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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미 유선 상의 모든 서비스가 무선 환경으로 확장되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자상

거래를 비롯한 각종의 데이터 서비스들은 이동통신 사업체를 심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는 하드웨어 인 제약사항  배터리 문제, 역폭의 이유로 유선상의 보

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연산 속도, 작은 메모리는 유선상의 큰 키 길이를 
만족할 수 없고, 한 만족하더라도 연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 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하드웨어  배터리의 성능으로 보완되고 있지만, 자상거래  융 거래와 같은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보안 서비스를 만족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다. 본고에서는 은 사양에서 최

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세계 으로 무선 인터넷 로토콜 표 인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과 무선 공개키 기반 구조(WPKI)를 살펴보고, 무선 상의 단 을 보완하도록 제시

된 응용 계층 자 서명, 암복호화 함수에 하여 논의한다. 

1. 서론1)

최근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공되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런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TV를 시청하고, MP3를 

들으며, 인터넷 뱅킹과 게임도 할 수 있는 만능 기기로 

변해가고 있다. 불과 무선 단말기가 보 되기 시작한지 

십여년 사이의 놀랄만한 발 이라 하겠다. 계속해서 범

한 서비스를 개발 에 있으며, 그 가속화는 더욱더 빨

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통신 환경은 유선의 단말기와는 엄연히 성능 면에서 

제약사항을 갖고 있다. 자상거래를 비롯하여 융 서비

스의 경우 강력한 보안 서비스를 재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서비스에는 반드시 정보보호 

문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

고, 정당한 사용자에 해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

고, 다른 악성 사용자들에게 비 화 될 수 있도록 하는 

1)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기술개발사업

(2003-61-10009504)에 의해 지원되었음

보안 서비스를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먼  세계

으로 표 인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을 

살펴보고, 무선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기반이라 

할 수 있는 WPKI (Wireless Public Key Infras- 

tructure)를 논의하고, 재 무선 보안의 문제 인 

End-to-End 보안을 해 제시된 응용 계층 보안을 논

의한다.

2. 무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이라 함은 이동 화나 휴 용 단말기

로 Anytime, Anywhere 인터넷에 속하여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무선인터넷 기술

의 핵심은 휴 용 단말기의 한정된 자원을 감안하고 

무선망과 유선망의 효율 인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

다. CDMA/GSM 기반의 무선망과 TCP/IP를 사용

하는 유선망을 효율 으로 연동하여, 무선단말기로

부터 무선망을 통해 유선망에 치한 컨텐츠에 효율

으로 근할 수 있는 통신 로토콜을 정의하는 

것이 무선인터넷 기술이다. 이러한 무선 인터넷 

로토콜 표 은 크게 3가지가 있으며, Microsoft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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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 일본 DoCoMo사의 i-mode, 그리고 WAP- 

Forum의 WAP이 있다. 무선 인터넷 로토콜  

1997년 6월 Ericsson, Nokia, Motolora  

Phone.com 등 4개사를 심으로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Forum을 결성하여 무선인터

넷 표 을 제정한 WAP이 세계 으로 가장 주목 

받고 있으며, 계속해서 표  제정을 한 활동을 벌

이고 있고, 재 무선인터넷 서비스 호환을 한 업

계의 표 인 표 으로 자리잡고 있다.

2.1 무선 인터넷 로토콜

  무선 인터넷 표  WAP 구조는 세 개의 구성 요

소 즉,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계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가 있다(그림1).

그림 1 WAP 구조[1]

WAP 구조에서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는 유선의 HTTP를 무선 로토콜로, 는 그 반

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는다. 무선 인터넷 로토콜 

WAP의 구조는 (그림2)와 같이 5개의 다른 기능을 

갖는 계층으로 되어있다. 먼  WDP는 유선의 UDP

와 유사한 비신뢰 인 데이터그램 서비스 계층을 맡

고 있으며, WTLS는 무결성, 기 성, 부인 쇄 서

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계층이며, WTP는 라우징

을 한 요구  응답 형식을 지원하는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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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AP 로토콜 구조

서비스 계층이다. WSP는 HTTP/1.1에 상응하는 기

능의 계층이며, WAE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이동

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계층이다.

2.2 W A P  정보보안 요소

  앞에서도 언 했듯이 무선 인터넷에서 자상거래

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가 안 하게 이루어지기 해

서는 정보보호 문제가 반드시 바탕 되어야 한다. 

