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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칭암호시스템은빠른속도로암․복호를행하는장점을지니지만안전하게비밀키를분배하는방법에문제

점이있다. 특히, 비밀통신을원하는불특정 사용자가공통으로가져야할비밀키를분배하는 방안이핵심쟁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Diffie-Hellman 키 교환방법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스킴은 중간공격자

(MITM, Man In The Middle)공격에취약한것으로판명되었다.

본논문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널리사용되는이동전화채널을이용하여강화

된 Diffie-Hellman 키 교환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방안은 이동전화를 통해 교환된 인증번호와 생성된

Diffie-Hellman 키를합성하여송신자와수신자에게세션키를분배하는방안이다.이렇게함으로써 Diffie-Hellman

키교환방법에서쟁점이된중간공격자공격을실용적인방법으로방어할수있다.

ABSTRACT

Although a symmetric cryptographic system has many advantages in speed of encryption․decryption, the security problems with the

distribution method of secret keys have been still raised. Especially, the distribution method of secret keys for unspecified individuals who

want secret communication is becoming a core issue. As a simple solution to this issue, Diffie-Hellman key exchange methods were proposed,

but proved to be insufficient in depending MITM (Main In The Middle) attacks.

To find effective solution to problems mentioned above, this paper proposes the strengthened Diffie-Hellman key exchange methods

applied for the mobile-phone channel which are widely used. This paper emphasizes the way to distribute the synthesized session keys to the

sender and the receiver, which are created with authentication numbers exchanged between the mobile-phones and Diffie-Hellman key. Using

proposed ways, MITM attacks can be effectively defended.

키워드

키 교환방법, 대칭 암호시스템, Diffie-Hellman Key, 이동전화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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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칭암호시스템은 빠른 속도로 암․복호를 행하는

장점을 지니지만, 비밀통신을 원하는불특정 사용자간

에 공통으로 가져야하는 비밀키를 안전하게 분배하는

방법에는문제점이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칭암호시스템에서 키 분배방안

은첫째,송신자와수신자가사전에키를분배하는방법,

둘째,키분배센터(KDC, Key Distribution Center)를이용

하는 방법, 셋째, 공개키 암호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

넷째, D-H(Diffie-Hellman)키분배방안을들수있다[1].

이중에서 D-H키분배방법은불특정인사이에공개적

으로협의절차를거쳐서로간에비밀키를공유할수있

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 방식은 중간공격자

(MITM, Man In The Middle)공격에취약하다는문제점을

지니고있어이의활용에제약요인이되고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송신자와 수신자간

에인증을위해전자서명프로토콜을보완적으로추가

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하지만,이러한접근법에서는

전자서명인프라를구축해야하기때문에부가적인시

스템 요소가 추가되어 키 분배의 부담요인이 되었다

[2][3].

본논문에서는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한하

나의방안으로이동전화를이용하여강화된 D-H키분

배방법을제안하였다.제안방안은이동전화를통해부

여된 인증번호와 분배된 D-H 키를 합성하여 송신자와

수신자에게키를분배한다.이러한방법에따라분배된

키는 D-H키분배프로토콜의최대취약점인중간공격

자공격을무력화시킬수있다.

본논문의구성은제 1장에서론,제 2장에 D-H프로

토콜의문제점분석,제 3장에제안프로토콜설명,제 4

장에제안프로토콜의특성및고찰,그리고제 5장에결

론을기술하였다.

Ⅱ. D-H키 분배 프로토콜 분석

2.1 D-H 키 분배 프로토콜

이프로토콜의목적은메시지암․복호를위해송신

자와수신자가안전하게키를교환하는데있다.이프로

토콜의근본적인원리는이산대수계산의어려움을활

용한것이다. RFC 2630에서는특성이서로다른 3가지

D-H스킴을제시하고있다[4][5].

본 논문은 3가지 스킴 중에서 Ephemeral-Ephemeral

D-H을 기반으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같다.

그림 1. Ephemeral-Ephemeral D-H 스킴
Fig 1. Ephemeral-Ephemeral D-H scheme

상기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매개변수와를

공개변수로알고있다.여기에서는소수이고 는 의

원시근이다.

