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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er authentication format

HTTP는 액세스 제어 및 인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인증 방법은 기본 인증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반적인 HTTP 인증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HTTP 기본 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서버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방법을 보여 드립니다. 일반적인 HTTP 인증 프레임워크는 RFC 7235로, 서버가 클라이언트 요청에 이의
를 제기하고 클라이언트에 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HTTP 인증 프레임워크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실험 및 응답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서버는 401의 (승인되지 않은) 응답 코드로 응답하고 하나 이상의 실험에 포함된 WWW 인증 응답 헤더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증 요청 헤더 필드에 인증 정보를
포함하여 서버로 인증하려는 클라이언트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게 암호 요청을 표시하고 적절한 권한 부여 헤더가 포함된 요청을 만듭니다. 그림과 같이 기본 인증은 보안을 위해 HTTPS(TLS) 연결을 초과해야 합니다. 프록시 인증 프록시 인증 프록시 인증에 동일한 실험 및 응답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증이 필요한 중간 프록시입니다. 리소스 인증 및 프록시 인증은 coext수 있으므로 다른 헤더 집합 및 상태 코드가 필요합니다. 프록시의 경우 요청 상태 코드는 407(프록시 인증 필수)이며 프록시 인증 응답 헤더에는 프록시에 대한 하나 이상의 요청이 포함되어 있으며 프록시 인증 요청 헤더를 사용하여 프록시 서버에 인증 정보를 제공합
니다. 거부 액세스(프록시) 서버가 특정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유효한 자격 증명을 수신하는 경우 서버는 403의 비활성화된 상태 코드로 응답해야 합니다. 401 무단 또는 407 프록시 인증이 필요한 것과 달리 해당 사용자에 대한 인증은 불가능합니다. WWW-인증 및 프록시 인증 헤더 WWW-인증 및 프록시 인증 응답 헤더는 리소
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인증 방법을 결정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인증을 위한 인증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 사용할 인증 체계를 지정해야 합니다. 헤더의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WWW-인증 : &lt;type&gt;realm = 프록시 인증 : 여기에 인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본은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이며 아래에 나열됩니다).
도메인은 보호된 영역을 설명하거나 보호 범위를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자가 액세스하려는 사이트를 나타내기 위해 &lt;realm&gt; &lt;type&gt; &amp;realm&gt; &lt;type&gt; &lt;type&gt;midsection 사이트 등에 액세스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부여 및 프록시 인증 요청 헤더에는 사용자 에이전트가 (프록시) 서버에 인증할 수 있
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형식이 다시 필요하고 신용 메모가 따릅니다. 크레딧 섹션은 사용되는 인증 체계에 따라 인코딩하거나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 프록시 인증: 인증 구성표 여러 인증 및 형식&gt; &amp;자격 증명&gt;스키마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HTTP 인증 프레임워크입니다. 시스템은 보안 강도 및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소프트웨어 가
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t;type&gt; &lt;자격 증명&gt;. IANA에는 인증 체계 목록이 있지만 Amazon AWS와 같은 서비스를 수신하여 제공하는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증 방식은 기본 인증 스키마 기본 HTTP 인증 구성표가 RFC 7617에 정의되며, 이 기형은 base64를 사용하여 인코딩된 사용자 ID/암호 쌍에 대한 인증 정보
를 전달합니다. 기본 인증을 위한 보안 사용자 ID와 암호는 네트워크에서 일반 텍스트로 전달되므로(base64로 인코딩되지만 base64는 특전인 인코딩) 기본 인증 체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HTTPS / TLS는 기본 인증과 함께 사용해야합니다. 이러한 추가 보안 향상이 없으면 중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 인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
