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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 the increment of requirement for EC(Electronic Commerce) oriented 

communication services, security multicast communications is becoming more important. 

However, multicast to EC environment is much different from unicast concept most 

network security protocols. On the network security, using mandatory access control of 

multilevel architecture which assigns a specific meaning to each subject, so we 

accomplish access control. In this way, access control security based on the information 

security level is proposed.

A security protocol based on the architecture proposed in this paper would be utilized 

in secimty multicast communications, group key management service and leveled 

security service through multilevel EC security policy. Also we discuss and propose the 

security lev이 scaleability and key management method on th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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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그 동안 오프 

라인 환경 하에서만 가능했던 많은 작업둘이 

사이버 상에서도 가능하게 된 반면에, 해킹이 

나 바이러스, 보안 시스템 위협 둥의 새로운 

문제점돌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안 위 

협은 현재와 같은 다중레벨 네트워크 통신상 

에서 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아울러 전자상거캠와 같은 가상 공 

간에서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보 

안에 관한 문제를 선결해야함은 재고의 여지 

가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 

은 기존의 유니캐스트(unicast) 보안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멀티캐스트(multicast) 보안 

에 관한 연구에 초점올 맞추었다.

멀티캐스트는 한 송신자가 여러 수신자들 

에개 데이터를 전송하는 효율성을 제공하게 

되며송신자 전송 오버헤드나녜트워크 대 

역폭 요구사항 그리고 수신자 측면에서의 지 

연시간을 줄여준다. 멀티캐스트가 큰 그름 통 

신에서 효율적이고 최선의 데이티 전송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멀티캐스트의 신뢰성, 흐름 

제어 그리고 혼잡 졔어 둥과 같은 부분에 확 

장성(scalability)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옴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⑵. S. Mitira가 

제안한 구조에서는 이러한 확장성의 문제롤 서 

브 그롬으로 나눔으로써 해결하려는 시도롤 보 

여주고 있으므로[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 

올 근거로 하여 다중레밸 보안올 설명하였다.

그리고, S. Mihra의 구조상에서의 네트워 

크 다중래밸 보안올 지원하는 확장된 멀티캐 

스트를 제안한다. 이것은 보안 분배 트리

(secure distribution tree) 에 기반올 두고, 여기 

에 강제적 접근(mandatory access) 방식올 추 

가한 확장 보안 멀티캐스트에 대한 형태이다.

2. 유니케스트와 멀티캐스트 보안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의 기 

본적인 역할은 불안전한 개방형 네트워크 상 

에서 외부의 공격자가 최초의 원문올 읽고 이 

것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해서 인증 

된 주채들 간에 안전하게 통신하도록 하는 것 

이다. 인중authentication)이란 사용자나 호스 

트와 같은 실체를 인식하는 과정을 일컫는 것 

으로써, 이것은 전자상거래 보안 네트워크 시 

스템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증 과정은 자주 키 분배와 결부되며[4], 

보안 연관(security association)은 인증된 주 

체들간에 의해서만 공유되는 키의 집합올 정 

의하고,，인중, 기밀성 (con負dentiality), 무결성 

(integrity) 등과 같은 다양한 보안 목적을 위 

해 사용될 수 있다. 카 분배 문제에 따라 유니 

캐스트와 멀티캐스트로 분류하는데, 일대일 

(point-to-point) 유니캐스트의 보안 연관 개념 

은 쉽게 이해되는 반면, 다대다(multipoint-to 

-multipoint) 멀티캐스트 모델에서의 보안 연 

관 개넘은 근원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유니캐스트의 경우를 보면, 두 주체가 통신 

하기를 결정하고 유니캐스트 네트워크 보안 프 

로토콜로 하여금 그들 사이의 보안 연관을 설 

정하도록 한다. 이 연관이 쌍을 이루어 안전하 

게 통신하도록 한다. 여기서, 보안 연관은 완전 

히 정적(static)이며, 두 주체가 통신을 시작할 

때 생성되고 통신을 끝낼 때 소멸된다. 멀티캐 

스트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나, 두 주체가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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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임의 수의 주체들이 한 

그룹을 형성한다. 그리고, 유니캐스트의 보안 

연관이 정적인 반면에 멀티캐스트의 보안 연관 

은 그룹의 멤버쉽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 

에 반드시 동적 (dynamic)이여야 한다.

