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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LEE et al. proposed an attribute-based authenticated key agreement protocol 

over home network, which aimed to support authentication and key agreement between user and 

home server. However, if the home server is attacked in the protocol, the effects are influenced 

to the overall home network components severly. Thereby, this paper proposes a new 

ticket-based authentication protocol using user attributes between user and home devices to 

solve the problem. The proposed protocol supports the various levels of security to user by 

diversifying the network accessibility depending on user attribute. Thereby, the protocol could 

support more secure home network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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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홈네트워크 기술은 가정 내의 모든 정보가전 

기기가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기기, 시간, 장

소의 제약없이 다양한 고품질의 홈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가정환경을 제공하

는 기술이다[1]. 이러한 홈네트워크는 다양한 사이

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보보안 문제는 

홈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다양한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뿐 아니라 개인의 생

명 및 자산의 피해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

는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증 

및 키교환, 접근제어, 그리고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등의 고려해야 할 보안요소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홈네트워크를 위한 사용자 인증 문제는 

홈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2-4]. 

홈네트워크 인증을 위한 국내표준은 한국정보통

신기술협회(TTA)에 의해 EEAP-PW가 채택되었으

며, 국제 표준화 작업은 ITU-T Study Group 17, 

Question 9에서 TTA 표준을 토대로 

X-homesec-3란 이름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5-6]. 특히, 홈네트워크에서의 사용자 인증은 

안전한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선행 기술이다[2-3].  홈네트워크 인증을 위해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은 EAP-MD5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MD5)이다

[7]. 하지만, EAP-MD5는 인증서버만 사용자를 인

증하는 단방향 인증을 제공하고 키 생성 기능을 제

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자공격(Man-In-The- 

Middle attack)과 서비스거부(Denial of Service)에 

취약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2006년 TTA는 

EAP-MD5의 취약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EEAP-PW(Encrypted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PW)를 표준화하였다[8]. 하지만, EEAP 

-PW 또한 키 전송과정에서 전방향안전성(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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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cy)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보안 취약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논문[9]에서는 EEAP-PW 프로토

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속성기반 인증된 키교환 프로토콜을 제안

하였다. 

 사용자 인증 기법은 Lamport에 의해 처음 제안

되었고, 패스워드를 이용한 안전한 원격 패스워드 

인증 기법과 TTP(Trusted Third Party)기반 기법

을 포함한 다양한 기법 형태로 발전하였으나 이들 

기법들은 대부분 패스워드 테이블에 대한 공격에 취

약하였다[10-11]. 2006년 Mangipudi와 Katti는 사

용자 익명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부 공격에 강한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12]. 인터넷이 보편화 되고, 

다양한 유무선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

한 형태의 사용자 접근제어에 대한 요구사항이 도출

되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인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속성 기반 암호(Attribute based 

Encryption, ABE)기법이 Waters에 의해 제안되었

다[13-14]. ABE는 속성 값을 암호 인자로 사용하

여 동일한 속성을 가진 사용자만이 암호화된 데이터

를 복호할 수 있는 암호 기법이다. 특히,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가족 구성원들(관리자, 성인, 어린이, 노인 

등)과 원격 관리자들(수도, 전기, 가스 검침 등) 등

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제어 기법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어린

이나 노인들에게 화재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홈장비 

서비스의 접근을 허용하게 되면 치명적 사고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또한, 원격 관리자들에게 가족 구성원

들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

자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된 접근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인증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요하다.

논문[9]는 속성 기반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다

양한 레벨의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속성 기반 사

용자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토콜은 

사용자의 속성에 따라 차별화된 홈네트워크 접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토콜은 사용자 등록 단

계와 인증 단계로 구성되는데, 등록단계에서는 사용

자 정보와 패스워드 및 속성 관련 정보를 서버에 

등록한다. 인증 단계에서는 등록된 정보의 소유 여

부를 통해서 사용자와 홈서버 간에 양방향 인증을 

수행한다. 하지만, 논문[9]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의 

사용자 인증은 홈서버의 안전성에 기반하고 있다. 

만약 홈서버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홈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논문[9]의 문제 및 기존의 홈네

트워크 인증 프로토콜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자, 홈서버, 홈 장비간의 상호인증을 제공하는 

새로운 속성정보를 이용한 티켓기반 인증 프로토콜

을 제안한다. 특히, 속성 기반 암호 시스템의 속성

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속성에 따른 다양한 레벨의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제안한 프로토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프로토

콜의 안전성 분석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

는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한 속성기반 인증 프로토콜

본 장에서는 사용자, 홈서버, 홈장비간의 상호인

증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속성 값을 이용하여 차별

화된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속성기반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초기 사용자 인증과정에서 홈

서버가 사용자에게 티켓을 발급함으로서 여러번 인

증이 필요한 으용에서 인증 시 발생하는 통신 및 

연산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2.1 표기법

본 절에서는 프로토콜에서 이용할 표기법을 표 

1과 같이 정의한다.