다. 아파치 및 기본 인증을 사용하여 액세스를 제한 암호 아파치 서버에서 디렉토리를 보호하려면 .htaccess 및 .htpasswd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htaccess 파일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입니다. AuthType 기본 AuthName 액세스 노래 사이트 AuthUserFile/path/to/htpasswd 유효한 사용자 .htpasswd 유효한 사용자 .htaccess는 콜
론이 있는 각 줄을 참조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있는 .htpasswd 파일이 필요합니다(:) 분산.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암호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md5). 원하는 경우 .htpasswd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파치는 일반적으로 .ht*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도록 구성됩니다.;&amp;/자
격 증명&amp;&amp;/타입&amp;gt; &amp;&amp;/타입&gt;&amp;/type&gt;&amp;/type&gt;&amp;////realm&gt;
&amp;/type&amp;&amp;///////&gt;&amp;&amp;&amp;//////&amp;&amp;&amp;&amp;/////&gt;&amp;&amp;/////&gt;&amp;////////&amp;&amp;//&gt;&amp;////////&amp;////&amp;&amp;////&amp;&amp;/&amp;&amp;/&gt;&amp;/////gt;&amp;////gt;&amp;//////////////&gt;&amp;////////////////////////gt;&amp;////////////////////////lt&amp;////////////&amp;
user2:$apr 1$O04r.y2H$/vEkesPhIvInBJUkXitA/nginx및 기본 인증 nginx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기 위해 보호할 위치와 암호로 보호된 영역의 이름을 나타내는 auth_basic 명령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의 예제와 마찬가지로 auth_basic_user_file 명령은 암호화된 사용자 자격 증명이 포함된 .htpasswd 파일을 가리킵니다. 위치 /상태 { 음성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 auth_basic; auth_basic_user_file /etc /apache2/.htpasswd; } 자격 증명이 있는 URL에 액세스하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포함된 인코딩된 URL이 있는 로그인 지침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password@www.example.com/ 이런 식으로 구식입니다. Chrome에서 사용자 이름:password@ URL은 보안상의
이유로 삭제됩니다. Firefox에서 사이트가 인증이 실제로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파이어 폭스는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www.example.com 사이트에 로그인하도록 곧 요청할 것입니다,하지만 웹 사이트는 인증을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를 속이려는 시도일 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경고한 것처럼. 리 서브 코드 태
그와 함께 참조 나는 글꼴 브레이킹에 문제가, 그래서 마음에 픕. 그것을 해결, 하하, 인증하는 방법을 결정하자. 인증은 사용자가 만든 SNS 나 서비스와 같이 계정 개념이 입력되고 리소스가 특정 사용자에 속할 때 필수적입니다. 소개 http의 이유는 tcp 기반의 연결 지향 프로토콜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않은 대표적인 프로토콜입니다. 따라서 단
일 요청 응답 루프가 완료되면 연결을 종료하므로 프로토콜은 동일한 클라이언트 요청 수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요청으로 독립 요청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요청의 어딘가에 각 HTTP 요청에 대한 인증 정보(신용)를 포함해야 하며,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이러한 자격 증명에 따라 인증 프로
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만든 게시물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http 요청에서 자격 증명을 처리할 위치를 결정합니다. 배경 및 요구 사항 모든 형태의 HTTP 요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ET 요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 표준에 부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
트 측면에서 는 http 요청에서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로드할 수 있습니다. 쿼리 매개 변수 쿠키 헤더는 선거 요청 본문의 요청 본문의 결정 승인 헤더입니다. 자격 증명은 메타데이터와 같은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응용 프로그램의 부담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청 본문을 사용할 수 없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캡, 머리, 삭제, 단서. Url?
