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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키 분배센터인 KDC 사이의 인증 프로토콜 

과 키 분배기법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은 대칭키 암호시스템과 

시도-응답기법, Diffie-Hellman 기법, 해시 함수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서버 

는 토큰 업데이트 과정에서 세션키를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된 세션키의 사용은 사용자에 

게 보다 보안성이 높은 인증과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K①C의 자료가 공격자에 

게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공격자가 세션키를 계산해 낼 수 없도록 설계되어 보안을 유지하 

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프로토콜의 효율성과 진보된 보안성은 다른 프로토콜과의 

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우수함을 증명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key distribution and authentication protocol between user, 

service provider and key distribution center (KDC). This protocol is based on symmetric 

cryptosystem, challen응e-response, Diffie-Hellman component and hash function. In the 

proposed protocol, user and server update the session key under token-update operation, 

and user can process repeated efficient authentications by using updated session keys. 

And another merit is that KDC needs not to totally control the session key between user 

and server in proposed protocol, Even an attacker steals the parameters from the KDC, 

the attacker still can not calculate session key. According to the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other protocols, our proposed protocol provides good efficiency and forward secure 

session key.

키워드 : 키 분배, 인증, 포워드 보안, 세션키

Key Distribution, Authentication, Forward Security, Session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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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인터넷의 급증으로 많은 응용분야에서 보 

안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사용자 

인증과 키 분배 또한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 

는 네트워크 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Needham-Schroeder 인증 프로토콜을 기반 

으로 하고 있는 Kerberos 인증 시스템[1,2] 

은 꽤 안정적인 표준이며, 보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나 많은 취약점 역시 지니고 있 

다. 특히, 패스워드 추측 공격과 재전송 공격, 

세션키의 노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다. 따라서 많은 공개키 기반의 프로토콜들 

이 Kerberos 인증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어 왔으며 중앙 중심적인 KDC에서부 

터 작업량을 개별적으로 분배하였으나, 구현 

에 있어 매우 높은 코스巨가 필요하다[3-5].

KryptoKnight은 1992년, Kerberos 와는 다 

른 키 분배 프로토콜과 새로운 인증 군의 구 

현으로 좀 더 유연한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7,8]. 1993년에 Paul Syverson은 KSL 프로 

토콜과 NS 프로토콜들을 향상시켰다. AUT 

HMACJ3H 프로토콜은 Kerberos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메시지 인증 코드를 사용하 

였다. 그러나 논의 되어진 대부분의 프로토콜 

에서는 사용자와 서버사이의 실제적인 세션 

키가 수립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7-10].

Chien은 몇 가지 특별한 장점을 지니고 있 

는 프로토콜을 공개키와 시도-응답기법, 해 

시 함수등을 기반으로 제안하였다[11]. 이는 

계산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용자측의 부담은 

줄였으나, 전체적인 계산 비용은 대칭키를 기 

반으로 한 다른 프로토콜에 비하여 높았다 

[11-13], Hwang의 프로토콜은 Chien의 프로 

토콜보다 높은 효율성과 낮은 계산 비용을 

지녔다 [11,13].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개선된 

보안성을 지닌 인증 및 분배 프로토콜이 

다. 이 프로토콜은 토큰 업데이트 과정을 통 

해 매번 세션키를 업데이트 한다. 또한 KDC 

의 작업 부담을 줄였으며, 공격자가 세션키를 

계산해 낼 수 없도록 하여 보안성 향상을 가 

져 왔다.

2. 제안된 토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초기화 

과정과 후속 과정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KDC는 사용자의 대칭키를 계산하기 위하여 

비밀키 K를 유지한다. 사용자와 KDC사이에 

유지되는 공유키는 服이며, 서버와 KDC사 

이에 유지되는 공유키는 险이다. 이 공유키 

의 생성과정은 Ks = f(Kc, U), Ksc = f(Kc, 

■刃이며, f«) 은 해시 함수이다.

2.1 초기화 과정

서버(S)로부터 서비스를 얻기 위해 사용자 

(U)는 서버와의 세션키를 수립하는 초기화 과 

정을 수행해야 한다. 초기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1) U->S {U, d modp, Ud modp, Kuc)J 

p 큰 소수이며, a e GF(p), 

h，) : 일방향 해시 함수이다.

1: 사용자 U玲 난수 X를 선택하여 d 

mod p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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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I玲 Hd mod p, Kuc) 를 계산 

한다.

5： 사용자 U는 그의 식별자(U丿와, 寸 

mod p, h(d mod p, Kuc)를 서버 

에게 전송한다.