이와 같은조건에서사용자 A와 사용자 B는자신의

개인값과공개값을계산할수있다.즉,사용자A의개인

값은 이고 공개값은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

용자 B의개인값은 이고공개값은이다.이렇게계

산된 개인값은 자신이 비밀스럽게 유지하고 공개값은

일반채널을통해공개적으로교환한다.사용자A와B는

교환된공개값과자신이유지하고있는개인값,공개변

수를이용하여그림 1.처럼세션키 를생성한다.생

성된세션키 값은동일하게계산되기때문에이를사

용하여송수신자가대칭암호시스템에서메시지암․복

호를할수있게된다[6].

2.2 Ephemeral-Ephemeral D-H의 문제점

이 프로토콜은 사용자 A와 B간에 공개값을 아무런

안전조치없이서로교환하여이를근간으로최종적인

세션키를계산하게된다.이는중간공격자공격에취약

성을보인다.그림 2.에서이를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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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간 공격자의 공격
Fig 2. Man In The Middle Attack

그림 2.에서보듯이중간공격자 C는사용자 A가사

용자 B에게전달하는값을탈취한다.이를이용하여

사용자A와중간공격자C간에사용할세션키로를

생성한다(①). 그리고 사용자 B에게는 자신의 값을

보낸다.이를수신한사용자 B는중간공격자 C와사용

자 B간에사용할세션키로  를생성한다(④). 그리

고사용자 B는사용자 A에게전달할목적으로를보

낸다.이과정에서중간공격자 C가이를탈취한다.이를

이용하여중간공격자C는사용자B간에사용할세션키

를생성한다(⑥).공간공격자C는사용자A에게

를보내지않고자신의공개값를보낸다.이를수신

한사용자A는중간공격자C간에사용할세션키로

를생성한다(⑧).이와같이Ephemeral-Ephemeral D-H에

의한키분배에서중간공격자의공격이이루워지면,사

용자A와B간에송수신되는모든메시지를중간공격자

가탈취하여해독이가능하다.이것은두사용자간의키

분배과정에서서로를인증하는절차가생략되었기때

문이다.이문제점을해결하는방안으로전자서명을통

한 인증기법이 제시되고 있다[1]. 하지만, 이는 공개키

암호시스템과같은기반설비즉,전자서명인프라를구

축해야하기때문에부가적인시스템요소가추가되어

키분배의부담요인이되고있으며활용에많은제약이

된다.

본논문에서는전자서명인프라와같이기반설비에

부담이되지않는 Ephemeral-Ephemeral D-H 스킴에 이

동전화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인증절차를 거쳐 중간공

격자를방어하는새로운기법을제안하였다.

Ⅲ. 제안 프로토콜

3.1 제안프로토콜의 동작 개요

제안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동작

한다.

가정) 사용자는서버응용에자신의이동전화번호를등

록하고이동전화를항상소지하여문자메시지를

확인할수있다.

제안된 프로토콜은 Ephemeral-Ephemeral D-H 스킴

에 사용자 인증을 위한 SMS(Shortest Message System)

인증번호를 전송받기위해 이동전화 채널을 활용하도

록고안되었다.따라서이와같은가정하에제안프로

토콜은그림 3.과같은동작과정을거쳐세션키를분배

한다.

그림 3. 제안 키 분배 방안
Fig 3. Proposes the key exchange methods

<제안프로토콜의동작과정>

①사용자 A는공개키값  
 mod  을계산하고

를서버 B에게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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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버는랜덤한  (인증번호)값을생성한다.

③서버B는이동전화채널을이용하여사용자A에게 

가입력된 SMS를전송한다.

④사용자 A는수신한 를컴퓨터에입력한다.

⑤서버로부터수신한공개값 와자신의개인키값으

로  
 mod 값을계산한다.

⑥사용자A는 와키값 를해쉬함수(H)에입력하여

세션키  ∥를계산한다.

⑦서버 B는사용자 A의공개키값과자신의개인키값

으로  
mod  값을계산한다.

⑧서버B는자신이생성해A에게전송한와 킷값를

해쉬함수(H)에 입력하여 세션키를  ∥
계산한다.

⑨사용자 A와서버 B는생성한세션키의검증과정을

거친다.

* A는 를암호화하여  값을서버 B에게전송

한다.

* A에게 받은 암호문을  복호화를

통해 를취득한다.