또한, 멀티캐스트 보안 프로토콜은 반드시 

한 주체가 매 번 동적인 시기마다 인증되어 

있음을 확인해야만 한다. 실제적인 멀티캐스트 

동작에서 보면, 이 시간의 구분은 멤버들이 만 

나고(join) 떠나는(leave) 것에 대옹된다. 따라 

서, 보안 연관과 키는 반드시 만남과 떠남마다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새로이 

만난 주체는 이전 멀티캐스트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없고, 떠난 주체는 그룹을 떠난 후에는 

계속해서 멀티캐스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 

게 된다. 그러므로, 매 번 만남과 떠남마다 키 

가 변해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 

만, 멀티캐스트 보안 프로토콜은 반드시 각 만 

남과 떠남이 있을 때마다 현재 그룹의 무결성 

을 보호하기 위해서 키를 변경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3. 다중레벨 보안

다중레벨 보안에 있어서, 강제적 접근 제어 

(mandatory access control)는 주체 및 객체의 

보안 레벨에 근거하여 주체와 객체에 대한 접 

근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이 때, 주체 및 객체 

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 레벨을 설정하고, 주체 

가 객체에 접근하고자 핱 때 주체 및 객체의 

보안 레벨에 따라 접근 제어를 한다.

주체 및 객체는 먼저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적합한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중레벨 보 
안에서의 주체는 전송효는 데이터를 매체를 

통해 받는 웅용이며, 객체는 이것의 접근을 받 

게 되는 통신상의 데이터이다.

주체 및 객체와 더불어 보안 레벨에 대한 

정의도 있어야 한다. 보안 레벨은 주체 및 객 

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정보로써 여러 형태 

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보안 레벨의 형태는 계 

층 구조를 갖는 보안 등급(security level)과 

데이터를 취급 분야별로 나누는 보안 범주 

(security category)로 구성된다.

그리고, 보안 레벨의 비교를 통해 접근 제 

어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SL(o) < SL(s) 

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주체 보안 레벨 SL(s) 

가 객체 보안 레벨 SL(o)를 지배한다.”라고 표 

현하며, 접근 제어 규칙은 “주체 보안 레벨이 

객체 보안 레벨올 지배할 때 접근이 가능하 

다.”라는 것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보안 레벨은 강제적 접근 제어의 근 

거가 되는 정보로써, 인가된 관리자에 의해 

설정 및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멀티캐 

스트에서 멤버가 만나는 서버에 접근 제어 

목록(access • control list)을 갖는 데이터베이 

스의 구축 책임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일반적인 보안 둥급을 통한 계층적 접근 

내용을 다룬다.

4. 다중례밸 보안을 지원하는 확장 

멀티캐스트

보안 레벨은 암호키(encryption'key)로 할 

당되는데, 이 때, 멤버는 자기 보다 상위 레벨 

의 키로는 접근할 수 없지만, 하위 레벨의 키 

에는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멤버가 

하위 레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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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자기 보다 하위인 레벨의 키들올 갖고 

있어야 한다.

다중례벨 보안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 

하는데, 하나는 하위 레벨의 정보는 상위 레밸 

그룹 멤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위 레벨 그룹 멤버들이 상 

위 레벨의 그룹에게 멀티캐스트 메시지를 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송신자는 상위 레 

벌의 암호키를 ■가질 수 없기 떄문에 하위 레 

밸 키들이 상위 레벨 멤버들에게 사용 .가능하 

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게이트왜이 (gateway)를 두 

어서 들어오는 메시지를 하위 레벨 암호키로 

복호화(deer却ption)한 후 상위 레벨'키로 다시 

암호화(encryption)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또는 하위 레벨 사용자가 상위 레벨 공용 

키(public key)를 사용해서 전송할 수도.있다.

그러나, 게이트웨이를 두어서 암/복호화하 

는 과정은 몇 가지 단점올 지니고 있다.

• 게이트웨이로 하여금 동일한 데이터의 전송 

올 레벨 수만큼 반복하게 한다.