표 1. 프로토콜 표기법

Table 1. Notations of Protocol

표기 의    미

 사용자,홈장비,홈서버의 식별자

 사용자의 패스워드 

 홈서버의 비밀키


홈서버와 홈장비간 사전에 공유

된 비밀키

 
홈장비에 대한 접근리스트

 사용자의 랜덤 값 ( ∈ )

 홈장비의 랜덤 값 ( ∈ )


 키 K를 이용한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 함수

 가 생성한 타임스탬프

2.2. 프로토콜 수행 과정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크게 사용자 등록 단계와 

사용자 인증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등록단계에서는 

사용자 식별자, 패스워드 및 속성 정보를 서버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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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다. 사용자 인증단계에서는 등록된 사용자 정보

의 소유 여부를 통해서 사용자와 서버 간에 양방향 

인증을 수행하고 티켓을 발급한다. 이후 추가적인 

인증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티켓을 이용한 인

증과정을 수행한다. 

User Home Sever

    M1 
 

 mod 계산

 
 



⊕계산

ID,
,AK 홈서버에 저장

AK 접근리스트(
)에 저장

그림 1. 등록 단계

Fig. 1 Registration Phase

2.2.1 등록단계

등록단계에서 사용자는 그림 1과 같이 자신의 

개인 정보와 속성정보를 안전한 채널을 통해 전송

하고, 홈서버는 사용자의 정보를 등록한다. 홈서버

는 자신과 연결된 모든 홈장비( )에 대한 접근리

스트( 
)를 유지한다. 이때, 접근리스트는 사용자

의 속성정보에 따라 홈장비에 대한 접근가능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이다. 등록단계의 전체적인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계1. 사용자는 홈서버에게 자신의 식별자 와 

패스워드   그리고 속성 값 을 포함한 메시

지    을 안전한 채널을 통해 전

송한다. 여기서 은 사용자의 n개의 속성값으로 

  ⋯ 이다.

단계2. 메시지  을 받은 홈서버는 
  


 mod 를 계산하고 자신의 비밀키를 이용

하여 사용자 정보 를 계산한다.

 
  



⊕               (1)

여기서 는 사용자의 속성 값 

  ⋯과 서버의 비밀키를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2)

Home ServerHome DeviceUser

},,,,{
)||||||(

mod

mod

1

1

UHUHU

nUUEVUH

UPW

PW
PW

a

p

MACTAIDIDM
ATIDAfMAC

TVEV

pgV
pgA

Za

U

U

U

=
=

Å=

=

=

Î

},{ ,,,,2 UHUHUD MACTAIDIDIDM =

},,,{
)||||(

)||(

))}(,,({

?
?

1)(

)||||||(?

3

1

1

'

1

'

1

''

'

HHDHU

HHDkHD

EVHU

Uk

UPW

ID

j

n

j

sjj

nUUEVUH

UPW

U

TMACMACTicketM
TIDIDfMAC

TicketXfMAC
XhLifeTimeIDETicket

IDVX

ACAK
AKAK

akAK

njxahak

ATIDAfMAC
TVEV

TTT

U

D

U

=
=

=

=

Å=

Î
=

=

££Å=

=

Å=

D£-

Å
=

},,,,{
)||||||(

)(
mod

mod

)||||(?

4

1

1

DDUHU

DDDSVDU

D

b
D

b

p

HHDkHD

H

TMACMACBTicketM
TDHIDBfMAC

TXhSV
pADH

pgB

Zb

TIDIDfMAC
TTT

=
=

Å=
=

=

Î

=

D£-

)||||||(?

)||(?

)(

mod

1

1

DDDSVDU

EVHU

D

UPW

b
U

D

TDHIDBfMAC
TicketXfMAC

TXhSV

IDVX
pBDH

TTT

U

=

=

Å=

Å=
=

D£-

1M

2M

3M

4M

티켓의 유효성 체크

체크

그림 2. 초기 인증단계

Fig. 2 Initial Authenticati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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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서비스 제공 및 이용
그림 3. 티켓기반의 인증단계

Fig. 3 Ticket-based Authentication Phase

홈서버는 각 장비에 사용자의 접근 허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자의 값을 그 사용자가 접근

권한을 가진 각 홈장비 접근 리스트( 
)에 포

함시킨다. 

