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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향 안전성을 제공하는 개선된 대칭키

기반 원격 사용자 인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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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nhanced Symmetric Key-Based Remote User

Authentication Scheme with Forward Secrecy

Jongho Moon†, Dongho Won††

ABSTRACT

Recently Lee et al. proposed an improved symmetric key-based remote user authentication scheme

to eliminate the security weaknesses of Kumari et al.’s scheme. They hence claimed that their scheme

is secure to various well-known attacks. However, we found that Lee et al.’s scheme is still insecure

against outsider attack, smart card stolen and off-line password guessing attack. To overcome these

security vulnerabilities, we propose an enhanced authentication scheme with key-agreement which is

based on the fuzzy-extractor. Furthermore, we prove that the proposed scheme is more secure, and that

it serves to gratify all of the required security properties. Finally, we compare the performance and

functionality of the proposed scheme with those of previous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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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격 사용자 인증 기법은 로그인을 요청하는 원격 

사용자를 검증하여 정당한 사용자에게만 서비스나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기법이다. 원격이

라는 환경의 특성 상 위장 공격, 메시지 변조 및 재전

송 공격,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 추측 공격 등 다양한 

공격이 시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

하고 전송되는 메시지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

이 보장되어야 하며 서버의 비밀키가 노출되더라도 

원격 사용자와 서버 사이의 세션 키의 안전성을 보장

하는 전방향 안전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1981년에 Lamport [1]가 최초로 공공 채널을 통한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 기법을 제안한 이후로 아이디 

기반, 패스워드 기반, 스마트카드 기반, 속성 기반 등

의 많은 인증 방식[2-5]이 연구되어 왔다. 2011년에 

Khan 등은 Wang 등 [6]이 제안한 인증 방식이 사용

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서버가 사용자의 패

스워드를 임의로 부여하므로 해당 인증 방식이 내부

자 공격에 취약함을 보이고 동적 아이디 기반의 원격 

사용자 인증 방식[7]을 제안하였다. 2012년에 Chen

등 [8]은 Khan 등이 제안한 인증 방식이 여전히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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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격에 취약하며 등록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사용자의 난수 값을 공개 채널

로 전송하지 않는 새로운 인증 방식을 제안하였다.

2013년에 Jiang 등 [9]은 Chen 등의 인증 방식이 사

용자의 익명성과 불추적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 추측 및 추적 공격에 취약함을 증명하고 대칭

키 방식의 개선된 인증 방식을 제안하였다. 2013년에 

Kumari 등 [10]은 Jiang 등의 인증 방식이 사용자 

위장 공격,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하며 세션키 

추출이 가능함을 보이고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한 새

로운 인증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 Kim

등 [11]은 Kumari 등의 인증 방식이 사용자의 익명성

을 보장하지 않고 전방향 안전성을 제공하지 않으며 

서버의 비밀키가 노출될 경우 세션키가 추출되는 문

제점을 지적하였다. 최근에 Lee 등 [12]은 Kumari

등의 인증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용자

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전방향 안전성을 제공하는 대

칭키 기반의 새로운 인증 방식을 제안하였다. 원격 

사용자 인증 기법에서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서버의 비밀키가 노출되더라도 전방향 안전성을 유

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보안 사항이다. 그러나 Lee

등이 제안한 인증 방식은 외부자 공격, 스마트카드 

탈취를 통한 오프라인 아이디,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하며 사용자의 아이디가 노출될 경우 세션키 추

출이 가능한 취약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Lee 등이 제안한 인증 방식이 가지

는 취약점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아이디와 서버의 비

밀키가 노출되더라도 전방향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

는 퍼지추출 기반의 새로운 인증 방식을 제안한다.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를 이용한 퍼지추출 기법

은 추측 공격에 안전하기 때문에 스마트카드가 분실 

또는 탈취되더라도 공격자는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알아낼 수 없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본 

논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법에 대한 정의를 서술

하고, 3장에서 Lee 등이 제안한 인증 방식을 설명하

고 4장에서 해당 인증 방식의 취약점을 분석한다. 5

장에서는 Lee 등이 제안한 인증 방식을 기반으로 안

전성이 개선된 퍼지추출 기반의 새로운 사용자 인증 

방식을 제안한다. 그리고 6장에서 제안된 인증 방식

에 대한 안정성을 분석하고 7장에서는 Lee 등이 제안

한 방식과 제안된 인증방식의 연산 효율성을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Dolev-Yao 위

협 모델[13]과 퍼지추출 기법[14] 등의 정의를 서술

한다.

