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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능을 지원하는 TELNET 프로토콜의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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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ELNET은 보안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프로토콜이므로 네트워크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SSL/TLS와 SSH가 사용된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추가적인 보안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또한 기존의
 TELNET과의 하위 호환성을 갖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적으로 보안 기능을 지원하여 기존의 TELNET과의 
하위 호환성을 가지는 STELNET(Secured Telnet)을 제안하였다. STELNET은 옵션 협상을 통해 기존 TELNET과의 
하위 호환성을 지원한다. STELNET에서 클라이언트는 ECDSA로 생성된 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서버를 인증한다. 
서버가 인증되면 두 호스트는 ECDH 알고리즘으로 세션 키를 생성하고, 이 세션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AES로 
암호화하며 SHA-256으로 HMAC을 생성한다. 이후 암호화된 데이터와 HMAC을 전송한다. 결과적으로 기존
 TELNET과 하위 호환성을 가지는 STELNET은 중간자 공격을 방어하고 전송되는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
장하는 보안 기능을 지원한다.

ABSTRACT

TELNET is vulnerable to network attack because it was designed without considering security. SSL/TLS and SSH 
are used to solve this problem. However it  needs additional secure protocol and has no backward compatibility with 
existing TELNET in this way. In this paper, we have suggested STELNET(Secured Telnet) which supports security 
functionalities internally so that has a backward compatibility. STELNET supports a backward compatibility with 
existing TELNET through option negotiation. On STELNET, A client authenticates server by a certificate or digital 
signature generated by using ECDSA. After server is authenticated, two hosts generate a session key by ECDH 
algorithm. And then by using the key, they encrypt data with AES and generate HMAC by using SHA-256. After then 
they transmit encrypted data and generated HMAC. In conclusion, STELNET which has a backward compatibility 
with existing TELNET defends MITM(Man-In-The-Middle) attack and supports security functionalities ensuring 
confidentiality and integrity of transmit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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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TELNET은 원격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

이다.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FTP(File 

Transfer Protocol)와 같이 원격지 컴퓨터의 특정 파일

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TELNET은 로그온 후 원격지 

호스트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TELNET은 로그온 절차가 있어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

호와 같은 데이터를 개방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전송한

다[1]. 하지만  TELNET은 모든 데이터를 평문으로 전

송하고, 서버를 인증하는 과정이 없어 네트워크 공격에 

취약하다[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ELNET에 

SSL/TLS와 같은 별도의 보안 프로토콜을 추가하여 사

용하거나[3] 원격 접속 외의 파일 전송, 포트 포워딩 등

의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있는 범용적인 보안 프로토

콜인 SSH[4]를 사용하여 원격지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

으나, 이 방법들은 보안 기능을 위해 별도의 보안 프로

토콜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위와 같은 점을 보완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보안 프로토콜 없이 

보안 기능을 지원하는 STELNET(Secured Telnet)을 제

안하였다. STELNET은 기존의 TELNET에 서버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의 보안 기능이 추가 된 프로토콜로, 

네트워크 공격에 취약한 기존 프로토콜과 달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신뢰성 있는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STELNET 

구조 및 보안 알고리즘들, 3장에서는  STELNET의 기본 

동작, 4장에서는 동작 검증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하였다. 

Ⅱ. 프로토콜 계층 구조 및 보안 알고리즘들

2.1. 프토토콜 계층 구조

TELNET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TELNET에 SSL/TLS를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SSH를 

사용한다. TELNET에 SSL/TLS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TELNET 옵션인 인증 옵션(Authentication 

option)[3]을 이용하여 SSL/TLS 프토토콜을 기반으로 

동작한다. SSH는 SSL/TLS와 같은 별도의 보안 프로토

콜로서 SSH-APP 계층에서 원격접속을 지원한다. 그림 

1은 TELNET over SSL/TLS, SSH, STELNET의 프로토

콜 계층 구조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기존의 TELNET에 SSL/ 

TLS를 추가한 형태와 SSH의 프로토콜 계층 구조는 별

도의 프로토콜로 인해 추가적인 계층이 따른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한 STELNET은 추가적인 프로토콜 없이 

내부적으로 보안 기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계층적 

오버헤드가 적은 장점을 갖는다.

