(U2F) 서비스에 연결한다.
5.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발송한다.

트랜잭션

모든 기능의 최상위 수준이며, 요청과 응답 메시지가 차례로 구성된다. 일단
트랜잭션 요청이 시작되면, 두 번째 트랜잭션이 발생하기 전에 완전히 완료
되어야 하며 사전 요청 없이는 절대 응답이 전송되지 않는다.

메시지

메시지에는 요청과 응답이 있으며, 이는 패킷이라는 개별 조각으로 나뉜다.
요청은 항상 응답이 발생하도록 하며, 응답은 절대 임시로(ad-hoc, 사전 요청
메시지 없이) 보내지 않는다.
·요청: 호스트에서 장치로 보내는 메시지
·응답: 장치에서 호스트로 보내는 메시지

패킷

패킷은 프로토콜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U2FHID의 경우 HID 보고
서로 전달된다. 패킷은 초기화(Initialization) 패킷과 연속(Continuation) 패킷
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초기화 패킷은 메시지에서 보낸 첫 번째 패킷으로,
트랜잭션의 시작이다. 전체 메시지가 하나의 패킷(U2FHID 프로토콜 오버 헤
드 포함)에 맞지 않는 경우, 메시지 전송을 완료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연속
패킷을 오름차순으로 전송해야 한다.

6. 인증장치는 요청을 확인하고 응답한다.
7. 연결이 클라이언트 혹은 인증장치의 타임아웃으로 인하여 종료된다.
위의 블루투스의 작동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

결합

서비스 검색

인증장치

검색가능 모드 on

연결 응답

U2F 서비스 연결 요청
U2F 서비스 연결 응답
타임아웃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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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NFC 프로토콜 규격 v1.0
근거리 무선통신 프로토콜 정의
TTAE.OT-12.0018-part6

본 표준은 FIDO U2F의 인증방식 중 하나인 근거리 무선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에
대하여 정의한다.
NFC를 통한 FIDO 클라이언트와 인증장치 간 작동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클라이언트가 애플릿 선택 명령을 전송
2. 인증장치는 전송이 성공되었음을 응답
3. 클라이언트는 작업에 대한 명령을 전송(등록/인증)
4. 인증장치는 데이터 또는 에러로 응답

위의 NFC 작동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인증장치

애플릿 선택 명령 전송
명령 응답
작업 명령(등록/인증) 전송

작업 명령 응답

(데이터/에러)

NFC 프로토콜은 USB, HID 프로토콜과는 달리 추가적인 프레이밍(framing)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
며, 대신 NFC 인증장치에 보내는 메시지는 U2F raw message 포맷 형식을 따라야 한다. 또한, 수동
전력 공급 NFC 인증장치를 사용할 경우 U2F 구현 시 사용자 환경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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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U2F 구현 시 고려사항
U2F 토큰 구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TTAE.OT-12.0018-part7

본 표준은 U2F 토큰의 연결시간, 키핸들 생성, 비밀키 생성, 매개 변수, 토큰의 폐기, 토큰 카운터,

·토큰의 폐기: U2F 토큰은 장치 식별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U2F는 폐기 목록 또는 비슷

키 사용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이중인증(U2F) 도입

한 메커니즘을 통해 토큰을 폐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신, 이것은 특정 토큰에서

시 참고할 수 있다.

온 인증 응답을 거부할 수 있는 개별 신뢰 당사자에게 달려있다. 대신, 이것은 특정 토큰으로부터
온 인증 응답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개별 신뢰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 당사자는 사용자에게

·연결시간: U2F 토큰은 유저 인터페이스에 인증과 등록 요청에 가능한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 특
히 U2F 토큰은 사용자의 존재 여부 요청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더라도 기다리지 않고, 0.5초 안에

토큰이 손실되거나 탈취당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만약 토큰이 손실되
거나 탈취당했다면, 신뢰 당사자는 토큰으로부터의 인증 및 응답 이행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응답을 처리해야 한다. 반면, FIDO 클라이언트는 시큐어 코딩을 적용해야 하며, U2F 토큰을 제거
하기 전 적어도 3초 이상의 대기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사용자를 인식하면, U2F 토큰은 10초간 연결
이 유지되며 사용자가 있어야 가능한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사용자의 상태를 유지한다.

·토큰 카운터: U2F 토큰은 인증작업 수행 시 반드시 카운터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카운터는
‘글로벌’ 즉, 동일한 카운터는 인증 요청 메시지의 애플리케이션 매개변수와는 관계 없이 증가한다.
또는 응용프로그램 당 인증 요청 메시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매개변수의 각각의 값마다 하나의 카운

·키핸들 생성: U2F 토큰은 개인 키를 저장하지 않는 대신 키 핸들의 한 부분으로 개인 키를 포장

터 값을 갖는다. U2F 토큰 카운터는 0에서부터 시작한다. 카운터는 신뢰 당사자가 특정 상황에서

하여 내보낸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U2F 토큰은 주어진 하

토큰 복제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증가하지 않는 카운터 값을 가지고 있어 토큰복제가 의심된다

드웨어에 최적의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암호를 채택해야 한다. 때때로, 하드웨어는 강한 암호(예.

면 신뢰 당사자는 그들 고유의 대응전략을 이행해야 한다.