2.1 Dolev-Yao 위협 모델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원격 사용자 인증 방식에서 

공격자는 부채널 공격[15]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1) 공격자 A는 원격 사용자도 될 수 있고 원격 서

버도 될 수 있다. 등록된 사용자는 공격자와 같이 행

동할 수 있다.

2) 공격자 A는 공공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를 탈취, 삽입, 삭제, 변조 또는 재전송할 수 

있다.

3) 공격자 A는 전력 소모량 측정을 통해 스마트카

드로부터 카드 내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2.2 퍼지추출 기법

퍼지 추출기(Fuzzy extractor)는 생체 정보를 이

용하여 특정한 랜덤 스트링 값을 추출하는 기법이다.

두 개의 프로시저 (, )가 주어지며 각 프로시

저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 〉 (1)

            

(2)

함수 은 확률적 생성 프로시저로 식 (1)과 같

이 생체 정보 를 입력으로 받아서 비트 길이의 

정규화된 스트링 ∈  과 임의의 길이인 헬퍼 스

트링  ∈  를 추출한다. 함수 는 결정적 복제 

프로시저로 식 (2)와 같이 와 거의 일치하는 

 과 헬퍼 스트링 를 입력으로 받아서 을 복구

한다. 최초 생성 시 사용된 생체 정보 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생체 정보  가 입력되더라도 헬

퍼 스트링 를 이용하여 을 정상적으로 복구해낼 

수 있다. 즉, 퍼지추출 기법은 생체 정보의 특성 상 

발생하는 인식 오류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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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otations used in this paper

Term Description

 The user

 The remote server

 The identity of the user 

 The password of the user 

 The biometrics of the user 

 The registration record

 The number of times  registers with the server

 ,  The nearly random binary string and auxiliary binary string of the user 

 The timestamp

 ,  ,  The random number of the user 

 The secret key of the server 

 The random number unique to the user  selected by the server 

,  The random number of the server 

 The concatenation operation

⊕ The Exclusive-OR operation

․ The secure one-way hash function

 ․ ․ A symmetric cryptographic encryption/decryption using a symmetric key 

말할 수 있다[16].

3. Lee 등이 제안한 인증 방식
Lee 등은 Kumari 등이 제안한 인증 방식이 전방

향 비밀 유지에서 공격자가 비밀키를 안다고 가정하

면 세션키를 얻을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음을 보이고 

Kumari 등이 제안한 인증 방식이 가지는 장점을 그

대로 보존하면서 전방향 비밀유지 및 스마트카드 분

실 공격에 안전한 방식을 제안하였다. 인증 방식은 

등록 단계, 로그인 및 인증 단계의 세 단계로 구성된

다. Table 1은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표기법을 기술

한 것이다.

2.1 등록 단계

1) 사용자 는 자신의 아이디 와 패스워드 

를 선택하고 난수 을 생성한다.

2) 는 패스워드 와 난수 을 이용하여 

    를 계산하고 와 를 안전

한 채널을 통해 서버 에 전송한다.

3) 의 와 를 받은 서버 는 먼저 전송받

은 의 형태가 올바른지 체크를 하고, 등록된 횟수

를 의미하는 넘버 을 부여한다. 신규 사용자이면 

  이고 재등록 사용자이면    을 부여

한다.

4) 는       ,     ⊕ ,

     ,   ⊕  ,

  ⊕  ,   ⊕  ,

      ,    ⊕  를 

계산하고 에 ⊕, 을 저장한다.

5) 는 스마트카드에  ,  ,  ,  , ․,  ,

을 저장하고 스마트카드와 변수 를 안전한 채

널을 통해 사용자 에게 보낸다.