(12) S->KDC {U, d mod p, h危 mod p, 

Kuc), S, d' mod p, " mod p, K%)} 

】 ： 서버 S는 값 # mod p을 저장해 둔다. 

2： 서버 S는 임의의 값 y를 선택하여 d 

mod p를 계산한다.

3： 서버 S는 값 mod p, KQ를 계 

산한다.

4： 서버 S는 사용자 U에게 값 # mod 

p, hhf mod p, KJ을 二■리고 KDC 에 

게는 식별자/SA d! mod p, 村 mod p, 

&를 전송한다.

(1.3) KDC -> S ( EksS mod p, n, r, Ekuc 
(cf mod p, d mod p, n, r))}

1: KDC는 다음과 같이 해시 값 확인을 

통하여 사용자와 서버를 인증한다.

村 mod p, Kuc)=册 mod p, Kj 

Hd mod p, Ksc) = Hd mod p, Ksc)'

2 : KDC 임의의 수 ri을 선택하고 난수 

广을 계산한다.

3： KDC는 값 Ek* mod p, n, r, Ekuc 
(d mod p, d mod p, n, r)) 를 서버 

에게 전송한다.

(1.4) S->U { EKu4d mod p, d mod p, n, 

r), Enn (d mod pl I mod p))

1: S는 메시지 EKs"Y mod p, n, r, 

EKuc (0%nod p, d mod p, n, r))를 

키 K* 을 사용하여 복호화한다.

2； S는 계산 값 d' mod p를 확인하여 

KDC를 인증한다.

3： S는 W mod p를 계산하여 Kn 값을 

얻어내고, K, 값을 사용하여 d mod 

p, t/mod p을 암호화 한다.

4: S는 Ekuc(<£ mod p, mod p, n, r), 

Ek/次 mod pl I d mod p) 를 사용자 

에게 전송한다.

5: S는 U, Kn> n, z값을 유지한다

(1.5) U receives {Ekik危 mod p, d mod p, 

n, r), E0d mod pl I d1 mod p))

1: U는 메세지 EWct mod p, 次 mod 

p, n, r) 를 키 Kuc를 사용하여 복호화 

한다.

2： U는 값 b mod p를 확인함으로써 

KDC를 인증한다.

3: U는 값 cf mod p 를 계산하여 氏를 얻 

는다.

4: U는 J頌를 사용하여 (d mod p I! 

次mod p)를 복호화 한다.

5: U 는 값 d mod p 과 d mod p 를 확 

인하여 서버를 인증한다.

6： U는 Kn, n, 广값들을 저장한다

2.2 후속과정

후속 과정에서는 일반화 과정 없이, 사용 

자가 z•번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한다.

(5.1) U->S {U, Ekuz ("}
1: U는 키 Ks를 사용하여 S-i+r를 

복호화 한다.

2： U는 서버에게 식별자 U와 Ekzt 
(上十1)를 전송한다.

(5.2) S->U ( Enn-i(Tn^i \ I rn~i))

1: S는 키瓦宀를 사용하여 메세지 

EkH (?n-H丿를 복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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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Server

l.U, ax modp, h(ax modpr Kuc)

Initial
Phase

'---- ------------------- ・
4. Ekuc (c产 modp,ay modp, n, r), 

Ek” (ax modp \ \ ay modp)
◄--- ---------------------

KDC
2.U, ax modp, h(ax modp, Kuc), 

S, ay modp, h(ay modp, Ksc)

3. EKsc (사' modp fn, r, EKuc ( 
ax modp,次 modp, n, r))

Subsequent
Phase

Us； U, Ek Mr 3

I EK n-l n-i+111 n-i )

2： S는 값 n ?= r'z의 확인하여 

사용 자를 인증한다

3'- rn-i+i == r'n-汨인 조건에서 S는 Kn i = 

HKn I I「E我를 계산한다.

4： S는 난수 ；"e를 계산한다.

5: S는 값(7宀 11 4m를 키 Kn-iS. 암호 

화 한다.

6- S는 값 Kn-i, 砧,를 저장하고 f값을 

업데이트한다.

(S.3) U receives { Eg (r“-引 I rn-i))

1:〔7는 값 Kn i = hash (Km 11 rn-M) 

를 계산하다.