2.2.2 인증단계

인증 단계에서 홈서버는 사용자 속성에 따른 인

증을 수행한다. 특히, 이때 다양한 서비스에 효율적

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티켓을 발급한다. 그림 2

는 초기 인증 단계의 전체적인 수행 과정을 보여주

며 상세한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계1. 사용자는 랜덤 값 ∈를 선택하고, 

   mod 을 계산한 후  
 

 와 

  
⊕ 를 계산한다. 또한 사용자 속성값 

  ⋯과 타임스템프 를 포함한  

  
 ║ ║   를 계산하여 메

시지       을 홈장비에

게 전송한다.

단계2. 을 받은 홈장비는 자신의   정보를 

포함하여    메

시지를 홈서버에게 전송한다.

단계3. 홈서버는 현재 타임스템프 를 이용하여 

   ≤  연산을 통해서 메시지 가 적

법한 시간 범위에 전송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여

기서  는 전송 지연이 고려된 적법한 전송 시

간 범위이다. 적법한 전송 지연  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다. 홈서버는 

 ′   ′
⊕  , 

 ′     를 계

산한 후  와 비교하여 메시지의 적법성 여

부 확인 후, 적법하면 사용자의 속성 정보가 해당 

홈장비 접근리스트에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즉 

′  ⊕   ≤ ≤와  ′ 
  



⊕을 계

산하여, 계산한  ′과 저장된 가 같은지 비

교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가 해당 홈장비 접

근리스트
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위의 모든 검증과정을 통과하면 

  
⊕ 을 계산 하고, 홈서버와 홈장비 

사이에 사전에 공유된 키 로 

를 암호화하여 티켓을 다음과 같이 발급한

다. 

             (3)

그리고 홈서버는   
 ║  와

  
     를 계산한 후, 메시

지         을 홈장

비에게 전송한다.

단계4. 홈장비는 타임스템프 의 적법성을 검

사하고,    
     의 검증을 

통해 메시지의 적법성을 확인한 뒤 티켓의 유효

성을 검증한다. 적법한 메시지인 경우 랜덤 값 

∈를 선택하여    mod     mod 

와    ⊕  계산한 후,    


 ║ ║  을 계산하며, 메시지 

          를 사용자

에게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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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5. 메지시  를 받은 사용자는 타임스템프 

의 적법성을 검사하고, 

    mod    
⊕   와 

  ⊕를 계산한다. 그리고 

   
 ║ ║  와 

   
 ║  의 검증을 통해 적법

한 메시지 여부를 판단한다.  

2.2.3 티켓을 이용한 인증

제안한 인증 프로토콜의 초기 인증 단계를 매 

인증시 사용한다면 서버의 연산 및 통신 오버헤드

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초기 인증 후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경우에 홈서버로부터 발급 받은 티

켓을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한다. 그림 3은 초기 인

증 단계 이후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때 티켓을 

이용한 인증을 수행하고,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계1. 사용자는   
    

를 계산하고, 자신의 ID정보와 티켓 및 타임스탬

프 를 포함한,       

을 홈장비에게 전송한다.

단계2.  을 받은 홈 장비는 타임스템프 의 적

법성을 검사하고,    
     

의 검증을 통해 메시지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홈서

버와 공유하는 공통키()로 티켓을 복호화하여 티

켓의 Life Time 유효성을 검증한다. 

           (4)

Ⅲ. 분석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증 프로토콜

의 안전성을 패스워드 추측공격(Password 

guessing attack), 재전송 공격(Reply attack), 위

장공격(Impersonation attack), 중간자공격

(Man-in-the-middle attack)측면에서 분석을 하

고, 제안한 두 인증기법에 대한 연산과 통신량에 

초점을 맞춘 성능분석을 제시한다.

[패스워드 추측 공격]  제안한 인증 프로토콜에서 

공격자가 패스워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고받는 메시지  ,  , 를 통해서이

다. 메시지 에서 사용자의 패스워드 정보는 

 
 ║║   에 의존적이고, 

 에서   
⊕ 의 정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공격자가 
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계산하는 것은 이산대수의 어려움에 근

거한다. 또한 에서 공격자는 티켓에 포함된 해쉬

된   
⊕   값을 통해 패스워드 추측이 

가능 하지만 티켓은 홈서버와 홈장비사이에 사전에 

공유된 공통키 로 암호화 됨으로 해쉬된   를 

통해 사용자 패스워드를 추측하는 것 또한 이산대

수 문제의 어려움에 근거한다.  