6) 는 스마트카드와 변수 를 전달받은 후 

    ⊕ ,   ⊕를 계산하여 스마

트카드 안에 저장한다.

2.2 로그인 단계

1) 사용자 는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스마트카드

를 카드 리더기에 넣고 아이디 와 패스워드 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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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카드는 
  ⊕  ,


  

  를 계산한다.

3) 
를 이용하여 스마트카드는 

  
  ⊕

⊕
 ,     

⊕ ,


  ⊕  

 , 
  

⊕
   ,


  

 
   를 계산한다.

4) 스마트카드는 계산한 
과 저장된 가 일치

하는지 체크하고 같으면      를 계산한다.

만일 값이 다르면 세션을 종료한다. 는 를 생성

하는 시점의 타임스탬프 값이다.

5) 사용자 는 로그인 요청 메시지  ,  ,

 , 를 공개 채널을 통해 서버 에게 전송한다.

2.3 인증 단계

1) 서버 는 로그인 요청 메시지  ,  ,  ,

를 전송 받은 후  ′ ≤∆를 체크한다. 만일 

조건이 맞지 않다면 세션을 종료한다.  ′은 로그인 

요청 메시지를 전달받은 시점의 타임스탬프 값이다.

2) 를 이용하여     
를 생성하

고 
⊕

   ≟   를 체크한다. 만약 

가 에 존재하지 않으면 세션을 종료시킨다. 두 

값이 일치할 경우에는        , 

      를 

계산한다.

3) 계산된 
과 전송받은 가 일치하는지 체크한

다. 만약 같지 않으면 세션을 종료한다. 일치할 경우 


   ⊕  ,   


   를 

계산한다. 는 를 계산하는 시점의 타임스탬프 

값이다.

4) 를 공개 채널을 통하여 사용자 에게 전송

한다.

5) 사용자 는 를 전송 받은 후 


    

 를 계산하고,  ′′ ≤∆를 

체크한다. 만일 조건이 맞지 않다면 세션을 종료한

다.  ′′은 를 전달받아 복호화한 시점의 타임스

탬프 값이다.

6) 복호화해서 얻은 
과 로그인 요청 시 전송했

던 가 일치하면 
과 가 같은지 확인한다.

만일 다르면 를 
으로 재배치한다.

7) 사용자 와 서버 는 세션키      

를 생성하고 로그인 및 인증 단계를 마친다.

4. Lee 등이 제안한 인증 방식의 안전성 분석
본 장에서는 Lee 등이 제안한 인증 방식의 오류를 

서술하고 2장에서 설명한 Dolev-Yao 위협 모델[13]

을 기반으로 Lee 등이 제안한 인증 방식의 취약점을 

분석한다. 공격자 는 원격 사용자도 될 수 있고 원

격 서버도 될 수 있으며 공공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를 탈취, 삽입, 삭제, 변조 또는 재전송할 

수 있다. 또한 전력 소모량 측정을 통해 스마트카드

로부터 카드 내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4.1 인증 단계의 오류 정정

인증 단계에서 서버 는 사용자 로부터 로그인 

요청 메시지  ,  ,  , 를 전달 받은 후 

를 이용하여     
를 생성하고 


⊕

   ≟   를 체크한다. 를 생성하

기 위해서 사용자의 아이디 
가 필요하지만 서버 

는 로그인 요청 메시지로부터 해당 아이디 값을 얻어

낼 수 없다. 전송받은 를 복호화하여 ⊕  

를 얻는다고 해도 해당 값으로부터 를 추출해내

기 위해서는  값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인증을 수

행하기 위해 를 서버가 연산 가능한   

또는     등으로 가정한다.

4.2 외부자 공격

공격자 는 자신의 스마트카드로부터  ,  ,

 ,  ,  ,  , ·,  ,  값을 획득할 수 있다.

획득한 값을 이용하여 공격자 는 

  ⊕  ,    를 계산하

여     ⊕⊕ 값을 추출하고 해당 값

을 이용하여   ⊕ 를 얻어낼 수 있다. 는 

서버가 생성한 난수 값으로 인증에 사용되는 중요한 

값이다.

