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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보 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달이 일상생활처럼 되고 있다. IDC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세계

으로 1억 3천명 정도가 무료 메신 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8천만 명 정도는 매일 메신 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메신 의 사

용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 PKI를 사용한 암호화 기술은 인터넷에서 근 통제, 인증, 기 성, 무결성, 부인거  등의 서비

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개키 기반 구조를 발달시켜왔다. 통신의 주체가 되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들 간의 통신과 Server와 Client의 통신

에 있어 악의 인 침입에 의한 정보 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환경에 합한 PKI(공개키 기반

구조)를 이용한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 다.

1. 서  론

  인터넷 사용인구가 증가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e-비즈니스

와 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 방법

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인스턴트 메신 는 온라인 상에 

있는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인스턴트 메신 는 자메일이 사용자가 메일 

서버에 속하여 메일을 읽어오는 과정을 요하는 것에 비

해, 자동 으로 사용자 화면에 메시지를 달함으로써 보다 

간편하고 즉각 인 메시지의 달을 기 할 수 있다. 그러

나 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인스턴트 메신 들이 정

보 달에 있어 안 하지 못하다[1]. 메신  등과 같은 인터

넷 응용 기술의 안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인증, 무

결성, 부인 쇄 등의 서비스는 자서명 기술을 활용함으로

써 해결 가능하다. 자서명 기술을 효과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공개키 암호 방식이 필요하며, 공개키 암호 방식

을 이용한 인증 방법을 구 하기 해서는 기술 , 제도  

기반이 요구되는데 이를 공개키 기반구조(PKI : Public 

Key Infrastructure)라고 한다. PKI를 구축함으로써 암호키 

갱신, 복구, 탁 등과 같은 키 리, 인증서 생성  취소 

리, 그리고 인증 정책 리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하다[2].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PKI를 구성하는 각 객체들의 요구

사항  객체의 특징에 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재 

서비스되고 있는 인스턴트 메신 들의 보안 들을 분석하고 

4장에서 PKI를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 에서의 인증 처리 로토

콜을 제안하며, 끝으로 5장에서 연구의 결론  향후과제에 하

여 기술하 다.

2. PKI 구성요소 및 요구 사항 분석

  본 에서는  PKI구성객체들의 운용을 해 요구되는 사

항들을 기술한다. PKI는 인증서의 발 , 사용  취소와 

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PKI환경을 구축하는 주요 객체는 

인증기 (CA - Certification Authority), 인증서 장소

(Certificate Repository), 최종 사용자(End-User of Client) 

그리고 서비스 제공 주체(e-commerce service 제공자)로 

구분된다[4].

  <그림 1>는 PKI 구성객체의 기본 인 트랜잭션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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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KI 기본 구성 객체

  인증기 (CA: Certification Authority) : 사용자

에게 인증서를 발 하거나 취소하고 공개키 인증

서와 인증서 취소 목록(CRL: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을 공개된 장소에 공고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CA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2, 4] 

  - 자서명의 생성기능

  - 인증서의 생성  확인

  - 인증서의 발   재발

  - 인증서 소유자에 한 정보 리

  - 사용자의 이름  공개키의 유일성 확인

  - 디 토리 서버 리

  - 인증서 취소 목록(CRL) 리

  - 자료의 백업

  CA의 기능  발행된 인증서  CRL을 실시간 으로 

인증서 장소에 공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CA는 

항상  CA인증서와 상호 인증서 과 상호 인증서 과 

CRL을 공개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CA들은 계층  신뢰 

모델에 기반을 둔 PKI를 지원하기 해 상  CA로부터 인

증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6].

  인증서 장소(Certificate Repository) : 디 토리 서비스

(Directory Service)라고도 하며, 인증서와 인증 경로를 찾

기 해서 사용된다. CA에 의해 발행된 공개키 인증서와  

CRL을 장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Client, End-User) : PKI구성 객체 에서 Client

가 요구하는 기능은 자서명을 검증하고, 인증서 장소에

서 인증서와 CRL을 획득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사용자

측에서 요구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 장 서명키 생성 기능

  - 인증서 설치 기능

  - CRL 설치 기능

  - 인증서 검증 기능

  인증서(Certificate) : 인증서는 공개키의 합법성을 보증하

는데 이용된다. 서명을 확인하는 사람은 인증서의 서명을 

확인하여 서명에 조나 변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재 공개키 인증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 은 ITU-T 

X.509 표 에 의해서 정의된다[6].

  인증서 폐지목록(Certificate Revocation List) : 정된 유

효기간이 만기일이 도래하기 에 취소된 인증서에 한 

정보를 인증서 취소 목록이라 한다[6].

3. 메신 의 보안

  ICQ, Microsoft, AIM등 주요 인스턴트 메시징 제작 회사

는 라이버시 노출 사례와 알려진 결함에 한 내용을 정

기 으로 발표하고 있다. 주요 인스턴트 메시징 제작회사의 

공통 인 보안 은 다음과 같다[7-9]

  - Infected Files :  의도 으로 감염된 일을 보내거나 

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감염된 일을 다른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다.

  - Unencrypted Communication : 메신 를 이용한 어떤 

화 내용도 암호화되지 않는다.

  - Copyright Infringement : 메신 를 통해 완 하게 

송된 많은 일(복사된 일, MP3 일, 복사된 사진 등)이 

작권법에 배된다.

