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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 에이 트란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는 명령과 자신의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자율 인 소 트웨어 

객체이다. 이동 에이 트는 자율 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복제와 증식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업무를 

신해서 수행할 수 있다는 장 으로 인해 자상거래에서 사용자를 신하여 상품 검색  구매에 사

용될 수 있다. 이 때 다수의 이동 에이 트가 하나의 그룹이 되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이동 에이 트간 달되는 메시지는 상품의 정보뿐 아니라 사용자 는 에이

트의 비 정보가 될 수 있다. 악의를 가진 외부 개체로부터 그룹 멤버쉽이나 메시지가 변경된다면 이
동 에이 트 그룹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격을 방
어하기 해 그룹 멤버간 암호화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룹 세션키 생성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 기법과
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앙 키 분배 서버 없이 그룹에 참가하는 이동 에이 트 각자 그룹 세션키를 

생성한다. 한 키 갱신을 주기 으로 수행함으로써 외부 개체로부터 그룹 세션키의 습득을 어렵게 한

다.

1. 서론

   이동 에이 트란 계산수행 능력과 상태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능동 이고 자율 인 소 트웨어 객체이
다. 이동 에이 트는 한 호스트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재 상태를 장해 다른 호스트로 이동하여 단된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동 에이 트는 
이동 코드 는 이동 객체와는 달리 자율 으로 호스
트를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이동 에이 트는 역폭이 은 네트워크 환경 
는 네트워크가 단 된 상황에도 하게 응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복제할 수 있어 병렬처리를 쉽게 
구 할 수도 있다[1].

에서 열거한 여러 장 으로 인해 이동 에이 트는 
네트워크 리, 이동 컴퓨 , 정보 리, 웹 서비스, 원
격 소 트웨어 리, 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 사용
될 수 있다[2]. 특히 자상거래의 경우 거래의 자동화
를 해 이동 에이 트를 도입하고 있다[3][4]. 자상
거래에 참여하는 사용자는 다수의 이동 에이 트를 생
성하여 물품을 제공하는 서버로 이동시켜 자신이 원하
는 거래를 수행하도록 한다[5]. 사용자가 생성한 에이
트들은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여 자신이 수집한 데이
터를 주고받으며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멤버간 통신은 
인터넷의 개방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따라
서 사용자의 목 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해서는 그룹

의 멤버들이 안 하게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기법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부 개체로부터 
멤버간 통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룹 통신 기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이동 에이

트 기반의 자상거래와 안 한 그룹 통신의 련연구
와 필요한 기술들에 하여 기술하겠으며,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제안 기법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는 이동 에이 트의 안 한 그룹 통신 기법의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에 해 설명한다.

2. 련연구

2.1 이동 에이 트 기반 자상거래 시스템

실제의 상거래는 소비자와 공 자간의 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소비자는 다수의 공 자들의 제안 내
용을 토 로 자신이 원하는 최 의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자 상거래 역시 구매자는 다수의 공 자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비교하여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된다. 
사용자는 이동 에이 트가 복제를 통해 동일한 객체를 
생성하고 이동성과 자율성을 가진다는 을 고려하여 
자상거래를 한 업무를 신 수행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하나가 아닌 다수의 구매 에이
트를 생성하고 공 처로 이동시켜 자신이 원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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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도록 한다. 구매 에이 트는 공  
에이 트와 상을 하고 구매 에이 트간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거래를 수행한다[5]. 이러한 
구조를 [그림 1]에서 보인다.

[그림 1] 다  이동 에이 트 기반 상 구조

2.2 안 한 이동 에이 트 그룹 통신

다수의 이동 에이 트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하나
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각 에이 트는 나머지 멤버로부
터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수행할 행동을 결정
한다. 자상거래 같이 거래를 한 통신 메시지에는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 는 에이 트의 비  
정보가 담겨져 있다. 한 정보 역시 송될 수 있
기 때문에 안 환 환경에서 통신이 이루어 져야 한다
[6].
악의를 가진 에이 트는 자신이 그룹 멤버인 척 하

거나 통신 메시지를 도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요 정보 노출이나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업무의 수
행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기 해서 
그룹의 멤버는 그룹 내 다른 멤버들을 인증할 수 있어
야 한다[7]. 한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외부 개체로
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
하기 해 그룹 결성  멤버간 인증을 한다. 그리고 
공동의 그룹 세션키를 생성하여 멤버간 송하는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 한다.
기존의 이동 에이 트를 한 안 한 그룹통신에 

한 련연구로 앙 키 리 서버를 이용하여 이동 에
이 트 그룹 세션키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기법이 있다
[8].