4.3 스마트카드 탈취 및 오프라인 아이디/패스워드 추
측 공격

공격자 가 임의의 사용자 와 서버 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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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  ,  , 를 탈취하고 의 스마트

카드를 훔치거나 획득했다고 가정한다. 공격자는 스

마트카드로부터  ,  ,  ,  ,  ,  , ․,  ,

 값을 획득할 수 있다. 공격자는 아이디 추측 공격

을 시도하기 위해 임의의 아이디 
를 생성하여 


  ⊕  ⊕

  , 
    

를 계

산하고 해당 값이 와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일치한

다면 
는 사용자 의 아이디이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아이디를 생성하여 동일한 연산을 수행한

다. 이후 공격자는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 를 이용하여     ⊕,

  ⊕⊕  을 계산한다. 공격자는 임의

의 패스워드 
를 생성하여  

를 계산하고 

해당 값이 와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일치할 경

우 
는 사용자 의 패스워드이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른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동일한 연산을 수행

한다.

4.4 세션키 추출 공격

공격자 가 임의의 사용자 와 서버 의 통신 메

시지  ,  ,  ,  , 를 탈취하고, 의 스

마트카드를 훔치거나 획득하여 아이디 추측 공격을 

통해 사용자 의 아이디 를 획득했다고 가정한다.

공격자는 를 이용하여   ⊕  ⊕  

를 계산하고, 메시지 를 복호화하여 
  

를 추출한다. 이후 공격자는 추출된  를 이용하여 

손쉽게 세션 키      를 계산해 낼 수 있

다.

5. 새로운 원격 사용자 인증 방식
본 장에서는 Lee 등이 제안한 인증 방식의 취약점

을 개선한 새로운 원격 사용자 인증 방식을 제안한

다. 제안되는 기법은 Lee 등의 인증 방식과 동일하게 

등록 단계, 로그인 및 인증 단계 등 3단계로 구성된

다. 아래의 Fig. 1은 제안한 방식 중 로그인 및 인증 

단계를 나타낸다.

5.1 등록 단계

1) 사용자 는 생체정보 를 센서 디바이스에 

입력한다. 센서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읽

은 후 퍼지추출 기법을 이용하여 < , >를 추출하

고 는 메모리에 저장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아이디 

와 패스워드 를 선택한 후 난수  를 생성하

고    를 계산하여 등록 요청 메시지 

 ,  , 를 안전한 채널을 통해 서버 에 전송

한다.

2) 사용자 의 와  및 를 전송받은 서버 

는 먼저 전송받은 의 형태가 올바른지 체크하고 

등록시간 넘버 를 신규 사용자이면 0을, 재등록 사

용자이면 기존 값에 1을 더한 값을 부여한다. 이후 

서버는     ,    ⊕ ,

    ,   ⊕ ,

  ⊕⊕,    ⊕ ,

    를 계산하고 에 ⊕,  ,

을 저장한다. 는 난수 값으로 사용자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도록 부여한다.

3) 스마트카드에  ,  ,  ,  ,  , ․,  ,

을 저장하고 스마트카드를 안전한 채널을 통해 

사용자 에게 보낸다

4) 사용자 는 스마트카드를 전달받은 후 를 

스마트카드 안에 저장한다.

5.2 로그인 단계

1) 사용자 는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생체정보 

를 센서 디바이스에 입력한다. 센서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읽은 후 퍼지추출 기법을 이용

하여 
와 로부터 

을 추출한다. 이후 사용자

는 스마트카드를 카드 리더기에 넣고 자신의 아이디 

와 패스워드 를 입력한다.

2) 스마트카드는 
 

  ,



    
를 계산하고 계산한 

과 저장된 

가 일치하는지 체크하여 값이 다를 경우 세션을 종료

한다.

3) 두 값이 일치하면 스마트카드는 로그인을 시도

하는 사용자를 정당한 사용자로 판단한다. 이후 로그

인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난수 를 생성하

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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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gin and authentication phase of the proposed scheme.

     를 계산한다. 는 를 생성하는 

시점의 타임스탬프 값이다.

