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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ADIUS 프로토콜은 AAA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로서 널리 사용
되어 왔다. RADIUS 는 원래 전화망 사용자의 PPP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에 개발되었고, 
Mobile IP 버전 4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범위까지 확장되어 왔다. 본 논문은 RADIUS 시스템이 
Mobile IP 버전 6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표준 사항들
을 설계하고자 한다. 본 설계는 Mobile IPv6 프로토콜과 RADIUS 프로토콜 정합 구조 및 Mobile IP 
세션키 분배 방법을 포함한다. 

 

1. 서론 

무선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이동 단말 사용자는 언
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기를 요구하며, 
다양한 종류의 단말 장치(PDA, 휴대폰, 스마트폰, 노
트북 등등)와 다양한 기술(PSTN, ADSL, PCS, IMT2000, 
WLAN LAN 등등)을 적용한 네크워크가 존재한다. 위
의 네크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네크워크를 설계 및 구
성하여 사용자들이 자신의 망에 접속하게 하고, 접속 
댓가로서 사용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사업모델을 
가진다. 이때 사용자에게 어디서나 망에 접속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성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이 필
요하며, 인터넷 망에서 개발되고 있는 프로토콜은 
Mobile IP이다. Mobile IP는 네트워크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네트워크 서브넷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엑세스 연결유지 기능의 제공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사용자의 인증(authentication) 수단, 정책기반의 네트워
크 서비스 인가 수단(authorization) 및 사용자의 네트
워크 자원사용에 대한 과금(accounting) 수단이 필요하
다. 위의 세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AAA)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사용자 관리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Back-end 로 운용되는 AAA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
해서 다양한 프로토콜이 제안 개발되어 왔다. RADIUS 
프로토콜은 전화망 사용자의 PPP 접속의 인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이후 TACAS+, COPS 등
이 개발적으로 개발되었다. 이후 RADIUS 프로토콜을 
계승하고, 다양한 응용 서비스(Mobile IPv4, SIP 등등)
을 지원하는 Diameter 프로토콜이 인터넷 표준 국제 
기관인 IETF 에서 제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RADIUS 프로토콜의 확장 및 지원에 대한 요구가 존
재한다. 그리고 Mobile IPv4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AAA 프로토콜로는 Diameter Mobile IPv4 응용이 
제안되었으나, Mobile IPv6 를 지원하는 RADIUS 표준
의 제안은 현재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는 
IPv4와는 달리 IPv6의 대중화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IPv6 의 적극적 보급 
노력를 감안할 때, Mobile IPv6 를 지원하는 RADIUS 
표준의 개발을 서둘러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Mobile IPv6 응용 서비스에 AAA 기

능을 제공하는 RADIUS 표준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서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 방법 및 Mobile IP 
세션키 분배 방법, 인증 메시지 구성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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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프로토콜 개요 

(1) Mobile IP 및 IPsec의 기능 및 한계점 

Mobile IP 는 두 개의 IP 주소(home address, care of 
address)를 조합하여 네트워크간의 이동중에 네트워크 
구성 파라미터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네트워크 참조 
모델에서의 상위 계층의 끊김없는 연결성을 제공한다. 
IP 버전에 따라 각각 Mobile IPv4, Mobile IPv6로 불리
며, 서로 다른 표준 문서로 정의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프로토콜의 목적과 두 개의 주소 조합 기법은 동일하
다. 본 논문에서는 IP 버전 4 에 따른 Mobile IPv6 를 
대상으로 한다.  

Mobile IPv6 는 이동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 홈에이전트와 이동 노드사이의 보안프로토
콜로써 IPsec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 측면의 안전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IPsec 프로토
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Psec 은 이동 노도와 
홈 도메인의 홈에이전트간의 보안 연계(SA)를 설정하
고 두 노드사이에서 교환되는 메시지의 인증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이동 노드가 다른 사업자의 관리하에 
있는 망으로 로밍을 하는 경우, 이동 단말은 타 사업
자 망에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인증받
아야 한다. 그러나 IPsec 에서는 이동 노드가 타 사업
자의 관리망으로 이동할 경우, 그 망에서는 이동 노드
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노드인지를 인증할 수 없다. 우
리는 서로 다른 사업자 망간에 인증, 인가, 과금등의 
정보를 글로벌하고 안전한 채널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AAA 인프라 구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AAA 인프라 구조를 구현할 프로토콜로서 RADIUS 를 
선택한다.  

