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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상용기술을 접목한 군의 통신 기반체계 또한 무선체계 위주로 변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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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차세대 전술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이 All IP 기반의 무선체계로 전력화될 예정이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선 환경에서 예상되는 위협요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터널링 기법에 대해 연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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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foundation system of military

communication that is based on the daily use technology has been changed in to wireless system. However, military

communication contains clssified information, and it is expected to have increase amount of enemy’s there in such a

imperfect security system. The next generation of tactical network communication system is expected to adopt All

IP based wireless system. This research studies expected threatening factor on the wireless environment, and find

the appropriate tunnel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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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군은 현재 유선체계 기반의 네트워크 통신체계에서

점차 무선체계 기반의 통신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전

력화를 추진중인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

nications Network)체계는 All IP 기반의 무선 네트워

크 환경이다.[1] 이러한 무선 네트워크는 접근이 용이

하고 손쉽게 트래픽이 관찰, 수집될 수도 있다. 즉 다

양한 유형의 공격 방법으로 군의 보안체계를 무력화

시키거나 군사 비밀이 쉽게 유출될 것이다. 현재 군에

서는 무선 환경의 차기 전술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적

용할 강력한 보안체계들을 연구 중이고 앞으로 그러

한 보안체계가 적용될 것이다. 군의 무선 환경에서는

유선과 마찬가지로 공격자가 네트워크 패킷을 수집하

거나 가로채기가 힘들어지도록 무선 매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안 터널링 기법이다.

보안 터널링 기법은 터널의 시작점과 종점 사이에

서는 실제로 무선 매체를 사용하는 구간이지만 제3자

가 볼 때는 유선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패킷을

획득하더라도 이를 분석하여 공격으로 연계하는 작업

은 불가능할 것이다.[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군의

개발 전략에 맞추어 군의 무선 환경의 취약점 분석과

군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키 교환 방법을 살펴보고

군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 가능한 보안 터널링

기법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군 무선 네트워크 환경

2.1.1 현재 군 무선 보안체계

현재 유선체계의 부대 간 데이터 통신망은 라우터

암호장비에 의한 보안 터널에 의해 보호된다. 라우터

암호장비는 전술통신망을 통해 상급/인접/예하부대들

의 암호장비와 연결되어 IPSec과 같은 보안 터널을

형성한다.[2] 또한 각 암호장비별 기능은 <표 1>과

같다.

(그림 1) 라우터 암호장비에 의한 보안 터널링

<표 1> 보안 장비별 기능

장비명 비 고

KMA
서버

ㆍ 인증 및 암호키 관리
ㆍ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용

USB
암호모듈

ㆍ C4I 체계 접속시 개인 인증 용도
ㆍ 인증서 및 암호키 저장

라우터
암호장비

ㆍ 게이트웨이간 암호화 및
보안터널 형성

2.1.2 차기 군 무선 환경

군 무선 네트워크 환경은 All IP 기반의 무선 체계

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군은 이동 중계

소 역할의 MSAP(Mobile Subscriber Access Point)과

스마트폰의 형태의 사용자 단말기인 (TMFT, Tactical

Multi-Function Terminal), 현재의 일반적인 지휘용

무전기를 데이터 및 영상정보 송수신까지 허용하는

TMMR(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무전기

등으로 전력화할 예정이다.[1] 따라서 현재와 같이 통

신병이 통신선을 각 단말기에 전부 연결하여 작전 지

휘소를 구축하거나 작전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화선

을 구축하는 수고는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기동을 하

는 지휘소 및 지휘소와 긴밀한 통신을 유지하는 하급

제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용 WiBro 기술을

적용한다. 즉 (그림 2)와 같이 WiBro 단말기로부터 기

지국, 인증서버, 제어국으로 이르는 모든 구성을 차량

화된 MSAP에 통합하여 작전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임

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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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iBro를 적용한 차기 무선 네트워크

구성 모습

2.2 상용 무선 네트워크 보안 기법

2.2.1 보안 터널링

초기 터널링 기술은 가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실제 패킷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상 네트워

크에 진입하는 곳에 있는 라우터 등이 헤더를 수정하

여 가상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가상 네트워크의 최종

라우터가 수정된 헤더를 원상태로 되돌려 최종 수신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가상 네트워크에

서는 실제 패킷의 목적지나 송신지가 나타나지 않으

며 새로운 패킷으로 보이게 되므로 실제 패킷의 생성

자와 소비자를 알 수 없다.[3]

2.2.2 IPSec 보안 터널링

IPSec은 네트워크 계층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메커니즘으로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 의해 설계된 프로토콜이다. 인터넷 프로토콜

표준인 IPv4와 IPv6에 모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현대 암호학 기술들을 사용