4) 사용자 는 로그인 요청 메시지  ,  ,  ,

 ,  , 를 공개 채널을 통해 서버 에게 전송한다.

5.3 인증 단계

1) 서버 는 로그인 요청 메시지  ,  ,  ,

 ,  , 를 전송 받은 후  ′ ≤∆를 체크한다.

만일 조건이 맞지 않다면 세션을 종료한다.  ′은 로

그인 요청 메시지를 전달받은 시점의 타임스탬프 값

이다.

2) 비밀키 와 난수 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로그인 요청 메시지로부터 
  ⊕⊕,


  ⊕

  ,  
  ⊕

 를 계산하고 


    ⊕ 

   를 추출한다. 만약 


⊕가 에 존재하지 않으면 세션을 종료한다.


⊕가 존재할 경우 

        ,


  

    를 계산한다.

3) 계산된 
과 전송받은 가 일치하는지 체크한

다. 만약 같지 않으면 세션을 종료한다. 일치할 경우 


   

⊕ 
   ,

  


  
  를 계산한다. 는 를 계

산하는 시점의 타임스탬프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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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ecurity features

Features Kumari et al. [10] Lee et al. [12] Ours

Provide the user anonymity × 〇 〇

Provide the mutual authentication 〇 〇 〇

Provide the perfect forward secrecy × × 〇

Resistance to the insider attack 〇 〇 〇

Resistance to the outsider attack × × 〇

Resistance to the stolen smart card attack 〇 × 〇

Resistance to the off-line password attack 〇 × 〇

Resistance to the impersonation attack 〇 × 〇

Resistance to the DoS attack 〇 〇 〇

Resistance to the stolen verifier attack 〇 〇 〇

Resistance to the session disclosure attack × × 〇

Resistance to the replay attack 〇 〇 〇

4) 를 공개 채널을 통하여 사용자 에게 전송

한다.

5) 사용자 는 를 전송 받은 후 


 

   
 를 계산하고,  ′′ ≤∆

를 체크한다. 만일 조건이 맞지 않다면 세션을 종료

한다.  ′′은 를 전달받아 복호화한 시점의 타임

스탬프 값이다.

6) 복호화해서 얻은 
과 난수 가 일치하면 

를 
으로 재배치한다. 만일 다르면 세션을 종료

한다.

7) 사용자 와 서버 는 세션키 

      를 생성하고 로그인 및 인증 단

계를 마친다.

6. 안전성 분석
Lee 등의 인증 방식은 공격자가 자신의 스마트카

드를 활용하는 공격 기법에 취약한 반면 제안된 인증 

방식은 Kumari 등과 Lee 등이 제안한 인증 방식의 

장점을 유지하며 안전성, 기밀성, 무결성 등을 개선

하였다. 제안된 방식은 사용자마다 고유한 난수 값을 

부여하여 공격자가 자신의 스마트카드로부터 값을 

얻어내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인증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하였으며 서버의 비밀키가 노출되더라도 

세션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해

시 함수의 경우 일방향성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본 

장에서는 제안된 기법 또한 2장에서 설명한 Dolev-

Yao 위협 모델[13]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을 분석

한다. 공격자 는 원격 사용자도 될 수 있고 원격 

서버도 될 수 있으며 공공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모

든 메시지를 탈취, 삽입, 삭제, 변조 또는 재전송할 

수 있다. 또한 전력 소모량 측정을 통해 스마트카드

로부터 카드 내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Table 2는 제안된 방식과 관련 방식들과의 안전성 

및 기능들을 비교한 표이다.

6.1 Resistance to the outsider attack

공격자 는 자신의 스마트카드로부터  ,  ,

 ,  ,  ,  ,  , ․,  값을 획득할 수 있다.