• 게이트웨이를 거칠 때마다 시간이 소비되는 

암/복호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게이트웨이는 동일한 레벨의 사용자들 집합 

올 묶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보안레벨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위 레밸의 멤버가 하위 

레벨의 키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 

해서만 서술한다. 이를 위해 다중레벨 보안을 

지원하는 확장 멀티캐스트 개념올 제안한다.

확장성올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브 그룹 

(sub 即T2UP)올 사용한다. 그리고, 보안 분배 

트리는 하나의 가상 보안 멀티캐스트 그룹 

(virtual security multicast group)을 계층적으 

로 구성하기 위해 많은 수의 작은 멀티캐스트 

서브 그룹들로 구성된다. 이때, GSC (Group 

Security Gontroller)는 상위레벨 서브 그룹을 

관리하고, GSA(Group Security Agent)는 각 

서브 그룹들을 관리한다.

다음에 표현한 ＜그림 1＞은 이것의 간단한 

구축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다중레벨 보안을 지원하는 확장 

멀티캐스트의 구축 예

확장성은 각 서브 그룹이 상대적으로 독립 

이 유지될 때 얻올 수 있으며, 보안 분배 트리 

안의 각 서브 그룹은 자신만의 고유 주소로 자 

신만의 멀티캐스트 그룹올 갖는다. 또한, 각 그 

룹은 자신만의 서브 그룹 키 73올 가지며 

전역 (global) X血는 갖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 

의 멤버가 만나거나 떠날 때, 단지 지역(local) 

서브 그룹에만 만나거나 떠나는 것이 된다. 궁 

극적으로, 오직 지역 K§gr만 변경될 필요성올 

갖게 되므로 확장성 문제는 감소하게 된다.

GSC는 보안 분배 트리의 루트에서 상위 

레벨 서브 그룹의 제어를 관리하며, 전체 그룹 

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GSA는 GSC 

나 그들의 부모 GSA의 프록시 서버 역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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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인증된 신뢰할 수 있는 서버이고, 지역 

서브 그룹의 제어를 담당한다. GSA는 보안 

분배 트리에서의 레벨에 따라 그룹화 되어져 

있으며, 특정 레벨에서의 GSA는 바로 위 레 

벨이나 GSC의 서브 그룹에 있는 GSA의 서브 

그룹에 만남을 시도한다. 이 때, 하위 GSA는 

상위 GSC나 GSA 보다 높은 보안 레벨을 가 

질 수 없다.

다음 단락에서부터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확장 멀티캐스트 구조를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만남 (join)

멀티캐스트 보안 그룹(multicast security 

group)에 만남을 수행하기 위해, 송/수신자는 

지정 GSA의 위치를 알아내고 JOIN 요청을 

유니캐스트 보안 채널 (umicast security 

channel)을 통해서 전송한다. 여기서, 유니캐스 

트 보안 채널이란 상호 인증을 제공하는 유니 

캐스트 보안 프로토콜 중 어떤 것이라도 무관 

하다.

JOIN 요구를 받은 GSA는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서 이 요구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 

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일 요구가 허용된 

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새로운 멤버와만 공유되는 &SA-MB 를 생 

성하고,

(2)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 안에 새로운 멤버 

에 관련되는 다른 연관 •,정보를 • 이 키 

와 함께 저장하고 난 다음,

(3) &SA MB를 안전한 채널을 통해 새 멤버에 

게 전달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GSA는 Ksgr을 

변경하고 Ksgr'을 현재의 멤버들과 만난 멤버 

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GSA는 Ksgr 

로 암호화된 Ksgr'을 현재의 멀티캐스트 서브 

그룹에게 GRP_KEY_UPDATE 안에 포함해 

멀티캐스트 한다. 이 때, 각 레벨마다 다른 키 

를 사용하므로, level 2의 멤버가 만남을 수행 

했다면 다음의〈그림 2＞와 같은 메시지가 멀 

티캐스트 되어 같거나 낮은 레벨의 키를 갱신 

하게 된다.