다음 쿼리 매개 변수를 고려하지만 헤더 허용 사용자를 인증하려면 쿼리 문자열을 사용하여 얻을 가치가 없습니다. 쿠키는 헤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허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쿼리 매개 변수가 끝난 이유와 마찬가지로 인증 환경에는 더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가 내 주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바일 고객은 쿠키 기반 인증을 싫어합니다. 옛
날에는 쿠키와 세션이 섞여 있었다. 활성화될 때 쿠키를 제공하는 자동 로그온과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세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짓을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 코드 준비 MDN 권한 부여 헤더 문서를 읽습니다. 인증 구성표 이제 서버는 사용자가 로그온하면 해당 사용자를 나타내는 특수 값을 만들고 사용자가 나중에
자격 증명을 권한 부여 헤더로 보낼 때까지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용자를 나타내는 값을 만드는 표준이 정의됩니다. 권한 부여 헤더에는 표준 값 집합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한 부여 헤더 값은 &lt;type&gt; &amp;자격 증명&gt;표준입니다. 베어러 xmp98-cb35.potn6jz.zorj15gmb- 이것은 예입니다. 인증 유형에 따라 신용 메모 유형을 만드는 방법
이 정의되므로 의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표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인증 체계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요구 사항의 배경과 표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많은 대안이있을 수 있습니다. 토큰 기반 인증 시스템은 미래에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모르는 경우 토큰 기반 인증에 대한 벨로퍼트 소개
를 읽어보십시오. 전송 및 수신을 위해 제대로 암호화해야 하거나 값 내에서 암호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 표준의 권한 부여 헤더 값에는 rfc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인증 체계가 있습니다. 기본 [비표준] 미디어의 [비표준] JWT 또는 JWT를 사용하여, OAuth 를 사용하여 1.0a&amp;lt;/자격 증명&gt; &lt;/type&gt;
&amp;lt;/type&gt; HOBA 결정 JWT를 소화하는 데 사용하는 캐리어를 선택합니다. 기본 인코딩 ID 및 암호 base64 때문입니다. Base64는 별도의 키가 없는 복잡한 인코딩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OAuth 1.0a는 비 보유자 인증 표준입니다. Rfc 6750은 데모 코더 사양이 있는 큰 글자로 OAuth 2.0 권한 부여 프레임워크라고도 합니
다.**. 베어러가 사용하는 OAuth 2.0 인증은 확장성이 높습니다. Facebook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것과 같은 기능은 oauth로 구현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캡처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OAuth 2.0은 자체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HTTPS를 추천하며 돈이 가야 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https와 관련된 비용을 관리한 후 인증 정책은 괜찮습니다. 또한
사양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부품이 꽤 많으며, 이는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전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 JWT를 사용하거나 JWT라는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표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https 문제는 OAuth 2.0 연결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에 JWT는 토큰 기반 인증 시스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토큰은 보호된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
해 토큰만 전달되는 경우 주체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JWT를 사용하는 인증 방법은 실제로 베어러 환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OAuth 2.0 사양만 베어러 토큰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권한 부여 헤더를 사용하고 디지털 서명된 토큰을 사용하는 경우 이 크기의 프로젝트에 대해 OAuth 2.0을 완전히 구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
니다. JWT는 사용 사례가 많으며, 거인의 어깨(잘 만들어진 도서관, 예제 등)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식을 입력하고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DB 그룹의 사용자에게 매핑된 임의 문자열이거나 사용자 ID 자체가 인코딩된 문자열을 작성합니다. JWT는 확장이 시간을 결정했다. 사실,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충분한 정치적 대안
이 있기 때문에 인증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JSON 웹 토큰의 도입과 구조에 대해 읽고 우리는 구글동안 JWT를 조금 알고 있으며, 요점은 표준을 위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JWT내가 결정을 후회하지 않거나 덜 후회하지 않을 만큼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HTTPS 문제를 극복한 후 이 콘텐츠에 OAuth 기반
