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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송되는 데이터는 항상 공격자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아이디나 패스워드 기법을 이용

한 인증 기법은 취약 을 갖는다. 따라서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상에서 안 한 통신을 하기 

해서는 송될 정보의 암호화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 통신 상 자간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 요청자와 인증 검증자간의 암호화된 키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키 교환 로토콜을 제안한다.

Ⅰ. 서론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인터넷은 정보를 얻기 한 

핵심 인 기술로 발 하 을 뿐아니라 인터넷의 보 과 

함께 네트워크 기술의 속한 발 은 다양한 서비스와 편

의성을 가져다주는 이 뿐 아니라 불법 인 시스템 침입

과 정보의 유출 등이 쉬워짐으로써 개인 정보보호 침해와 

같은 역기능을 래하 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험

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고 안 하게 통신을 하기 한 방

법으로 암호화 기법이 필수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
트웨어 인 방법만으로는 한계 을 가지게 되어 TPM이라

는 하드웨어 수 에서 보안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형 네트워크 상에서 암호화키를 공

유하고 사용자를 인증하는 문제는 안 한 정보교환을 

해 해결해야 할 요한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보다 효율 인 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락과 컴퓨터간의 일회용 암호방식의 

로토콜에 한 설계와 구 을 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사용자 인증

   인증이란 특정 시스템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해서 사

용자가 권한을 얻기 한 차를 말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 시스템에 로그인을 한다거나, 자 인 거래를 하려 

할 때 반드시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 서비스는 메

시지에 한 인증과 개체에 한 인증으로 구분된다. 메시

지 인증은 메시지의 원본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그 확인이 

잘못 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기 한 것이다. 개체 인증

은 통신자의 신원 확인 차로서 사용자 인증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용자 인증이란 사용자 A는 상 방에게 자신이 

바로 사용자 A임을 증명할 수 있으나, 제 3의 사용자 C는 

A로 장하여 상 방에게 A임을 증명할 수 없음을 보증

하는 기능을 말한다.  패스워드 인증 방식은 보안상으로 

매우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보안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

다. 이러한 패스워드 인증 기반의 암호 기술은 통신 객체

들에게 패스워드 인증 방식을 이용하여 서로를 인증한 후, 
암호키를 공유하도록 하거나 패스워드만을 이용하여 암호

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패스워드 인증 기반

의 암호 기술은 패스워드 인증 기반의 키 동의(PAKA: 
password-authenticated key agreement) 로토콜과 패스워드 

인증 기반의 키 검색(PAKR: password-authenticated key 
retrieval) 로토콜로 분류될 수 있다.[9] 

  2. 공개키 암호

   암호가 처음 사용되지 시작한 이후 1970년  반까지 

암호 방식에서 칭 암호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었

다. 이러한 칭 암호는 키의 분배  리의 어려움이 있

다. 이러한 키의 분배  리의 어려움은 1976년 W. 
Diffie와 M. Hellman의 논문[6]에서 계산  복잡도가 암호

알고리즘의 설계에 응용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해결되었다.  RSA 암호는 소인수 분해(Prime Factorization)
의 어려움에 그 기반을 둔 공개키 암호로서 Diffie와 

Hellman이 제안한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 한 개념을 가

장 충실히 반 되었다. 당시 MIT 교수 던 Rivest, Shamir 
그리고 Adleman 등에 의해 1978년에 설계되었다.[13] 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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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를 이용한 암호화 과정과 복호화 과정의 경우에 수신

자 B가 공개키( ,  )와 개인키( ,  )를 구하여 공개

키를 등록하고 송신자 B가 공개키를 가지고 평문 P를 암

호화한 암호문 C를 보내고 B가 암호문 C를 복호하여 평

문 P를 얻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준비 과정
nB = pB * qB

(nB ) = (pB - 1)(qB - 1)
dBeB ≡ 1 mod     (nB ) 을 만족하는 (eB , dB)

송신자 A
평문 P
공개키 (nB , eB)
암호문 C ≡ PeB mod nB

수신자 B
암호문 C
개인키 (nB , dB)
평문 P ≡ CdB mod nB

(nB , eB)