HD {KsGRllKsGRi {KsGR2’}KsGR2

〈그림 2＞〈그림 1＞의 G2에서 보안 level 2인 

멤버의 JOIN으로 인한GR巳KEY_UPDATE의 예

그런 후에, Ksgr'을 다른 유니캐스트 보안 

채널을 통해서 만난 멤버에게 전달한다. GSA 

는 접근 제어 목록이나 JOIN을 처리하는데 사 

용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는다.

4.2 떠남 (leave)

떠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하에서 발 

생된다.

(1) 멤버가 자율적으로 서브 그룹을 떠나려고 

LEAVE 요구를 GSA에게 보내거나,

(2) GSA가 멤버를 서브 그룹에서 쫓아내려고 

멤버에게 통보하는 경우.

어느 경우든 Ksgr은 변경되어서 떠나는 멤 

버의 참여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떠난 멤버가 갖고 있는 키들 모두 

를 변경해야 하므로, GSA는 떠나는 멤버의 

레벨 이하의 키들을 생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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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gr'의 복사본을 각 멤버에게 그 멤버의 

Kgsa-mb로 암호화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다. 

《그림 3＞에서처럼 GSA는 하나의 메시지 안 

에 K%/의 복사본을 각각 다른 멤버의 

Kgsa-mb로 암호화한다.

HD (Ksgri OKgsa-mbi {Ksgri Z}KgsA-MB2 (KsGR2/}KgSA-MB2

〈그림 3＞〈그림 1＞의 G2에서 보안 level 2인 멤 

버의 LEAVE로 인한 GRP_KEY_UPDATE의 예

여기서, Ksgr'은 해당 멤버 레벨 이하의 키 

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메시지에 

모든 멤버의 키를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룹 키 분배 방법은 Differ-Hellman 그룹 

키 확장 교환[5], 중국인 나어지 정리[6], 다항 

식 보간법[7] 등과 같은 많은 문헌에서 기술되 

었다. 본 논문에서는 암/복호화를 위한 키 분 

배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위의 문헌들에서 기 

술된 여러 방법들이 OS）의 계산올 요하는 방 

법들이므로, 성능면에서 비교해도 감소하지 않 

는다. 또한, 하나의 메시지를 이용함으로써 네 

트워크 상에서의 부하도 덜 차지하게 된다.

JOIN과 LEAVE 시에는 인증 정보를 포함 

하지 않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키 분배의 경우 

이기 때문이다. 물론, GSA와 멤버와의 인증올 

포함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 

서 치명적인 데이터의 유출이 일어나지는 않 

고, 단지 데이터 수신자가 수신하지 못하는 경 

우만 발생하게 된다. 재생 공격으로 멤버를 속 

인다고 한다면, 재생 공격자는 현재의 그름 키 

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재생 공격으로 인해 

데이터가 하위 레벨로 누출되는 일은 없다. 또 

한, 멤버는 정상적인 데이터를 받올 수 없게 

되어 즉각 키의 재분배를 요구하게 된다.

4.3 만남과 떠남 시의 키 분베에 관한 확 

장성 고찰

어느 멤버의 만남과 떠남은 그 멤버가 속 

한 서브 그룹에서만 키를 재분배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만일 서브 그룹에 없다면, 

키의 재분배에 전체 멤버들이 관련되어야만 

한다. 다음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

3 : 가장 먼 서브 그룹까지의 hop 수 

Csn : 전체 서브 그룹의 수

Tku : 키가 갱신되는데 걸리는 시간

Trk : 어느 멤버에서 GSA로 키 생성 요구 

메시지의 전달 시간

Tgk : GSA의 키 생성 시간

Tsk : GSA가 서브 그룹 내에 키 분배 메시 

지를 전달하는 시간

•하나의 전체 그룹인 경우

Tku — Trk + Tgk + cSh x Tsk

• 서브 그룹에 키의 분배가 제한되는 경우

Tku = Trk + Tgk + Tsk

갱신 시간에 있어서, 서브 그룹에 키의 분 

배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c요-1）：& 만큼의 시 

간이 감소하게 된다. 멀티캐스트 서브 그룹들 

의 중가 추이를 얘상하고 있다면, 전체 그룹에 

키 분배를 한다는 것은 확장성 문제에 봉착하 

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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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은 GSA의 부 

하 문제이다. GSA가 서브 그룹에 속하지 않 

은 멤버의 키 생성 요구에 의해서 키를 생성 

하게 되면, 전체 GSA로는 (Csn-DTGK 만큼의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4.4 데이터 전이

제안한 확장 멀티캐스트 구조에서, 멀티캐 

스트 전송은 단지 지역 서브 그릅에만.도달하 

게 된다. 멀티캐스트의 계층 구조가 고려되어 

전송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보안 멀티캐스트 

그룹에 대한 메카니즘이 있어야만 한다.