인증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버전 제어 시스템으로 git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GitHub를 Git 웹 호스팅 서비스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GitHub 문제 및 프로젝트의 문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프로세스 및 분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TTP API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
계되었습니다. JSON은 직렬화 형식으로 간주됩니다. 권한 부여 헤더에 자격 증명을 입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증 방식의 JWT 기반 캐리어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API는 인증을 사용하여 고객이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응용 프로그램의 발신자 확인 및 관련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매니뮬레이트하는 연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PI를 가져오는 경우 여러 auth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API를 통합하는 경우 필요한 권한 부여는 API 공급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체부에게 보낸 요청과 함께 auth 세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Auth 데이터는 헤더, 본문 또는 요청 매개 변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용 페이지에 aut 정보를 입력하면
Postman은 선택한 인증 유형에 대한 요청의 일부를 자동으로 승격합니다. 변형 및 컬렉션을 사용하면 권한 부여 세부 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여러 위치에서 동일한 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우체부에 요청이 열려 있는 경우 페이지 허용 유형 드롭다운 메뉴에서 인증 유형을 선택합니다. 우체부는 선택한
형식의 재검표 세부 정보를 입력하도록 강요합니다. 서버 측의 API에서 코어ct 데이터 값을 포기합니다- 타사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 공급자를 참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auth 유형은 뉴먼 및 모니터뿐만 아니라 우체부 앱. 형식을 선택하면 Postman은 헤더, 본문, URL 또는 쿼리 매개 변수와 같이 데이터를 입력할 요청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Postman은 요청을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요청의 관련 부분에 자격 증명을 선택하거나 입력하는 즉시 자격 증명을 추가합니다. 인증 정보는 헤더 탭과 같은 요청의 관련 부분에 표시됩니다. 숨겨진 단추를 클릭하여 자동으로 추가되는 헤더를 볼 수 있습니다. 헤더를 가리키고 헤더를 추가한 위
치를 확인합니다. Auth 헤더를 변경하려면 허용 페이지로 돌아가 구성을 업데이트합니다. 헤더 탭의 권한 부여 설정에 의해 직접 추가된 헤더는 과도하게 검토할 수 없습니다. Postman이 자동으로 만든 헤더 가 아닌 다른 인증 헤더가 필요한 경우 권한 부여에서 설정을 변경하거나 인증 설정을 제거하고 헤더를 수동으로 추가합니다. 컨텍스트, 컬렉
션 및 전역 변수에 대한 요청 auth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stman은 API 키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가 게시되지 않도록 헤더 데이터 또는 쿼리 매개 변수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출 한 후 Postman 콘솔에서 auth 데이터를 포함하여 전체 요청의 원시 덤프를 검사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요청을 컬렉션 및 폴더로 그룹화하는 경우 그룹을 통해 재사용
할 자격 증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체부 왼쪽에 있는 컬렉션 목록에서 컬렉션 또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오버플로 버튼(...)을 사용하여 설정을 열고 편집을 선택하여 컬렉션 또는 폴더의 세부 정보를 구성합니다. 편집 보기에서 사용 가능 탭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컬렉션 또는 폴더 내의 요청은 상위에서 auth를 상속하므로 폴더 또는 컬렉션 수
준에서 지정한 것과 동일한 인증을 사용합니다. 이 고유 요청을 변경하려면 요청 허용 페이지에서 다른 옵션을 선택합니다. 컬렉션 또는 폴더를 처음 만들 때 동일한 메서드를 사용하여 권한 부여 유형을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증 메일러는 인증 유형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요청으로 권한 부여 데이터를 제출하려고 시도합니다. 요청에 권한이 필
요하지 않은 경우 허용 탭의 형식 드롭다운 목록에서 인증 없음을 선택합니다. API 키 API 키 auth는 요청 헤더 또는 쿼리 매개 변수에 대한 키 값 쌍을 API로 보냅니다. 요청 허용 페이지에서 유형 목록에서 API 키를 선택합니다. 키의 이름과 값을 입력한 다음 드롭다운 메뉴에서 헤더 또는 쿼리 Params 추가를 선택합니다. 더 큰 보안을 위해 변수
에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체부는 관련 정보를 요청 헤더 또는 문자열. 소유자 토큰 소유자 토큰은 JSON 웹토큰(JWT)과 같은 액세스 키를 사용하여 인증 요청을 허용합니다. 토큰은 요청 헤더에 포함된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요청 허용 페이지에서 입력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소유자 를 선택합니다. 토큰 상자에 API 키값을 입력하거나 보안