2： U는 값 EKn-i(rn-M 11 rn-i)9 복호화 

하고, 값 Sm ? = 广‘宀의 확인을 통 

해 사용자를 인증한다

3： rn-i+i == Fn-z 인 조건에서 사용자는 

Kz와 山를 저장하고 i> 업데이트 

한다

3. 보안 분석

3.1 Replaying attack

초기화 과정에서, 사용자와 서버는 임의 값 

X와 y를 생성하여, d mod p와 d mod p값을 

계산한다. 임의 수를 확인한 후 KDC는 대칭 

키를 이용하여 </ mod p와 mod p값을 각 

각 암호화 한다. X와 y값에 대하여는 생성자 

인 사용자와 서버가 매 로그인 마다 새로운 

값을 선택함으로써 공격자가 얻어낸 기존 값 

으로는 접근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후속과정에서 사용자는 氏一汩와 난수 Mi 

를 사용하여 값 Kn-i = hash]Ku 11 r n-i+J 

를 계산하고 서버에 로그인 하기 위하여 r n-i 

를 암호화한다. 서버는 그 값을 복호화 함으 

로써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세션키가 매 

로그인 때 마다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재전 

송 공격에 관한 안전성이 유지 된다.

3.2 노출된 키에 대한 공격

제안된 프로토콜에서는 공격자가 사용자와 

서버 간에 공유했던 세션키 Keu를 알아낸 

경우라도, 매 로그인 과정에서 업데이트 되는 

세션키가 보안성을 유지 시킨다. 또한 세션키 

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난수가 역시 로그 

인.과정마다 업데이트 됨으로써 노출된 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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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격은 실패하게 된다.

제안된 프로토콜의 진보된 보안성을 증명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하 

고 살펴본다.

우선 공격자가 공유키 Kuc를 알고 있다고 

가정 했을 때, 공격자는 사용자의 비밀 수인 X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g，mod p, n ,r•의 값을 

얻은 경우라도 세션키의 계산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공격자가 공유키 Ksc를 알고 있 

다고 가정한 경우, 공격자는 서버의 비밀 수 

인 y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유키 Kuc를 알 

고 있는 경우와 같은 이유로 세션키는 안전 

하다.

만일 공격자가 공유키 血와 Ksc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격자가 X와 y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Xn을 얻 

을 수 없게 된다. 초기 과정에서 서버나 KDC 

가 impersonating attack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션키는 여전히 안전함을 알 수 있다.

3.3 BAN 로직에 기반 한 인증과정 증명

이 절에서는 BAN 로직을 사용하여 제안 

된 프로토콜이 인증 절차와 키 분배에 있어 

목적을 달성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사용자는 U, 서비스 제공자는 S, 키 분배 

센터는 C로 표기 한다. 키는 K로 내용 X를 암 

호한 한 경우는 {Xk로 표기한다. <X〉y는 

식 Y와 X를 결합함을 나타낸다. 丫 2 X 는 

Y가 X를 판단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X 는 Y가 X를 신뢰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MX)는 식 X가 신선함을 의미한다［14L

BAN 로직에 따라 다음와 같이 초기 가정 

을 설정한다.

1： U 切 U< Jc

2： S l=5<-^->C

3： C |=U< k、* >c

4： C 切&—오rC

5： C

6： S 切((기n

7： U 切((기=>&—오T7 )

8 : 1= # (ax mod p)

9 : S 1= # (a11 mod p)

1 번 가정에서 5번 가정은 사용자와 서버 키 

분배 센터사이에 공유되는 키에 관한 내용이 

다. 가정 6번과 7번은 키분배 센터에 대한 사 

용자와 서버의 신뢰를 나타낸다. 가정 8번과 

9번은 신선성을 고려하여 생성되는 nonce에 

관하여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프로토콜이 갖추어야 

할 인증과 키 분배에 목표를 BAN 로직을 사 

용하여 표현 하자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U M J오rU

2： S 悟$<-오枯

3： u s m—u

4- S \= U W Sj&tU

5： U'r C \~(r)

6- S 1= C I ~(r)

7- C\^U 切(r)

5： C 1= S Is (r)

위에서 표시한 목표 중 1번에서 4번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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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분배된 키 7侦에 

대해 서버가 신뢰하고 있음을 믿는다는 것과 

서버 또한 사용자가 분배된 키를 신뢰함을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5번과 8번은 키 분배 

센터가 사용자와 서버가 분배 센터가 생성한 

난수의 신선함을 믿는 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표현하는 이상적인 프로토콜은 다음 

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Step 1 '■ U t S mod p > kuc

Step 2： S c < a*  mod p > kuc,

< d mod p> ksc

Step 3 '- C S (d mod p, S«一U, r,

{d mod p, cH mod p, S<—纭 U, 

r}k«c} k%

Step 4 ： S U {cf mod p, d mod p,

U, rjkuc, {d mod p, d mod p, 

Kn ,
S—当 U}kn

이를 간단히 증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위 의 step 3과 가정 2로부터 message-me

aning 규정을 적용하여 유도하면 아래와 같 

이 유도해 낼 수 있다.