 
(2) 보안 및 인증 기법의 개요 및 문제점  

AAA 인프라를 통하여 인증, 인가, 과금 기능을 제
공받는다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Mobile IPv6 는 
이동 노드와 홈 에이전트간에는 IPsec 를 통하여 보안 
기능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IPsec 이 정상적으
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의 두 노드사이에 보
안 키가 안전하게 공유되어 있어야 한다. IKE 프로토
콜은 두 노드가 공유하는 보안 연계를 협상하고 설정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IKE 는 다양한 키 교환
방식, 여러 가지 표준, 다양한 협상 방법의 허용 등의 
복잡성, 상호 연동성 문제, 서비스 거부 공격에 취약, 
무선 단말기에는 무거운 프로토콜로서 무선 응용 적
용에 제약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AAA 인프라 
구조를 이용하여 IKE의 문제점을 보안하고자 한다.  
이동 노드가 타사업자가 관리하는 망으로 로밍할 

경우 Mobile IPv6 프로토콜상의 등록 과정 이전에  
RADIUS 서버로부터 인증 및 인가를 받고, 과금 작업
을 위한 파라미터 교환을 받아야 한다. 즉 이동 노드
와  RADIUS 서버 사이에 필요한 인증방법이 정의 되
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EAP 인증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인증 기법의 수용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3. AAA 네트워크 기반 구조 및 메시지 교환   

그림 1 은 Mobile IPv6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동 
단말에 글로벌 로밍을 지원하는 AAA 네크워크 기반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림 1. Mobile IPv6 서비스를 지원하는 AAA 기반구조 

 
AAA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RADIUS 프로토콜

을 적용한 AAA 서버를 각각의 관리망에 배치한다. 
각각의 서버는 이동 단말의 소속에 따라 AAAF, 
AAAH 의 역할을 수행한다. AAAH 는 이동 단말의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AAA 서버로서 인증, 인가, 과금 
정보에 대한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관리한다. AAAF
는 이동 단말이 현재 위치한 방문 네트워크에 존재하
는 서버로서 인증 메시지의 라우팅을 담당한다. 이때
의 라우팅은 이동 단말을 식별하는 NAI 의 도메인 영
역정보 기반의 라우팅을 의미한다. 홈에이전트(HA)는 
Mobile IPv6 프로토콜에서 정의하는 시스템으로서, 이
동 단말에 설정된 두 IP 주소에 대한 바인딩 정보를 
관리한다. 홈에이전트와 엑세스라우터(AR)는 원래의 
기능이외에 AAA 인프라와 통합되기 위해서, RADIUS 
클라이언트로 동작하여야 하며, 이동 단말로부터 수신
한 인증정보를 RADIUS 메시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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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US 포로토콜의 동작은 그림 2 와 같다. 사용
자가 먼저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EAP-Start 메시지를 
AR 에게 전송한다.  AR 은 EAP-Start 메시지를 받으면 
이동 노드에게 인증에 필요한 신원(Identity) 정보를 요
청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어 Challenge-Response 를 
통해 인증이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증 성공/실
패 메시지가 AR에 전송되면 인증 과정이 완료된다.  

 
4. 세션키 분배 기법 

Mobile IPv6 는 이동 노드와 홈 에이전트사이에  
IPsec 를 사용하여 바인딩 메시지, Return Routability  
메시지의 안전한 전송을 요구한다. 두 종단 노드사이
에 IPsec 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두 종단 노드는 서
로 보안 키를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키들은 특정 세
션의 활성 시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키를 세션키라고 호칭한다. IPsec 표준은 키의 협
상, 교환, 설정을 수행하는 키 분배 프로토콜인 IKE
를 정의한다. 그러나 이동 노드로 사용되는 셀룰라폰, 
스마트폰, PDA 등의 휴대 장비는 저전력, 저용량, 저
컴퓨팅파워를 가지고, 무선망 특성상 저대역폭을 가진
다. 다양한 키 교환 방식을 포함한 IKE 의 복잡성, 무
선 단말기에는 무거운 처리 요구 등으로 인하여, 이동 
노드에서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IKE를 사용하지 않고 IPsec SA 설정

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AAA 인프라 구조
에서는 사용자가 인증을 받기 전에 홈망과 방문망 사
이의 보안 채널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다.  

IKE 는 IKE SA, IPsec SA 으로 구성된 두 phase 와 
SA를 정의한다. Phase 1은  IKE SA를 만들고, Phase 2
는 IPsec SA 를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IKE Phase 1 를 
수행하지 않는다. 즉 IKE SA가 설정되지 않는다. AAA  
서버는 IPsec, TLS 를 사용하여 AAA 서버간의 채널을 
보호하고 있다. 비록 사전에 설정된 AAA 보안 채널
이 있더라도, IPsec 를 위한 보안 파라미터는 이동 노
도와 홈 에이전트에 전달되어야 한다.  