* A가보낸 값이자신이생성했던인증번호 값과

일치하는지확인한다.

사용자A가암호화하여서버B에게보낸 값이서버

B가생성해서사용자A에게보냈던 값과일치하면세

션키분배가종료된다.

3.2 중간공격자 공격 방어

제안프로토콜의동자절차를그림 3.에서보였다.그

리고원래의 Ephemeral-Ephemeral D-H스킴에서약점인

중간공격자 C의공격절차를그림 2.에서보였다.그림 2

에서보듯이중간공격자 C가송신자 A로위장하여수

신자 B에게 자신의 공개값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간공격자C와B간에동일한세션키를생성한다.똑같

은방법으로송신자B로위장하여A에게자신의공개값

을제공하고B의정보를탈취하여,중간공격자C와A간

에동일한세션키를생성하게된다.

이러한결과는A와B간에전송되는모든메시지들이

중간공격자 C에의해해독이된다.이렇게취약점이존

재하게 된 이유를 Ephemeral-Ephemeral D-H 스킴의 동

작과정에서찾아보면송수신하는사용자간에서로를

인증하는절차없이공개값이교환되기때문이다.하지

만, 제안 프로토콜에서는 서버측에서 PRNG(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를 통해서 인증번호를 생성

하고,이를서버측에미리등록된이동전화번호를통해

클라이언트 이동전화에 인증번호를 송신한다. 이동전

화 단문메시지를 통해서 수신된 인증번호를 클라이언

트의컴퓨터에입력하도록하여입력된인증번호와원

래의 Ephemeral-Ephemeral D-H 스킴에 의해 계산된 키

를해쉬함수에입력하여 양자간에동일한세션키를생

성하는방안이다[7].이는이동전화채널을활용하여해

당이동전화기에만인증번호가전송되기때문에서버

가 이동전화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방식

이다.따라서,중간공격자는송수신자간에전송되는공

개값은취득할수있지만이동전화기를통한인증번호

는취득할수없기때문에중간공격자가송수신자에게

분배된세션키를생성할수없다.따라서,송수신자간에

전송되는메시지를해독할수없게되어중간공격자공

격을방어할수있다.

Ⅳ. 제안프로토콜의 특성 및 고찰

제안프로토콜의특성을분명히하고자다음과같이 5

가지측면에서기존의 Ephemeral-Ephemeral D-H스킴과

전자서명을통한사용자인증 D-H스킴과비교검토를

하였다.

첫째,키분배속도측면을고려할수있다.

원래의 Ephemeral-Ephemeral D-H 스킴의키분배속

도는인증절차없이키분배가이루어지기때문에속도

면에서가장빠르다.반면전자서명인증D-H스킴은서

버가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절차에서 소요되는 시간

으로인해속도면에서는느리다.제안한스킴또한이동

전화기에서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클라이언트에

입력하는과정을거쳐야하기때문에키분배속도는원

래의 Ephemeral-Ephemeral D-H스킴보다느리다.

둘째,스킴의복잡도측면을고려할수있다.

원래의 Ephemeral-Ephemeral D-H 스킴의 복잡도가

가장낮다.전자서명을통한사용자인증이부가된 D-H

스킴은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를전제로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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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복잡한인증서관리등의부담이수반되어복잡도

가장높다.제안스킴은간단히이동전화를통해서인증

이이루어지기때문에전자서명을통한인증방식을채

택한D-H스킴보다는복잡도면에서낮다.

셋째,생성된세션키의안전성에대해고려할수있

다.

원래의 Ephemeral-Ephemeral D-H 스킴에서 생성된

세션키는 송․수신자 모두 비밀스럽게 유지하는 비밀

값에의해키의안전도가좌우된다.제안스킴은원래의

Ephemeral-Ephemeral D-H키와인증번호를해쉬함수에

넣어그결과값이세션키가되기때문에각자의비밀값

이 공격자에게 노출이 되었어도 인증번호를 취득하지

못하면세션키를계산하기가어렵다.따라서,세션키의

안전도 면에서는 제안방안에서 분배된 세션키가

Ephemeral-Ephemeral D-H에서생성된세션키보다안전

하다.

넷째,스킴의견고성측면을고려할수있다.