  - Social Engineering :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인터넷 사

용자는 매우 혹 인 내용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는 물론 

각종 비 번호 등의 설을 유도한다.

  -  File Transfers Reveal IP Address :  일 송과 이

미지 송, 음성채 , 일고유는 메신  사용자의 실제 IP 

주소를 노출시킬 수도 있다.

  AIM 메신 의  다른 일공유 특성은 익명의 AIM 사

용자가 잘못하여 고유한 디 토리에 있는 요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 할 수 있다.

  ICQ이 메시지 로깅 특성은 메시징 세션을 텍스트 일ㄹ 

기록하는 기능이 있으며, 만일 의도 인 사용자가 텍스트 

일에 한 액세스 권한을 얻을 경우 이 정보는 노출될 

수가 있다.

4. PKI를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에서의 인증 프로토

콜 제안

  인스턴트 메신 에서 사용자 인증을 한 새로운 방법의 

반 인 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제안한 로토콜은 사용자

가 사용하고자하는 인스턴트 메시징 벤더들의 서버에 아이

디와 패스워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M : 메시지

  ER : 공개키 암호알고리즘 암호화

  DR : 공개키 암호알고리즘 복호화

  SER : 칭키 암호알고리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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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암호 로토콜 체 개략도 

※ 인증 로토콜에서 사용되는 기호

CA : 인증기

S : 인스턴트 메시징 서버

C1, C1 : 사용자

(그림 3) 개인키 소유 증명 방법 

  SDR : 칭키 복호알고리즘 복호화

  KUa : C1의 공개키  KRa : C1의 개인키

  KUb : C2의 공개키  KRb : C2의 개인키

  E : 알고리즘 암호   D : 알고리즘 복호

  KA : 인증키        KS : 칭키

  Certificate C1 : C1의 인증서  Certificate C2 : C2의 인

증서

  PSE : 사용자 이름, 사용자의 공개키/개인키, 자신이 믿

는 루트 인증기 의 공개키를 장하고 있는 국부메모리

  

  4.1 인증서 등록

  인증서 신청  발행 차는 <그림 2>와 같으며 수행과

정은 다음과 같다.

  CA와 C1는 메시지를 보호하기 한 기 인증키와 참조

값을 안 한 방법(out of banc)을 통하여 고유하고 있어야

한다. C1은  PSE를 생성하여 인증키로 암호화하여 인증기

에 송한다.                  

ERKUKA{ PSE }               (1)

  4.2 인증서 발행

  CA는 인증키로 럼증 후 생성된 인증서를 C1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송한다.

ERKUa{ Certificate C1 }          (2)

  4.3 개인키 소유 증명

  C1은 C2와 화하기 해 자신의 인증서를 S의 공

개키로 암호화하여 송한다.

                
ERKUs{ Certificate  C1 }       (3)

  S는 자신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부분을 복
호화한다.
       

DRKRs{ Certificate C1 } = Certificate C1      (4)

 S는 C1의 개인키 소유 증명을 해 인증서내에 포

함된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임의의 칭키로 

암호화하된 인증서를 C1에게 보낸다.

ERKUa{ SERKS { Certificate C1 } }        (5)

  C1은 개인키를 이용하여 용키로 암호화된 부분을 복

호화하여 칭키로 암호화된 인증서를 칭키를 이용하여 

구한다.

  
  DRKRa{ ERKUa { SERKS { Certificate C1 } }

  = SERKS { Certificate C1 } = SDRKS{ SERKS {  

     Certificate C1} = Certificate C1            (6)  

 C1은 칭키를 이용하여 생성한 MAC을 포함한 확

인 메시지를 S에게 송한다.

M{ KS { MAC } }            (7) 
  

  4.  인증서 획득 

  확인메시지를 받은 S는 C1의 인증서를 장소에 

장하고 C1이 화하고자 하는 C2의 인증서와 공개키

를 C1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송한다.

ERKUa{ Certificate C2 || KUb }      (8) 

  C1으로부터 화요청을 받은 C2역시 S에 C1의 인

증서와 공개키를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S는 장소

에서 C1의 인증서를 검색한 후 C1의 인증서와 공개

키를 C2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송한다.

 
ERKUb{ Certificate C1 || KUa }       (9)

  C2는 S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자신의 개인키로 복

호화 하여 C1의 인증서와 공개키를 구한다.

DRKRb{ ERKUb { Certificate C1 || KUa } =

Certificate || KUa                     (10) 
  

  C2는 Certificate C1를 통하여 획득한 공개키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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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메시지 수신 후 복호화 방법

(그림 5) 체 시스템 구성도

효한지 확인한 후 C1과의 화를 시작한다. 송되는 

내용을 암호화하기 해서 짧은 키를 사용하면서 타 

공개키 알고리즘과 동일한 안 도를 제공하는 ECC를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5. 결 론
  
  정보기술이 속히 발 함에 따라 정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응용서비스의 구 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신 정보기술의 편리함 속에는 기존의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 기술 보안상의 문제 이 상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PKI를 이용

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사

용자 아이디와 비 번호가 유출되어도 인증서가 없으면 통

신 할 수가 없으며, 인증서를 분실하게 되면 인증기 에서 

재발  받을 필요 없이 서버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향후 과제로는 PKI를 이용하여 획득한 공개키를 가지고 

안 한 암호 통신을 해 짧은 키 길이를 가지고도 타 공

개키 알고리즘과 동일한 안 도를 제공하는 ECC암호 알고

리즘에 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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