을 강화할 수 있는 변수에 저장하고 변수 이름으로. Postman은 다음과 같이 요청 권한 부여 헤더의 필수 형식으로 텍스트 소유자의 토큰 값을 더합니다: 기본 인증을 위한 기본 인증에는 인증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요청에 보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요청 허용 페이지에서 형식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본 인증을 선택합니다. 추가 보안을 위해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에 API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면 변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요청 헤더에서 권한 부여 헤더가 기본 텍스트에 추가된 기본 텍스트에 추가된 기본 텍스트에 추가된 Base64 인코딩된 문자열을 API로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amp; Base64 인코딩 = 사용자 이름 = 암호=&gt; 다이제스트 오트를 사용하여 다이제스트
auth, 클라이언트는 API를 첫 번째 요청으로 보내고 서버는 일부 세부 정보(여러 번만 포함)를 포함하여 일부 세부 정보(여러 번) 응답합니다( 여러 번 포함하였습니다). , 영역 값과 401 무단 응답. 그런 다음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포함한 암호화된 청크를 첫 번째 요청에서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와 결합하여 다시 보냅니다. 서버는 전송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문자열을 생성하고 요청을 인증하기 위해 전송된 문자열과 비교합니다. 요청 권한 부여 페이지에서 드롭다운 유형 목록에서 해시 인증을 선택합니다. Postman은 인증 요청의 두 단계에 대해 필드를 표시하지만 서버의 첫 번째 요청에 의해 반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번째 요청에 대한 필드를 자동으로 완료합니다. Postman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 값(또는 변수)을 입력하면 두 번째 요청과 함께 전송됩니다. Postman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지 않으려면 확인란을 선택하여 요청을 다시 시도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특수 필드를 입력하고 각 요청을 수동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특수 필드는 선택 사항이며 Postman은 요청이 실행
중일 때 자동으로 처리하려고 시도합니다. 영역: 웹 인증 응답 헤더에서 서버에서 지정한 문자열입니다. Nonce: 웹 인증 응답 헤더에서 서버에서 지정한 고유한 문자열입니다. 알고리즘: 해시및 체크섬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 쌍을 나타내는 문자열입니다. 우체부는 MD5 및 SHA 알고리즘을 지원합니다. qop: 메시지에 적용된 보호 품질
입니다. 이 값은 WEB 인증 응답 헤더의 서버에서 지정한 대안 중 하나여야 합니다. Nonce Count: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 수(현재 요청 포함)가 요청의 nonce 값으로 전송됩니다. 클라이언트 Nonce: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선택한 일반 텍스트 공격을 피하고 상호 인증을 제공하고 문자열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불투명하고
인용된 문자열 값입니다. 불투명: 동일한 보호 공간에서 URI와 변경되지 않고 사용해야 하는 WWW-인증 응답 헤더의 서버에서 지정한 일련의 데이터입니다. OAuth 1.0 OAuth 1.0은 클라이언트 &amp;/Base64&gt; &amp;lt;/Base64&gt; 타사 AP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사용자로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은
로그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OAuth 1.0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및 공급자 간의 몇 가지 요청이 포함됩니다. OAuth 1.0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만 Biped또는 세 발로(클라이언트가 타사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라고도 합니다. OAuth 1.0 프로세스의 예는 다음과 같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타사 서비스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는 키 및 개인 키와 같은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액세스 토큰을 요청합니다. 서비스 공급자는 초기 토큰(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음)을 제공하며 소비자는 사용자
에게 권한을 요청합니다. 사용자가 auth를 제공하면 소비자는 임시 토큰을 액세스 토큰으로 교체하고 사용자의 인증 인증서를 전달하도록 요청합니다. 서비스 공급자는 액세스 토큰을 반환하고 소비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사용자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부는 OAuth 코어 1.0 개정 A. 요청 권한 부여 페이지에서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OAuth 1.0을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서명 메서드를 선택하여 요청에 대해 지정해야 하는 매개 변수를 결정합니다. 우체부는 HMAC-SHA1, HMAC-SHA256, HMAC-SHA512, RSA-SHA1, RSA-SHA256, RSA-SHA512 및 PLAINTEXT를 지원합니다. 서버에 HMAC 또는 PLAINTEXT 서명이 필요한 경우
Postman은 소비자 키, 소비자 비밀, 액세스 토큰 및 토큰 필드를 제공합니다. RSA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Postman은 소비자 키, 액세스 토큰 및 개인 키 입력을 소개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세부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체부는 자동으로 그들을 작성하려고합니다. 요청 헤더 또는 본문/URL에 auth 세부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
습니다. 헤더 또는 바디 탭으로 이동하여 요청에 세부 정보가 어떻게 포함될지 확인합니다. 헤더에서 OAuth 1.0 데이터를 보내면 OAuth 문자열의 키 및 비밀 값을 보내는 권한 부여 헤더와 추가 쉼표 구분 해제 필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우체부는 권한 부여 설정에서 필요한 모든 필드를 완료한 경우 요청 헤더에 OAuth 1.0 데이터를 부속시다.
