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CASE
공중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익명성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확인 및 트랜잭
션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 법적 분쟁과 각종 해킹사고 등 보안 관련 문제점이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KSignCASE는 PKI인증서 기반의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제공으로 정확한 사용자 인증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보안채널을 형성해 제 3자에게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안정하게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KSignCASE

KSignCASE는 인증서 발급 및 관리, 인증서 검증, 파일 및 메시지 데이터 암복호화, 비밀키/
공개키의 키쌍생성, 메시지 전자서명 및 검증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다양한 시스템과 다양한 언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 환경(HP, SUN,
IBM, Windows, Linux)을 지원하고 응용하기 편리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C/C++,
Jav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API들의 처리과정과 프로토콜은 국제표준(RFC Series, PKCS Series 등)을 기반으
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연동이 쉽습니다. KSignCASE는 PKI 응용프로그램을 개
발할 경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SignCASE를 적용함으로써 사용자 및 서버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사용자와 서
버간에 주고받는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사용자 인증 및 안전한 정보교환
다양한 응용에 적용 가능
유/무선 환경 적용 가능

공개키 기반구조에서 인증서를 이용하는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최적의 안정된 API 제공
플랫폼 독립적으로 인증서를 이용하려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사용가능
인증서관리프로토콜(CMP: Certificate management Protocol)로 인증서버와 보안툴킷 사이의 안전한 통신모듈 지원
스마트 카드, USB Key 등의 인증서 저장 하드웨어 및 생체인식 장치를 지원함으로 안전한 개인키 관리기능
국제 표준(RFC 및 PKCS 표준)을 준용한 개발지원
인증서 경로 및 인증서 폐지목록(CRL) 검증, OCSP 검증
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 폐지, 효력정지
키쌍생성, 전자서명/검증, 암/복호화
표준화된 전자서명, 암호화, 전자서명 및 암호화 메시지 형식 지원
개인키 암호화 및 개인키 표준형식 지원
인증서, 인증 경로상의 인증서, 개인키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교환 표준(PKCS#12)형식 지원
국내외 표준의 PKI 적용 알고리즘 지원
전자서명 알고리즘 : RSA, KCDSA, DSA, ECC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 : DES, 3DES, SEED, AES, RC2/4/5 등
해쉬 알고리즘 : SHA-1, SHA, MD2/4/5, HAS160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