추출된 값을 이용하여 공격자 는 

    ⊕ 를 계산할 수 있지만 난수 

는 사용자마다 고유하게 부여된 값이다. 따라서 공격

자는 해당 값을 다른 사용자의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공격 등에 시도할 수 없으며 일방향 해시 함수의 성

질에 따라 공격자는    값으로부터 의미 있는 

어떠한 값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제안된 방식은 

해당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6.2 Resistance to the insider attack

제안된 방식은 퍼지추출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등

록 단계에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서버로 전송하지 

않는다. 서버 내부자는 전송되는 해시 함수의 일방향

성 성질에 의하여 전송된  값으로부터 사용자

의 패스워드 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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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안된 기법은 내부자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6.3 Resistance to the stolen smart card attack

공격자 가 임의의 사용자 의 스마트카드를 획

득 또는 탈취하여 스마트카드로부터  ,  ,  ,

 ,  ,  ,  , ․,  값을 획득했다고 가정한다.

난수 는 서버의 비밀키 로 보호되고 있으며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생체정보 와 패

스워드 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격자는 추출한 값

으로부터 사용자 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 

를 계산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제안된 방식은 스

마트카드 탈취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6.4 Resistance to the off-line password guessing 
attack

공격자 가 임의의 사용자 와 서버 의 통신 

메시지  ,  ,  ,  ,  ,  , 를 탈취하고 

스마트카드를 훔치거나 획득했다고 가정한다. 공격

자 는 스마트카드로부터  ,  ,  ,  ,  ,  ,

 , ·,  값을 추출할 수 있다. 공격자가 사용자 

의 패스워드를 추측하려면 사용자의 생체정보 

를 알아야 한다. 오직 사용자 만이 생체정보 

를 입력할 수 있으며 공격자가 를 얻었다

고 가정해도 를 얻어낼 수 없다면 패스워드를 추측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안된 방식은 오프라인 패스워

드 추측 공격에 안전하다.

6.5 Resistance to the user impersonation attack

공격자 가 임의의 사용자 로 위장하기 위해 

로그인 요청 메시지  ,  ,  ,  ,  ,  , 를 

생성하려면 유효한 타임스탬프 값을 이용하여 

     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서버의 비

밀키 , 사용자의 아이디  , 난수  등의 값을 알아

야 하며 사용자 의 스마트카드로부터 를 추출해

내기 위해서는 를 추가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

다. 따라서 공격자는 유효한 로그인 요청 메시지를 

생성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제안된 방식은 사용

자 위장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6.6 Resistance to the server impersonation attack

공격자 가 서버 로 위장하기 위해서는 비밀키 

와 난수  ,  값을 알아야 한다. 사용자 는 서버

로부터 를 전송 받은 후 복호화하여 
   

를 추출하고, 추출된 
 값과 자신이 생성했던 난수 

의 일치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서버로 

위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안된 방식은 서

버 위장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6.7 Resistance to the DoS attack

제안된 방식은 로그인 단계에서 
 

  ,


   

를 계산하고 계산한 
과 저장된 

가 일치하는지 체크하여 값이 다를 경우 세션을 

종료한다. 따라서 제안된 방식은 서비스 거부 공격으

로부터 안전하다.

6.8 Resistance to the stolen verifier attack

제안된 방식은 사용자의 Lee 등의 방식과 동일하

게 아이디를 에 ⊕,  ,  형태로 서버의 

비밀키 를 이용하여 저장한다. 따라서 서버의 비밀

키를 알지 못하면 저장된 ⊕로부터 사용자의 아

이디 를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안된 

방식은 검증자 탈취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6.9 Resistance to the replay attack

제안된 방식은 Lee 등의 제안 방식과 같이 타임스

탬프 값을 이용하여 각 단계마다 메시지를 체크한다.

공격자가 전송되는 메시지를 탈취하여 재전송 하더

라도 타임스탬프 값 체크를 통해 세션이 종료된다.

따라서 제안된 기법은 재전송 공격으로부터 안전하

다.

6.10 Resistance to the session key disclosure 
attack

세션 키        를 계산하려면 공격

자는 와 난수 를 알아야 한다. Lee 등의 방식에서

는 공격자가  값만 알아내면 세션키를 계산할 수 

있지만 제안된 방식에서는 로그인 요청 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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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omputational costs

Lee et al. [12] Ours

User Server User Server

Registration        

Login  -  -

Authentication            

Total            

 ,  ,  ,  , 로부터 와 난수 를 모두 알아내

야 한다. 를 계산하기 위한 난수 는 서버의 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공격자는 를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제안된 방식은 세션키 노출 공격에 안전하다.