정보보호 기술은 기존의 인터넷에서도 가장 요한 

요소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

상거래와 같이 개인정보나 경제 인 정보와 련된 

서비스에서의 보안은 더욱 그 다. 정보호호 서비스

를 책임지고 있는 계층은 WTLS이다. 물론 이를 

해서 공개키 분배  인증에 한 기반 구조가 필요

하게 되는데 이를 해 무선 공개키 기반 구조

(WPKI)를 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

호 기술에 련된 무선인터넷 로토콜(WAP2.0)에

서 WTLS에 용할 수 있는 살펴본다  WPKI에

서 요구하는 사항도 살펴보겠다. 따라서 공개키 교

환과 WTLS에서 메시지 교환 형식을 살펴본다 먼

 WAP 2.0에서는 End-to-End 보안을 한 스펙

이 제시되었는데, 무선에 맞는 TCP와 HTTP를 제

공하는 WAP HTTP Proxy를 새롭게 추가하고 있

다(그림2). 한 TLS 터 링 구조의 종단간 보안 형

태도 제시하 는데, 구조는 (그림3)과 같다. 이는 유

선과 같은 종단간 보안 제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TCP, HTTP를 사용하는 구조

그림 4 TLS 터 링을 사용하는 구조

WTLS는 유선의 SSL의 구조와 유사하다. 데이터그

램 로토콜 WDP 상  계층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hello 메시지를 통하여 암호화 통신을 한 세션키 

재료를 주고받고, 코드 로토콜은 실제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기 성과 MAC 값을 사용하여 무결

성을 제공한다. 한 WMLScript Crypto Library를 

통하여 응용 계층에서의 자서명 기능을 하는 

signText함수[WAP2.0 Spec]를 통하여 부인 쇄 서

비스를 제공한다. 한 WIM(WAP Identity Modu- 

le)을 통하여 제한된 단말기 상에서 장 공간을 보

완하고 있는데, 스마트카드로 구 된 WIM에 비 키

와 인증서를 장하게 된다. 한 WTLS에서 이용

되는 공개키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해 IET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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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IX WG의 X.509를 기반으로 한 WPKI(Wireless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개발 이다. 무선상에

서 PKI 구 에 요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인증서 검증이다. 이는 큰 컴

퓨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의 무선 단말

기에는 부담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하여 WAP  

모델에서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짧게하여 인증서 

검증의 부하를 인 Shot Lived Certificate(SLC)와 

써드 티를 통한 인증서 확인 방법 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OCSP)가 있다.  

3  W P KI(W ireless P ublic Key Infrastructure) 

3 .1 무선 P KI 고려사 항 

  유선과 같은 기 성, 무결성, 인증, 부인 쇄를 제

공하기 하여, 무선 PKI에서는 유선 PKI의 구성요

소를 그 로 이용하며, 무선환경에 합하도록 기능

을 최소로 변화시켜 사용해야만 한다. 무선 PKI를 

구축하는 경우에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역폭, 클

라이언트의 컴퓨  능력, 제한된 메모리 마지막으로 

인증서 검증 메커니즘의 경량화 등을 고려해야 한

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단말기의 메모리 제약을 고려하여 인증기간과 상

호연동 할 수 있는 인증서 요청, 리 로토  

콜을 용

 - 인증서 발 , 처리, 장, 검증 등에 필요한 로

토콜을 무선에 합하도록 모듈 크기를 이고 

처리 시간 감소화

 - 무선인터넷 환경에 합한 인증서 검증방식을 채

택하여 단말기 컴퓨  능력으로 검증할 수   있

게 함

 - 인증서, CRL(Certificate Revocation List) 로

일 규격을 정하여 무선에 최 화 함

 - 무선 단말기 상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서명, 검

증, 암호화 알고리즘을 변경, 최 화 함

3 .2 무선 P KI

이동 통신 장비가 보 화 되면서 무선 인터넷은 

이동성과 편리성을 내세워 엄청난 속도로 발 하고 

있지만, 정보보호 서비스는 그에 발맞춰 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선과 같은 보안 서비스 즉, 

기 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등을 제공하면서 무

선에 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롭

게 등장한 인증서 검증 방식, 보안 모듈로써 자바 

카드 사용, 단 단 보안을 한 응용계층 자서명 

 암복호화 함수 사용 등을 로 들 수 있다. 본 

고에서는 WAP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PKI를 논할 

것이며, 먼  무선 PKI의 구성요소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무선 PKI의 구성 요소에는 크게 인증서를 발

인증서버 디렉토리 서버 OCSP 서버

등록관리 시스템
(PKI 포탈 기능 포함)

G/W

신원확인
(직접 대면)

인가코드/참조번호

가입자
정보전송

키 쌍 및 인증서 발급요청정보 생성

등록기관 DB

인증서 발급요청
정보(via G/W)

가입자 정보
및 POP 확인

인증서 발급요청
형식 전송

(무선용)X.509v3인증서,
WTLS 인증서 생성

인증서 등록
인증서 및
CRL 전송

인증서 발급

(무선용)X.509v3인증서
URL 전송 (via G/W)