AES)에 대한 공격들보다 약한 암호(예. 3DES)에 대한 특정 공격들을 더 잘 보호한다. 구현자들은

그들이 구현하려는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다른 암호들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야 한다.

·키 사용: U2F 등록 중 생성되는 키는 U2F 인증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U2F 외
에 다른 목적을 가진 하드웨어 그리고/또는 소프트웨어의 구현자들은 U2F키가 이러한 다른 목적

·비밀키 생성: 비밀키 생성(예. 추천된 의사 난수 생성기(PRNG) 사용) 시 U2F 토큰은 모범 사례를

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야 하며, 좋은 엔트로피 소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좋은 엔트로피 소스를 토큰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그 토큰은 매개변수와 함께 PRNG으로 입력 요청하는 엔트로피가 무엇이든지 결합해
야만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FIDO 클라이언트들은 사용자들에게 FIDO U2F API를 사용하는 신뢰 당사
자의 명확한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API들은 사용자가
그들의 쿠키를 삭제했더라도 사용자 식별을 위해 신뢰 당사자가 사용자의 공개키를 소유하도록

·매개 변수: 등록 및 인증 작업은 신뢰 당사자가 매개 변수를 자바스크립트 API 서명 정보

하는데, 이는 익명화된 양파 라우팅 네트워크 등에서 사용된다. FIDO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인

(SignData)와 등록 정보(EnrollData)의 매개변수 일부로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매개변수는

경우, 웹 브라우저는 사용자에게 어느 페이지 또는 웹 원본이 사용자를 위한 U2F 키를 만들거나

신뢰 당사자가 선택한 바이트 배열의 base64 인코딩이다. 신뢰 당사자들은 해당 매개변수가 충

활용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 FIDO 클라이언트 또한 사용자에게 신뢰 당사자에 대한 U2F API

분한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미국 NIST의 전자인증가이드라인

사용을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lectronic Authentication Guideline)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매개변수는 적어도 8 바이트 난수를 포

함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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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O 2.0 표준에 대하여

이런 분들을 위해
ICT 표준이 있습니다

·FIDO 2.0 표준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와 FIDO 얼라이언스에서

기기 간의 호환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려면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다. FIDO 2.0의 핵심적인 내용은 W3C의

호환성(Compat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제공으로

웹 인증(Web Authentication: An API for accessing Public Key Credentials)

같은 기종 또는 다른 기종 간에 정보교환,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표준에서 다루고 있다.

생산, 거래의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제조업체 등 사업자는 단위 생산·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량생산을 통해
·W3C의 웹 인증 표준은 웹 사용자 인증을 위해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용해 FIDO 인증장치를 검색하고 호출할 수 있는 웹 API를 정의한다.

또, 기술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 인증에 호환되는 인증장치(authenticator) 모델, 서명, 증명(attestation)
기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공적인 무역을 하고 싶다면

- 웹인증 API의 인터페이스, 파라미터, 자료구조

WTO TBT 협정에 따라 국가 간 무역은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 웹인증 인증장치 모델의 동작, 서명 형식,

이를 통해 기술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국제 교역이 활성화됩니다.

크리덴셜 증명 명세(statement)
- 웹인증 확장요소(extentions)
- 응용 서비스 기관의 인증 명세 처리절차
- 예제 시나리오 등

생산자

ICT

환경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W3C의 웹 인증 표준은 FIDO 얼라이언스가 작업 중인 초안 문서를 바탕으로

표준의 제정 과정에는 소비자 및 시장의 요구가 반영됩니다.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18년 초 W3C의 웹 인증 표준 제정과 함께

즉, 소비자는 표준을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국, 표준을

FIDO 2.0 표준도 발표될 예정이다.

사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싶다면
표준에 명시된 방법으로 품질보장 및 관리, 생산관리 등 제품 및
서비스를 측정함으로써 제품 개선이 손쉬워집니다.

안전,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싶다면
재난 대비, 환경 보호 등을 위한 ICT 표준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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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는 대한민국 유일의
ICT 표준화기구입니다

정보통신 표준에 관심이 있다면
TTA 회원이 되세요!
표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홈페이지 회원)
웹사이트를 통해 표준 개발 상황 파악 가능
•국내외 표준, 해외동향 등 각종 정보 무상 제공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교육 무상 제공(edu.tta.or.kr)
•표준/기술 자문 서비스 무상 제공(consulting.tta.or.kr)
  

표준을 만들고 싶다면 (TTA 회원사)
표준 개발 참여 및 신속한 정보 취득 가능
•TTA표준화위원회 활동, 표준 개발 참여(committee.tta.or.kr)
•정보통신단체표준TTA표준 제·개정 의결시 투표권 부여

20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ICT 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협의체인 3GPP, 3GPP2, oneM2M 가입자격 부여

TTA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표준기술세미나 참가비, 시험인증서비스 수수료 할인

- 통신망, 이동통신, 방송, 소프트웨어 등 ICT 분야 국내 및 국제 표준화

•표준/기술 자문 서비스 무상, 무제한 제공(consulting.tta.or.kr)

- ICT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험인증 및 시험 규격 개발
- 표준화 및 시험인증 관련 국제 협력 활동
-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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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표준 전문가라면 표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지원 (expert.tta.or.kr)
•표준/기술 자문서비스 멘토 활동 지원 (consulting.tta.or.kr)
•ICT 표준화 포럼 활동 지원 (forum.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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