송신자가 직접 그룹에 멀티캐스팅하지 않 

고, GSA에게 Kg$a-mb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유니캐스트 한다. 그러면, GSA는 데이터를 복 

호화하고 Ksgr로 다시 암호화하여 서명한 다 

음 그의 부모 서브 그룹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룹에게도 이를 멀티캐스트 한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송신자가 데이터 

를 Ksgr로 직접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할 때마 

다 임의의 키 磁를 생성해서 데이터를 암호 

화하고, 이 키를 依GR로 암호화하여 데이터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패킷의 복호화와 

재암호화는 간단하게 임의의 키 而의 복호화 

와 재암호화로 감소하게 된다. 이 때,〈그림 

4＞와 같이 수신자들은 이 메시지가 유효한 원 

본에서 참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GSA의 

서명을 확인해야만 한다.

〈그림 4＞ Krd를 이용한 간접 암호화 패킷

HD (DATA, Sgsa}Krdi, {Krdi}Ksgri

서명은 RSA나 MD5를 사용하여 DATA의 

내용을 가지고 서명 값을 얻을 수 있으며, 

DATA와 함께 암호키에 의해 기밀성을 보장 

받게 된다.

부모 GSA는 멀티캐스트 전송을 받아서, 

이를 복호화하고 그 서브 그룹의 Ksgr로 암호 

화해서 다시 멀티캐스트 한다. 유사한 방법으 

로, 서브 그룹의 자식 GSA는 멀티캐스트 전 

송을 받아서 복호화하고 이들올 자식 서브 그 

룹의 Ksgr로 암호화해서 자식 서브 그룹에 다 

시 멀티캐스드 한다. 이러한 처리는 데이터가 

다시 멀티캐스트 되는 서브 그룹에서도 반복 

할 것이므로, 그 데이터는 결국 모든 서브 그 

룹에 도착하게 된다. 이 과정은 다음의〈그림 

5＞에서 나타냈다.

〈그림 5＞ G6에서 level 1인 송신자의 

멀티캐스트 전송

하지만, 보안 레벨이 높은 송신자가 보낸 

데이터는 그 데이터의 보안 레벨 보다 낮은 

레벨을 갖는 GSA와 멤버에서는 판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같거나 높은 보안 레벨의 GSA 

와 멤버는 판독할 수 있다.〈그림 6＞은 이러 

한 과정올 나타낸 것이다.



72 한국전자거래(CALS/EC)학회지 체7권 제1호

• level 3 GSA 의 처리 Traffic = 

level 1 Traffic + level 2 Traffic + 

level 3 Traffic

• level 2 GSA의 처리 Traffic = 

level 1 Traffic + level 2 Traffic

• level 1 GSA 의 처리 Traffic = 

level 1 Traffic

〈그림 6> G2에서 level 2인 송신자의 

멀티캐스트 전송

따라서, 데이터 패킷이 자기 자신 보다 낮 

은 보안 레벨의 GSA는 통과하지 못하게 되므 

로, GSA는 패킷올 필터링하여 보안 레벨에 

맞게 전체 네트워크의 부하롤 줄이는 역할까 

지 담당하게 된다.

전체 트래픽을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 

이 적용했다.

전체 트래픽 = -1 **=  * 切

—”+1
_ 2n

여기서, n은 레벨의 수를 의미하며, 데이터 

전송 레벨, 보안 레벨의 분포가 균등하고 동일 

레벨의 네트워크 규모가 비숫하다는 가정 하 

예서 산출하였다.