하고 있으며 암호화와 인증이라는 강력한 보안서비스

를 IP패킷 단위로 제공해준다. IPSec은 인터넷망의 보

안 문제인 인증, 접근제어, 비연결형 무결성, 기밀성,

재연(Replay) 공격 방지, 데이터 근원 인증 등을 지원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가상사설망 터널링을 위한

보안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다.[4][5]

IPSec의 장점은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제공

하고 다양한 암호화 기법(DES, 3DES, AES, RC4)과

데이터 무결성 기법(MD5, SHA-1)을 지원하여 광범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가능하다. 또한 IP패킷을 암

호화 하므로 모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Site-to-Site, Site-to-Client, Client

-to-Client와 같은 상호 연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에 반해 IPSec의 단점은 VPN 형성시 클라이언트를

위해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고 인증서를 관

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4][5]

2.3 군 무선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

2.3.1 패킷 Sniffing 공격

패킷 스니핑은 네트워크상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상대방들의 패킷 교환을 엿듣는 것을 의미한다. 패킷

스니핑은 일종의 도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선 네트

워크 환경에서는 패킷에 대한 암호화, 인증과정 등이

유선환경에 비하여 취약하기 때문에 기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무선환경에서는 공격자가

네트워크 경로를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스니핑

공격 발생 가능성이 크고 이를 통해 트래픽 분석을

하여 어떠한 유형의 데이터가 많이 교환되는지, 현재

작전 상황을 분석하는데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2]

2.3.2 Spoofing 공격

스푸핑은 공격자가 네트워크 장비를 속여서 공격자

의 연결이 합당한 것이며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이 허

가된 컴퓨터라고 여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

적인 스푸핑 공격으로 공격자는 자신의 MAC 주소를

사용하여 허락된 MAC 주소로 변경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메시지 변조가 가능하고

앞서 살펴본 스니핑 공격을 통해 인증 정보 획득도

가능할 것이다.[2]

3. 대응 방안

3.1 보안 터널링 적용 방안

3.1.1 보안 터널링 적용 범위

군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음성통신과 데이터

통신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MSAP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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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to-Peer 통신 보호가 핵심이 될 것이다. 즉

MSAP을 중심으로 외부로의 암호화는 기존의 암호 장

비를 통해 암호화하여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MSAP의 무선 네트워크 내부의 최종 단말기는 그 수

가 많기 때문에 암호장비를 전부 장착하는 것은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TICN 체계의 보안 터널

링 적용 내용은 <표2>와 같다.

<표 2> TICN 보안 터널링 적용 구분

구 분 내 용 터널링 적용

Gateway-to
-Gateway

MSAP-to-MSAP
전력화 예정
(라우터암호장비)MSAP-to-사단,

군단급 서버

Client-to-
Gateway

TMFT-to-MSAP 현재까지 터널링
적용방안 없음

Peer-to-Peer TMFT-to-TMFT

3.1.2 소규모 보안 터널 서버 적용

현재 군에서는 인증서 기반의 PKI(Publiv Key Infr

astructure)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간의 키 교환이나 K

MA 서버로부터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1] 그러나

무선 환경에서 이러한 방법을 적용 시 상급부대의 K

MA 서버와의 통신을 위해 많은 트래픽 소모량이 요

구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표3>과 같이 MSAP의 인

증서버를 키 교환 및 인증을 위한 소규모 보안 터널

서버를 적용하여 최종 단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접속을 위한 인증정보만을 유지하도록 체계를 개발

해야 한다.

<표 3> MSAP의 구성

체계 장비 운용 목적

운용관리기 MSAP운용/인증서버 역할

운영터미널 운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접속제어기
TMFT 할당, 내부망 접속제어,
소형 중계기

무선망
동기장치

소형 중계기 동기 유지

무선 접속기 TMFT 무선 기지국 접속

소형 중계기 소형 무선 기지국 접속

3.1.3 보안 터널링을 위한 키 교환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터널링에는 암호화를 위한

상호간의 키 교환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군 무

선 환경에 적합한 키 교환 방법으로 패스워드 기반의

PAK(Password-based Authenticated key Exchange)

을 적용하였다. PAK은 국제 전기 통신 연합에서 제

정한 국제 프로토콜 표준(ITU-T X.1035)으로 보안

터널링을 요하는 단말 간 혹은 단말과 라우터 간에

서버를 설치하고 해당 서버가 각 단말의 고유 패스워

드를 기반으로 키 해쉬 및 난수값을 전송한다. 각 단

말은 전송받은 값들을 기반으로 키 공유 프로토콜인

DH(Diffie-Hellman)을 수행하여 보안 터널 형성을 위

한 동일한 암호키를 생성 및 상호 인증할 수 있다.[6]

[7]

3.2 PAK에 의한 Peer-to-Peer 보안 터널 생성

(그림 3)은 PAK에 의한 Peer-to-Peer 보안 터널

생성 절차를 나타낸다.

