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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자가 안전한 WiBro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사용자 단말과 ACR(Access Control Router) 간에 인

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공격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보통

신기술협회(TTA)에서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TM) 서비스를 위한 상호 인증 절차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

표준 프로토콜은 PISIM(Portable Internet Subscriber Identity Module)을 이용하여 PE(Portable

Equipment)와 ACR 간에 상호 인증을 수행한다. 그러나 표준은 인증에 필요한 메시지의 수가 대체적으

로 많은 편이며 PISIM의 분실과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CR과 PSS 간에 키 동의 프로토콜을 수행하여 PSS를 인증한다. 이

때 PSS의 계산량을 지원하기 위한 PSD(Power Support Device)가 키 동의 프로토콜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키는 ACR과 안전한 통신 세션을 맺고 있는 KAS(Key Authentication Server)에 PSS의

식별자와 키 정보를 암호화에서 저장한다. 끝으로 제안된 프로토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분석한다.

1. 서론

WiBro 기술은 노트북, PDA, 휴대폰과 같은

이동 단말기 보급의 확산과 언제 어디서나 이

동 중에도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해서 높은 전

송 속도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의 급증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07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3.5세대 IMT2000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었다[1]. WiBro는 현재 상

용화되는 이동성 지원 기술 중 가장 빠른 무선

전송속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All-IP 기술을 채

택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

즈니스 응용이 가능하다. WiBro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기 이전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에서는 2006년에 WiBro 기술과 관련해서

“WiBro 기술에서의 IPv6 기술(IPv6 over

WiBro)[2]”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TM
) 서비스를

위한 상호 인증 절차[3]”를 표준으로 채택했다.

[3]의 핵심은 PE(Portable Equipment)에서 인증

하는 것이 아니라 PISIM(Portable Internet

Subscriber Identity Module)에서 AKA 절차를 수

행하며, 사용자의 비밀 정보 및 키 값을 저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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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다. 단지 PE는 PISIM 탈/부착이 가능한 단말

또는 PISIM 기능을 hand-wired logic 형태로 제

공하는 machine-to-machine 형태의 단말에 국한

하고 있다. 이 표준 프로토콜의 문제점은 PISIM

카드의 분실이나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ACR은

단말을 인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원활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인

증 절차에 필요한 메시지의 수가 대체로 많은 편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SS의 계산량을 지원하

기 위한 PSD(Portable Support Device)가 PSS와

ACR 간 키동의에 참여하게 된다. 인증키를 생성

한 후에는 ACR과 안전한 통신 세션을 맺고 있는

KAS(Key Authentication Server)에 PSS 식별자

와 키를 암호화해서 저장한다. PSS가 다른 네트

워크로 이동하여 무선인터넷에 재접속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인증키로 암호화한 재접속 요청 메시지

를 새로운ACR은 수신한 후에 KAS로 그 메시지

를 전송하면 KAS는 PSS를 인증한 후에 새로운

ACR에게 인증키를 전송한다. 인증키를 통해 새로

운 ACR은 PSS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 접속을 허가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배경에 대

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프로토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프

로토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분석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프로토콜

본 절에서는 PSS와 ACR 간의 키 동의 프로토

콜과 PSS가 외부 링크로 이동했을 경우 수행하는

프로토콜로 나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에서 ACR과

KAS는 안전한 IPsec 터널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PSD는 PSS에 대한 계산량을 지원하기 위

한 장치로서 키 동의 프로토콜이 끝난 후에는 사용

을 하지 않으며 USB와 같은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또한 PSD가 분실되었을 경우에

도 PSS가 추가 키 동의 프로토콜을 수행하지 않고

기존에 생성한 키를 가지고 외부 링크의 ACR과 접

속을 위한 인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본 프로토

콜에서 RAS는 PSS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ACR에

게 포워딩하는 AP(Access point) 역할만 수행한다.

2.1 표기법

표기 의미

PSS Portable Subscriber Station

RAS Radio Access Station

ACR Access Control Router

PSD Power Support Device

KAS Key Authentication Server

IDX X에 대한 식별자 or 주소

sig
X

X의 서명

gX
X의 Diffie-Hellman 키동의에 필

요한 파라미터

prf(k,m)
키 k와 메시지 m을 입력으로 하

는 pseudo random function

h(m)
메시지 m을 입력으로 하는 MDC

해시 함수

+kX/-kX X의 공개키/개인키

k
DH

Diffie Hellman 세션키

k
AU

PSS와 ACR 간의 인증키

CookieI
서비스 거부 공격과 경로변경 공

격을 완화하기 위한 I번째 쿠키

n
I
X 노드 X의 I번재 nonce

NAIIX
노드 X의 I번째 network access

identifier

LX 노드 X의 Lifetime

m1||m2
메시지 m1과 메시지 m2의 비트

결합

표 1. 표기법

2.2 프로토콜의 단계별 요약

키 동의 프로토콜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PSS1

은 무선인터넷 접속을 위해 RAS1을 거쳐 ACR1

에게 다음과 같은 인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① →  
 

 