3. 제안 기법

기존에 제안한 기법은 Chairperson이라 불리는 앙
의 키 리 서버가 존재하며, 키 생성과 분배를 담당한
다[8]. 이러한 기법의 단 으로 첫 째, 키 분배 서버 자
체의 동작 실패로 인해 키를 생성하지 못할 수 있다. 
한 네트워크의 단 로 인해 키 생성 후 는 키 갱
신시 모든 멤버가 동일한 시 에 새로운 키를 송받
지 못할 수 있다[9].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그룹 멤버들 

간 비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법[10]을 
이용하여 앙의 키 리 서버 없이 그룹 세션키를 생
성하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이동 에이 트 기반 자상거래 환경

네트워크 내에 자상거래를 한 환경이 다음과 같
이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에게 상품을 제공해 주는 세 
개의 supplier(Supplier_A, B, C)와 그 에 구매 에이

트와 통신  상을 하는 supply agent(SA_1, 2, 3)
가 존재한다. 한 이동 에이 트간 인증을 한 인증
서버(AS : Authentication Server)가 존재한다[그림 2].

[그림 2] 이동 에이 트 기반 자상거래 환경

사용자는 자신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구매하고자 하
는 물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최 가로 공 하는 
supplier를 찾고 싶다. 먼  가격을 조사하는 이동 에이
트 3개를 생성한다. 이때 생성된 MA_1,2,3은 자동으
로 멤버쉽이 구성되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동일한 
그룹 아이디(G_id)와 멤버 아이디 리스트(MA_1, 2, 3)
를 할당받게 된다. 그 다음 사용자는 각 에이 트에게 
supplier의 치를 입력하여 이동 시킨다[그림 3].

[그림 3] 이동 에이 트 송

supplier로 이동한 사용자의 에이 트는 supply 
agent로 부터 상품 련 정보(가격, 수량, 구매 조건 
등)를 제공받는다. 각 사용자의 이동 에이 트는 자신
이 알아낸 정보를 나머지 멤버와 공유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에 최 한 가까운 제공자를 선택한다
[그림 4].

[그림 4] 이동 에이 트간 그룹 통신

하지만 먼  각 멤버는 통신하기  서로가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생성이 된 것인지 확인하기 한 인증
차가 필요하다. 인증 차는 PKI기반의 
Needham-Schroeder 로토콜을 이용하며, 인증 차
의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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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에이 트 MA_1과 MA_2는 통신하기  서
로에 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한다. MA_1과 MA_2는 
AS와 통신하여 자신의 공개키를 송받는다. 그러고 
나서 MA_1이 인증하려는 MA_2의 공개키를 AS에게 
요청한다. MA_2의 공개키를 송받은 MA_1은 

nonce MA 1

생성한 후 자신의 ID와 함께 MA_2의 공개키

로 암호화 하여 MA_2에게 송한다. MA_2역시 AS와 
통신하여 MA_1의 공개키를 송받는다. 그리고 이 
에 MA_1이 송한 nonce MA 1

와 자신의 ID, 그리고 

nonce MA 2

를 생성하여 MA_1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후 

MA_1에게 송한다. MA_2로부터 nonce MA 2

를 수신한 

MA_1은 MA_2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MA_2에게 
송한다. 이 과정을 통해 MA_1과 MA_2는 서로를 신뢰
할 수 있게 된다[그림 5]. 나머지 멤버 역시 이 과정을 
통해 서로에 한 인증을 수행한다.

① MA 1→AS:MA 1||MA 2

②AS→MA 1:E KR S
{ KUMA 2,MA 2

}

③MA 1→MA 2: EKUMA2
{ nonce MA 1

,MA 1}

④ MA 2→AS:MA 2||MA 1

⑤AS→MA 2:E KR S
{ KUMA 1,MA 1

}

⑥MA 2→MA 1: EKUMA 1
{MA 2,nonce MA 1

,nonce MA 2

}

⑦MA 1→MA 2:  EMA2
{ nonce MA 2

}

[그림 5] 이동 에이 트간 인증 차

3.2 그룹 세션키 생성

그룹 세션키 생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멤버간 인증 후 MA_1이 각 멤버에게 데이터를 
송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 다. MA_1은 임의의 변
수 a와 G_id를 자신의 비 키로 서명하여 MA_2와 
MA_3에게 송한다. 

①MA 1→MA 2,3: E KR MA1(a,G id,MA 1,2,3)

나. MA_2,3은 이 정보를 MA_1의 공개키로 확인하고 
송받은 데이터 a를 자신의 비 키와 XOR 연산
하여 그룹 세션키를 생성할 정보( YMAi)를 생성한
다. 이 후 자신의 비 키로 서명하여 나머지 멤버
에게 송한다.

① MA 2,3:  D KUMA1
( E KR MA1(a,G id,MA 1,2,3)

)

②MAi: Y MAi=KR i⊕a
③MAi: E KR MAi(Y MAi )
④각 멤버는 나머지 멤버에게 다음의 메시지 송 :  

E KR MAi(Y MAi )

다. 이제 모든 멤버는 다른 멤버의 YMAi  를 갖게 되었

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그룹 세션키( KG id)를 생성
한다. 그룹 세션키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그룹 내에 멤버 MA_1, MA_2, MA_3 이      
있다.
② 멤버 MA_1은 다음과 같이 그룹 세션키를       
  생성한다.