[재전송공격] 재전송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한 

기법은 타임스탬프와 도전/응답 기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 홈서버는 사용자의 메시지 송

신 시간  와 메시지 도착 시간 에 대하여 

   ≤  연산을 통해 재전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격자가  ,  ,  ,  을 캡

처한 후 재전송공격을 할 경우, 캡처된 메시지 내

의     로 인해  의 시간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만약, 공격자가  조건 내에 재전송 공

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전/응답에 이용된 랜덤 값 

a, b에 대한 적절한 변경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재

전송 공격에 강하다. 그리고 제안한 인증 프로토콜

의 티켓 기반 인증 단계에서도 타임스탬프를 이용

한 도전/응답을 이용하기 때문에 재전송공격에 안

전하다. 

[위장공격과 중간자공격] 제안한 프로토콜에서 위

장공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위장공격, 홈

장비 위장 공격 그리고 홈서버 위장공격 관점에서

의 분석이 필요하다.   

￭ 사용자 위장공격 : 첫 단계에서 공격자가 사

용자를 위장하기 위해서는 패스워드 관련 정보

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  , 를 

통해서 패스워드 추측 불가능은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려운 문제이므로 사

용자 위장공격에 안전하다. 또한 티켓을 이용한 

인증 단계에서 공격자는  와 티켓에 포함된 

정보를 자신의 정보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위장공격에 안전하다. 

￭ 홈장비 위장공격 : 공격자가 홈서버 위장을 

통해 에서 A값을 얻고, 랜덤 값 생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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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와 을 

알 수 없는 공격자는 올바른  을 유도할 

수 없으므로 홈장비 위장공격에 안전하다. 

￭ 홈서버 위장공격 : 공격자는  와  
를 

알 수 없으므로,   
 ║  ,

  
     값을 유도할 수 없

고 적법한 티켓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홈서

버 위장 공격에 안전하다. 만약 공격자가 중간

자공격을 시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캡처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정보에 적합한 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연산은 불가능하기 때

문에 홈서버와 홈장비, 사용자 측 어느 쪽에서

도 인증에 실패하게 된다.

표 2. 인증 프로토콜들간의 성능분석

Table 2. Performance Analysis between 

Authentication Protocols

기법

연산

논문[9]에서

제안한 기법
제안한 프로토콜

초기

인증

티켓

기반

초기

인증

티켓

기반

XOR 8XOR · 8XOR ·

MAC 4MAC 4MAC 8MAC 2MAC

지수 6e 3e 5e ·

해쉬 · · 3h ·

통신수 3MSG 3MSG 4MSG 1MSG

전체
8XOR+4MAC

+6e+3MSG

4MAC+3e

+3MSG

8XOR+8MAC

+5e+3h

+4MSG

2MAC+

1MSG

성능분석을 위해서는 제안한 인증 프로토콜과 

논문[9]에서 제안한 기법간의 초기인증과 티켓기반 

인증에 대해 비교분석을 제시한다. 표 2는 기존 프

로토콜과 제안한 프로토콜간의 성능분석을 보여준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초기 인증기법은 논문 [9]

에서 제시한 기법에 비해 MAC연산, 해쉬연산, 통

신횟수에 비해 지수연산의 경우는 1회 감소하지만 

MAC연산의 오버헤드는 2배 증가하며, 해쉬연산은 

3번의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통신오버헤드도 약 13% 정도 증가한다. 이러한 오

버헤드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증 프로토

콜은 논문[9] 기법에 존재하는 사용자 인증이 홈서

버의 안전성에 기반하고 있는 보안 문제를 효율적

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산의 오버헤드도 티켓기반의 

인증과정을 이용함으로서 기존의 기법과 비교하여 

2번의 MAC연산을 줄일 수 있으며 연산의 오버헤

드가 큰 지수연산의 오버헤드를 없앨 수 있다. 또

한 통신 오버헤드 측면에서 논문[9] 기법보다 효율

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속성 기반 프로토

콜의 문제점인 홈서버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홈네

트워크 전반에 걸친 보안 취약성 확대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새로운 속성정보를 이용한 티켓기반의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증 프로토콜은 특히 초기 인증단계에서 발급된 

티켓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함으로서, 

인증에 필요한 연산량과 통신량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었다. 제시된 안전성 분석을 통해 제안한 프

로토콜이 다양한 공격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증 프로토콜은 사용자의 

속성에 따라 홈 네트워크 서비스의 접근성을 차별

화시킴으로서 보안의 다양한 레벨을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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