(그림 3) PAK에 의한 보안 터널링 생성 절차

① TMFT가 ID/PW를 등록하면 가입자 정보가 서

버에 반영하고 입력한 ID/PW는 PAK에 의한

보안 정책 협상 시 Secure 채널 생성을 위해 사

용됨.

② PAK을 이용해서 MSAP의 서버와 TMFT 간

보안 협상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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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 입력한 ID/PW가 패킷 헤더와 함께서버에

보내지면 서버에서는 수학적 연산을 통하여 ID/

PW, TMFT와 서버의 주소 값들을 조합하여 Se

cure 채널을 생성하기 위한 키를 생성

②-2 TMFT로 인증을 위한 주소 값과 인증 정

보를 전송하고 TMFT에서는 받은 정보를 이용

하여 서버에서 생성한 키를 확인하고 인증정보

를 다시 서버로 보내 확인 후 Secure 채널 생성

③ Secure 채널을 이용하여 TMFT ↔ MSAP 서버

와 통신이 이루어짐. 데이터는 KH(Keyed Hash)

를 이용하여 교환하고 KH는 보안 협상과정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해 생성한 Key값을 이용

④ TMFT 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서버에 Pseu

do ID/PW 요청

⑤ 서버는 각 TMFT와 설정된 Secure 채널을 이용

하여 Pseudo ID/PW 전달

⑥ TMFT 간 PAK에 의한 보안 협상

⑥-1 Pseudo ID/PW, 각 TMFT의 주소 값들을

이용하여 키를 생성

⑥-2TMFT간 생성한 키를 이용하여 인증정보

를 확인, 검증하여 Secure한 터널 생성

⑦ TMFT 간 생성된 보안 터널을 이용하여 TMFT

↔ TMFT 간 통신이 이루어짐. 데이터는 KH를

이용하여 교환하고 KH는 TMFT간 보안 협상과

정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해 생성한 Key값을 이

용

4. 제안 기법의 장점

4.1 시스템 안정성 측면

TICN 체계에서는 1대의 MSAP 서버에 250개가 넘

는 TMFT가 접속되기 때문에 보안 터널링이 생성되

기 위해서는 과도한 트래픽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안하는 PAK은 IPSec과 같은 상용화된 터널링에 비

해 키 교환 절차가 매우 간단하여 오버헤드가 적게 발

생된다. 또한 인증서 인증을 통한 통신과정이 없기 때

문에 트래픽이 적게 발생될 뿐더러 250여 개의 TMFT

인증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어 IPSec에 비해 시스템

적으로 안정적이다.

4.2 비용적 측면

PAK에 의한 보안 터널링 생성은 ID/Password에

의한 키 교환 방식으로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PKI와 같은 보안 인프라(접속용 USB, 인증을 위한

KMA 서버 등)가 필요 없다. 1대의 MSAP에 250여개

이상의 TMFT에 보안 USB를 장착한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며 인증서를 저장하기 위한 KMA와

같은 서버를 장착하는 것도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따

라서 PAK에 의한 보안 터널링 생성 방법은 MSAP에

장착하기 위한 소규모의 서버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4.3 보안적 측면

우선 IPSec은 client 인증 및 키 교환을 위한 인증서

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서의 유출이 문

제가 된다. 이에 반해 PAK은 인증 및 키 교환을 위해

매 세션마다 난수를 재생성하여 키 유출의 위험을 최

소화할 수 있다. 또한 공격자가 패스워드를 데이터베

이스에 미리 저장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전 공격

(dictionary attack)이나 하나의 세션에서 교환된 정보

를 후에 다른 세션에서 재사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공

격자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재생 공격에도 취약

하지 않다.

5. 결 론

본 논문은 All IP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인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체계에서 보안대책이 다소 미흡한 MSAP 이

하의 Peer-to-Peer 통신을 보안 터널링의 종류와 적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군의 보안 방

법처럼 보안 USB를 활용하거나 라우터 암호장비를 활

용한다면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해질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이미 TICN의 전력화 시기가 전력화 비용

문제로 매년 지체되고 있는 실정에서 최말단의 단말기

마다 보안 UBS를 장착하고 KMA와 같은 대용량의 서

버를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기동성이 중요한 MSAP의 체계에서 인증서 인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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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과도하게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면 중요한 장소와

시기에 통신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AK에 의한 터널링 기법은 현재의 군 시스

템을 적극 활용하면서 최말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Peer-to-Peer 통신과 조기에 TICN을 전력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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