C

(그림 1) RSA 암호의 암호화 과정과 

복호화 과정

  3. 암호학  해쉬함수

   암호학  해쉬 함수[5][12]는  암호학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쉬 함수는 임의의 길이를 갖는 

메시지를 입력으로 하여 고정된 길이의 해쉬값 는 해쉬 

코드라고 불리는 값을 출력한다. 해쉬 함수는 다양한 길이

의 입력을 고정된 짧은 길이의 출력으로 변환하는 함수로

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할 수 있다.[10]

  

여기서 x는 가변 길이의 메시지이고, y는 해쉬 함수 H()를 

통하여 생성되어지는 고정 길이의 해쉬값(hash code)이다. 
용 해쉬 함수에는 다음과 같이 MD4, MD5  SHA-1과 

SHA-160 등이 있다. 

  4. 일회용 패스워드

   일회용 패스워드(One-Time-Password)는 매번 다른 비

번호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방식을 의

미하며 재 사용하는 비 번호로부터 다음번에 사용할 

비 번호를 유추하는 것이 수학 으로 불가능한 특성을 

가진다.[7] 일회용 패스워드 방식은 한번 사용한 패스워드

는 재사용하지 않는 동 인 특성 때문에, 공격자가 네트워

크 도청을 통하여 사용한 패스워드를 알아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비 번호 노출의 험을 방

지할 수 있다.

  4.1 비동기화 방식

   비동기화 방식은 사용자와 인증 서버 간에 미리 설정

된 동기화 기  정보가 없이 인증 요청 시 난수와 같은 

서버로부터 보내진 값에 의해 OTP 값을 생성하는 방식이

다. 비동기화 방식의 표 인 가 요청-응답 방식이다.  
(그림 2)은 비동기화 방식  요청-응답 방식을 설명한다.

(그림 2) Challenge-response 방식

   요청-응답 기법은 여러 번의 차로 인해 다소 느리고 

사용자가 직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과 인증 서버도 해당 

사용자의 질의 값을 리해야 하는 단 이 있다. 한 인

증 서버와 사용자 사이에서 서로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으

면서 상호 인증을 하므로 요청 값이 동일한 것이 반복

으로 사용될 때 보안문제가 발생된다.[4]

  4.2 동기화 방식

   동기화 방식은 사용자와 인증 서버 간에 미리 공유하

고 있는 비  정보와 동기화 정보에 의해 OTP 값이 생성

되는 방식이다. 동기화 방식은 동기화 정보에 따라서 시간 

동기화(time-synchronous), 이벤트 동기화(event-synchronous), 
조합 방식으로 나  수 있다.
 
  1) 시간 동기화 방식

   시간-동기화 방식은 해쉬 함수의 입력으로 비  값과 

재의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서버 측과 사용자는 시

간이라는 공통된 값을 가짐으로써 동기화 시킬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한 방식이며,  (그림 3)는 시간 동기화 방식에 

한 설명이다.

(그림 3) 시간 동기화 방식

   사용자와 인증 서버간의 시간의 오차가 날 수 있으며 

그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이 이 방식의 핵심이 된다.[2]

  2) 이벤트 동기화 방식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사용자와 인증 서버가 동일한 

카운트 값을 기 으로 OTP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표 인 이벤트 동기화 방식으로는 S/KEY 일회용 패스

워드 시스템이 있다.[8] S/key OTP 시스템의 체 인 동

작 차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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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key 방식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인증을 여러 번 수행하게 되면 

해쉬 함수 용 가능 횟수가 하나씩 어들게 되므로 어

느 시 에 다다르면 패스워드를 재 기화 시켜 주어야 하

는 불편이 있으나, PC등에서 장해 놓거나 미리 계산해 

놓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3) 조합 방식

   시간 동기화 심의 조합방식은 특정 시간간격마다 비

번호가 다시 생성되며, 같은 시간간격 내에서 재시도시

에는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서 비 번호가 바 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벤트 동기화 심의 조합방식은 특정 시간에 

발생한 카운터 값을 기 으로 비 번호가 생성되며, 사용

자가 이벤트 버튼을 러 생성 요청을 할 때마다 값이 바

다. 이러한 조합방식은 기존의 시간 동기화 방식이나 이

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보안성은 향상시킨 측면은 있으

나, 인증서버와 사용자간의 동기화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

다.[3]