6.11 Provide the user anonymity and untraceability

제안된 방식은 Lee 등의 방식과 같이 전송된 

를 복호화하여 사용자 의 아이디 를 추출한다.

따라서 공격자가 사용자의 로그인 요청 메시지를 탈

취한다고 해도 사용자의 아이디 를 추출할 수 없

다. 또한 스마트카드에는 퍼지추출 기법과 일방향 해

시함수를 통해 사용자의 아이디를 저장하고 있으므

로 공격자가 사용자의 아이디를 추출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안된 방식은 사용자 익

명성과 불추적성을 제공한다.

6.12 Provide the mutual authentication

제안된 방식은 전송되는 메시지의 검증을 통하여 

사용자와 서버가 각각 합법적인 객체인지를 검증한

다. 서버는 사용자가 전송한 로그인 요청 메시지로부

터 
  

    를 계산하여 정당한 사용자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사용자는 서버로부터 전송된 

를 복호화하여 난수 
가 자신이 생성한 난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서버를 검증한다.

6.13 Provide the perfect forward secrecy

전방향 안전성은 서버의 비밀키 값이 노출되더라

도 세션키는 안전해야 한다는 성질이다. Lee 등은 서

버의 비밀키 가 노출되더라도 공격자가 난수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방향 안전성을 만족한다고 주장

하였으나 전방향 안전성은 비밀키 와 난수 가 모두 

노출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야 한다. 제안된 방식에서 

공격자가 비밀키 와 난수 를 알아냈다고 가정하

자. 공격자는 서버 비밀키 와 난수 를 이용하여 

사용자 의 로그인 요청 메시지  ,  ,  ,  ,

 , 로부터   ⊕⊕,   ⊕  ,

   ⊕ 를 계산하여 로부터 사용

자의 아이디     ⊕    를 추

출할 수 있다. 하지만 공격자가 사용자 와 서버의 

세션 키        를 계산하려면 가 필요

한데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난수 을 알아야 한다.

난수 는 서버의 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공격자

가 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공격자가 사용

자 의 스마트카드를 취득 또는 탈취하더라도 공격

자는   값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방향 해시 

함수의 성질에 따라 를 계산할 수 없으며 를 

추출할 수 없다. 따라서 제안된 기법은 전방향 안전

성을 제공한다.

7. 연산 효율성 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된 인증 방식과 Lee 등이 제안한 

방식과의 연산 효율성을 비교한다. Table 3은 각 단

계별로 소모되는 연산량을 비교한 것이다. 등록 단

계, 로그인 단계, 인증 단계의 각 단계별로 사용자와 

서버 측면에서 인증에 사용되는 값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산량을 계산하였다. 는 일방향성 해시 

함수이며 는 대칭키 기반 암/복호화 연산을 의미

한다. 제안된 방식은 Lee 등의 제안 방식과 비교할 

때 사용자와 서버 각각의 연산량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연산 소모량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8.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ee 등의 인증 방식이 가지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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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이고 퍼지추출 기법을 응용하여 외부 공격자

로부터 원격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전방향 안

전성을 만족하는 새로운 인증 기법을 제안하였다. 스

마트카드 기반의 인증 기법은 일반적으로 스마트카

드가 탈취 또는 도난 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설계되

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인증 기법은 Lee 등의 

인증 기법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카드 탈취 공격, 오

프라인 패스워드 추측 공격 등의 취약점을 개선하였

으며,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퍼지추출 기법을 적용함

으로써 스마트카드가 도난이나 탈취되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해결하였다. 또한 안전성 분

석을 통해 제안된 기법이 사용자 익명성, 상호 인증,

전방향 안전성을 만족하고 내부자 공격, 외부자 공

격, 스마트카드 탈취 공격, 오프라인 패스워드 공격 

등에 안전함을 증명하였다. 성능 측면에서도 제안된 

기법은 개별 단계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Lee 등의 기

법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연산 소모량을 가지는 것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퍼지 추출 기법과 같이 생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법과 연산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암호화 기법 등을 연구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격 사용자 인증 기법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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