11S 1= C I ~ (as mod p, S < K" >U, r, 

(cf mod p, d mod p, S< K" >U, r}kg)"

(1)

추론 (1) 에 Belief-Conjuncatenation 규정 

을 적용하여 추론 (2)식을 얻는다.

<lSI= C (av mod p, S< K" >U, r)" (2)

추론 ⑵에 Belief-Conjuncatenation 규정을 

적용하여 추론 (3)식을 얻는다.

"Sl=Cl〜(r)" (3)

추론 ⑶과 가정 4에서 추론 ⑷식을 얻는다.

"CKSl=C(r)“ (4)

가정 9에 Freshness-Conjuncatenation 규 

정을 적용하여 추론 (5)식을 얻는다.

"S 1= #(0® mod p, S< K~ >U, rY' (5)

추론 ⑵와 추론 ⑸식에 Nounce-Verifica- 

tion 규정을 적용하여 추론 ⑹식을 얻는다.

“S 1= C 1=(渺 mod p, S< J>U, r)" (6)

추론 (6)에 Belief-Conjuncatenation 규정 

을 적용하여 추론 (7)식을 얻는다.

"S 1= C 드 BJU)” (7)

추론 (7)식과 가정 6에 Jurisdiction 규정을 

적용하여 추론 (8)식을 얻는다.

“S 杉(S<—(8)

스텝4와 가정1에 Message-Meaning 규정 

을 적용하여 추론 (9)식을 얻는다.

“U 1= C |~ ((/ mod p, </ mod p,

, r)" (9)

추론 (9) 에 Belief-Conjuncatenation 규정 

을 적용하여 추론 (10)식을 얻는다.

C r ( r)" (10)

추론 (10)과 가정 3으로부터 추론 (11)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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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k U 1= (r)" (11)

가정8과 추론 ⑼식에 Freshness-Conjun- 

catenation 규정과 Nounce-Verification 규정 

을 적용하여 추론 (12)식을 얻는다.

UU \= C 切(<f mod p, c? mod p,

r)" (12)

추론 (12)식과 가정 7에 Jurisdiction 규정 

을 적용하여 추론 (13)식을 얻는다.

(S«—&—U)” (13)

스텝 4와 추론 (13)식에 Message-Mea

ning 규정을 적용하여 추론 (14)식을 얻는다.

"U S \~ (cf mod p, d mod p, 

Sj&tUV (14)

가정 8과 추론 (14) 식에 Freshness-Con- 

juncatenation 규정을 적용하여 추론 (15)식 

을 얻는다.

UU Is S Is kf mod p, d mod p, 

SJ&tU)” (15)

추론 (15)에 Belief-Conjuncatenation 규정 

을 적용하여 추론(16)식을 얻는다.

"U 1= S W(16)

만약 사용자가 세션키 &을 사용하여 암호 

화한 메시지를 서버에게 전송할 경우 주론 

(17)식을 얻을 수 있다.

“S h [7 h ( (17)

유도식 3,4,8,10,13,16과 17에 의하여 우 

리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이 목적하 

는 인증과 분배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 

음을 증명 하였다.

4. 논의 사항

본 절에서는, 제안한 프로토콜을 기존의 다 

른 프로토콜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에 관 

한 요약은〈표 1>과 같다, Kerberos V5 프 

로토콜과 Shieh의 프로토콜은 키 분배 과정 

에서 대칭키를 사용하며, Chie의 프로토콜과 

Huang 프로토콜 그리고 본 논문의 제안 프로 

토콜에서는 대칭키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로 

써 보안상 향상된 기능을 지니게 된다U1,131.

KDC가 공격자에 의해 조절되고 있으며, 

트로이 목마가 이식되었다고 가정할 때 각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환경을 제공한다. Chie 

의 프로토콜과 Huang 프로토콜 상에서는 만 

일 공격자가 세션키 정보를 얻게 된다면, 공 

격자는 사용자와 서버간의 매 세션키를 알 

수 있게 된다[11,13].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프로토콜의 경우는 공격자가 KDC의 

모든 파라메터를 알게 되더라도, 세션키를 계 

산해 낼 수 없게 되어 보안상 향상된 기능을 

제공한다.

〈표 2〉는 초기화 과정에서의 이 프로토콜 

들이 갖게 되는 계산 비용 부분에 대하여 비 

교한 것이다.