  5. 신뢰 컴퓨

   Trusted Computing은 특정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

서나 사용 가능한 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보안 

서비스를 보장하는 통합 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 

랫폼 하드웨어를 포함한 가장 하  벨에서부터 신뢰

성을 검증하고 순차 으로 상 벨로 확장함으로써 신뢰

할 수 있는 랫폼 기반의 사용자 보안을 고려하 다.
   TC 기술의 핵심 구성요소인 TPM은 tamper proof 
circuit으로서 (그림 5)과 같이 구성된다.[11][14][1]

(그림 5) TPM 구조

Ⅲ. 제안 로토콜

  본 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OTP를 이용한 확인자 

기반 키 교환 로토콜을 소개한다. 제안한 로토콜은 패

스워드 로토콜들이 만족해야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

하며, 다음과 같이 비 단계, 키 생성 단계 그리고 인증 

단계로 이루어진다.

  1. 비 단계

    비 단계는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controller), 즉 디

지털락(Digital Lock)이자 인증 검증자가 암호화를 하기

해 필요한 두 개의 소수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RSA 
암호화 키를 생성하여 이를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장공간

인 EEPROM에 데이터를 장하는 단계이다. 비 단계에 

한 내용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비단계

  2. 키 생성 단계

   키 생성 단계는 인증 검증자는 장 공간에 장된 

RSA 키를 로드하고 인증 요청자는 난수를 발생시켜 RSA 
키를 생성하고 서로 교환하는 단계이다. 키 생성 단계에 

한 과정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키생성 단계

  3. 인증 단계

   인증 단계는 인증 요청자가 인증 검증자가 보내  난

수와 공개키를 이용하여 일회용 패스워드 즉, 인증 확인자

를 생성하여 인증 검증자가 인증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인
증 단계에 한 흐름은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 OTP 인증 단계

  4. 로토콜 처리 흐름

   로토콜 구  결과는 세 부분으로 나뉘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사용될 소수를 구하기 해 일련번호

와 난수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소수를 통해 인증 

검증자의 RSA 암호 키를 생성하고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송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키 생성단계로 인증 요청자

가 사용하게 될 공개키와 비 키를 생성하고 서로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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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키를 달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인증 단계로 인증 

검증자에 의해 달된 난수와 인증 요청자가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의 조합을 통해 인증 확인자를 생성하여 인증 검

증자로 송하고, 인증 검증자는 자신이 생성한 난수와 패

스워드를 조합하여 인증 확인자를 생성한다. 인증 요청자

는 해쉬 함수에 의해 생성된 인증 확인자를 인증 검증자

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인증 검증자에게 송

한다. 인증 검증자는 자신이 생성한 인증 확인자와 인증 

요청자에서 수신한 암호문을 복호화 하여 얻어진 인증 확

인자를 비교하여 사용자를 인증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인
증 여부를 결정한 후 인증 결과를 통보하고 인증 검증자

는 인증 확인자의 재사용을 막기 해 새로운 난수를 생

성하고 그 난수를 통해 새로운 인증 확인자를 생성한다. 
다음 (그림 10)은 로토콜의 처리 흐름도를 보여 다.

(그림10) 로토콜의 처리 흐름도

Ⅴ. 결론  제언

   인터넷의 보 과 함께 네트워크 기술의 속한 발 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방 하고 다양한 정보가 빠른 속도로 

송․수신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개방형 네트워크

상에서 암호화키를 공유하고 사용자를 인증하는 문제는 

안 한 정보교환을 해 해결해야 할 요한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보다 효율 인 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 제안한 로토콜은 인증 요청자와 인증 검증자 

간의 일방향 함수 HAS-160의 해쉬 함수와 RSA 암호 알고

리즘을 바탕으로 구 되었다. 한 제안된 로토콜은 

비단계, 암호 키 생성 단계 마지막으로 인증 단계로 세 단

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첫째, 디지털락이라는 특정 제품

에 용함으로써 효율성보다는 보안성에 을 두었다는 

이다. 둘째, 보안성에 한 검증이 정량 인 값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성 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다. 추후

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을 극복할 수 있

는 보안성과 효율성에 한 정량 인 분석을 추가 으로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증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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