4.5 GSA의 문제점과 대책

(1) 만남과 떠남시의 키 분배 역할

GSA는 세션 리더 (session leadb) 와 인증 

서버의 기능올 모두 갖고 있다. 멤버가 둥록이 

되면 세션 리더는 키를 보관하게 되고, 등록하 

기 전에 GSA는 세션 정책을 검사하여 세션을 

열 것인가를 결정한다. 새로운 멤버가 세션에 

받아들여지면, 그 멤버는 GSA로부터 그룹 키 

률 받게 되므로 GSA를 그룹 리더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의 안전도가 GSA에 의존하 

여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내부 범죄에 취약하 

여 만일의 사태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

GSA가 다운된다면, 다른 서버가 동작할 

수 있도록 에비 프로토콜이 정의되어야만 한 

다. 이것을 위해 GSA 백업 서버를 구성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GSA 백 

업 서버는 GSA 주 서버와 일정 간격으로 신 

호률 주고 받으며 다운되었는지 상태를 점검 

할 수 있다. 만일 GSA 주 서버가 다운된다면, 

백업 서버는 자신이 주 서버의 IP 주소를 인 

계 받고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테이블의 내용을 갱신해서 주 서버의 역할올 

이어나갈 수 있다.

(2) 내부 공격자에 대한 대옹

멤버 중에 악의롤 가진 자가 있올 수도 있 

다. 모든 멤버는 그룹 키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의 오용을 차단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포 

함되어야 한다. 특히, 위장 공격과 재생 공격 

에 주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공격은 멀 

티캐스트에서 키률 알고 있으면 쉽게 시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공격에 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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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공격은 그룹 키만으로는 메시지의 발 

신처를 알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각 멤버가 그의 메시지에 디지털 서명 기술 

을 사용해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디지털 서명 기술을 포함하기 

위해선 이미 서로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다 

고 가정하는데, 여기에서는 PKKPubUc Key 

Infrastructure)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인 

증 서버는 모두 의 공개키를 보관하고 있고 

필요한 호스트에게 상대의 공개키를 제공한 

다고 가정한다.

• 멀티캐스트에서는 참여한 어느 멤버든지 간 

에 송신자의 메시지를 받았다가 나중에 이 

를 똑같이 재전송할 수 있다. 수신자는 이전 

의 메시지들과 키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재생을 탐지해 낼 수 없다. 만일 

수신자가 이러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메시지의 선명성(freshness)올 확보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클 

럭이 안전하게 동기화 되었다고 가정하면, 

가장 일반적 인 방법으로는 메시지 m에 타 

임 스탬프 (time stang) t를 붙이는 것이다. 

여기서, t는 메시지 생성 시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m 대신에 (m, I)로 대처하는 것이 

다. 선명성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challenge and response 방법이 있다.

그 외 외부 공격자는 그룹 키를 모르기 때 

문에 트래픽의 양에 따라 추측하는 수동적인 

공격만이 가능하다. 이것마저도 차단하고자 한 

다면, GSA가 주기적으로 무의미한 패킷을 전 

송함으로써 외부 공격을 피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내용은 S. Mitrra가 고 

안한 멀티캐스트 확장성 구조에 다중레벨 보 

안성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여러 서브 그룹들로 나누어서 각 서브 그룹에 

게 멤버들의 키 관리를 위임하면서 전체적인 

가상 멀티캐스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다.

서브 그룹에서, 각 멤버의 인증 및 만남, 

떠남, 데이터 전송, 키 관리 둥은 GSA가 맡아 

서 하도록 하였다. GSA가 맡아서 하는 만큼 

위험성도 내재하는데, 그 안정도에 따라서 

GSA의 보안 레벨이 주어지도록 보안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높은 보안 레벨을 얻 

기 위해서는 얼마나 서버가 안전한가를.먼저 

공인 받는 일련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 

어야 하고, 위협이 될 수 있는 보안 공격에 대 

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각 서브 그룹과 멤버 

는 보안 레벨을 갖고 있어서 차별화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안한 다중레벨 보안 구조는 다자 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상에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였으며, 특히, 금융 네트워크에서의 정 

보보호나 위성 방송사업과 연계된 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둥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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