Diffie-Hellan에서의 소수 p의 길이는 1024 

비트로, RSA 알고리즘에서의 공개키 길이는 

1024비트, AES에서의 대칭키 길이는 128비 

트 SHA-1 의 해시함수는 160비트 DS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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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토콜들의 비교표

\'>| 1 Shieh 1121 ('hiellll W가 一“工 노;''

기본 암호 체계 SK SK, Ce PK PK SK, DH
초기과정/후속과정 4/2 5/3 M2 4/2 4/2
Mounce/Clock timestanp nonce nonce nonce nonce
대칭키 전송 yes yes no no no
Know Key 공격 Insecuretll, 13] Insecurelll, 13] Secure[ll, 13] Secure[13] secure
사전 공격 Insecure[ll] Insecurefll] Securetll] Secure secure
KDC의 세션키 계산 yes yes yes yes no

주) SK : 대칭키, Ce : 인증서, PK : 공개키, DH : Diffie-Hellan.

〈표 2〉초기 과정에서의 계산 비용에 관한 비교

쨰绿絃絲絲漓彳
Shields , ('liielll! HnarmllB] 제안된 프로토콜

u s c u s c U S c u S C
PKE 0 0 0 1 1 2 0 0 0 0 0 0
PKD 0 0 0 1 1 2 0 0 0 0 0 0
SKE 2 1 2 0 0 0 0 1 2 0 1 2
SKD 1 2 0 0 0 0 2 1 0 2 1 0
HF 0 0 0 1 1 n n + 2 2 n + 4 0 0 0

others 0 0 0 IS, 1C IS, 1C IS, 2C 0 0 0 2ME 次E 0
주) PKE : 공개키 암호화, PKD : 공개키 복호화, SKE : 대칭키 암호화, SKD : 대칭키 복호화 

HF : 해시함수, S : signature, C : certification, ME : modular exponentiate.

의 사인길이는 320bit로 가정한다.

RSA의 계산 비용은 모듈러 멱승 연산으로 

요약 할 수 있으며, 모듈러 멱승의 계산 비용 

은 약 O(ln|)시간이다. 모듈러 곱셈연산과의 

비교에 있어서, 대칭 암호화, 복호화 의 시간 

은 무시될 수 있다[15]. 그리고 대칭 암호화 

시스템이 비대칭 암호화 시스템 보다는 1000 

배 빠르며, 해시 함수가 대칭 암호 시스템 보 

다는 10배 더 빠르다[16,17],

Shieh의 프로토콜은 초기화 과정에서 5번 

의. 메시지 전송이 필요하며, 이것은 다른 프 

로토콜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12].〈표 2> 

에 따르면 제안된 프로토콜은 Chietll] 프로 

로토콜보다 효율적이며, Huan蟾의 프로토콜은 

Chie의 프로토콜과 제안된 프로토콜보다 초 

기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이다[11,13]. 

그러나 제안된 프로토콜은 미리 계산된 과정 

을 통해 통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후속과정의 계산 시간 비교는〈표 3>에 정 

리하였다[11-13]. Shieh의 프로토콜은 후소과 

정 수행 시 3번의 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다른 프로토콜에 비하여 비효율 

적이다. 후속 과정의 수행에 있어서는 제안된 

프로토콜이 Huanw의 프로토콜이나, Chie의 

프로토콜에 비하여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 

mil,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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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후속 과정에서의 계산 비용에 관한 비교

Shieh[12] Chief 11] Huang[13] 제안된 프로토콜

u S u S U S u S

SKE n n n n n n n n

SKD n n n n n n n n

HF 0 0 n(n + 2)/n 3n n(n + 2)/n 3n 2n 2n

others 0 0 nPKE nPKD,nS 0 0 0 0

주) PKE : 공개키 암호화, PKD : 공개키 복호화, SKE : 대칭키 암호화, SKD : 대칭키 복호화 

HF : 해시함수, S : signature, C : certification, ME : modular exponentiate.

4.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보안성 이 향상된 인증 프로 

토콜과 키 분배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이 프 

로토콜에서는 사용자와 서버간의 세션키 전 

반을 KDC가 제어했던 환경을 변화시켜, 사 

용자와 서버, KDC가 효율적으로 세션키를 관 

리하도록 하였다. 공격자가 비록 KDC로부터 

이미 •사용된 세션키를 얻어 냈다 하더라도, 

공격자는 새로 이용할 세션키를 계산해 낼 수 

가 없게 된다. 이는 사용자와 서버가 세션키 

를 매 인증과정에서 업데이트 하기 때문이다. 

제 3장과 제 4장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것과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은 보안성 

이 향상되었으며, 좋은 효율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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