KG MA1 =KR MA1⊕Y MA2⊕Y MA3

이것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KG MA1 = KR MA1⊕KR MA2⊕a⊕KR MA3⊕a
③ 멤버 MA_2는 다음과 같이 그룹 키를           
  생성한다.

KG MA2 =Y MA1⊕KR MA2⊕Y MA3

이것을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다.

KG MA2 = KR MA1⊕a⊕KR MA2⊕KR MA3⊕a
④ 멤버 MA_3은 다음과 같이 그룹 키를           
  생성한다.

KG MA3 =Y MA1⊕Y MA2⊕KR MA3
이것을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다.

KG MA3 = KR MA1⊕a⊕KR MA2⊕a⊕KR MA3
⑤ XOR 연산은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멤버가 알고 있는 a값의 치를 변경
함으로써 각 멤버는 동일한 그룹 키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각 멤버는 키 생성 순서를 알아야 하는데 그
룹 세션키 생성을 요청하는 첫 번째 메시지에 포함
되어 있다.

E KR MA1(a,G id,
 MA 1,2,3 )

⑥ 이제 A, B, C 세 멤버 모두 동일한 그룹 키를   
  가지게 되었다.

( KG id=G MA1=G MA2 =G MA3)

그룹 세션키가 생성되면 이후의 통신은 암호화된 메시
지를 이용한다. 구매 에이 트는 업무를 모두 종료한 
뒤 사용자의 단말기로 복귀하여 수행한 작업의 내용을 
출력한다.

[그림 6] 구매 작업 수행 후 복귀

3.3 그룹 세션키 갱신

그룹 세션키는 멤버쉽의 변화에 계없이 주기 으로 
갱신된다. 이는 각 멤버가 이미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서 생성된 객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룹 세션키를 
forward_secrecy나 backward_secrecy를 만족할 필요 
없이 외부의 개체에 해 보호만 하면 된다.
키 갱신을 요청하는 멤버는 리스트의 순서에 따른다

(MA_1 → MA_1+i → MA_i+2 → ... → MA_1). 각 
멤버는 자신의 순서가 되면 임의의 변수 a와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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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세션키 갱신 시간을 생성하고 처음 이 의 그룹 세
션키로 서명하여 각 멤버에게 송한다. 각 멤버는 이 
정보를 확인하여 새로운 그룹 세션키를 생성하게 된다. 
키 갱신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그룹 내에 멤버 MA_1, MA_2, MA_3 이 있고, 
그룹 세션키를 갱신해야 하는 멤버는 MA_2가 되었다.
② MA_2는 새로운 변수 a'와 다음 그룹 세션키 갱신 시
간을 생성한다. 그러고 나서 이 의 그룹 세션키로 서
명 하여 각 멤버에게 송한다.

{ a',G id,MA 1,2,3,time,

((a'PVERGidPVERMA1,2,3PVERtime)⊕EKGid)
}

③ 이 후, 각 멤버는 송받은 정보의 서명을 확인하고 
새로운 키 생성을 시작한다.(동일한 키 생성 과정)

3.4 그룹 멤버쉽 리

가. 멤버 참가
사용자는 새로운 이동 에이 트를 생성하여 그룹에 참
가시킬 수 있다. 이 때 기존의 멤버와 새롭게 그룹에 
참가하는 멤버는 서로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
는 MA_4를 생성하여 다른 공 자에게 송한다. 
MA_4는 자신의 존재를 기존의 멤버에게 알리고 나머
지 멤버와 상호 인증을 수행한다[그림 7].

a. 새로운 그룹 멤버 생성  송

b. 기존 그룹 멤버와 인증 수행

[그림 7] 새로운 그룹 멤버 생성  인증 수행

나. 멤버 탈퇴
그룹 내 멤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룹을 벗어날 
수도 있다(사용자의 호출, 다른 업무 수행, 뜻하지 않은 
종료 등).  MA_2는 그룹 탈퇴 시 기존의 모든 멤버에
게 자신의 탈퇴를 달한다[그림 8].

[그림 8] 그룹 멤버 탈퇴

4. 결론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이동 에이 트 기반의 안 한 그룹 
통신을 한 키 생성 기법을 제안하 다. 기존의 앙 
키 리 서버가 있는 모델은 앙 키 리 서버의 병
목 상이 있을 수 있다. 한 네트워크의 단 로 인한 
키 달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9].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기존의 기법과는 달리 그룹에 참여하는 멤버 각자
가 그룹 세션키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앙 키 리 기법과의 성능 비

교와  규모의 멤버가 참가하는 그룹 내 인증  그
룹 세션키 생성 기법을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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