본문 및 URL에서 OAuth 1.0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 요청 방법에 따라 요청 본문 또는 매개 변수에 추가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이 POST 또는 PUT이고 요청의 본체 유형이 x-www-form urlencode인 경우 Postman은 요청 본문에 권한 부여 매개 변수를 추가합니다. 반대 예를 들어 GET 요청에서 URL 쿼리 매개 변수에 키 및 비
밀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OAuth 1.0 인증 매개 변수 값은 서명 메서드: 요청을 인증하기 위해 API에서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소비자 키: 서비스 공급자와 함께 합니다. 소비자 비밀: 소비자가 키소유권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값입니다. HMAC 및 PLAINTEXT 서명 메서드입니다. 액세스 토큰: 사용자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
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토큰 비밀: 소비자가 특정 토큰의 소유권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키입니다. HMAC 및 PLAINTEXT 서명 메서드입니다. 개인 키: auth 서명을 만드는 중요한 키입니다. RSA 서명 메서드입니다. 고급 매개 변수: 콜백 URL: URL 공급자가 사용자를 다음 사용자 권한 부여로 리디렉션합니다. 서버가 oauth 1.0 개정 A. 검증기:
사용자 인증 후 공급자의 확인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 에 필요합니다. Nonce: 클라이언트에서 만든 임의문자열입니다. 버전: OAuth 인증 프로토콜(버전 1.0). 영역: 웹 인증 응답 헤더에서 서버에서 지정한 문자열입니다. 본문 해시 포함: 해시는 응용 프로그램/x-www-form urlencoded를 제외하고 무결성을 검증합니다. 콜백 URL/검토기를 사용
하는 경우 비활성화됩니다. OAuth 1.0 서버 구현에서 필요한 경우 서명 확인란에 빈 매개 변수 추가를 선택합니다. 또한 요청 권한 부여 헤더에서 매개 변수를 인코딩하는 경우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OAuth 2.0 OAuth 1.0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이 외부 AP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사용자
로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은 로그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OAuth 2.0을 사용하면 먼저 API에 대한 액세스 토큰을 요청한 다음 이 토큰을 사용하여 향후 요청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OAuth 2.0 프로세스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은 API 공급자마다 크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클라이
언트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및 API 간의 몇 가지 요청이 포함됩니다. 예제 OAuth 2.0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은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액세스 토큰을 요청하여 사용자 및 자
격 증명의 액세스 지원을 전달하여 고객을 식별합니다. 공급자는 이 정보를 확인하고 액세스 토큰을 반환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요청 권한 부여 페이지에서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OAuth 2.0을 선택합니다. 요청 URL 또는 헤더에서 사인 세부 정보를 전달할지 여부를 지정
합니다. 기본적으로 메일러는 요청의 권한 부여 헤더에서 프레젠테이션에 액세스 토큰을 더하지만 서버 구현에 다른 접두사가 필요한 경우 헤더 접두사 상자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큰을 요청하려면 새 토큰 구성 섹션의 필드를 입력한 다음 새 액세스 토큰 을 클릭합니다. 토큰과 세부 정보를 저장하여 요청 또는 컬렉션으로 토큰을 만들 수도 있습
니다. 토큰 값을 만들고 추가하면 요청 요청에 나타납니다. 공급자로부터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정보 및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증된 요청을 테스트하기 위해 메일맨 내에서 응용 프로그램 인증 프로세스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토큰 옆에 있는 동기화 단추를 클릭하여 팀과 토큰 자격 증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으로 Postman은 토큰을 공유하지 않으려면 토큰을 동기화하지 않습니다. Postman은 OAuth 2.0에 대한 지원 유형에 따라 권한 부여 코드, 암시적 암호 자격 증명 또는 고객 자격 증명이 될 수 있는 특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권한 부여 코드의 권한 부여 유형을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공급자와 인증해야 하며 권한 부여 코드가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으로 다시 전송되고 추출되어 후속 요청을 인증하기 위해 공급자와 액세스 토큰으로 대체됩니다. 권한 부여 코드 유형을 사용하려면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콜백 URL(API 공급자에 등록해야 하는)과 AUTH URL, 액세스 토큰 URL,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비밀 키를 포함하여 API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브라우저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경우 Postman 대신 웹 브라우저에 자격 증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코드 교환에 대한 증명 키(PKCE)는 OAuth 2.0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PKCE가 있는 권한 부여 코드를 선택하면 코드 챌린지 메서드 및 코드 검증자가 두 개의 추가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A-256 또는 일반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코드 챌린지를 만들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증자는 승인 요청을 토큰 요청에 연결하는 선택적 43-128 문자 문자열입니다. 인증 코드(PKCE) 지원 유형과 브라우저 사용 이결합되어 auth 코드 도청 공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시적 암시적 지원 유형은 추가 인증 코드 단계 없이 즉시 클라이언트로 반환되는 액세스 토큰이므로 보안