Fig. 1 Comparison of TELNET over SSL/TLS, SSH and 
STELNET

2.2. ECDSA 전자서명 

ECC(Elliptic Curve Cryptography)는 타원곡선 이론

을 기반으로 한 공개 키 암호 방식이다. ECDSA(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는 기존 DSA(Digital 

Signature Algorithm)에 ECC를 적용하여 재 정의한 전

자서명 알고리즘으로 DSA에 비해 더욱 효율적이고 수

행 속도가 빠르다[5, 6]. 

Fig. 2 ECDSA digital signature generation and ver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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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ECDSA를 통한 전자서명의 생성과 전자서

명을 검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2.3. ECDH 키 교환

ECDH(Elliptic Curve Diffie-Hellman)는 DH(Diffie- 

Hellman) 알고리즘에 ECC를 적용하여 구현한 것으로 

DH 알고리즘에 비해 키의 길이가 짧다[5, 6]. 그림 3은  

ECDH를 통해 키를 공유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Fig. 3 ECDH key exchange algorithm

2.4. AES 암호화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는 국제 표준 대

칭 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128/192/256 비트 길이의 

키를 사용하여 평문을 128비트 블록 단위로 나누어 암

호화한다[7]. 그림 4는 AES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암

호화하는 과정을 나타낸다[8].

Fig. 4 AES encryption process (128-bit key)

2.5. HMAC

HMAC(keyed-Hash Message Authentication Code)

은 비밀 키와 암호화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출력되는 

고정된 크기의 전자지문이며 메시지의 무결성 검증과 

인증을 위해 사용된다. 암호화 해시 함수는 역상과 제 2

역상, 충돌 저항성을 만족해야하며 대표적인 알고리즘

으로 SHA-1(Secure Hash Algorithm-1), SHA-2가 있다

[9, 10]. 수식 1은 RFC2104에 나와 있는 HMAC의 정의

이다[10, 11].


 ⊕  ⊕ 

      (1)

·   : 암호화 해시 함수

·   : 해시 함수의 입력 블록 사이즈만큼 0으로 패딩 

된 개인키

·   : 인증될 메시지

·   : 데이터 결합

· ⊕  : Exclusive OR 연산

·   : 외부 패딩

·   : 내부 패딩

Ⅲ. 설계 및 동작

STELNET은 TELNET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

해 인증서 또는 전자서명을 이용한 서버 인증 과정을 

가짐으로써 중간자 공격을 방어하며, 전송되는 데이터

의 암호화와 HMAC으로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한다. 

또한 TELNET의 옵션으로 동작하여 이전 버전 규격과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12].

TELNET은 다양한 터미널과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옵션 협상을 수행한다[13]. 옵

션에 대한 세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브 옵션 협

상을 수행한다[14]. 옵션 협상 과정 중 STELNET의 사

용이 결정되면 알고리즘 협상, 서버 인증, 키 교환 및 

키 검증으로 구성 된 서브 옵션 협상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STELNET의 기본 동작은 그림 5와 

같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0, No. 4 : 769~776 Apr. 2016

772

Fig. 5 STELNET operation procedures

3.1. 옵션 협상

두 호스트는 옵션 협상 과정에서 STELNET 옵션의 

사용을 결정하고 서브 옵션 협상을 수행한다[14]. 먼

저 서버가 STELNET 옵션의 사용을 요청하기 위해 

DO 명령을 전송하고, 이 명령을 수신한 클라이언트

는 STELNET 옵션의 사용을 알리는 WILL 명령을 전

송한다. 클라이언트는 STELNET 옵션을 지원하지 않

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WONT 명령을 전송한다. 

3.2. 서브 옵션 협상

STELNET의 서브 옵션 협상은 알고리즘 협상, 서버 

인증, 키 교환 및 키 검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은 

STELNET의 서브 옵션 형식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는 STELNET의 옵션 번호를 50으로 정의한다.