인증서
조회

가입자
정보등록

가입자 웹 서버(CP)
E2E 보안 채널 확립

(전자서명, 부인방지, 비밀성, 무결성 서비스 제공)

인증서 발급요청
정보(via G/W)

가입자 정보
및 POP 확인

신원확인
(직접 대면)

인가코드/참조번호

인증서
상태 확인

WTLS인증서 주기
적 갱신

인증서버인증서버 디렉토리 서버디렉토리 서버 OCSP 서버OCSP 서버

등록관리 시스템
(PKI 포탈 기능 포함)

등록관리 시스템
(PKI 포탈 기능 포함)

G/WG/W

신원확인
(직접 대면)

인가코드/참조번호

가입자
정보전송

키 쌍 및 인증서 발급요청정보 생성

등록기관 DB등록기관 DB

인증서 발급요청
정보(via G/W)

가입자 정보
및 POP 확인

인증서 발급요청
형식 전송

(무선용)X.509v3인증서,
WTLS 인증서 생성

인증서 등록
인증서 및
CRL 전송

인증서 발급

(무선용)X.509v3인증서
URL 전송 (via G/W)

인증서
조회

가입자
정보등록

가입자 웹 서버(CP)웹 서버(CP)
E2E 보안 채널 확립

(전자서명, 부인방지, 비밀성, 무결성 서비스 제공)

인증서 발급요청
정보(via G/W)

가입자 정보
및 POP 확인

신원확인
(직접 대면)

인가코드/참조번호

인증서
상태 확인

WTLS인증서 주기
적 갱신

그림 5 WPKI 구조

하고 인증서의 효력정지  폐지 기능을 하는 인

증기 , 인증 기 과 사용자 사이에서 인증서 등록

이나 신원을 확인하는 등록 기 , 인증서나 CRL을 

장하는 DataBase 그리고 사용자로 나  수 있다. 

재 WPKI 구조는 유선의 형태와 비슷하나, 이동통

신 단말기의 제약사항으로 인해 자바카드 사용과, 

인증서 검증의 부하를 이기 한 OCSP를 사용함

으로써 통신하는 양측 간에 인증을 통하여 안 한 

통신을 제공한다. End-to-End 보안의 개념은 

WALS(Wireless Application Layer Security) 자

서명 함수  암복호화 함수를 사용함으로 제시하고 

있고,  안 한 통신을 해 보안 모듈(WIM)을 사

용하고 있다. WAP에서 송계층 보안을 담당하는 

WTLS에서 사용하는 난수는 Hello 메시지 교환에 

사용되고 양측의 실제 통신하는 암호 알고리즘 키 

재료로도 사용된다. 제한된 자원에서 WIM을 기반으

로 각종 암복호화 함수  서명 함수를 사용하고 있

다. 

그림 6 WAP 구조

송 계층과 WIM(Wireless Identity Module)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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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기 성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용 

계층의 signText 함수와 Encrypt/ Decrypt 함수를 

사용하여 부인 쇄를 제공함으로써 결론 으로 종

단간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WAP 기반의 

보안상 허 인 유무선 로토콜 변환 시에 평문이 

노출되는 험요소를 해결하고 응용계층 보안 채

을 생성한다.

4  결론

무선 인터넷 사용자가 해마다 폭발하듯이 늘어나고, 

다양한 서비스의 수요에 발맞춰 정보보호 서비스를 

충족하기 한 정보보호 시스템 개발도 함께 진행되

어야한다. 무선 환경에서의 인터넷 서비스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선과는 그 구조가 다르다. 모바일 

단말기가 갖는 제약 사항 즉, 낮은 CPU 처리 능력, 

제한된 메모리, 낮은 역폭, 배터리 시간문제 등이 

유선과 동 의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

다. 계속해서 단말기의 사양은 발 하여 재 단말

기가 갖는 많은 제약사항들은 곧 사라질 것으로 

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단말기 제약 사항을 극복하

기 한 WAP 기반의 트랜잭션 보안을 해서 무선 

PKI에 WIM을 사용하여 인증서 검증 부하를 이

고, 부인 쇄 서비스를 해 응용 계층에서 자서

명 기능을 제공하며 WAP 2.0 Security Spec 표  

문서의 암호화 함수를 구 하여 보다 안 한 종단간 

보안을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재 WAP 2.0 

Security Spec 문서에서는 자서명 함수와 암호화 

함수를 제안해 놓은 상태이고, 그 밖에 WAPForum

의 Working Group에서 WPKI를 경량화 시킬 수 있

는 함수나 기능을 개발 에 있으며, 각 이동통신 

개발자들로 하여  직 인 참여를 권하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마다 따로 개발하는 불합리한 국내 상

황을 하나의 랫폼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이는 무선 인터넷 보안 시스템 개발에 원동력

으로 제공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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