원래의 Ephemeral-Ephemeral D-H 스킴은 가정 사항

이 공개값과비밀값을 정의하고, 공개값은 일반채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교환하고, 비밀값은자신만이 유지

한다는전제하에서동작된다.따라서전송중에발생할

수있는공개값의손상에유무에따라스킴의견고성이

영향을받는다고볼수있다.제안방안에서는이러한공

개값교환과더불어추가적으로이동전화채널을통한

인증번호 송신이이루어진다. 이는클라이언트에게 안

전한 인증번호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클라이언

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등록되어

있어야한다는전제가필요하다.또한서버와클라이언

트간의이동전화채널도중간공격자가도청할수없는

안전한채널을가정한다.따라서제안한스킴의견고성

은 Ephemeral-Ephemeral D-H스킴보다낮다고볼수있

다.전자서명인증서를활용하여사용자를인증하는방

식에서는추가적으로인증서발급,인증서폐기등의복

잡한인증서관리절차가수반된다.또한매번인증서를

추가적인매체에보관하여유지하고,사용시마다이를

컴퓨터에 인식시키기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

에이스킴의견고성은제안방안보다는낮다고판단할

수있다.

다섯째,응용측면에서스킴의실용성을고려할수있

다.

실용성이 가장 좋은 것은 인증기능이 빠진 원래의

Ephemeral-Ephemeral D-H방식일것이다.하지만전자

서명인증방식을 Ephemeral-Ephemeral D-H스킴에추가

한스킴을생각할수있다.이경우에는송수신자에게안

전하게세션키가분배되지만,전자서명에필요한공개

키 기반구조에서 안전하게 인증서가 관리되어야 하는

부담을지니게된다.따라서,이는 PKI가전제되어야하

기때문에 실용성이떨어진다고 할수 있다. 이에반해

제안방안에서는 기존의 이동전화 채널을 사용하여 간

단하게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스킴이 Ephemeral-

Ephemeral D-H스킴에추가된것이기때문에실용성이

높다고할수있다.

위의다섯가지측면의비교를통해제안프로토콜은

기존의다른두스킴에비해실용성이좋으며,중간공격

자로부터공격을방어할수있어안전성도좋은것으로

나타났다고판단할수있다.현재가장안전한방식으로

인식되는 전자서명 인증방식은 중간공격자 공격에 안

전하지만, 인증서를활용해 사용자를인증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고,인증서를분배,관리하는복잡한절차와전

자서명인프라를구축하고관리하는데많은비용이든

다는문제가있다.하지만제안방안은기존의이동전화

채널을그대로활용하므로따로인프라를구축할필요

가없다.또한키를분배과정중에세션키를생성을위해

필요한 인증번호를 이동전화 SMS를 활용해 세션키를

생성한사용자를인증하는절차를거치므로중간공격

자공격에안전하다할수있다.따라서실용성과안전성

면에서좋아현재인터넷상거래에서일상적으로사용

되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시스템을 본 시스템

으로대체할경우보다안전한전자상거래가이루어질

것으로판단된다.

Ⅴ. 결론

본논문에서는 D-H키분배방식의최대약점인중간

공격자공격을방어할수있는방안을제안하였다.제안

방안에서는 중간공격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인터

넷채널을통해서는 D-H공개값을송수신하고통신을

원하는사용자인증을위해서는이동전화채널을사용

하여전송한인증번호를가지고,계산된 D-H키와수신

된 인증번호를 해쉬함수에 입력하여 세션키를 생성하

였다. 이렇게생성된 세션키로인증번호를 암호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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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를보낸서버에보내고이를수신한서버가자

신이계산한세션키로복호화하여복호화된인증번호

와 보냈던 인증번호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검증과정을

거쳐양자간에세션키분배를완료한다

제안방안은 D-H키분배방식에서중간공격자를방

어하는다른방안에비해단순하다.전자서명과같이복

잡하고비용이발생하는인프라를따로구축할필요가

없이, 상용화되어일상적으로 사용되는이동전화 인프

라를변경없이그대로활용함에따라실용성이다른스

킴에비해강화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인터넷채널과

이동전화채널을 2중으로사용하여제안프로토콜이동

작되기 때문에 중간공격자의 공격을 견고하게 방어할

수있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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