Fig. 6 Format of STELNET suboption

표 1은 그림 6에서 나타낸 T의 종류이다.

Table. 1 STELNET command types

Type Name
1 INITIATE
2 REPLY
3 KEY PARAMETER
4 FINISH KEYING
5 REQUEST CERTIFICATE
6 CERTIFICATE
7 SERVER SIGNATURE

3.2.1. 알고리즘 협상

두 호스트는 서로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알고리즘 협상 과정을 갖는다. 알고리즘은 클라이언트

가 자신이 지원하는 알고리즘 목록을 서버에게 전송하

고, 서버가 이 목록 중 선택한 알고리즘을 클라이언트

에게 전송함으로써 협상된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지원하는 알고리즘의 목록과 

랜덤 값을 생성하여 INITIATE를 전송한다. 랜덤 값은 

서버의 전자서명 메시지, 키 검증 메시지, 암호 키, 

HMAC 키를 생성할 때 사용된다[15]. 클라이언트가 전

송하는 알고리즘 목록은 키 교환, 서버 인증, 암호화, 

HMAC 순서대로 각각 2바이트(16 비트)씩 총 8 바이트

로 설정된다. 알고리즘 코드는  0부터 15까지 숫자 중 

각 알고리즘에 따라 정의되어 있고, 2 바이트 내 15번째 

비트부터 0번째 비트 중 클라이언트가 지원하는 알고리

즘 코드에 해당하는 비트를 1로 설정하여 전송한다. 서

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받은 알고리즘 목록 중 사

용할 키 교환, 서버 인증, 암호화, HMAC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그에 해당되는 코드를 각각 4 비트에 나타내

어 총 2 바이트를 설정한다. 그리고 랜덤 값을 생성하여 

REPLY를 전송한다. 그림 7은 알고리즘 협상 과정에서 

사용하는 INITIATE와 REPLY을 나타낸다.

Fig. 7 Format of INITIATE and REPLY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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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서버 인증

클라이언트는 올바른 서버를 식별하기 위해 ECDSA

을 사용한 인증서 또는 전자 서명을 통해 서버를 인

증한다. 그림 8은 STLENET의 서버 인증 과정을 나타

낸다. 

Fig. 8 Server authentication procedure of STELNET

클라이언트는 로컬 데이터베이스(Local database)에 

서버의 공개키가 없는 경우, 서버에게 서브 옵션 

REQUEST CERTIFICATE를 전송하여 인증서를 요청

하고 서버가 전송하는 서브 옵션 CERTIFICATE를 통

해 인증서를 얻는다. 클라이언트는 전송 받은 인증서를 

CA(Certificate Authority)로부터 확인 받은 후 인증서

의 공개키를 저장함으로써 서버를 인증한다[16].

Fig. 9 Format of REQUEST CERTIFICATE, CERTIFICATE 
and SERVER SIGNATURE message

클라이언트의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서버의 공개

키가 있는 경우, 서버로부터 서브 옵션 SERVER 

SIGNATUR -E를 전송받는다. SERVER SIGNATURE

의 전자 서명 메시지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랜덤 값, 

서버의 ECDSA 공개키가 해시 된 값을 서버의 ECDSA 

개인키로 서명하여 생성한다. 클라이언트는 전송 받은 

전자 서명 메시지를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서버의 ECDSA 공개키로 검증함으로써 서버를 

인증한다. 그림 9는 서버 인증 과정에서 전송되는 서

브 옵션 REQUEST CERTIFICATE와 CERTIFICATE, 

SERVER SIGNATUR -E을 나타낸다.

3.2.3. 키 교환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ECDH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세션 키(Session key)를 생성한다. 두 호스트는 

ECDH알고리즘을 통해 개인키를 생성하고, 생성된 

개인키를 사용하여 공개키를 만든다. 이 후 공개키는 

KEY PARAMET -ER를 통해 전송된다. 그림 10은 키 

교환 과정에서 전송되는 KEY PARAMETER을 나타

낸다.