 

 


 

 

PSS1은 네트워크 접속 식별자인 NAI[4]를 인

증 요청 메시지에 추가하며 서명을 포함한 공개

키 연산은 PSD에서 지원해준다. 
 [5]는 도

스 공격과 경로 변경 공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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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프로토콜

DoS 공격 ◯ ◯

경로 변경 공격 ◯ ◯

중간자 공격 ◯ ◯

재생 공격 ◯ ◯

메시지 수 14 5

PSS

RSA

암호화 1*3028K 1*3028K

DS(RSA-PSS)
서명 0 0

검증 0 0

MAC/prf 6*0.026K 1*0.026K

합계 ≈3028.156K 3028.026K

ACR

RSA

암호화 1*3028K 1*3028K

DS(RSA-PSS)
서명 0 1*62000K

검증 0 1*3019K

MAC/prf 6*0.026K 1*0.026K

합계 ≈3028.156K 68047.026K

표 2. 프로토콜의 안전성과 효율성

그림 1. PSS1과 ACR1 간 키동의 프로토콜

된 파라미터이며 서명은 Diffie-Hellman 키동의

프로토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간자 공격을 방

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메시지를 수신한 ACR1은 네트워크 접속 식

별자를 확인하고 PSS1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서명

을 확인한다. 그런후에 다음과 같은 응답 메시지

를 전송한다.

② →  


 
 


 





 

 

ACR1은 Diffie-Hellman 키 동의 파라미터 를

생성하여 응답 메시지에 추가하고 자신의 개인키

로 서명하여 PSS1에게 전송한다. ACR1은 PSS1

로부터 수신한 와 자신이 생성한 를 이용하여

Diffie-Hellman 키 를 생성한다. PSS1 역

시 PSD의 계산력을 이용하여 ACR1과 같이

를 생성한다. 그런 후에 최종적으로 PSS1

과 ACR1은 
 

 를 생

성한다. ACR1은 생성된 인증키를 KAS에게

PSS1 식별자와 함께 안전한 IPsec 터널을 통해

KAS에게 전송한다. 이때 PSS1은 생성된 인증키

를 이용해서 무선 인터넷 접속을 시도하면 ACR1

은 인증키로 PSS1을 인증하고 접속을 허용한다.

PSS1은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여 더 이상

ACR1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PSS1은

접속 요청 메시지를 ACR2에게 전송하면 ACR2는

KAS에게 이 메시지를 넘겨주고 KAS는 이 메시

지를 인증하여 ACR2에게 PSS1의 인증키를 전송

한다. 이 키를 통해 ACR2는 PSS1을 인증하고 접

속을 허가한다.

3. 성능분석

이번 절에서는 앞서 제안한 키 동의 프로토콜의 안

전성과 효율성을 표준 프로토콜과 비교 분석할 것이

다. 비교 분석은 표 2와 같다.

먼저 표준 프로토콜[3]과 제안하는 프로토콜의 안전

성을 분석해보면 두 프로토콜 역시 DoS 공격, 경로

변경 공격 및 중간자 공격에는 안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제안하는 프로토콜에서는 쿠키를 이

용해서 올바르지 않은 메시지일 경우에는 바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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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메시지를 드롭하기 때문에 경로 변경 공격이나

DoS 공격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Diffie-Hellman

키 동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간자 공격은 서명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효율성 분석은 [6]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의 경우 저전력 노드일

수 있는 PSS의 계산적 부담을 PSD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SS는 적은 계산량으로 키동의

를 할 수 있다. ACR은 PSS보다 전력이나 계산량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계산량이 많지

만 별 무리가 없다. 또한 표준 프로토콜[3]보다 적은

양의 메시지와 간단한 방법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또한 PSS가 재접속을 요구할 경우에는 KAS로부터

인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표준 프로토콜[3] 보다

더욱 간단한 방법으로 인증할 수 있다. 또한 저전력

노드인 PSS나 PE에서는 두 프로토콜 역시 계산적

부담이 적다.

4. 결 론

본 논문은 안전한 WiBro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인

증 프로토콜에 대해서 제안했다. 제안하는 프로토콜

역시 표준 프로토콜[3]과 안전성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효율성 분석에서는 적은 양의

메시지 사용과 재접속 시에 간단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에 따른 트래픽을 줄일 수 있

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IPv6 기반에서의 인증 프

로토콜이 모바일 IPv6(MIPv6)에서 인증에 대한 처리

를 좀더 간단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토

콜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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