이 줄어듭니다. Postman에서 요청이 있는 암시적 지원 유형을 사용하려면 API 공급자에 등록된 콜백 URL, 공급자의 auth URL 및 등록된 응용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 ID를 입력합니다. 브라우저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경우 Postman 대신 웹 브라우저에 자격 증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OAuth 2.0 암호 지원 유형의 암호 자격 증명에는 클라이언
트에서 직접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보내는 것이 포함되므로 타사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암호 지원 유형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이름 및 암호와 함께 API 공급자의 ACCESS TOKEN URL을 입력합니다. 경우에 따라 클라이언트 ID와 개인 키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 인증 정보 고객의 자격 증명 일반적으로 사용자 데이
터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과 연결된 데이터에 사용됩니다. 등록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개인 키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액세스 토큰의 URL을 입력합니다. OAuth 2.0 토큰 요청: 새 액세스 토큰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매개 변수의 전체 목록은 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토큰
이름: 이름: 이름: 토큰에 사용할 이름입니다. 지원 유형: 옵션 드롭다운 목록 - 이는 API 공급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콜백 URL: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의 콜백 URL은 auth 후에 리디렉션되며 API 공급자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정하지 않은 경우 Postman은 기본 빈 URL을 사용하고 코드 또는 액세스 토큰을 추출하려고 시도합니다
- API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들어오는 URL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부여 코드 또는 암시적 지원 유형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Postman에 나타나는 팝업 대신 웹 브라우저에 자격 증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호출백 URL이 반환되어 우체부맨을 확인합니다. 인증 URL: AU코드를 검색하기 위해
API 공급자 권한 부여 서버의 끝점입니다. 토큰 URL 액세스: 액세스 토큰 권한 부여 코드를 교환하기 위해 공급자의 인증 서버입니다. 클라이언트 ID: API 공급자에 등록된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의 ID입니다.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의 특정 클라이언트입니다. 범위: 공간적으로 분리된 여러 값을 포함할 수 있는 요청된 액세스 범위입니다. 상
태: 사이트 간 요청이 스푸핑되지 않도록 불투명값입니다. 클라이언트 인증: 드롭다운 메뉴 - 간단한 인증 요청을 헤더 또는 요청 본문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격 증명으로 보냅니다.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드롭다운 메뉴의 값을 변경하여 클라이언트 인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구성이 완료되면 토큰 요청 요청을 클릭합니다. 권한 부
여 코드 또는 암시적 지원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후속 요청에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을 검색하기 위해 자격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Postman은 요청 토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브라우저를 표시합니다. 또는 시스템의 기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인증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사용 허용을 선택하면 브라우저에서 auth
를 완료하면 콜백 URL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요청이 성공적인 인증 시 반환된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에서 토큰을 성공적으로 받으면 만료에 대한 세부 정보와 현재 토큰이 만료될 때 새 액세스 토큰에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 토큰이 표시됩니다. 토큰 사용(Token)을 클릭하여 반환된 값을 선택합니다. 성공적으로 스캔된 모든 토큰은 요
청의 사용 가능한 토큰 드롭다운 목록에 포함됩니다. 요청으로 보낼 것을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토큰 관리를 선택하여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토큰을 삭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증에 실패하거나 작동하면 Postman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본체의 오류에 대한 세부 정보, 인증을 다시 시도하거나 계속하기 전에 인증의 세부 정보