 
Table 1 SPI Table Example 

SPI AH ESP Proposal 

450 HMAC-MD5 3DES with 
HMAC-MD5 Transform1

451 HMAC-SHA1 3DES with 
HMAC-SHA1 Transform2

452 HMAC-MD5 3DES with 
HMAC- SHA1 Transform3

 
RADIUS 서버는 이동 노드와 홈 에이전트사이의 

IPsec  SA 를 결정한다. 이동노드와 홈에이전트는 IP 
주소에 의해 식별된다. AAA 서버는 SA 식별자로 IP 
주소, SPI 값, 키 material, NAI 의 묶음을 사용한다. 
Radius 서버는 인증 과정이 끝나면,  키 분배를 위한 
과정을 수행하는데 이때 SPI value 와 key material 를 
결정한다. 그림 1 과 같이, RADIUS 서버는 인증 결과
와 키 정보를 Access-Answer 에 포함시켜서 RADIUS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 RADIUS 클라이언트는 NAS, 
AP, 혹은 AR 에 구현할 수 있다.  위의 Access Answer 
메시지를 수신한 클라이언트는 MN 과 정의한 프로토
콜을 통해서 위 정보를 전달한다. 서버는 홈에이전트
에게 SPI value, AH 세션키, ESP 세션키를 전송한다. 세
션키는 Key  material 로부터 유도된다. 그리고나서 
MN과 HA는 IPsec SA를 설정할 수 있다. 
전송되는 key material 와 세션 key 는 기밀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이동 노드와 AAA 서버사이에서는 
Shared secret 를 이용하여 key material 의 기밀성을 보
장할수 있다.  

 
세션 키는 shared-secret 없이 key material 로부터 유

도될 수 없다. 홈 에이전트는 shared-secret 를 알수 없
기 때문에 key material를 알고 있다하더라도 세켠키를 
도출해 낼 수 없다. 그래서 홈에이전트의 경우에는 다
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AAAH 와 홈 에이전트사
이에는 IPsec 혹은 TLS 에 의한 보안 채널이 설정되어
있다. 이 채널에 의해서 AAAH 와 홈에이전트 사이의 
세션키의 전송은 안전함을 보장할 수 있다.. 

Shared secret 은 EAP 인증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long-term password 로 가지고 있게 된다. EAP 인증 과
정에서 생성될 때, shared secred은 EAP 인증 알고리즘
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다음은 인증 방법
에 따라 달리 생성되는 shared secret를 정리하였다. 
 

 이동단말과 AAA 서버사이의 shared secret 
 
 EAP-MD5: long term shared secret로 사용되는 패스
워드. 
 
 EAP-SRP: K = SHA_Interleave(S), EAP-SRP 인증 과
정중에 공유. 
 
 EAP-TLS, EAP-TTLS, EAP-PEAP: HMAC_MD5(client 
MAC, server MAC), TLS 핸드쉐이킹 과정에서 클라
이언트  MAC 값과 서버  MAC 값을 획득(단 EAP-
TTLS, EAP-PEAP의 경우 단계(phase) 1에서 획득). 
 
RADIUS 서버는 이동단말과 홈에이전트사이의 안

전한 통신을 위해서 IPsec SA 를 설정하고, 
SAD(Security Association Database)를 관리한다.  

 
 서버의 키 정보 전달 동작 순서 
 

(1) 먼저, 서버는 이동 단말, 홈에이전트, AAA 서버사
이에서 공유 하는 SPI 테이블에서 SPI value 를 선
택한다. 각각의 SPI value 는 AH 프로토콜 및 ESP 
프로토콜에서 사용된다.. 

(2) 서버는 세션키 생성 입력값으로 사용될 key 
material를 만든다. Key material 은 의사 랜덤 넘버 
생성기(pseudo-random number generator)에 의해 만
들어지고, 128 bit pseudo-random value이다. 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는 cryptographic 랜던값 생
성기에 의해 만들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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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adius 서버는 AAA 인증 과정이 끝나면 SPI value, 
AH Security Key, ESP Security Key를 HA에게 전송
한다. Access-Request 메시지를 이용함 

(4) Radius 서버는 마지막 전송 메시지인 Access-
Accept 에 SPI value, key material를 attribute형태로 
MN에게 전달한다.  

(5) 서버는 해킹에의한 키의 노출을 막기위해서 계산
된 세션키를 삭제한다. 

 
 키 유도 방법 (Session Key Calculation) 
 
세션키는 해쉬함수의 출력값으로 만들어 진다. 이

때, 해쉬 함수의 입력값은 생성된 key material, 이동 단
말과 AAA 서버사이에서 공유되는 shared secret, 사용
자를 식별하는 NAI 가 된다. AH security key and ESP 
security key 는 해쉬 함수의 출력값인 MAC 이다. 사용
될 수 있는 해쉬 알고리즘으로는 HMAC_MD5, 
HMAC_SHA1 등이 있다. 

 
 AH Security Key  

= HMAC_MD5(shared secret, key material|NAI|1) 
 

 ESP Security Key(Authentication) 
= HMAC_MD5(shared secret, key material|NAI|2) 
 

 ESP Security Key(Encryption) 
= HMAC_MD5(shared secret, key material|NAI|3)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증 프로토콜로 널리 사용되는 
RADIUS 를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로 사용될 IP 버
전 6 기반의 Mobile IP 버전 6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술하였다. 즉 Mobile IP v6
프로토콜와 RADIUS 프로토콜이 연동하여 이동 사용
자에 대한 인증/인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정합 구조를 기술하고 세션
키 분배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한 세션 키 분배 기
법은 저전력, 저컴퓨팅파워를 가진 단말을 가진 사용
자에게 더욱 빠른 인증 속도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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