Fig. 10 Format of KEY PARAMETER message

생성된 세션 키를 사용하여 암호 키,  HMAC 키가 생

성된다. 두 호스트는 공유한 세션 키와 서로의 랜덤 값

을 이용하여 KDF(Key Derivation Function)[17]을 통해 

암호 키를, SHA-256 모듈로 HMAC 키를 생성한다.

3.2.4. 키 검증

두 호스트는 키 교환과 동시에 키가 정상적으로 공

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키 검증 메시지를 주고받

는다. 그림 11은 키 검증 과정에서 전송되는 FINISH 

KEYING을 나타내고 수식 2은 키 검증 메시지가 생성

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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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ormat of FINISH KEYING message


       

     (2)

·   : HMAC 키

·   : 클라이언트의 공개 키

·   : 서버의 공개 키

·   : 선택된 알고리즘 코드

·   : 서버의 랜덤 값

·  : 서버의 랜덤 값

키 검증 메시지 는 클라이언트의 공개키 

 , 서버의 공개키  , 선택된 알고리즘 코드  , 

서버의 랜덤 값  , 클라이언트의 랜덤 값 을 

HMAC 키로 해시한 값이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전송

받은 키 검증 메시지와 전송하기 위해 만든 메시지를 

비교함으로써 세션 키를 검증한다. 

3.3. 데이터 전송

두 호스트는 생성된 암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HMAC 키를 사용하여 생성한 HMAC을 함께 전송한

다. 그림 12는 STELNET의 옵션 협상이 완료된 후 데이

터를 암호화하고 HMAC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Fig. 12 STELNET message generation process

Ⅳ. 동작 검증

STELNET이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기 때

문에 스니핑(Sniffing) 공격[18]에 의해서 패킷이 노출

되더라도 데이터의 기밀성이 보장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TELNET 클라이언트와 STELNET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STELNET 서버에 로그 온 시 전송되는 패킷을 

서버에서 Wireshark 프로그램으로 캡처한다. 그림 13은 

TELNET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전송되는 패킷을 나타

낸다. 

Fig. 13 Captured TELNET　packet

본 논문에서 제안한 STELNET은 기존 규격 버전과 

호환성을 가지므로 기존의 TELNET 클라이언트에서 

STELNET 서버로 접속이 가능하다. 그림 13과 같이 기

존의 TELNET 클라이언트가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를 

아스키 코드(ASCII Code)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는 

STELNET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전송되는 패킷을 나타

낸다.  

Fig. 14 Captured STELNET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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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와 같이 STELNET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

로 전송되는 패킷은 AES로 암호화되어 데이터의 기

밀성이 보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HMAC

을 암호화된 데이터에 붙여 전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기존의 TELNET에 옵션을 추가하여 프로

토콜 자체에서 보안기능을 지원하는 STELNET 프로토

콜을 제안하였다. 

STELNET은 ECDSA로 생성된 인증서 또는 전자서

명으로 서버를 인증하고, ECDH 키 교환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두 호스트만 알 수 있는 키를 생성한다. 이후 데

이터를 암호화하고 HMAC과 함께 전송한다.

STELNET은 옵션 협상과 서브 옵션 협상을 통해 사

용할 보안 알고리즘을 결정하고, ECDSA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인증하도록 설계하였

다. 또한 ECDH 알고리즘을 통해 세션마다 새로운 키를 

안전하게 생성하고, 이 키를 사용하여 암호 키와 HMAC 

키를 생성한다. 이 후 전송되는 데이터가 암호화됨으로

써 데이터의 기밀성이 보장되는 것을 동작 검증에서 확

인하였다. 또한 HMAC을 생성하여 전송함으로써 데이

터의 위변조 검증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STELNET은 신뢰하는 서버와의 접속을 

지원하며 호스트가 전송하는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

성을 보장한다. 또한 STELNET은 추가적인 보안 프로

토콜 없이 기존 TELNET의 옵션으로 동작하여 이전 버

전 규격과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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