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메일에서 토큰을 삭제해도 액세스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토큰을 발급하는 서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Hawk 인증 Hawk 인증을 사용하면 부분 암호화 확인을 통해 요청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탭은 형식 드롭다운 목록에서 호크 인증을 선택합니다. 호크 오스 ID, 호크 오스 키 및 알고리즘 필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
요한 경우 특별한 세부 정보를 설정할 수 있지만 Postman은 필요한 경우 값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요청 권한 부여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되는 경우 Postman은 헤더에 추가합니다. 호크 인증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크 오트 ID: API 인증 ID의 값입니다. Hawk Auth 키: API 인증 키의 값입니다. 알고리즘: MAC(메시지 인증 코드)
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해시 알고리즘입니다. 고급 매개 변수: 사용자 이름입니다. Nonce: 클라이언트에서 만든 임의문자열입니다. 내선: 요청과 함께 보내야 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별 정보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공격자가 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격 증명과 응용 프로그램 간의 바인딩입니다. dlg: 자격 증명
이 발급된 응용 프로그램의 식별입니다. 타임스탬프: 서버가 시간 창 밖에서 재생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타임스탬프입니다. AWS 시그니처 AWS는 Amazon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권한 부여 워크플로우입니다. AWS는 인증을 위해 키HMAC(해시 메시지 인증 코드)를 기반으로 사용자 지정 HTTP 스키마를 사용합니다. 공식 AWS 서명
설명서는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Postman을 사용하여 요청 승인 페이지에서 API를 호출하여 REST 요청에 서명하고 인증하고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AWS 서명을 선택합니다. Postman이 권한 부여 데이터 드롭다운 추가 메뉴를 사용하여 AWS 자격 증명을 추가하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요청 헤더 또는 URL을 선택합니다. 헤더 요청
요청을 선택하면 포스트맨이 헤더 탭에 권한 부여및 X-Amz 미리 고정된 필드를 추가합니다. 요청 URL을 선택하면 Postman이 Params 키가 있는 Params의 x-Amz에 auth 세부 정보를 추가합니다.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필드 나 변수를 통해 직접 패스키 및 비밀 값을 입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특수 필드를 설정할 수 있지만 Postman은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필드를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AWS 서명 매개 변수는 AWS 리전: 요청을 수신하는 영역(기본적으로 us-east-1)입니다. 서비스 이름: 요청을 받은 서비스입니다. 세션 토큰: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할 때만 필요합니다. NTLM 인증 Windows 챌린지/응답(NTLM)은 Windows 운영 체제 및 독립 실행형 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여 프
로세스입니다. 요청 권한 부여 페이지에서 형식 드롭다운 목록에서 NTLM 인증을 선택합니다. NTLM 액세스에 대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변수를 사용하여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특수 매개 변수를 지정할 수 있지만 우체부는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매개 변수를 지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으로 요청은 첫 번째 데이터에서 데
이터를 추출한 후 두 번째로 실행되며 이 확인란을 선택하여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NTLM 인증의 특수 매개 변수는 도메인: 인증해야 하는 도메인 또는 호스트입니다.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Akamai 에지그리드 에지그리드 Edgegrid는 Akamai에서 개발하고 사용하는 라이센싱 도우미입니다. 요청 권한 부여 페이지에서 유
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Akamai EdgeGrid를 선택합니다. 액세스 토큰, 클라이언트 토큰 및 클라이언트 비밀 키를 입력하여 추가 보안을 위해 변수를 사용하여 이 정보는 Akamai에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등록할 때 제공됩니다. 요청 권한 부여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되는 경우 Postman은 헤더에 추가합니다. 자격 증명 획득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Akamai 개발자를 참조하세요 - 클라이언트 권한 부여. 동기화 쿠키 브라우저에 세션 쿠키가 있는 경우 인터셉터를 사용하여 Postman 앱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성공적인 인증 및 실행 요청을 가져오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API 요청을 해결하는 몇 가지 팁을 시도해 보십시오. 여전히 auth 문제가 있는 경우 Postman 포럼의
인증 태그를 확인하십시오.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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